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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금은 코로나시기이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는 

일상이 된 것 같다. 코로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국민

이 백신접종을 한 탓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위드코로나정책 탓도 있을 것

이다. 

 

코로나시기에 금요니까야모임이 열리지 못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

년이 그렇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 없다. 이는 줌(Zoom)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면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느 모임이나 단체이든

지 줌모임하게 되었다. 이에 금요모임도 동참하게 되었다. 

 

줌모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전재성 선생이 2021년 1월 귀국하고 나

서부터 거론되었다. 전재성 선생은 2020년 하반기에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냈다. 코로나 공포가 지배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2020년 1월 전재성 선생이 귀국했을 때 식사모임을 가졌다. 향후 어떻게 

모임을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시기

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2021-01-2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도현스님과 장계성 선생도 참석했다. 

 

고양 스타필드 네팔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결론은 줌모임을 갖기로 했

다. 집합모임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서 코로

나시기에 적응하고 심지어 진화해야 살아 남는다고 말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나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시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2월 넷째 주 금

요모임부터 온라인 줌이 시행된다. 코로나 시기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 한다.”(2021-01-23)라고 느낌을 써 놓았다.  

 

글에서 나는 보수적이라고 썼다.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줌모임 갖는 것도 그랬다. 오로지 대면모임만을 생각한 것이다. 줌이라

는 도구에 서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더구나 나는 전자공학과 

출신 아닌가! 

 

모임은 1월 넷째 주 금요모임부터 재개되었다. 처음으로 줌모임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서툴렀다. 스마트폰을 이용했는데 소리가 나



4 

 

지 않아 헤매기도 했다. 말풍선을 눌러야 하나 아이콘만 누르다 보니 소

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줌모임은 10월 넷째 주 금요모임까지 이어졌다. 도중에 공백이 있었다. 

6월 둘째 주 금요모임 이후 10월 둘째 주 금요모임에 이르기까지 4달 동

안 방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재성 선생이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보

낸 시기에 해당된다.  

 

코로나도 면역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2년동안 치루다 

보니 덤덤해진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코로나가 박멸의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른

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된 것이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시대가 되었다. 이에 금요니까야모임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대면모임으로 전환되었다. 마침내 11월 둘째 주에 대면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2020년 6월 이후 1년 반만에 대면모임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올해 처음 대면 모임 가졌는데’(2021-11-17)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대면모임을 앞두고 몹시 걱정했었다. 줌모임에 길들어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말한다. 이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홍제동 전재성 선생 아파트모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모였다. 도현스님과 장계영, 홍광순, 유경민선생이 

참석해서 걱정을 덜게 되었다. 이렇게 고정멤버가 있으면 모임은 흔들리

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임이 계속 유지된다. 2017년 2월 이후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은 고정멤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책의 서문을 위한 것이다. 2021년 금요모임 후기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책의 제목을 ‘45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 III 2021’라고 정했다. 목차를 만들어 보니 글이 38개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여러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

착이 가는 것은 금요니까야모임이다. 이는 어쩌면 결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것은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완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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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요모임은 2017년 2월 처음 모임을 가졌다. 이후 2022년 1월 현재 만 5

년 동안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독송해 왔다. 그런데 이제 반이 조금 

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앙굿따라니까야 11개 법수 중에서 이제 6번

째 법수가 진행중에 있다. 

 

금요모임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

을 완독하는 때가 모임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금요모

임은 ‘생활속의 명상수행 결사모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활속의 명상수행 결사모임 만 5주년을 맞이했다. 언젠가는 결사모임도 

끝날 것이다. 그 날은 어쩌면 역사적인 날이 될지 모른다. 그 날을 위하

여 모임이 끝나면 후기를 남긴다. 이렇게 책으로도 남긴다. 해가 지나면 

그 해 후기를 모아서 한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금요니까야모임이 있어서 행복하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날은 

고양시 삼송역 부근에 있는 한국빠일리성전협회(KPTS)에 가는 날이다. 

가면 담마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를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이라고 

했다.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름하여 ‘45 원음향기 가

득한 서고의 저녁 III 2021’라고 했다. 

 

책이 나오기까지 전재성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번역에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독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인지 모

른다.  

 

전재성 선생은 담마토크 하는 과정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은“그

럴수도 있겠네요.”라는 말이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지 받아 준다. 때

로 경에 있는 문구와 관련이 없는 개인사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모임 참석자들은 질문을 짧게 1분 이내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전재성 선생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그렇

다. 

 

책을 만들게 된 동기는 도현스님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에 도현스님이 그동안 후기 작성한 것을 모아서 인쇄해 주기를 부탁했었

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책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다. 2017년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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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쓴 후기를 모아서 목차를 만들고 서문을 써서 책처럼 만들어 본 것

이다. 이것이 시발이 되었다. 이후 불로그에 올린 글을 다운 받아 책 만

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든 책은 45번째가 된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금요니까야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임이 이

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고정 멤버들의 

영향이 크다. 도현스님과 장계영선생과 홍광순선생은 고정멤버나 다름없

다.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는 일이 없다. 이 

밖에도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는 선생들이 있었기에 모임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다.  

 

금요니까야모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오후 7

시에 KPTS에서 열린다. 이를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밤’이라고 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담마의 향연이 펼쳐 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요모임은 생활속의 명상수행 결사모임이기도 하다. 

 

 

2022-01-1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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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시기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 

  

  

오늘 오전 약간 설레었다. 오랜만에 친숙한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전재성 선생이 미국에서 귀국한지 보름이 약간 넘었다. 

자가격리를 끝내고 외출해도 되는 날에 만남을 가졌다. 2020 년 7 월 

넷째주에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을 갖은 이래 거의 반년만이다.  

  

고양스타필드 네팔식당에서 

  

전재성 선생은 작년 7월 이후 미국에 있었다. LA 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은 열리지 못했다.  

  

지금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중이다. 5 인 이상 금지모임이 

풀려야 대면 모임도 가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줌 이야기가 나왔다. 

금요모임 멤버중에 장계영선생이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전재성 선생 

의견도 중요하다. 이에 5 인 이하 소모임을 주선했다. 

  

모두 네 명 모였다. 장소는 고양스타필드 네팔식당이다. 도현스님, 

장계영 선생, 전재성 선생, 그리고 본인이 참석했다. 모임을 

주선했으므로 식사비를 냈다. 무엇보다 식사대접을 하고 싶었다. 일종의 

공양청이다. 스님에게도 공양하는 것이고 선생들에게도 공양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보시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잽싸게 잡아야 한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면 된다. 이번 4인 

모임은 일부로 점심식사모임을 만든 것이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줌에 대한 것이다. 

  

가장 먼저 고양스타필드에 도착했다. 먼저 그 거대함에 놀랐다. 세상에 

이렇게 큰 쇼핑몰은 보지 못했다. 마치 중국에 온 것 같다. 중국에서는 

무엇이든지 거대하기 때문이다. 지상 3층 밖에 되지 않지만 길이가 

길어서 축구장 두 개 넓이는 되는 것 같다. 이제까지 오밀조밀한 쇼핑몰 

보다 이렇게 운동장처럼 넓은 쇼핑몰을 보니 대륙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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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장소는 네팔식당 에베레스트이다. 전재성 선생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 것이다. 아마 종종 와 본 것 같다. 네팔식당은 처음이 아니다. 

2017 년 동대문 근처에서 김광하선생 일행과 네팔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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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 시가 되자 모두 모였다. 모두 얼굴이 좋아 보였다. 도현스님은 

어제부터 설레였다고 말했다. 매월 두 번 모임을 갖다가 이렇게 반년 

만에 보니 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포켓용 율장 비구계본와 비구니계본 

  

오랜 만에 모여서일까 선물을 주고받았다. 전재성 선생은 포켓용 율장 

비구계본와 비구니계본를 선물로 주었다. 이번에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것이다. 

  

포켓용 비구계본를 열어 보았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빠알리승계본이고 후반부는 사분승계본이다. 빠일리계본 뿐만 아니라 

사문율계본도 실어 놓은 것이다. 특히 사분율계본은 새롭게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빠알리율 227 계와 사분율 250 계가 실려 있다. 

  

포켓용 비구계본은 출가라면 누구나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만든 것이다. 가죽케이스로 하여 

한손에 쏙 들어오게 만들었다. 빠알리율과 사분율을 합하여 모두 750 여 

페이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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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계본에서 가장 첫번째 조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적교섭에 대한 

학습계율(methunadhammasikkhāpada)’이다. 비구계 227 계 중에 가장 

첫번째는 성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떠한 수행승이든 수행승들의 학습계율을 받고, 학습계율의 부인도 

없이 자신의 학습계율에 대한 취약성도 알리지 않고, 성적 교섭에 

빠진다면, 심지어 축생과 행하는 것조차도, 승단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함께 살 수 없다.”(승단추방죄법 제 1 조) 

  

 
  

승단추방죄법 제 1 조는 음행에 대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성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축생하고 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포켓용비구계본 227 항목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다. 마치 법조문을 

보는 것 같다. 어기면 처벌이 따른다. 최고의 처벌은 승단에서 추방되는 

것이다. 네 가지가 있다. 성적교섭, 주지 않는 것을 빼앗음, 인체의 

살해,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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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추방죄 중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에 대한 

학습계율(uttarimanussadhammasikkhāpada)’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쉬운 말로 ‘깨달음을 사칭하는 것’이다. 출가자가 재가자에게 

선정이나 사향사과의 과위, 그리고 열반 등 인간을 뛰어넘는 정신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깨달음 사칭이 되어 승단에서 추방됨을 말한다.  

  

포켓용 비구니계본을 열어 보았다. 빠알리율과 사분율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같다. 빠알리율은 304 항목이고, 사분율은 

348 항목이다.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승단추방죄에 대한 것이다.  

  

비구니계본을 보면 모두 여섯 가지 승단추방죄가 있다. 비구계 네 

가지에다 ‘무릎부터 위의 마촉에 대한 학습계율’과 ‘죄악을 덮어주는 

자에 대한 학습계율’이 추가된 것이다. 비구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켓용 비구계본과 비구니계본을 만든 것은 스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국불교에서 계행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율장을 공부하지도 않고 율장을 거의 보지도 않은 

현실에서 포켓용 계본을 만들어 널리 보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가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권씩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불교는 계행이 

청정해지고 무엇보다 정법이 오래오래 유지될 것이다. 이번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포켓용 비구계본과 비구니계본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줌에 대하여 

  

네팔식 식사를 하면서 온라인 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줌이 대세가 되었다. 이미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5 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을 때 줌으로 

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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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을 이용하여 소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젊은 층에서는 줌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줌이 익숙하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저 어서 코로나가 물러나서 다시 대면모임 

갖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미래 전문가들은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살아 남는 생존방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에 대한 향수가 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물러가기를 바란다. 희망섞인 조짐도 보인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접종단계에 이르렀다. 연말이면 전국민의 70-

80 프로가 집단면역이 되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듯하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다.  

  

불과 1-2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줌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설령 대면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줌과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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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원액 선물 한병 

  

장계영선생도 선물을 준비했다. 손수 담근 오미자 한병을 선물로 

주었다. 오미자 원액이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 선물은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기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식사비용 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코로나시기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2017 년 2 월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 4년 되었다. 오늘 모인 도현스님과 장계영 선생은 

초창기 때부터 함께 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빠짐없이 

참석했다. 한달에 두 번 있기 때문에 많은 모임을 가졌다.  

  

사실 강독모임은 2016 년부터 시작되었다. 광화문 촛불이 한창이었을 

때이다. 2016 년에는 전재성 선생 홍제동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후 2017 년 2 월부터 삼송역 부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겸 

사무실에서 금요강독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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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거의 가지지 못하다시피 했다. 

올해 모임은 어떻게 될까? 2 월에 5 인 이상 금지가 해제되면 대면 

모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줌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대면모임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서 

코로나시기에 적응하고 심지어 진화해야 살아 남는다고 말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나는 대단히 보수적이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시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2 월 넷째 

주 금요모임부터 온라인 줌이 시행된다. 코로나 시기에 적응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 한다.  

  

  

2021-01-2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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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마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기 

 

지금은 코로나시기이다. 미증유의 전세계적 재난을 맞이하여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에서도 줌을 이용한 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 월 24 일 

전재성 선생 귀국을 맞이하여 스타필드 네팔식당에서 도현스님, 전재성 

선생, 장계영 선생, 그리고 이병욱이 함께한 4 인 모임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모임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첫번째 모임이 1 월 29 일 금요일 

저녁에 열렸다. 

 

줌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5 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에는 

줌 외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전사회적으로 줌을 이용한 모임을 갖는 

것은 이제 대세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하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주변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진화하기까지 

한다. 처음 접했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크다. 나도 서서히 적응하고 

진화해 가는 것 같다. 

  

1 월 29 일 금요모임은 저녁 7 시부터 시작되었다. 서고모임에서와 같이 

삼귀의와 오계를 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10 분가량의 

입정시간은 생략되었다. 나중에 모임을 마칠 때는 경을 낭송했는데 

자애경 대신에 축복경을 합송했다. 

 

모두 9 명이 입장했다. 낯익은 얼굴들이다. 거의 반년만에 얼굴을 본다. 

비록 대면모임은 아니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약간 어글리하게 

나오는 것 같다. 아마 거리와 각도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노트북은 안정적이다.  

 

오랫만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니 대면모임과 

다를 바 없다. 흐릿한 영상과 불투명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 모임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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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경을 독송했다. 하나는 이전 모임에서 했던 것이지만 

복습차원에서 한번 더 독송했다. 또 하나는 수행자커뮤니티에서 

도반과의 원만한 관계에 따른 정신적 향상에 대한 것이다. 두 경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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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법수가 나온다.  

 

첫번째 경은 ‘감각적 쾌락에 빠짐에 대한 경(Kāmasutta)’ (A5.7)이다. 

경에서는 감각적 쾌락에 빠진 것에 대하여 아기의 비유를 들었다. 이는 

“아주 어린 아이, 유약한 젖먹이가 유모의 부주의로 나무 조각이나 

돌조각을 입에 넣으면, 유모는 그것을 재빨리 파악하고, 재빨리 

파악해서 재빨리 꺼내야 할 것이다.” (A5.7)라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아기의 비유를 든 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데 유모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민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A5.7)라고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민은 어떤 것일까? 사무량심에서 연민을 뜻하는 

까루나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라고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지금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다. 연민을 

가졌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감각적 쾌락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부끄러움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비추어 창피함을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향하여 정진을 하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관하여 지혜를 갖추는 한,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 

수행승에 대하여 이제 근심이 없다. 그 수행승은 자신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A5.7) 

  

  

부처님은 자신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를 말한다. 이는 이 경이 다섯 가지 

법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칠성재에서 보시와 지계가 빠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배움대신에 정진이 들어가 있다.  

 

누구도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가르침과 자신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가르침을 모르면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삶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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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 등으로 오욕락을 즐기는 것이다. 이는 재난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젖먹이 아기가 부주의로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삼키는 것으로 비유했다.  

 

감각적 쾌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경에서는 저속, 중간, 고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고상한 취미를 갖는 것도 감각적 쾌락에 

해당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감각적 쾌락에 

열중함을 말한다. 즐기는 삶이다. 특히 젊은 시절은 즐기는 시절로 

본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즐기는 삶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쾌락을 즐겨서 행복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고통으로 

귀결된다. 이를 아기가 부주의로 나무조각이나 돌조각을 삼키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엇이든지 먹을 것으로 본다. 아무것이나 

집어 입에 넣는다. 걸음마 하는 아기는 차도에 뛰어 들기도 한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이 그렇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 재난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린 아기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다. 그래서 자신이 

수호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먼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내야 한다. 가르침에 대해 반신반의하면 수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같다고 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정진과 지혜이다. 전재성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정진과 지혜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진은 위리야를 번역한 말로 힘의 뜻도 있다고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불선법과 선법을 

구별하여 불선법이면 끊어 버리고 선법이면 증장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각적쾌락이 재난임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적 지혜이다.  

 

상윳따니까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빠삐만(악마)은 늙은 브라만으로 

변신하여 콜록거리면서 젊은 수행자를 유혹한다. 빠삐만은 “존자들은 

젊고 머리카락이 아주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받았으나 인생의 꽃다운 

시절에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고 출가했습니다.”(S4.21)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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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존자들은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즐기십시오.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이에 새내기 

수행승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성직자여, 우리들은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직자여, 우리들은 시간에 매인 것을 좇기 위해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시간에 매이는 것이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고, 아픔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 안에 도사린 

위험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S4.21) 

 

잘 배운 부처님 제자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새기고 있던 제자는 감각적 쾌락이 재난이 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 이 다섯 가지는 감각적 재난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 이는 가르침이 우리를 보호해 줌을 말한다. 

테라가타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가르침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수호하고 

잘닦여진 가르침은 행복을 가져온다. 

가르침이잘 닦여지면, 공덕이 있다. 

가르침을따르는 자는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Thag.303) 

 

어제 저녁 처음으로 온라인 줌으로 금요모임을 가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덜 어색했다. 사람들은 대단히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대면모임에서의 분위기는 느낄 수 없으나 그래도 흐릿하고 희미한 

영상과 음성으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장계영선생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흔쾌히 동의해 주신 전재성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참석한 모두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다. 어느 날 

어느 때 줌모임이 있었지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힌다.  

 

다음 모임은 2월 26 일 금요일에 열린다. 5 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풀리면 대면모임이 된다. 그러나 이미 줌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반들도 줌으로 참석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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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줌모임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위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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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들 때 마다 외는 주문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금요니까야 모임에서 두 번째 경을 독송했다. 

교재인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동료수행자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지혜도 계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존중이 없음의 경(dutiyagārava)’(A5.22)이다.  

  

도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동료수행자라 하면 도반을 말한다. 부처님이 말하는 도반은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친구의 경’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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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한다.”(S3.18)라고 했다. 그렇다면 도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수행승이 동료수행자에 대하여 존중이 없고 

공경이 없고 화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원만한 행위의 원칙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바르고 원만한 행위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인의 규칙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학인의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행의 

다발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계행의 다발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삼매의 다발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삼매의 다발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다발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A5.22) 

  

  

법수가 다섯 개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열해 보면 1)바르고 원만한 

행위의 원칙, 2)학인의 규칙, 3)계행의 다발, 4)삼매의 다발, 5)지혜의 

다발을 말한다. 이를 빠알리 원문에서 찾아보니 ‘ābhisamācārikaṃ 

dhammaṃ, sekhaṃ dhammaṃ, sīlakkhandhaṃ, samādhikkhandhaṃ, 

paññākkhandhaṃ’라고 되어 있다. 

  

다섯 가지가 없으면 동료 수행자에 대하여 존중도 없고 공경도 없다고 

했다. 청정한 삶에 있어서 도반은 인생의 전부와 같다고 했는데, 

동료수행자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 없다면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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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고 힘든 길이 될 것이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이럴 때는 각주를 보아야 한다.  

  

소소계(小小戒)를 지켜야  

  

첫번째로 ‘바르고 원만한 행위의 원칙(ābhisamācārikaṃ dhammaṃ)’이 

있다. 이는 주석에 따르면, “수행승이 자신의 친교사와 스승과 

장로들에 대한 품행이나 의무를 말한다.”(Mrp.III.228)라고 설명되어 

있다. 동료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 있으려면 먼저 스승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를 

‘ābhisamācārikasīla’라고 했다.  

  

아비사마짜리까실라와 유사한 말이 아비사마짜리까 식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바르고 원만한 실천에 대한 배움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배움의 공덕의 경’(A4.243)을 근거로 한다. 부처님이 배움이라 했을 

때 이는 계, 정, 혜 삼학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계학에 대한 것이 

아비사마짜리까실라이다. 주석에서는 소소한 학습계율(小小戒)를 

말한다.  

  

‘바르고 원만한 행위의 원칙(ābhisamācārikaṃ dhammaṃ)’라고 한 것은 

소소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계율의 경’에서 ‘보다 

높은 계행에 대한 배움’에 대한 항목을 보면,“그는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범하기도 하고 복귀하기도 

한다.”(A3.87)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수행자의 올바른 생계는 

  

두번째로, 학인의 규칙(sekhaṃ dhammaṃ, sīlakkhandha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수행승이 식사하거나 가사를 갖추거나 

거리를 유행하거나 재가자를 방문하는 등에 대한 학습계율을 

말한다.”(Mrp.III.228)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인은 세카를 

번역한 말이다. 빠알리경전에서 세카는 사향사과에서 아라한을 제외한 

과위를 가진 제자를 말한다. 모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제자들이다.  

  

세카는 탁발을 해도 부처님의 은혜로 먹는 자에 해당된다. 빚진 자로서 

먹지 않음을 말한다. 밥값은 하는 수행승임을 말한다. 그런 학인에게 

있어서 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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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의 규칙은 올바른 생계와 관련이 있다. 수행승에게 올바른 생계란 

무엇일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여덟 가지 청정이 있다. 이는 세 가지 

신체적 행위, 네 가지 언어적 행위, 이렇게 일곱 가지 청정한 

행위에다가 여덟 번째로 올바른 생계를 포함하면 여덟 가지 청정이 있게 

된다. 여기서 여덟 번째 올바른 생계에 대하여청정도론에서는 “그리고 

청정한 삶의 길에서 기반이 되는 것으로 기반적 청정행의 

계행”(Vism.1.27)이라고 했다.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생계의 청정은 학인의 규칙과 같은 말이다. 이는 

주석에서 “수행승이 식사하거나 가사를 갖추거나 거리를 유행하거나 

재가자를 방문하는 등에 대한 학습계율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탁발할 때와 재가자를 방문할 때에도 청정해야 함을 말하는데, 이는 

학인에게 있어서 생계의 청정에 해당된다.  

  

네 가지 청정한 계행이 있는데 

  

세번째로 계행의 다발(sīlakkhandhaṃ)에 대한 것이다. 이는 

주석에서“커다란 계행[大戒: mahāsilānī]”(Mrp.III.228)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청정도론을 인용하여 ‘네 가지 

청정한 계행’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 가지 청정한 계행에 대하여 청정도론을 찾아 보았다. 지시한 대로 

찾아 보니 이는 디가니까야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D2)에서 

인용한 문구에 대한 설명이다. 경에서는 “이와 같이 출가해서 

의무계율을 수호하고 지켜서 행동범주를 완성하고,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받아 배웁니다.”(D2.40)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을 근거로 하여 청정도론에서는‘네 가지 청정한 

계행’(Vism.1.98)이 설명되어 있다. 즉, 1)계율수호적 계행의 성취, 

2)감관제어적 계행의 성취, 2)생활청정적 계행의 성취, 3)필수자구적 

계행의 성취에 대한 것이다. 

  

사향사과와 열반을 위하여 

  

네번째로 ‘삼매의 다발(samādhikkhandhaṃ)’이다. 이는 “길에서의 

집중과 경지에서의 집중”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다. 단순히 대상에 

집중한 상태가 아니라 사향사과와 열반을 얻기 위한 삼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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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지혜의 다발(paññākkhandhaṃ)이다. 이 말은 “통찰에 의한 

올바른 견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빠알리어 

‘vipassanāsammādiṭṭhi’를 풀이한 것이다.  

  

부처님은 동료수행자간에 존중과 공경과 화합이 없으면 결코 실현 될 수 

없는 것 다섯 가지를 말씀 하셨다. 그것은 소소한 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수행자의 생계를 올바르게 해야 하고 대계를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가 계학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학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목적은 사향사과와 열반이다. 

  

경을 독송한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새겨 보았다. 각주에 실려 있는 

주석을 참고하여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다. 이는 경이나 논서에서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용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경을 읽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은 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또 

전재성선생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경을 독송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담마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고 5 분 이내로 짧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 범주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크게 본다면 

모두 가르침과 관련 있는 것이다.  

  

J 도반이 지식에서 지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먼저 분노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식을 예로 들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속썩을 일도 많음을 말한다. 자식이 속 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다. 심하면 몽둥이까지 

들 것이다.  

  

자식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심리상담가에 따르면 

이는 나중에 성장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자신의 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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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를 들어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연민의 

마음을 내라고 했다.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전재성 선생의 강연을 오래 전에 본 적이 있다. 아마 육칠년 된 것 

같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강연한 것을 유튜브에서 보았다. 그 강연에서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대목이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전재성 선생은 니까야강독시간에 이 말을 수 없이 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들을 때마다 새롭다. 왜 그럴까?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여기 불행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 지하계단 내려 가는 곳에서 구걸하는 

걸인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여 돈이나 빵을 줄지 모른다. 공덕을 짓는 

훌륭한 행위이다. 더 좋은 것은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는 동등한 차원에서 

내는 연민을 말한다. 걸인이 불쌍하다고 하여 단지 돈을 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월적인 자만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 자만은 불선업에 속한다. 흔히 “내가 누군데!”또는 “내가 

누군데 감히!”라고 나타난다. 그러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동등한 위치가 되어 자만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을 가장 부처님 답게 만드는 대답 

  

전재성 선생은 틈만 나면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경전적 근거가 있다. 부처님은 먼저 “수행승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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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시고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S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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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경전에서 이런 말을 보기 힘들다.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근본가르침근본부터 갖가지 팔만사천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런 

가르침을 보기 힘들다. 한역 아함경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니까야에서만 

보인다. 그것도 상윳따니까에서 볼 수 있다. 전재성 선생은 이 구절에 

대하여 “부처님을 가장 부처님 답게 만드는 대답입니다.”라고 했다. 

  

전재성 선생은 니까야를 번역하면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을 접하고 큰 힘을 받았다고 한다. 이 구절 

하나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한다.  

  

부처님이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와 같은 높은 가르침을 펼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추상적일 수 있다. 이럴 때“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 올 수 있다.  

  

누군가 범아일여와 같은 합일을 말할 수 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자구요?”라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면 공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동등한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다. 놀랍게도 니까야에서는 행복하고 

부유한 자에게도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동등한 

마음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을 부처님 답게 

하는 탁월한 가르침이다.  

  

부자도 연민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L 도반이 질문했다. L 도반은“부자에게도 연민이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했다. 가난한 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듯이 부자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연민 보다는 시기와 질투하기 쉬울 것이다.  

  

부자는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가난한자가 부자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유없는 분노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경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는 것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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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자에게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동등한 

연민심을 내듯이, 똑 같은 마음으로 부자에게도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동등한 연민심리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가능하다고 했다. 왜 그런가? 부자들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예산에 있어서 여유가 있거나 한정이 없을 때 

쉽게 쾌락에 빠질 수 있다.  

  

부처님은 니까야 도처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하여 재난과 같다고 

설했다. 먹는 즐거움을 넘어, 도박, 섹스, 마약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각적 쾌락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0 여년만의 무죄판결 

  

전재성 선생은 한때 운동권이었다. 70 년대 유신시절에 대불련 회장을 

했는데 그때 감옥에 갔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부자는 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득권자에 대한 분노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그들을 단지 분노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평생 갈 것이다. 이럴 때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다. 

그들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생 가지도 않을 것이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최근 감옥 간 것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무려 40 년 넘게 걸려 판결 난 것이다. 그래서 보상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 기득권에 

분노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40 년만의 무죄판결은 정의로운 분노에 

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가르침을 접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 윤회이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 오늘의 

나는 내일과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전생의 나는 수많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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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부유하고 부자로 산 적도 있었고 불행하고 

가난한 자로 산적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야 우월적 자만에 따른 

연민이 생겨나지 않는다. 또 행복하고 부유한 자를 보았을 때 역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야 

열등적 자만에 따른 분노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에게만 볼 수 있다. 한역 아함경에도 없는 가르침이다.  

  

B 선생은 심리상담가이다. B 선생은 전재성 선생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상담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상담할 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월적 자만에 따른 연민을 내려 

놓는 것과 같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서 한때 나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음을 말한다.  

  

힘들 때마다 주문 외듯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도 

내뜻대로 되지 않고 자식은 더욱 더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뜻대로 하고자 한다. 저 사람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이 내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노하면 나만 괴롭다. 세상이 

내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이 괴로울 때 주문처럼 외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 저것 다 겪어 보았고, 할짓 못할 

짓 다 해 보았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윤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연민의 마음을 낸 다음 이렇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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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S15.12) 

  

이런 긴 글을 누가 

  

이번 금요모임에서 두번째로 독송한 경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은 자료를 참고했다. 이런 글쓰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이번 모임에서 전재성 선생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에 여러 사람들이 공감했다. 삶이 힘들 때 이 말을 주문처럼 

왼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전재성 

선생은 이 문구 하나로 어려움을 헤쳐 왔다고 한다.  

  

글이 길어졌다. 금요모임 후기를 작성하면 글이 길어진다. 그것은 

인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 들은 것을 회상하며 글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후기를 작성하면 두 번, 세 번 들은 효과가 있다. 또 공유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긴 글을 읽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간낭비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글이 된다면 글 쓴 보람을 느낄 것 같다. 

  

  

2021-01-31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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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산이 병풍처럼 

  

 

북한산이 병풍처럼 나타났다. 고양아이씨에서 파주아이씨 방향으로 

코너를 돌자 나타난 것이다. 마치 한폭의 진경산수화를 보는 듯 하다. 

전면에 펼쳐진 바위산을 보니 한마디로 '장쾌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2021 년 2 월 26 일 금요일 오후 KPTS(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향해 차를 

몰았다. 금요모임이 있는 날이다. 한달에 두 번 있는 

니까야강독모임이다. 줌모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 인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몬 것이다. 

 

안양에서 고양까지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로 1 시간 반 가량 걸린다. 

30 분 일찍 출발하면 1시간에도 도착할 수 있다. 이날따라 차가 밀렸다.  

 

파주-통일로 아이씨를 앞두고 서 있다시피 했다. 전면에 펼쳐진 장쾌한 

북한산 모습을 담고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대었다. 북한산이 전면에 

보이면 다 온 것 이나 다름 없다. 무려 두 시간 걸려 KPTS 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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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2 월 이후 거의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했다. 코 19 로 인한 비대면 

줌모임으로 전환했음에도 대면모임에 참여한 것은 유선생의 

공양때문이다.  

 

유선생은 준비한 음식물을 전재성 선생에게 주고자 한다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물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말 

없이 선물을 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 메세지를 접하고 잠시 고민했다.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함께 하기로 했다. 명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청소이다.  

 

종종 서고 청소를 한다. 자동차도 들어 갈 수 있는 너른 서고를 지난해 

부터 종종 청소하곤 했다. 이번에는 거의 반년만이다.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 서고는 꽤 넓다. 직원이 없이 홀로 있기 때문에 금요모임 멤버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서고 청소에 참여 하는 것이다. 

  

 
 

금요모임은 저녁 7 시에 시작된다. 이날 따라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서 두 

시간 걸렸는데 도착하니 6 시 반이었다. 나머지 30 분 동안 청소를 해야 

한다.  

 

유선생은 오후 5 시에 도착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다. 2 층 주방쪽 청소를 

했다고 한다. 30 분 동안 청소를 해야 힘들게 온 목적이 달성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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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렸다. 책배송하고 남은 쓰레기가 많다. 이밖에도 쓸모 없는 

것도 많다. 대차를 이용하여 지하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다음으로 

마대질을 했다. 마대를 물에 적셔서 바닥을 닦은 것이다. 거의 6 개월 

만인 것 같다. 전재성 선생이 미국에 5 개월 가량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먼지가 쌓인 것 같았다. 

  

 
 

청소는 자발적이다.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다. 그래서 

청소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공부하는 도량을 일찍 와서 청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청소를 

끝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면 산뜻하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다한 듯하다.  

 

2021-02-28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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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번뇌의 반대가 되는 것이 계행 

  

  

금요니까야강독모임날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대면 모임에 참석했다. 5 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서 

4 명까지에 한 한다. 대면 모임에는 3명이 참석했다. 이외 사람들은 

온라인 줌으로 참여했다. 

  

2 월 넷째주 금요모임에서는 세 개의 경을 합송했다. 가장 첫번째로 

합송한 경은 ‘올바른 견해는 어떻게 계발된 것이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계발의 

경(Anuggahitasuttaṃ)’(A5.23)이라고 되어 있다. 핵심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올바른 견해는 계행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고, 

배움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고, 

멈춤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고, 통찰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다.”(A5.23) 

  

  

올바른 견해에 대하여 계행, 배움, 대화, 멈춤, 통찰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계발하면 올바른 견해라는 

것이다. 

  

올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한다. 흔히 알고 있는 정견은 팔정도에서 

정견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그러나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정견은 다르다. 계행, 배움, 대화, 멈춤, 통찰을 

계발하는 것이 정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전연구원 번역 

각주를 보면 주석을 인용하여 “위빳사나를 통한 바른 견해(vipassana-

sammādiṭṭhi)”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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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정도의 절정은 삼마사마디 

  

정견과 관련하여 맛지마니까야 ‘커다른 마흔의 경’(M117)을 

찾아보았다. 경에 따르면 올바른 삼매와 관련이 있다. 올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팔정도에 

있는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팔정도의 

포커스는 정정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팔정도경을 매일 암송하고 있다. 작년 12 월에 외운 이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치 예불하듯이 암송한다. 암송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팔정도의 절정은 삼마사마디라는 것이다. 그것도 네 번째 선정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우뻭카사띠빠리숫딩(upekhā-sati-

pārisuddhiṃ)”이다. 이 말은 한자어로 사념청정(捨念淸淨)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지극히 

청정한”(S45.8)의 뜻이 된다. 

  

금강경에서 클라이막스는 아마도 대승정종분일 것이다. 금강경을 암송할 

때 “아개영입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무량무변중생 

여시멸도무량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도자 (我皆令入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 實無衆生得滅度者)” 부분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 이는 “내가 남김없이 다 부처되는 열반에 들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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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리라 하여 이와같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 없느니라.”라는 뜻이다. 빠알리 팔정도경을 암송할 

때 네 번째 선정과 관련된 게송을 암송할 때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다. 

  

맛지마니까야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삼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고귀한 올바른 집중과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M117)라 하여,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일곱 가지를 나열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팔정도가 

삼마사마디를 포커스로 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섯 가지를 계발하면  

  

맛지마니까야 117 번 경에 따르면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나머지 일곱 

가지를 이끈다. 팔정도에서 정견이 선두에 위치한 이유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견이 왜 이끈다고 했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형성된 것을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통찰”이고, 또 하나는 “통찰의 결과로 일어나고 

번뇌의 근본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길에 대한 올바른 

견해”(Pps.IV.131)라고 했다. 

  

올바른 견해는 계행, 배움, 대화, 멈춤, 통찰을 계발하는 것으로 

확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위빠사나를 통한 바른 

견해라고 했다. 또 맛지마니까야 117 번 경에서는 정견에 대하여 

삼법인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를 

계발하면 출세간적 정견이 됨을 알 수 있다.  

  

계행은 땅과 같은 것 

  

첫째, 올바른 견해는 계행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계행은 땅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계행이 왜 땅과 

같은 것일까? 그것은 모든 것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만약 땅을 떠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한시도 계행에서 떠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계행이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집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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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함에도 분노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파괴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도 계행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십선행에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천수경 

십악행에서도 “진애중죄금일참회”라고 했다. 그렇다면 분노가 왜 

파괴적으로 작용할까? 이는 “그러므로 분노하는 자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파괴를 일삼고 분노에 정복되어 사람은 재산을 

잃는다네.”(A7.64)라는 게송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탐, 진, 치가 파멸로 이끕니다.”라고 했다. 

  

배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둘째, 올바른 견해는 배움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배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재성 선생은 학습이라고도 했다. 또 

계, 정, 혜 삼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배움에 대하여 빠알리 원문을 보니 ‘sutānuggahitā’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sutā’는 ‘learning’의 의미이다. 또한‘Ānuggahitā’는 

‘계속 붙잡는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빠알리 원문 “sutānuggahitā 

ca hoti”는 “배움을 통해서 계발되고”로 번역되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배움을 통해서 보호되고”로 번역되었다.  

  

배움을 뜻하는 수따(suta)는 본래 ‘듣는다’는 뜻이다. 잘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노트가 없었기 때문에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했다.  

  

기억한 것을 사유하고 새겨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고,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한다면, 여래가 기꺼이 

설한다.”(A9.82)라고 했다. 

  

가르침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들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 맛지마니까야 ‘학인의 경’(M53)에서는 고귀한 

제자의 일곱가지 성품 중에서 기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 가지 

중에 네 번째 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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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웁니다. 그는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저장합니다.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끝도 착하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추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청정한 삶을 설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 외우고 마음으로 탐구하고 올바른 

견해로써 꿰뚫어봅니다.”(M53.11) 

  

  

배운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가르침을 기억해야 실천도 있다. 가르침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면 올바른 

견해로써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질문과 토론을 강조한 부처님 

  

셋째, 올바른 견해는 대화를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질문과 토론으로 설명했다. 대화는 질문과 

토론으로 하는 것임을 말한다. 이는 담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대화를 강조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지혜를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현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토론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상윳따까야에 실려 있는 

가르침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왕이여, 그들이 지혜가 있는지는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논의해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알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알지 우둔하면 알 수 없습니다.”(S3.11) 

  

  

부처님이 빠세나디 왕에게 한 말이다. 경에 따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는 토론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정신적 위치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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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에 대하여 알려거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질문은 개인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체험해야 질문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빠사나 선원에서는 질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위빠사나 선원에서는 인터뷰시간이 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스승에게 

보고 하는 것이다. 스승은 수행보고를 통해서 제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질문 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어느 단계 지혜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을 말한다. 

  

대화는 상호간 질문에 따라 이루어진다. 질문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알려면 토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존자는 탐구하는 자세와 말솜씨와 질문하는 것에 

따르면, 이 존자는 지혜가 열악하고 이 존자는 지혜가 없다.” 

(A4.192)라고 했다. 왜 그런가? 이어지는 가르침을 보면 “이 존자는 

심오하고 승묘하고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고 미묘하여 오직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표현하지 못한다.” (A4.192) 라고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잡담을 금지했다. 이는 팔정도경에서 “삼팝빨라빠 

웨라마니(samphappalāpā veramaṇī)”(S45.8)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가십, 뒷담화와 같은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담마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토론해도 좋다고 했다. 이는 아누룻다가 “저희들은 

닷새마다 밤을 새며 법담을 나눕니다.”(M128.21)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아누룻다여, 훌륭하다. 아누룻다여, 

훌륭하다.”라고 하여 칭찬해 주었다.  

  

사마타(samathā), 삼매(samādhi), 선정(jhāna) 

  

넷째, 올바른 견해는 멈춤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멈춤은 사마타(samathā)를 말한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멈춤으로 

번역된 사마타는 광의의 뜻이라고 했다.  

  

삼매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용어가 있다. 그것은 사마타(samathā), 

삼매(samādhi), 선정(jhāna)이라는 말이다. 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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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장 광의의 뜻은 사마타이고, 그 다음은 사마디(삼매)이고, 그 

다음은 자나(선정)라고 했다. 선정을 뜻하는 자나가 가장 협의적인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사마타가 왜 광의적 삼매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40 가지 사마타 명상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까시나, 부정관, 각종 수념 

등 사마타와 관련된 명상주제는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삼마사마디에서 네 가지 선정은 ‘자나’에 대한 

것이다. 이는 팔정도경에서 “빠타망 자낭(paṭhamaṃ jhānaṃ)” 

“듀띠양 자낭(dutiyaṃ jhānaṃ)” “따띠양 자낭(tatiyaṃ jhānaṃ)” 

“짜뚯탕 자낭(catutthaṃ jhānaṃ)”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협의의 삼매라 할 수 있다.  

  

삼매는 광의의 삼매에서부터 협의의 삼매에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사마타라고 하고 좀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삼매가 된다. 가장 범위를 좁혀 말하면 개별적 선정이 된다. 이렇게 

사마타(samathā), 삼매(samādhi), 선정(jhāna)은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에서는 광의적 또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마타를 말했다. 이를 

KPTS 에서는 ‘멈춤’이라고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찾아보니 ‘사마타’로 번역했다. 원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위빠사나를 통해서 올바른 견해를 

  

다섯째, 올바른 견해는 통찰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통찰은 위빠사나(vipassana)를 번역한 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원어 그대로 ‘위빳사나’라고 번역했다.  

  

KPTS 에서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멈춤과 통찰이라고 번역했다. 이는 

광의의 뜻이고 포괄적인 뜻이다. 더 자세히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 이처럼 니까야는 정교하다. 그래서 시스터메틱하다고 

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 가는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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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올바른 견해는 위빠사나를 통한 바른 견해라고 했다. 이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통찰을 통해서 계발되는 것이다. 

(vipassanānuggahitā ca hoti)”(A5.23)라고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117 번경 주석에서 “형성된 것을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통찰과, 통찰의 결과로 일어나고 번뇌의 

근본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길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다.”(Pps.IV.131)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망고의 비유 

  

가르침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유만한 것이 없다. 

부처님은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침을 설명했다. 경에서 언급된 

올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즉 계행, 배움, 대화, 

멈춤, 통찰을 계발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주석에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계발은 망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에 비유된다. 통찰에 의한 

올바른 견해는 달콤한 망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계행에 의한 계발은 

경계선을 만드는 것과 같고, 배움에 의한 계발은 물을 주는 것과 같고, 

대화에 의한 계발은 나무 밑을 청소하는 것과 같고, 멈춤에 의한 계발은 

해충의 제거와 같고, 통찰에 의한 계발은 거미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Mrp.III.229) 

  

  

이와 같은 주석은 KPTS 본에서 볼 수 있다. 초기불전연구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KPTS 에서는 주석을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망고의 비유를 보면 통찰이 두 번 나온다. 그래서 통찰, 계행, 배움, 

대화, 멈춤, 통찰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섯 단계가 된다.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을 갖는 것에 대하여 통찰에 의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부터 시작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형성된 것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삼법인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만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 망고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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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는 심으면 발아한다. 물론 조건이 좋아야 한다. 토양도 좋아야 하고 

기후도 좋아야 한다. 땅에 수분이 있어야 싹을 잘 틔울 것이다.  

  

싹이 나면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후 과정이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계행(sīlā)으로 비유했고, 물을 주는 것을 배움(sutā)으로 비유했고, 

나무 밑을 청소하는 것을 대화(sākacchā)로 비유했고, 해충을 제거하는 

것을 멈춤(samathā)으로 비유했고, 마지막으로 거미줄을 제거하는 것을 

통찰(vipassana)로 비유했다.  

  

스승의 빈주먹 

  

부처님 가르침은 심오하다.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지만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보는 것으로 그치기 쉽다. 그래서 숙고 해야 한다. 여러 번 

읽어 보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주석을 보아야 한다.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언어로 표현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보고 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오로지 마음과 뜻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법이 전승된다는 사자상승을 떠 올리게 

한다. 

  

부처님은 가르침에 비밀이 없다고 했다. 이를 ‘사권(師拳)의 비유’로 

설명했다. 스승의 꽉 움켜진 주먹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밀의 가르침이 없다는 말과 같다. 

  

스승이 주먹을 움켜 쥐고 있을 때 제자들은 마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 죽었을 때 주먹이 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스승의 빈주먹이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한 후대 사람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그날 밤부터 열반에 든 그날 밤에 이르기까지 

모두 설했다고 말씀했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밤부터, 잔여 없는 열반에 

세계로 완전한 열반에 든 밤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대화하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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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 모든 것이 이와 같고, 다른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여래라 

한다.”(It.121)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후대 

사람들은 이 말을 왜곡했다.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왜곡했을까? 이는 “어느 날 

저녁 정각 이룬 때부터 어느 날 저녁 열반에 들 때까지 이 사이에 나는 

한 자도 설한 바 없네. 자증과 본주의 법인 까닭에 이 밀어를 한 것이니 

나와 모든 여래 조금도 차별이 없다네.”(능가경 7 권, 楞伽經之四)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이 45 년 동안 8만 4 천 장광설을 했지만 열반에 들 

때 “나는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다. 부처님은 45 년 동안 설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 사이에 

대화하고 말하고 설한 모든 것이 이와 같고, 다른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사권은 없다는 말과 

같다. 

  

부처님은 깨달은 것에 대하여 언어로서 설명했다. 알아듣기 힘들면 

비유로서 설명했다. 니까야를 열어 보면 수많은 비유를 볼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온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나는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먹을 쥐고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가르침이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번뇌의 반대가 되는 것이 계행 

  

2 월 넷째주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대면모임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3 명 까지만 가능하다. 

  

금요모임에 대면으로 참여했다. 줌으로 하는 비대면 보다 집중도가 

확실히 높았다. 비대면이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면과 

비교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  

  

모임이 끝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이번 모임은 감명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재성 선생의 설명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맞아 떨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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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아마도 계행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모든 번뇌의 반대가 되는 것이 계행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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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량삼매에 대하여 

  

  

2 월 넷째주 금요모임에서 두 번째로 독송한 경은 ‘삼매에서 생겨나는 

성찰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본래 타이틀은 ‘삼매의 

경(samādhisutta)’(A5.27)이다. 핵심 가르침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 삼매는 현재의 행복이고 미래에 초래되는 

행복이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이 삼매는 고귀한 것이고 자양분을 

여읜 것이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이 삼매는 악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이 삼매는 고요하고 승묘하고 

평온하고 통일되어 있고 힘든 억압에 의해 강요되는 수행이 아닌 

것이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이 삼매에 ‘나는 새김을 확립하여서 

들고 새김을 확립하여서 나온다’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A5.27)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무량삼매’이다. 이는 “현명하고 주의깊게 

무량한 삼매를 닦으면”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무량삼매(appamāṇa samādhi) 
  

무량삼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닦는 세간적 삼매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강력한 의지력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귀한 님의 

무량한 삼매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가 없다.”(Lba.III.159)라고 

되어 있다. 

