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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인간사 알 수 없다. 전화 한통에 차를 돌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

객사 영업담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납품한 것이 불합리가 발견되었

다는 것이다. 실크인쇄가 잘못되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차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금요니까야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속도

로를 탔었는데 광명 아이씨에서 차를 돌렸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문제를 

처리했다. 다시 제작 발주 의뢰했다. 고스란히 손실 난 것이다. 

 

고성제에서 원증회고(怨憎會苦)가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전화 한통에 차를 돌렸다면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

이 살면서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원증회고와 함께 잘 쓰이는 말은 애별리고(愛別離苦)이다. 이는 사랑하

는 것과 헤어짐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사람이 되기 쉽다. 역시 살아가면서 종종 발생한다.  

 

원증회고와 애별리고는 삶의 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강도가 큰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꽤 오래 가지만 어떤 것은 하루밤 자고 

나면 잊어 버린다. 

 

어제 사건은 하루밤 자고나자 잊어버렸다. 손실 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다.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글을 쓰는 목적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

인지 모른다. 이를 불교 경전에서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많은 글을 남겼

다. 이제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2014년에 써 놓은 글을 편집했다. 담마에 대한 글이다. 이를‘59 담마의 

거울 2014 III’라고 제목을 지었다. 여기서 59는 59번째 책의 의미이다. 

모두 25개의 글로 351페이지에 달한다. 참고로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담마에 대한 글은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금 읽어 보아도 크게 잘

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전과 주석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자신 있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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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에서 25번째 글을 읽어 보았다. 지금 읽어 보아도 손색없다. 내가 

쓴 것이지만 마치 남이 쓴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쓴 글을 

보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수긍하는 글쓰기 한 것이라고 자화

자찬해 본다. 

 

25번째 글은 ‘인간이 천상보다 좋은 것은’(2014-08-08)이라는 제목으

로 되어 있다. 천상보다 인간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글에서 하나 눈에 띄는 말이 있다. 그것은 상베가(saṃvega)라

는 말이다. 

 

최근 빠알리어 상베가에 대하여 글을 여러 편 썼다. 그런데 지금으로부

터 8년전에도 상베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절절하게 모르고 썼던 것 같다. 그렇다면 상베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일까? 

 

상베가는 상윳따니까야 ‘사자의 경’(S22.78)에서 발견된다. 부처님 설

법을 들은 천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저 장수하는 하늘사람들은 아름답고 지극히 행복하고 

높은 궁전에 오래도록 살아도 여래의 설법을 듣고 대부분 ‘벗이여, 우

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견고

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상주하지 않는 것

을 상주한다고 여겼다. 벗이여, 우리들은 실로 영원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상주하지 않지만 개체가 있다는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두려

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S22.78) 

 

 

천신들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산다. 삼십삼천에서 하루

는 인간의 백년에 해당된다. 삼십삼천의 천신들은 수명이 3,600만년이다.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에 부처님은 윤

회할 수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임을 알려 준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천신들의 반응에 대하여 경에서는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 

(bhayaṃ santāsaṃ saṃvegaṃ)”라고 표현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는 다름 아닌 지혜에 의한 두려움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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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에게 그렇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거룩한 님(阿羅漢)에게서 이러한 자각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지혜에 의한 감동’이지만, 다른 신들은 무

상을 깨닫고는 정신적 전율로서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강력한 통찰을 할 

때에는 ‘지혜에 의한 두려움’을 체험한다.”(Srp.II.288)라고 했다. 

 

두려움은 바야(bhaya)을 번역한 말이고, 전율은 산따사(santāsa)를 번역

한 말이고, 감동은 상베가(saṃvega)를 번역한 말이다. 이 세 가지 말은 

천신처럼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에게 절절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초기경전을 보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진리 아

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진리이다.  

 

본래 깨달은 자가 말한 것은 모두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dhammaṃ 

passati so maṃ passati, yo maṃ passati so dhammaṃ passata)”(S22.87)

라고 말씀하셨다. 

 

진리의 말씀을 가난한 자가 듣는 것과 부자가 듣는 것은 느낌이 다를 것

이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은 자가 부처님 설법을 들었을 때 마음 

속으로 다가올 것이다. 부처님이 “이것이 진리이다.”라며 사고와 팔고

를 설했을 때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적극 받아들일 

것이다. 왜 그런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꼭 들어 맞는 말이

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이 무상, 고, 

무아를 설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느

낌이 들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수명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천신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천신들에게 설법했을 때 천신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이다. 자신의 입지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안 것이다.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복과 수명이 다하면 

어떤 세계에 태어날지 모른다. 지옥이나 축생 같은 악처에 태어날 수 있

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천신들에게 부처님의 설법은 날벼락 같은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영

화가 덧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두려움은 이내 전율로 바뀐다. 그리고 감동의 물결이 된다. 왜 그

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괴로움과 윤회를 끝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감동하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다. 지혜로 두려

움을 통찰했을 때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상베가에 대하여 영어로는 ‘agitation, fear, anxiety; thrill, 

religious emotion’라는 뜻이 있다. 전율과 공포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적 감정의 뜻도 있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

처님의 설법을 들었을 때 강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충격

적인 것일수도 있다. 왜 그런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기 

쉽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 세상 사람들이 탐, 진, 

치로 살때 무탐, 무진, 무치로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출세간의 가르침

이라고 한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류도(逆流道)라고도 한다.  

 

역류도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신념, 사상, 종교를 내려 놓아야 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인가? 영원한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즐거운 것을 보고 괴로운 것이라

고 보고, 자아에 대하여 실체가 없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전도된 인식이 깨졌을 때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지혜로 통찰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감동을 

상베가라고 한다. 초기경전을 읽을 때 감동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상베

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책만들기 하면서 상베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았다. 

 

 

2022-05-28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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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압빠마다(不放逸)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 
  
법구경 제 2품은 방일하지 않음의 품(Appamādavaggo)이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방탕하게 놀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방일하지 않다는 뜻의 빠알리어 Appamāda 는 어떤 

뜻일까?  
  
  
빠알리어사전 PCED194 에 따르면 Appamāda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다. 
  
  
appamāda 
: 'zeal', non-laxity, earnestness, diligence, is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all progress. 
  
Just as all the footprints of living beings are surpassed by the 

footprint of the elephant, and the footprint of the elephant is 

considered as the mightiest amongst them, just so have all the 

meritorious qualities zeal as their foundation, and zeal is 

considered as the mightiest of these qualities'' (A. X, 15). 
  
Cf. the Chapter on Zeal (Appamāda Vagga) in Dhp., and the Buddha's 

last exhortation: "Transient are all formations. Strive zealously!" 

(appamādena sampādetha: D. 16) - In the commentaries, it is often 

explained as the presence (lit. 'non-absence') of mindfulness 

(satiyā avippavāsa).。 
  
(appamāda, 빠알리어사전 PCED194) 
  
  
빠알리어 압빠마다에 대한 제 1 의 뜻은 'zeal'이다. Zeal 은 열의 또는 

열성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압빠마다는 무엇이든지 열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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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는 것을 말한다. 또 ‘non-laxity(방종되지 않음), 

earnestness(진지함), diligence(근면, 성실)’의 뜻 도 있다.  
  
모든 수행과정의 기본이 되는 것 
  
이렇게 빠알리 압빠마다는 ‘Zeal(열의), non-laxity(방종되지 않음), 

earnestness(진지함), diligence(근면, 성실)’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압빠마다에 대하여 단지 ‘부지런함’이라고 번역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압빠마다에 대하여 “is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all progress.”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근본으로서 고려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아빠마다라는 것이 모든 수행과정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빠알리어사전 PCED194 에서는 하나의 경을 소개 하고 있다. 

그것은 상윳따니까야에 있는 ‘빠다경(Padasuttā-발자국의 

경,S45.140)’이다. 압빠마다에 대하여 ‘코끼리발자국’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안에 모두 들어 가기 

때문에 압빠마다 역시 모든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전제조건이 됨을 

말한다. 
  
부처님도 강조하신 아빠마다 
  
그리고 빠알리어사전 PCED194 에서는 또 하나의 예를 소개 하고 있다. 

그것은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 “Transient are all 

formations. Strive zealously!”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번역 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한 빠알리어가 “appamādena sampādetha: D. 16)”이다. 

이렇게 본다면 압빠마다라는 말은 부처님이 매우 강조하신 말임을 알 수 

있다.  
  