  

KPTS 에서는 ‘Lba’를 인용하여 무량삼매를 설명했다. ‘Lba’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찾아 보니 ‘Die Lehrredn des Buddha aus Angereihten 

Sammlung’라고 되어 있다. 독일어판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이는 KPTS 

전재성 선생이 독일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영어보다는 독일어가 더 낫다고 한다. 영어로 

대화하면 능숙하지 않지만 독일어로 대화하면 능숙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은 번역자로서 장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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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독일은 학술자료의 보고와 같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자료가 독일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간다고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량한 삼매(appamāṇa samādhi)는 출세간적 삼매를 

말한다. 무량한 삼매는 자유자재한 삼매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체험에 따른 것이다.  

  

다섯 가지 삼매의 앎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다.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커피를 선택할 것인지 차를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커피중독자가 커피를 끊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다. 

  

중독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반면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의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성자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삼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삼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삼매는 일상과 같은 것이라 본다. 

자유자재로운 삼매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섯 가지 

앎(ñāṇa)으로 설명했다. 즉, 1) 현재의 행복이고 미래에 초래되는 행복, 

2) 고귀한 것이고 자양분을 여읜 것, 3) 악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닌 

것, 4) 힘든 억압에 의해 강요되는 수행이 아닌 것, 5) 사띠의 확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왜 행복보다 축복인가? 

  

1 번항을 보면, 삼매에 대하여 “현재의 행복이고 미래에 초래되는 

행복”이라고 했다.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는 행복이라기 보다는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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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와다불교 예불문에 ‘축복경’(Sn.2.4)이 있다. 망갈라숫따라고 

한다. 경을 보면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로 시작되는 수많은 

축복의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은 현재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저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행복보다 더 좋은 말은 축복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축복은 지금 여기서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 행복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 행복도 기대하는 것이다. 어려운 시험을 쳐서 

입사하게 되었을 때도 “축하합니다.”라고 말한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도 “축하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축복의 말이다. 이런 

이유로 행복보다 축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축복경을 설했다. 

  

망갈라(maṅgala)라는 말은 축복의 뜻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망갈라숫따를 ‘행복경’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경의 취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것이다. 망갈라경 말미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sabbattha sotthiṃ 

gacchanti)”(Stn.269)라는 말로 알 수 있다. 현재의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도 기대하는 것이 축복이다.  

  

삼매에서 자유자재한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축복에 더 가깝다. 지금 

야기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 행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삼매는 현재의 행복이고 미래에 초래되는 행복이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A5.27)라고 했다. 

  

네 가지 자양분이 있는데 

  

2 번 항을 보면, 삼매에 대하여 “고귀한 것이고 자양분을 여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네 가지 자양분으로 

설명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니다나상윳따’에 실려 있는 ‘자양분의 

경’(S12.11)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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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분의 경에 따르면,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물질의 자양분, 접촉의 

자양분, 의도의 자양분, 의식의 자양분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자양분은 

모두 윤회의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는다. 밥 먹는 것은 일상이다. 하루에 세 끼 

먹는다. 어떤 이는 간식도 먹고 새참도 먹고 야식도 먹어서 하루 다섯 

끼 먹는다. 누구도 먹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욕망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하게 된다. 

  

먹는 것만 음식이 아니다. 부처님은 접촉하는 것도 음식이라고 했다. 

이는 즐거운 느낌을 말한다. 즐거움을 추구하면 역시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의도도 음식이다. 의도는 행위을 말한다. 주로 신업이나 구업으로 

나타난다. 의식도 음식이다. 주로 의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네 가지 

자양분을 매일매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이 네 가지 자양분은 갈애를 

원인으로 하고 갈애를 근거로 하고 갈애를 원천으로 한다.”(S12.11)고 

했다. 

  

자양분은 갈애를 원천으로 한다. 갈애는 즐기는 것에 대한 것이다. 

즐기는 삶을 살면 윤회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한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S12.11)고 했다. 

그러나 자유자재한 삼매를 닦으면 네 가지 음식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이 삼매는 고귀한 것이고 자양분을 여읜 것이라고 자신에게 

앎이 생겨난다.” (A5.27)라고 했다.  

  

악인이 명상을 못하는 것은  

  

3 번 항을 보면, 삼매에 대하여 악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악한 자는 삼매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욕망으로 가득 찬 자는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분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자가 있다. 그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다. 한마디로 동물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좌선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손오공은 원숭이라는 

사실이다. 원숭이임에도 갖가지 능력을 발휘한다. 신통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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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명상이다.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다.  

  

동물들은 명상을 할 수 없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명상을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게으른 자가 

등산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힘만 들게 올라갑니까? 올라 갔다 내려올 

것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악한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욕망때문이다. 그래서 팔정도경을 

보면 초선정에 들어 가는 조건으로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에서 떠난 뒤”(S45.8)라고 했다.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kāma)’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akusala dhamma)’를 

떠나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에 들 수 

없다. 그래서 “이 삼매는 악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다. (ayaṃ 

samādhi akāpurisasevito)” (A5.27)라고 한 것이다. 

  

왜 선정에 들기 어려울까? 

  

4 번 항을 보면, 삼매에 대하여 “힘든 억압에 의해 강요되는 수행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이는 출세간적 삼매를 설명하기 위한 말이다. 

출세간적 삼매에 대하여 경에서는 ‘무량한 삼매’라고 했다.  

  

출세간적 삼매가 있다면 세간적 삼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세간과 

세간을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절에 살면 출세간이고 도시에서 살면 

세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성자의 흐름에 들면 출세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성자의 

흐름에 들면 출세간의 삶이 된다. 그래서 마음도 세간의 마음과 

출세간의 마음으로 나누어진다.  

  

사향사과와 열반을 추구하는 삶은 출세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출세간의 도와 과를 이루려면 삼매에 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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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람은 선정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논서에서는 

‘생이지자’로 설명한다. 전생에서부터 지혜를 닦은 자가 이 생에서도 

수행자로 살기 쉬움을 말한다. 이 생에 태어날 때 이미 지혜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말한다. 그래서 쉽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한번도 수행을 해 보지 않은 일반사람들은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힘만 들 뿐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섯 가지 장애(五障碍) 

때문이다.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kāmarāga), 분노(byāpāda),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흥분과 회한(uddhaccakukkucca), 회의적 

의심(vicikicch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간적 삼매를 성취하려면 힘이 든다. 오장애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세간적 삼매는 강력한 의지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량삼매는 노력없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향사과의 성자들은 삼매에 능숙하다. 삼매가 자유자재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삼매는 고요하고 승묘하고 평온하고 통일되어 있고 힘든 

억압에 의해 강요되는 수행이 아닌 것”(A5.27)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삼매에 대하여 라따나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카양 위라강 아마땅 빠니-땅 

야닷자가 사꺄무니 사마히또 

나 떼나 담메나 사맛티 낀찌 

이담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싸끼야 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 사실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Stn.225) 

  

입정과 출정에서 자유로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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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항을 보면, 삼매에 대하여 사띠의 확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깰 것을 염두에 두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다. 이 말은 깨어 있음에 철저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번뇌를 부수기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이는 1) 감각의 문을 

수호하는 것, 2)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3) 깨어 있음에 철저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항목 깨어 있음에 철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깨어있음에 철저한 것이라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은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초야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중야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형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눕는다. 밤의 

후야에는 일어나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수행승들이여, 깨어있음에 철저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A3.16) 

  

  

수행자는 행주좌와와 어묵동정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잠 잘 

때는 예외이다. 잠 잘 때는 깨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깨어 있는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과 

같다.  

  

무량한 삼매에 들면 삼매가 자유자재할 것이다. 선정에 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움을 말한다. 그래서 성자의 삼매에 대하여 “나는 새김을 

확립하여서 들고 새김을 확립하여서 나온다. (sato kho panāhaṃ imaṃ 

samāpajjāmi sato vuṭṭhahāmī)”(A5.27)라고 한 것이다. 

  

오장애가 있는 한 선정에 

  

법구경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Dhp.372)라고 했다. 이 말은 선정과 지혜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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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생에서 한 수행한다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청정도론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혜를 타고난 자라고 했다. 이는 청정도론 제 1장에서 

“지혜를 갖춘 자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한 업생적 결생의 지혜로 지혜를 

갖춘 자이다.”(Vism.1.7)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는 타고난 것임을 말한다.  

  

선정에 쉽게 들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무탐, 

무진, 무치의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것이다. 이는 전생에 무탐, 무진, 

무치에 대한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날 때 무탐, 

무진, 무치라는 세 가지 원인, 즉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도 수행자로 살면서 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러나 한번도 수행을 

해보지 않은 범부는 선정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선정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 

등 오장애를 들 수 있다. 

  

오장애가 있는 한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일반사람들이 선정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장애가 극복된 사향사과의 

성자들은 선정에 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무량삼매(appamāṇa samādhi)라고 했다.  

  

일반사람들의 삼매 

  

일반사람들도 삼매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세속적 삼매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 독서도 삼매라고 하고, 뜨개질하는 

것도 삼매라고 한다. 글쓰기도 삼매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집중하고 있다면 모두 삼매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 사냥꾼이 있다. 사냥꾼은 대상을 포착하면 집중한다. 마치 

스나이퍼가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다. 이런 것도 삼매에 해당될까? 

일반사람이 집중하는 것도 삼매라고 한다. 이를 세간적 삼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출세간적 삼매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선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출세간적 

삼매는 악한 사람이 드나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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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꾼이 집중하는 것도 삼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악한 의도를 

가진 집중이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죽이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장애 

중의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매일 글쓰기 삼매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 특히 담마에 대한 글을 쓰면 몰입된다. 

오전일과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이런 것도 삼매라고 볼 수 있을까? 

독서삼매, 뜨개질삼매, 글쓰기삼매는 모두 같은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악한 의도는 없는 일반삼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글쓰기는 

세간적 삼매라고 말할 수 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그에게 열반이 현전한다.”(Dh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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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걷는 수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3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온라인 줌으로 열렸다. 참여자는 

저조하다. 대면모임에서 보던 얼굴들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소를 알려 주었지만 한사람만 

들어왔다. 

  

금요모임에 제한은 없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지는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자발적 보시에 대한 것이다. 

보시라고 하여 별도로 돈을 걷는 행위는 없다. KPTS 번역서 뒷부분에 

은행 계좌 세 개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능력껏 보시하면 된다. 물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려 주면 대부분 오지 않는다. 

공부도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이번 모임에서는 다섯개의 경을 합송했다. 차례로 나열해 보면, 1) 

경행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2) 나는 명성과 관계없고 명성도 

나와 관계 없기를!, 3) 보시하는 자와 보시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떠한가?, 4) 보시의 공덕, 5) 보시하기에 알맞은 때, 이렇게 다섯 

개의 경을 합송했다. 

  

어떻게 해야 경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경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초기경전에서는 

경행공덕에 대해서도 설해져 있다. 매우 짤막한 내용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긴 여행을 견디게 하고, 정근을 견디게 하고, 

건강해지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경행이 

목표로 하는 집중을 오래 유지시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경행의 공덕이 있다.”(A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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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행한다고 하여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좌선과 경행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부처님은 경행을 하면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앉아만 있으면 

병이 날 수 있음을 말했다. 허리가 뒤틀리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행을 하여 풀어주어야 함을 말한다. 경행은 일종의 

스트레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좌선을 내공으로 본다면 경행은 외공으로 볼 수 있다. 수행은 내공과 

외공이 조화를 이루어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행주좌와가 골고루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일상이 수행이다 

  

행주좌와 어느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이는 몸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행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 대념처경(D22)에서는 

몸관찰하는 것에 대하여 호흡새김 뿐만 아니라 네 가지 행동양식의 

관찰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언급해 놓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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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분명히 알거나, 서 

있으면서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누워 있으면 누워 있다고 분명히 알거나, 신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그 자세를 분명히 안다.”(D22.5) 

  

  

사념처에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이 있다. 이 중에서 

몸관찰에는 좌선과 관련된 것으로 호흡새김이 있다. 그러나 몸관찰에는 

좌선뿐만 아니라 행주좌와가 모두 관찰 대상이 된다. 심지어 일상에서 

생활도 관찰대상이 된다. 이는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드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D22.6)라는 말로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옷을 입는 것도 관찰대상이다. 당연히 밥을 먹는 것도 

관찰대상이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맛보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라고 했다. 밥 먹는 것도 수행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대변보고 소변보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수행자는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을 놓치면 열반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좌선만이 수행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행도 수행이고 일상이 수행이다. 행주좌와와 

어묵동정간에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아야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경행하면 집중이 오래 지속된다 

  

경행을 하면 다섯 가지 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항을 

보면 “경행이 목표로 하는 집중을 오래 유지시킨다. (caṅkamādhigato 
samādhi ciraṭṭhitiko hoti)”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앉아 있으면, 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상이 사라진다. 누우면,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상이 사라진다. 경행하면,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경행할 때의 집중은 앉아 있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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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 오래 지속되고 몸의 자세를 바꾸어도 그 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Mrp.III.236)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수행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오분 앉아 있기도 

쉽지 않다. 매일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집중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좌선하려 한다면 쉽게 집중되지 않는다. 하물며 경행에서는 

어떠할까? 

  

좌선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될 수 

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면 달라진다. 

경행한다고 하여 10 미터 거리를 왕복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행선(行禪)이라고 하는가? 

  

좌선하면 집중이 잘 되어서 니밋따(表象 또는 印象)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좌선에서 일어나면 니밋따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좌선에서 경행으로 바꿀 때 집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표상이 사라짐을 

말한다. 그러나 경행에서 잡은 표상은 서 있거나 앉아서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경행에 몰두하는 자는 움직이는 대상을 표상으로 

잡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대상을 어떻게 포착하여 표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는 

천천히 경행하면 가능한 것이다. 참선후에 몸을 푸는 포행과는 다른 

것이다. 다리를 들어서 놓기까지 여러 단계를 알아차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경행하면 보통 6 단계 행선을 한다. 청정도론에서는 “그 다음에 한걸음 

보행하는 경우에 1)들어 올림, 2)앞나아감, 3)성큼옮김, 4)아래내림, 

5)내려디딤, 6)바닥누름의 여섯 부분으로 나눈다.”(Vism.20.62)라고 

하여 6 단계 행선이 소개되어 있다. 

  

경행을 행성(行禪)이라고도 한다. 이는 경행을 뜻하는 빠알리어 

짱까마(caṅkama)가 영어로는 ‘walking up and down’의 뜻이지만 

수행처에서는 ‘walking meditation’이라고 한다. 

보수행(步修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경행이라는 

말보다는 행선(行禪)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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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삼매(khaṇika samādhi)에 대하여 

  

걷는 것도 수행이다. 앉아서 하는 좌선만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걸을 

때 발의 움직임에 집중했을 때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행선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집중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순간집중하는 것에 대하여 ‘카니까사마디(khaṇika 
samādhi: 瞬間三昧)’라고 한다. 

  

순간삼매는 행선할 때 가능하다.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간삼매는 근거가 있다. 청정도론에서 

“행복을 잉태하여 성숙시키면 찰나삼매와 근접삼매와 근본삼매의 세 

가지 삼매를 완성시킨다.”(Vism.4.99)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삼매라는 것이 네 가지 선정과 같은 근본삼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세 가지 삼매를 말했다. 찰나삼매, 근접삼매, 본삼매를 

말한다. 여기서 찰나삼매는 행선으로 성취된다. 놀랍게도 

청정도론에서는 순간삼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청정도론 제 20 장 

‘길과 길 아님에 관한 앎과 봄의 청정(道非道知見淸淨)’을 보면 행선 

6 단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그 중에 발을 ‘들어 올림’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들어올림’에서 생겨난 세계들과 거기서 파생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앞나아감’에 도달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Vism.20.65) 

  

  

6 단계 행선에서 발을 ‘들어올림’에 대한 것이다. 발을 들어올림의 

순간을 관찰하면 순간집중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삼매에 들어 가는 

것이다. 그 순간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찰나생찰나멸을 본다고 

했다. 그 찰나생찰나멸은 어떤 것일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것이다.  

  

행선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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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을 하여 순간삼매에 들면 법의 성품을 볼 수 있다. 법들은 

공통적으로 무상, 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선을 하여 발을 

‘들어올림’순간에 포착된 것이다. 그 다음 순간은 어떨까? 발을 

들어올림 다음에는 ‘앞으로나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올림과 

앞으로나감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들어올림은 거기서 소멸하고 

앞으로나감이 생겨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법이 생멸하는 것이다.  

  

행선을 하여 법의 성품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생멸로 나타난다. 6 단계 

발의 움직임을 통하여 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6 단계 움직임이 생성과 

소멸로 반복되는 것이다. 들어올림이 생성되어서 즉시 소멸되고, 이어서 

앞으로나감이 생성되어서 즉시 소멸된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법이다. 6 단계 경행에서 

같은찰나생찰나멸을 본다. 청정도론에서는 “이와 같이 그때그때의 

경우에 생겨난 것들이 각각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경우에 각 마디, 각 결절, 각 구획에서 마치 달구어진 그릇에 던져진 

참깨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형성들이 부수어진다. 

그러므로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Vism.20.65)라고 했다.  

  

걷는 수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미얀마 마하시전통에서는 행선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긴다. 마하시계통의 

선원에서는 대개 한시간 좌선하면 한시간 행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담마마마까 국제선원에서는 짝수시간에는 좌선을 

했고, 홀수시간에는 행선을 했다. 이렇게 좌선과 행선을 번갈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한국테라와다불교 이사장 빤냐완따 스님의 행선에 대한 글을 

읽었다. 이는 ‘걷는 수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소책자를 

말한다. 스님은 글에서 “돌이켜보면, 이승은 출가 초기부터 

좌선수행보다는 걷는수행을 많이 해온 편입니다. 좌선보다는 주로 

걷는수행을 통해 삼매의 근력을 길렀고, 걷는수행을 통해 더 많은 

법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걷는 수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3 쪽)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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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냐완따 스님은 행선을 예찬했다. 자연스럽게 좌선에 치우쳤을 때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네 가지로 요약했다. 좌선일변도로 갔을 때 

첫째는 무릎이 망가지고, 둘째는 온몸이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의 장애가 

나타나고, 셋째는 초심자들의 경우 온갖 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좌선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행선이라고 했다. 

  

깊은 삼매를 계발하는데 있어서 좌선은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서 선정을 닦으라고 했다. 그러나 

좌선만으로는 완전한 삼매와 통찰지혜를 계발할 수 없다. 그래서 

행주좌와와 어묵동정간에도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수행승들이여, 깨어있음에 철저한 것이라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은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A3.16)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빤냐완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좌선만으로는 부동의 삼매를 계발할 수 없습니다. 좌선만으로만 

얻어진 삼매는 온실의 화초 같아서 햇빛을 받으면(밖으로 나가면)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여지없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걷는 

수행(행선)’을 통해 얻은 삼매를 바탕으로 한 좌선삼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좌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계속 강한 삼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는 수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29 쪽) 

  

  

빤냐완따 스님은 좌선일변도의 수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좌선만 해서는 통찰지를 계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무엇보다 

좌선에서 얻은 삼매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일어서는 순간 

깨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선으로 삼매를 계발했을 

때는 오래 감을 말했다.  

  

빤냐완따 스님이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은 경과 주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경에서는 “경행이 목표로 하는 집중을 오래 유지시킨다.”(A5.29)라고 

했다. 주석에서는 “경행할 때의 집중은 앉아 있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래 지속되고 몸의 자세를 바꾸어도 그 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Mrp.III.236)라고 했다. 

  

법은 매순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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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에는 좌선에서의 삼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선에서의 삼매도 

있다. 이를 순간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고정된 대상은 법을 보기 힘들지만 움직이는 대상은 법을 보기 

쉽다. 순간포착하듯이 움직이는 대상에 순간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인다. 무엇이 보이는가? 법이 찰나생찰나멸하는 것이 보인다.  

  

찰나생찰나멸은 발의 움직임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수행자가 행선할 때 ‘앞나아감’ 또는 ‘들어올림’ 등 

하나하나 구분을 통하여 법의 생성과 소멸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작은 실 두께 크기씩에서 불꽃이 각각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고 

소멸한다.”(Vism.20.67)라고 하여 불꽃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 

  

경행은 천천히 하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하면 움직임을 포착하기 

힘들다. 달리기 할 때 순간삼매에 들기 힘들다. 그래서 발을 들어서 

올리고 나아가고 내리고 딛고 누르는 등 각 단계를 알아차림 하며 

경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순간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경행이라고 하기 보다는 행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순간삼매는 결국 찰나생찰나멸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멸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것은 사라지는 까닭에 항상 새로운 것으로서 

형성들이 나타난다.”(Vism.20.104)라고 했다. 법은 매순간 일어나는 

것이다.  

  

법은 생성되자 마자 소멸한다 

  

법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생성되자 마자 소멸한다. 생성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만 소멸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 생성될 때는 조건에 

따르지만 소멸될 때는 조건과 무관하게 사라질 뿐이다. 마치 두 개의 

돌맹이를 부딪치면 순간적으로 불빛이 보이고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이런 게송이 있다.  

  

  

“일출시의 이슬방울처럼, 물거품처럼, 물위에 그은 막대기의 흔적처럼, 

송곳끝의 겨자씨처럼, 번개처럼, 잠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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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술, 아지랑이, 꿈, 선화륜, 신기루, 파초 등으로 견실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Vism.20.104) 

  

  

행선을 하는 목적은 법을 보기 위해서이다. 조건 발생하는 법이 

찰나생찰나멸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 박수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고, 쇠붙이를 쇠망치로 치면 불꽃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소리와 빛은 온데 간데없다. 다만 찰나생찰나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성품에 대하여 일출시의 이슬방울처럼, 

물거품처럼, 물위에 그은 막대기의 흔적처럼, 송곳끝의 겨자씨처럼, 

번개처럼, 잠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오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물질은 포말과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네. 

지각은 아자랑이와 같고 

형성은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가 가르치셨네.”(S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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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맛있는 음식도 목구멍을 넘어 가면 

  

  

“부처님 팔만사천법문은 잘 짜여진 양탄자와 같습니다.” 이 말은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전재성 선생이 한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씨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여 옷감을 짜는 것처럼 정교함을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치 톱니바뀌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를 시스터메틱(Systematic)하다고 하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가르침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이라는 말로 초기경전에서는 정형구로 되어 있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른바 성자라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도 마지막도 휼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용두사미임을 말한다. 

  

힌두교 성자의 가르침이 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한다. 때로 매우 

감동받는다. 그러나 중간으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함을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형식도 갖추고 있어서 차별화된다.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부처님 당시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친견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부처님이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내용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뵙고자 한 것이다. 이를 

부처님의 시자 나기따에게 알렸다.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공양할 음식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부처님은 시자 나기따에게 “어떤 사람들이 크게 떠들고 시끄럽게 

소리치는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팔려고 내놓은 것 같구나.”(A5.3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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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 가면 시끌벅적하다. 호객행위를 하고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있는 처소는 늘 고요하다. 

늘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음식을 싸들고 와서는 마치 시장통 사람들처럼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 했던 것이다.  

  

외도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도들이 공개토론장에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것과 같다. 이는 

“그 무렵 유행자 뽓따빠다는 많은 유행자의 무리와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왁자지껄 큰 소리로 떠들며 여러가지 잡담, 예를 들어 왕에 

대한 이야기,…”(D9.3)라고 표현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외도들에게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졌을까? 이는 외도들이 

“벗들이여, 조용히 하라. 벗들이여, 소리를 내지 말라. 바로 수행자 

고따마가 온다. 이 존자는 고요함을 좋아하고, 고요함에 길들여져 있고, 

고요함을 칭찬한다.”(D9.4)라고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요함을 좋아한다고 했다. 당연히 부처님 제자들도 고요함을 

좋아할 것이다. 웃고 떠들며 잡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처님 

제자들이 고요한 것은 아마도 명상주제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상주제를 잡아 명상에 전념하고 있을 때 이를 ‘고귀한 침묵(ariyo vā 

tuṇhī bhāvo)’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웃고 떠들고 잡담하는 바라문들을 마치 저자거리의 물고기를 

파는 상인처럼 보았다. 부처님의 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나는 명성과 관계가 없고, 나도 

명성도 나와 관계가 없기를 바란다.”(A5.30)라고 말했다.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단지 명성만 듣고 찾아온 것이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따위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유명하다길레 맛있는 음식을 들며 서로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바라문들 만나기를 간청하는 

나기따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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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따여, 나는 명성과 관계가 없고, 명성도 나와 관계가 없기를 

바란다. 나기따여, 그러한 여읨의 행복, 떠남의 행복, 고요의 행복, 

깨달음의 행복을 원하는 대로 얻고, 애쓰지 않고 얻고, 어려움 없이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러운 행복, 나태한 행복,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행복을 받아들이겠지만, 이러한 여읨의 행복, 떠남의 행복, 

고요의 행복, 깨달음의 행복을 원하는 대로 얻었고, 애쓰지 않고 

얻었고, 어려움 없이 얻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A5.30) 

  

 
  

부처님은 여읨, 떠남, 고요, 깨달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행복을 원하는 대로, 애쓰지 않고, 어려움 없이 얻었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네 가지 행복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말한다. 

만일 네 가지 행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굳이 

애써서 수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감각적 행복을 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세속적인 

행복이다. 더러운 행복, 나태한 행복,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행복을 

말한다. 

  

부처님은 출세간의 행복과 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 출세간의 

행복은 여읨의 행복(nekkhammasukhassa), 떠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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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pavivekasukhassa), 고요의 행복(upasamasukhassa), 깨달음의 

행복(sambodhasukhassa)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세속적 행복은 더러운 

행복(mīḷhasukhaṃ), 나태한 행복(middhasukhaṃ),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행복(lābhasakkārasilokasukhaṃ)을 말한다. 

  

맛있는 음식도 목구멍을 넘어 가는 순간 

  

부처님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의 행복은 출세간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라문들의 행복은 세간적 행복과 

같아서 감각적이고 저속한 행복과도 같다고 했다. 이는 바라문들이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와서 친견하기를 바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이들 바라문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기따여, 먹고 마시고 씹고 맛 본 것이야말로 똥과 오줌으로 끝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여, 사랑스러운 것이 변화되고 다른 것이 

되는 것 때문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여, 부정의 인상에 대한 명상을 하는 자에게 

매혹적인 인상에 대한 혐오가 정립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여, 

여섯 가지 접촉의 영역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자에게 접촉에 대한 혐오가 

정립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나기따여, 다섯 가지 집착의 다발에서 

생성과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 집착에 대한 혐오가 정립된다. 이것이 

그 결과이다.” (A5.30) 

  

  

잘 짜여진 양탄자를 보는 것 같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하고 

내용과 형식을 갖춘 부처님 법문이다. 이는 똥의 비유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똥에 대해서 말씀했다. 아무리 맛 있는 것도 똥으로 나옴을 

말한다. 이른바 ‘똥의 법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똥과 관련하여 많은 법문을 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똥처럼 말을 하는 사람, 꽃처럼 말을 하는 사람, 꿀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A3.28)라고 했다. 여기서 똥처럼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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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똥과 관련하여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아주 소량만 있어도 

똥은 악취를 풍긴다.”(A1.348) `라고 했다. 이는 존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손가락 튕기는 동안 존속하여 

소량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에 대하여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A1.348) 라고 했다. 존재를 똥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부처님의 똥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이는 “어떤 똥벌레가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면, 그 똥벌레는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내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고 다른 똥벌레들을 

무시한다.” (S17.5)라는 가르침을 말한다. 오로지 돈만 밝히는 사람에 

대해서 똥벌레와 같다고 본 것이다. 

  

부처님은 비유의 천재이다.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를 비유로 설명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법문했다. 똥의 비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목구멍을 넘어 가는 순간 똥으로 나온다. 아무리 

비싼 와인을 마셔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오줌으로 나온다. 

바라문들이 단지 부처님의 명성만을 듣고서 음식을 잔뜩 싸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똥의 비유로 말했다. 

  

황제식도 먹으면 똥이 되고 고급와인도 마시면 오줌이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이는 똥과 같은 것이다. 몇 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져서 또 먹어 보지만 목구멍을 넘길 때까지 행복을 

맛본다. 이런 행복은 감각적 행복이다. 오감이 총동원된 행복을 말한다. 

  

오늘날 먹방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먹는 방송이 

나온다. 페이스북과 같은 에스엔에스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것을 쓰면 

관심 받는다. 이는 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은 단지 미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시각으로도 먹고 

청각으로도 먹고 후각으로도 먹고 촉각으로도 먹는다. 오감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하지 않다. 목구멍을 넘길 때 까지만 

행복한 것이다.  

  

부정관, 무상관, 생멸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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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바라문들을 만나 주지 않았다. 바라문들이 웃고 떠들고 

잡담하는 것을 보고서 만나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바라문들은 단지 

부처님의 명성만 듣고서 친견하고자 했다. 부처님이 설한 고요에 이르는 

가르침은 관심 없었던 것 같다. 오로지 먹고 마시는 등 감각적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바라문들에게 고요함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속적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출세간적 가르침이다. 

세속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감각적 행복이 아니라, 감각적 행복을 

떠나는 행복을 설하였기 때문에 바라문들이 싸 들고 온 음식을 거부하고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바라문들의 행복에 대하여 

부처님은 “더러운 행복, 나태한 행복, 이득과 명예와 칭송의 

행복”이라고 했다. 

  

감각적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아서 불만족이다. 음식도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스러운 것이 변화되고 다른 것이 되는 

것 때문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겨난다.” 

(A5.30)라고 했다. 이를 ‘애별리고(愛別離苦)’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따른 괴로움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그렇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에 따른 괴로움을 말한다. 자신의 몸이 늙어 

병들어 갔을 때도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 하여 다섯 가지로 표현했다. 이 말은 

‘소까빠리데와둑카도마낫수빠야사(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라는 복합어로 표현된다.  

  

감각적 행복은 세속적 행복이다. 출세간적 행복은 감각적 행복을 초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부정관, 무상관, 생멸관으로 설명했다. 

매혹적인 대상에서는 부정관을 하고, 여섯 감역에 대해서는 무상관을 

하고, 오온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는 생멸을 관찰하라고 했다.  

  

멀리 여읨에서 오는 행복 

  

부처님은 멀리 여읨에서 오는 행복을 말했다. 이는 매혹적인 형상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는 부정관으로 부수었다. 여섯 감역의 접촉에서 오는 

행복은 무상관으로 부수었다. 오온의 집착에서 오는 행복은 생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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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함으로서 부수었다. 세상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의 모든 것들 

원하는 것, 사랑스런 것, 마음에 드는 것,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은 하늘사람과 인간의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들이 소멸될 때가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괴로운 것이라 여기네. 

  

개체가 소멸하는 것은 

거룩한 님에게는 즐거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모든 세상을 통해 보이는 것은 

거룩한 님에게 그와는 정반대가 되네.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S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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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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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보시하는 것 

  

  

2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에서 다섯 개의 경을 합송했다. 뒤에 세 

개의 경은 보시에 대한 것이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고자 한다. 

  

보시는 왜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된다.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보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삼십삼천 환희동산(nandana)에서  

  

보시와 관련하여 ‘쑤마나의 경’(A5.31)이 있다. 금요모임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보시하는 자와 보시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떠한가?’라고 되어 있다. 법수가 다섯 이므로 다섯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쑤마나여, 신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그 보시하는 자는 다른 보시하지 

않는 자를 다섯 가지 점에서 능가합니다. 즉, 천상의 수명, 천상의 

용모, 천상의 행복,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세입니다.”(A5.31) 

  

  

부처님 가르침에 시계생천(施戒生天)이라는 말이 있다. 보시하고 

지계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다. 천상에서 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어느 천상에 태어날까? 초기경전을 보면 대부분 삼십삼천이다. 

이는 “그러면 서른 셋 하늘나라에 머물며 오랜 세월 신들과 사귀며 

즐기라.”(A5.34)라는 게송으로 알 수 있다.  

  

삼십삼천은 욕계천상이다. 보시공덕을 지으면 삼십삼천에 태어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환희동산이 있다. 이는 “세상에 죽어서 스스로 

빛나며 환희의 숲을 거닌다.”(A5.34)라는 게송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 

환희동산은 어떤 곳일까?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갖추고 그들은 거기서 환희하고 기뻐하며 즐긴다.”(A5.34)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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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동산(nandana)은 오로지 기쁨만 있는 곳이다. 또한 

앗차라(accharā)라 불리우는 요정이 시중을 들고 있다. 이런 환희동산에 

대하여 “영예로운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늘사람이 살고 있는 

환희의 동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네.”(S1.11)라고 

했다. 

  

보시공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상이다. 그중에서도 욕계 

삼십삼천이다. 삼십삼천의 환희동산에서 행복은 인간의 행복과 비교되지 

않는다. 왕권을 가진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인간의 백년은 하늘의 

반나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늘나라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천상의 수명, 천상의 용모, 천상의 행복,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세를 말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보시를 해서 천상에 태어나면 최상이다. 그러나 천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는 보시하는 

자와 보시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이런 차별은 “인간의 

수명, 인간의 용모, 인간의 행복, 인간의 명성, 인간의 권세”(A5.31)를 

말한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다. 오래 사는 것이다. 여기에 더 바라면 

건강하게 오래 서는 것이다. 더 바라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바라다보면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그것은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장로가 보시하는 자에게 

“아유 완노 수캉 발랑(āyu vaṇṇo sukhaṃ balaṃ)”(Dhp.109)이라고 

축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장수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건강하기를!”라는 뜻이다. 

  

법구경에서 축원문은 장수, 용모, 행복, 건강에 대한 것이다. 이른바 

사대축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세라 하여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다. 공통된 것은 수명, 

용모, 행복이다. 법구경에서는 건강이 있고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명성과 권세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보시하여 인간으로서 얻게 되는 

과보는 수명, 용모, 행복, 건강, 명성, 권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출가해서도 차별하는 보시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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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공덕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지위가 높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출가해서도 보시공덕에 대한 

과보가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쑤마나여, 출가한 자로서 그 보시하는 자는 다른 보시하지 않는 자를 

다섯 가지 점에서 능가합니다. 즉, 구걸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 

구걸만으로도 많은 의복을 향유합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 

구걸만으로도 많은 음식을을 향유합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 구걸만으로도 많은 와좌구를 향유합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만, 구걸만으로도 많은 필수약을 향유합니다.”(A5.31) 

  

  

출가자는 탁발해서 살아간다. 일종의 구걸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출가자는 음식을 잘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출가자는 

음식을 잘 얻어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별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경에 따르면 그가 출가하기 전에 보시한 공덕의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가 출가하기 전에 많은 보시를 했다면 

출가해서도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곳, 의약품 등 사대필수품을 잘 

조달 되어 도와 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시를 잘해서 출가한 수행승은 사대필수품 조달에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동료수행자들과 함께 살면, 그들은 항상 그에게 마음에 드는 신체적 

활동으로 대하고”(A5.31)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보시하기를 즐겨 하는 사람은 수행승이 되어도 동료 수행자들수부터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존중받음을 말한다. 

  

출가한 수행자가 아라한이 되었다면 보시공덕에 차별이 있을까? 

아라한이 되었음에도 어느 아라한은 음식을 적게 타오고 어느 아라한은 

음식을 많이 타오는 차별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해탈과 해탈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A5.31)라고 했다.  

  

아라한이 되면 사대필수품 조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왜 그럴까? 

아라한은 복전이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되기 이전까지는 출가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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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공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아라한이 되면 이런 차별은 없어짐을 

말한다. 

  

즉각적 과보로 나타나는 보시공덕 

  

보시하는 자와 보시하지 않는 자는 차별이 있다. 그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인간세상에서 오래 살고, 용모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누리고 산다면 그는 과거 전생에 커다란 

보시공덕을 지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보시 공덕은 천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가 출가한다면 사대필수품 조달이 쉽고 

동료수행자들로부터도 존중을 받을 것이다.  

  

보시공덕은 다음 생에서나 과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과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씨하여, 보시하는 자와 후원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습니다. 씨하여, 보시하는 자와 후원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는데, 그것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시의 과보입니다.”(A5.34) 

  

  

부처님은 씨하 장군에게 네 가지 즉각적 보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것은 1)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이고, 2) 

선한 참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고, 3) 훌륭한 명성이 퍼져 나가는 

것이고, 4) 어느 모임에서든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법수가 다섯 이므로 다섯 번째 보시공덕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이는 

보시하는 자에 대하여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A5.34)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보시공덕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보 네 가지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과보 한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시를 하면 이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세상에서도 행복함을 

말한다. 이는 법구경에서 “선행을 하면, 두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Dhp.18)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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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에도 타이밍이 

  

보시에도 타이밍이 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구두 끈 매고 

있다면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절에 갈 때는 보시금을 지참해야 한다. 

선원에서 집중수행 했다면 나올 때 보시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다. 하나의 미덕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때에 

맞는 보시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손님이 올 때에 보시를 베풀고, 떠날 때에 보시를 

베풀고, 병들었을 때에 보시를 베풀고, 굶주렸을 때에 보시를 베풀고, 

햇곡식과 햇열매가 있을 때에 먼저 계행을 갖춘 자에게 베푸는 

것이다.”(A5.36) 

  

  

손님이 올 때 보시를 베풀고 떠날 때에 보시를 베풀라고 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손님이 올 때 차라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절이나 선원에서는 가능할지 모른다. 

  

집중수행하면 선원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입소할 때 

보시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절이나 선원은 재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집중수행을 마치고 돌아 갈 때 역시 보시금을 내는 

것이 좋다. 일종의 감사의 보시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올 때에 보시를 베풀고, 떠날 때에 보시를 베푼다.”라는 말은 

타당하다. 

  

을지로 굴다리 노숙자 봉사 

  

보시하면 즉각적인 과보가 따른다고 했다. 보시는 먼 미래나 내생에 

대한 과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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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선생은 요즘 번역일로 바쁘다. 현재 자따까를 번역중에 있다. 

그런데 종종 힘을 받을 필요를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을지로 굴다리에 

있는 노숙자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을지로 굴다리 노숙자 봉사는 잘 알고 있다. 2017 년 1 월과 2월 두 달 

동안 봉사를 해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김광하 선생이 주도하는 

봉사단체 ‘작은손길’에 참여한 것이다. 그때 전재성 선생도 봉사를 

하고 있었다. 거의 20 년 가까이 봉사를 한 것이다.  

  

 
  

김광하 선생의 봉사단체 작은손길은 2017 년 3 월에 공식적으로 

회향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전재성 선생이 을지로 굴다리로 찾아 간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에 대하여 “생활의 힘이 되고자”라고 말했다. 

보시를 하면 힘이 생겨남을 말한다.  

  

전재성 선생은 강독모임에서 보시에도 철학이 있어야 함을 말했다. 이는 

보시가 단지 준다는 생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시혜가 될 것이다. 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된다. 그래서 주는 자는 우월적 자만에 빠질 것이고, 받는 자는 

열등적 자만에 빠질지 모른다. 이는 불공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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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선생은 보시를 할 때 “베푼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관찰해야 한다.”(S15.11)라는 가르침을 

들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보시하는 자나 보시 받는 자나 공평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 어떤 이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준다고 했을 때 

이는 시혜의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우월적 자만에 따른 보시를 

말한다.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보시가 된다. 

한량없는 윤회에서 언젠가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저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노숙자에 대한 보시는 자신에 대한 보시도 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노숙자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이 보시한 것을 얻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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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선생은 최근 몇 주 을지로 굴다리로 간다고 했다. 과거 

김광하선생이 주도한 봉사단체 ‘작은 손길’이 봉사활동 했던 곳이다. 

지금도 굴다리에서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먹을 것 등을 봉사하고 있다. 

전재성 선생은 타봉사단체에 참여해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것을 

보시한다고 했다. 그것은 마스크라고 했다. 코로나시기에 노숙자들도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하고 나면 개운하다고 했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번역하다가 지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굴다리에 

가서 보시하고 나면 힘을 받는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보시는 

타인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보시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된다. 

보시를 통해서 현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이 

암담하거나 지겹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함으로써 

초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보시 하는 것 

  

보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초기경전에서는 보시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 법사들은 보시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보시하면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시계생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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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하고 지계하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것도 삼십삼천 

환희동산에 태어난다고 했다. 

  

보시공덕은 내생의 일일까? 보시의 과보는 내생에나 기대해도 좋은 

것일까? 지금 누군가 인간으로서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과거전생에 보시공덕을 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보시공덕은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1)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이고, 2) 선한 참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고, 3) 훌륭한 명성이 퍼져 

나가는 것이고, 4) 어느 모임에서든지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A5.34)이라고 했다.  

  

보시공덕이 즉각적이라는 것은 보시로 인하여 힘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시했을 때 그 충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일이 잘 풀린다면 즉각적 

과보를 받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일이 꼬일 

때, 무언가 되는 일이 없을 때 보시해야 한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보시하고 나면 개운할 것이다. 

그리고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즉각적 결과를 가져오는 보시가 

된다. 결국 보시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된다.  

  

보시는 남에게 하는 것이지만 보시를 통해서 마음이 충만해졌다면 

보시는 자기자신에게 하는 것이 된다. 보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어서 자신이 혜택을 보게 된다.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보시 하는 것이 된다. 

  

  

“관대하고 인색을 여읜 

지혜로운 자는 때맞춰 보시한다. 

고귀한 님, 진실한 님, 

거룩한 님에게 때맞춰 보시된 것 

정신이 청정하면, 

그가 베푸는 것은 광대한 것이네. 

  

그것에 기뻐하고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베품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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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을 나누어 가지네. 

  

보시된 것이 커다란 열매를 거두는 곳에 

기꺼운 마음으로 보시하라. 

공덕은 저 세상에서 

뭇삶들의 의지처가 되리.”(A5.36) 

  

  

2021-03-23 

담마다사 이병욱 

 

 

 

 

 

 

 

 

 

 

 

 

 

 

 

 

 

 

 

 

 

 

 

 

 

 



81 

 

10. 생멸의 가르침은 복음이자 사회변혁의 메시지 

  

  

여전히 줌모임에 서툴다. 마이크를 켜고 말을 해야 하나 끈 상태로 말을 

하니 못알아 듣는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마이크 아이콘에 붉은 

선으로 빗금이 그어져 있는 것은 마이크가 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모르고 말을 했으니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3 월 26 일 저녁에 열렸다. 늘 그렇듯이 줌으로 

열린 것이다. 코로나팬데믹 시대에 이제 줌이 대세가 된 듯하다. 이대로 

몇 년 간다면 온라인 모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 같다. 

  

새로운 얼굴이 보였다. 모두 17 명 들어왔는데 네 명 보였다. 그 중에 두 

명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나가버렸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나머지 두 명은 금요모임 취지문에 동의하여 들어왔다.  

  

온라인모임은 장점도 단점도 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집중이 되기 힘들다. 더구나 교류가 없어서 

모임의 맛을 느낄 수 없다.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 이상 대안은 없다. 

  

3 월 두 번째 강독모임에서는 두 개의 경을 합송했다. 하나는 ‘참다운 

재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A5.47)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섯 가지 장애는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자 약화되어 허약한 

지혜이다’(A5.51)에 대한 것이다. 

  

믿음의 재물(saddhādhana) 

  

이 세상에 다섯 가지 재물이 있다. 이는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을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 

‘다섯 가지 재물의 경(pañcadhanasutta)’(A5.47)에 실려 있다. 먼저 

믿음의 재물(saddhādhana)이란 무엇일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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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잘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다.’라고 여래의 깨달음을 믿는다.”(A5.47) 

  

  

믿음의 재물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덕성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열 가지 덕성이 있다. 이는 십수념 중에서 불수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전재성 선생은 부처님의 열 가지 덕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라한에 

대해서는 어원적으로 ‘가치가 있는 님’이라고 했다. 빠알리어 

PCED194 로 찾아보니 아라항(arahaṃ)에 대하여 ‘A venerable 

person’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KPTS(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거룩한 님’으로 번역해 놓았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아라한[應供]’이라 하여 원어와 한자어를 병기해 놓았다.  

  

아라한은 가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가치를 말할까? 이는 

사향사과의 최종단계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서 더 

이상 닦을 것도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 무학의 경지에 이른 성자를 

말한다. 아라한은 공덕의 밭이 되는 성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라한에 

대하여 가치 있는 사람, 성스러운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고 한다. 

  

청정도론에서는 아라한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이는 “멀리 

여읜 까닭에, 적을 쳐부순 까닭에, 윤회의 수레바퀴를 부순 까닭에, 

필수자구 등이 가치 있는 까닭에,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 

까닭에”(Vism.7.4)아라한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 까닭에”라는 말은 ‘가치 있는 님’에 대한 

유사언어학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 

  

여래십호에서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明行足)’에서 명지는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사성제를 들어 설명했다. 명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명지와 반대 되는 말은 무명이다. 전재성 선생은 

무명에 대하여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십이연기 무명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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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S12.2)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세상이 괴롭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성제가 괴로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 하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고성제를 설했다. 이는 세상이 괴로운 것임을 말한다. 세상에 행복도 

있지만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고성제에 대하여 사고와 팔고로 

설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재성 선생은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天人師)’에 대한 

설명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절대적 의미에서 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브라흐마와 같은 창조신을 말한다. 그러나 무수한 

신들은 있다고 했다.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신장과 같은 신은 있는 

것임을 말한다.  

  

욕계천상에는 무수한 신들이 있다.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무수한 신들이 

있다. 그런데 신은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어둠의 세계를 말하면서 “귀신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초기경전을 보면 야차 등 비인간이 등장하는데 이를 귀신이라고 

볼 수 있다. 

  

계행의 재물(sīladhana) 

  

계행도 재물이 될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계행도 재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계행의 재물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곳을 빼앗지 않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가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간다.”(A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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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의 재물(sīladhana)은 오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오계만 잘 지켜도 세상의 많은 문제는 없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오계가 왜 재물일까? 이는 오계를 지키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계를 어긴다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살인을 했을 때 이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 과보는 자신이 

받게 되어 있다.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살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살생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호되고 

동시에 자신도 보호된다. 이는 도둑질과 음행도 해당된다.  

  

오계 중에서 신체적 행위와 관련된 것은 살생, 도둑질, 음행이다. 이 세 

가지는 신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계를 지키면 상대방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도 

보호되기 때문에 오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된다. 

  

오계는 지키기 어렵다. 불과 다섯 가지 항목이지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는 업과 관련되어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오계가 없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짐승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오계이다. 

  

오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오계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오계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방향 잡는 것에 대하여 “방향을 두면 계행을 어겼을 때 고쳐 나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계가 학습계율이기 때문이다. 

  

오계는 명령이 아니다. 오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언명령이 아니다. 

이는 오계가 “삼가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학습계율인 것을 말한다. 

오계는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85 

 

오계는 어기면 참회하고 다시 받아 지니면 된다. 이러기를 반복하다고 

보면 학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계는 평생에 걸쳐 완성된다. 불음주계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평생학습한다면 언젠가는 지키게 될 것이다.  

  

배움의 재물(sutadhana) 

  

배움도 재물이 된다. 배움을 어떻게 재물이라 볼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배움의 재물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아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고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시키는 그 가르침을 자주 듣고, 기억하고, 언어로써 

외우고, 정신으로 성찰하고, 바른 견해로 꿰뚫는다. 수행승들이여, 

배움의 재물이란 이와 같다.”(A5.47) 

  

  

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움의 재물(sutadhana)’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억한 가르침을 남에게 

알려 주고, 또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한 것이다. 더구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승되어 왔다. 이는 잘 들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듣고, 들은 것을 새기고 기억한 것이다. 이렇게 배움의 재물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볼 수는 있다. 번역되어 

나온 경전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사구게 

하나라도 외우면 자신의 것이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재물이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의 재물은 바른 견해로 꿰뚫는 것이라고 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향사과와 열반을 실현해야 함을 말한다. 

  

보시의 재물(cāgadhana) 

  



86 

 

부처님은 보시도 재물이라고 했다. 왜 보시가 재물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보시의 재물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마음속에 인색의 때를 제거하여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요구에 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집에서 사는 

것이다.”(A5.47) 

  

  

보시는 기본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주는 것(dāna)만 보시가 

아니다. 나누는 것(saṃvibhaga)도 보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하여 ‘보시의 재물(cāgadhana)’이라고 했다. 어쩌면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이는 경에서 나눈다 뜻을 

가진 삼비바가(saṃvibhaga)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이다.  

  

삼비바가는 영어로 ‘dividing; sharing’의 뜻이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 보다 나누는 것이 더 수승한 것으로 보인다. 준다는 의미의 

다나(dāna)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하도 

걸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다나에 해당될 것이다.  

  

나누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진 삼비바가는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 

보다는 사회운동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빚 없음의 

경’에서 “나는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을 향유하며 공덕을 

베푼다.”(A4.62)라는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향유의 행복을 말씀하셨다. 근면한 노력으로 정당한 원리로 번 

재산에 대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부의 사회환원을 말한다.  

  

그가 부자인 것은 그의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받쳐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이 없다면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일까 깨인 부자들은 이를 운으로 돌리고 있다. 부자가 된 것에 

대하여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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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부호들은 통 큰 기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이천오백년 전에 그런 가르침을 펼쳤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정당한 원리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 것을 

강조했다.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부의 사회환원을 

주장하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보편적 복지의 토대가 되는 

가르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혜의 재물(paññādhana) 

  

마지막으로 지혜의 재물이 있다. 지혜의 재물이란 무엇일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지혜의 재물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고귀한 꿰뚫음으로 올바로 괴로움의 

종식으로 이끄는 지혜를 지닌다.” (A5.47) 

  

  

지혜의 재물(paññādhana) 키워드는 생성과 소멸이다. 생성과 소멸을 

꿰뚫는 것에 대하여 지혜를 재물을 갖춘 것으로 설명했다. 이를 생성과 

소멸의 지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가 왜 중요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S56.11)라는 가르침을 

인용했다. 이 말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초전법륜경에서 

꼰당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는 ‘복음의 메시지’와 

같다고 했다. 왜 그런가?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는 고통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네 가지 계급으로 고착되어 있어서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다.  

  

사성계급에서 한번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브라만으로 

살았다. 한번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아무리 불평등한 사회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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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며 

사회시스템에 도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생멸의 지혜에 

대하여“사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라고 했다. 

  

부처님은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혁명적인 말이나 다름 없다. 사회체제 근간을 

흔드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절망은 

사라진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당대에 복음의 메세지였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 변화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만일 변화가 

없이 이대로 주욱 있다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멸의 

지혜를 하는 것도 재물이 된다. 

  

부처님 말씀에서 희망을 

  

부처님 가르침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믿음도 재물이 되고, 계행도 

재물이 되고, 배움도 재물이 되고, 보시도 재물이 되고, 지혜도 재물이 

된다는 가르침은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재물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 간다. 행복을 부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21 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죽어서는 가져 가지 

못한다. 

  

죽어서도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정신적 재물을 말한다. 

부처님은 이를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라고 했다. 이는 측량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재물이다. 

그래서 성스럽고 고귀한 재물이 된다. 오성재(五聖財)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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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재가 있다. 오성재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재물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을 더한 것이다. 오성재와 칠성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물은 

아마도 지혜의 재물일 것이다. 생성과 소멸을 아는 지혜야말로 재물 

중의 재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3 월 두 번째 금요모임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소멸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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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장애인 

  

  

3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 강독모임에서 두 번째 경을 합송했다.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다섯 가지 장애는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자 약화되어 허약한 지혜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장애의 경(nivāraṇasutta)’(A5.51)을 말한다. 

  

오개(五蓋)와 오장애(五障碍) 

  

흔히 오장애(五障碍)라고 한다. 다섯 가지 장애를 말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kāmacchanda), 분노(byāpāda), 해태와 혼침(thīna-middha), 

흥분과 회환(uddhacca-kukkucca), 회의적 의심(vicikicchā)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애를 오개(五蓋)라고도 한다. 다섯 가지 덮개라는 뜻이다.  

  

오장애 또는 오개라고 불리우는 용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는 덮개이자 장애이고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자 약화되어 허약한 지혜이다.” (A5.51)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덮개이자 장애라고 했다. 바로 이 말이 

오개와 오장애의 근거가 되는 말이다. 여기서 덮개는 

아바라나(avāraṇa)를 번역한 말이고, 장애는 니바라나(nivāraṇa)를 

번역한 말이다. 덮개를 뜻하는 아라바나는 ‘shutting off; hindrance; 

a bar; a screen’의 뜻이고, 장애를 뜻하는 니바라나는 ‘prevention; 

warding off; refusal’의 뜻이다.  

  

다섯 가지에 대하여 왜 덮개라고 했을까? 이는 “덮개가 착하고 건전한 

것을 덮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선법(kusala)을 덮어 버리는 것이 

오개인 것이다. 다섯 가지에 대하여 왜 장애라고 했을까? 이는 “장애는 

착하고 건전한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기 떄문이다. 선법을 막아 

버리는 것이 오장애인 것이다.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과 허약한 지혜 

  

다섯 가지 불선법은 선법을 덮어버리거나 막아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와 같은 오개와 오장애에 대하여 “과도하게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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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화된 허약한 지혜(cetaso ajjhāruho paññāya 

dubbalīkaraṇo)”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전재성 선생은 이에 

대하여 자연파괴와 대량학살을 예로 들었다. 

  

과도하게 성장한 지혜는 욕망이 극대화된 것이다. 욕망이 극대화되면 

지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욕망만 있고 지혜는 없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인간만이 자연파괴를 

하고 동물을 학대합니다.”라고 했다.  

  

자연파괴는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동물학대는 인간학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인간만이 대량학살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초원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긴 

하지만 대량학살하는 일은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원숭이와 같다고 했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원숭이 

  

인간만이 대량학살을 한다. 인간은 수렵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는 발전되었다. 칼에서 총으로 발전되었고, 총에서 

대포로 발전되었다. 오늘날에는 지구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을 두고서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라고 했다.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은 결국 욕망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욕망만은 

아니다. 경에서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분노,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환, 회의적 의심도 역시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으로 

보았다. 

  

오개와 오장애는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에 대한 것이다.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된 것과 같다.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혜가 나올 수 없다. 오로지 동물적 본능만이 지배한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과도하게 정신이 성장한 

동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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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인류는 유사이래 수많은 전쟁을 해왔다. 전쟁을 하면 학살이 

자행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은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된 원숭이와도 같은 것이다.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고, 늘 분노하고, 늘 해태와 혼침으로 있고, 늘 

흥분과 회환으로 가득하고, 늘 의심하고 산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이 지나치면 의처증과 의부증이 된다. 

이는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에 따른 것이다.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부처님의 원음이라 불리우는 니까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때로 의심은 견성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화두선이 그것이다. 작은 의심으로 큰의심을 부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 독으로 독을 제거하는 제독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의심은 버려야 할 불선법이다.  

  

하천의 비유를 들어 

  

부처님은 오개와 오장애와 관련하여 비유로서 설명했다. 이런 비유는 

부처님 설법의 특징이다. 본래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한 의미를 이해합니다.”(D23.24)라고 했다. 어떤 

비유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강은 산에서 기원하여 멀리 흐르면서도 빨리 

흐르며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데, 인부가 그 양쪽 언덕에서 

수문을 열어 놓으면, 수행승들이여, 그 가운데 강의 흐름도 흩어지고 

넓어지고 갈라져서 멀리 흐르지도 못하고 빨리 흐르지도 못하며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지도 못하듯,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다섯 가지는 덮개이자 장애이고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자 약화되어 

허약한 지혜를 끊지 못하고 지혜가 마비되어 허약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알고 타인의 이익을 알고 양자의 이익을 알고 인간을 뛰어넘는 진리, 

고귀한 이들이 갖추어야 할 탁월한 앎과 봄을 실현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A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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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가면 수로가 있다. 수로를 보면 양쪽에 시멘트로 막아져 있다. 

물을 공급할 때는 수로를 열어 놓는다. 좀더 큰 하천을 보면 역시 

양언덕을 따라 물이 잘 흐르도록 제방이 쌓여져 있다. 이는 치수가 잘 

된 것이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열어서 논에 물을 대고, 물이 차면 

막는다. 그러나 하천 양안에 제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물이 옆으로 

새어 버릴 것이다. 건기가 되면 강바닥을 드러내게 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천 양안에 있는 수문을 열어 놓으면 하천의로서 가능을 할 수 없다. 

다섯 가지 불선법은 수문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이는 마음을 다스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마음은 제멋대로가 될 

것이다. 욕심이 나면 탐욕이 생겨나고, 화가 나면 분노하게 된다. 이는 

과도하게 성장하는 정신이 된다.  

  

수문을 닫으면 물살은 빠르게 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이는 수문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수문도 관리해야 한다. 불선법을 덮어버리고 막아 버리는 

것이다. 

  

오개와 오장애는 극복되어야 한다. 특히 선정수행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인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마음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선정의 세계에 들어 갈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 장애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장애도 

있다. 그렇다고 정신병 환자들과 같은 장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 분노,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환, 

회의적 의심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악하고 불건전하게 살 수밖에 없다. 마치 

물을 흐리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장애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쌍가라바의 경’(S46.55)에서는 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다섯 가지 색깔로 물든 물과 같고, 분노는 

부글부글 끓는 물과 같고, 해태와 혼침은 이끼가 낀 물과 같고, 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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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환은 바람이 불어 파도치는 물과 같고, 의심은 흐린 흙탕물과 같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출 수 없다.  

  

다섯 가지 정신적 장애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한다.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이끼가 끼는 것과 같고 흙탕물이 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명경지수라면 자신의 얼굴이 보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S46.55)라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장애인 

  

인간에게 다섯 가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파멸을 면할 수 

없다. 과도한 정신적 성장으로 인하여 파탄나게 되어 있다. 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생겨나고 

대량학살이 일어나는 것은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 때문이다. 마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원숭이와 같은 것이다.  

  

오개 또는 오장애는 마음의 장애이다. 마음의 장애는 악취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악하고 

불건전한 쓰레기 더미를 말한다.”(A5.52)라고 했다. 오장애는 오물장과 

같은 것이다. 오장애는 진리의 세계로 가는데 있어서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오장애가 있는 한 자신을 위한 삶만 살게 된다. 욕심부리고 성내는 등 

본능대로사는 것이다. 짐승과 같은 삶이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지혜가 생겨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장애의 극복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알고 

타인의 이익을 알고 양자의 이익을 알고 인간을 뛰어넘는 진리, 고귀한 

이들이 갖추어야 할 탁월한 앎과 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A5.51)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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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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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행도 힘이 있을 때 

  

  

여전히 줌에 익숙하지 않다. 줌모임 때가 되면 매번 긴장한다. 

모임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접속했을 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혼자서 

문제가 해결하기 힘들다. 다시 메시지가 온다. 새로운 주소를 알려 주는 

것이다. 클릭만 하면 들어 가는 것이다.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한다. 이번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다.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좌측하단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해 보지만 

소용없다. 망연자실하여 여기저기 눌러 보지만 되지를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터진다. 원인을 알 수 없다. 

  

첨단기기나 첨단기능에 약하다. 명색이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과거 

개발도 했었고 지금도 회로패턴설계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잘 다루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저 관행대로 흘러가는 옛날이 좋은 것이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이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긴장하는 것은 아마도 스마트폰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줌강연은 

노트북에 맞게 세팅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두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에도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번 소리문제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무색무취의 무미건조한  

  

4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줌으로 열렸다. 지난 2 월부터 시작된 

줌모임이 이제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 들어 갈 때 긴장되긴 

하지만 집중하다 보면 대면모임 못지 않다. 한마디로 편한 것이 

장점이다. 그 먼 거리를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 아득한 것 같다.  

  

사무실에서 줌모임에 접속했다. 모두 16 명 참여했다. 주로 익숙한 

얼굴들이 많다. 처음 본 사람도 있다. 호기심으로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모임이 무색무취이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매번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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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니까야강독모임은 감각으로 느끼는 재미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전을 

읽고 경전을 해석하는 설명을 듣고 종종 질의응답하는 것이 고작이다. 

감각적 즐거움에 맛들여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할 것 같다. 

  

모두 세 개의 경을 합송했다. 첫번째 경은 ‘수행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A5.54)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 경은 ‘청정한 

삶을 감동적으로 살아가려면’(A5.56)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경은 ‘명상과 학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A5.73)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로 합송한 경은 ‘수행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의 경이다. 어떤 내용일까?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알맞지 않은 시기와 알맞은 시기의 

경(asamayasamayasutta)’(A5.54)을 말한다.  

  

경에서는 수행하기 좋지 않은 시기와 수행하기에 좋은 시기에 대하여 

다섯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이는 늙음, 질병, 기근, 야만인, 승가분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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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 힘이 있을 때 

  

첫째,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늙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상에 

수행승이 늙어서 늙음에 정복당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첫번째 

정근하기에 알맞지 않은 시기이다.”(A5.54)라고 했다.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기력이 약해진다. 기능도 약화되어서 오래 앉아 

있을 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출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노년의 출가자가 총명을 얻기가 어렵다. 위의를 

갖추기가 어렵다. 박학하기가 어렵다. 설법을 하기 어렵다. 계율을 

수지하기가 어렵다.”(A5.59)라고 했다. 

  

부처님은 노년출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총명, 위의, 박학, 설법, 계율의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는 젊었을 때 유리한 

것이다. 젊었을 때가 정진하기에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젊어서, 검은 머리를 하고 꽃다운 

청춘이고 젊음을 지니고 나이어린 청년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첫번째 정근하기에 좋은 시기이다.”(A5.54)라고 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수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행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는 앉아 있기도 힘들다. 그러나 꽃다운 청춘 시절에는 즐기기에 

바쁘다. 그래서 수행하기에 좋은 시기를 놓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늙었다고 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에서 나이 든 수행자의 깨달음에 대한 

오도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여든 살의 나이에 아라한이 된 노령의 여인 

  

테리가타에 노령출가자를 볼 수 있다. 쏘나장로니를 말한다. 

쏘나장로니는 아들과 딸을 열명 낳았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바후뿌띠까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재산을 아들딸들에게 모두 물려주었을 때 버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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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후뿌띠까는 갈 곳이 없어서 늦은 나이에 부처님의 비구니 교단에 들어 

갔다. 거의 80 살이 다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테리가타를 보면 쏘나 장로니에 대한 인연담이 있다. 노령에 출가한 

여인은 오로지 수행에 전념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 

출가했으니,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Thig.A.93)라며 밤새도록 

수행했다. 너무 나이가 들어 걸음 힘도 없었지만 경행을 할 때는 난간을 

잡고 경행했다. 마침내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싯구를 남겼다. 

  

  

“이러한 집적의 몸으로 

열 명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 허약하고 늙어서 

나는 수행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내게 가르침을 주었다. 

존재의 다발과 감각의 영역과 

인식의 세계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듣고 

머리를 깍고 나는 출가했다. 

  

그러한 내가 정학녀였을 때에 

하늘눈이 청정해졌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전생의 삶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마음을 통일하고 잘 정립하여 

인상을 여읨을 닦고 

나는 즉시의 해탈을 얻었으니, 

집착 없이 적멸에 들었다. 

  

실로 다섯 존재의 다발들은 

완전히 알려졌고 뿌리째 뽑혔다. 

비참한 노령의 그대여, 부끄럽다.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Thig.102-106, 쏘나 장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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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출가는 쉽지 않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노년출가자의 

경 2’에서도 확인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 출가자가 가르침을 

따르기 어렵다.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설법을 하기 어렵다, 계율을 수지하기 어렵다.”(A5.60)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수행해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수행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수행해야 

한다 위빠사나 수행지침서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이 있다. 지침서에서는 연령별 정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았다. 

  

  

“20 대에서 40 대에 올바른 수행을 한다면, 한 달 안에 지혜를 완성할 

수 있다. 50 대에서 60 대가 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지혜를 완성하는데 두 달이 걸린다. 어떤 이는 그렇게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지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70 대를 넘어 80 대가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분명하게 법을 이해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행은 어렵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다. 늦게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80 세가 넘으면 

수행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 275-276 쪽) 

  

  

수행지침서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은 우 쿤달라 

비왐사가 지은 것이다. 십일집중수행에서 법문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우 쿤달라 비왐사는 마하시 사야도 직계제자 중의 하나이다.  

  

책을 보면 수행은 젊어서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간과 관련된 것이다. 수행은 확실히 20 대에서 

40 대에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50 대와 60 대는 늦다고 볼 수 

없다. 20 대와 40 대에 비하여 두 배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70 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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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 이상 되면 수행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다. 이는 노년 

출가의 경에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A5.60)라는 가르침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80 대 이상 

노령이 되면 수행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이는 청정도론에서는 ‘노망적 십년(81-90 세)’이라 하여 “그는 

몽매하게 되어 하는 것마다 망각한다.” (Vism.20.51)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후뿌띠까는 80 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노령을 극복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젊음의 교만과 건강의 교만으로 인하여 

  

둘째,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질병에 대한 것이다. 수행하기에 알맞지 

않은 시기는 늙음뿐만 아니라 질병도 있다. 병이 들면 수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병들어서 질병에 정복당했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두번째 정근하기에 

알맞지 않은 시기이다.”(A5.54)라고 했다.  

  

건강할 때 정진하기 좋다. 그러나 건강할 때 수행시기를 놓쳐 버린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건강할 때는 괴로움을 

모릅니다. 이는 수행동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건강할 때는 천년만년 건강할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 그러나 건강은 

질병에 정복당하고 만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뭇삶들은 건강한 시절에 건강의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에 빠져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그가 그 사실을 관찰하면, 건강한 시절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버려지거나 약해진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질병에 

종속되었으며 질병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자나 남자나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나 자주 관찰해야 한다.”(A5.57)라고 말씀하셨다. 

  

젊을 때는 ‘젊음의 교만’이 일어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의 교만’이 

생겨난다. 그 결과 즐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건강을 잃었을 때 

그제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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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법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에서는 “질병이 오기 전에 빨리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좋다. 병이 오고 나면 고통이 나를 지배하여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 힘을 잃고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281 쪽)라고 했다.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병이 들었다고 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수행하기에 오히려 더 알맞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이 들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병들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가난해야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나꿀라삐따 장자 이야기로도 알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나꿀라삐따 장자가 있었다. 그의 나이 80 세가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렸다. 노령에 병을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었다. 이에 

부처님에게 친견을 요청하고 법문을 들었다. 부처님은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나의 몸은 괴로워하여도 나의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워야 합니다.”(S22.1)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꿀라삐따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밝아 졌다. 그러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이에 사리뿟따는 부처님의 법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정신과 물질에 대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라고 본다는 것이다. 

  

몸에 병이 걸리면 마음도 병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 범부들은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정신과 물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정신은 아프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나꿀라삐따에게“물질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S22.1)라고 알려 준다. 이른 바 20 가지 

유신견에 대한 것이다.  

  



102 

 

사리뿟따는 나꿀라삐따에게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렇게 오온에 대하여 정신-

물질 작용으로 이해하면 질병이 들어 육체적으로 고통받지만 정신적 

괴로움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온을 바로 알지 못하여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온을 ‘나’로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픈 것이다. 

  

수행은 노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무엇이든지 시기가 있다. 공부도 시기가 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행도 시기가 

있다. 비교적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젊음의 

교만과 건강으로 교만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버린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는 오욕락을 즐기는 삶을 살고 수행은 노년이 

되어서 늦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악마의 속삭임과 같다. 기녀가 

젊은 수행자를 유혹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테라가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젊어서 그대는 출가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즐기시오. 

내가 재산을 주겠소. 

정말 그대에게 약속하겠소. 

아니면, 내가 불을 가져오겠소.” (Thag.461) 

  

“우리가 늙어서 둘이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될 때, 

둘이서 함께 출가하면, 두 곳에서 

행운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Thag.462) 

  

  

젊은 수행자는 기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젊은 수행자는 합장하며 

애원하는 기녀를 보고서는 “장식하고 좋은 옷을 입었으나, 마치 죽음의 

왕의 그물이 펼쳐진 것 같았다.” (Thag.463)라고 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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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이 그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고 위험이 분명하게 

보였고 싫어하여 떠남이 정립되었다.” (Thag.464)라고 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오히려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수행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는 늙음과 질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근이 들어서 탁발이 어려울 때도 좋지 않은 때이고, 야만인들의 

침범으로 피난을 해야 할 때도 좋지 않은 때이다. 또한 승가가 분열하여 

서로 다투고 싸울 때도 수행하기에 좋지 않은 때에 해당된다. 

  

수행하기에 좋은 시기는 젊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전쟁이 없고, 

승가가 화합했을 때 최상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항상 이런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행무상이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바뀐다.  

  

수행환경이 좋다고 하여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오욕락을 즐기기에 바쁘다.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수행동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수행하기에 좋지 않은 

때에 수행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전재성 선생은 늙고 병들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왜 그런가? 수행동기를 찾기 쉽기 때문이다. 늙어 감을 

보고서 괴롭다고 인식했을 때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병들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가난해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2021-04-10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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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동없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줌모임에서도 합송이 가능하다. 사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 경을 합송했다. 마이크를 켜고 독송하면 다른 사람이 독송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줌의 한계가 있다. 서로 운율이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다.  

  

친교사의 조건 

  

독송한 경은 ‘청정한 삶을 감동적으로 살아 가려면’에 대한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친교사의 경(upajjhāyasutta)’(A5.56)을 말한다. 

친교사를 뜻하는 우빳자야(upajjhāya)는 무슨 뜻일까? 

  

우빳자야를 빠알리 사전 PCED194 에서 찾아보았다. 찾아보니 ‘spiritual 

teacher or preceptor’라고 되어 있다. 각주를 보니 “구족계를 받아 

수행승이 된 자는 자신이 선택한 수행승 밑에서 5 년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행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번역에서는 친교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은사스님에 

해당될 것이다.  

  

친교사도 조건이 있는 것일까?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 번역본의 

각주를 보면친교사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친교사는 적어도 십년간 

가르침과 계율을 공부한 수행승 장로이어야 한다.”(앙굿따리나까야 5 권 

199 번 각주)라고 했다. 이는 율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일 것이다.  

  

누구나 친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적어도 십년 정도는 담마(經藏)와 위나야(律藏)를 공부한 

수행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스승 밑에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에게 권태가 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어느 수행승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친교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다.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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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여, 지금 제 몸은 권태롭고, 저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르침도 

제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해태와 혼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동도 없이 청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게는 가르침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A5.56) 

  

  

살다 보면 삶이 권태로울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만 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수행승도 권태가 온 것 같다.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권태를 말한다. 더구나 ‘가르침에 대한 

의혹(dhammesu vicikicchā)’도 있다고 했다. 

  

가르침에 대한 의혹 

  

가르침에 대한 의혹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아마도 열반에 대한 

것이라 본다. 이는 숫따니빠따에서 방기사의 의혹으로도 알 수 있다. 

  

방기사는 시인 수행승으로 알려져 있다. 테라가타를 보면 70 연시가 

있는데 대련시집이라고 한다. 테라가타는 시인 수행승 방기사는 

대련시집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시인 수행승은 자신의 친교사가 죽었을 때 열반에 들었는지 의혹을 

품었다. 이는 명백히 가르침에 대한 의혹인 것이다. 이는 “우리의 

친교사는 정말로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일까?”(Sn.2.12)라며 의혹을 

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기사는 의혹으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부처님을 찾았다. 

찾아가서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이시여, 저희의 의혹을 끊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지 

알려주십시오.”(Stn.346)라고 말했다. 

  

한번 의혹이 들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것이다. 거의 망상 수준의 의혹이다. 이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된다. 부처님은 다섯 가지 정신적 장애에 대하여 “과도하게 성장한 

정신이자 약화되어 허약한 지혜이다.”(A5.51)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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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없는 자에게 의혹이 생겨난다. 방기사도 가르침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자신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간청한다. 부처님은 어떻게 의혹을 해소시켜 주었을까?  

  

부처님은 열반에 대하여 의심하는 방기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는 

“그는 이 세상에서 정신과 육신에 대한 갈애를 끊어버렸다. 오랜 세월 

잠재하던 악마적 흐름을 끊어 버린 것이다.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Stn.355)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열반에 대하여 정신과 육신에 대한 갈애를 끊어 버림으로 

설명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온은 정신과 물질에 대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갈애를 끊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생사를 초월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열반을 

말한다. 방기사의 스승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방기사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방기사는 “가장 빼어난 선인이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뻐합니다. 제 물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Stn.355)라고 말했다. 

  

다섯 가지를 소홀히 했을 때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가르침에 대한 의혹과 권태에 빠진 수행승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 부처님은 수행승의 친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줄 것을 말했다.  

  

  

“수행승이여, 감관의 문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양을 모르고, 

깨어있음에 몰입할 줄 모르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대하여 통찰하지 

못하고, 초야와 후야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에 대한 명상수행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항상 그렀다.”(A5.56) 

  

  

부처님은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1)감관의 문을 수호하지 않는 

것 (indriyesu aguttadvārassa), 2)식사에 알맞은 양을 모르는 

것(bhojane amattaññuno), 3)깨어있음에 몰입할 줄 모르는 

것(jāgariyaṃ ananuyuttassa), 4)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대하여 



107 

 

통찰하지 못하는 것(avipassakassa kusalānaṃ dhammānaṃ), 그리고 5)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에 대한 명상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bodhipakkhiyānaṃ dhammānaṃ bhāvanānuyogaṃ ananuyuttassa)을 

말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소홀히 했을 때 권태가 찾아오고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생겨남을 말한다. 

  

상베가(saṃvega)에 대하여 

  

수행승은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감동도 없이 청정한 삶을 

살아갑니.”라고 했다. 청정한 삶을 살긴 살지만 감동 없다면 아무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법에 대한 의심도 

생겨날 것이다. 

  

전재성 선생은 감동 없는 삶에 대하여‘상베가’로 설명했다. 전재성 

선생은 상베가에 대하여 “두려움을 포함하는 경이감, 외경, 경외감을 

말합니다.”라고 했다.  

  

상베가는 어떤 것일까? 빠알리사전을 찾아보기로 했다. 찾아보니 상베가 

(saṃvega)에 대하여 ‘anxiety; agitation; religious emotion’라고 

되어 있다. 특히 ‘종교적 정서’라는 말에 주목한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외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빠알리 사전에는 상베가가 들어간 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D.III,214; A.I,43; II,33, 114; S.I,197; III,85; V,130, 133; 

It.30; Sn.935; J.I,138”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 외경에 대한 것이다.  

  

여러 개의 소개 경에서 “It.30”을 찾아보았다. 이는 이띠붓따까’ 

만족의 경’에서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현명한 자는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에 따르면 

"두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많은 행복과 희열을 느끼며, 번뇌의 

부숨을 위하여 근원적 노력을 한다.”(It.30)라고 했다. 여기서 두가지 

원리에 대하여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에 자극받아 이치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혜에 의한 두려움(ñāṇabh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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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이 진리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경외감을 갖게 된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사자의 경’(S22.78)에서 부처님이 천신들에게 설법했을 

때도 나타났다.  

  

천신들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 것 같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경외감을 느꼈다. 이는 “벗이여,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상주하지 않는 것을 상주한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실로 영원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지만 

개체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S22.78)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천신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윤회하는 존재임을 말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S22.78)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천신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무상의 지혜가 생겨났음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지혜에 의한 두려움(ñāṇabhaya)’이다. 

  

지혜에 의한 감동(ñāṇasaṃvega) 

  

가르침에 대한 경외감은 어떤 경우에 있게 될까? 이는 이띠붓따까 

주석에서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란 태어남 등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어지는 

주석을 보면 “태어남, 늙음, 질병, 죽음, 괴로운 곳으로 태어나는 것, 

윤회에 뿌리박은 과거의 괴로움, 윤회에 뿌리가 되는 미래의 괴로움, 

현재의 음식을 구함에 뿌리박은 괴로움이 경외의 토대가 되어 경외감을 

일으키는 경우이다.”(ItA.115)라고 했다. 

  

이띠붓따까 주석에 따르면 태어남 등의 경외의 토대를 조건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윤회하는 삶에서 두려움과 경외가 일어남을 말한다. 특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천신에게서 두려움과 경외가 일어났다. 그래서 

천신들은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라고 했다. 이는 지혜에 

의한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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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난다. 이는 두려움과 경외감에 따른 

감동이다. 아라한이 되었다면 ‘지혜에 의한 감동(ñāṇasaṃvega)’이 

된다. 그러나 천신들은 단지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겨났을 뿐이다. 

영원히 살 것 같았으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는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두려움은 감동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면 지혜에 의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행중 우울증에 걸렸을 때 

  

수행승은 감동이 없는 청정한 삶을 살았다. 이는 권태를 유발하고 

가르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우울증’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우울증이 걸리면 매사에 활력이 없다. 마치 정신적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치유방법으로 부처님은 1)감관의 문을 수호하는 것, 

2)식사에 알맞은 양을 아는 것, 3)깨어있음에 철저하는 것, 4)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대하여 통찰하는 것, 그리고 5)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원리에 대한 명상수행을 하는 것을 제시했다.  

  

수행승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았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감관의 문을 수호하는 것이다. 마치 성문의 

수문장이 감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탐욕의 발생을 예로 들었다. 매혹적인 형상을 

보았을 때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율여야 함을 말한다. 그러면서 

앙굿따라니까야 2 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 했을 때 

  

금요모임에서 전재성 선생이 말한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빠알리 삼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상베가에 대한 것도 빠알리 사전을 찾아서 경전적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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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일어나는 원리가 앙굿따라니까야 2 권에 있다고 했다. 찾아보니 

‘탐욕의 경’(A2.122)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탐욕을 생겨나게 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인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다.” 

(A2.122) 

  

  

부처님은 탐욕의 발생원리에 대하여 아름다운 인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자, 즉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일 것이다.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본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한다면 탐욕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아요니소마나시까라(ayonisomanasikāra)라고 한다. 한자어로 

비여리작의(非如理作意)이다. 이를 지혜롭지 않은 주의기울임이라고도 

한다. 

  

지혜롭지 않게 주의기울였을 때 탐욕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성냄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혐오스러운 인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다.”(A2.123)라고 했다. 혐오스러운 

대상에 지혜롭게 주의기울이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남을 말한다. 

  

탐욕과 분노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 대상이 매혹적일 때 탐욕이 

일어나고, 대상이 혐오적일 때 분노가 일어난다. 이는 대상에 대하여 

지혜롭게 주의기울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수행승에게 권태가 

일어나고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지혜로운 주의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감동없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 간다. 살아 있으니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본능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했다. 특히 수행자의 삶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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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가 하루하루 본성대로 살아 간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등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동물의 삶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수행자는 동물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청정한 삶(brahmacariya)’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수행자가 청정한 삶을 살지만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권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어서 “정말 열반이 있을까?”라며 가르침을 의심하고 말 

것이다. 앙굿따라니니까야 친교사의 경에 나오는 수행승이 그랬다.  

  

감동이 없는 청정한 삶은 무기력한 것이다. 감동 있는 청정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감관의 문을 수호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은 현명한 주의기울임이다. 이를 

요니소마나시까라(yonisomanasikāra: 如理作意)라고 한다.  

  

대상에 대한 지혜로운 주의기울임이 있을 때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리작의했을 때 감각기관의 문은 수호된다. 자연스럽게 

청정한 삶은 실현된다. 이는 감동이 있는 청정한 삶이다.  

  

삶에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삶에 감동이 없으면 권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경외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 경외(saṃvega)가 일어난다. 놀라움으로 

가득차서 감동이 있는 것이다. 이는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에 경외가 일어났을 때 지혜의 

경외도 일어난다. 경외가 있는 삶 이야말로 감동 있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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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왜 부정관 수행이 으뜸인가?  

  

  

사무실에 작은 명상공간이 있다.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작년 1 월 사무실을 혼자 쓰게 되었을 때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앉아 있었다. 최소한 한시간은 앉아 있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 되었다. 책상 바로 옆에 있음에도 

30 분 앉아 있을 여유도 없는 것이다. 

  

 
  

세번째로 합송한 경은 

  

4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는 명상과 관련된 경을 합송했다. 

세번째 합송한 경은‘명상과 학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가르침을 명상하는 자의 

경 1(Paṭhamadhammavihārīsutta)’(A5.73)을 말한다.  

  

경에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는 경의 말미에 “수행승이여,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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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A5.73)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선정을 닦으라고 했다. 여기서 선정을 뜻하는 

자야띠(jhāyati)는 ‘meditates or contemplates’의 뜻으로 

‘명상하다’ 또는 ‘집중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토록 

선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알 수 있다. 

  

  

“수행승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가르침들, 즉 경, 응송, 수기, 게송, 

감흥어, 여시어, 전쟁담, 미증유법, 교리문답을 학습한다. 그는 그 

가르침을 학습하면서 하루를 다 보낸다. 그런데 그는 그 밖에 지혜로써 

그 목표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수행승이여, 그는 많이 학습한 자이지, 

가르침을 명상하는 자는 아닌 것이다.”(A5.74) 

  

오늘날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는 경, 응송, 수기, 

게송, 감흥어, 여시어, 전쟁담, 미증유법, 교리문답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를 구분교라고 한다. 아홉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 가르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분교에 대해서 전재성 선생은 하나하나 설명했다. 

  

“수행은 금생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교 중에 감흥어가 있다. 이를 우다나(udāna)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부처님이 흥에 겨워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설한 

법문이라고 했다. 대개 법문은 요청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분교 중에서 전생담(jataka)이 있다. 전생담은 어떤 것일 것일까? 

전재성 선생은 현재 자따까를 번역중에 있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전생담은 본래 인도의 동화나 우화를 불교적으로 가공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생담을 보면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다는 것이다.  

  

전생담을 한번도 접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생담이 출간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 그런데 전생담에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놀랍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수행은 금생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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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하는 삶에서 이번 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금생은 과거와 미래생을 연결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부처님의 

전생의 삶에서 수많은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전생담은 보시나 지계 등 바라밀을 중심으로 설해진 것이라고 

했다. 

  

전생담은 십바라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은 선생은 

바라밀을 뜻하는 빠라미(paramī)에 대하여 현세초월이고 자기초월이라고 

했다. 그래서 빠라미에 대하여 ‘초월의 길’로 번역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자기를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는 

천상에 태어남과 열반의 듦에 대한 것입니다. 자따까는 신비스러운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수행을 강조한 이유는 

  

부처님은 왜 수행을 강조했을까? 이는 경에서 ‘지혜(paññā)’라는 말로 

알 수 있다. 구분교의 가르침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만일 학습만 하면서 하루해를 다 보낸다면 그는 

학습하는 자이지 명상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다. 

  

지혜를 계발하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 (Paññā natthi 

ajhāyato)”(Dhp.372)라고 했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는 주석을 보면 “그의 마음은 통일되어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본다.”(DhpA.IV.110)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선정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언어적 개념을 초월한 것이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언어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는 팔정도경 두 번째 선정에서도 알 수 있다.  

  

팔정도경 두 번째 선정에 대한 것을 보면“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S45.8)라는 정형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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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선정에서는 사유(vitakka)와 숙고(vicārā)에 따른 것이지만, 두 

번째 선정부터는 언어적 형성을 초월한 것이다. 그래서 사유와 숙고를 

멈추어지고 내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룬다고 했다. 이는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한곳에 집중됨을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현상을 관찰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다름 아닌 

오온의 생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에 언어적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불교적 지혜이다. 

  

불교적 지혜는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꿰뚫어 본다는 의미로 빤냐(paññā)라고 한다. 이런 지혜는 마음을 

집중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르침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가르침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두 도반 수행승과 관련된 이야기(dvesahayakabhikkhuvatthu)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목적은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르침을 공부만 할 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형제출가이야기를 해 주었다. 

  

형제출가이야기는 동생이 먼저 깨달음에 이른 것을 말한다. 경전공부만 

하는 형과 비교하여 동생은 수행에만 전념하여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구경 인연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찾아보니 법구경 19 번과 

20 번 게송에 유사한 인연담이 있다. 이는 ‘두 도반 수행승과 관련된 

이야기(dvesahayakabhikkhuvatthu)’를 말한다.  

  

부처님 당시 사밧티 시에 훌륭한 가문의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삼장만을 공부했다. 그러나 또 한친구는 수행에 전념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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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만 공부한 친구는 아사리가 되었다.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 누구 

물어보든지 막힘이 없었다. 수행에만 전념한 친구는 삼장을 자세하게 

몰라도 법에 대해 통찰을 할 수 있었다. 부처님은 누구를 칭찬해 

주었을까? 이에 대하여 법구경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의 아사리는 나의 가르침에서 고용되어 소를 

돌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아들은 자신의 향유를 위해서 다섯 

가지 유제품을 즐기는 소의 주인과 같다.”(DhpA.I.154-157) 

  

  

부처님은 삼장에 통달한 법사에 대해서 고용자와 같다고 했다. 소를 

세는 고용인을 말한다. 반면 수행에 전념하여 지혜가 생겨난 제자에 

대하서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했다. 소의 주인으로 사는 자와 

같음을 말한다.  

  

부처님은 수행하는 제자를 칭찬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은 경전을 

외우더라도, 방일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소치기가 남의 소를 헤아리는 

것과 같아,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지 못하리. 경전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가르침에 맞게 여법하게 행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로 알고 잘 마음을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집착을 여의면, 

수행자의 삶을 성취하리.”(Dhp.19-20)라며 게송을 읊었다.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것 

  

전재성 선생은 금요모임에서 수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경을 보면 “수행승이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한가한 곳으로 

가서 앉아 가부좌를 틀고”(M10.5)라는 정형구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럿이 할 수도 있다. 오늘날 

명상센터에 가보면 커다란 홀에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홀로 하라고 했다. 숲속이나 나무밑, 빈집, 동굴 

등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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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강당은 부처님 법문을 듣는 곳이다. 강당에서 집단으로 

모여 수행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수행승들은 법문이 끝나면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수행하는 것도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사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수행은 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홀로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한다. 누군가 대신 깨달아 주는 것도 

아니고 깨닫게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병아리 부화의 

비유로도 알 수 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 있다. 데미안을 보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헤르만 헤세가 

맛지마니까야를 읽고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병아리 

부화의 비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한 마리의 암탉이 있는데 여덟 개나 열 개나 

열두 개나 계란을 올바로 품고 올바로 온기를 주고 올바로 부화시키면, 

그 암탉은 ‘오! 나의 병아리들이 발톱이이나 부리의 끝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텐데.’라고 원하지 않더라도 

병아리들이 발톱이나 부리의 끝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용맹을 수반하는 열다섯 

가지의 조건을 성취하면 그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위없는 안온을 얻을 수 있다.”(M16)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올 때 자신의 힘으로 깨고 나온다. 어미 닭이 

밖에서 부리로 조아서 깨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을 보면 

어미닭은 “안전하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텐데”라며 염려만 해 준다. 

선종에서 말하는 줄탁동기 (啐啄同機)는 아닌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를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런데 알껍질은 병아리가 깨고 나온다는 

사실이다. 남이 깨 주지 않는 것이다. 어미닭도 깨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 홀로 수행하라고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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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금요모임 시간에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다. 전재성 선생은 

부정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른바 불교에 사대수행이라 하여 

부정관, 자애관, 호흡관, 무상관이 있지만 이 중에서 으뜸은 

부정관이라고 했다. 

  

부정관이 왜 으뜸 수행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체가 썩어 가는 것을 관찰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정관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다고 

했다. 

  

기독교에 십자가가 있다. 예수가 십자가 못박혀 피 흘리며 죽어 가는 

끔찍한 모습이다.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형상을 숭배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예수의 십자가는 일종의 부정관과 

같다고 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강한 것은 피 흘리는 예수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 가는 모습 

또는 시체가 썩어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극복했을 때 강력한 파워가 나온 다는 

사실이다. 

  

불교에 사대수행이 있는데 

  

수행은 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는 우다나에서 

‘메기야의 경’(Ud.34)을 보면 알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수행자가 

홀로 숲속에 있을 때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말한다.  

  

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들과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커다란 명상홀에서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좋은 

도반과 사귀어야 한다. 그리고 계행을 갖추고 가르침을 학습해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닌 교학의 중요성을 말한다. 

  

교학을 모르고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메기야의 경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도반과 사귀며 계행을 지키며 사성제와 



119 

 

같은 가르침에 대한 지혜를 갖추었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행을 

하라고 했다.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새김을 닦아야 

한다.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Ud.40)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대수행에 대한 것이다.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관을 닦고, 성냄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관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언어적 사유를 제거를 위해서는 호흡관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는 무상관이 좋다고 했다.  

  

왜 부정관을 해야 하는가?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수행에서 으뜸은 부정관이라고 

했다. 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부정관은 조작이나 허위가 없습니다. 부정관을 하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시체가 썩어 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된 것이다. 그런데 부정관이 으뜸인 것은 아무래도 탐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모든 불선법 중에서 탐욕이 으뜸이다. 우리가 이렇게 욕계에 사는 것도 

탐욕 때문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도 탐욕에 기인한다. 이렇게 본다면 

탐욕의 제거야말로 가장 큰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탐욕의 

제거는 부정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부정관 수행이라 하여 반드시 열 가지 시체가 썩어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몸을 32 가지 기관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도 부정관에 

해당된다. 이는 몸에 대한 혐오를 일으켜 감각적 욕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일까 탐욕의 제거를 위한 부정관 수행이 모든 

수행중에서 으뜸이라고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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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관에서 호흡관으로 바뀐 것은 

  

오늘날 부정관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부처님 당시 부정관 

수행을 하던 수행승들이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베쌀리의 경’(S54.9)을 보면 부처님은 부정관 대신에 

호흡관을 말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호흡새김에 의한 집중을 닦고 호흡새김에 의한 집중을 

익히면, 고요하고 승묘한 감로의 지복에 들어, 악하고 불건전한 현상이 

생겨날 때마다 즉시 사라지게 하고 그치게 한다.”(S54.9) 

  

  

부처님은 시체를 관하는 등 부정관 대신에 호흡관을 할 것을 말씀했다. 

이는 16 단계 호흡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 “악하고 

불건전한 현상이 생겨날 때마다 즉시 사라지게 하고 그치게 한다.”라고 

했다.  

  

사대명상 중에서 부정관이 으뜸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몸을 혐오하여 

자살자가 속출했을 때 호흡관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부정에 관해 찬탄을 하시고 부정에 관한 수행에 

대하여 찬탄하셨다.”(S54.9)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정관이야말로 수행중의 수행이고 탐욕을 확실히 제거하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해야 

  

불교인들은 가르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경전을 보고 교학을 

공부한다.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하여 체계를 잡기도 한다. 그러나 

공부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학습만 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는 많이 학습한 자이지, 가르침을 명상하는 자가 

아니다.”(A5.73)라고 했다. 

  

가르침을 명상하려면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가르침도 알고 수행도 하는 것이다. 교학과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메기야의 경’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교학으로 체계를 

다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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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단지 학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든가 암송한다든가 사유하고 숙고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부처님은 홀로 숲이나 나무밑, 빈집,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A5.73)라고 했다. 

  

30 분이라도 앉아 있는 습관을 

  

부처님의 선정에 대한 가르침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가 없다.”(Dhp.372)라고 했다. 또 “명상에서 광대한 

지혜가 생기고 명상하지 않으면 광대한 지혜가 

부서진다.”(Dhp.282)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외동 아들 라훌라에게 “탐욕에 물들어 아름다워 보이는 

인상을 피하라.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을 닦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라고 말했다. 이는 부정관에 대한 것이다. 