  
법구경 압빠마다왁가 두 번째 게송은 다음과 같다. 
  
  
1. 
Etaṃ visesato ñatvā  에왕 위세사또 냐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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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mādamhi paṇḍitā,  압빠마담히 빤디따 
Appamāde pamodanti,  압빠마데 빠모단띠 
ariyānaṃ gocare ratā.  아리야낭 고짜레 라따 
(빠알리어) 
  
  
2.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고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Dhp22) 
(전재성님역) 
  
  
3. 
このことをはっきりと知って、 
つとめはげみを能（よ）く知る人々は、 
つとめはげみを喜び、 
聖者たちの境地を楽しむ。(Dhp22) 
(나까무라 하지메역) 
  
  
4. 
이 같은 진실을 완전하게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현자에게 있어 
마음 집중은 기쁨을 주고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물게 한다.(Dhp22) 
(거해스님역) 
  
  
5. 
Knowing this as a true distinction, 
those wise in heedfulness 
rejoice in heedfulness, 
enjoying the range of the noble ones. (Dhp22)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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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慧知守道勝 혜지수도승 
從不爲放逸 종불위방일 
不貪致歡喜 불탐치환희 
從是得道樂 종시득도락 (Dhp22) 
(한역) 
  

  

 
heedfulness 

  
  
게송을 보면 번역자 마다 압빠마다에 대한 번역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전재성님의 경우 ‘방일하지 않음’이라 하였고, 나까무라 하지메는 

‘つとめはげみ’라 하여 ‘힘써노력함’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heedfulness 라 하여 ‘주의를 기울임’이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거해스님역을 보면 ‘마음집중’이라고 하였다. 마음집중이라는 

말은 선정삼매에서 집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빠마다에 대한 본래의미와는 동떨어진 말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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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경으로 표현된 아빠마다 
  
각 번역자의 번역어를 보면 압빠마다에 대하여 한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압빠마다에 대하여 

‘방일하지않음’이라거나, ‘부지런함’이라거나, 

‘힘써노력함’라거나, ‘주의를 기울임’ 등 여러 뜻이 있지만 모두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아빠마다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면 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게송에서는 아빠마다에 대하여 사구게로서 핵심을 가로 질로 말하고 

있다. 특히 . 네 번째 구절에서 “ariyānaṃ gocare ratā(고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라 하였는데 ‘행경(gocara)’이라는 말에 포커스가 

모아 진다.  
  
게송에서 언급된 ‘행경(gocara)’은 어떤 뜻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riyānaṃ gocare ratā : DhpA.I.230 에 따르면, 고귀한 님은 부처님들, 

연각불들과 그들의 제자를 말한다. 행경(行境)은 서른일곱 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수행의 원리[삼십칠조도품]와 아홉 가지 출세간의 

원리[구출세간법]를 말한다. 
  
(각주 532 번, 전재성님) 
  
  
게송에서 언급된 행경은 주석에 따르면 37 조도품과 9 차제정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압빠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생겨날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S45.54”라고 압빠마다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압빠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압빠마다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말이다. 그래서일까 법구경에서는 

제 2품에 압빠마다왁가라 하여 모두 12 개의 게송이 소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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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상윳따니까야에서 제 45 상윳따인 ‘길의 모음’에서는 

‘방일하지 않음의 품’이라 하여 여러 개의 경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초기경전 도처에 압빠마다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압빠마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이 있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다. 
  
  
“handa'dāni bhikkhave āmantayāmi vo,  
vayadhammā saṅ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ā”ti. 
  
Ayaṃ tathāgatassa pacchimā vācā. 
   
[세존]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곳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Mahāparinibbāna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26,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바로 “appamādena sampādethā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이다. 이 말은 주석에 따르면 “새김을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해야 할 일을 성취하라”는 뜻이라 한다.  
  
이처럼 그 동안 45 년간에 걸쳐 부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입멸의 침상에 

누워서 말씀 하신 말씀이 ‘불방일’이다. 따라서 압빠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05-2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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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은 꽃 그러나 큰 열매  
  
  
순수에 대한 열망 
  
아홉살 때 까지는 시골에서 자랐다. 그 때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농촌에서 불과 몇 년간의 기억은 일생을 좌우한다. 그것은 

‘순수(純粹)’에 대한 열망이다. 순진무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순수를 갈망하는 것은 그 만큼 때가 끼었다는 것을 말한다.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가 낄 수밖에 없는데 다시는 그 순수의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알 때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홉살 이전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깊은 산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야도 아닌 구릉에 자리잡았던 불과 20 여호의 작은 마을은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고향’이다. 그렇다고 하여 고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요즘 같이 개발의 시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향이 아니다. 고향집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다만 사람이 

없다. 빈 집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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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전 고향집을 찾았다. 큰집이다. 백부댁이 살던 곳이다. 그리고 

백부의 칠남매가 나고 자란 곳이다. 살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밭으로 변해 있다. 그러나 6.25 직후에 지었다는 큰집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 버렸지만 옛집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인생의 2막을 

살아가는 사람(2012-07-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제비집이 
  
시골에서 몇 년간의 기억이 평생 가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바뀔 때 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정서를 느끼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봄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제비집’과 ‘감꽃’에 대한 추억이다.   
  
어느 날 제비가 찾아와 열심히 제비집을 짓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비새끼들이 얼굴을 내민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입이 찢어져라 크게 

벌리고 있다. 그렇게 크게 벌린 입에 제비는 열심히 먹이를 날라다 

준다. 이렇게 거친 먹이를 먹고 자란 제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란다. 

그러다 어느 날 모두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텅빈 둥지만 남는다. 

그래서 시골집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제비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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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전 시골집에 갔었을 때도 제비집이 있었다. 한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둥지는비어 있었다. 다만 제비들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신기한 것은 어렸을 적 보던 제비집 그대로이다. 위치 또한 그대로이다. 

세월은 많이 흘렀건만그 자리 그 위치에 여전히 제비집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추억속의 감꽃 
  
6.25 직후에 지어진 시골집은 이제 60 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어렸을 적 

그 모습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초가에서 슬레트지붕으로 

바뀐 것 외 변화가 없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지만 한때 

사람들로 매우 북적이던 곳이다.  
  
그 때 당시 마당이 매우 넓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훌쩍 자란 다음에 

가 보니 그렇게 좁아 보일 수 없었다. 집도 좁아 보이고 방도 좁아 

보이는 등 마치 갑자기 작은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아마 키가 

작은 아이이었을 때 본 것과 다 자라서 본 것과의 차이 일 것이다.  
  
시골집을 볼 때 제비집과 함께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감꽃’이다. 할머니가 심었다는 감나무가 돼지축사 바로 뒤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가본 결과 돼지축사는 형태만 남아 있을 뿐 잡초가 

무성하여 폐허화 되었다. 그 때 당시 축사에는 흑돼지가 꿀꿀 거리며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특히 물을 마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18 

 

 
  

  
  
돼지축사 뒤에는 감나무가 있었다. 할머니가 심었다는 감나무이다. 

어렸을 적 감나는 무척 크게 보였다. 이년전 다시 감나무를 쳐다 보았을 

때 세월의 흐름만큼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감나무는 더디게 

자라는 것일까?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형님에게 물어 보니 한번 

베어 내고 다시 자란 것이라 한다. 만일 옛날감나무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감나무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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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를 볼 때 마다 늘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감꽃’에 대한 

것이다. 시골에서 자랄 때의 일이다. 언젠가 마당에 감꽃으로 가득 

하였다. 비바람이 불어 감꽃이 떨어진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감꽃을 

보았다. 무엇이든지 첫경험이 강렬하듯이 감꽃 역시 그랬다.  
  
감꽃은 다른 꽃과 달리 매우 작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잎사귀 아래에 숨어 있는 것처럼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 먹고 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어 마당에 감꽃이 가득 

하였을 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그것은 

감꽃만의 독특한 모양때문이다. 바닥에 무수하게 떨어져 있는 감꽃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옹골찬 느낌이다. 막 떨어져서 일까 마치 생동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감나무꽃이 필 때 쯤이면 감꽃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감나무속을 들여다보니 
  
늦은 봄이서일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요즘 낮의 날씨를 보면 마치 

초여름 같다. 밤에는 쾌적하여 봄날씨 그대로이지만 낮에는 이미 

초여름이다. 이렇게 오월 말이 되면 늘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장미이다. 그래서 거리에는 장미가 눈에 많이 띈다. 보통 6 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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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 계절’이라 하는데 올해의 경우 날씨탓이어서인지 거리는 이미 

장미의 계절이 되었다. 
  