  

작년 1 월 사무실에 명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잠시 앉아 있을 틈도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 했다. 그것은 “그대들을 애민히 

여겨”라는 말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선정을 닦아라.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라고 했다. 30 분이라도 앉아 있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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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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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혐오와 비혐오의 중도 

  

  

언제나 그렇듯이 니까야를 접하면 희열을 느낀다. 이를 빠알리어로 삐띠

(pīti)라고 한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크다. 이런 가르침이 바

로 옆에 있었음에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5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로 합송한 경은 교재 생활

속의 명상수행 21 번 경이다. 제목은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냄을 일

으키지 않는 수행법’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띠깐다끼의 

경’(A5.144)에 해당된다. 

  

띠깐다끼의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접하면 접할수록 매력적이다. 매료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접하기 때문이다. 띠깐다끼의 경에서 다

섯 가지 경우에 대한 것도 그렇다. 다섯 가지 법수에 대하여 요약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때로는 비혐오적인 것에서 혐오적인 것을 지

각한다면 옳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때로는 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

적인 것을 지각한다면 옳다. 수행승이 때로는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에서 혐오적인 것을 지각한다면 옳다. 수행승이 때로는 혐오적인 것과 

비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적인 것을 지각한다면 옳다. 수행승이 때로는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에서 그 양자를 피하고 평정하고 새김을 확

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면, 옳다.”(A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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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난해하다.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네 가

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여기에 양자를 피하면 법수가 다섯 가지가 된

다. 전재성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 경전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법수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다. 그래서 법수가 높아질수록 경전의 

길이도 길어진다.  

  

매혹적인 대상에서 혐오를 

  

첫째, 비혐오적인 것에서 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

일까? 다음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는“탐욕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탐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A5.144)라는 가르침을 말한다. 참

으로 난해한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주석을 보아야 한다. 주석에서

는 “원하는 대상(예를 들어 여자의 육체나 맛있는 음식 등)에 대하여 

부정(不淨), 무상, 혐오의 지각을 일으키는 것이다.”(Mrp.III.290)라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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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육체는 매혹적인 것이다. 맛있는 음식 역시 매혹적이다. 이에 대

하여 경에서는 비혐오적인 것이라고 했다. 매혹적인 것은 비혐오적인 것

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매혹적인 대상에서 혐오를 보라고 했다. 이런 것

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왜 여자의 육체나 맛있는 음식처럼 매혹적인 대상에서 혐오를 

보라고 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음식을 예를 들어 방부제를 

들고 있다. 먹음직한 음식은 대부분 방부제를 쓰고 있는데, 이는 비혐오

에서 혐오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독버섯이 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나 따 먹으면 배탈이 나고 심

하면 죽을 수도 있다. 매혹적이라고 하여 탐욕을 일으키면 독으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아름다운 것에는 독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장미가 아름답다고 하여 덜컥 잡으면 가시에 손이 찔린다. 매혹적인 아

름다움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음을 말한다. 이는 탐욕에는 독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 진, 치에 대하여 삼독이라고 했다.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둘째, 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

는 가르침에서 “성냄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성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이다.”(A5.144)라고 했다.  

  

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

할까? 주석을 보면 “원하지 않는 대상(예를 들어 원한이나 증오나 복수

의 대상 등)에 대해 자애(metta)를 방사하거나 또는 세계의 구성요소

(dhatu)일 뿐이라는 지각을 일으키는 것이다.”(Mrp.III.290)라고 설명

해 놓았다.  

  

혐오적인 대상은 원한 맺힌 자가 될 수 있다. 내 돈을 떼 먹고 달아난 

자를 생각했을 때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원수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혐오자에게 성냄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이는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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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예수는 원수도 사랑하라

고 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계적으로 자애를 설명했다.  

  

처음부터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없다. 먼저 가장 가까

운 대상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상은 자기자신이

다. 자기자신을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자

신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식들이 이에 해당된다. 출가자라면 은사스님이나 동료수행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자애의 마음을 내는가? 이는 자애경에 있는 것처럼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라며,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라

고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자애의 마음은 자신부터 시작하여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와 무관

한 사람 순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나의 마음은 자애의 마음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주 끝까지 자애의 마

음을 내었을 때 원한맺힌 자에게도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원수는 가장 마지막에 자애의 마음를 내는 것이다.  

  

만일 원한 맺힌 자를 가장 먼저 자애의 마음을 내게 되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의 마음만 커져 간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낼 때에는 나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한 맺힌 사람 순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 ‘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원수를 오온 보듯이 하면 

  

자애의 마음을 내었음에도 계속 혐오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주석에

서는 “세계의 구성요소(dhatu)일 뿐이라는 지각을 일으키라.”고 했다. 

이런 방식은 청정도론 자애수행편에 실려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해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다면, 이와 같이 세계를 

분석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이보게 출가자여, 그대가 그에게 화를 

내면서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머리카락에 화를 내는가? 아니면 몸털에, 

손발톱에 내지 오줌에 화를 내는가? 또는 머리카락 등의 땅의 세계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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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는가? 또는 물의 세계에, 불의 세계에, 바람의 세계에 화를 내는

가? 또는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 열두 가지 감역, 열여덟 가지 인식의 

세계에 의지하여 이 존자는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것들 가운데 

물질의 다발에 화를 내는가? 아니면 느낌의 다발에, 지각의 다발에, 형

성의 다발에, 의식의 다발에 화를 내는가?”(Vism.9.38) 

  

  

우리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지만 그 

사람은 실체가 없다. 있다면 그 사람의 오온이 있다. 그 사람의 오온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

식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오온으로 분리된 것에는 실체가 없다. 오로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

라지는 생멸만 있을 뿐이다. 실체도 없는 대상에게 화를 내고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dhatu)를 분석하면 송

곳 끝의 겨자씨처럼 허공의 그림자처럼 분노는 발판을 잃는

다.”(Vism.9.38)고 했다. 

  

탐욕은 부정관으로, 성냄은 자애관으로 

  

셋째,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에서 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이

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경에서는 “탐욕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냄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성냄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다.”(A5.144)라고 했다.  

  

탐욕과 성냄은 혐오적인 것이다. 탐욕의 대상을 부정과 무상으로 본다면 

탐욕이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냄의 대상에 대하여 자애로 본다면 성냄

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혐오적 대상에서 비혐오를 본다는 것

은 혐오를 지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지 않고 분노를 일으

키지 않을 것이다. 

  

탐욕의 대상을 혐오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 이는 우다나 메기야의 경에서 부처님이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Ud.34)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애관을 닦아야 한다. 역시 우다나에서 “분노

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Ud.34)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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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탐욕과 분노는 부정관과 자애관을 닦으면 비혐오적인 것으로 

된다. 그래서 비혐오적 대상이든 혐오적 대상이든 부정관과 자애관을 닦

으면 혐오적 지각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넷째, 혐오적인 것과 비혐오적인 것에서 비혐오적인 것을 지각하라고 했

다. 경에서는 “성냄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탐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A5.144)라고 했

다. 이와 관련된 주석은 보이지 않는다.  

  

혐오적인 대상에 대하여 혐오적인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비혐오적인 것

을 지각하는 것이 된다. 이는 세 번째 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만 

성냄을 앞에 놓고 탐욕을 뒤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탐욕이 있는 곳에 성

냄이 있고, 성냄이 있는 곳에 탐욕이 있다. 중생들의 삶이 그렇다. 그러

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탐역과 성냄이 독과 같은 것임을 

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독이 퍼져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혐오에서 비혐오를 보고, 비혐오에서 혐

오를 보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전재성선생은 혐오에서 비혐오를 보는 것에 대하여 “똥에서 거름을 보

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똥은 혐오스런 것이지만 땅에 뿌리면 

비료가 되기 때문에 비혐오가 되는 것이다. 반면 비혐오에서 혐오를 보

는 것에 대하여 “맛있는 음식에서 독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할수록 점점 몸에 독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음을 말한

다. 현대 모든 질병은 맛있는 것을 탐하는 것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혐오와 비혐오의 중도 

  

다섯째,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에서 그 양자를 피하고 평정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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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냄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어느 때이든

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어리석

음을 일으키는 대상에서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떻게 해

서든지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A5.144)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을 피하려면 언제 어느때이든지 탐, 진, 치

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실천은 쉽지 

않다. 

  

경에서는 비혐오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을 양자라고 했다. 이는 양극단을 

말하는 것과 같다. 혐오적인 것이 있다면 비혐오적인 것이 있고, 비혐오

적인 것이 있으면 혐오적인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느 것에도 머물

지 말라는 것이다.  

  

양극단을 피하는 것은 중도의 가르침과 같다. ‘초전법륜경’(S56.11_에

서는 ‘고락중도’를 설했다. 그래서 팔정도를 닦으라고 했다.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결국 탐진치의 소멸을 뜻한다.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0 에서는 ‘유무중도’를 설했다. 상견과 단견을 극복하려면 

연기의 가르침을 알아야 함을 말한다.  

  

비혐오와 혐오의 양자를 피하는 것은 중도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KPTS(한국빠일리성전협회)본 번역서를 보면 청정도론 437 페이지를 참조

하라고 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청정도론 14 장 존재의 다발을 보면 지각과 의식과 지혜에 대한 비유가 

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앎’에 대한 것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는 것이다. 어떻게 다른가? 지각에 대해서는 단지 ‘푸르다, 노랗다’ 

등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의식에 대해서는 

‘푸르다, 노랗다’ 등으로 알 뿐 만아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고 세 가지 특징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는 특징을 꿰

뚫어 볼 뿐만 아니라 실천해서 행도가 구현된 것을 말한다. 지혜는 수행

을 하여 세 가지 특징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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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가의 탁자위에 놓인 까하빠나 뭉치를 아직 분별 없는 

한 어린 아이, 한 마을 사람, 한 은행가의 세 사람이 본다면, 아직 분별

이 없는 어린아이는 까하빠나가 다양한 색채, 길고 짧음, 둥글고 네모짐

의 상태만을 안다. ‘이것이 사람들이 즐기고 향락할 수 있는 보물인 것

이다.’라고 알지 못한다. 

  

마을사람들은 다양한 색채 등을 알고 ‘이것이 사람들이 즐기고 향락할 

수 있는 보물인 것이다.’라고 알지만,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가짜

이고, 이것은 반쯤 가짜이다.’라고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은행가는 그러한 일체의 유형을 안다. 알 때는 까하빠나를 보기만 해도 

알고, 부딪칠 때 소리만 들어도 알고, 냄새를 맡아도 알고, 맛을 보아도 

알고, 손으로 들어 보아도 안다. 어떠한 마을이나 부락이나 도시나 산이

나 강언덕에서 만들었는지도, 어떠한 장인이 만들었는지도 안다. 이와 

같이 비유를 적용할 수 있다.”(Vism.14.4) 

  

  

여기 지폐가 있다. 어린아이는 단지 지폐가 있다는 것과 색깔 정도 아는 

것에 그칠 것이다. 어른이 지폐를 본다면 지페의 금액을 보고서 지폐의 

가치에 대해 알 것이다. 그런데 은행가가 보면 지폐가 위조인지 아닌지

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똑 같은 앎에 대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앎’에 대한 것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다. 어떻게 다른가? 지각에 대해서는 단지 ‘푸르다, 노랗다’ 등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의식에 대해서는 ‘푸르

다, 노랗다’ 등으로 알 뿐 만아니라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고 세 가지 특징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말한다. 지혜는 행도가 구현된 

것을 말한다. 지혜의 단계가 되면 꿰뚫어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혐오

와 비혐오를 피하게 된다. 혐오와 비혐오에 대한 중도라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가르침을 아는 것은 신통방통한 것 

  

흔히 신통방통하다는 말을 한다. 어린 아이가 장난치고 놀기만 하다가 

방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신통방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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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대견하고 칭찬해 줄 만하다.”라는 뜻이다. “어린 것이 벌써 한

글을 읽으니 신통방통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은 신통방통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

이 말씀 하신 다섯 가지 법수는 고귀한 신통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는 

다름 아닌 지혜에 대한 것이다. 대상이 혐오적인 것이든 비혐오적인 것

이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

다.  

  

지혜로운 자는 매혹적 대상이나 혐오적 대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대상의 속성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혐오적 대상에서 비혐오적 

특징을 볼 수 있고, 비혐오적 대상에서 혐오적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

에 어느 것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대상을 무상, 고, 무아로 보는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매에 들면 수행승은 있는 그대로 분명히 그대로 안

다.”(S22.5)라는 가르침으로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늘 혐오적 대상과 비혐오적 대상을 접한다. 그러나 물질의 발

생과 소멸, 느낌의 발생과 소멸 등 오온의 발생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알면 혐오적 대상과 비혐오적 대상 양자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를 ‘혐

오비혐오중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6-0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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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질적 재산 보다도 정신적 재산 

  

  

6 월 온라인줌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11 일 열렸다. 이번 모임으로 전반

기 모임은 마지막이 되었다. 다음 모임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전재성

선생이 미국에 가게됨에 따라 3개월동안 방학이라고 볼 수 있다. 

  

모임은 모여야 성립된다 

  

어떤 모임이든지 모여야 모임이 성립된다. 그래서 모임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

다. 불과 두세 명 남았을 때 모임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된다. 최

소한 다섯 명 이상은 모여야 하지 않을까? 

  

니까야모임은 무미건조하다. 경을 읽고,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다 보니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그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모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임이 5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재성선생의 영향이 크다. 사람들

이 오건 말건, 빠지건 말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아마 단 한사람이 

남아도 그 한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 줄 것이다.  

  

현재 모임은 2017 년 2 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

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모임의 가치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삼장을 꿰뚫고 있는 설명자로부터 한마디한마디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항상 노트하는 이유가 된다. 

  

보시를 하면 보시의 과보가 

  

6 월 모임에서 두 개의 경을 합송했다. 하나는 ‘참사람의 보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된 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

는가?’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합송은 경은 앙굿따라니까야 ‘참사람의 보시에 대한 경 

(sappurisadānasutta)’(A5.148)이다. 다섯 가지 법수가 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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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하고, 정중하게 보시하고, 바른 때에 보시하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자타를 해치지 않고 보시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이다. 그런데 연기법은 ‘조건법’이라는 

것이다. 왜 조건법인가? 이는 연기를 뜻하는 빠알리어 빠띳짜사뭅빠다

(paṭiccasamuppāda)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건하여(paṭicca) 함께 발생하

는 것(samuppāda)을 의미한다. 이를 줄여서 ‘조건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기법 구조는 조건발생으로 되어 있다.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

나고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라는 식이다. 보시도 마찬가지일 것

이다. 어떤 보시가 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어느 보시를 하든지 공통적인 결과가 있다. 그것은 “부유해지고, 재산

이 많아지고, 재보가 많아진다.”(A5.148)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보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시의 과보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대부분 사람

들은 자신의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장 나가는 것도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한다. 아마 평생 살아도 보시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보시가 커다란 과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보시하기를 

즐겨할 것이다. 더구나 보시를 하면 “부유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재

보가 많아진다.”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보시는 결국 자기자신에게 하

는 것이 된다.  

  

빠빠(papa)와 뿐냐(puñña)에 대하여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큰 이익을 기대하며 보시한다

면 악행이 된다. 마치 뇌물을 주고서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정치

헌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악행이 있다면 공덕행도 있을 것이다. 이익을 바라고 주는 행위는 악행

이 된다. 초기경전에서는 이러한 악행을 빠알리어로 빠빠(papa)라고 한

다. 이와 대비되는 말은 공덕행이라고 하는데 빠알리어로 뿐냐(puñña)라

고 한다.  



133 

 

  

빠빠와 뿐냐는 늘 함께 쓰인다. 악행과 공덕행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마치 악행을 뜻하는 아꾸살라(akusala)와 선행을 

뜻하는 꾸살라 (kusala)가 늘 함께 쓰이는 것과 같다.  

  

빠빠와 뿐냐는 세간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다. 반면 출세

간적 삶에 대해서는 아꾸살라와 꾸살라가 함께 쓰인다.  

  

세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덕행을 해야 한다. 이는 모종의 장기적 기

대를 뜻한다. 스님들께 공양하며 천상에 나기 바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윤회하는 삶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러나 꾸살라는 이와 다르다. 

  

꾸살라는 출세간의 삶에서 건전하고 지혜로운 행위를 뜻한다. 이를 부처

나 아라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행위는 꾸살라행인 

것이다. 

  

빠빠와 아꾸살라는 악행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는 뿐냐와 

꾸살라의 뜻이 크게 차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빠빠행이든 아꾸살라행

이든 악한 행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뿐냐는 세속적인 것이고, 꾸살라는 출세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

냐는 윤회하는 삶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꾸살라행은 해탈을 추구하는 

삶속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초기경전에서 공덕을 뜻하는 뿐

냐와 지혜로운 행위를 뜻하는 꾸살라행을 구별해서 사용했다. 

  

윤회하는 삶 속에서 보시공덕은 

  

경에서 언급된 보시에 대한 다섯 가지는 뿐냐, 즉 공덕행에 대한 것이

다.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세속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음으로 보시하면, 최상의 용모를 갖추게 된다. 

둘째, 정중하게 보시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셋째, 바른 때 보시하면, 재산이 많이 들어온다. 

넷째, 아낌없이 보시하면, 오욕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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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침없이 보시하면, 약탈당하지 않는다. 

  

 
  

다섯 가지 보시공덕이 있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 해치지 않고 보시하면 

빼앗기기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사람이 참으로 자신과 타자를 해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보시가 열매를 거둘 때마다, 부유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재보가 많

아진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불이나 왕이나 도둑이나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자에게 약탈당하지 않는다.”(A5.148) 

  

  

자신과 타자를 해치지 않고 보시하라고 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선생은 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가

족이나 친지, 친적, 친구의 덕성을 해치지 않는 것임을 말한다. 하나의 

예로서 어린 아이에게 사탕 주는 것을 들었다.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어린 아이는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많이 주

면 곤란하게 된다. 이빨이 썩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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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위한다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되었을 때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이런 예는 자

식에 대한 사랑에서도 나타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주었을 때 

  

육년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 작은 법회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었다. 경상

도 공업도시에 사는 A법우님을 찾아 간 적이 있었다. 스님 한분과 두 분

의 법우님과 함께 갔었다.  

  

A 법우님은 잘 살았다. 마치 타워팰리스처럼 생긴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

런데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타워펠리스처럼 생긴 아파트를 결혼선

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임에 틀림없다. 재산이 많아

서 아파트를 사 줄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은 복받았다고 볼 수 있

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로 부모가 챙겨 주었을 때 천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자녀의 

자립의지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재산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자립의지

가 없을 것이다. 애쓰고 살지 않아도 부모의 재산만 물려 받으면 쉽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

는 것과 같다.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어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자립이

다. 그럼에도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주듯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 했을 때 자녀는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포기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아파트도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있

는 기회도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63 세 때 죽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유산을 차지하여 편하게 살고 싶

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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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보시를 해도 자신과 타자를 해치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가진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이는 자신도 

해치고 자식도 해치는 것이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살아 생전에 모

은 재산도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

고, 도둑이 가져 갈 수도 있다. 국가에서 재산을 몰수해 갈 수도 있다. 

이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므로 내가 그의 유산을 몰수하여 왕궁으로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S3.19)라는 경전적 가르침으로도 알 수 있다. 

가장 뼈 아픈 것은 악의적인 상속자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물질적 재산 보다도 정신적 재산이 더 

  

재산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들이 올바로 사

용되지 않으면 국왕에게 몰수되고, 도적에게 빼앗기고,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에게 박탈당하게 됩니

다.”(S3.19)라고 했다. 

  

전재성 선생은 물질적 재산 보다도 정신적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진정한 재물은 정신적 재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재물이 있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

가? 수행승들이여,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

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 있다.”(A7.6) 

  

  

재물이라 하여 물질적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재

물도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재물(saddhādhanaṃ), 계행의 재물

(sīladhanaṃ),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hiri ottappiyaṃ 

dhanaṃ), 배움의 재물(sutadhanaṃ), 보시의 재물(cāgadhanaṃ), 지혜의 

재물(paññādhanaṃ)을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 재물은 불멸의 재물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재물은 불이나 물이나 왕이나 도둑이나 원하지 않는 상

속자에 의해서 약탈될 수 없는 것입니다.”(A7.7)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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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정신적 재물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도둑

맞을 수도 없고, 상속자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하여 칠성재(七聖財), 즉 고귀한 일곱 가지 재물이라고 한다. 

  

  

“믿음의 재물, 계행의 재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물, 

배움의 재물, 보시의 재물, 

일곱 번째로 지혜의 재물이 있네. 

  

  

여인이나 남자에게 

이러한 재물이 있다면, 

그는 빈궁하지 않은 자이고 

그 생활은 곤궁하지 않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믿음과 계행, 

청정한 신뢰와 진리에 대한 봄, 

부처님 가르침에 새김을 확립한다네.”(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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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상 새로운 것이 실재(實在)하는 것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채 했을 때 무지한 

것이다. 자신이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짜 아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이

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뜻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 두까타(dukkathā) 

  

6 월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 번째로 합송한 경은 ‘전도된 말에는 어

떠한 종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전도된 

말의 경(Dukkathāsutta)’(A5.157)에 해당된다.  

  

경에 따르면 다섯 가지 말의 전도가 있다. 믿음의 전도, 계행의 전도, 

배움의 전도, 보시의 전도, 지혜의 전도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하

여 왜 전도라고 했을까?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계행에 대여 말한다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 심오한 지식에 대하여 말

한다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인색한 사람이 보시에 대하여 말한다

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에 대여 말한다

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A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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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顚倒)라는 말은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을 말한다. 반야심경에서도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이라고 했

다. 이 번역어는 ‘dukkathā’를 번역한 것이다.  

  

빠알리 사전을 찾아보면, ‘dukkathā’는 ‘du+kathā’의 형태이다. 여

기서 ‘두(du)’는 “bad, woe, 惡的, 悪き”의 의미이다. 두는 정반대

의 뜻을 지닌 ‘수(su)’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까타(kathā)’는 

‘speech; story; talk’의 뜻이다. 그래서 두까타(dukkathā)는 ‘잘못

된 말’의 뜻이 된다. 이를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전도(顚倒)로 번

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나쁜 이야기’로 번역했다. 

  

금요모임은 줌모임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이 맞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다. 통합본 앙굿따라니까야를 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보고 말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난 것이다. 이는 

통합본에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통합본을 찾아보니 두까타(dukkathā)에 대하여 ‘말하기 어려운 말’로 

바뀌어 있다. 이는 개정전의 전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본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말의 경'(A5.157)'

로 변경되어 있다. 

  

두까타에 대한 다섯 가지 법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믿음이 없는 사람(assaddhassa) 

“그는 믿음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쁨과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A5.157) 

  

2)계행을 갖추지 못한 사람(dussīlassa) 

“그는 계행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쁨과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A5.157) 

  

3)배움이 없는 사람(appassutassa) 

“그는 배움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쁨과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A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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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탐이 있는 사람(maccharissa) 

“그는 보시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쁨과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A5.157) 

  

5)지혜가 없는 사람(duppaññassa) 

“그는 지혜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기쁨과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A5.157) 

  

  

공통적으로 자신의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

쁨도 환희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어떤 결과를 초

래할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전도된 말을 한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전도

된 말을 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저항하고, 분노와 불만을 드러낸

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는 믿음의 완성을 자신 안

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환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이다.”(A5.157)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내세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

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과학의 시대를 살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학하는 사람 중에는 무신론자가 많다. ‘리차드 도킨스’가 대표적이

라 볼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를 저술한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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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

고 창조론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기독교신앙을 비판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유물론자들이기 쉽다. 과

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물질을 탐구하다 보면 정신도 

물질에서 파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멸하면 정신도 멸

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무주의

이다.  

  

물질론자들에게 종교를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믿음이 없는 사

람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과 같다.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예견

한 것 같다.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화내

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저항하고, 분노와 불만을 드러낸다.”(A5.157)

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스님들은 하루 한끼만 드시라.”라며 도발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 짜증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

에 대하여 부처님은 “믿음의 완성을 자신 안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으로 설명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계행도 그렇고, 배움도, 보시도, 

지혜도 그렇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

감을 느끼며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한다. 

  

최근 한국불교의 계행에 대하여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

다. “스님들은 하루 한끼만 드시라.”라는 제목으로 도발한 것이다. 이

에 어느 큰스님은 발끈 했다. 스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것을 강

조했다. 먼저 해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너 할 일이나 잘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행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계행을 말하면 싫어 하는 것 같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기도 한다. 오후불식하는 것에 대하여 ‘배고프면 수

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잘 먹어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해보기나 하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계행에 대하여 말하면 계행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비난받는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는 “계행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은 계행에 대하여 말할 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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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노와 성냄과 불만을 드러낸다.”(A5.157)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한국불교 현실에서 탁발은 어렵다. 탁발을 못한다면 율장정신이라도 지

켜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오후불식하는 것이다. 이를 “스님들은 

하루 한끼만 드시라!”라며 일갈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스님들이 반발

했다. “네 할 일이나 잘해!”라는 식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재가자는 출가자와 달리 출가자의 계율을 지키며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스님들의 범계행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 계율에 대한 것도 그렇다. 

오후불식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이를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받아들인 

스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너나 잘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계율을 지키지 않은 스님들임에 틀림없다. 

  

아들러의 목적론적 심리학에 대하여 

  

모두 다섯 가지 두까타가 있다. 이 중에서 배움에 대한 두까타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심리학적 용어를 들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구나 

질의응답까지 연이어 계속되어서 대부분 시간을 심리학과 연기법으로 설

명했다. 

  

전재성 선생은 배움에 대하여 “한가지 관점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

다.”라고 말했다.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좋은 예로서 

아들러 심리학을 들었다. 

  

사람들은 프로이트나 융심리학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아들러 심리학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은 어

떤 것일까?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프로이트는 어렸을 적 트라

우마가 커서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이를 부인하고 목

적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를 일본에서는 ‘히끼꼬모리(引籠り, ひきこも

り)’라고 한다. 자택이나 방에서 장기간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이나 사

회와 접촉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 1990 년대 일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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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더구나 아버지

를 적대시했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프로이트 방식이라면 어렸

을 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러식으로 설명한다

면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목적론이

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목적론적으로 본다면 고통을 감

내하는 것이 된다.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님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목적론에 대하여 금요멤버이자 상

담가인 장계영 선생은 ‘허구적 목적론’이라고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인과론에만 매몰된다면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과론에 대한 것이고, 아들러 심리학은 목적론에 대

한 것이다. 그런데 불교는 인과론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목적론에 더 가

깝다고 했다. 만약 인과론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숙명론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숙명론은 삼종외도설 중의 하나이다. 이는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A3.61)라는 말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숙명론적으로 본다면 자이나교의 교리가 된다.  

  

모든 것을 전생의 원인으로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는 “생명

을 죽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A3.61)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전생의 원인으로 돌렸을 때 자신의 행위에는 책임이 없다. 그

래서 부처님은 “전생의 행위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

게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셈이다.”(A3.61)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자이나교의 숙명론을 비판했다. 숙명적 삶을 살게 되면 미래가 

없음을 말한다. 숙명론은 가혹한 인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와 같은 숙명론을 무작설(無作說: akiriya)이라고 했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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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삶을 부정하는 강한 결정론이나 강한 비결정론을 말한다. 무작

설과 반대되는 것이 부처님의 작론이다.  

  

부처님의 작론은 업과 업의 과보의 법칙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론

은 십이연기로 설명된다. 오로지 원인과 결과만을 말하는 인과법과는 다

른 것이다.  

  

조건에 기반한 연기법 

  

인과론은 과학의 시대에 잘 먹힌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인과론

과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인물 다섯 명을 들었다. 프로이트, 다윈, 아인

슈타인, 칼 막스를 말한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다섯 명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인과론에 바탕을 두어 이론을 전개한 과학자나 사상가들을 말한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과론은 결정론으로 되기 쉽다는 것이다.  

  

오로지 인과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숙명론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자이나교에서 모든 것을 전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과 같다. 이

와 같은 인과론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

은 다름 아닌 결과만 중시하는 결정론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인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인과에 기반한 연기법을 설

했다. 그런 연기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조건 법이다. 이는 

원인(hetu: 因)과 조건(paccaya: 緣)과 결과(phala: 果)라는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인, 연, 과에 대한 것이다. 인과에 대한 것이 아니

다. 인과에 조건이 붙어서 연기법이 된 것이다. 여기서 연기를 뜻하는 

빠알리어는 ‘빠띳짜사뭅빠다(pṭiccasamuppāda)이다. 이는 “조건하여

(pṭicca), 함께 발생함(samuppāda)”로 풀이된다. 그래서 연기법을 조건

법이라고 한다.  

  

연기법은 조건발생에 대한 것이다. 생겨날 때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

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한 인과법이 아님을 말한다. 원인과 결과만 있

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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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면 즉각적으로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되어야 과보

로 나타난다. 이를 ‘업이 익는다’고 하여 업이숙(業異熟)이라고 말한

다. 업이 달리 익는 것이다.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결과로서 나타남을 

말한다. 

  

모든 것을 인과법으로 보면 결정론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

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목적론으로 보면 달라진다. 미래의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과에다 조건(緣)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연기법을 인연과로 설명한다. 줄여서 인연법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인연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모든 것은 접촉으로 부터 

  

전재성 선생은 과학적 결정론과 불교적 목적론에 대하여 길게 설명했다. 

모든 것을 과학적 사고로 가졌을 때 그것은 인과법에 매몰될 수밖에 없

고, 이는 결정론이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프로이트 심리학

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

서 행위하는 것으로 보아 목적론으로 설명된다. 아이가 방안에 틀어 박

혀 나오지 않는 것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불교는 목적론적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연기법의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

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라는 연기송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불교적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된다. 어느 것 하

나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것이 조건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무수한 사건이 있어서 새롭게 일어난다.”

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기법은 사건과 사건에 대한 것임을 

말한다. 

  

지금 흐르는 물이 있다. 이는 동일한 물이 아니다. 매번 새로운 물이 흐

른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전달된 것이 아님을 말한다. 매 순간 조건 발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조건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생겨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연기법으로 잘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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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숙명론, 존우화작론, 우연론에 대하여 무작론이라 하여 연기법

으로 논파했다. 부처님이 설한 연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 대

한 것이다. 이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설명했다.  

  

모든 것은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접촉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생겨나나지 않는다. 그래서“이러한 것들이 여섯 가지 세계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섯 가지 접촉의 감역이다.”“이러한 것들이 열 여덟 

가지 정신적 사유이다.”, “이러한 것들이 네 가지 진리이다.”(A3.61)

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르침은 비난받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이는 “이

러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A3.61)라고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현상을 조건으로 설명한 것이다.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만을 말하면 무작론이 되어서 비난받는다. 그러나 

접촉에 따른 조건발생으로 현상을 설명하면 비난받지 않는다. 이는 연기

법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 

  

연기법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다. 예전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인과만 있을 것이다. 인과만 

있다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상을 인과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종속된다. 자이나교의 숙명론 같은 것

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연기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종속되지 않

는다. 이는 연기법에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호의존적 

연기와 조건발생적 연기로 설명된다. 

  

상호의존적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로 설명된다. 이것과 

저것은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상호의존적 연기에 대하여 관계와 

관계로 본다.  

  

조건발생적 연기는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로 설명된

다. 이를 사건과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매순간 새로운 

것이 생겨남을 말한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무수한 사건을 원인으로 

하고 무수한 사건을 조건으로 하여 무수한 사건이 생겨납니다.”라고 말

했다. 그래서 조건발생적 연기는 항상 새로운 것의 출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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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거수 일투족은 무수한 관계와 무수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매순

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나의 행위가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한다. 나의 행위에 따라 우주의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

고도 볼 수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실재(實在)하는 것이다 

  

여기 한송이 꽃이 있다. 한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무수한 조건이 작용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

이 일어나기까지 무수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는 모

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조

건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전우주가 나

의 조건이 됩니다.”라고 했다.  

  

한송이 꽃피는데 우주가 조건이 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우주

가 조건이 되어서 작용한 것이다. 현재의 꽃이 무수한 조건에 의해 피어 

나듯이, 나 자신도 무수한 조건에 의해 여기 있게 되었다.  

  

연기법은 단지 관계와 관계에 그치지 않고 조건 발생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매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

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이 실재(實在)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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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설법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설법을 잘 할 수 있을까? 강연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못해 

위대해 보인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까지 교단에 서 본적이 없다. 대중을 상대로 강연해 본적이 없다. 

당연히 웅변을 해 본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좌담도 잘 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나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있을지는 몰

라도 여럿이 있으면 얼어 버린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

기해야 할 때 난감하다. 빙 둘러 앉아 각자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할 때 얼어 버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준비해 둔 말을 하려 하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부처님 가르침에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

침이 있다. 

  

4 개월만에 열린 금요니까야강독모임 

  

오랜만에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열렸다. 전재성선생과 함께 하는 강독모

임이다. 무려 4개월만에 열렸다.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올해 6 월달이

다. 이번 10 월 첫번째 모임은 10 월 8 일 줌으로 열렸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 네 자리 수 확진자가 몇 개

월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펜데믹은 언제 끝날까? 전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 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리라고 본다. 설령 오래 간다고 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위드코로나(with corona)라고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6 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어 있다. 여전히 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오랜 만에 사람

들을 줌으로 만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시 만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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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어색했으

나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펜데믹이 종식되면 줌모임은 사라지고 대면모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10 월 첫번째 금요모임에서는 네 개 경을 독송했다. 차례로 우다인

의 경(A5.159),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1(A5.161),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2(A5.162), 논의의 경(A5.163)이다.  

  

설법자의 마음가짐 다섯 가지 

  

우다인의 경은 ‘설법자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부제

목이 달려 있다. 설법을 잘 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아난다여, 사람은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라고 다른 사

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자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겠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재물을 위

해서 설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자신과 타인을 해침이 없이 설법을 하겠다.’ 라고 다른 사람에

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A5.159) 

  

  

설법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근거해서 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순서설법, 논리설법, 자비설

법, 비재물설법, 자타이익설법을 들었다. 이런 용어는 만들어낸 것이다.  

  

순서설법(anupubbi) 

  

순서설법은 무엇일까? 이는 맛지마니까야 56 번경과 디가니까야 3번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맛지마니까야 ‘우빨리의 경’을 보면 “그래서 세존

께서는 장자 우빨리에 대하여 순차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곧, 보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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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쾌락에 대

한 욕망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 그리고 그것을 여읨의 공덕에 대하여 설

명하셨다.”(M59)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순서설법을 차제설법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빠알리어 아누뿝비

(anupubbi)가 ‘order; succession’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석을 

보면 반드시 보시, 지계, 천상 순으로 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계정혜 이전에 “보시가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삼법인을 보면 순서가 있다. 무상, 고, 무아 순서를 말한다. 누군가 무

아, 고, 무상이라거나, 고, 무상, 무아라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초기경전에 근거한다. 부

처님은 항상 무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고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무아를 말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무상, 고, 무아를 순서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 말했다면 불교상식

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가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자

질을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삼법인은 항상 무상, 고, 무아 순서가 되어

야 한다. 마찬가지로 차제설법도 보시, 지계, 천상의 순서가 되어야 한

다. 

  

초기경전을 보면 항상 보시, 지계, 천상 순서이다. 이는 부처님이 그렇

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보시가 먼저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보시가 모든 것에 있어서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보시 

  

토대라면 단단한 대지를 연상케 한다. 마치 전자제품 개발할 때 그라운

드를 넓게 깔아 주는 것과 같다. 바닥이 탄탄해야 흔들림이 없다. 바닥

이 부실하다면 흔들릴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강풍에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바닥을 다질 필요가 있다. 바로 그

것이 보시라는 것이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공부에 진전이 없을 때도 있고 수행

에 진척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바닥이 부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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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대를 닦아야 한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힘없고 절망감이 들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보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보시함으로 인

하여 힘을 받는 것이다. 

  

보시하면 왜 힘을 받을까? 이는 보시하는 것이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니라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바라밀은 빠라미(paramī)의 번역어이다. 빠라미는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건너감’의 의미도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번역서에서는 ‘초월(超越)’로 번역했다. 보시바라밀을 하면 이 언덕에

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음을 말한다. 

  

보시바라밀은 십바라밀 중의 하나이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십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다. 보시바라밀을 하면 힘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라밀은 자신의 현재상태를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상태를 초월

하는 데 있어서 보시바라밀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설

법할 때 항상 보시를 먼저 설했다. 그 다음에 계행을 설했고, 그 다음에 

천상을 설했고, 이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설했고, 마지막으로 사성

제와 팔정도를 설했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설법에 대하여 부처님의 순

차적인 가르침 즉, 차제설법이라고 한다. 

  

논리설법(pariyāya) 

  

논리설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각각의 의미와 그 각각

의 원인을 보여주면서 설법하는 것이다.”(Mrp.III.293)라고 했다. 여기

서 의미는 앗타(attha)를 말하고 원인은 까라나(karaṇa)를 말한다.  

  

부처님은 설법할 때 논리적으로 설법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유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

리적 설법을 또 다른 말로 ‘방편설법’이라고 한다.  

  

방편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대승경전을 보면 일승진실이

고 삼승은 방편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닌 것을 방편이라고 말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택(火宅)비유를 보면 불난 집에 있는 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방편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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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은 본래 좋은 의미이다. 이는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사전에

서 방편의 기본의미는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치

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전재성 선

생은 맛지마니까야 ‘여러가지 느낌에 대한 경’에서 “아난다여,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므로,..”(M59)라고 하여 빠알

리어 빠리야야(pariyāya)에 대하여 방편으로 번역했다. 

  

전재성 선생은 빠리야야에 대하여 왜 달리 번역했을까? 빠리야야데사나

(pariyāya-desanā)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논리설법(A5.159)이

라고 번역했는데,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방편설법(M59)이라고 번역했다. 

이에 대하여 문자로 문의 해 보았더니 “빠알리어는 여러 뜻이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달리 번역되어야 합니다.”라고 답신을 보내왔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 번역의 특징은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다. 

담마(Dhamma)를 예로 든다면, 담마는 문맥에 맞게 가르침, 진리, 원리, 

것 등으로 번역된다. 이에 반하여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를 보면 담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法)’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렇게 본다면 빠리야야데사나는 문맥에 맞게 논리설법 또는 방편설법으로 

달리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비설법(anuddayatā) 

  

자비설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커다란 곤경에 빠진 존

재를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연민하는 것이다.”(Mrp.III.293)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비설법은 연민설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비설법에서 자비는 아누다야따(anuddayatā)를 번역한 말이다. 이는 

‘sympathy with compassion’의 뜻이다. 연민에 가까운 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S4.5)라는 명령과 맥을 같이 한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연민의 마음이다. 내버려 두면 고통과 불

행에 빠질 것이 뻔한 것이다. 그래서 나홀로 열반에 들 수만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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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르침을 실천하면 누구나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열반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S4.5)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가? 여기서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라는 말은 다름 아닌 열반

을 실현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

자들이 열반에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열반에 들지 않았다면 자비설법은 의미가 없다. 물론 

보살로 살며 세세생생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열반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는 그런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초기경

전을 보면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 

제자들도 완전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청정한 살을 살아야 한다. 탁발을 하는 것은 무소

유와 청정한 삶을 위한 것이다. 청정한 삶을 살아 열반에 들었을 때 가

르침은 완성된다. 누구나 따라하면 괴로움과 윤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나홀로 누리고 있다면 소승이라 해야 할 것이다.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

게 본다면 조금 아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아는 만큼 알려 준

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도 아는 만큼 알려 주는 것 

아닐까? 

  

비재물설법(āmisantara) 

  

비재물설법은 무엇일까? 이는 “나는 재물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겠

다.”(A5.159)라는 말이다. 여기서 비재물설법은 스스로 이름 붙여 본 

것이다. 빠알리어로는 아미산따라(āmisantara)이다. 이는 먹을 것을 뜻

하는 아미사(āmisa)와 내부를 뜻하는 안따라(antara)와의 결합어이다. 

주석에서는 “재물 때문에, 즉 자신의 네 가지 필수품을 얻고자 설법하

지 않는다.”(Mrp.III.293)라고 했다. 

  

설법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바란다면 재물설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

님은 “시를 읊은 대가로 주는 것을 향유하지 않으리. 바라문이여, 그것

은 올바로 보는 님에게 옳지 않네.”(S7.9)라고 했다. 부처님이 탁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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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바라문에게 설법해 주었는데 바라문이 감동해서 공양하고자 했을 

때 말한 것이다. 

  

가르침으로 장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담마의 소유권은 부처님에게 있다. 

그럼에도 가르침으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다면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의 비용은 필요할 것이다.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설법자도 최소의 비용으로 설법해야 할 것이다. 거마비라 하여 한번 설

법하는 데 백만원 단위가 된다면 비난받기 쉽다. 교통비에다 식비, 그리

고 약간의 활동비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상으로 설

법하는 것이다. 무상설법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

물에서 자유로운 설법이야말로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번역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노고와 비

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출간할 때 책값이 정해진다. 많이 

사 본다면 책값은 싸질 것이다. 이는 대량생산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경전을 사보지 않았을 때 책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원음이 번역된 빠알리니까야를 한권씩 사본다

면 책값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자들은 지독히 경전을 사보지 

않는다. 니까야가 번역되어서 한번 찍으면 천권인데 소진되는데 5년 걸

린다고 한다. 1 년에 고작 200 권 팔리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불교 현실

이다. 그럼에도 번역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걸려 작업을 한다. 언젠

가는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소유권은 부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타이익설법(anupahacca) 

  

자타이익설법은 무엇일까? 이는 “나는 자신과 타인을 해침이 없이 설법

을 하겠다.”(A5.159)라는 것을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등으로 자신과 타인의 덕성을 해치지 

않고 설법한다.”(Mrp.III.293)라는 뜻이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가르침을 마치 자신이 말한 것처

럼 설법하는 것도 해당될 것이다. 이를 가르침의 도둑이라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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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전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가르침

의 도둑이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를 보면 자칭타칭 깨달은 자들의 법문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자신

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르침을 인용하는 것은 드물다. 설령 인용했다

고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것

으로 되어 버린다. 이처럼 담마를 자신이 말한 것처럼 되었을 때 가르침

의 도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  

  

타인을 비하는 설법도 있다. 유튜브에서 어느 학자는 "논서는 모두 잘못

되었다."라고 말했다. 초기경전을 읽어 보니 기존 논장과 주석서가 엉터

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이론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론과 상충되기 때문에 전승된 논장과 주석

서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침에 

대한 모독이다.  

  

전승된 빠알리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 3 차 결집된 빠알리삼장은 공

인된 것이다. 율장과 경장과 논장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전으로 

또는 기록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론과 다르다고 하여 

전승된 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것이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 

  

나는 설법을 잘 할 수 있을까? 

  

언젠가 법문요청을 받았다. 매월 한달에 한번 있는 법회모임에서 법문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마 글 쓴 것을 보고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도

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번도 교단에 서 본적이 없고 좌담회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엔지니어 출신 불자에게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법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써 놓은 것을 읽는 것으로 법문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어느 강연회에서 연사는 

준비한 프린트물을 읽었다. 이런 식이라면 얼마든지 법문할 수 있을 것

이다. 

  

법문을 잘 하려면 원고를 보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다. 머리에 다 집어넣

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를 외우다시피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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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표정과 제스처도 생각해

야 한다. 무엇보다 비주얼이다. 여기에다 오디오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모든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강연이나 법문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마

스크도 만족스럽지 않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한다. 어

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설법은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

님은 “다른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

를 안으로 준비하고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설법을 잘하려면 다섯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

을 하겠다.”라고.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 라고. “나는 자

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겠다.”라고. “나는 재물을 위해서 설법을 하

지 않겠다.” 라고. “나는 자신과 타인을 해침이 없이 설법을 하겠

다.” 라고. 나는 설법을 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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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죄는 미워해도 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원한 없는 사람 있을까? 누구에게나 한명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원한의 마음을 

내면 낼수록 악업만 증장된다. 어떻게 해야 원한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

을까? 

  

두번째로 독송한 경에서 

  

10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두번째로 독송한 경이 있다. 그것

은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경은 

앙굿따라니까야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1’(A5.161)을 말한다. 경에서

는 다섯 가지 원한의 제거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를 닦아야 한다. 

둘째, 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을 닦아야 한다. 

셋째, 그 사람에 대하여 평정을 닦아야 한다. 

넷째,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다. 

다섯째,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사무량심 중에 세 개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쁨이 빠져 있다. 왜 빠졌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분노가 상대되는 사람을 향해서 아직 제거되지 않

아 기쁨(mudita)이 없기 때문이다.”(Mrp.III.294)라고 했다. 이것은 너

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한 맺힌 자에게 기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

다.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asatiamanasikāra)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내돈을 떼먹고 달아난 자일수도 있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자일수도 있다. 그 사람, 그 인간의 얼굴이나 이름만 보

아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다

섯 가지 처방을 내렸다. 원수같은 그 사람에게 자애(mettā), 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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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uṇā), 평정(upekkhā),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

(asatiamanasikāro), 행위가 주인(kammassakatā)이라는 마음을 내야 한

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중에서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 것’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은 빠알리어 아사띠마나시까라(asatiamanasikāra)를 번역

한 말이다. 한마디로 ‘신경쓰지 말라’는 말과 같다.  

  

원한 맺힌 자를 생각하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왜 그런가? 이는 

마나시까라(manasikāra)라는 말이 영어로 ‘attention’의 뜻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아사띠(asati: 無念)하라고 했는데 이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하여 주의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원한 맺힌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원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의 마음

만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

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

고. 행위가 상속자이고, 행위가 모태이고, 행위가 친족이고, 행위가 의

지처이다.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

고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은 제거된

다.”(A5.161) 

  

  

다섯 가지 원한제거 수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다. 자애부터 

시작하여 연민, 평정,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을 해도 되지 않는다면 

최후로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은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 보다 더 강력하

다고 볼 수 있다.  

  

원한을 제거하려면 먼저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부터 닦아야 한다. 어떻

게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할까? 청정도론 자애수행편을 보면 자애수행은 

단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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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수행 아홉 단계를 보면 

  

자애수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

을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고

통을 여의고 행복하기를!”라거나 “내가 원한 없이, 악의 없이, 근심 

없이, 나 자신을 수호하기를!”(Vism.9.3)라며 자신에게 먼저 자애의 마

음을 내야 한다.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애의 마

음을 낸다고 하여 누그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단계적 자애수행

을 해야 한다. 청정도론 자애수행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홉 단계로 설

명되어 있다, 

  

  

첫째, 화를 화로써 앙갚음하지 않는다. 

둘째, 연민을 통해 적개심을 가라 않는다. 

셋째, 자신을 훈계하여야 한다. 

넷째,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한다. 

다섯째,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수행한 덕을 반조해야 한다 

여섯째, 일체중생에 대하여 나를 한번쯤 낳아준 어머니로 생각한다. 

일곱째, 자애수행의 열한가지 이익에 대하여 생각한다 

여덟째, 존재를 나(我)나 나의 것이 아닌 오온, 12 처, 18 계의 요소로 

본다. 

아홉째, 보시를 통하여 성냄을 제거한다. 

  

  

아홉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업자성정견(kammassakatādiṭṭhi)’이라고 한다. 이

는 앙굿따라니까야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A5.161)에서 다섯 번째 

항목인 ‘업이 자신이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과 일치한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따름을 말한다.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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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의 마음을 내면 자신만 손해일 수 있다. 왜 그런

가? 분노는 불선업이기 때문에 악업이 되어서 악업의 과보를 받을 수 있

다. 이는 손해나는 행위에 해당된다. 손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내가 분노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

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해법을 제시한다. 바

로 그것이 자애수행 넷째에 해당되는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하

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충고하더라도 분

노가 그치지 않으면,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이 업의 주인임을 관찰해야 

한다.”(Vism.9.23)라고 했다.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업을 관찰해야 

한다. 상대방의 업뿐만 아니라 나의 업도 관찰해야 함을 말한다. 먼저 

나의 업에 대한 것이다.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보게, 그대가 그에게 분노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대의 분노에 의

한 업이 불익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대는 행위(業)의 주인이며 행위의 

상속자이며 행위를 모태로 하는 자이며 행위를 친지로 하는 자이며 행위

를 의지처로 하는 자이다. 그대는 그대가 행할 행위의 상속자가 될 것이

다. 이 행위는 그대에게 결코 올바른 원만한 깨달음, 연각의 깨달음, 제

자의 지평, 하느님, 제석천, 전륜왕, 지역왕 등의 지위 가운데 어떠한 

지위도 성취할 수 없다. 단지 교단에서 떠나게 하고 음식찌꺼기나 먹는 

축생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등의 갖가지 고통

을 겪게 하는 것이 행위이다. 그대는 이것을 행할 때, 양 손에 화염이 

없는 숯불이나 똥을 쥐고서 타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자처럼, 먼저 자신

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악취나게 한다.”(Vism.9.23)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의 마음을 내거나 복수하는 것은 손해임을 말한

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악업을 짓게 되어 악처에 떨어질 수 있음

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화를 화로 갚는다든가 복수를 해서는 안될 것

이다. 

  

분노의 밥상은 받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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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맺힌 자에게 화를 내거나 복수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행위가 된다. 

이에 대하여 “숯불이나 똥을 쥐고서 타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자”라고 

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숯불을 던지려 하지만 그가 받지 않는다면 내 

손만 타 들어 갈 것이다. 그가 똥을 받지 않는다면 내 손에 든 똥으로 

인하여 구린내가 날 것이다. 

  

분노의 밥상은 받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분노한다고 하여 함께 분노

하면 분노의 밥상을 받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분노의 타격을 가하지 

못했을 때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된다. 설령 상대방에게 복수의 타격을 가

했다고 하더라도 악업이 되어서 내가 받게 된다면 나만 손해가 될 것이

다. 그렇다면 원한 맺힌 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면 나만 손해난다. 그럴 경우 원한 

맺힌 자의 업을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상속자이고, 행위가 모태이고, 행위가 친족이고, 행위가 의지처이다. 선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A5.161)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有業報而無作者) 

  

다섯 가지 원한제거 방법이 있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자애, 연민, 평

정 이렇게 세 가지는 선정적 차원에 대한 해법이고, 정신활동을 기울이

지 않는 것과 행위가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적 차원의 

해법이라고 했다.  

  

다섯 가지 방법중에서 깜마쌋까따(kammassakatā)가 가장 강력한 원한 제

거 방법일 것이다. 행위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행위의 상속자로 보

는 것이야말로 원한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왜 

그런가?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행위와 행위자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갖는다. 그러

나 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악행

을 한 자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있다면 행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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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경전 잡아함경에 제일의공경(第一義空經, 잡아함 13 권 335 경)이 있

다. 제일의공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有

業報而無作者)”라는 말이다. 이 말은 행위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연기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다.  

  

연기법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조건발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는 분

명히 있다. 행위에 대한 과보가 상속됨으로 인하여 연속성이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도론에도 유업보이무작자(有業報而無作者)론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 

이는 “원인 이외에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숙의 생성 이외에 이숙

의 향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Vism.19.19)라고 말로 알 수 있다. 행

위는 있지만 행위자가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행위의 행위자는 없고, 또한 

이숙의 향수자도 없다. 

단지 사실만이 일어난다. 

그것만이 올바른 봄이다.”(Vism.19.20) 

  

  

행위와 행위자도 없고 이숙의 향수자도 없다고 했다. 이는 니까야를 근

거로 한 게송이다. 상윳따니까야 ‘아쩰라 깟싸빠의 경’(S12.17)에 따

르면,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고 했다. 만약 같은 것으로 본다면 영원주의가 되고, 다른 것으로 본다

면 허무주의가 된다고 했다. 이는 양극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양극단

을 떠나 중도를 설한다고 했다. 이는 연기법으로 나타난다.  

  

분노하거나 복수해서는 안되는 이유 

  

흔히 불교를 무아의 종교라고 말한다. 이는 연기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다. 조건발생하기 때문에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무아인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

다. 반드시 관계로 존재함을 말한다. 이는 연기송 정형구 “이것이 있으

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전송으로

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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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상호의존적 연기’와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조건발생적 연기’로 구성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기법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있다면 

관습적으로 부르는 개념화된 나는 있을 것이다. 

  

니까에서는 행위자와 향수자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했

다. 이는 우리가 연기적 존재임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승경전 잡아함

경 제일공의경에서는 유업보이무작자(有業報而無作者)라 하여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원한은 있지만 원한 맺

힌 자는 없는 것이 된다. 

  

원한은 분명히 있다. 이는 다름 아닌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는 

없다는 것이다. 있다면 그때 행위한 자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자

가 지금의 그 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자는 옛날의 그 조건일 때 그 자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해서는 안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있지도 않은 자에게 분노할 수 없다. 행위만 남아 있고 행위자는 없는데 

어떻게분노하거나 복수할 수 있을까? 만약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한다면 

아마도 허깨비에게 분노하는 것과 같이 된다. 연기법에 따르면 행위는 

있지만 작자는 없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라면 행위의 과보를 생각해야 한다. 행위가 그 사람의 주인

이고, 그 사람은 행위의 상속자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는 

있지만 작자는 없게 된다. 결국 행위의 상속자가 과보를 받게 될 것이

다.  

  

그가 과거에 악행을 했다면 악행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굳이 미워

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악행에 대한 과보는 받게 되어 있

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했나보다.  

  

  

2021-10-17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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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사람 장점만 보고 간다 

  

  

이제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탐욕

과 성냄에 대한 것이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생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류의 지혜가 빠알리 삼장에 

  

초기경전을 보면 삶의 해법이 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지혜가 사부니까야와 쿳다까니까야, 

그리고 율장과 논장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시월 첫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에서 세번째로 독송한 것은 원한의 제거

에 대한 경이다. 제목은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이 경의 정식명칭은 앙굿따라니까야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2(utiyaāghātapaṭivinayasuttaṃ)’(A5.162)이다.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자이다. 그 사람 

이름만 보아도 이름만 보아도 불쾌하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

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분노만 한다면 악업이 되기 때문에 나만 손해

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초기경전에서는 원한 맺힌 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경의 법수가 다

섯 이므로 다섯 가지 해법이 있다.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먼저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말로는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둘째, 몸으로는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셋째, 마음으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넷째, 말로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청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

이다. 

다섯째,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청정한 사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65 

 

이 중에서 최악은 넷째이고, 최선은 다섯째이다. 이는 신, 구, 의 삼업

에 대한 것이다. 삼업에서 하나라도 청정한 것이 있는 경우가 있고, 모

두 청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모두 청정한 것도 있다. 

  

원한을 푸는 하책과 상책 

  

경에서는 왜 청정을 강조했을까? 첫째의 경우 “몸으로는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만, 말로는 청정한 삶을 영위합니다.”(A5.161)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몸으로는 청정하지 못한 삶은 신업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신업

이라면 십악행에서 살생, 투도, 음행에 해당된다. 낚시질 등으로 살생을 

일삼는 자가 있고, 도둑질이 습관이 된자. 몰래몰래 음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생은 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가 나를 때렸다면 원한 맺힌 자가 된

다. 누군가 어떤 여인을 성폭행했다면, 여인은 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을 것이다. 누군가 내 돈을 떼 먹고 달아났다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

도 불쾌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한 맺힌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원한 맺힌 자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말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들기

면 분한 마음이 풀릴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복수는 또 다른 

보복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처님 제자라면 원한을 보복으로 풀 수 없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읨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라고 했다. 

  

원한이 원한으로 풀린다면 모두 원한을 해서 풀을 것이다. 마치 걱정에 

대하여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어서 좋겠네.”라고 말하

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한을 원한으로 푸는 방법은 가장 하책이다. 상책은 원한의 마음을 여

의는 것이다. 원한의 마음을 내려 놓았을 때 원한이 풀린다.  

  

천조각 비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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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원한을 내려 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첫번째

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벗들이여, 예를 들어 분소의를 입은 수행승이 길에서 천조각을 보고 

왼발로 고장시키고 오른 쪽 발로 펼쳐서 그 가운데 단단한 부분을 찢어

서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몸으로

는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만, 말로는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몸

으로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면, 그 때 그것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

울이지 말고, 말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그 때 그것에 대하여 정신활

동을 기울여야 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제거합니다.”(A5.161) 

  

  

부처님은 천조각의 비유를 들어서 신업과 구업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

하기가 쉽지 않다. 부처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같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이 비유는 앙굿따라니까야에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단한 부분만 취하는 것은 장점만 취하는 것

을 말합니다.”라고 했다. 

  

경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는 주석을 보아야 한다. 니까야의 

경우 주석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역아함경의 경우 주석이 

없어서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주석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전재성 선생처럼 수십년 동안 빠일

리삼장을 번역한 번역가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재성 선생은 쓸모 있는 천조각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장점

을 취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는 탁월한 해석이다. 왜 그런가? 그 사

람이 비록 신업은 청정하지 않지만 구업은 청정하다면 구업을 취하면 되

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그 때 그것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합니다.”(A5.161)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왜 천조각의 비유를 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

었다. 그러다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

다. 길에서 천조각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부위를 취했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 것? 탁발나간 수행승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이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계율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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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도죄는 주지 않은 것을 가져 가는 것을 말한다. 길거리에 설령 시체 

쌓은 옷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 않는 다면 가져 가서는 안될 것

이다. 그런데 탁발수행승은 천조각을 발견하자 “왼발로 고장시키고 오

른 쪽 발로 펼쳐서 그 가운데 단단한 부분을 찢어서 가지고 간 

것”(A5.161)이다. 이는 명백히 도둑질이다. 

  

탁발수행승은 천조각을 도둑질했다. 천조각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신업이 

청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런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수

행승은 구업은 청정하다고 했다. 이런 경우 도둑질한 것에 마음 기울이

지 말고, 평소 구업이 청정한 것에만 마음 기울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

을 말하는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것

이다. 

  

그 사람 장점만 보고 가라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에 대하여 단점만 본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할 수 없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단점만 지적하여 공

격하면 갈라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단점 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

다. 장점만 보고 산다면 갈라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업이 청

정하지 않으면 구업은 청정할 수 있다. 구업이 청정한 것을 보고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어떤 자의 경우에는 언어적 행위만이 적정하다. 그의 적정한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는 천성적으로 인사에 밝고, 상냥하게 말하

고, 즐겁게 대화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

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르침을 설하고, 의미와 형식을 갖추어 원만

하게 법문을 한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는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언어적 행위의 적정만

을 새겨야 한다.”(Vism.9.18) 

  

  

청정도론 자애수행편에나오는 것이다. 자애수행을 할 때 원한 맺힌 자에 

대하여 어떻게 원한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전을 근거로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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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2’(A5.162)이

다. 이렇게 본다면 청정도론은 오부니까야 주석서이자 동시에 수행지침

서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신, 구, 의 삼업에 대한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장점만 보고 가

라.”라는 것이다.  

  

재가불교활동 하면서 

  

탁발수행승이 천조각을 발견하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 간 것은 명백히 투

도죄에 해당된다. 이런 것만 보고서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 수행승에게

는 천성적으로 인사에 밝고, 상냥하게 말하는 등 언어적 적정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는 적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언어적 행위의 적정만을 새겨야 한

다.”(Vism.9.18)라고 했다.  

  

니까야에서도 “몸으로 청정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면, 그 때 그것에 대

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고, 말로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그 때 그

것에 대하여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합니다.”(A5.161)라고 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이나 적정한 것만 취해야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제거된

다고 했다. 이런 가르침은 사회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수많은 친구가 있다. 그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

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어 버리면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날 또 마음에 들

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 할까? 결국 홀로 될 것이다. 

  

재가불교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모임에는 몸으로 하는 활동가도 있고 

머리로 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다. 블로그에 글만 쓰다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

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재가불교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재가불교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 어떤 리더가 

있었다. 그는 약간 독선적이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위주로 하고자 했

다.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하여 에스앤에스에서 퇴장이 잇따랐다. 나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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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는“저는 그 사

람 장점만 보고 가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충격 받았다. 

  

그는 왜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겠다고 했을까? 아마도 수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겪은 사람에게 지혜

가 생겨 났을 것이다. 재가불교활동 초짜는 알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아마 몸으로 체득한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한 “저는 그 사람 장점만 보고 가렵니다.”라는 말은 초기경전과 청

정도론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민하는 경우 

  

신, 구, 의 삼업 중에서 하나만 청정해도 그것 하나만 보고 가는 것이

다.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움 그칠 날 없어도 배우자의 장점 하나만 

보고 가면 헤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 구, 의 삼업이 모두 

청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법도 니까야에 있다. 

그것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십학행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내야 할까? 이는“이와 같

은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아, 이 존자는 신체적인 악행을 끊어버리

고 신체적인 선행을 닦아야 한다. 언어적인 악행을 끊어버리고 언어적인 

선행을 닦아야 한다. 정신적인 악행을 끊어버리고 정신적인 선행을 닦아

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가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

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 지옥에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연민

을 일으키고 자비를 일으키고 동정을 일으켜야 합니다.”(A5.161)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신, 구, 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자는 악행을 일삼는 자이다. 살생하

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지거리하고, 꾸

며대는 말을 하고, 탐욕스럽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갖는 십악행을 말한다. 이런 자는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십악행을 하는 자는 가까이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배척해서는 안된다. 

다만 연민의 마음으로 대할 뿐이다. 그래서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 자를 

대할 때는 연민, 자비, 동정을 일으키라고 했다. 왜 그런가? 내가 원한

의 마음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 업보가 성

숙되면 악처에 떨어져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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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면만 본다면 

  

신, 구, 의 삼업 중에 하나만 청정해도 그것 하나만 보고 가야 한다. 단

점 보다는 장점을 보고 가자는 것이다. 만약 단점만 보고서 쳐 낸다면 

이 세상에 남아 날 사람이 없다. 자연인처럼 심산유곡에서 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단점만 보고 산다면 이 세상은 홀로 사는 사람들로 넘쳐 날 

것이다. 

  

이 세상은 결코 홀로 살 수 없다. 연기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 세상에 홀

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 간다. 비록 

그 사람이 원한 맺힌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구석도 없지 않

아 있을 것이다. 좋은 면만 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원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가렵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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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때 융의 분석심리학에 심취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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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펜데믹이 끝나가는 것 같다. 뉴스를 보니 어제 10 월 22 일부로 전

체국민의 70%가 2 차 접종을 마쳤다고 한다. 집단면역이 되는 수치가 된

다. 그래서일까 다음달 부터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면 줌모임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대면모임으로 가는 것일까? 

  

어제 시월 두번째 금요니까야강독모임이 줌으로 열렸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줌모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여진은 있을 것

이다. 앞으로 한두달 더 갈지 모른다. 아니 줌으로 계속하게 될지도 모

른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제 코로나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줌모임도 그런 것

일까? 

  

줌모임은 전혀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몇 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이제 2 년이 되

었다. 무려 2 년 동안 전쟁아닌 전쟁을 치룬 것이다. 과연 전쟁전으로 돌

아 갈 수 있을까? 

  

산만한 줌모임 

  

줌모임에는 장단점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줌모임 만한 

것이 없다. 금요모임에서도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렇지 않다. 클릭 몇번만 하면 어느곳에서나 들어올 수 있으나 반드시 그

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줌모임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해도 대면모임만 못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분위기가 산만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오디오를 켜 놓은 상태에서 주변의 잡음이 그대로 들어온다. 아마 

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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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모임하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이 있는 것 같다. 얼굴을 숨기고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묻고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번 줌모임에서 세개의 경을 독송했다. 첫번째로 독송한 것은 꿈에 대

한 경이다. 제목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꾼 다섯 가지 꿈’

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커다란 꿈의 경

(Mahāsupinasuttaṃ)’(A5.196)이다. 

  

한때 꿈을 해석해 보고자 했으나 

  

흔히 말하기를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일까? 이는 꿈이라는 것이 황동하고 해괴망측한 장면이 많은 것도 하나

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악몽도 길몽이라는 식으로 해석하

기도 한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뒤죽박죽이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

는 안될 일도 일어난다. 꿈속에서는 살인도 하고 강간을 하는 등 오계를 

어기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때 꿈을 해석해 보고자 했다. 융의 분석심리학을 읽고 나서부터 그런 

시도를 해 보았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고

자 한 것이다. 이는 꿈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떠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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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괴하고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이다. 부처님이 

보살로 살 때 꿈 꾼 것도 상징으로 되어 있다.  

  

 
  

우주적 스케일의 침상 

  

보살의 첫번째 꿈은 침상꿈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침상은 우주적 스케

일이다. 침상은 커다란 땅과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일까? 이는 “커다

란 땅은 그의 침상이었고, 히말라야 산은 그의 베게였고, 동쪽 바다에는 

그의 왼손이 놓였고, 서쪽 바다에는 그의 오른 손이 놓였고, 남쪽 바다

에는 그의 양발이 놓였다.”(A5.196)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모든 꿈은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언어적 개념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갖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을 잘 분석하면 꿈속에서 전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후대 주석가들은 이 꿈의 상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커다란 땅이 그의 침상인 것은 부처님이 될 징후를 보여준 것이고, 산

의 제왕 히말라야 산이 그의 베게였던 것은 일체지자가 될 징후였고, 동

쪽 바다에 그의 왼손이 놓였고, 서쪽바다에 그의 오른손이 놓였고,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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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그의 양발이 놓였던 것은 불퇴전의 법륜을 굴리는 것이

다.”(Mrp.III.320) 

  

  

부처님은 보살로 살 때 수미산을 아우르는 꿈을 꾸었다. 이에 대하여 부

처님은 정등각자가 될 자의 꿈이라고 했다. 그래서 “바르고 원만한 깨

달음을 위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첫번째 커다란 꿈이 나타났던 것이

다.”(A5.196)라고 한 것이다. 

  

배꼽에서 풀이 자라서 하늘 끝까지 

  

보살의 두번째 꿈은 배꼽풀에 대한 것이다. 배꼽에서 풀이 자라서 하늘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를 어떤 상징으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

여 부처님은 “고귀한 여덟 가지 길을 원만히 깨달아 신들과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자이다.”(A5.196)라고 했다. 정등각자가 되어서 팔정도를 설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배꼽에서 풀이 자라서 하늘 끝까지 이를 수 있을까? 꿈이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징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고대인도 신화를 예로 들었다. 배꼽에서 연꽃이 솟아 나

오는 것을 모티브로 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배꼽일까? 고대인도신

화에 따르면 배꼽에서 우주에너지가 솟아나온다고 했다. 

  

배꼽풀을 뜻하는 말은 빠알리어로 띠리야(tiriyā)이다. 빠알리 사전을 

찾아보니 ‘a kind of grass or creeper’라고 설명되어 있다. 일종의 

덩굴식물을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는 만초(蔓草)라고 되어 있다. 띠리야

는 덩굴져서 뻗어 나가는 덩굴풀이다.  

  

덩굴풀과 팔정도는 어떤 관계일까? 덩굴풀이 상징하는 것은 단계적임을 

말한다. 그래서 전재성선생은 팔정도가 여덟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덩굴

풀이 하늘 끝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 여덟 단계로 보았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들도 교화 대상이 됨을 말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팔정도를 깨달은 자에 대하여 “신들과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자이

다.”(A5.196)라고 한 것이다.  

  

흰 옷은 재가불자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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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의 세번째 꿈은 흰벌레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흰 벌레들

이 검은 머리를 했는데 발에서 기어올라 무릎까지 덮었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에서 흰 벌레들이 검은 머리를 한 것은 재가불자들을 상징한 것이다. 

이는 재가불자가 흰옷을 입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에서 재가불자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  

  

흰옷은 재가불자의 상징이다. 오늘날 남방 테라와다불교에서도 볼 수 있

다. 웨삭주간에 재가불자들은 흰옷을 입는다. 성지순례 때도 발견된다. 

인도성지 순례 갔었는데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불자들 대부분은 단체

로 흰옷을 입었다. 한국불자들만 울굿불긋 컬러풀한 복장한 것을 발견했

다. 

  

보살의 꿈에서 ‘검은 머리를 한 흰벌레들’은 재가불자들을 상징한다. 

이에 대한 해몽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많은 흰옷 입은 재

가의 신도들은 여래에게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한다.”(A5.196)라고 했

다. 

  

사성계급을 상징하는 네 마리 새 

  

보살의 네번째 꿈은 네 마리 새에 대한 것이다. 이는 “네 마리의 다양

한 색깔을 띤 새가 사방에서 와서 발아래 떨어져 모두 흰 색으로 변했

다.”(A5.196)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네 마리 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계급 즉 왕족, 바라문, 평민, 노예가 있는데, 

그들은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

해서 위없는 해탈을 실현한다.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네 번째 커다란 꿈이 나타났던 것이다.”(A5.196) 

  

  

꿈에서 네 종류의 컬러풀한 새는 고대인도에서 사성계급을 상징한다. 그

런데 어느 계급도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오면 계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빠라하다의 경’(A8.19)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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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바다의 여덟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담마(經藏)와 위나야(律

藏)에 대하여 설명했다. 여덟 가지 담마와 위나야 특징 중에서 네 번째

의 것을 보면 “어떠한 네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든 즉, 왕족, 바라문, 

평민, 노예가 있는데, 그들은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예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수행자 싸끼야

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A8.19)라고 했다. 

  

부처님의 교단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왕족이라 하여 더 대우받는 것도 

없고 천민이라 멸시받는 것도 아니다. 왕족이든 천민이든 먼저 들어온 

자가 선임이 되어서 대우받는다. 이는 율장에서도 확인된다. 

  

율장소품을 보면 싸끼야 족의 왕족들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중

에 왕이었던 밧디야가 있었다. 율장소품 제 7장 ‘참모임분열의 다발’

에 실려 있는 ‘여섯 명의 싸끼야 족의 출가’가 바로 그것이다.  

  

싸끼야 족의 왕 밧디야를 비롯하여 여섯 명의 왕족은 부처님 교단으로 

출가했다. 그런데 왕은 출가하기 전에 왕실 이발사 우빨리를 먼저 출가

시켰다. 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 놀랍게도 왕족들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저희 싸끼야 족들은 교만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이발

사 우빨리는 오랜 세월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출가시켜주십

시오.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서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경하

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싸끼야족들의 싸끼야족 교만이 제거 될 

것입니다.”(Vin.II.183, 여섯 명의 싸끼야 족의 출가) 

  

  

왕족들은 출가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자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발사 우빨리를 먼저 출가했다. 부처님의 상가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공양해야 할 것이다. 왕족은 자신들의 교만을 제거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후임이 된 것이다.  

  

고대인도의 사성계급의 잔재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계급은 존재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상가에서는 계급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의 이름과 성을 버리고 ‘수행자 싸끼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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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불립니다.”(A8.19)라고 했다.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 부처님

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똥 꿈을 꾸었는데 

  

보살의 다섯번째 꿈은 똥산에 대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똥 꿈이다. 어

떤 꿈일까? 이는 “똥으로 이루어진 산을 아주 높이 올라가면서 몸에 똥

을 묻히지 않았다.”(A5.196)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상

징일까?  

  

똥은 조금만 묻어도 악취가 난다. 그래서 똥냄새가 나면 가까이하려 하

지 않는다. 만약 그가 똥으로 된 산을 오른다면 똥을 묻히지 않고 오를 

수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묻히고 말 것이다.  

  

똥은 조금만 묻어도 악취가 난다고 했다. 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이다. 그럼에도 보살은 똥을 묻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징을 어떻

게 해석해야 할까?  

  

이 세상은 똥과 같은 곳이다. 왜 똥과 같은 곳인가? 경전을 근거로 말할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똥의 경’을 보면 “어떤 돈벌레가 돈을 먹고 

돈으로 배를 채우고 돈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돈덩이가 남아 있다

면, 그 돈벌레는 ‘나는 돈을 먹고 돈으로 배를 채우고 돈으로 충만하고

도 내 앞에 큰 돈덩이가 남아 있다.’고 다른 돈벌레들을 무시한

다.”(S17.5)라고 했다. 여기서 똥을 돈으로 바꾸면 오늘날 금전만능주

의 세상이 된다.  

  

똥을 빠알리어로 밀라(mīḷha)라고 한다. 영어로는 ‘excrement; dung’이

다. 여기서 밀라가 영어로 ‘덩(dung)’인 것은 우리말로 ‘똥’이라고 

말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세상은 똥의 세상이나 다름없다. 황금을 추구하면 

할수록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 온갖 불법, 탈법, 편법으로 불로소득의 

성을 이루었을 때 똥의 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살이 꿈에서 똥산에 올라 갈 때 똥을 전혀 묻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

와 같은 상징에 대하여 부처님은 “여래는 옷과 탁발음식과 와좌구와 필

수약을 얻지만, 여래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탐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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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유혹을 보고, 여읨을 갖추어, 그것을 수용한다.”(A5.196)라고 

해석했다. 

  

출가수행자는 탁발에 의존한다. 음식 등 사대필수품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소유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 만을 말하지 않는다. 정신

적 무소유도 있다.  

  

만약 그가 번뇌로 가득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무소유는 청

정한 삶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탁발에 의존하는 삶을 살

아야 한다. 네 가지 필수품으로 사는 자에게 악취는 나지 않는다. 이는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마치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

어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윳따니까야 꽃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 물위로 솟아올라 물에 오염되지 않고 지낸다. 수행승들이

여, 이와 같이 여래는 세상에서 성장했으나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 오

염되지 않고 지낸다.”(S22.94) 

  

해몽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빠알리어로 꿈을 수삐나(supina)라고 한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서 키

워드 검색해 보니 관련 경은 ‘D.I,9, 54; S.I,198; IV,117 Sn.360, 

807, 927; A.III,240; J.I,69’로 파악된다. 이 중에서 보살의 다섯 가

지 꿈과 이에 대한 해몽은 ‘A.III,240’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앙굿따

라니까야 ‘커다란 꿈의 경’(A5.196)을 말한다. 

  

방대한 빠알리 삼장에서 꿈에 대한 가르침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부

처님의 관심사는 꿈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대신 현재 여기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다. 어쩌면 꿈은 꿈에 지나지 않는

지 모른다.  

  

동아시아불교에서 어떤 선사들은 이 세상을 꿈속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꿈 깨는 것을 깨달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꿈의 비유를 들어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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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은 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거의 유일하게 앙굿따라니까

야에 하나의 경이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초기경전에 꿈이야기가 없

을까? 이는 부처님이 해몽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디가니까야 도처

에서 발견되는 긴 크기의 계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존귀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수족에 의한 점괘, 전조에 의한 점괘, 조짐에 의

한 점괘, 해몽, 관상…와 같은 저속한 지식으로 삿된 삶을 산다. 그러나 

수행자 고따마는 이러한 저속한 지식에 의한 삿된 삶을 여의었

다.”(D1.21)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점을 보지 말라고 했다. 당연히 해몽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점을 보고 해몽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다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신도의 보시로 유지하는 수행자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점이나 관상, 해몽

을 해 주어서 돈을 번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있

다. 초기경전에서 꿈이야기가 없고 꿈의 해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

유라고 본다. 

  

한때 융의 분석심리학에 심취했으나 

  

요즘 꿈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한때 융의 분석심리학에 심취하여 꿈을 해

석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이부영 교수가 지은 융심리학에 대한 책을 여

러 번 보았다.  

  

이부영 교수의 융분석심리학 책은 모두 3 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작은 ‘그림자’로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반려자에 대한 것이다. 제 2

부작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남성속의 여성, 여성속의 남성에 대한 

것이다. 제 3 부작은 ‘자기와 자기실현’으로 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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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교수의 3 부작과 융의 ‘인간의 상징’을 읽었다. 꿈의 분석에 대

한 것이다. 꿈의 분석을 통하여 무의식을 의식화 했을 때 자기가 실현된

다고 했다. 그래서 책에서는 다양한 상징에 대한 해석이 있다. 이를 다

른 말로 해몽이라 할 수 있다. 

  

해몽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관심을 가졌

으나 지금은 그만 두었다. 꿈은 꿈일 뿐이다. 꿈속에서 비언어적인 상징

을 보아 그것을 해석하여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꿈을 꾸지 않는 삶이 더 나을 것이다. 

  

길몽이든 악몽이든 꿈을 꾸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꿈속에서 일은 

꿈 깨면 잊어버린다. 그럼에도 꿈을 살려서 상징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 세상은 꿈속의 세상일까? 어떤 선사들은 그렇게 말한다. 만일 이 세

상이 꿈속의 세상이라면 오계를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런가? 꿈속에서는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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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꿈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

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

시는 볼 수 없습니다.”(Stn.807)라고 했다.  

  

  

“길조의 점, 천지이변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길흉의 판단을 버리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Stn.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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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양할 만한 사람에게 공양청(供養請)을 

  

  

금요모임에서 두번째로 독송한 것은 청식(請食)에 대한 것이다. 금요니

까야강독모임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에서는 ‘계행을 갖춘 수행자가 가

정에서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가정의 경(Kulasuttaṃ)’(A5.199)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이 경은 앙굿따라니까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이라고 한다. 출가수행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설법을 

듣는 것을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는 다른 니까야와는 달리 교훈적인 내

용이 많기 때문에 재가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스님들이 가정을 찾는 경우는 

  

출가수행자에게 보시하면 큰공덕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경에 따르면 “계행을 갖춘 자들”이라고 했다. 계행이 청정한 수행자를 

가정에 초대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있을까? 부처님은 다섯 가

지를 말했다. 공통적으로 천상으로 이끈다. 이는 계행청정 수행자가 가

정을 찾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A5.199)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계행청정 스님들을 보기만 해

도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스님들이 가정을 찾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경에서는 계행이 청정한 수

행자들을 보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하늘나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득 청정도론에서 본 내용이 떠 올랐다. 그것은 

임종 때 수행승을 집으로 초대하여 임종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청정도론 문구는 다음과 같다. 

  

  

“또한 다른 자에게는 임종의 때 친지들이 “여보시오, 그대를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마음을 청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화

환-깃발 등을 통해서 형상의 대상 또는 가르침의 청문과 음악의 공양 등

에 의한 소리의 대상, 또는 향연과 훈향 등에 의한 냄새의 대상, 또는 

“여보시오, 그대를 위하여 보시할 이 시물을 맛보시오.”라고 말하며 

맛보게 하는 꿀과 당밀 등에 의한 맛의 대상, “여보시오, 그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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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시할 이 시물을 만져보시오.”라고 말하며 접촉하게 허는 지나포, 

쏘마라포 등에 의한 감촉의 대상을 다섯 감관의 문에 가져온

다.”(Vism.17.142) 

  

  

청정도론 제 17 장 ‘지혜의 지평’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는 십이연

기에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라는 형성-식의 고리에 대한 것

으로 ‘업과 결생’에 대한 설명이다. 임종순간에 다섯 감관의 문을 청

정하게 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나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리랑카 청식제도를 보면 

  

초기경전을 보면 종종 수행승이 가정을 방문하여 축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중생의 애경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생

일, 돌, 이사 등 가정 행사가 있을 때 스님을 초청하여 축원 받는 행사

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현재도 남방 테라와다불교 국가에서도 볼 

수 있다. 

  

 
  

스리랑카에는 청식제도가 있다. 스님을 초청하여 공양하는 것이다. 이를 

공양청 또는 청식이라고 한다. 마성스님의 ‘출가자의 밥값’이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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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남방불교의 승려들은 지금도 걸식에 의존하거나 신도들의 

청식(請食)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걸식과 청식, 이 두 가

지로 출가수행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가 걸식과 청식에 의존하는 것은 밥을 지어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라와다불교 사원에는 공양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마성스

님의 글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경우 탁발의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신도들

에 의한 청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식은 율장에 어긋

나는 것일까?  

  

 
  

출가자가 걸식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도 평생 걸식에 의존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청식도 허락

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숫따니빠따 ‘셀라

의 경’(Sn.3.7)을 보면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수행승의 참모임과 함

께 내일 저의 식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외도

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친 이백 오십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공양하겠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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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도 청식장면이 있다. 기녀 암

바빨리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D16.41)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청식은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테라와다불교의 사대축원 

  

공양청을 하여 청식을 하면 축원을 해준다. 음식물을 배풀어 준 사람을 

위해 축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공양청하는 자에 대하여 단월(檀越) 또

는 시주(施主)라고 말한다. 단월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다나(dāna)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나의 음역인 것이다. 영어로는 ‘almsgiving’이라고 

말한다. 

  

축원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법구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장로가 

“아유 완노 수캉 발랑(āyu vaṇṇo sukhaṃ balaṃ)”하며 축원해주는 것

이다. 이는 “장수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건강하기를!”라는 뜻이다. 그

래서 법구경에서는 “예경하는 습관이 있고 항상 장로를 존경하는 자에

게 네 가지 사실이 개선되니, 수명과 용모와 안락과 기력이

다.”(Dhp.109)라고 했다. 

  

초기경전을 보면 도처에서 시주에 대한 축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앙굿

따라니까야 ‘음식에 대한 보시의 경’이 있다. 이 경은 법구경 109 번 

게송에서 언급된 사대축원 즉, 장수, 용모, 행복, 건강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는 고

귀한 제자는 보시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고 행복을 보시하는 것이고 힘

을 보시하는 것이다.”(A4.59)라고 되어 있다. 

  

음식을 보시하면 보시는 자나 보시 받는 자나 모두 장수, 용모, 행복, 

건강이 기대된다. 법구경에서는 장로가 보시하는 자에게 사대축원을 해 

주고 있고, 앙굿따라니까야 ‘음식에 대한 보시의 경’에서는 보시 받는 

자에게 장수, 용모, 행복, 건강이 기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에 대하여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생명을 보시하여 그 천상이나 인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 아름다움

을 보시하여 그 천상이나 인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 행복을 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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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천상이나 인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 힘을 보시하여 그 천상이

나 인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A5.59) 

  

 
  

음식을 보시하면 보시를 하는 자나 보시를 받는 자나 공통적으로 생명

(장수: āyu), 아름다움(용모: vaṇṇa), 행복(즐거움: sukha), 힘(건강: 

bala)이 기대된다. 이를 경에서는 “나누어 가진다.”라고 했다. 보시를 

하면 서로 좋은 것이다. 보시하는 자는 기쁨으로 보시하고, 보시 받는 

자는 즐거움으로 받는다.  

  

보시를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름 아닌 천상의 행복

이다. 보시를 하면 이미 천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보시를 함

으로 인하여 생명(장수), 아름다움(용모), 행복(즐거움), 힘(건강)이라

는 천상락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라와다불교의 사대축원

이라고 한다.  

  

임종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임종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테라와다불교 국가에서 수행승을 집으로 초

대하여 임종을 앞둔 자에게 다섯 감관의 문을 청정하게 해 주는 것은 하

늘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있는 주석을 보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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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종직전에 가지는 마음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평화로운 

임종을 맞기 위해서는 평소에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 즉 보시와 지

계의 삶을 살아야 하며 특히 임종 시에는 이생에 대한 애착을 모두 털어

버려야 한다. 그래서 상좌부 불교국가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대념처

경」을 독송해주거나 그로 하여금 생전에 지은 선업을 기억해 내도록 유

도하여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하

시 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 36 번 각주) 

  

  

임종직전에 다음 생이 결정된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임종직전에는 마지

막 죽음의식이 있게 되는데, 이 의식은 업(kamma)이나 업의 표상(kamma-

nimitta)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gati-nimitta)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

결식이 일어남을 말한다. 그래서 임종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임종순간에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죽어 가는 자에게 시각적으로는 화환-깃발을, 청각적

으로는 청문과 음악을, 후각적으로는 향연과 훈향을, 미각적으로는 꿀과 

당밀을, 촉각적으로는 지나포나 쏘마라포를 함께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

게 된다고 한다. 

  

임종을 앞둔 자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아마도 가르침이 아닐까 생

각한다. 이는 청문에 해당된다. 스님이 죽어가는 자의 귀에 가르침을 들

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계행이 청정한 수행자를 청식하는 것은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 된다. 임종순간에 보시공덕을 회상할 때 선처

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죽음의 순간에 법문해 주

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 주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저 세상

에 갈 것이다.  

  

계행이 청정한 수행자를 공양청하여 청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부처

님 당시부터 내려 오는 훌륭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청식제도는 많은 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소통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탁발과 청

식은 승가와 중생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라고 했다. 돌, 생일, 이사 

등 특별한 날에 스님을 초청하여 음식공양을 올리면서 축원 받는 것은 

승가나 재가에게 모두 득이 되는 훌륭한 일임을 말한다.  

  



188 

 

청식공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금요모임에서 두번째로 합송한 것은‘가정의 경’(A5.199)이다. 계행청

정한 출가수행자가 가정을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다섯 가지 이득으로 요

약된다.  

  

첫째, 청정한 출가자들이 가정에 찾아오면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선 것

(saggasaṃvattanikaṃ)”(A5.199)이라고 했다. 이는 아마도 임종 때 방

문하여 축원해 주는 것이 연상된다. 귀에 입을 대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면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청정한 출가자들이 가정에 찾아오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인사하고 자리를 내준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보다 높은 가문으로 이끄

는 길에 들어선 것(uccākulīnasaṃvattanikaṃ)”(A5.199)이라고 했다. 

이는 무슨 뜻일까? 높은 가문에서 거듭 태어남을 말한다. 오늘날 명문가

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정한 출가자들이 가정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인색의 때를 제거한

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위대한 능력으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것 

(mahesakkhasaṃvattanikaṃ)”(A5.199)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됨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권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정한 출가자들이 가정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능력에 따라 힘에 

따라 보시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대자산가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것 (mahābhogasaṃvattanikaṃ)”(A5.199)이라고 했다. 이는 오늘날 재벌

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능력에 따라 힘에 따라

(yathāsatti yathābalaṃ)” 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

는가? 능력껏 보시하는 것이다.  

  

능력껏(yathāsatti) 보시하면 재벌이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과보를 받

을 수 있다. 왜 그런가? 한달 수입이 백만원인 사람이 십만원 보시하면 

10%가 된다. 한달 수입이 100 억원인 자가 1억원을 보시하면 1%밖에 되

지 않는다. 보시 비율로 따지면 십만원 보시하는 자가 공덕이 더 크다. 

그래서 보시는 능력껏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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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청정한 출가자들이 가정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가

르침을 들으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커다란 지혜로 이끄는 길에 들어

선 것 (mahāpaññāsaṃvattanikaṃ)” (A5.199)이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묻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청법이다.  

  

부처님은 물어보아야 알려 주었다. 아무나 붙잡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

다. 가르침은 청해야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뿐니야여, 수행

승이 1)믿음을 갖추었고, 2)찾아와서, 3)가까이 앉아, 4)질문하고, 5)귀

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 6)가르침을 기억하고, 7)기억한 가르침의 의

미를 탐구하더라도, 8)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

하지 않는다면, 그 때까지 여래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A8.82)라

고 말씀하셨다. 

  

공양할 만한 사람에게 공양청(供養請)하면 

  

한국에서는 청식제도가 없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탁발

이 없으니 청식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승가에서는 거처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이다.  

  

걸식이나 청식을 하려면 공양간이 없어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조리해 먹을 쌀이나 음식재료 없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테리가타를 

보면 출가하기 전의 로히니 장로니가 소녀 시절이었을 때를 회상하는 대

목이 있다. 이는 “창고에도 항아리에도 바구니에도 자신의 소유를 저장

하지 않고, 줄 준비된 것만 구합니다.”(Thig.151)라고 했다. 

  

출가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걸식에 의존한다. 그래서 탁발 나가면 조리된 

음식만 받는다. 조리되지 않은 날곡식이나 음식재료를 받지 않는 것이

다. 만일 받게 된다면 거처에서 밥을 해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걸식은 사라지게 된다. 청식도 사라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걸식도 없고 청식도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가정을 방문할 이

유가 별로 없다. 또한 오늘날 가정은 대부분 핵가족이다. 자녀들이 출가

하면 둘 또는 하나만 남는다. 청식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걸식보다는 청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 공부하고 온 마성스님에 따르면 신도가 3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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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사찰의 경우 일년 청식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한다. 스님들을 초대하여 점심공양 올리기가 쉽지 않음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청식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테라와다불교가 도입됨에 따

라 공양청 형식으로 청식이 이루어진다. 한국테라와다불교의 경우 오후

불식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점심의 경우 봉사자가 준비된 음식을 가지

고 가서 공양을 올리거나 식당으로 모셔서 청식형식으로 공양하기도 한

다. 그러나 가정으로 초대하여 공양하는 모습은 보기 힘든 것 같다. 

  

스님을 초대하여 공양하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다고 했다. 경에서는 사대

축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유완노수캉발랑”이라는 말로 알 수 있다. 

이 말은 “장수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라며 축

원해주는 것이다. 이런 축원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건강, 학업, 

사업, 치유와 같은 사대축원과는 다른 것이다.  

  

테라와다 사대축원은 오래오래 살아서 선업공덕 쌓으라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선업공덕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면 

“장수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라며 축원해주는 

것은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해달라는 축원과도 같은 것이다. 한국적 현실

에서 공양할 만한 사람에게 공양청(供養請)하면 훌륭한 보시공덕이 될 

것이다.  

  

  

2021-10-26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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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희동 찻집에서 

  

  

서울은 넓다. 인구 천만이 사는 서울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많다. 생

소한 지역도 많다. 서울 서쪽 지역은 익숙하지 않다. 서울 동북쪽 변두

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대문구는 낯설다. 연희동도 그런 곳이다. 

  

오늘 오전 연희동찻집으로 향했다. 금요니까야 원년모임 멤버들 모임이 

있는 날이다. 정오부터 오후 2 시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모임이 예정

되어 있다. 삼주전에 계획된 것이다. 작년 우실라 사야도를 공양청하여 

청식(請食)했던 그 찻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안양에서 연희동 찻집이 있는 삼성빌라까지는 28 키로 1시간 10 분 걸리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전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다. 무려 10 키로 가까이 되는 지하도로가 생겨난 것이다. 당연히 

요금은 비싸다. 통행요금은 2,500 원이다. 

  

연희동 찻집은 스위스그랜드 호텔 뒤에 있다. 완만한 경사길을 주욱 가

다 보면 산과 연결되어 있는 끝자락에 빌라가 있다. 그곳이 약속장소이

다. 찻집은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것이다. 각종 소모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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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찻집은 오늘 우리 일행이 마지막 손님이 되었다. 다음달 11 월 중

순에 인사동에 새로 찻집을 오픈하기 때문이다. 수도약국 부근이라고 한

다. 찻집 이름은 ‘오천재’로 지었다고 한다. 

  

금요모임 원년멤버 점심모임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전재성 선생이 미국에

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전재성 선생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 개월가량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 귀국했다. 이에 따라 금요니까야 모임도 

재개 되었다.  

  

점심모임을 추진한 것은 오랜 만에 보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양을 

하고 싶었다. 도현스님과 함께 하는 공양모임이다. 그래서 모두 6명 참

석하는 점심식사 모임을 추진했다.  

  

 
  

여섯명 중에는 비슷한 또래가 세명 있다. 나이는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명은 같은 학번이다. 같은 학번이라는데서 동질성을 발견했다. 마치 

동기모임 멤버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사비용은 나와 B 선생이 반반씩 부담했다. 찻집을 하루 빌리는 비용도 

포함된 것이다. 먼저 B선생에게 의견을 물었다.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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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생은 평소 스님들에게 공양청하기를 즐겨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구한 것이다.  

  

올해 5 월 스승의 날에 고양 스타필드 네팔식당에서 전재성 선생과 점심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그때 B 선생도 참석했고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수행

했던 K 선생도 참석했다. 그때 K선생으로부터 수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때 모임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보시금도 함께 

전달했다.  