장미의 계절이 시작 될 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꽃이 있다. 그것은 

감꽃이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피는 두 꽃을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장미는 크고 화려하고 컬러풀하여 눈에 확 띠지만 감꽃은 피었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작고 노랑색의 감꽃을 볼 수 

있다. 
  
  

  

 
  
  

  
감꽃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감나무꽃이 필 때쯤 되면 의도적으로 

감나무속을 들여다 본다. 그러면 커다란 잎사귀 아래에 작고 옹골찬 

노랑색의 감꽃이 달려 있다. 너무 작어서 카메라로 촬영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촬영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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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노랑감꽃을 보니 옛날 시골집 마당에 떨어져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이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 하지만 그 형태는 변함이 없다. 
  

  

 
  

  
  
꽃에 비해 열매는 매우 큰 감나무 
  
감나무를 좋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감꽃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무엇 보다 감나무열매 때문이다. 감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조차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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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지만 그 열매만큼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크고 화려한 꽃과 매우 대조 된다. 
  

  

 
  

  
  
봄이 되면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난다. 또 릴레이 하듯이 시간차를 두고 

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꽃에 눈길을 준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러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봄이 되어 화려하게 신고식을 

하는 ‘벚꽃’이 있다. 그래서 벚꽃철이 되면 사람들은 벚꽃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마치 하얀뭉게구름 처럼 하얀벚꽃이 군락을 이루어 필 

때 사람들은 이를 즐긴다. 하지만 벚꽃이 지고 나면 쳐다 보지도 

않는다. 
  
모든 꽃들은 피고 나면 열매를 남긴다. 벚꽃 역시 피고 나면 열매를 

남긴다. 이를 ‘벚찌’라 한다. 그런데 벚찌를 보면 벚꽂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벚꽃이 지고나면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 

나서 일까 벚찌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러나 감나무는 다르다. 
  
감나무는 벚꽃과 달리 꽃이 피면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래서 언제 꽃이 

피었다 졌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감나무가 벚꽃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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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열매에 있다. 벚꽃나무의 벚찌는 너무 작어서 존재감이 

없지만 감나무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존재감이 드러난다. 열매가 점차 

커져서 마침내 노랗게 익어 갈 때, 그리고 빨간 홍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쳐다 본다. 이렇게 감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는 

존재감이 없지만, 열매를 맺었을 때는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과시하는 

듯 하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다. 마치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도를 닦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도를 닦는 것에 대하여 ‘꽃과 열매’로 비유할 수 있다. 

  

도를 닦는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도만 닦으면 되는 것일까? 만약 

도만 닦고 결실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열심히 도만 닦는다면 겉모습만 화려한 꽃과 같을 것이다. 도를 닦긴 

닦지만 그 결실이 보잘 것 없다면,  마치 크고 화려한 꽃잎을 가진 꽃이 

열매가 보잘 것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닦긴 닦되 

결실이 크다면, 마치 감나무에 열린 감과 같을 것이다. 감나무꽃은 매우 

작아 존재감이 없지만 그 열매 만큼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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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결실’에 있다고 본다.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보듯이, 마찬가지로 

도을 닦으면 결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도를 닦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1. 

Te jhāyino sātatikā,   떼 자이노 사따띠까 

niccaṃ daḷhaparakkamā,  닛짱 달하빠락까마 

Phusanti dhīrā nibbāṇaṃ,   푸산띠 디라 닙바낭 

yogakkhemaṃ anuttaraṃ.  요각케망 안웃따랑. 

  

  

2. 

선정에 들고 인내하고 

언제나 확고하게 노력하는 님, 

현명한 님은 열반, 

위없는 안온을 경험한다. (Dhp23, 전재성님역) 

  

  

3. 

（道に）思いをこらし、堪え忍ぶことつよく、 

つねに健（たけ）く奮励する、 

思慮ある人々は、安らぎに達する。 

これは無上の幸せである。 (Dhp23, 中村元역) 

 

 

  

4.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Dhp23, 법정스님역) 

  

  

5. 

현자는 지속적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내적 고요함과 평화를 성취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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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바나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경지. 

닙바나는 위없는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다. (Dhp23, 거해스님역) 

  

  

6. 

常當惟念道 상당유념도 

自强守正行 자강수정행  

健者得度世 건자득도세 

吉祥無有上 길상무유상 (Dhp23, 한역) 

  

  

7. 

The enlightened, constantly 

 absorbed in jhana, 

 persevering, 

 firm in their effort: 

they touch Unbinding, 

the unexcelled rest 

 from the yoke. (Dhp23, Thanissaro Bhikkhu 역) 

  

  

  

네 가지 길과 네 가지 경지가 있는데 

  

법구경 압빠마도왁가(Appamādavaggo) 세 번째 게송이다. 게송에서 세 

번째 구절을 보면 ‘phusanti’가 있다. 이 푸산띠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Phusanti : 원래는 ‘접촉한다.’는 뜻이다. DhpA.I.230 에 따르면, 

열반과 관계된 두 가지 경험이 있다. 1) 앎을 통한 경험 : 네 가지 

길[四向, cattaro magga] 2) 경지를 통한 경험 : 네 가지 경지[四果 : 

cattaro phalani] 

  

(539 번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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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은 주석을 인용하여 ‘사향사과(四向四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여기서 사향사과는 ‘사쌍팔배’의 성자를 말한다. 즉 

수다원의 도와 과, 사다함의 도와 과, 아나함의 도와 과, 아라한의 도와 

과를 말한다. 이렇게 네쌍으로 된 여덟 가지 형태를 사쌍팔배라 한다.  

  

사향사과나 사쌍팔배를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 되는 것이 도와 과이다. 

그 도와 과를 빠알리어로 표현하면 막가(magga)와 팔라(phala)이다. 

Magga 라는 말이 ‘path’로서 ‘길’을 의미하고, phala 라는 말이 

‘fruit’의 뜻으로 ‘열매’를 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길을 

간다’거나 ‘도를 닦는다’ 하였을 때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결실을 맺어야 함을 말한다. 

  

목적 없이 행동하면 

  

사람들은 목적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또 목적없이 말을 하지 않는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 목적없이 행동을 

하고, 목적없이 말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아마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목적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없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알아 본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으로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정신이상자들의 특징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말 하는 것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목적이 결여된 행동이나 말은 보통사람들과 

확연히 차별된다. 그래서 행동이나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태인지 

순식간에 알 수 있다. 

  

여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걷는다면 어떻게 

보일까? 길을 걷긴 걷되 목적지 없이 걸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를 

닦는 다는 것도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도라는 말 자체가 길(magga)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게송에 따르면 최종목적지는 

‘열반(nibbāṇa)’이다.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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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은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떠난다. 길을 간다는 

것은 ‘도를 닦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이다.  

  

그런데 열반체험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열반을 체험하면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도 단계가 있다. 이를 네쌍으로 

여덟가지 형태로 분류해 놓았다. 그래서 길을 떠나 목적지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 네 가지 형태와 여덟종류가 있다고 하여 ‘사향사과’라 

한다. 이를 성취한 자를 ‘사쌍팔배’의 성자라 한다.  

  

이처럼 네 종류의 성자가 있지만 네 종류의 성자가 체험하는 열반은 

모두 똑같다는 것이다. 수다원이 체험하는 열반이 다르고 아라한이 

경험하는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말한다. 네 종류의 성자가 경험하는 

열반은 모두 동일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염원’에 따른다. 탐진치로 대표 되는 

번뇌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라한의 도와 

과를 성취하면 모든 번뇌는 소멸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윤회하게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되면 번뇌가 소멸되어 더 이상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kamma, 業)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함께 재생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재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은 더 이상 태어남이 없음을 말한다.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아라한은 죽는 일도 없게 된다. 자아를 가진 보통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아라한은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불사라 한다. 그 불사의 

경지를 닙바나(열반)라 한다. 

  

장부다운 기백으로 

  

게송에 따르면 “현자만이 열반을 경험한다(Phusanti dhīrā 

nibbāṇaṃ)”고 하였다. 여기서 현자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디라(dhīrā)’이다. dhīrā 의 원뜻은 ‘firm(확고한)’이다. 그래서 

한자어로는 ‘堅固的(견고한)’ 뜻으로 번역되고 이처럼 ‘확고하다’는 

뜻을 가진 ‘디라’는  ‘현자(賢者)’라도 번역된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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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자만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게송에 따르면 1) 선정에 들고, 2) 인내하고, 3) 확고하게 

노력하는 자라 하였다. 여기서 세 번째 항 ‘확고하게 노력하는 님’에 

대한 것이 ‘niccaṃ daḷhaparakkamā’ 

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장부다운 힘과 장부다운 노력과 

장부다운 용맹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에 도달하기까지, 중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일정하게 확고한 노력을 기울인다.(DhpA.I.230)”라고 

설명 되어 있다.  

  

길을 걷는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 그 목적지가 아주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간다. 길을 가는 도중에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고, 산을 만나면 산을 건너간다. 

  

  

 
중국양관 

  

  

  

 나그네는 길을 가다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 또 누군가 함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 누군가가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자라면 문제 

없으나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다. 이처럼 목적지를 길을 향해 가는 

과정은 험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도중에 포기한다면 목적지에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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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길을 가야 할까? 

주석에 따르면 장부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길을 갈 것인가?  

  

장부란 무엇일까? 장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 자란 씩씩한 

남자”의 뜻이다. 한마디로 패기와 기백이 넘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사내대장부’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사내대장부가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험난한 길을 떠나는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장부로서의 패기를 말한다. 주석에서와 같이 장부다운 힘과 장부다운 

노력과 장부다운 용맹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중에 포기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양관 

  

  

노력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1) 선정에 드는 것(jhāyino), 2) 인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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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sātatikā), 3) 노력하는 것(daḷhaparakkamā)을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수행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장부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장부의 기질이 있는 자만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대장부기질이 있는 자가 게송에 따르면 디라이다. 

‘디라(dhīrā)’는 원뜻이 ‘firm’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확고부동한 자’를 말한다. 대장부기질이 있는 자이다. 그런 자가 

바로 현자라 하였다. 따라서 현자만이 열반이라는 목적에 도달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국양관 

  

  

요가케마(yogakkhema)에 대하여 

  

열반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일까? 열반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게송에 따르면 ‘yogakkhemaṃ’이라 

하였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위없는 안온’으로 번역하였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無上の幸せ’라 하여 ‘위없는 행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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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 법정스님은 ‘마음의 대자유’로, 거해스님은 ‘위없는 

참된 기쁨’으로 번역하였다.  

  

장부의 마음으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길을 가면 마침내 열반에 도달 

할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열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요가케마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요가케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빠알리어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요가케마(yogakkhema)에 대하여 ‘release from the attachments’라 

설명 되어 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 또 yogakkhema 는 

yoga+khema 의 뜻이라 하였다. 여기서 yoga 는 ‘yokes(멍에), 

bonds(집착)’의 뜻으로 네 가지 번뇌의 또다른 이름이라 설명되어 

있다.  

  

Khema 는 ‘safe(안전한); calm(고요한); full of peace(평화로 

가득한)’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합어 요가케마(yogakkhema)는 

‘번뇌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안온’이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윤회에 묶어두는 네 가지 멍에 

  

요가케마(yogakkhema)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유가안은’으로 

번역하였다. 초불연 맛지마니까야 ‘뿌리에 대한 법문 경(M1)’의 

각주에 따르면 요가케마(yogakkhema)에 대하여 ‘아라한과’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네 가지 속박에서 안전하고 괴롭힘이 없기 때문에 

요가케마(yogakkhema)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빠알리사전과 초불연 각주에서 언급된 네 가지 번뇌 또는 

멍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하여 해당 게송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yogakkhemaṃ anuttaraṃ : DhpA.I.231 에 따르면, 사람을 윤회에 

묶어두는 네 가지 멍에[四軛 : cattaro yoga]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멍에(kamayoga), 존재의 멍에(bhavayoga), 견해의 멍에(ditthiyoga), 

무지의 명에(avijjayoga)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로 모든 

세간적이고 출세간적 사실 가운데 최상이다. (Sdk.17 Dv.43 Dp.27 

Sds.II.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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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번 각주, 전재성님) 

  

  

yogakkhemaṃ anuttaraṃ의 뜻은 “위없는 안온”이라는 뜻이다. 이런 

안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멍에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뜻한다. 이런 멍에를 짊어고 있는 한 소는 수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멍에를 맨 황소는 왜 고통스러울까? 

  

멍에를 맨 황소는 왜 고통스러울까? 이에 대하여 멍에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주석에 따르면 “황소는 수레를 거꾸로 돌리거나 거기서 벗어 날 

수 없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만일 황소가 앞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멍에가 황소의 목을 조른다고 한다. 그래서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 

  

  

  

   

Withers yokes in use in Burma 

출처: 위키백과 y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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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황소가 뒤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뒤로 벗어나려 하면 이번에는 

바퀴가 황소의 엉덩이 살을 도려 낼 것이라 한다. 그래서 황소는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끄는 한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결코 멍에를 벗어 날 수 

없다. 따라서 황소는 멍에를 매고 있는 한 오로지 앞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멍에가 빠알리어로 요가(yoga)이다. 영어로는 

요크(yoke)라 한다. 

   

  

  

 
  

ox cart 

Single ox pulling ladies in ox cart near Newport News,  

Virginia, USA (estimated c1900-1920). 

  

  

  
  

멍에를 짊어 졌다는 것은 윤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한다. 멍에로부터 

빠져 나가려 하지만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을 때 오로지 앞만 보고 

걷는 황소처럼 윤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멍에를 짊어지면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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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네 가지 멍에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1)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멍에(kamayoga), 2) 존재의 

멍에(bhavayoga), 3)견해의 멍에(ditthiyoga), 4) 무지의 

명에(avijjayoga)라 한다. 이런 멍에에서 벗어났을 때 최상의 안온을 

얻을 것이라 하였다.  

  

아라한의 삶 그 자체가 행복 

  

게송에서는 “현명한 님은 열반, 위없는 안온을 경험한다”라 하였다. 

위없는 안온(yogakkhemaṃ anuttaraṃ)이 바로 열반을 뜻한다. 그렇다고 

하여 열반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열반은 마음이 없는 상태이므로 

아무 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송이나 경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행복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nibbānaṃ paramaṃ sukhaṃ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Dhp204)”와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다.  

  

열반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보면 이는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주석에 

따르면 이 경우 열반이 행복이라는 느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의 삶’ 그 자체를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가지 멍에서 벗어난 아라한은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현명한 님은 열반, 위없는 안온을 경험한다”라 

하였을 것이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 

  

누군가 길을 가고 있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혼자서 간다. 누군가 

함께 길을 간다면 힘이 될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가 있다면 수월하게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행자가 어리석다면도움이 되지 않는다.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Dhp61)”라 

하였다. 어리석은 자와 우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면 윤회는 아득한 것이라 하였다.  

  

나그네가 길을 떠날 때는 장부의 마음을 가야 한다. 선정, 인내, 노력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길을 간다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다. 목적지 없는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지가 바로 

‘열반’이다. 나그네가 강넘고 산넘고 사막을 넘어 도착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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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이라는 목적지이다. 그 열반의 목적지에 도착한 대장부는 최상의 

안온을 얻을 것이라 하였다.  
  

  

 
  

중국양관 
  
  

아무도 알아 주지 않지만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 역시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그네는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출발이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지만 길을 계속 가서 마침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 이는 마치 

감나무같다.  
  
감나무꽃은 잎사귀에 가려져 있어서 존재감이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는 점점 커진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길을 떠나는 

나느네는 감꽃과 같다. 감꽃처럼 작고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꾸준히 

장부의 패기와 기백을 가지고 길을 떠난다면 언젠가 ‘큰 

결실(mahaphala)’을 맺을 것이다.  
   