  

불교에서는 보시공덕을 강조한다. 평소 존경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

하고 선물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실천해 

보고 싶었다. 가장 먼저 전재성선생과 식사하는 것이다. 이는 금요모임

에서 설명을 듣기 때문이다.  

  

금요니까야 모임은 매달 두차례 열린다. 두시간 동안 경을 합송하고 설

명을 듣고 토론하는 식이다. 이런 모임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절호의 찬

스라고 생각하여 2016 년 이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를 

남기고 있다.  

  

전재성 선생으로부터 담마를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행운으로 본

다. 그래서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노트해 둔다. 후기 쓸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 식사모임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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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찻집 분위기는 좋다. 다른 팀은 없다. 오로지 우리 팀만 있어서 

마치 가정집에 있는 것 같다. 아파트찻집에는 각종 소품이 많아서 마치 

차기박물관 같다. 거문고도 있고 각종 진귀한 물품들이 많다. 찻집 주인

에 따르면 박물관을 차리려고 했다고 한다. 

  

찻집 주인은 오랫동안 차와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다. 다도에 대한 교육

도 했다고 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음식도 손수 준비했다. 비프스테이크

로 한 것이다. 육질이 부드러운 것을 보니 최상급인 것 같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따까 번

역에 대한 것이다. 현재 번역은 다 끝났고 편집 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한두달 후에는 교정에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교정이 완료되면 내년

에는 출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따까는 방대하다고 한다. 외국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500 페이지 

분량에 6권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1921 년에 독역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다 100 년 앞서는 것이다. 맛지마니까야도 우리나라보

다 100 년이 앞선다. 니까야 번역에 관한한 독일은 선진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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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따까에 관심이 많다. 미얀마에서는 재가불자들에게 자따까가 가장 인

기 있는 불경이라고 한다. 아마도 재가불자들에게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

기 때문일 것이다.  

  

자따까는 가장 늦게 성립된 경으로서 대승경전이 출현하기 바로 이전 경

전이라고 한다. 이는 자따까가 십바라밀에 의한 보살사상이 구현되어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자따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수행에 

대한 것도 많다고 한다. 십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라고 한다. 또

한 자따까는 유럽의 이솝우화와 안데르센 동화의 원형이라고 한다. 내년 

자따까가 출간되면 한국불교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 

  

 
  

갖가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페터선생 이야기도 

있었다. 전재성 선생은 페터선생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여 주었다. 다섯

장에 열페이지인데 손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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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선생은 컴퓨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스마트폰도 없다고 한다. 한자한

자 꾹꾹 눌러쓴 것을 보니 마치 중세시대 필사를 보는 것 같다. 올해 나

이는 84 세 가량이라고 한다. 거지성자 이후 페터선생 이야기를 써야 하

나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번역에 바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

다.  

 

 
  

도현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불교 스님들의 노후가 매우 심각한 것

임을 알았다. 나이 든 비구니 스님들이 갈 곳이 없다고 했다. 몸이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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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병이 들었을 때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 현실이

라고 한다. 

  

스님들의 노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종단에서 스님들의 노후복

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난망인 것 같다. 스님들은 각

자도생해야 한다. 연고가 있는 스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 

  

도현스님 고민이 깊다. 도를 닦기 위해 출가했으나 요즘은 이것저것 너

무 바쁘다고 한다. 그래서 번뇌도 많다고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비구니스님 노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요양원 형식으로 복지

센터 건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오후 3 시가 되자 모임이 끝났다. 어느 점심 모임이든지 오후 3 시가 한

계인 것 같다. 오후 3시가 넘으면 해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

다. 사람들은 준비한 선물을 건냈다. 도현스님은 나에게 꿀을 선물했다. 

무려 1.2 키로나 되는 것이다.  

  

전재성 선생에게 고구마 한박스를 선물했다. 해남에서 올라온 해남고구

마이다. 집에는 고구마가 너무 많아서 나눌 수밖에 없는데 마침 잘 된 

것이다. 각자 준비한 선물을 건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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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청 형식으로 식사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청식에 해당될 것이

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의 모임이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

고 차를 마시고 담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Stn.265)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Stn.266) 

  

  

2021-10-2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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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나의 명품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첫작품은 대개 만족스럽지 않다. 개발제품도 그렇다. 처음 개발한 전자

제품은 문제 투성이기 쉽다. 두번째, 세번째 양산해야 문제가 개선된다.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 택배를 받았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보내온 것이다. 전재성 선

생이 경전 최신판 다섯 종류를 보냈다. 맛지마니까야, 이띠붓따까, 우다

나, 담마빠다, 숫따니빠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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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낸 것은 교정과 관련 있다. 경전을 근거로 글을 쓰다 보니 종종 

오타, 탈자 등 오류를 발견한다. 이럴 때 즉시 통보한다. 문자메세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낸다. 그런데 판본이 오래 된 경우 이미 수정이 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신판 구입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모임 멤버들과 식사시간이 있었다. 그때 오자, 탈자 

등 오류관련 이야기를 했었다. 오류가 발견되면 그 즉시 알려 주어야 효

과가 있다고 했다.  

 

한꺼번에 전달했을 때 실기할 수 있다. 종종 인쇄 들어가고 난 다음 가

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도 처음에 오류노트를 만들었다. 컴퓨터 

문서파일에다가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기록해 두었다. 몇 년에 걸쳐서 

꽤 쌓였다. 날 잡아 한번에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

다. 랜섬 바이러스 먹은 것이다. 그결과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금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통보한다. 문제는 판본이 너무 오래 되었

다는 것이다. 거의 십년전 것이 많다. 그 사이에 개정판 나온 경전도 많

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최신판 오종 경전을 보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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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많을수록 완성도가 높아져 간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판본을 보

면 대부분 개정판이다. 두번도 있고 세번도 있다. 맛지마니까야의 경우 

2002 년 초판 이후 모두 다섯번 개정되었다. 오류가 있어서 개정된 것이

긴 하지만 보완된 것도 있다. 맛지마니까야 가장 최근 것은 2020 년 판본

인데 '개정초판 3쇄'라고 되어 있다.  

  

 
 

어떤 책이든지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전의 경우 내용이 방

대하다 보니 오자, 탈자 등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이런 것이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 "법구경 방일하지 않은 품에 대한 것입니다. 압빠마나라고 

되어 있는데 압빠마다가 아닌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2008 년 초

판입니다."라고 사진과 함께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렇군요. 

아빠마다가맞습니다. 주석부분은 고쳐졌는데 목차와 앞쪽은 고쳐지지않

아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신을 해 주는 것이다. 

 

가장 찾아 내기 힘든 것은 빠알리 인용문이다. 인용한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글을 쓰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예를 들면 "숫따니빠

따 435 쪽 1471 번 각주가 있습니다. 빠알리 원문에서 "siho ca"라고 되

어 있습니다. 빠알리사전 PCED194 를 보니 va 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사

진과 함께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네요. 고치겠습

니다^^"라고 답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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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 한다. 모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즉시 알

려 주는 사람도 있다.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즉시 반영된다. 어떤이는 경전에 기입해서 경전을 통째로 보내기

도 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교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금요니까야독송 모임

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테라가타, 

테리가타, 앙굿따라니까야 합본, 청정도론, 율장부기 교정작업에 참여했

다. 그 결과 이름도 등재되었다. 물론 교정자는 여러명이다. 스님도 있

다. 그 중에 하나이다.  

 

교정작업할 때 오자와 탈자를 잡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쉽

지 않다. 그럼에도 최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된다.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기 때문이다. 또

한 각주의 주석까지 샅샅이 읽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교정노트를 만든다. 글 쓸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교정작업은 디버깅 작업 같다. 벌레 잡듯 하는 것이다. 오자와 탈자 잡

아 내는 것이 벌레 잡는 것 같다. 전자제품 개발할 때 벌레잡는 듯한다

고 하여 '디버깅(debugging)'한다고 말한다. 오작동 등 오류를 잡아 내

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정도 디버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정을 해서 개정판이 나오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도 버전이 올라갈수록 완성도가 높아 진다. 특히 마이콤이 그렇다. 

 

전자제품을 대량생산할 때 마이콤을 마스킹한다. 마스킹하면 반도체회사

로부터 최소 5천개 이상 구매해야 한다. 주문이 많으면 수만개가 된다. 

그런데 마스킹한 것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한

다는 것이다. 경미하면 다음 생산에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산을 

허락한다. 그래서 마스킹 나가기 전에 눈에 불을 켜듯 철저히 검토한다. 

교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은 인쇄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마이콤 마스킹하는 것과 같다. 오

류가 발견되었을 때 경미하면 사용하지만 심각한 경우 전량 폐기 처분한

다. 그래서 교정단계에서 최대한 잡아 내야 한다. 그래서 개정판이 거듭

될수록 경전의 완성도는 점점 높아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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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명품이 탄생하려면 수없이 손보아야 한다. 또한 수 없는 시행착

오를 반복한다. 개발자의 이런 노력이 있기에 필드에서 잘 팔리는 명품

이 된다.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경전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오류가 없지 않을 수 없다.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오류를 알려 주어야 한

다. 오류를 바로잡으면 잡을수록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리고 명품이 된

다. 그래서 개발자나 작가나 번역자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고맙

게 생각한다.  

 

"잘못을 지적하는 님,  

꾸짖어 충고하는 님, 현명한 님, 

숨겨진 보물을 일러주는 님을 보라.  

이러한 현자와 교류하라.” (Dhp.76)라 

 

2021-11-02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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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대는 죄가 없다 

  

  

앉아 있기가 쉽지 않다. 시간을 내서 앉아 있어 보지만 잡념만 일어난

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평소 앉아 있는 버릇을 들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단 오분이라도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점차 늘어나서 오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 좌선하기가 쉽지 않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심산유곡 암자에서 

살아 가지 않는 한 오분도 앉아 있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앉아 있지 

않으면 더욱도 멀어진다. 왜 그런가?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모임

에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다 보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왜 명상에 집착하는 것일까? 명상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조금

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알게 된다. 아주 조

금 맛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찾게 되든 것이다. 

마치 맛집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런 명상은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감각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를 흔히 감각적 쾌락에 대

한 욕망이라고 말한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

로, 촉각적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감각은 강렬해서 한번 

맛보면 좀처럼 끊기 힘들다. 그러나 감각은 거친 것이다. 거친 만큼 오

래 가지 않는다. 황제식을 즐기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끝난다.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은 감각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난다여, 이

와 같이 ‘뭇삶이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린다.’ 고 한다면 나는 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난다여, 그러한 즐거움

보다 더욱 탁월하고 더욱 미묘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S36.19)라고 했

다. 어떤 즐거움일까? 이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아난다여,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불건전한 상태를 버

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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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선정에 든다. 아난다여, 그러한 즐거움보다 더욱 탁월하고 더욱 

미묘한 다른 즐거움은 이런 것이다.”(S36.19) 

  

  

선정삼매야말로 어떤 즐거움보다 탁월하고 미묘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감각적 즐거움이 제아무리 강렬해도 선정삼매의 즐거움 보다 못함을 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선정삼매에 들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선정삼매에 대한 동경은 있다. 

그래서 앉아 있어 보지만 쉽지 않다. 초기경전에서는 무수하게 선정삼매

에 대한 정형구가 나오지만 맛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아주 조

그마한 인연으로 인하여 언젠가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여읨 

  

시월 두번째 금요니까야모임에서 세번째로 합송한 경은 ‘여읨’에 대한 

것이다. 교재에서는 ‘정신활동을 기울이더라도 뛰어들어 환희하지 않는 

여읨의 세계’라고 되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여읨의 경

(Nissāraṇīyasutta)’(A5.200)이다.  

  

여읨의 경은 다섯 가지 법수로 되어 있다. 감각적 쾌락의 여읨, 분노의 

여읨, 폭력의 여읨, 물질의 여읨, 개체의 소멸이다. 여기서 여읨을 뜻하

는 말은 닛사라니야(Nissāraṇīya)이다. 첫번째 여읨에 대한 가르침은 다

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정신활동을 기

울이더라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마음이 뛰어들지 않고, 환희하지 않

고, 안주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의 여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여읨에 마음이 

뛰어들고, 환희하고, 안주하고, 몰입한다. 그에게 그 마음은 감각적 쾌

락의 욕망에서 잘 떠나간 것이고, 잘 닦여진 것이고, 잘 빠져나온 것이

고, 잘 벗어난 것이고, 잘 해탈된 것이다.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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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생겨난 곤혹과 고뇌의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여읨이라고 한

다.”(A5.200)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여읨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넷깜마(nekkhamma), 

출리(出離)라고 한다. 출리는 첫번째 선정을 통해서 성취된다. 어떤 방

법으로 성취하는가? 부정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정관에는 열 가지가 있다. 시체가 썩는 것을 관찰하는 것 등을 말한

다. 이밖에도 대념처경에 따르면 신체의 32 가지 기관을 관찰함으로써 가

능하다. 매혹적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를 관찰하다 보면 무상한 것

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띠붓따까에도 ‘여읨의 경’이 

  

이띠붓따까에도 ‘여읨의 경’이 있다. 이띠붓따까에서는 세 가지 여읨

으로 설명해 놓았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여읨의 세계가 있

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여읨이 출리이다. 

미세한 물질계의 여읨이 무색이다. 어떠한 것이든 존재하고 형성되고 조

건적으로 생겨난 것의 여읨의 소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

지 여읨의 세계가 있다.”(It.61)라고 했다. 

  

이띠붓따까에서는 세 가지 여읨에 대하여 출리(nekkhamma), 무색

(āruppa), 소멸(nirodha)로 설명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법수가 다

섯이므로 앞서 세 개에다가 분노의 여읨과 폭력의 여읨 두 가지를 추가

했다. 

  

부처님 가르침의 바다는 넓고도 깊다. 하나를 알면 두개, 세개가 달려 

나오는 것 같다. 여읨을 뜻하는 빠알리어 닛사라니야를 빠알리사전에서 

검색하자 이띠붓따까가 연결되었다.  

  

놀랍게도 이띠붓따까 주석에서는 세 가지 여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

다. 니까야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니까야

모임 시간에 종종 “부처님 가르침은 시스터메틱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 가듯이 정교함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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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에서 생긴 욕망과 대상에서 생긴 욕망 

  

부처님 가르침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래서 시스터메틱

(Systametic)하다고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에는 없고 이띠붓따까에는 

있는 출리, 즉 욕망의 여읨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ItA.II.40-41 에 따르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

염에서 생긴 욕망과 대상에서 생긴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이 없는 것

을 뜻한다. 이 두 가지를 여의었거나, 정신적 욕망을 여의었기 때문에 

물질적 욕망도 여의게 된다.” (이띠붓따까, 987 번 각주)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오염에서 생긴 것이고, 또 하

나는 대상에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말이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은 매혹적인 대상이 있을 때 욕망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깬다. 욕망은 대상이 있어

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상을 보았을 때 

욕망이 생겨난 것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사과를 보았을 때 사과 

맛을 보았다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다. 매혹적인 이성을 보고 욕정

을 느꼈다면 이전에 체험이 있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것일수도 있다. 이

를 이숙(異熟)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행위를 하면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 받지 못해도 시간 차이

를 두고 받는다. 이를 깜마위빠까라고 하여 업이숙이라고 한다. 업이 시

간을 두고 달리 익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행위한 것이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과보로 나타난다. 대상을 

보았을 때 이숙에 의한 것이 많다. 과거 경험했던 것이나 체험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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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되어서 떠 오르는 것이다. 이럴 때는 대상을 접한 것이 조건이 된

다.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대상을 접하지 않았다면 욕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접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눈이 있는 한 볼 수밖에 없고, 귀가 있는 한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 그 자체가 욕망이 될 수 없다. 욕망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상윳따니까야 ‘않음의 경

(Nasantisutta)’(S1.34)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된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네. 

세상에 참으로 그렇듯 갖가지가 있지만, 

여기 슬기로운 님이 욕망을 이겨내네.”(S1.34) 

  

  

게송은 욕망을 이겨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감각대상이 욕망

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기 매혹적인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 욕망이 아

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남을 말한다.  

  

게송에서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다. (Na te kāmā yāni 

citrāni loke)” (S1.34)라고 했다. 이런 가르침은 탁월하다. 그 어디 

에서도 보지 못했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서 본다. 이 한 가지 사실

만 알아도 크게 깨닫는 것 같다. 빠알리사전을 보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연결에 연결이 되어서 마침내 욕망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의도된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네. (Saṅkapparāgo 
purisassa kāmo)”(S1.34)라는 말이다. 이 말에 대한 각주를 보니 또 다

른 경으로 안내한다.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라면 내가 욕망을 내도 나는 책임이 없을 것

이다. 저기에 금이 있는데 금이 욕망 그 자체라면 금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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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욕망이 일어난 것은 대상이 문제가 아니다. 대상을 보고 있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빠일리성전협회본 각주를 보면

“감각적 쾌락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욕망

의 문제가 되므로 욕망을 없애는 것이 현자의 할 일이다.”라고 설명되

어 있다. 그리고 앙굿따라니까야 AN.III.411 을 참고하라고 했다. 

  

접촉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원인 

  

앙굿따라니까야를 열어 보았다. 관련 경은 ‘꿰뚫음의 경’(A6.63)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한 감각

적 욕망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

행승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원인인가? 수행승들이여, 접

촉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원인이다.”(A6.63)라고 했다. 한마디로 접

촉이 원인인 것이다. 

  

모든 것은 ‘접촉’으로부터 시작된다. 접촉이 없다면 시작도 없을 것이

다. 시각접촉, 청각접촉 등 육처에서 접촉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사화합촉에 의해서 의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생겨난다고 

했다. 

  

부처님은 세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접촉’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감각적 욕망도 접촉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감각대상에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욕망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감각적 욕망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결과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을 열망하면서 그때 그때 일치하는 공덕을 수반하거나 악덕

을 수반하는 자신을 만들어낸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결과이다.”(A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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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욕망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다. 행위를 하면 

과보를 받는다. 욕망을 일으켰을 때 결과가 따른다. 이를 공덕과 악덕 

두 가지로 설명했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덕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공덕과 악덕을 초월한다. 감각대상을 보았을 때 어떠한 과보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작용심(作用心: kiriya 

citta)으로 가능하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말한다. 

  

아라한의 마음을 작용심이라고 한다. 대상을 보아도 볼 뿐 어떠한 업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 형상을 보았을 때 “볼 뿐”이고, 소리를 들었을 

때 “들을 뿐”이다. 그래서 “그렇네, 그렇구나, 그렇군”라며 어떠한 

업도 만들어 내지 않는 마음을 작용심이라고 한다.  

  

대상을 보았을 때 마음이 단지 “볼 뿐” 또는 “들을 뿐”이라며 작용

만 한다면 어떠한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송이 있다. 

  

  

“사람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사유의 탐욕이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네. 

사람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사유의 탐욕이라,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네.”(A6.63)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르침의 바다는 넓고도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다. 금요니까야모임에

서 합송한 세번째 경 후기를 작성하면서 책상에 경전으로 가득하게 되었

다. 상윳따니까야 ‘빤짜깡가의 경’(S36.19), 이띠붓따까 ‘여읨의 

경’(It.61), 다시 상윳따니까야 ‘않음의 경’(S1.34), 다시 앙굿따라

니까야 ‘꿰뚫음의 경’(A6.63), 그리고 우다나 ‘바히야의 경’(Ud.6)

을 열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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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참고한 경전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각주를 보

면 참고 경을 알려 주는데 모두 관련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의 담마는 잘 짜여진 천과 같다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것은 없다. 이 경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저 경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식이다. 욕망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다. 

  

시월 두번째 금요니까야모임 후기를 모두 작성했다. 세번째로 합송한 경

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다 보니 오전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시각 1

시가 넘었다. 점심도 거르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빠알리 원문을 찾아 보고, 빠알리 사전에서 단어가 들어간 경을 참고 했

다. 그렇게 하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동안 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번 글쓰기를 통해서 풀린 것 같다. 그

것은 욕망의 문제이다. 나에게 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

이다. 그런데 경전에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환희했다.  

  

오염된 마음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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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보람을 느낀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

도된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네.”(S1.34)라는 게송으로 요약된다. 나에게 

욕망이 일어난 것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매혹적이라고 하여 대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와 같다.  

  

대상은 욕망덩어리가 아니다. 나의 마음이 욕망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오염된 마음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

처님은 “의도된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네.”(S1.34)라고 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접촉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원인이다.”(A6.63)라

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 졌다. 나에게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오염된 마음으로 

대상을 접했을 때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대는 죄가 없다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이다. 가장 좋은 것은 보지 않는 것이다. 보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

하면 사띠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이차이가 많으면 어머니로 보고, 비슷하면 누이로 보고, 차이가 많이 나

면 딸로 보라고 했다. 모두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욕망은 근본적으로는 수행으로 극복해야 한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볼 뿐” 하는 것이다. 이를 작용심(作用心)

이라고 한다.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다나‘바히야의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바히야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

는 인식될 뿐이다. 바히야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히야여, 

볼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

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히야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히야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바히야여,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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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 없다. 바히야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양자의 중간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

이다.”(Ud.6) 

  

  

2021-11-0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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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눈밝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회를  

 

지금은 새벽 세 시대이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이다. 온전한 내시간이

다. 아침 여섯 시까지는 진정한 내세상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까? 

 

새벽에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의 자갈 등이 보

이듯,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좋은 생각이 샘솟는 것 같다. 올라온 생각, 

흘러간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로 붙잡고자 한다. 

 

오늘 새벽에는 니까야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금요모임이라고 한

다.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에 공부모임을 갖기 때문이다. 니까야

를 합송하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2017 년 2 월 부터 정식

으로 시작되었으니 이제 5 년 되었다.  

 

매달 두 번 있는 모임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하고 나면 

반드시 후기를 작성한다. 마치 복습하는 것 같다. 들었던 것을 빠짐없이 

노트하는데 노트한 것을 참고로 하여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수많은 경을 참고한다. 각주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 저것 붙어서 글이 길

어진다. 어제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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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면 오감이 즐겁다. 그런데 더 즐거운 것은 후기를 작성할 때이

다.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과 사진 찍은 것을 자료로 하여 후기 쓸 때 

한번 더 간 것 같다. 그래서 여행은 가기 전의 설레임, 여행지에서 오감

으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다녀온 후에 후기를 작성하는 회상의 즐거

움이 있다. 세가지 즐거움이다. 금요니까야공부모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 생각한다. 

 

공부모임을 돌이켜 본다. 처음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2016 년 광화문촛불

이 한창이었을 때이다. 전재성 선생 아파트 거실에서 모임이 있었다. 다

음해 2017 년 2 월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겸 사무실에서 도현스님과 수

행자들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 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 그러나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모임은 사람 머리수와 관계없이 오후 7 시가 되

면 가차없이 시작된다. "나모땃사 바가바또"로 시작되는 예불문과 빠알

리 삼귀의와 오계, 그리고 십분간 입정순으로 의식을 치룬다. 이후 독송

과 설명, 토론이 이어진다.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어디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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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담마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전

재성 선생에게서 듣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말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기록해 둔다. 지난 5 년동안 기록한 노트는 수십권이다.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한다. 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교

적 길다. 그리고 꽤 학술적이다. 빠알리 원문을 분석해 가며 쓰기도 한

다. 긴 글을 한데 모으면 책이 된다. 실제로 책을 낸 적이 있다. 2017 년

과 2018 년 글을 모아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이라는 타이틀로 책

을 만들었다. 문구점에 소량 인쇄와 제본 의뢰하여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두번째 책을 만들고자 한다. 

 

요즘 책 만드는 것이 일이 되었다. 과거 써 놓은 글을 시기별로 카테고

리별로 묶어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서문을 써서 

책처럼 보이게 한다. 동네 복사집에다 인쇄와 제본 의뢰하여 딱 두 권만 

만든다. 한권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또 한권은 집에 보관한다. 어제 세 

종류 여섯 권을 찾아왔다. 35, 36, 37 번째 책이다. 

 

이제까지 37 번째 책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것이다. 이런 추세

로 가면 조만간 100 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매일 장문의 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책 만들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초기불교에 있다. 니까야와 아비담마, 청정도론, 

사야도법문집을 참조하여 글을 쓰기 때문이다. 

 

매일 의무적 글쓰기 하고 있다. 담마를 근거로한 글쓰기를 말한다. 글을 

쓸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가르침의 바다는 넓고도 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것은 행운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다. 마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 같다. 우물밖에 나온 것 

같다. 어제 후기 작성할 때도 그랬다. 다음과 같은 게송은 영원히 간직

하고 싶다. 

 

"세상 만물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된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네."(S1.34) 

 

이 게송으로 인하여 고민이 풀렸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였던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경전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경전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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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

가 생겨나는 것이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죄가 없다. 모든 번뇌는 접촉이 

있어서 발생된다. 그래서 "접촉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원인이

다.”(A6.63)라고 했다. 

 

니까야와 주석서를 접하면 놀라운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여기에다 빠알

리삼장에 통달한 전재성 선생의 설명까지 들으면 이 시대의 행운아라 아

니라 할 수 없다. 

 

요즘 이미우이 음악씨디를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런 

것도 나눔의 실천일 것이다. 좀더 확대하면 무소유의 실천이 된다. 왜 

그런가? 법정스님은 "나눔은 무소유의 실천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다. 담마도 나눌 수 없을까? 

 

이미우이 음악을 혼자 듣기 아까워 나누었다. 담마도 나누고 싶다. 어떻

게 가능할까? 금요모임에 나오면 된다. 담마를 함께 독송하고, 담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다. 문은 열려 있다. 매

달 둘째주와 넷째주 금요일 오후 7 시에 모임에 나오면 된다. 장소는 한

국빠알리성전협회이다. 장소는 삼송테크노밸리 B 동 348 호이다. 지하철 

3 호선 삼송역 근처에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줌모임을 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대면모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담마를 

독송하고 담마를 듣고 담마를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청정한 분위기가 더 

좋다. 부처님의 원음향기 가득한 서고의 저녁이다. 그러나 행운을 잡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니지 않는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니까야모임도 그렇다. 세상에 수많은 니까야

공부모임이 있지만 저자직강과 같은 모임은 없다. 삼장을 꿰뚫어 알고 

있는 전재성 선생의 설명을 듣는 것은 이시대 행운중의 행운이다. 전선

생은 번역에 바쁘지만 일부러 시간내서 소통하고 있다. 담마를 나누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눈밝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회

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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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대면에서 대면모임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속속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

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줌

모임이다. 

 

어제 사람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비대면에서 대면모임으로 전환되

는 것에 대한 안내 메세지를 말한다.  

 

11 월 1 일부로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인원제한도 

풀렸다. 이에 금요니까야공부모임도 대면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단체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개별문자를 보냈다. 또 단

톡방에 다음과 같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금요모임 관련 하여 알려 드립니다. 여러 분에게 의견 물어보았습니다. 

대면모임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줌과 병행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피일을 공유하면 해결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대면모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 가

는 것입니다. 줌모임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면모임이 이동시간 등 힘든 요인이 있지만 단지 화면으로만 접하는 것 

이상 의미기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이 아

닐까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느낄 수 없는 자애, 연민, 기쁨, 평정입니

다. 사무량심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전재성 박사님 설명을 듣는 것이 단순하게 지

식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지식전달이 목적이라면 학원강사와 

다를바 없을 겁니다. 비대면 수업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금요모

임은 수행적 측면도 강합니다. 숨소리, 표정, 눈빛 등을 통해서 소통하

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모임은 니까야 공부모임이기도 하지만 동

시에 수행모임이기도 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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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모임은 또한 도반모임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정

과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반은 인생의 반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화면모임에서도 도반관

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도반은 청정한 삶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화면모임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우리모임은 단순히 지식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수행모임도 되고 동시에 

도반모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때에 금요모임을 다시 대면모임으로 되

돌려 놓고자 했을 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어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

다. 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는 대면모임의 날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오감으

로 만나는 날입니다. 사무량심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수행모임이고, 도반모임이고, 우정의 모임입니다.  

 

참여에 모임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는 음성녹음하여 공유할 것입니다. 이번주 금요일(12 일) 오후 7 시 삼송

테크노밸리 B 동 348 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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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은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 5 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모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도 없었다. 이런 때 어느 모임이나 찾는 

것 중의 하나가 줌이다. 

 

사람들은 편리에 익숙해지면 머물고자 한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들 심리이다. 누워 있으면 어떨까?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난다고 말한다. 줌모임도 그렇다.  

 

줌모임은 이동 없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안방이나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장점이자 최대 매력이다.  

 

대면모임하면 이동해야 한다. 그것도 먼거리일 수 있다. 금요니까야공부

모임도 그렇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가 고양시 삼송역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북서쪽 끝자락 너머에 있어서기 분당이나 안양, 부천 등 

수도권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못잡아도 두 시간 생각해야 한다. 

 

비대면 줌모임은 화면모임이다. 화면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같

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학교는 문을 닫고 비대면 수

업했다. 위드코로나가 되자 일제히 등교하여 대면수업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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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났음에도 학교가 비대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 가는 것은 홀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관계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이

다. 이런 관계속에서 정이 생겨난다. 우정이다. 

  

 
 

우정이라 하여 친구간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승과도 우정의 관

계가 된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부처님이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아”(S3.18)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사

람은 모두 도반임을 말한다. 그런 도반은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진리의 길에 함께 가는 자가 있으면 힘이 될 것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에

게 도반은 삶의 절반과도 같다고 했다. 이에 부처님은 "아니다, 아니

다."라며 아난다를 나무라며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전

부에 해당한다.”(S3.18)라고 말했다. 

 

도반은 같은 또래 친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사

람은 모두 도반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 도반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도 

같다고 했다. 해탈과 열반의 길에 함께 가는 사람은 모두 도반이다. 이

렇게 본다면 스승도 당연히 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

에게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아”(S3.18)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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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니까야모임은 단순히 지식이나 전달하는 모임이 아니다. 돈을 받고 

수업하는 학원이 아니다. 수강료를 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받을 권

리가 있을 것이다. 돈을 받은 선생은 학생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학

생을 찾아 다닐 것이다. 선생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발적 모임에서는 선생이 학생을 찾아가

는 개념이 아니다. 반대로 학생이 스승을 찾아 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선생은 학생을 찾아 가는 사람이고, 스승은 학생이 찾

아오는 사람이다."라고. 

 

도의 길에서는 선생보다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가서 배움을 청하

는 것이다. 이것이 스승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니까야모임도 이와 다르

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서 배우고 토론하

고 우정을 쌓는 것이다. 듣는 자나 설명하는 자나 토론하는 자나 모두 

진리의 길을 가는 도반이다.  

 

화면만 바라보면 우정이 성립될 수 없다. 대면 접촉해야 우정이 생겨 난

다. 해탈과 열반이라는 한길을 가는 도반으로서 우정을 말한다. 이는 다

름아닌 자애의 마음이다. 그래서일까 금요모임에서는 마무리로 자애경을 

독송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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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친구 사귀는 것과 같다. 페

이스북에 친구가 수천명 되도 화면속의 사람일 뿐이다. 화면속에서 우정

이 생겨날 수 없다. 공감은 하겠지만 공감을 우정으로 볼 수 없다. 대면

해 보아야 정을 느낀다. 그것도 여러차례 만나야 한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 진리의 길에 정은 우정이다. 불교는 자애를 강

조하는 우정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분명한 사실은 화면속에서 우정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면모

임을 해야 우정이 생긴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비대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움직

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대면모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모임도 생멸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제행무상이다. 금요니까

얌모임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

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교재 '

생활속의 명상생활'진도가 다 나갔을 때 모임도 끝난다는 것이다. 현재 

법수가 다섯이므로 몇 년 더 갈 것 같다. 그러나 모이지 않으면 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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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전에 끝날 수 있다. 

 

이번주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주이다. 과연 몇 명이나 나올

까? 사람이 모이지 않아 모임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다. 정법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어 사라지고 만다. 모임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임은 2017 년 2 월 이후 5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과연 금요니까야 독송모임은 계속될까? 

 

2021-11-08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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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리성자 페터 노이야르 영상을 보고 

  

  

세상에는 학위가 없어도 학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이지만 학자보다 더 학자다운 사람이 있고, 보통사람이지만 스님보

다 더 스님다운 수행자가 있다. 페터 노이야르도 그런 사람중의 하나일 

것이다. 

 

도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다. 페터 선생에 대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다. 

어제 저녁에 보았다. 총 55 분 분량으로 KBS 에서 촬영된 것이다. 시기를 

보니 2000 년 1 월 23 일에 방영되었다. 요즘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여 무

려 21 년만에 방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상 제목은 ‘무소유 삶 거리 수행자 페터 노이야

르’(https://www.youtube.com/watch?v=35m5m2-MK8k )이다. 그때 당시 

‘KBS 스페셜’로 특별제작된 프로이다. 그런데 유튜브에 공개된지 3 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반이 우연히 발견하여 

공유한 것이다. 

 

페터 노이야르,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

지만 ‘거지성자’라는 책을 접해서 알고 있고, 또한 책의 저자 전재성 

선생이 말한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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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노이야르에게 붙여 주는 수식어가 있다. 그것은 ‘거지성자’이다. 

왜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 거지처럼 살지만 거지같지 않은 거지같

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지처럼 보이고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청정한 삶을 

사는 모습이 성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전재성 선생은 금요니까야 모임에서 페터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려 

주었다. 1980 년대 가난한 유학생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이라고 했다. 거

지 형상의 사람을 발견했는데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

나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통달한 듯한 모습에 끌렸다고 한다. 이후 가

난하고 고독한 유학생은 틈만 나면 거지성자와 어울렸다고 한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페터 노이야르가 한국방문 한 것부터 시작된다. 전

재성 선생과 대화하며 길을 걷는 장면이 있는데 21 년 전의 일이다.  

  

 
  

영상을 보면 전재성 선생의 21 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그

때 당시 40 대 후반으로 머리는 흑발이고 비교적 젊은 모습이다. 지금은 

백발에 도인의 모습이다. 불과 20 년 만에 이런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영상에서는 송광사 학인스님들과 대담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무려 4시

간 토론이 있었다고 전한다. 아마 스님들이 거지성자에 대해 관심이 컸

던 것 같다. 출가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성자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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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스님이 물었다. 그 스님은 “이 공부는 스승없이 혼자 할 수 없는 

공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까?”라

고 물었다. 이에 페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살아 있는 스승이 있었다면 그를 모범으로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

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스승이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고 ‘가르침이 바로 스승이

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페터 선생은 나이기 40 세 가량 되었을 때 출가하고자 했

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스승을 만났

지만 스승다운 스승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로 했다고 한다. 쾰른 대학교에서 노숙하며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다. 그래서 학인 스님들에게 경전이 스승이라고 말한 것이다.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을 보면 부처님이 최후로 당부한 말씀

이 있다. 부처님은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뒤에 내가 가르치고 제정

한 가르침(Dhamma)과 계율(Vinaya)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 가르침이 스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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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있으면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한다. 믿고 의지할 만한 스

승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놀랍게도 맛지마니까야 ‘논파할 수 없

는 거르침에 대한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장자들이여, 그대들이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다면, 

이러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M60) 

  

부처님은 믿고 의지할만한 스승이 없을 때 가르침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

다. 이에 대하여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했다. 어떤 논리로도 부

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날 부처님 원음이라고 하여 전해져 오

는 빠알리 니까야가 스승이 없는 시대에서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페터 노이야르는 스승없이 공부했다. 쾰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불교경

전이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이미 백년 전

에 니까야가 독역되었다는 사실이다.  

 

맛지마니까야의 경우 1896 년 독일에서 칼 오이겐 노이만에 의해서 독역

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백년이 빠른 것이다. 그래서일까 독일의 문

호 헤르만 헤세는 맛지마니까야 '마음의 황무지의 경(M16)'에 나오는 병

아리 부화 비유를 읽고서 이를 모티브로 하여 소설 ‘데미안’을 썼다고 

한다. 이는 소설에서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

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구절에 해당된다. 

 

페터 선생은 불경 등 동서양 고전을 스승으로 삼아 혼자 공부했다. 쾰른 

대학교 숲속에서 노숙하며 음식은 얻어먹고 옷은 주은 것을 기워 입었

다. 부처님이 산 것처럼 똑같이 산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지처럼 

보이고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행위를 보면 성자처럼 보였던 것이다. 

 

페터 노이야르를 거지성자 또는 거리성자라고 한다. 대체 거지와 성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초기경전에 답이 있다. 이는 걸인(乞人)과 걸사(乞士)

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차이일까? 상윳따니까야에 따르면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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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 청정하게 삶을 살며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자

가 그야말로 걸식 수행승이네.”(S7.20)라고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청

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ā)이다.  

 

청정한 삶은 바라문 사주기에서 범행기가 연장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불교수행자들은 출가하면 범행기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이를 

순결한 삶 또는 고귀한 삶이라고 말한다. 탁발에 의존하는 등 사대필수

품에 의존하는 청정한 삶을 말한다. 

  

페터 노이야르도 부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숲에서 살고 걸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영상에서는 무소유의 삶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

고 있다. 

  

 
 



231 

 

 
 

 
  

무소유 삶에 대하여 거지상자 책에서는 “집없이 돈없이 여자없이” 산

다고 했다. 페터 선생은 쾰른 대학교 숲속에 그렇게 살았다. 여기에 더

하여 음식을 얻어먹는 등 부처님 당시 수행자처럼 산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거의 완전한 무소유의 실천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유학생들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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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거지성자 또는 거리성자로 불

렸을 것이다. 

 

페터 노이야르가 성자가 된 것은 성자가 되고 싶다고 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다. 그것은 지행합일과 

관련이 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유튜브영상에서 페터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것은 

책에서 찾아 그 연관성을 찾는다. 단순히 지위나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삶의 연관을 깊이 통찰해 내 

삶의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 

  

 
  

페터 선생은 쾰른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일과를 보냈다. 아침 9 시 문을 

열 때 들어 가서 저녁 9 시 문을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지낸 것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마땅한 스승이 없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이 스승이 된 

것이다.  

  

페터 선생은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위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

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식을 통하여 삶의 해법을 찾고자 공부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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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닌 가르침의 실천이다. 부처님

이 말씀하신 청정한 삶, 브라흐마짜리야를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청정한 삶은 무소유로 실천된다. 그래서 페터 노이야르는 철저하게 무소

유적 삶을 살았다. 집없이, 돈없이, 여자없이 사는 것은 기본이다. 쾰른

대학교 숲속에서 노숙을 하는데 영상을 보면 한겨울에도 노지에서 자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부처님의 고행을 연상케 한다. 

  

 
  

맛지마니까야에 ‘사자후에 대한 큰 경’(M12)이 있다. 경에서는 부처님

이 정각을 이루기 전 6 년 동안 고행에 대한 회상이 있다. 부처님은 경에

서 “나의 고통스런 삶은 이와 같았다.”라며 말했다. 어느 정도였을까?  

  

부처님의 수많은 고행 중에서 숲에서 잔 것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나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

다.”라고 했다. 어떤 두려움일까?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자든지 아직 

탐욕을 제거하지 못한 자로서 이 우거진 숲에 들어오면 거의 모두가 몸

에 털이 곤두선다.”(M12.33)라고 했다. 

  

숲에서 잔다는 것은 목숨을 내 놓고 자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겨울철 

추울 때도 숲의 노지에서 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한겨울 차

가운 밤에 서리가 내리는 팔 일간이 찾아오면, 나는 노지에서 밤을 지새

우고 숲에서 낮을 보냈다.”(M12.34)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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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노이야르는 부처님을 닮고자 했던 것 같다.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

이 없을 때 니까야에 실려 있는 부처님의 삶을 스승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추운 독일의 겨울날씨에서도 쾰른대학교 숲속에서 잠을 

잔 것이다. 

  

작년의 일이다. 금요모임 멤버들 식사모임이 있었다. 그때 전재성 선생

은 페터 선생과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다. 무려 20 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인터넷 시대에 어떤 연유로 해서 편지와 사진을 받은 것이다.  

  

 
  

사진을 보니 마치 페터 선생은 성자처럼 보였다. 그 사이에 머리는 백발

로 변했다. 얼굴은 맑고 평온해 보여서 도인처럼 보였다. 손으로 쓴 편

지를 보니 한글자 한글자 정과 성을 다해서 쓴 것 같다. 이후로도 전재

성 선생은 페터 선생의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거지성자 책이 나온 것은 1999 년이다. 페터 선생에 대한 KBS 스페셜이 

방송된 것은 21 년전의 일이다.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페터 선생은 동구권을 여행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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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노이야르는 한국에서 거지성자 또는 거리성자로 알려져 있다. 책도 

나오고 방송도 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삶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에 전재성 선생은 거지성자 후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일 때

문에 바빠서 그 동안 소홀 했는데 페터 선생도 만나고 시간이 된다면 후

편도 쓰고 싶다고 했다. 

  

무소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페터 선생처럼 살면 거의 완전한 무

소유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출가 수행자들도 완전한 무

소유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청정한 삶은 무소유로 완성된다. 집없이, 돈없이, 여자없이 살면 무소유

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가수행자라면 탁발에 의존하는 삶이 

무소유적 삶의 실천이 요구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면 청정한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일을 다 마쳤으

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S22.59)라고 했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

졌을 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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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삶은 범행기가 연장된 것이다. 청정한 삶은 순결한 삶, 고귀한 

삶이다. 누구나 고귀한 삶을 살면 고귀한 자가 된다. 그 첫번째 조건은 

무소유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에서 살았고, 걸식에 의존했고, 분소의를 기워서 입었다. 페터 노이야

르는 청정한 삶을 실현해 보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성자의 모

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2021-11-10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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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올해 처음 대면 모임 가졌는데 

 

11 월 12 일 금요모임 있는 날이다. 오후 7 시에 모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찍 길을 나섰다. 6 시 도착을 목표로 했다. 한시간 일찍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청소하는 것이다. 마치 도량청소하듯이 서고를 청소하고

자 했다. 

 

오후 4 시 반 이전에 출발했다. 막힐 것을 각오했다. 1 시간 30 분 걸릴 

것으로 보았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부천을 지날 때 상습적으로 

막힌다. 이번에는 다리를 건너서도 막혔다. 두 번 막히다 보니 두 시간 

걸렸다. 

 

KPTS,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 도착하니 6 시 반이 되었다. 늦었지만 청소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할 것이 없다. 이미 지난 월요일 홍광순 선생이 다 

해 놓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비울 것도 없었다. 그 대신 차를 준비했다. 

도착할 사람들에게 줄 보이차를 말한다. 서고에는 늘 차가 준비되어 있

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도 준비해 갔다. 빵집에서 달지 않은 것으로 준비했다. 저녁밥을 



238 

 

먹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허기를 때울 수 있을 정도

만 준비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여유가 있어서 전재성 선생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시 화제는 대면과 비대면 모임이 되었다. 비대면 줌모임이 

편하기는 하지만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된 의견이었

다.  

 

모이기가 쉽지 않다. 큰 마음을 내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기 쉽다. 그러

나 모임은 두 명만 모여도 성립된다. 전재성 선생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임에도 대면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다. 가장 적게 

모였을 때 두 명이라고 했다.  

 

많이 모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숫자 보

다 열의가 더 중요하다. 두 명 모였다고 하더라도 열의만 있다면 그것으

로 족한 것이다. 전재성 선생도 학창시절 함석헌 선생 공부모임에 참여

했었는데 나중에 자신과 또 한명만 남게 되어서 두 명 모임이 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모임은 두 명만 모여도 하는 것이다. 숫자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모

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니까

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그 수행승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좋으며, 쫓

겨날지라도 그 사람을 떠나서는 안 된다.” (M17) 

 

공부가 잘 되는 수행처가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

령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여러 모임이 있다. 최상의 모임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신을 향상시키

고 성장시키는 모임일 것이다.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최상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그 모임 가운데 장로수행승



239 

 

이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읨을 선

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

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그의 후계자도 자

각적으로 본 것을 따라 한다. 그들도 사치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탈선

을 멍에로 꺼리고 멀리 여읨을 선호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

심히 정진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최상의 모임이 한다.”(A3.93) 

 

최상의 모임은 다름 아닌 ‘정진의 모임’이다. 정진하는 모임에서는 잘 

하는 사람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서 그와 같이 따라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따라 

하며 그와 같이 되려 하는 것이다. 현자를 섬겨야 하는 이유에 해당된

다. 

 

대면 모임에 모두 일곱 명 모였다. 올 만한 사람들은 온 것이다. 일정이 

겹쳐서 못 온 사람들은 다음 번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늘 그랬다.  

 

두 명만 모여도 모임은 시작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경문과 삼귀의, 오

계를 합송하고 십분동안 입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당일 읽어야 할 경

을 합송하고, 설명을 듣고, 상호토론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금요모임에서는 네 개 경을 합송했다. 짤막한 경 세 개와 긴 경 한 

개를 합송했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앙굿따라니까야 여섯 번째 법수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반절을 넘은 것이다.  

 

법수로 이루어져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최대 법수는 열한 개이다. 부

처님이 설법할 때 열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식이다. 법수가 여섯

이라면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이제 여섯 법수에 진입했으니 

반은 넘었다. 열한 법수까지 다 마치려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마 2-3

년은 갈 것 같다. 

 

첫번째 합송한 것은 정어에 대한 것이다. 팔정도에 나오는 정어를 말한

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며대는 말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정어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악처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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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

대는 말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재난이 있다.”(A5.214) 

 

이와 같은 정형구는 니까야에서 수없이 볼 수 있다. 특히 십악행에서 볼 

수 있다. 십악행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

을 말한다.  

 

니까야에 따르면 십악행을 저지르면 모두 악처에 날 것이라고 했다. 이

는 무엇을 말하는가? 십악행을 하면 모두 동등한 과보를 받을 것임을 말

한다. 살인을 한 자나 거짓말을 한 자나 과보에 있어서는 같음을 말한

다. 