 2014-05-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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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뚝의 힘으로 이마의 땀으로 
  
  
  
액션가수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말이 있다. 요즘 ‘종편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옛날이야기를 한 바 있는 가수 ‘박일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박일남은 과거에 폭행사건으로 세상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가수 박일남에 따르면 폭행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때는 말로 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하니까 주먹이 

먼저 나갔던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말로 해도 될 것을 말로 설명이 

안되니까 폭력으로 제압하였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이후 

폭력가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종편에 출연한 

박일남에 대하여 ‘액션가수’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수 박일남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성내는 것도 폭력 
  
말로 해서 안된다고 하여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은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럴 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법보다 주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같이 성질을 내었을 때 법보다 주먹이라 볼 수 있다. 말로 설명을 

해도 될 것을 말로 표현을 못하니 성질부터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성질 

내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반드시 주먹이 나가야 폭력이 아니라 말로서 

내뱉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다.  
  
일단 욕부터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화부터 낸다면 이는 폭력이다. 이런 

언어폭력은 현실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넷상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그것은 욕으로 나타난다. 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대뜸 욕부터 하는 것이다. 이런 욕설과 더불어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을 늘어 놓는다면 이는 명백한 폭력이라 볼 수 있다. 
  



37 

 

폭력이라 하여 반드시 주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화부터 내는 것도 폭력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욕부터 하는 것 역시 폭력행위이다. 이는 말로서 

이해 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일단 화부터 내고 보고,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행동이 신중하지 않는 것이다.  
  
여법하게 사는 사람은? 
  
법보다 주먹, 말보다 욕설 등 여법하지 않은 행위는 불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계의 게송이 있다.  
  
  
1. 
Uṭṭhānavato satīmato    웃타나와또 사띠마또 
sucikammassa nisammakārino   수찌깜마싸 니삼마까리노 
saññatassa dhammajīvino   산냐땃사 담마지위노 
appamattassa yaso bhivaḍḍhati  압빠맛땃사 야소 비왓다띠. 
  
  
2. 
힘써 노력하고 새김을 갖추고 
행실이 맑고 행동이 신중하고 
자제하고 여법하게 사는 
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명성이 더해간다. (Dhp24, 전재성님역) 
  
  
3. 
こころはふるいたち、思いつつましく、 
行いは清く、気をつけて行動し、 
みずから制し、法（のり）にしたがって生き、 
つとめ励む人は、名声が高まる。 (Dhp24,中村元역) 
  
  
4.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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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Dhp24, 법정스님역) 
  
  
5. 
正念常興起 정념상흥기 
行淨惡易滅 행정악이멸 
自制以法壽 자제이법수 
不犯善名增 불범선명증 (Dhp24, 한역) 
  
  
6. 
누구든 간에 마음 집중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은 순수하며 마음은 자제력이 있고 
매사에 사려 깊으며 법다운 생활을 하면 
명예와 존경은 착실히 늘어난다. (Dhp24, 거해스님역) 
  
  
7. 
Those with initiative, 
 mindful, 
 clean in action, 
acting with due consideration, 
 heedful, restrained, 
living the Dhamma: 
 their glory 
 grows. (Dhp24, Thanissaro Bhikkhu 역) 
  
  
게송에서 키워드는 ‘appamata(방일하지 않음)’이다. 그런데 핵심어 

불방일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된다. 게송에서는 모두 여섯 

가지로 되어 있다. 이를 나열하면 ‘1)힘써 노력하고(Uṭṭhānavato), 2) 
새김을 갖추고(satīmato), 3) 행실이 맑고(sucikammassa), 4) 행동이 

신중하고(nisammakārino), 5)자제하고 (saññatassa), 6) 여법하게 

사는(dhammajīvino)’것으로서 모두 여섯 항목에 달한다. 
  
명성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 여섯 가지에 대하여 각주와 주석을 참고 하여 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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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   분 내      용 비 고 
1 힘써 노력하고 

(Uṭṭhānavato) 
정진을 일으키는 것 정진 

2 새김을 갖추고 
(satīmato)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앎 
사띠 

3 행실이 맑고 
(sucikammassa) 

비난할 바 없고 잘못이 없는 

신체적 행위 
  

4 행동이 신중하고 
(nisammakārino)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대처 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알아차리고 

새김을 확립한 뒤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 

  

5 자제하고 
(saññatassa)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잘못이 없도록 자제하는 것 
  

6 여법하게 사는 
(dhammajīvino) 

가장으로서 농사, 목축 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등의 사람을 

말하며, 가장이 아니면, 

수행자로서 의술이나 점술, 

심부름 등의 직업을 갖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화합하여 사는 것 

올바른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A8.54)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은 ‘불방일’의 결과이다. 이런 여섯 가지를 

실천하였을 때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게송의 네 

번째 구절에서 “yaso bhivaḍḍhati(명성이 더해간다)”라 하였다. 이 

말은 각주에 따르면 “권력과 부와 존경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으로 

이루어진 명성이 증가한다.(DhpA.I.238)”라는 뜻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섯 가지를 실천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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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철이다. 그러나 선거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세월호참사 

여파일 것이다. 누구든지 튀는 행위나 실수를 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찍히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그래서일까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를 좀처럼 들을 수 없고 

정당로고송이나 노래소리를 일체 들을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이 

단체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가라앉은 선거 분위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몇 

일전 ‘쌍개울’에서 행사가 열렸다. 안양천과 학의천이 만난다고 하여 

‘쌍개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다. 그런 쌍개울은 

‘생태하천’으로서 늘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런 쌍개울에서 환경축제 형식으로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다. 

올해 2 회째를 맞이 하는 ‘환경한마당’ 행사라 한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마련된 부스에서 갖가지 행사를 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지역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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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날 저녁에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임시로 설치된 무대에서 지역의 음악단원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 주었다. 후반부에는 판소리 명창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분위기 여파이어서일까 역시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비록 동네 사람들이 모인 형식의 음악회이었지만 선거철인지라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그래서 갖가지 아이디어로 개발된 

것이 등장하였다. 풍선모양으로 된 인형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전광판을 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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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을 매고 다니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 보니 

“요즘 세월호 여파 때문에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광판을 매고 다닙니다” 라고 하였다. 움직이는 전광판이다. 화면에는 

사진과 함께 공약이 흘러 가는 글씨로 나온다. 이렇게 선거가 조용하게 

치루어지고 있다. 
  

  

 
  

  



43 

 

  
이력을 보면 화려 하기 그지 없는데 

  
지역의 동대표를 뽑는 것은 언제나 그 인물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름과 얼굴이 익숙하다.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대체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로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 

되는 것이고 도의원이 되는 것이라 본다. 이력을 보면 화려 하기 그지 

없는데 모두 성공하였다는 증명이라 본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일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라 본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열심히 뛰어 다닌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주어진 시간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얼굴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본다. 커다란 현수막의 사진을 보면 모두다 준수한 용모이다. 

그리고 약력을 보면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다. 특히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일수록 이력 또한 화려하다. 그래서 부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명예이고, 그 다음은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당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게송에서는 총 여섯 항목의 실천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힘써 

노력하고 새김을 갖추고 행실이 맑고 행동이 신중하고 자제하고 

여법하게 사는방일하지 않은 님에게 명성이 더해간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명성이라는 것이 “권력과 부와 존경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명성이라는 것이 불법이나 

탈법, 불로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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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당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앙굿따라니까야 ‘비야가빳자의 경(A8.54)’에 따르면, 부처님은 올바른 

생활을 위한 네 가지 원리를 말씀 하셨다. 그것은 1) 부지런함을 

갖춤(uṭṭhānasampadā), 2) 수호를 갖춤(ārakkhasampadā), 3) 선한 벗을 

갖춤 (kalyāṇamittatā), 4) 올바른 생활을 갖춤(samajīvikatā)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이 네 가지 실천사항에서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것을 말씀 하셨다. 

어떻게 부를 쌓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근면한 노력으로 

얻고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 들이고 정당한 원리로 

얻어진 재물”이 정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바른 생활의 원리를 노래 하였다. 
  
  
[세존] 
“일의 분야에서 부지런하고 
방일하지 않고 정돈하며 
균형있게 생활을 도모하고  
모은 재산을 수호하네. 
  
믿음이 있고 계행을 갖추고 
은혜를 알고 인색을 버리고 
항상 길을 정화하고 
내세에서의 행복을 구하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원리는 
믿음을 지니고 가정에 사는 자에게 
참된 이름을 지닌 님께서는 
양쪽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 설했네. 
  
현세의 안녕을 위하고 
내세의 행복을 위하니 
이와 같이 재가자들에게 
보시는 공덕을 증가시키네.” 
  
(A8.54, 전재성님역) 
  



45 

 

  
팔뚝의 힘으로 벌고, 이마의 땀방울로 이루고 
  
법구경에는 부처님가르침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르침도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의 윤리교과서 같은 것이 법구경이다. 방일하지 않는 품에 

등장하는 게송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윤리적 가르침이다. 

특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얻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이 게송에서는 “dhammajīvino(여법하게)”라 

하였다. 여기서 ‘담마지위(dhammajīvī)’는  ‘living righteously’의 

뜻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경에서는 “두 팔의 힘으로 

모으고 이마의 땀으로 벌어 들이고(A8.54)” 라 하였다. 팔뚝의 힘으로 

벌고, 이마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것이 가치 있음을 말한다. 과연 

후보자들의 화려한 이력은 두팔의 힘과 이마의 땀으로 이루어 낸 

것일까? 유권자는 올바로 산 자들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올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4-05-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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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낭만의 바다와 통곡의 바다 
  
  
  
하루라도 경전을 접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문으로’一日不讀書 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한 말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안중근의사가 이 

말을 처음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문구는 ‘추구(推句)’라 책에 

나오기 때문이라 한다. 추구란 오언으로 된 좋은 문구들만을 발췌하여 

만든 책이라 한다. 그래서 초학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 천자문 등과 

함께 사용되는 교재라 한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하였다. 이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마음수양을 매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문구는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패러디 한다면 “하루라도 경전을 

접하지 마음에 때가 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하던 것이 경전에  
  
하루라도 경전을 접하지 않으면 마음에 때가 끼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경전을 접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경전을 열어 보면 신기하게도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더욱 더 신기한 것은 고민하던 해법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게송으로 이루어진 법구경이 그렇다. 다음과 

같은 법구경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이다. 
  
  
Uṭṭhānenappamādena   웃타네납빠마데나 
saṃyamena damena ca,   상야메나 다메나 짜 
Dīpaṃ kayirātha medhāvī,   디빵 까이라타 메다위 
yaṃ ogho nābhikīrati.  양 오고 나비끼라띠.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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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 (Dhp25, 전재성님역) 
  
  
思慮ある人は、奮い立ち、 
つとめ励み、 
自制・克己によって、激流も 
押し流すことのできない島をつくれ。(Dhp25, 中村元역)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Dhp25, 법정스님역) 
  
發行不放逸 발행불방일 
約以自調心 약이자조심 
慧能作錠明 혜능작정명 
不返冥淵中 불반명연중 (Dhp25, 한역) 

 
 
  
Through initiative, heedfulness, 
restraint, & self-control, 
the wise would make 
    an island 
no flood 
can submerge. (Dhp25, Thanissaro Bhikkhu 역 
  
  
으뜸가는 노력과 주의력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잘 억제하고 단련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어떤 홍수도 휩쓸어 가지 못하리. (Dhp25, 거해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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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 키워드는 ‘Dīpa(섬)’이다. 디빠에 포커스가 모아지지만 이는 

‘지혜로운 자(medhāvī)’ 에 해당된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앞 구절에서 1) 힘써 노력하고, 2) 방일하지 않고, 3) 자제하고, 4) 

단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하였다. 한마디로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자라 볼 수 있다. 이는 한문용어인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立處皆眞)’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인이다. 지금 있는 곳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번역되는 이 문구를 

패러디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린다. 지금 여기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라고 할 수 있다. 
  
왜 정사유가 자비와 관련이 있을까? 
  
게송에서 ‘지혜로운 님’이라 번역된 것은 빠알리어 ‘medhāvī’이다. 

이 말은 ‘지혜를 갖춘 자’를 말한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지혜의 내용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팔정도에서 ‘정견’과 ‘정사유’를 말한다.  
  
팔정도에 대하여 ‘계정혜’ 삼학으로 나누었을 때 정견과 정사유는 

‘혜온’에 해당되고, 정어와 정업과 정명은 ‘계온’에 해당되고,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은 ‘정온’에 해당된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혜온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는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통찰을 

뜻하고 올바른 사유는 자비에 충만한 사유를 뜻한다.(DhpA.I.255)”라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정사유가 ‘자비에 충만한 사유’라는 것에 

걸린다. 왜 정사유가 자비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정사유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sammāsaṅkappo: yo kho bhikkhave, 
nekkhammasaṅkappo avyāpādasaṃkappo, avihiṃsāsaṅkappo,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saṅkappo.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1) 욕망을 

여읜 사유를 하고 2) 분노를 여윈 사유를 하고 3) 폭력을 여읜 사유를 

하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사유라고 한다.” (S45.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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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정사유(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출리(出離)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불해(不害)]에 대한 사유 -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S45.8, 각묵스님역) 
  
  
정사유에 대한 두 가지 번역이다. 번역을 보면 정사유는 1) 

nekkhammasaṅkappo, 2) avyāpādasaṃkappo, 3) avihiṃsāsaṅkappo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전재성님은 ‘욕망, 분노, 폭력을 여윈 

사유’라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출리,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불해(不害)]’이라  번역하였다. 공통적으로 탐욕과 분노 

폭력이라는 말로 귀결 된다.  
  
탐욕과 분노와 폭력, 이 세가지 말은 자비와 거리가 멀다. 분노하는 

자에게 자비를 바랄 수 없고, 더구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비는 

있을 수가 없다. 이처럼 무자비한 것이 분노이고 폭력이다. 그런데 

정사유에서는 이런 분노와 폭력을 멀리하는 것이라 하였다.  
  
자신의 뜻대로 하다(탐욕),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구 

성질을 내고(분노), 그것도 모자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위해를 

가했을 때(폭력) 이는 자비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정사유 하는 

것이 ‘자비에 충만한 사유’라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정사유는 자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사유에 대한 ‘아잔브람’의 새로운 해석 
  
이 정사유에 대하여 ‘아잔브람’이 한 말이 있다. 최근 아잔브람은 

한국을 방문하여 법문을 한바 있다. 이 법문을 듣고 옮긴 글이 있다. 그 

중에 정사유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전의 가르침과 수행은 같은가, 다른가? 
정사유(正思惟, samma sankhappa, 좋은 의도)란 무엇인가? 
①내려놓기(let go):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라. 잡고 있는 것-집착, 

기억, 상처를 내려놓으라.  
②자비와 친절(compassion, kindness): 당신의 몸과 마음에 친절하라.  
③온화하고 유연하게(gentleness):억지로 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라. 

기다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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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스님, 아잔브람 명상캠프 리포트-2, 2014-05-26) 
  
  
‘아잔브람 명상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에 따르면 정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정사유에 대하여 단지 탐욕과 분노와 

폭력이 없는 사유를 뜻하나 아잔브람에 따르면 자비와 관련지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뱌빠다(avyāpāda)와 아위힘사(avihiṃsā) 
  
이는 명백하다. 예를 들어 avyāpādasaṃkappo 라 하였을 때 이를 

‘분노를 여읜 사유’라 하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애의 

사유’라 볼 수 있다. 뱌빠다(Vyāpāda)가 ‘ill-will(나쁜 의도); 

malevolent(사악한)’의 뜻인데, 여기에다 부정을 뜻하는 접두어 a 가 

붙어 ‘아뱌빠다(avyāpāda)’가 되었을 때 이는 ‘분노없음’의 뜻이 

되어 ‘자애’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애는 분노나 적의 등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자애수행을 하면 성냄이나 악한생각 등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애로만 충만해진다고 한다.  
  
더구나 정사유에서는 avihiṃsāsaṅkappo 라 하여 ‘폭력을 여읜 사유’가 

있다. 이 말이 정사유에 대하여 자비로 보는 가장 타당한 이유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때 폭력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빠알리어가 ‘힘사(hiṃsā)’이다. 이는 ‘teasing; 

injury; hurting’의 뜻으로 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해침에 살생도 

포함된다. 그래서 hiṃsā 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Hurting, 

killing’로서 단순히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 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위힘사(avihiṃsā)’는 비폭력 뿐만 아니라 

불살생도 포함된다. 폭력을 반대하고 더구나 작은 미물일지라도 

살생하는 마음을 여의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자비로 충만한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위힘사(avihiṃsā)라는 것이 단지 

비폭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가득한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사유라는 것이 주석에 따르면 자비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항상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지혜 있는 자가 자비가 있고, 자비가 



51 

 

있으면 역시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이 사성제를 철견하는 

지혜라면 정사유는 자비에 충만한 사유를 뜻한다.  
  