 

전재성 선생은 정어가 안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치인을 들었다. 거

짓말을 밥먹듯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중상모략도 

잘한다. 때로 욕설도 하고 입에 발린 말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어를 

어기는 정치인들은 모두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

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된 자는 누구일까? 깨달은 

자들이다. 

 

깨달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들은 진실만을 말한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후에 45 년 동안 설법했다. 이를 팔만사천법문이라

고 한다. 책으로 한수레나 되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니까야 번역을 

읽어 보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45 년 동안 장광설을 쏟아 내었다. 그러나 모두 진실된 말이다. 

깨달은 자는 진리만을 설하기 때문에 팔만사천법문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깨닫지 못한 자의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가 제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진

실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진실되지 못한 자의 말이 되기 쉽다. 

하물며 정치인의 말은 어떨까? 또 일반사람들 말은 어떨까? 탐, 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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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어에 어긋나는 말이기 쉽다. 

 

말 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는 말이 있다. 깨닫지 못한 자가 말을 뱉

어 냈을 때 말 할 때마다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귀한 침묵

을 말씀하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잡담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고귀한 침묵은 명상주제를 잡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 두 번째 

선정에는 들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두 번째 선정에서는 위딱까(사

유)와 위짜라(숙고)라는 언어적 형상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

룩한 침묵이 된다. 그러나 담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 심

지어 부처님은 밤새도록 토론해도 좋다고 했다. 왜 그런가? 가르침(담

마)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저물어 간다. 한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대면모임이 열렸다. 

올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처음 대면모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담마에 

대한 모임이다. 

 

비대면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나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비대면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에 처음 오신 김선량 선생이 자리를 빛내 주셨다. 비대면으로

만 참석하다가 처음 대면 모임에 나온 것이다. 그것도 저 멀리 경기도 

양주 퇴계원에서 왔다. 수행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훤하다. 수행자의 면

모를 보여주는 것 같다. 

  

대면 모임에 참석하려면 시간과 비용과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정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정이다. 화면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것이다. 

 

금요니까야 모임에 대하여 책을 낸 적이 있다. 제목을 ‘원음향기 가득

한 서고의 저녁’이라고 했다. 니까야를 합송하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다 

보면 향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 본 것이다.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면 뿌듯한 느낌이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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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왜 공부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가?  

  

  

11 월 금요니까야 첫번째 모임에서는 다섯 개 경을 합송했다. 이 중 네 

개는 짤막한 것이다. 정어, 참을성, 친절,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들 네 가지 주제는 모두 삶에 도움되는 것이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까?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애써 책

을 읽거나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대부분 감각을 즐기는 삶을 살아 간다. 시각적으

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즐기는 삶이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술집에서 기름진 음식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

추다 보면 새벽이 된다. 그러나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Dhp.60)라는 법구경 가르침이 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 향락을 즐기는 자에게 밤은 빨리 지나간

다. 밤의 길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명상수행에 돌입하여 밤

을 지새우며 정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해설하는 자, 그에게 가까이 

설법을 듣는 자, 머리 등에 통증이 있는 자, 손발 등에 고통을 겪는 자, 

밤을 지새우는 여행자는 그 길이를 알 수 없다.”(DhpA.II.12)라고 했

다. 

  

삶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가르침 

  

첫번째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 많은 자(bahubhāṇī)’를 경계하

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부처님의 정어(正語)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

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지거리를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A5.214)이라고 했다. 불교인이라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천수경 십악참회에서도 강조되는 사항이다.  

  

천수경에서는 정어 네 가지에 대하여 망어중죄금일참회, 양설중죄금일참

회, 악구중죄금일참회, 기어중죄금일참회라고 했다. 왜 참회해야 하는

가? 참회하지 않으면 악처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몸이 파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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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곳,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다.”(A5.214)라고 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 아직도 아무도 지옥에 떨어졌

다가 돌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막행막식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살아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내가 없기 때문

에 죽음 이후에 어디에 태어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

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설령 내세와 윤회가 있어서 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다면 역시 죽음 이후

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참을성(khanti)’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부처님은 참을성이 없는 자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호감을 사지 못하고, 흉포하고, 후회

가 있는 사람”(A5.216)이라고 했다. 이 네 가지는 악처에 떨어지는 원

인이 된다고 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이해력 부족’을 들었다. 참을성을 뜻하는 빠알리어 칸띠는 일반적으

로 인내로 번역된다.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이해력 없으면 가

능하지 않음을 말한다.  

  

상대방이 화 냈을 때 이를 참지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전투구(泥

田鬪狗)가 될 것이다. 이는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사람, 가르침을 접해

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될 것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분노

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

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네.”(S7.2)라고 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친절(pāsādika)'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을 비난하고, 

양식있는 자들이 알고 비난하고, 악한 명성이 드날리고, 미혹하게 죽는 

것”(A5.217)에 대하여 친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친절로 번역된 빠사디까는 ‘pleasing; lovely; amiable’의 뜻이다. 초

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를 ‘청정한 믿음’으로 번역했다. 한국빠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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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회에서는 왜 친절로 번역했을까? 아마 그것은 비난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비난이 있으면 칭송이 있기 마련이다. 비난과 칭송은 세속의 삶에서 항

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출세간에서는 초연해야 한다. 어떤 비난과 칭송

에도 큰바위산처럼 흔들림 없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칭찬

과 비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는 자애명상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 친

절하라’는 말과 같다. 이는 다름 아닌 자애의 마음이다.  

  

자애에 대한 영어 번역은 ‘lovingkindness’이다. 자애를 사랑과 친절

의 복합어로 본 것이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내었을 때 비

난하거나 악한 명성을 얻거나 미혹하게 살다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번째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버림(pahāya)’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이는 거룩한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번역에서 거룩한 경지는 아라한을 뜻한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에 대하여 “거처에 대

한 간탐을 추구하고, 가정에 대한 간탐을 추구하고, 소득에 대한 간탐을 

추구하고, 칭찬에 대한 간탐을 추구하고 가르침에 대한 간탐을 추구하는 

것”(A5.269)을 버려야 함을 말한다. 

  

다섯 가지 간탐이 있는데 

  

경에서 간탐(慳貪)은 맛차리야(macchariya)를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인색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에게 왜 간탐으로 

번역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맛차리야에 대하여 

단지 인색으로만 번역하면 아끼는 것만 강조된다고 했다. 맛차리야는 아

끼는 것과 함께 탐욕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끼는 것

과 탐욕의 뜻을 가진 간탐으로 번역했다고 설명해 주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맛차리야에 대하여 인색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거처에 인색함, 신도에 인색함,..”등으로 번역했다. 분명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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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맛차리야는 

탐욕을 뿌리로 하는 불선법으로 설명되어 있다. 

  

경에서 다섯 가지 맛차리야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를 다섯 가지 간탐, 

오간(五慳: pañca macchariyani)이라고 한다.  

  

1) 거처에 대한 간탐이다. 이를 주처간(柱處慳)이라고 한다. 이는 “손

님이 왔어도 승단의 주거가 있어도 거기에 머무는 것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2) 가정에 대한 간탐이다. 이를 가간(家慳)간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

에게 봉사하는 가문에 다른 수행승이 그 가문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에 대한 간탐이다. 이를 이득간(利得慳)이라고 한다. 이는 “소

득이 있더라도 물건을 아껴서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칭찬에 대한 간탐이다. 이를 칭찬간(稱讚慳)이라고 한다. 이는 “몸

과 덕성에 대한 칭찬을 아껴서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가르침에 대한 간탐이다. 이를 법간(法慳)이라고 한다. 이는 “성전

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 자는 가르침을 배워 나를 정복할 것이다.’라

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오간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본 개정판에 실려 있는 각주를 참

고한 것이다. 금요모임 교재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말한다. 그런데 

오간(五慳)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 ‘간탐의 추구에 대한 경’(A5.254)

에 실려 있음을 확인했다. 

  

가르침에 대한 간탐(dhammamacchariya) 

  

11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 모임에서는 네 가지 삶에 도움이 되는 경을 합

송했다. 그것은 ‘말 많은 자(bahubhāṇī)’를 경계하는 가르침, ‘참을

성(khanti)’에 대한 가르침, 친절(pāsādika)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

지막으로‘버림(pahāya)’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누구나 아

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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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버림에 대한 가르침은 간탐에 대한 가르침이다. 

어떻게 해야 간탐을 없앨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최악상

황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자의 최악명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난일 것이다. 행복한 자의 최악

명상은 무엇일까? 불행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최악의 명상을 하면 어

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명상은 간탐이 있는 자에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인색과 탐욕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맛차리야숫

따(A5.254)에서 다섯 가지 간탐을 보면 알 수 있다. 간탐에는 거처, 가

정, 소득, 칭찬, 가르침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칭찬도 간탐이고 가르침도 간탐이라고 말한 것은 놀랍다. 특히 가르침에 

대한 간탐에 대하여 “이 자는 가르침을 배워 나를 정복할 것이다.”라

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상태를 

말한다. 어느 스승이든지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란다. 이를 청출

어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

다.”라는 뜻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럼에도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 가르침을 베풀기를 

두려워한다면 이를 ‘가르침에 대한 간탐(dhammamacchariya)’이라고 해

야 할 것이다.  

  

인색하고 탐욕이 있는 간탐자는 질투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

다. 간탐이 있는 자는 가르침에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칭찬에도 인색하

다. 이런 자는 대개 시기와 질투가 함께 한다.  

  

간탐과 질투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간탐 있는 곳에 질투가 있

고, 질투 있는 곳에 간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멤 틴 몬의 붓다아비

담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질투와는 반대로 인색은 주관적이다. 질투와 인색은 질투하지 말고 인

색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없으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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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마음에서 질투와 인색을 몰아내면 즉시 행복한 느낌이 될 것

이다.”(멤 틴 몬, 붓다아비담마 119 쪽) 

  

  

간탐은 주관적이라고 했다. 이에 반하여 질투는 객관적이 될 것이다. 이

때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을 시기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

서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남에게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자는 질

투심이 많은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투와 간탐은 남이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향상심(向上心) 때문에  

  

매달 두 번 니까야모임이 열린다. 매달 두 번째와 네번째 금요일은 금요

니까야모임 가는 날이다. 멀리 시간과 비용과 정력을 들여서 가는 이유

는 무엇인가? 그것은 향상심(向上心) 때문이다. 지금 보다 좀더 나은 상

태로 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이다. 

  

 
  

수행이라고 하여 좌선이나 행선하는 것 만을 말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사쌍팔배의 성자

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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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에 나가는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

전에 실려 있는 문구를 접함에 따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정어(正語)

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새긴다. 그러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을 접할 때도 있다. 특히 간탐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다. 

  

담마는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가르침에 왕도는 없다. 하나하나 

쌓여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먼 길을 왔음을 알게 된다. 금요니까야 모임

도 그럴 것이다. 모임에 나오면 가르침을 권유받는 것과 같다. 자신의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 번 모임에서 어떤 가르침을 접할

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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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담 넘쳐나는 서고(書庫)의 밤 

  

  

심해에 생명체가 있다. 한결같이 괴이하게 생겼다. 머리가 지나치게 큰 

것이 많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지나치게 비대해서 괴물을 보는 것 같

다. 어떤 것은 입이 지나치게 커서 아귀라고 한다. 몸은 흐물흐물하고 

투명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발광하는 것도 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심

해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하고 기이한 생명체로 가득하다. 

  

심해생명체의 특징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의 압력으로 인하

여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다가 커다란 입으로 먹이를 흡입한다. 이들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살아 간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퇴보를 말한다. 

  

화식조가 있다. 뉴기니와 호주에 서식하는 땅에서 사는 새를 말한다. 날

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왜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 열매 등 주어먹을 

먹이가 풍부한 이유가 있다. 천적이 없는 이유도 있다. 이런 이유로 날

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는 새가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있다. TV 에서는 종종 기인을 보여준다. 대부분 고

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위를 하거나 비상식인 행위를 하면 금방 드러나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TV 기인열전에 나오는 것이

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이유가 크

다고 본다. 

  

스님중에도 기인이 있다. 이를 괴각승이라고 한다. 행위가 바르지 못한 

모난 스님을 일컫는 말이다. 깨달은 도인에게도 괴각승이라는 칭호를 붙

여 주기도 한다. 대체로 걸림 없는 삶을 살아 가는 스님을 말한다. 어쩌

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상사람들과 떨어져 나홀로 살 때 기인이 될 수 있다. 마치 심해의 생

명체처럼 아무 움직임 없이 살아 갈 때 기이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마치 

화식조처럼 안주했을 때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는 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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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종로에 갔었다. 거리에 어떤 노인은 홀로 앉아 있었다. 입으로는 

무언가 계속 말을 뇌까리고 있다. 얼굴 모습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의 모

습이 아니다. 눈의 초점은 멍하다. 생긴모습도 기이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 같다. 아마도 오랫동안홀로 산 것 같다.  

  

사이버공간에서도 홀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열심히 글을 

올린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일반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타인들과 교류없이 나홀로 인

터넷 공간에서 외치다 보니 세상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되었다. 마치 심해의 괴생명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줌모임이 일반화되었다. 누구나 편리하게 자신의 

방에서 접속만 하면 세상사람들과 연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세상사람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나홀로 사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 

  

나홀로 사는 삶은 대단히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홀로 사는 삶

에서 탈출해야 한다. 노인이 나홀로 산다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눈만 뜨면,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거리로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월 들어서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줌모임이 속속 대면모임

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화면모임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대면모임에

서는 화면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11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모임이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에서 열렸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대면 모임이다. 대면모임은 화면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는 홀로 공부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

을 섭렵했다. 그는 많이 아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그가 홀로 살아 가는 

한 기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홀로 살다 보면 자극이 없다. 거의 움직임 없이 가만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변으로부터 끊

임없는 자극을 받는 생명체와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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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존에 위험에 대하여 방어하는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접촉에서 오는 경험에 의하여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책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에 대한 것이다. 가르침에도 생존의 지혜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인 상태로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세상만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우물 밖에는 넓고 큰 세상이 있

다.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벗어난 세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

이다. 가르침을 접하면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별볼일 없

는 것인지 알게 된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도 크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널리 배

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고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혹을 제거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Stn.58)라

고 했다. 혼자 길을 가되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도반들과 함께 가라는 

말이다. 

  

결국 홀로 가는 길이다. 홀로 가지만 고립되어서 홀로 가는 것은 아니

다. 현명한 친구가 있으면 사귀어야 한다. 그래서 축복경에서는 “인내

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

야말로 더 없은 축복입니다.”(Stn.265)라고 했다. 수행자들이 서로 모

여서 담마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최상의 축복중의 하나임을 말한다.  

  

부처님은 담마에 대하여 토론하라고 했다. 가르침(Dhamma)에 대하여 밤

샘 토론해도 좋다고 했다. 홀로 고립되어 독각승처럼, 괴각승처럼 살지 

말라고 했다. 니까야에서는 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한 찬탄의 게송이 있

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세상과 단절되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탁발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면모임을 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줌모임에서는 화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

지만 대면 모임을 하게되면 숨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감으로 접

촉하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정이다. 어떤 정인가? 그것은 우정(友

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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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친구나 동료들간의 우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스승과도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부

처님은 상윳따니까야 ‘좋은 친구의 경(Kalyāṇamittasutta)’(S3.18)에

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아난다여, 왜냐하면 세존을 좋

은 벗으로 삼아, 태어나야 하는 존재가 태어남에서 벗어나고 늙어야 하

는 존재가 늙음에서 벗어나며 병들어야 하는 존재가 병듦에서 벗어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죽음에서 벗어나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빠져야 하는 존재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아난

다여, 이와 같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이 청정

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S3.18) 

  

  

여기서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부처님을 

친구로 삼으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은 “Mamañhi, ānanda, 

kalyāṇamittaṃ”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아난다여, 나를 벗으로 삼

아”가 된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라고 

번역했다. 

  

부처님은 자신을 친구로 삼으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스승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스승은 항상 스승이고 제자는 항상 제자가 

아님을 말한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를 청출어람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담마딘다장로 이야

기’(Vism.20.111-113)가 좋은 예이다. 먼저 아라한이 된 제자가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은 스승을 제도한다는 일화를 말한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도반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

은 “청정한 삶의 전부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본

다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진리의 길로 가는데 있어서 매우 빠른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홀로 살면 고립되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접한다. 세상이 싫다고 하여 심산유곡에 나홀로 신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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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들도 해당될 것이다. 오로지 화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해당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교류가 없이 홀로 살다 면 기인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마치 심해에서 움직임 없이 살아가는 기괴한 모양의 심

해생명체와 같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화식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또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코로나 확진자가 4천명을 기록하는 시기에도 

어김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모임이 2017 년 2 월 이후 지금까지 모임이 

유지되어 왔다. 

  

도현스님이 오셨다. 도현스님이 와야 모임에 활력이 솟는 것 같다. 장계

영선생과 함께 왔다. 장계영선생이 모시고 온 것이다. 올해 처음 들어 

직접 대면했다. 줌에서 화면으로 보긴 보았지만 직접 대면해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오랜만에 친지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도반들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좋은 친구(kalyāṇamitta), 좋은 동료(kalyāṇasahāya), 좋은 도반

(kalyāṇasampavaṅka)”이라고 했다. 여기에 담마를 설명하는 자도 포함

되고 출가한 스님도 포함된다. 당연히 부처님도 포함된다. 그래서 부처

님은 “세존을 좋은 벗으로 삼아”라고 말했나 보다. 어제 저녁은 오랜

만에 법담이 넘쳐나는 서고(書庫)의 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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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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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번뇌가 소멸된 자에게 다시 번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금요니까야모임 교재는 생활속의 명상수행이다. 법수별로 되어 있는 11

권의 방대한 앙굿따라니까야를 한권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다. 이는 편저

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을 모아 놓은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가 모두 11 개이다. 이번 11 월 금요모임 부터는 

여섯 번째 법수로 진입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모두 여섯 

가지 법을 설하신 것으로 보면 된다. 이번 11 월 두번째 금요모임에서 모

두 세 개의 경을 합송했다.  

  

여읨의 경(A6.13)에서 

  

첫번째로 합송한 경은 ‘여읨의 의미와 여읨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여읨의 경’(A6.13)에 해당된

다.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에는 ‘자애의 경’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경의 제목이 다른 것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보았다. 

  

빠알리사전을 찾아보니 ‘Nissāraṇīyasutta’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닛

사라나(nissaraṇa)는 ‘going out’의 뜻이다. 한자어로는 ‘출리(出

離)’라고 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여읨’으로 번역했다. 그

럼에도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자애경(Metta sutta)’으로 제목을 붙였

다.  

  

모두 여섯 가지 여읨이 있다. 법수가 여섯 이므로 당연히 여섯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무량심 네 가지에다 인상의 여읨과 자만의 여읨이 

추가되어서 여섯 가지 여읨이 있음을 말한다. 

  

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번뇌가 소멸

된 자에게 다시 번뇌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이는 번뇌

가 소멸된 자에게는 다시는 번뇌가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여

섯 가지 법수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netaṃ ṭhānaṃ vijjati)”라고 강조되어 있다. 빠알리원문을 해석하면 “그 상

태로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다. 

  

깨달은 사람인지 알려면 



256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되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낮에 

한말 다르고 밤에 행위하는 것 다르다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

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에게 탐, 

진, 치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로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탐욕이다. 가장 드러나기 쉬운 것은 성냄이다. 

  

그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

다. 아라한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화를 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알려 주기 위한 ‘자비의 분노’일지라도 

화를 냈다면 마음속에 분노라는 오염원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

다. 

  

여섯 가지 여읨이 있는데 

  

경에서는 여섯 가지 여읨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아라한의 경지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자 

2) 연민의 마음에 의한 해탈자 

3) 기쁨의 마음에 의한 해탈자 

4) 평정의 마음에 의한 해탈자 

5) 인상을 여읜 마음에 의한 해탈자 

6) 자만을 여읜 마음에 의한 해탈자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자를 ‘멧따 쩻또위뭇띠(mettā cetovimutti)’

라고 한다. 한자어로는 자심해탈(慈心解脫)이다. 특징은 절대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가 나의 마음을 묶고 있

습니다.”(A6.13)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심해탈자가 아니다.  

  

자애의 마음을 닦은 자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분노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

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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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경에서는 “이미 훌륭하게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그의 

마음을 묶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A6.13)라고 했

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갈애, 무명, 여러 가지 사랑스런 것,  

아름다운 형상, 즐거운 느낌,  

마음에 드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토해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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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송에서는 토한 것을 다시 삼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똥이 되어서 나온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토한 음식을 또다시 먹을 수 없다. 번뇌도 그런 것이다. 자

애의 마음을 닦아 자애의 마음의 해탈을 이룬 자가 분노에 지배되었을 

때 이는 토한 음식을 다시 삼치는 것이 된다. 

  

경에서 여섯 가지 해탈에 대응되는 번뇌가 있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

과 같다. 

  

1) “분노를 여의는 것이 곧,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2) “폭력를 여의는 것이 곧, 연민의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3) “불쾌를 여의는 것이 곧, 기쁨의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4) “탐욕을 여의는 것이 곧, 평정의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5) “인상을 여의는 것이 곧, 인상을 여읜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6) “의혹과 불확실성의 가시를 여의는 것이 곧, ‘나’라는 자만의 부

숨입니다.” 

  

  

자애는 분노에 대응되고, 연민은 폭력에, 기쁨은 불쾌에, 평정은 탐욕과 

대응된다. 여기서 연민은 왜 폭력과 대응될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

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폭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장로가 축원할 

때 “행복하기를!”라며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불쾌를 여의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선

정에서 일어나는 기쁨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탐욕을 



258 

 

여의는 것이 평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

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업보

에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을 때 탐욕이 끼여

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항에서 ‘인상을 여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럴 때는 주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주석에 따르면 인상의 여읨

(animitta)은 ‘강한 통찰’을 의미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

욕 등의 인상과 물질 등의 인상과 영원 등의 인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

다. 이는 탐진치 삼독과 색수상행식 오온과 상락아의 인상이 없음을 말

한다. 그럼에도 이런 번뇌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토한 음식

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섯 번째 항을 보면, 의혹과 불확실성의 가시를 여의는 것이 자만이라

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내가 

있다’는 자만을 여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내가 있다(asmi)’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오온에 대한 것이다. 오온에 대하여 

“이것이말로 나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라한에게는 자만이 일어날 수 없다. 왜 그런가? 무아의 성자이기 때문

이다. 무아의 성자가 “내가 아라한인데.”라는 자만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내가 깨달았는데.”라며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기 쉽다. 이에 대하

여 경에서는 “그에게 의혹과 불확실성의 가시가 그의 마음을 묶고 있

다.”(A6.13)라고 말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아라한이 되었

음에도 의심의 화살이 마음에 침입하여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다. 

  

토한 음식은 다시 먹을 수 없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과 열반이다.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니까야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문이 있다. 그것은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S22.59)라는 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라고 했다. 키워

드는 염오(nibbinda), 이욕(virāgā), 해탈(vimutti)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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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싫어 하고 무엇을 염오해야 할까? 이는 경을 보면 명백하다. 경

에서는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서

도…”(S22.59)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온에서 싫어하여 떠

나라는 것이다. 이를 닙비다(厭惡)와 위라가(離慾)라고 한다 

  

수행을 하여 번뇌가 소멸되면 다시는 번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번뇌에 묶여 있다는 그는 그 번뇌를 소멸한 것이 아니다. 다시 시

작해야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뿌리에 대한 번뇌

가 뽑혔을 때 다시는 번뇌의 싹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를 아라

한이라고 한다.  

  

아라한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지 않는

다. 어떤 경우에라도 탐욕이 붙어 있지 않다. 무아의 성자에게 “내가 

아라한인데.”라는 견해도 생겨날 수 없다.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번뇌가 소멸된 자에게 다시 번뇌가 일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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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죽는 순간까지 호흡을 볼 수 있다면 

  

  

마라나눗사띠(maraṇānussati), 죽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

어로는 사수념(死隨念)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새김’으로 번역했다. 영어로는 ‘recollection of death’이다. 죽음명

상이라고 한다. 

  

11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모임에서 죽음명상에 대한 경의 합송이 있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새김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된 경

이다. 앙굿따라니까야 ‘죽음에 대한 새김의 경

1(Paṭhamamaraṇassatisutta)’(A6.19)이 이에 해당된다. 

  

나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면 

  

죽음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경에서는 죽음명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

명되어 있다. 모두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번째 방법을 보면 다음

과 같다. 

  

  

“내가 하루 밤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

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A6.19) 

  

  

하루 밤낮은 하루만 사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루 낮

만, 한끼 탁발음식 먹는 동안만, 네 다섯 모금을 씹어 삼치는 동안만, 

한 모금을 씹어 삼키는 동안만, 그리고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는 동안만

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올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이 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백년도 못

사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때 부처님은 오늘 

하루만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나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졌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차

피 죽을 목숨인데 맛있는 것을 먹는 등 마음껏 즐기다가 하루를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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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축생이라면 그렇게 할지 모른다. 도살장에 들어 가는 돼지가 그 

순간에도 발정이 난 것과 같은 것이다.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진다고. 

오늘 하루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진실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유

하고 있는 주식이 10% 올랐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천문학적 재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죽음을 앞둔 자는 진리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하루 밤낮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

을 기울이면, 나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A6.19)라고 했다. 이에 대

하여 전재성 선생은 “아침에 도를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아라한의 인생관 

  

공자가 한 말 중에 “조문도 석사가의(朝聞道 夕死可矣”라는 말이 있

다. 이 말은“아침에 도를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이다. 

진리를 이룬다면 하루를 사는 것이나 백년을 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는 아라한의 인생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래서 테라가

타에 이런 게송이 있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Thag.654) 

  

  

아라한의 삶은 월급생활자와 같은 것이다. 월급생활자가 월급 날자를 기

다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

하는가? 완전한 열반의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아라한은 자아개념이 부수어진 무아의 성자이다. 무아의 성자에게 죽음

은 시설되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말은 언어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 말이

다. 그래서 아라한은 죽음도 없고 삶도 없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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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

다.”라고 했을 것이다. 

  

게송에서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 (Kālañ ca paṭikaṅkhāmi)”라는 

구절에 대하여 어떤 번역에서는 “나는 죽을 때만을 기다린다.”라고 했

다. 여기서 때는 깔라(kalā)를 말한다. 영어로 ‘time’이다. 빠띠깔라

(pāṭikaṅkha)는 ‘to be desire’의 뜻이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는 말

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과 같다. 

  

아라한이 월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여 죽기만을 바

라는 것은 아니다. 아라한은 삶도 죽음도 개념에 지나지 않는 말이기 때

문에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아라한의 인생관이다. 그렇다면 아라한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이어지는 게송으로 알 수 있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하여,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Thag.655) 

  

  

이전 게송에서 단 한줄이 바뀌었을 뿐이다.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

이라는 말이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하여”라는 말로 바뀐 것

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라한은 항상 사띠와 삼빠자나를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죽음명상에서는 단 한 호흡기라도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라. 

(manasikareyyaṃ)”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죽는 순간에도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하라. (sampajāno patissato)”라는 말

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호흡을 볼 수 있다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이다. 완전한 열반을 위하여 담마를 배우고 

담마를 실천한다. 최종적으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죽음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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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가 다한 무아의 성자에게는 오늘 죽으나 백년 후에 죽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지어 한호흡기에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위빠사나 명상을 처음 접한 것은 2008 년도의 일이다. 그때 당시 논현동

에 있는 한국명상원에 다녔다. 묘원선생이 지도했다. 그때 이런 말을 들

었다.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아라한이 되면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아

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한다고 해서 사마시시(samasisi)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사마시시를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호흡을 들고 있

다. 죽는 순간까지 호흡을 지켜볼 수 있다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음

을 말한다. 이는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이라는 두 가지 사건

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말한다.  

  

죽는 순간까지도 호흡을 볼 수 있을까? 대부분 죽는 줄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세상에 떨어질지 모른다. 눈을 깨 보면 

천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

지도 호흡을 지켜본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전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

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수 없다.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가 

  

부처님 제자 중에 고디까 존자가 있었다. 고디까 존자는 퇴전과 불퇴전

을 거듭했다. 고디까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여 일시적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그러나 퇴전 되었다. 무려 여섯 번이나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했다.  

  

고디까 존자는 일곱번째 일시적인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그때 

고디까 존자는 “나는 차라리 칼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떨까?”라며 생

각했다. 또다시 퇴전하느니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을 때 

자결하고자 한 것이다. 

  

고디까 존자는 칼로 자결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

과 함께 고디까 존자가 자결한 이시길리 산으로 올라갔다. 고디까 존자

는 이시길리산 중턱에 있는 검은 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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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까 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갈애를 뿌

리째 뽑아서 열반에 들었네.”(S4.23)라고 했다. 

  

부처님은 자결한 고디까 존자가 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했을까? 이

에 대하여 경에서는 마라 빠삐만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처님이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악마 빠삐만이 양가의 아들 고디까의 의식을 찾고 있

다. ‘양가의 아들 고디까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러나 수행

승들이여, 양가의 아들 고디까는 의식이 머무는 곳이 없이 완전한 열반

에 들었다.”(S4.23) 

  

  

부처님은 일체지자이다. 절대자처럼 전능하지는 않지만 전선하고 전지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았

을 때 고디까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고디까의 의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한다. 십이연기에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

어난다.”라는 고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악마가 고디까의 

의식을 찾고자 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의 자결에 대하여 

  

완전한 열반에 들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다는 말과 같다.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면 불생불사가 된다.  

  

고디까는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가 일곱번째 이르러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룬 상태에서 자결했다. 이런 자살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마음이 해탈된 상태에서 자결하는 것에 대

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듯하다.  

  

초기경전을 보면 비구가 질병에 걸려서 자결했을 때도 마음이 해탈된 상

태였다면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깔리의 자결로 알 수 있다. 박

깔리가 중병으로 자결하고자 했을 때 부처님은 “박깔리여 두려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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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S22.87)라며 전하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는 또 하나 제자의 자결이야기가 있다. 상윳따니까야 

‘찬나의 경’(S35.87)에서 찬나의 자결이 그것이다. 찬나 역시 중병에 

걸려서 자결하고자 했다. 이에 사리뿟따 존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

고 있는 찬나에게 법문을 해 주었다.  

  

찬나는 사리뿟따의 법문을 듣고 일시적인 마음을 해탈을 이루었다. 찬나

는 자리를 떠나자 칼로 자결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그는 자결

했다. 그는 숨통을 끊었다. 그러나 그 순간 두려움이 덮쳤고 운명을 알

렸다. 그는 자신이 범부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재빨리 통찰하여 모든 형

성된 것을 극복하고 거룩한 경지에 들어 이승과 갈애를 멸한 자

(samasīsīn)로서 열반에 들었다.”(Srp.II.3730 라고 설명되어 있다.  

  

찬나는 범부인 상태에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었을 때 자결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

에 아라한이 되어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했다. 한번에 두 가지를 성

취한 것이다. 이를 수명의 사마시시(jivitasamasīsī)라고 한다.  

  

  

상윳따니까야를 보면 고디까의 자결(S4.23)을 비롯하여, 박깔리의 자결

(S22.87)과 찬나의 자결(S35.87)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은 자결 

이야기는 대승경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니까야가 위대한 이유 

  

니까야에는 부처님 제자들의 자결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언젠가 전재성 선생은 2012 년 동국대 정각원 법회 때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니까야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

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덮어 놓았을 것입니다. 기

록에 안 남겼을 거라구요!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조작된 경전이 아닙니다.”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 2012-3-1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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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 년 작성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재성 선생의 동국대 정걱

원법회 법문을 듣고서 ‘숨기고 싶은 것 까지 기록된 내용, 니까야가 조

작된 경전이 아닌 이유’(2014-01-06)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바 있다.  

  

전재성 선생은 니까야가 위대한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의 자결에 대하여

까지 전승되어 온 것을 예로 들었다. 대부분 종교 경전의 경우 불리한 

것은 빼버림에도 니까에서는 불리하게 여기는 내용도 집어넣었다는 것이

다. 바로 이런 점이 니까야가 편집되지 않았고 조작되지 않았다는 명백

한 증거라고 했다.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이 성취되는 사마시시 

  

고디까 존자는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을 이루

었을 때 자결했다. 아마도 가장 마음이 청정했을 때였을 것이다. 자결하

는 순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마지막 죽음 의식이 일어났

을 때 마지막 한호흡도 지켜보았을 것이다. 

  

마지막 호흡을 보면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사마시시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마시시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무명에 대한 관찰의 경’에서 

“그는 앞도 뒤도 아니고 동시에 번뇌의 종식과 목숨의 종식이 이루어진

다.”(A7.16)라는 말로 알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은 한호흡기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호흡만 잘 관찰해도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이른바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이 성취되는 사

마시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도를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한호흡기에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하물며 하루 밤낮 동안은 

어떨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년이면 더욱더 많이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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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백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

년, 만년 살 것처럼 방일하며 살아간다.  

  

도를 이룬 사람에게는 하루를 하나 백년을 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래서 법구경에서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

다.”(Dhp.1130 라고 했다. 오늘 아침 도를 이루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방일하지 말고  

치열하게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자.”(A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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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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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죽음백신을 맞아 놓으면 

  

  

지금시각 아침 6 시 50 분, 하얀 여백을 마주하고 있다. 창 밖은 캄캄하

다. 어둠이 점차 절정에 달하고 있다. 동지가 머지 않은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부리나케 일터로 달려왔다. 이른 아침부

터 해야 할 일이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미우이 음악이 흐른다. 빠알리 라따나경이다. 십년도 

넘게 매일 듣고 있다. 언제 들어도 새롭다. 음악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

용이 좋다.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에 대한 것이다.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 이것으로 아침 예불 삼아도 될 것 같다. 라따나경은 테라

와다불교 예불문이자 동시에 수호경이기 때문이다. 

  

절구커피를 만들었다. 원두를 절구에 으깨어서 만든 것이다. 절차는 번

거롭다. 절구질을 하고 필터를 사용하여 원두를 내리는 과정이 복잡하

다. 그러나 매일 하다 보니 일상이 되었다. 밥먹는 것이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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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도 일상이다.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일상이 된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이다. 매일 글을 쓰는 것도 

일상이 된다. 

  

오늘 서둘렀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밀려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계속 놀다가 이번주에 일감이 폭증했다. 모두 급한 것이다. 어제

는 무척 바빴다. 글을 쓸 시간이 나지 않았다. 초분을 다투며 일처리 하

다 보니 밤 11 시 넘어 자정 가까이 되어서 귀가했다. 

  

오늘은 일과 시간 중에 마무리 작업해야 한다. 글쓰기도 해야 한다. 시

간을 확보하려면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두 시간이 확보된다면 글이 하나 나온다. 

  

오늘 써야 될 글은 죽음에 대한 것이다. 지난번 금요니까야모임에서 독

송한 경에 대한 것이다. 오늘 금요모임이 있는 날이니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11 월 두 번째 금요니까야모임에서 세 개의 경을 합송했다. 마지막 경에 

대한 것은 ‘죽음에 대한 새김을 통해 어떻게 불사(不死)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죽음에 대한 새김의 경

2(Dutiyamaraṇassatisutta)’(A6.20)에 해당된다. 

  

죽음에 대한 새김을 마라나사띠(maraṇassati)라고 한다. 이를 한자어로

는 사수념(死隨念)이다.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두 개의 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경은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만 살더라도 세존의 가르침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A6.19)라는 것이 가르침이 핵심이다. 두 번째 

경은 어떤 내용일까? 부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날이 저물고 밤이 오면 이와 같이 

‘나에게 죽음의 조건은 많다. 뱀이 나를 물거나, 전갈이 나를 물거나, 

지네가 나를 물면, 그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나는 걸려 넘어져서 떨어지거나, 내가 먹은 음식이 탈이 나

거나, 담즙이 나를 격분시키거나, 점액이 나를 막히게 하거나, 날카로운 

바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

가 될 것이다.’라고 성찰한다.”(A6.20) 



270 

 

  

  

경을 보면 죽을 요인이 많다. 출가수행자가 집없는 숲에서 살 때 도처에 

죽을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뱀, 전갈, 지네와 같은 독

충도 있을 것이다.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담즙, 점액, 바

람 등 수많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은 많다.  

  

경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 몇 가지를 나열했다. 이 밖에도 죽음

에 이르게 할 요인은 수없이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

다.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다. 오래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

다. 십년후가 될지, 이십년후가 될지 알 수 없다. 아니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다. 한시간 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사고는 도처에 깔려 있다. 뉴스를 보면 갖가지 요인으로 죽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입생 환영회 때 강당 천정이 무너져서 죽고, 공연관람하다가 

바닥이 꺼져서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는 이제 뉴스도 되지 않는다.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배를 타고 가다 죽는다. 집 밖에 나오면 죽을 요

인은 많다. 언젠가 뉴스를 들었는데 보도를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뉴스를 듣고서는 간판 밑을 지날 때 

“저 간판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일어났다. 피해서 

지나가게 된다. 

  

태어난 자는 언젠가 죽기 마련이다.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

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용감하게 맞닥뜨

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죽음과 맞서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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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이와 같이 ‘나는 밤에 나에게 죽음을 초

래하고 나에게 장애가 되는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지 못했는가?’

라고 성찰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나는 밤에 나에게 죽음을 초래하고 나에게 장애가 되는 악하고 불건전

한 원리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안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악

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

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곧바로 올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수

행승들이여, 옷이 불붙고 머리가 불붙었는데, 그 옷이나 머리의 불을 끄

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곧바로 올바로 알아차려야 하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그 

수행승은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불퇴전하고 새김을 확립하고 곧바로 올바로 알아차려

야 한다.”(A6.20) 

  

  

경에서는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성찰은 ‘aṭisañcikkhitabbaṃ’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aṭisañcikkhati’형태로서 ‘discriminated; 

considered’의 뜻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KPTS)에서는 ‘성찰하다’

로 번역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숙고하다’라고 번역했다.  

  

성찰의 뜻은 ‘반성하며 깊이 살피다’의 뜻이다. 숙고의 뜻은 ‘곰곰히 

잘 생각하다’의 뜻이다. 이는 ‘paṭisañcikkhati’에서 ‘paṭi’가 

‘against; opposite, towards, in opposition to.’의 뜻이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반조하는 것이다. 되돌아보는 것의 의미가 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우연한 사고로 지금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악하고 불건전

한 원리를 버리지 못했는가?”라고 표현되어 있다.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는 ‘아꾸살라 담마(akusalā dhamma)’를 말한다. 

아꾸살라 담마는 불선법이라고도 하는데 니까야에서는 십악행으로 표현

되어 있다. 살생 등 몸으로 짓는 불선법 세 가지, 거짓말 등 입으로 짓

는 불선법 네 가지, 그리고 탐욕 등 마음으로 짓는 불선법 세 가지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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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악행은 천수경에서도 볼 수 있다. 천수경 참회게를 보면 “살생중죄금

일참회”라고 하여 악행을 한 것에 대하여 즉시 참회하라고 했다. 이런 

참회는 마음으로 짓는 불선법도 대상이 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한다. 다만 니까야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사견(邪見)’이라고 구

체화해 놓은 것이 차이가 있다.  

  

사견은 빗나간 견해를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사견이 된다. 

대표적으로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흘연히 태어나는 뭇삶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M41)라는 허무주의적 

견해를 말한다.  

  

열 가지 아꾸살라 담마(十惡行) 중에서 최악은 무엇일까? 단연 사견이

다. 이는 오무간업에서 사견이 추가되어 육무간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

다. 맛지마니까야 ‘다양한 종류의 세계의 경’(M115)에 따르면, 1) 어

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2)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3) 아라

한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4)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래의 피를 흘리게 

한 경우, 5) 승가를 분열시키는 경우, 6) 견고한 사견을 지니고 있는 경

우가 있어서 육무간업이 된다.  

  

육무간업 중에서 최악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견이다. 왜 사견이 최악일

까? 부모를 살해하는 것 보다, 아라한을 죽이는 것 보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보다 더 엄중한 것은 승단을 분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승단을 분열하게 하는 것 보다 더 엄중한 것은 사견이다. 이에 

대하여 파옥사야도의 ‘업과 윤회의 법칙’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잘못된 견해에 취착하는 것은 6 가지 해롭고 무거운 업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업이다.”(업과 윤회의 법칙, 346 쪽)라고 했다. 그래서 수 

겁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견이다. 사성제로 대표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악하

고 불건전한 원리, 즉 십악행을 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만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까?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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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알 수 없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한시간 후

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버리기 위해 극도로 1)의욕을 일으

키고(chandañca), 2)노력하고 (vāyāmañca), 3)정근하고(ussāhañca), 4)

불퇴전하고(ussoḷhiñca appaṭivāniñca), 5)새김을 확립하고(satiñca), 6)

곧바로 올바로 알아차려야(sampajaññañca) 한다.”(A6.20)라고 했다. 

  

왜 죽음명상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백신을 맞는 것

과 같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보호되듯이, 죽음

에 대한 가르침을 새기면 죽음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열 가지 

아꾸살라 담마를 버렸다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사가 된다. 

  

불교의 목표는 무엇일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일까? 불교의 목적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꾸살라 담마, 악하고 불

건전한 원리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실현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옷이 불붙고 머리가 불붙었는

데”(A6.20)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네.”(S4.9)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꺼야 할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면 태연할 수 있을

까? 자신에게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

한 명상을 하면 커다란 과보가 따른다고 했다.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죽음에 대한 새김의 공덕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새김을 하는 수행승은 항상 방일을 여의고, 일

체의 존재에 대하여 싫어하여 떠남의 지각을 얻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악을 꾸짖고, 쌓아 모으지 않고, 필수자구에 대한 간탐의 티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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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의고, 무상을 지각한다. 그것을 새김으로써, 그에게 괴로움의 지각

과 실체없음의 지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지 

않은 뭇삶이 갑자기 맹수, 야차, 뱀, 도적, 살육자에게 공격당하면, 죽

을 때 두려움-공포-혼미에 빠지듯, 그와 같이 빠지지 않고, 두려움 없이 

혼미 없이 죽는다. 그가 만약 현세에 불사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Vism.8.41) 

  

  

항상 죽음명상을 하는 자는 방일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옷에 불이 붙

은 듯하고 머리에 불 난 듯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죽음

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죽음백신 맞아 놓은 

것과 같다.  

  

죽음명상을 하면 불사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한다.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

록 죽지 않음을 말한다. 그런데 죽음백신을 맞아 놓으면 이번 생에 불사

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선처, 즉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날 수 있다

는 것이다. 지금 시각 아침 8 시 40 분, 세상은 밝았고 하루 일과가 시작

되었다. 오늘은 12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모임이 있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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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평가자가 되지 말라 

  

  

코로나가 극성이다. 오랜만에 대면 모임 가졌으나 다시 줌모임으로 전환

한 곳이 많다. 금요니까야모임은 대면모임을 지속하기로 했다. 물론 마

스크를 쓰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12 월 첫번째 대면모임이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열렸다. 거리가 멀고 

바빠서 그런지 참석자는 많지 않다. 강제성은 없다. 여건이 되면 참석하

는 것이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경예 선생이 처음 대면모임에 나왔다. 줌에서만 보다가 처음 오프에서 

보니 느낌이 다르다. 화면으로만 대하는 것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하늘

과 땅 차이만큼 보다도 더 크다. 화면에서 분위기와 현장에서 분위기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는 재가의 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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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에서 두 개의 경을 합송했다. 첫번째 경은 ‘사람의 다양성과 

그 다양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타이틀의 

경이다. 앙굿따라니까야 ‘미가쌀라의 경’(A6.44)이 그것이다.  

  

경의 길이는 꽤 길다. 모두 여덟 페이지에 달한다. 법수가 늘어남에 따

라 경의 길이도 길어지는 것 같다. 또한 내용도 난해하다. 미가쌀라의 

경도 그렇다. 

  

경은 평가에 대한 것이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

다. 특히 범부가 성자를 평가할 수 없다. 재가의 여신도 미가쌀라도 그

랬다. 미가쌀라는 자신의 집에 탁발나온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

다. 

  

  

“존자 아난다여, 세존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청정한 삶을 산 사람과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 모두 

미래 동일한 운명을 받는 것입니까?”(A6.44) 

  

  

미가쌀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가르

침에 대한 의심이다. 청정한 삶을 산 자는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산 자보

다 탁월한 운명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을 비

교하여 말한 것이다. 

  

미가쌀라의 아버지 뿌라나는 청정한 삶을 살았다. 이는 계율을 잘 지키

고 살았음을 말한다. 그러나 삼촌 이씨닷따는 그다지 청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 주석에 따르면 아버지는 예류자(수다원)였고, 삼촌은 일래자(사

다함)였다. 그런데 청정한 삶을 산 자보다도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산 자

가 오히려 과위가 한단계 높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죽었을 때 모두 일래

자로 죽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섯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아난다는 탁발에서 들은 이야기를 부처님에게 전했다. 이에 부처님은 

“아난다여, 재가의 여신도 미가쌀라,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하고, 아낙

의 지혜를 지닌 어리석은 여자는 누구인가?”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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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쌀라는 왜 어리석은 여인인가? 이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

다. 부처님은 “사람의 다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앎을 지니고 있는가?(ke 

ca purisapuggalaparopariyañāṇe)”라며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람의 다양성이란 무엇일까? 이는 사람마다 다른 특성이 있음을 말한

다.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람의 다양성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부처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범부의 여인이 성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다양성

의 지혜(paropariyañāṇa)’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섯 가

지 사람의 다양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화(O), 행복(O), 원만(O), 배움(X), 성취(X), 바른 견해(X), 해탈

(X) 

2) 온화(O), 행복(O), 원만(O), 배움(O), 성취(O), 바른 견해(O), 해탈

(O) 

3) 분노(O), 자만(O), 탐욕(O), 배움(X), 성취(X), 바른 견해(X), 해탈

(X) 

4) 분노(O), 자만(O), 탐욕(O), 배움(O), 성취(O), 바른 견해(O), 해탈

(O) 

5) 분노(O), 자만(O), 언어(O), 배움(X), 성취(X), 바른 견해(X), 해탈

(X) 

6) 분노(O), 자만(O), 언어(O), 배움(O), 성취(O), 바른 견해(O), 해탈

(O) 

  

  

경에서는 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법수가 여섯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름의 경이 열 번째 법수에도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미가쌀라의 경(A10.75)’을 말한다. 법수가 열이므로 열 가지 경우의 

수가 표현되어 있다. 