지금 여기에서 멈추어라!  
  
그런데 아잔브람은 이러한 경전적 해석을 넘어 이를 수행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아잔브람이 정사유에 대하여 1) 내려놓기(let go), 2) 

자비와 친절(compassion, kindness), 3) 온화하고 

유연하게(gentleness)라고 수행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세가지 

중에 내려놓기가 있다. 이는 정사유에서 ‘nekkhammasaṅkappo(욕망을 

여읜 사유)’에 해당된다. 어떻게 내려 놓을 것인가? 원담스님이 남긴 

글에 따르면 내려놓기(let g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화>당나귀는 어떻게 해서 당근을 먹을 수 있을까? 
당나귀는 고집 센 동물이라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당나귀는 당근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으로 당나귀를 움직일 수 있다.  
  
주인이 당나귀 목에다 줄로서 막대기를 묶어 당나귀 머리 위까지 오게 

한다. 그리고는 그 막대기에다 실을 묶고 그 끝에다 당근을 매단다. 

그러면 당나귀 눈앞에 당근이 어른거리게 된다.  
  
당근을 본 당나귀는 먹으려고 자꾸 목을 앞으로 뺀다. 그러면 먹을 

앞으로 뺀 만큼 당근이 멀어진다. 따라서 당나귀는 자꾸만 몸을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제 걷기 시작한 당나귀 당근을 먹을 욕심으로 더 빨리 

달리게 된다. 그러나 당근은 항상 눈앞에 있을 뿐 먹을 순 없다.  
  
욕심에 눈 먼 당나귀는 눈앞의 당근을 먹을 수 없다. 타는 목마름으로 

당근을 향해 달려가지만 달려간 만큼 당근은 멀어진다. 갈망에 의해 

이끌려지는 중생의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근을 먹을 수 있을까? 
  
불자 당나귀는 내려놓고 멈추면 이익이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해낸다. 

멈추면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달리다가 갑자기 멈춘다. 눈앞에 있던 

당근이 순간 휙 앞으로 날아간다. ‘아차, 당근을 놓쳤구나!’ 하는 

사이 그대로 기다린다면 앞으로 밀려갔던 당근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안으로 쏙 들어온다. 콱 맛있게 씹어 먹는다. 

이것이 불자 당나귀가 내려놓음으로서 당근을 먹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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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어떤가? 내려놓으면 선정과 해탈이라는 최고의 당근을 먹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으라.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라. 

당근이 저절로 입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원담스님, 아잔브람 명상캠프 리포트-2, 2014-05-26) 
  
  
이 글은 원담스님이 아잔브람의 법문을 듣고 작성한 글이다. 편의상 

글의 문단을 나누었다. 글에는 원담스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요지는 이렇다. 한마디로 “멈추라!”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오로지 앞으로만 달리는 고집센 당나귀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당나귀가 달리기를 멈추면 맛있는 당근을 먹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사유의 ‘nekkhammasaṅkappo(욕망을 여읜 사유)’에 대하여 

‘내려놓기(let go)’라는 수행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낭만의 바다와 통곡의 바다 
  
법구경 세번째 구절에 ‘거센 흐름’과 ‘섬’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래서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Dhp25)”라 하였다. 그렇다면 폭류와 섬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게송에서 말하는 ‘거센 흐름’은 ‘ogha’이다. 이를 한자용어로 표현 

하면 ‘폭류(暴流)’가 된다. 사납게 흐르는 물을 말한다. 가르침에서 

말하는 폭류는 어떤 의미일까? 각주에 따르면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흐름으로 비유한다”라고 하였다. 주석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재성님의 견해로 본다. 그래서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고 하였다. 
  
바다를 바라 볼 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감상적으로 

바다를바라 볼 때 낭만의 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와 정 

반대로 ‘통곡의 바다’라 볼 것이다. 특히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바라 보았을 때 그럴 것이다. 그 때 그 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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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이 가득한 바다가 아니라 ‘생때 같은 내새끼’를 집어 삼킨 통곡의 

바다가 된다.  
  

  

 
  

팽목항 
   

  
바다는 잠잠할 때는 한 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거센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어 삼켜 버릴 듯 폭류로 

변한다. 이런 오가(ogha)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존재를 존재의 영역에 

가라앉게 하고 보다 높은 상태나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거센 흐름이라고 한다.(DhpA.I.255)”라 하였다.  
  
네 가지 폭류가 있는데 
  
존재를 윤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폭류라 하였다. 그 폭류는 다름 아닌 

‘번뇌의 거센 흐름’을 말한다. 이런 번뇌의 폭류를 건너가지 못하고 

매번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센 흐름을 안전하게 건너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거센 흐름(欲流, kamogha), 2) 존재의 거센 흐름(有流, 

bhavogha), 3) 견해의 거센 흐름(見流, ditthogha), 4) 무지의 거센 

흐름(無明流, avijjogha)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하여 번뇌의 폭류를 건너야 안전한 해안에 당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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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전한 해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섬(dīpa)’을 

말한다. 
  
윤회의 바다와 섬(dīpa) 
  
게송에서 “섬을 만들어야 하리(dīpaṃ kayirātha)”라 하였다. 윤회의 

거센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안전한 해안선으로 당도 해야 하는데 바로 

그곳이 섬이라는 것이다. 그런 섬은 어떤 것일까?  
  
주석에 따르면 “윤회의 바다는 그 지지처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그 바닥을 발견하기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경지(아라한과)인 섬을 만들어야 한다.(DhpA.I.255)”라고 설명되어 

있다. 폭류의 바다에 있으면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있기 때문에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섬은 저 심연 깊은 

곳으로부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 그래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한 섬에 대하여 ‘아라한과’와 같은 것이라고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열반으로 묘사된 섬(dīpa) 
  
섬은 아라한과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번뇌의 폭류에 휩쓸려 세세생생 윤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말하는 섬은 열반과도 같은 것이다. 실제로 

초기경전에서는 섬을 열반과 같은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위해 섬과 섬으로 이끄는 길을 설할 

것이니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승들이여, 섬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것을 수행승들이여, 섬이라고 한다. 
  
(섬의 경, 상윳따니까야 S43.40,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섬이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면서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가 

섬이라 하였다. 이는 열반을 뜻한다. 폭류의 바다가 아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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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가 있는 섬을 말한다. 섬은 윤회의 바다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안전함을 뜻하는 열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신을 섬으로 하라(Attadīpā)” 
  
섬에 대한 비유로서 “자신을 섬으로 하고(Attadīpā, S22.43)”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경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과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Attadīpā bhikkhave,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S22.43)”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섬으로 하라(Attadīpā)”는 말은 결국 

열반을 성취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자신을 안전지대인 섬으로 피난 

하라는 것은 결국 번뇌의 거센 흐름에서 벗어나 열반을 성취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Desert Island in Sea 

  
  

  
안전한 섬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 30 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벌써 몇 일 째 

계속되고 있다. 6 월 1 일이 되었으니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해수욕장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바다에 모래를 퍼부어 백사장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한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너도 나도 바다에 몰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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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낭만과 함께 수평선을 바라본다. 하지만 한국사람에게 올 바다는 

예년의 바다와 다르다. 세월호희생유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통곡의 바다’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통곡의 바다에서 희생자가족들은 절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서 

돌아온 자는 없다.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거센 흐름으로 변하여 모든 것을 삼켜 버리기 때문에 폭류의 바다가 

된다. 이런 폭류의 바다는 통곡의 바다가 되어 불러도 불러도 돌아 오지 

않는 내새끼를 끝내 내주지 않는다.  
  
이런 비극이 인류역사 이래 매번 되풀이 되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다는 낭만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이런 폭류의 바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안전한 해안가로 대피하는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안전한 곳이 

대양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이다. 이런 섬이 불교에서는 열반으로 묘사 

되고 있다. 번뇌의 폭류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안전지대 즉, 열반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 (Dhp25) 
  
  
  
2014-06-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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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띠(sati)는 그런 줄 아는 것 
  
  
  
사람은 경계에 부딪쳐 보아야 
  
사람은 경계에 부딪쳐 보아야 알 수 있다.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마치 

신선처럼 홀로 사는 사람도 경계에 부딪치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경계란 무엇인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냄’에 대한 것이 있다. 
  