  

번뇌가 있어도 성자의 흐름에 들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 바른견해와 해탈로 알 수 있다. 선법과 불

선법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번항을 보면 분노, 자만, 탐욕이 있는 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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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견해를 가지면 해탈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다음과 같다. 

  

  

“아난다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분노와 자만을 갖고 자주 탐욕의 상태

를 일으키더라도, 그에게 들은 바가 있고, 많이 배워 이룬 것이 있고, 

바른 견해로 잘 관통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인 해탈의 성취가 있다면, 

아난다여, 그 사람은 저 앞 사람에 비해 보다 훌륭하고 보다 탁월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진리의 흐름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탁월한 곳에 이르지 저열한 곳

에 이르지 않으므로, 탁월한 곳에 가는 자이지 저열한 곳에 가는 자가 

아니다.”(A6.44) 

  

 
  

분노와 자만과 탐욕은 불선법이다. 이와 같은 불선법이 남아 있는 자도 

잘 배우고 성취한 것이 있고 무엇보다 바른 견해로 일시적 해탈을 이루

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했다. 불선법이 남아 있다고 

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범부는 성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범부는 ‘일시적인 해탈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자의 흐름에 든 자는 그가 비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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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탐욕, 자만이 있어도 배움이 있고 정견이 있고, 더구나 일시적으로

라도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면 범부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이

런 성자의 마음 상태를 범부는 알 수 없다.  

  

예류자에게 남아 있는 번뇌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간 자에게도 번뇌가 있다. 예류자의 경우 탐욕과 성

냄과 자만 등 남아 있는 번뇌가 있다. 강한 것은 아니다. 일래자의 경우 

탐욕과 성냄은 예류자 보다는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번뇌가 

악처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면 남아 있는 번뇌는 무척 적다. 어느 정도인가? 이는 

상윳따니까야 ‘손톱 끝의 경’(S56.51)에서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

각하는가? 이 큰 대지와 내가 손톱 끝에 집어든 이 흙먼지와 어느 쪽이 

더 큰가?”라며 물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의 번뇌에 대하여 손톱 끝에 있는 티끌만

큼 아주 적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다. 이를 수미산과 비교하였다. 그

래서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꿰뚫음에 도달한 고귀

한 제자들에게는 이미 파괴되어 끝나 버린 괴로움이 더 많고 남아 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S56.51)라고 했다. 

  

분노와 자만과 탐욕과 같은 불선법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진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기 이전 까지는 미세하게나마 남아 있다. 성자의 흐름에 들

어간 자에게 남아 있는 번뇌는 많지 않다. 그리고 강하지도 않다. 그래

서 일래자와 불환자의 단계를 수행도라고 한다. 남아 있는 번뇌를 소멸

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선정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미쳐 버릴 것 

  

재가의 여신도 미가쌀라의 아버지와 삼촌은 사쌍팔배의 성자의 단계였

다. 아버지 뿌라나는 예류자였고, 삼촌 이씨닷따는 일래자 단계였다. 아

버지는 한평생 아내에 만족하여 청정한 삶을 살았다. 아내 이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을 말한다.  

  

삼촌 이씨닷따는 아내가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저의 삼촌 이씨닷따는 청정하지 못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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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았고 아내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삼촌이 한과위가 높은 일래자였다는 것이다. 

  

미가쌀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삼촌은 동일한 운명을 가진 것

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그에게 들은 바가 있고, 많이 배워 이룬 

것이 있고, 바른 견해로 잘 관통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인 해탈의 성

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운명은 부처님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여, 나 또는 나와 같은 자만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

다.”라고 했다. 

  

부처님만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선정의 경지에 대해

서도 그렇다. 범부는 선정의 경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범부가 선정의 

경지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

행승들이여, 선정자들의 경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만약 생각한다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

다.”(A4.77)라고 했다. 

  

재가의 여신도 미가쌀라는 삼촌의 경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이는 선

정의 경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버지

의 계행과 비교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우리 속담에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

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각자 인식하는 것이 다름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범부의 눈에는 범부만 보이고, 깨달은 자의 눈에는 깨달은 자

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다. 

  

미가쌀라는 깨닫지 못한 범부의 여인에 지나지 않는다. 범부의 눈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자인지 알 수 있을까? 이는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참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분은 참사람이

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A4.187)라

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281 

 

“길과 경지를 알 때는 그것은 무한적 대상을 갖는다. 그래서 그 경우 

범부는 흐름에 든 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번 돌아오는 님(一來者), 

돌아오지 않는 님(不還者), 거룩한 님(阿羅漢)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 다른 

자도 위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자의 마음을 안다. 이와 같이 그 차이

를 알 수 있다.”(Vism.13.110) 

  

 
  

예류자는 일래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면 모든 존재의 마음을 다 알 것이다. 이

는 선정의 깊이와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도 모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다. 이는 일체지자로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의 

경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누군가 부처의 경계를 생각

한다면 미치거나 곤혹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언어폭력이 되는가?  

  

범부는 범부의 마음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범부는 깨달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반대로 깨달은 자는 범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재

가의 여신도 미가쌀라가 자신의 삼촌에 대하여 평가한 것은 경솔한 것이

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여,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자가 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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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면 자

신을 해치는 것이 된다.”(A6.44)라고 했다. 

  

부처님은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두번이나 말했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

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다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 선생은 무수한 삶의 인과와 

결부되어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삶은 이번 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전 생도 있다. 무수한 생의 인과가 

거듭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의 한두가지 인과

만 보고 판단하려 든다면 실수 할 수 있다. 범부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

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은 “한가지 인과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업이 작용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

다.”라고 말했다. 

  

한두가지 인과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오류가 날 수 있다.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럴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잘못 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럴 

때는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중지하는 것을 현대철학에서는 

‘에포케’라고 했다. 판단중지했을 때 의식이 자유롭게 흘러 갈 수 있

다는 것이다. 

  

판단중지하면 섣불리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는 언어에 따른 

오류이기 쉽다. 왜 그런가? 언어는 기본적으로 억압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정한 표현으로 한정했을 때를 말한

다. 그래서 사건자체를 억압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폭력이다. 

언어폭력을 말한다. 

  

재가의 여신도 미가쌀라는 어쩌면 언어폭력을 행사했는지 모른다. 마치 

따옴표 처리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

만 듣는 것과 같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취했을 때 언어폭력이 된

다. 

  

진리의 흐름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미가쌀라는 삼촌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

각했다. 둘 다 일래자로 죽었기 때문이다. 미가쌀라가 생각하기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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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부에 들지도 못할 사람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삼촌의 마음까지 보

지 못했을 것이다.  

  

범부는 성자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설령 그가 파계했다고 하더라도 성

자의 지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또다른 ‘미가

쌀라의 경’(A10.75)에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사람이 파계를 했지만 파계가 남김없이 소멸된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 뿐만 아

니라, 그에게 들은 바가 있고, 노력하여 이룬 것이 있고, 바른 견해로 

잘 관통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인 해탈의 성취가 있다면, 아난다여, 그 

사람은 저 앞 사람에 비해 보다 훌륭하고 보다 탁월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진리의 흐름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그는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탁월한 곳에 이르지 저열한 곳에 이르지 

않으므로, 탁월한 곳에 가는 자이지 저열한 곳에 가는 자가 아니다.” 

(A10.75) 

  

  

파계를 한 것과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과거에 파

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 참회하며 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파계를 했지만 파계가 남김없이 소멸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계를 잘 지켜서 청정한 삶을 산다면 진리의 흐름에 들어가기 쉬울 것이

다. 그가 계를 지키지 않아 파계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성자의 마음은 성자만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하여 “진리의 흐름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Imaṃ hānanda, puggalaṃ dhammasoto nibbahati)”(A6.44)라고 했다. 

  

진리의 흐름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

까? 주석을 보면 “진리의 흐름이란 통찰의 지혜가 현행하는 것을 의미

하고, 고귀한 자의 지위에 든 것이다.”(Mrp.III.375)라고 설명되어 있

다. 초기불전연구원 번역서 각주에서는 “위빳사나의 지혜를 얻었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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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흐름은 성자의 흐름 RHK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성자는 성자가 

되고 싶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범부를 진리에 흐름에 들

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들은 바가 있

고, 노력하여 이룬 것이 있고, 바른 견해로 잘 관통하는 것이 있고, 일

시적인 해탈의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도 

  

계를 잘 지켰다고 해서 청정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진리의 흐름에 들어

가지 않는다. 진리의 흐름에 들어갈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진리의 흐름에 들어갈 충분조건은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

는 것과 바른견해와 일시적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뿌라나가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씨닷따가 그러한 계행

을 성취했더라도, 뿌라나는 이씨닷따의 삶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삶의 

길을 갔을 것이다. 아난다여, 이씨닷따가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뿌라

나가 그러한 계행을 성취했더라도, 이씨닷따는 뿌라나의 삶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삶의 길을 갔을 것이다. 아난다여, 이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고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A6.44) 

  

  

미가쌀라의 아버지 뿌라나와 미가쌀라의 삼촌 이씨닷따는 다른 길을 갔

다. 이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한생에서 조건만 작용하지 않았

을 것이다. 과거 전생의 무수한 업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는 감각이 민감한 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둔감한 자로 태어난다. 

지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범부의 잣대로, 범부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뿌라나는 계행이 탁월했고, 이씨닷따는 지혜가 탁월했다. 뿌라나의 계

행은 이씨닷따의 토대위에 있었고, 이씨닷따의 지혜는 뿌라나의 계행의 

토대위에 있었다.”(Mrp.III.376)라고 설명해 놓았다.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 세상에 똑 같은 사람은 없다. 지혜가 강

한 자에게 계행이 약할 수 있다. 반대로 계행은 강하지만 지혜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동일한 고리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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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 두 사람은 [덕의] 구성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번역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평가자가 되지 말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했

다면 오류이기 쉽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한면만 보고 전체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말한다. 그 사람 출신지만 보고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다.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고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다. 

  

중학교 때 영어시간에 배운 구절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것은 "I am not 

what I was.”라는 말이다. 이 말은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라는 

말로 번역된다. 아마 중학교 2 학년때이었을 것이다. 이 영어 구절을 듣

고 충격 받았다. 마음에 절절히 와 닿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

하고 있다.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과거의 행위를 한 자와 그 행위를 경험한 자

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거 그 사람의 한면만 보고서 판단

하려 한다. 마치 학창시절 친구의 모습이 그 시절 그 모습, 그 이미지대

로 있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에 보았던 것

이나 들었던 것은 옛날 것이다. 지금과는 같지 않다. 그가 계행이 엉망

이었지만 지금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한두가지 인과만 보고

서 판단하려 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기 때문

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자가 되지 말라. (mā puggalesu 

pamāṇikā ahuvattha)”(A6.44)라고 했다.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

다. 그 사람도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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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신적 가난과 십악행 

  

  

이 몸은 즐기기 위한 도구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

다. 그래서 즐기며 살자고 한다. 은퇴한 사람에게는 “그 동안 일하느라 

수고 많았으니 이제는 즐기며 사십시오.”라고 말한다. 나이 드신 어른

에게도 “이제는 남은 여생 즐기며 사십시오.”라고 말한다. 

  

쾌락의 끝은?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아닌 감각을 즐기는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다. 혀의 감각을 즐기는 것이다. 

여행도 들 수 있다. 여유가 있는 자들은 철마다 해외로 나가는데 이는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해외여행은 즐김의 종합선

물세트와 같다. 

  

즐거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것은 아마 허(虛)와 무(無)일 것이다. 일시

적으로 감각의 행복을 맛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해서 불만

족이다. 이것은 결국 괴로움에 속한다. 즐거움을 추구해 보지만 남는 것

은 허무밖에 없다. 

  

즐거움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

은 즐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감각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즐김의 끝은 허무이기도 하지

만 악업이기도 하다. 

  

감각을 즐기는 것이 왜 악업인가?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초기경전을 

보면 도처에서 감각을 즐기는 것에 대한 위험과 재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감각을 즐기는 것은 악업을 짓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금요니까야

모임에서 본 경도 그렇다. 

  

밥맛이 나지 않을 때 

  

12 월 첫번째 금요니까야모임에서 두번째로 합송한 경이 있다. 교재에 쓰

여 있는 타이틀은 ‘누가 가난한 자이고 빚을 진 자이고 추궁당하는 자

인가?’라고 되어 있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 ‘빚의 경

(Iṇasutta)’(A6.45)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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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빚쟁이가 있다. 그는 그 빚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시

를 하고 싶어도 이자가 나간다면 보시하기 힘들 것이다. 이자를 못 내면 

추궁당할 것이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사는 것

이 지옥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송이 있다. 

  

  

“세상에서 가난한 것과 

빚을 진 것은 괴로움이라 불리네. 

가난한 자는 빚을 지고 

고통속에서 음식을 먹듯.”(A6.45) 

  

  

장례식장에 가면 음식이 나온다. 사람이 죽었어도 먹어야 한다. 그때 그 

음식 맛은 어떨까? 빚진자가 음식을 대할 때 어떨까? 배고픔에 먹긴 먹

지만 음식을 즐기며 먹을 만한 여유는 없을 것이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빚을 내었을 때 괴로움이 되기 쉽다. 주식투기 하

는 자가 돈을 빌려서 투기했을 때 어떤 심정일까? 잘되면 다행이지만 손

실이 나면 더욱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부처님은 물질적인 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가난한 자, 무일푼인 자, 재산이 없는 자가 이자를 약

속하고 할당된 이자를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독촉을 당하는 것도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자에게 괴로움인

가?”(A6.45) 

  

  

무일푼인 자는 돈을 빌리기 힘들다. 그럼에도 어떤 연유로 돈을 빌리게 

되었을 때 고리의 이자를 물게 될 것이다. 돈이 급히 필요한 자가 사채

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연상하면 된다.  

  

사업하다 부도 위기에 처하면 은행을 찾는다.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면 

사채업자를 찾아 갈 것이다. 그런데 사채이자는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

리의 사채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해 추궁당한다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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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궁당하는 것이다. 사채업자가 자주 전화를 

거는 것은 독촉하는 것이고,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추궁당하는 것이

다. 그래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추궁을 

당해도 갚지 못해 밧줄에 묶인 다면”이라고 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을 말한다. 이럴 때 밥맛이 날까? 

  

경제적으로 사망한 자 

  

주변에서 종종 신용불량자를 본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도 

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

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신용불량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다. 당연히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도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경제적으로 

사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빚 때문이다. 사업한다고 빚을 냈을 

때 문제는 발생된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그럴 경우 빚 독촉을 받는다. 협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 어떻

게 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를 빚의 밧줄

에 묶인 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 

  

빚은 경제적 빚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빚도 있다. 경제적으로 빚

진 자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빚진 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

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바로 그 가난한 자이고 무일푼인 자이고 재산이 없는 

자는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

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창피함을 모르고, 착

하고 건전한 것을 향하여 정진이 없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관하여 지혜

가 없어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

로 악행을 하면, 나는 이것을 두고 빚을 진 것이라고 말한다.”(A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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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어는 ‘가난한 자이고 무일푼인 자이고 재산이 없는 자’이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정

신적 재물이 없으면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는 자라고 했다. 

  

가난해도 살 수 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다만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가난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돈을 빌려

야 할 때 그렇다. 대개 이자를 약속하고 빌린다. 그러나 세상만사 내 뜻

대로 되지 않는다.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때 최악이 

될 수 있다. 독촉당하고 추궁당한다. 그래도 갚지 못하면 포박당한다. 

감옥에 쳐 넣는 것이다. 정신적 가난도 그럴 것이다. 

  

재벌 2 세와 3세가 마약에 탐닉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 그가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하더라도 정신

적으로는 가난한 자일 수 있다. 그것은 정신적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와 같은 정신적 재물이 없을 때 백

만장자라고 하여도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많고 정신적으로 가난한자가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감

각을 즐기는 것뿐이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극적인 감각을 즐

긴다. 그래서 소주를 마시기 보다는 양주를 찾을 것이다.  

  

감각적 즐거움은 일시적 즐거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감

각적 즐거움을 찾고자 할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한계가 없는 

부자들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자극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마약일 것이다. 

  

재벌 이세와 삼세들의 마약관련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온다. 사용예산

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부자들은 일반사람들이 즐기는 것보다 더욱더 강

렬한 감각을 즐긴다. 이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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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같은 재화를 반

복적으로 소비하면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이

를 짜장면 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위가 큰 사람이

라도 짜장면을 세 그릇 먹기 힘들다. 그럼에도 네 그릇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배고플 때 짜장면 한그릇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첫번째 짜장면에 대한 만족도를 10 이라 했을 때 연이어 두 번째 먹는 짜

장면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를 8 이라 하자. 세번째 짜장면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3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번째 짜장면은? 차라리 

고문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리 좋아도 반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한계효용체

감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이다.  

  

마약은 자주 소비해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짜장면을 열개 먹으라

면 고문에 가깝지만 마약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약에 대

하여 고센의 제 1법칙, 즉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비껴 나가는 것이

라 한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소비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소비해야 한다.”라

는 말이다.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골고루 소비해야 한

다.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서 먹

는다면 금방 질려 버리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된 짜장면 먹기대회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한정된 예산

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벌 2 세나 3 세들은 다르다. 

  

일반인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비하며 만족도를 높인다. 재

벌 2 세와 3 세들 역시 처음에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명품이나 고

급양주, 고급차 등 여러가지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방 질

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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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의 예산을 가진 재벌 2세나 3 세들은 오로지 한가지에만 올인해도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약’이다. 예산에 있어서 한정이 없는 재

벌 2 세나 3 세들에게 있어서 고센의 제 2 법칙이라 불리우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무너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을 즐기며 살아간다. 감각적 즐거움은 끝은 어디일

까?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약이다. 마약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모두 비껴 나간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한자 

  

재벌이세나 재벌삼세가 마약에 빠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마음

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가난

한 것을 말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는 다른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한자가 있다. 이런 자들은 감각

적 재난에 빠지지 쉽다. 재벌이세나 삼세가 마약에 빠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당시에도 있었다. 장자의 아들 야사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야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2 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세 개의 궁전

이 있어서 철마다 돌아가며 이용했다. 그리고 궁전에서 매일 파티를 했

다. 그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새벽에 환락의 끝을 본 것이

다. 그것은 구역질 나는 것이었다. 마치 토한 음식을 보는 것 같았다.  

  

야사는 감각적 쾌락의 끝을 보았다. 그때 야사는 “오! 괴롭다. 오! 고

통이다.”(Vin.I.15)라고 외쳤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자가 

왜 괴롭다고 했을까? 더구나 고통이라고 했을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사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매일 환락의 파티를 열었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

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감각의 행복에 

대한 것이다. 

  

감각적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양주파티를 해도 그때뿐이다. 파티가 

끝났을 때는 혐오스러운 모습만 보일 것이다. 거기에다 누가 토하기라도 



293 

 

했다면 더욱 더 혐오스러울 것이다. 마약파티는 더할 것이다. 마약상태

에서는 열반일지 모르지만 깨어났을 때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야사도 

그랬을 것이다. 

  

야사는 장자의 아들로 오늘날 재벌 2세와 같았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

으나 정신적으로는 가난했다. 매일 감각을 즐기는 파티를 했으나 결과는 

늘 괴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오! 괴롭다. 오! 고통이

다.”라며 외친 것이다. 

  

야사의 케이스를 보면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도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이는 정신적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

어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에게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와 

같은 정신적 재물이 있다면 그는 부자라고 볼 수 있다.  

  

  

누가 빚진 자인가? 

  

빚진 자는 괴롭다. 독촉당하고 추궁당하면 더 괴롭다. 원금은커녕 이자

도 갚지 못하면 포박된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사

망이다. 경제적 사망을 말한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빚진 자

는 반드시 물질적 빚 만을 말하지 않는다. 정신적 재물이 없어서 악행을 

저지를 때 빚진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

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면, 나는 이것을 두고 빚을 

진 것이라고 말한다.”(A6.45)라고 했다.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이다. 그런데 믿음, 부끄러움, 창피

함, 정진, 지혜와 같은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는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

는 것이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악행을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했다. 

  

악행을 하면 빚진 자와 같다고 했다. 그런데 빚진 자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자를 말할까? 그것은 악행한 것이 알려지지 않

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길”(A6.45)

라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자를 갚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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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은 신구의 삼업에 대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이를 십악행으로 설명

한다. 신체적인 것으로는 살생, 투도, 사음이 있다. 언어적인 것으로는 

망어, 악구, 양설, 기어가 있다. 정신적인 것으로는 탐욕, 분노, 사견이 

있다.  

  

부처님은 십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빚진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

데 악행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악

행을 숨길 수 없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품행이 단정한 

수행승이 보았다면 “이 존자는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유행한

다.”(A6.45)라고 말할 것이다. 이를 독촉당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옥이나 축생의 밧줄에 묶여 

  

독촉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추궁당하는 것이다. 십악행을 저지르

면 마치 사채업자에게 추궁당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는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이 따라다닌다.”(A6.45)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자신의 양심만큼은 속일 수 없음

을 말한다. 그래서 맛지마니까야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M129)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의자 위에 올라앉거나 침대위에 눕

거나 땅바닥에서 쉬거나 할 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즉 신체

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이 있다면,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

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진다.”(M129) 

  

  

이 가르침은 원초적 죄의식을 말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자신

만큼은 속일 수 없음을 말한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문득문득 떠 오른

다는 것이다. 이를 “그것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

진다.”(M129)라고 표현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 있다. 살인도 추억이 될 수 있을까? 완전범죄를 

저지른 자가 잘먹고 잘살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 한켠에는 그림자가 드리

워져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산그늘의 비유로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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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커다란 산봉우리의 그림자가 저녁무렵에 지상에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지는 것과 같다.”(M129)라고 했다. 

  

죽음의 순간 마음의 그림자가 지면 어떻게 될까? 살인했던 것이 임종순

간에 드리워진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가야할 곳은 악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십악행을 하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지옥이나 축생의 밧줄에 묶인다.”(A6.45)라고 했다. 

  

정신적 가난과 십악행 

  

빚의 경은 난해하다. 여러 번 읽어 보아도 감을 잡기 힘들었다. 후기를 

쓰기 위해서 어제 저녁 품어 두었다. 닭이 알을 품듯이 품은 것이다. 그

리고 내용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다. 

  

오늘 새벽 실마리가 풀렸다. 부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을 어렴풋이 이

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신적 가난과 십악행’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십악행은 

빚진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자 술술 풀리는 것 같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심오하다. 심오한 부처님 가르침은 비유로 알 수 있다. 

열반을 체험해 보지 않았지만 비유로 설명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빚진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 

  

기독교에서는 마음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이는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아마도 탐욕, 성냄 등이 가난한 자를 말하기 

위함 일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는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보았다. 

그런데 믿음, 부끄러움, 창피함, 정진, 지혜와 같은 정신적 재물이 없는 

자는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십악행을 말한다. 

  

십악행은 빚을 진 것과 같다. 그런데 악행을 하는 자는 자꾸 숨기려 한

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자를 갚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악행을 하

면 표가 날 것이다. 손가락질 받았을 때 독촉당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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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속여도 자신만은 속이지 못한다. 때때로 악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이에 대하여 추궁당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최악은 죽을 때 악행이 걸리고 매달리고 드리워지는 것이다. 마치 일몰 

때 산그늘과 같은 것이다. 마음의 그림자가 그를 압도했을 때 악처에 떨

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옥의 밧줄에 묶이고 축생의 밧줄에 묶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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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니까야 경전 불사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귀한 손님이 왔다. 금요니까야모임에 이학종 선

생이 참석한 것이다. 당진에 살고 있음에도 먼거리에서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요모임 장소는 고양에 있다. 삼송역 근처 삼송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서고를 말한다. 전재성 선생의 빠알리삼장 번역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찾는 사람

들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2017 년 2 월 이후 매달 두 번 모임이 열리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러나 모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모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다. 경을 읽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담마토크(法談)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감각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학종 선생을 삼송역에서 만났다. 초행이라 카풀한 것이다. 한시간 먼

저 도착하고자 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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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경전구입에 있었다. 마치 농산물을 직거래하듯이 서고에서 경전을 

직접 구매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하면 서로 좋은 것이다.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좋다. 

경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고에는 각종 경전으로 가득하다. 직접 구

매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전재성 선생은 번역하는 일에 바쁘지만 택배 발송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학종 선생은 현재 당진에 살고 있다. 사오년전 귀농해서 농사도 짓고 

글도 쓰면서 산다. 그런데 이학종 선생은 밭농사도 잘 짓고 글농사도 잘 

짓는 것 같다. 특히 글농사가 그렇다. 올해 봄에 출간된 '붓다 연대기'

가 모두 팔렸기 때문이다.  

 

이학종 선생의 책은 에세이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다. 불교 경전에 근거

한 것이다. 천페이지 가까이 되는 무게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출간된지 반년만에 다 팔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이번에 상도 받았다. 

 

이학종 선생은 가르침에 근거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나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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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경전을 다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전구입 비용은 만만치 않다. 큰 마음먹어야 한다. 이

른바 경전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책구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경전을 구입하기 힘들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을 때 좋은 기회가 된다. 돈이 생겼을 때 마다 구입한다면 오

래지 않아 다 갖추게 될 것이다. 이학종 선생에게도 경전구입 찬스가 생

긴 것 같다.  

  

 
 

흔히 이런 질문을 받는다. 빠알리 니까야를 구입코져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에 대한 것이다. 모두 다 구입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사부니까야의 경우 상윳따니까야를 가장 먼

저 구입해야 한다.  

 

왜 상윳따니까야인가? 주제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을 56 개 주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연기에 대한 가르침, 오온에 대한 가

르침, 육처에 대한 가르침 등 주제별로 모아 놓았다. 그래서 상윳따니까

야는 주제모음의 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입해야 할 것은 맛

지마니까야가 될 것이다. 

 

맛지마니까야는 중간 길이 정도 되는 경을 모아 놓은 것이다. 내용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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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다. 교리와 교학에 대한 것이 많다.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짧은 

길이의 경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그래서 수행과 교리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맛지마니까야를 보아야 한다. 

 

디가니까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마디로 웅대한 소설적 구성으로 되

어 있다. 마치 단편소설을 읽는 것처럼 긴 길이의 경이 특징이다. 특히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마하빠리닙바나경'(D16)이 

그렇다. 그래서 신심을 고취하고자 할 때 디가니까야보다 더 좋은 경전

은 없는 것 같다.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별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1 개 법수가 있다. 법

수란 법의 숫자를 말한다. 사성제의 경우 법수는 네 개이고, 팔정도의 

경우 법수는 여덟 개가 된다. 이와 같은 앙굿따라니까야는 교훈적인 것

과 윤리적인 것도 많아서 재가불자가 보기에 적합한 경이라고 알려져 있

다. 금요니까야모임에서도 앙굿따라니까야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경

을 선별하여 한권으로 만든 '생활속의 명상수행'을 말한다. 

 

사부니까야를 갖추었으면 쿳다까니까야도 갖추어야 한다. 한자어로 소부

경전이라고 말한다. 담마빠다(법구경)나 숫따니빠따(경집)와 같은 경전

을 말한다. 현재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것을 보면 담마빠다와 

숫따니빠따를 비롯하여 우다나, 이띠붓다까, 테라가타, 테리가타가 있

다. 현재 자따까는 번역이 거의 다 끝나서 교정단계에 있다. 내년 봄에

는 출간될 것이다. 

 

율장으로는 대품, 소품, 비구계, 비구니계, 그리고 부기가 완역되었다. 

논장의 범주에 속하는 청정도론도 완역되었다.  

 

현재 나의 사무실 책장에는 니까야 경전으로 가득하다. 한국빠알리성전

협회에서 출간된 것뿐만 아니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간된 번역서도 모

두 갖추어 놓았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으다 보니 다 갖추게 된 것이

다. 이른바 경전불사를 했다. 

 

금요모임은 저녁 9 시에 끝났다. 이학종 선생을 김도이 선생 집까지 태워

다 주었다. 군자역 근처 중곡동 빌라에 있는 집이다.  

 

김도이 선생 집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서울에 올 때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일종의 여관 역할을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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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갈 곳이 없으면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김도이 선생의 

중곡동 빌라는 지방 사람들에게 숙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래서 당진에 사는 이학종 선생도 하루밤 머물다가 가는 곳이고 대구에 

사는 김진태 선생도 상경하면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김도이 선생 댁에 도착하니 밤 10 시 반이 되었다. 한시간 동안 차담할 

목적으로 간 것이다. 또한 오랜만에 노법사를 찾아 뵙기 위해서도 간 것

이다.  

 

노법사는 나이가 여든이 넘었다. 올해 많이 아팠던 것 같다. 한번 찾아 

뵈었어야 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학종 선생을 데려다 주는 명목으로 방문한 것이다. 

 

김도이 선생은 건강한 모습이다.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일까 약간 수척한 

모습이다. 아마 수행의 힘으로 극복한 것 같다. 지금도 하루에 한시간 

이상 여려차례 앉는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한번 앉으면 세시간도 좋고 

네 시간도좋다고 했다. 

 

미얀마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 있다. 이

런 이유로 미얀마 가는 길이 막혔다. 코로나가 없다면 김도이 선생은 미

얀마 어느 선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난 십여년 동안 겨울철이 되면 

미얀마 위빠사나 국제선원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김도이 선생과 인연이 있다. 김도이 선생으로 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배

웠기 때문이다. 2017 년 가을에 3 개월 배웠다. 미붓아카데미에서 주관한 

것이다.  

 

미붓아카데미는 이학종 선생이 미디어붓다 대표로 있을 때 만든 것이다. 

그때 끝까지 남은 사람 중의 하나가 이학종 선생이다. 이런 인연으로 

2018 년 12 월 31 일 김진태 선생이 인솔하는 미얀마행 비행기를 함께 타

게 되었다.  

 

이학종 선생과 함께 담마마마까 국제선원에서 수행했다. 일종의 수행도

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 김도이 선생과 이학종 선생은 머리를 깍았

다. 단기출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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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이 선생의 중곡동 빌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점과 같

은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

다. 모여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담마토크하면 시간 가는 줄 모

른다. 그런데 김도이 선생댁은 미얀마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에는 수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법으로 맺어진 사람

들도 많다. 미얀마가 수행의 나라이다 보니 수많은 한국의 출가자와 재

가자들이 미얀마 선원을 찾는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미얀마 사람들

도 많다. 가이드 역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유학생들도 있다. 김도

이 선생은 이들과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집이 되었다. 

 

중곡동에서 자정에 떠났다. 보이차를 마시며 셋이서 차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야기하다 보면 밤새도록 법담도 가능할 것 같

다.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김도이 선생이 생각하는 한국내 테라와다

불교 최고 스님은 누구일까? 차례로 세 명 꼽았다. 빤냐와로 스님, 일창

스님, 빤냐완따 스님을 말한다. 일창스님을 제외하고 두 분 스님은 알고 

있다. 한국테라와다불교 담마와나선원에서 종종 보기 때문이다. 

 

김도이 선생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책을 두 권을 받았다. 미얀마 종교성

에서 발간된 테라와다불교 기초교리에 대한 것이다. 우리말로 '불교입문

'이라고 되어 있다. 책 이름은 김도이 선생이 쓴 것이다. 김도이 선생은 

붓글씨를 잘 써서 나름대로 독특한 글자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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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종교성의 책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불교란 무엇인가?'가 될 것이

다. 강종미 선생이 번역한 것이다. 서점에서 판매 되는 것은 아니다. 복

사본이다. 초기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중곡동 김도이 선생 빌라에서 밤늦게까지 법담을 나누었다. 여러가지 이

야기를 했지만 경전불사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다. 종불사나 전각불사 

등 각종 불사가 있지만 가장 수승한 불사는 아마도 경전불사가 아닐까?  

 

건축불사에 참여하면 공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

다. 화재로 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전을 사 놓으면 안심이다. 

경전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불자들은 재보시보다 더 수승한 것이 법보시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법보시에는 대단히 인색한 것 같다. 이는 경전이 비싼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전이 대량 출판된다면 가격은 내려 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불자들은 지독히도 경전을 사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

니 경전을 찍어 내도 소진하는데 몇년 걸린다. 

 

한국불자들 숫자는 천만명가량 된다. 이 중에서 빠알리니까야를 다 갖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극히 소수일 것이다. 이런 때 이학종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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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야 구입 불사를 하려 하고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출간된 것

을 모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 가르침 만한 것이 없

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두 종류의 니까야 번역서가 있다. 불자들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두 구입하는 것이다. 한

종류의 번역서만 보는 것보다 비교해서 보면 더욱더 유익하다. 여러 불

사가 있지만 경전불사보더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2021-12-25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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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기의 무시간성에 대하여 

  

  

지금 시각 아침 7시 5분, 도시의 동녘에 동이 터간다. 동지가 지난지 며

칠 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동트는 시각이 단축되는 것 같다. 이제 

세상은 서서히 양의 기운이 우세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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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일터에 나왔다. 아침 7시 이전에 도착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밤은 길어서 모두 잠든 시간에 일찍 깨어 일터에 왔을 때 승리자

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써야 할 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해

야 할 특별한 일이 없다. 아침에 글을 쓰기 위한 사전 작업을 어제 일요

일 모두 마무리해 놓았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된다.  

  

오늘 아침 써야 할 글은 지난주 금요일 금요니까야모임에서 합송한 첫번

째 경에 대한 것이다. 경의 주제는 ‘현세의 삶에서 유익하고 시간을 초

월하는 가치 있는 통찰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찾아 보니 

앙굿따라니까야 ‘현세에서 유익한 것의 경

(Paṭhamasandiṭṭhikasutta)’(A6.47)이다.  

  

지금 여기에서 효과 있는 가르침 

  

경의 제목은 ‘빠타마산딧티까’이다. 빠타마는 첫번째라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경은 두번째가 될 것이다. 이 경에서 키워드는 경의 제목에 나

타나 있다. 그것은 산딧티까(sandiṭṭhika)라는 말이다.  

  

산딧티까의 뜻은 무엇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으

니 ‘visible; belonging to this life’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한국

빠알리성전협회본에서는 ‘현세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번역했다. 초기

불전연구원본에서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음’이라고 번역했다. 

  

산딧티까라는 말은 니까야 도처에서 발견된다.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D.I,51; II,93, 217; III,5; M.I,85, 474; A.I,156 sq.; II,56, 198; 

S.I,9, 117, IV.41, 339; Sn.567, 1137; Vism.215 sq. -- As sandiṭṭhiyā 
(f.) at J.VI,213 (Page 677)。’라고 소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Sn.567

이 있다. 찾아보니 숫따니빠따 쎌라의 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쎌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 넘는 청

정한 삶은 잘 설해져 있으니, 그것을 위해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

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Stn.567) 

  

바라문 쎌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에게 귀의하고자 할 때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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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즉시에 효과를 볼 수 있

음을 말한다.  

  

접촉에 따른 인과 

  

산딧티까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니까야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씨바까여, 그대가 안으로 탐욕이 있다면, ‘나에게 안으로 탐욕이 있

다.’라고 분명히 알고, 혹은 안으로 탐욕이 없다면, ‘나에게 안으로 

탐욕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면, 씨바까여, 그것이야말로 현세의 삶에

서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

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A6.47) 

  

  

여기서 씨바까는 몰리야 씨바까를 말한다. 상윳따니까야 ‘몰리야 씨바

까의 경’(S36.21)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경을 보면, 부처님은 인과가 

반드시 업보의 성숙에 의한 인과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래서 

‘불운한 사건’이나 ‘우연의 피습’ 등 여섯 가지가 있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은 모두 접촉에서부터 시

작됨을 말한다.  

  

접촉이 없다면 세상도 없고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팔지연기를 

보면 삼사화합촉에서부터 연기가 회전된다. 업보의 성숙에 인과는 무명

부터 시작되는 십이연기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불운한 사건이나 우연의 피습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인과가 반드시 업보의 성숙에 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

기에서 접촉에 따른 인과도 발생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기법의 무시간성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그것은 1)현

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고(sandiṭṭhiko), 2)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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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āliko), 3)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ehipassiko), 4)최상의 목표

로 이끄는 것이며(opaneyyiko), 5)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paccattaṃ veditabbo viññūhī)’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법수는 법수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청정도론 ‘가

르침에 대한 새김’을 보면 각주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산딧티

꼬와 아깔리꼬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sandiṭṭhiko’는 ‘현세에 유익한, 지금 여기의’란 뜻이고, 

‘akāliko’는 ‘무시간적인, 시간에 매이지 않는’의 의미를 지닌다. 

붓다고싸는 고귀한 길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한국빠알리

성전협회본 청정도론 1309번 각주) 

  

  

산딧티꼬와 아깔리꼬를 함께 설명해 놓은 것이다. 각주를 보면 더 자세

한 것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102쪽을 참고하라고 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 발간된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열어 보았다. 

관련 페이지를 열어보니 ‘연기법의 무시간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이는 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는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며,..”로 시작되는 법수념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전재성 선생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깔리

까, 즉 무시간성에 대하여 경전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옮겨 보면 다

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은 늙음과 죽음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늙음과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분명

히 안다. 그에게 이것이 사실에 대한 앎이다.”(S12.33) 

  

  

상윳따니까야 ‘앎에 대한 토대의 경’(S12.330에 실려 있다. 부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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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제를언급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생성과 소멸의 구조로 되어 

있는 연기법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사건에 대한 것이다. 시간

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무시간성은 하나의 사건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늙음

과 죽음 역시 과정에 대한 것이다. 십이지연기에서 모든 고리 역시 과정

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생멸이다. 조건발생하여 소멸하는 것이

다. 무시간성임을 말한다. 이는 연기법이 무시간성임을 말한다. 이어지

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그는 앎과 봄을 갖추어 시간을 뛰어넘어 관통하여 깊이 이해한 이 가

르침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다.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과거에 늙음과 죽음을 파악했고 늙음과 

죽음의 원인을 파악했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을 파악했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파악했다면, 그들 모두는 내가 지금 이러하듯이 같

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파악했을 것이다.”(S12.330 

  

  

십이연기에서 자라마라나(늙음과 죽음)에 대한 것이다. 늙음과 죽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태어남도 그렇고, 존재도 그렇

고, 집착도 그렇다. 십이연기 모든 고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

을 것이다. 생성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소멸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

도 그럴것이다. 부처님은 이에 대하여 “그들 모두는 내가 지금 이러하

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파악할 것이다. 그에게 이것이 보편에 대

한 앎이다.”(S12.33)라고 했다. 

  

부처님은 ‘보편에 대한 앎’을 말씀하셨다. 이 말은 ‘anvaya ñāṇ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anvaya’는 선후, 순서, 관계를 뜻한다. 그래

서 안와야 냐나에 대하여 한자어로 유지(類智)라고 한다. 이는 보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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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깔리까의 즉시성과 초월성 

  

부처님은 가르침에 대하여 아깔리까(무시간)로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

침은 현세적이고 무시간성임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시간성은 두 가

지 의미가 있다. 즉시 효과가 있는 것과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효과가 있

는 것을 말한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아깔리까를 “시간이 걸리지 않고”라고 번역했다. 

이는 아깔리까를 즉시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가르침을 접하고 실천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말한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에서는 아깔리까에 대하여“시간을 초월하여”라고 

번역했다. 이는 시간의 초월성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효과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아깔리까에 대하여 “시간

을 초월하여”라든가, “시간을 뛰어넘어”라고 번역했다. 이는 경전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시간은 흘러 가는 것일까? 

  

생성과 소멸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조건발생하여 소

멸하는 연기법은 언제나 원리로서 있는 것이다. 이는 연기법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기법은 사건과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은 흘러 가는 것일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그 시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성되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기의 무시간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국빠알리성전협회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서는 아깔리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기의 특징이 그것의 무

시간성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상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인 시간의 무를 뜻하는 

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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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법은 지금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도 

적용되었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런 연기법은 시간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존재도 발생된다는 사실이다. 그때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그러

나 일시적인 인과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공간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산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 그러나 존재는 일시적이다. 

생성되어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때 시간도 생성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공간도 생겨나는 것이다. 마치 빅뱅을 연상케 한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시간 

속에서 빅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빅뱅이 일어날 때 시공간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다. 연기에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발생이라는 사건

이 일어났을 때 소멸 때까지 시간도 생겨난다.  

  

태어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 존재의 태어남은 죽을 때까지 시간 속

에서 살아간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무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무시간

성이 아닐까? 

  

비파소리의 비유 

  

연기의 무시간성은 지금 여기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시각, 청각 등 여

섯 감역에서 생멸하는 현상을 말한다. 청각과 관련하여 청정도론에 다음

과 같은 비파소리의 비유가 있다. 

  

  

“예를 들어, 비파를 연주할 때에 생겨난 소리는 생겨나기 전에 쌓여 있

던 것은 아니고, 생겨나더라도 쌓였던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

더라도 방향이나 사잇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멸한 것이라도 

어떤 곳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비파와 연주와 연주자의 적당한 노력

을 조건으로 전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고,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의 명색의 현상은 전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고,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Vism.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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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비파와 연주

와 연주자의 적당한 노력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

어졌을 때 소리가 난다. 그런데 소리는 나자 마자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인과론적 존재 

  

소리가 나는 데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소리가 사라지는 데는 조

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리가 나자마자 즉시 사라진다. 그래서 법이 

머무는 기간은 매우 짧다. 어느 정도로 짧을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것은 사라지는 까닭에 항상 새로운 것으로서 형성들이 나타난다. 

또한 단지 새로운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일출시의 이슬방울처럼, 물거품

처럼, 물위에 그은 막대기의 흔적처럼, 송곳끝의 겨자씨처럼, 번개처럼, 

잠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환술, 아지랑이, 꿈, 선화륜, 신기루, 

파초 등처럼 견실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Vism.20.103) 

  

  

법은 잠시 머문다. 사건도 잠시 일어났다고 사라진다. 생겨난 것은 사라

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때 시간도 함께 발생된다는 사실

이다. 이를 시간 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존재도 있게 된다. 그런데 존재는 인과론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인과는 시간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

님을 말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과가 형성됨을 말한다. 이는 다름아

닌 연기법의 무시간성(akālika)에 대한 것이다. 

  

연기는 사건에 대한 것 

  

부처님은 연기법을 무시간성이라고 했다. 이는 경전적 근거가 있다. 상

윳따니까야 ‘앎의 토대에 대한 경’(S12.33)과 ‘언표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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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S22.62)이 그것이다.  

  

부처님은 ‘앎의 토대에 대한 경’에서 “그는 앎과 봄을 갖추어 시간을 

뛰어넘어 관통하여 깊이 이해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에 관해

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S12.33)라고 하여 연기의 무시

간성을 말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

래는 없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연기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기송을 보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기송에서 시간은 보이

지 않는다. 단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교의 연기

사상’에서는 “그것들은 결과가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시간의 계기를 수반하지 않는다.”(104쪽)라

고 했다.  

  

상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는 있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사건은 금방 소멸하고 만다. 이렇게 본다면 절대적 의

미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에 대하여 

시간을 뛰어넘는 가르침이라고 했다. 이는 아깔리까가 무시간성임을 말

한다. 연기법이 무시간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기가 무시간성인 

것에 대하여 ‘보편에 대한 앎(anvaya nānaṃ: 類智)’이라고 했다. 

  

언어로 표현된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

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무시간성이다.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런데 있다고 믿는 것은 왜 그런 것

일까? 이와 관련된 경이 ‘언표형식의 경’(S22.62)이다.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런 착각을 깨 

주고 있다. 이는 상윳따니야 ‘언표형식의 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과

거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미 지나갔고 소멸되었고 괴멸된 물질은 ‘있었다’라

고 언표되고, ‘있었다’라고 표명되고, ‘있었다’라고 시설된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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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있다’라고 정의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정의되지 

않는다.”(S22.61) 

  

  

사람들은 언어로 말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그러나 모두 말

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부처님은 단지 언어로서 정의된 표현에 지

나지 않다고 했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단지 현재만 있을 뿐이다. 

그 현재도 있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 미래, 현재는 없

다. 있다면 언어적 표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리

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M131)라고 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현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M131)라

고 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사건을 관찰하면 생

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연한 사고에 대한 이해 

  

이제까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몰리야 씨바까의 경에 따르면 ‘불

운한 사건’이나 ‘우연의 피습’이 있다. 이는 업보의 성숙에 따른 것

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연기의 

무시간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연기는 사

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대상을 보아 시각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접촉에 따른 것이다. 시각과 형상과 

시각의식이 화합하여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연한 사

고 역시 접촉에 따른 것이다.  

  

인과는 반드시 삼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나도 인과

는 적용된다. 이를 사건에 따른 시간이 생겨남을 뜻한다. 사건이 생겨나

서 시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인과가 생겨난 것이다.  

  

우연한 사고는 접촉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사고는 시간지연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과가 발생된다. 우연한 사고 역시 인과법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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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소멸되면 인과도 소멸된다. 다시 무시간성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이를 연기의 무시간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깔리

라까는 연기의 무시간성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글쓰기 삼매에 빠지다보니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글쓰기가 11시 30분이 되어서 끝났다. 정리를 하면 

12시가 훌쩍 넘을 것이다. 글쓰기 삼매에 빠지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른

다. 오전일과가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런 세월을 10년 이상 살아

왔다. 쓴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나중에 써 놓은 글을 엮으면 책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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