화내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탐진치 중에 겉으로 가장 드러나기 쉬운 것이 성내는 것이라 하는데, 

어떤 경계에 부딪쳤을 때 분노가 폭발하였다면 그의 ‘본모습’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경계에 

부딪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 주었을까? 
  
화가 단단히 난 바라문들이 
  
상윳따니까야에는 부처님이 경계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경이 있다. 흔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 되었을 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하며 

초기경전을 떠들어 보는데, 상윳따니까야에서도 그 해답이 있었다.   
  
상윳따니까야에 브라흐마나상윳따(Brāhmaṇasaṃyutta, S7)가 있다. 

부처님당시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경전에 브라흐마나(바라문)이야기가 실린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당시 지배세력의 종교인 

사제(브라흐마나)와 신흥종교라 볼 수 있는 불교와의 실제적인 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성계급의 정점에 있었던 바라문계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흥종교의 교주라 볼 수 있는 부처님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경계하고 견제하는 장면이 경에서 보여진다. 심지어 

부처님을 모욕 주는 장면도 보여 준다.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모욕주는 대표적인 경이 있다. ‘악꼬사까의 

경(S7.2)’이 그것이다. 이 경에서 바라문은 화가 단단히 나 있다. 

그것은 바라문중에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속속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위기를 느낀 바라문은 부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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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한다. 그리고 망신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그는 화가 나서 불만스럽게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전을 무례하고 추악한 말로 비난하고 

모욕했다.(S7.2)”라고 표현 되어 있다. 바라문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은 적대적이었고 사라져야 할 존재이었다.  
  
한상 차림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비방이나 비난을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더구나 욕설까지 하면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고 만다. 

부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라문들 역시 비방과 비난, 심지어 욕설을 

서슴지 있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라문자제들이 속속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하자 화가 단단히 난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묻는다. 부처님과 바라문에게 이런 대화가 있다. 
  
  
[세존]  
“바라문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에게 친구나 동료 또는 친지나 

친족 또는 손님들이 옵니까?” 
  
[악꼬싸까]  
“그대 고따마여, 나에게 때때로 친구나 동료 또는 친지나 친족 또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세존]  
“바라문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그대는 단단하거나 연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까?” 
  
[악꼬싸까] 
“그대 고따마여, 나는 그들에게 단단하거나 연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세존] 
“바라문이여,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것들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악꼬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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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고따마여,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Akkosasutta-악꼬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 전재성님역)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를 보면 바라문의 말투가 퉁명스런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에게 “그대 고따마여”라 하면서 성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말로 “어이, 김씨” 또는 “어이, 이씨”하는 식이다. 

이처럼 화가 단단하게 나서 깔보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대화를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어느 

나라에서든지 응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다. 밥먹을 때가 

되었다면 설령 불청객일지라도 한상 차려 바치는 것 또한 손님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런데 손님이 상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밥과 반찬은 모두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상차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노의 밥상을 받지 않은 부처님 
  
이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바라문에게 말씀 하신다. 
  
  
[세존]  
“바라문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비난하지 않는 우리를 비난하고 

화내지 않는 우리에게 화내고 욕지거리하지 않는 우리에게 욕지거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됩니다. 바라문이여, 비난하는 사람을 다시 비난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다시 화내고 욕지거리하는 자에게 다시 욕지거리를 

한다면, 바라문이여, 함께 즐기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와 그것을 함께 즐기고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Akkosasutta-악꼬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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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과 부처님교단에 적대적이었던 지배세력 바라문들은 걸핏하면 

비난과 비방, 욕설을 퍼붓기 일쑤이었다. 이런 바라문들의 비방과 

비난과 욕으로 가득찬 밥상을 부처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 

욕밥상은 어디로 갈까? 그것은 경에서 표현 된 것처럼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가 될 것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사람들은 경계에 부딪쳤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마치 

화장발로 예뻐 보이는 얼굴이 ‘민낯’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Tasseva tena pāpiyo  
yo kuddhaṃ paṭikujjhati, 
Kuddhaṃ appaṭikujjhanto  
saṅgāmaṃ jeti dujjayaṃ.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  
  
(Akkosasutta-악꼬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 전재성님역) 
  
  
게송에 따르면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비난과 

비방, 심지어 욕설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상대방이 

갖은 비난, 비방, 욕설로 가득찬 분노의 밥상을 들이 내밀었을 때, 이를 

받지 않는다면, 그 밥상은 밥상을 차린 자에 되돌아 가고 말 것이다. 

결국 분노하는 자는 분노함으로 인하여 자신만 괴롭게 되고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함을 말한다. 마치 한손에는 빨간 숫불을 들고, 또 

한손에는 똥무더기를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럴 경우 숯불을 든 손은 숯불의 

뜨거움으로 자신의 손이 타들어 갈 것이다. 또 똥무더기를 든 손에서는 



61 

 

역겨운 구린내로 인하여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의 

밥상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이다. 
  
현실의 삶을 살아 가는 불자들에게  
  
산중에서 수십년동안 도를 닦은 도인일지라도 경계에 부딪치면 무너질 

수 있다.예를 들어 누군가 분노의 밥상을 주었을 때 이를 받아 먹는다면 

저속한 표현으로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분노의 밥상을 받지 말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Ubhinnamatthaṃ carati  
attano ca parassa ca, 

Paraṃ saṅkupitaṃ ñatvā  
yo sato upasammati.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새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 둘 다를 위하는 것이리. 
  
(Akkosasutta-악꼬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7.2, 전재성님역) 
  
  
이 게송에서 키워드는 ‘새김’이다. 전재성님은 사띠(sati)에 대하여 

‘새김’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김을 확립하는 것이 

분노의 밥상을 받지 않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띠야말로 

현실의 삶을 살아 가는 불자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라 보여진다. 
  
마음 심(心)와 사띠(sati) 
  
흔히 부처님법문에 대하여 팔만사천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를 

마하야나에서는 ‘마음 심(心)’자 하나로 요약하고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팔만사천법문에 

대하여 ‘마음 심(心)’자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테라와다에서는 어떤 단어로 요약될까? 위빠사나수행처에서는 

‘사띠(sati)’ 하나로 귀결된다. 그래서 팔만사천법문은 37 조도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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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고, 37 조도품은 팔정도로, 팔정도는 계정혜삼학으로, 

계정혜삼학은 사띠 한글자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 사띠에 대하여 

수행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늘 알아차릴 것을 강조 한다. 
  
마하야냐의 마음심자와 테라와다의 사띠, 이렇게 두 종류의 단어가 

팔만사천법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서로 주장한다. 모두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근거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초기불교경전을 보면 사띠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다. 부처님이 말씀 중에 사띠에 대한 말이 빠짐 

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사띠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2009 년 법보신문의 사띠논쟁 
  
불교에 대하여 아는 사람치고 사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이는 지난 2009 년도 법보신문에 실렸던 사띠논쟁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때 당시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나 스님 등이 사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초불연)이라거나, 새김(성전협), 마음지킴(임승택교수) 등의 

번역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처럼 사띠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은 사띠가 교학과 수행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번역을 하는지에 따라 뜻은 매우 달라진다. 이런 사띠 논쟁과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여러 편의 글을 올렸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띠 번역어 논쟁을 보고, 조만간 마나시까라와 쩨따시까도(2010-01-

02) 
2) 사띠(sati)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챙김과 새김(2012-08-21) 
3) 마음챙김은 국적불명 번역어, 번역권력과 용어남용(2013-05-20) 
4) 명칭이나 말에 속지 말자, 전도된 지각 상락아정(常樂我淨)(2013-11-

08) 
  
  
올린 글은 주로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번역어가 ‘알아차림’으로 보았다. 사띠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수행처에서 늘 강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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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때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삼빠잔나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를 

말한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신조어를 생각해 내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내게 되었다. 그것은 ‘그런 줄 

아는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는 것인가? 
  
사띠에 대하여 ‘그런 줄 아는 것’이라고 신조어를 생각해 내게 된 

것은 경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평소 초기경전을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경계에 부딪쳤을 

때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막상 분노를 표출하고 보니 이제까지 쌓아 

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분노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쌓아 놓았던 공덕을 모두 파괴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친구사이도 멀어지고, 더구나 고객에게 화를 내면 

고객은 다시 찾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내면 이제까지 쌓은 

공덕이 모조리 파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노함으로 인하여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노함으로서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더구나 쌓아 놓은 

공덕까지 파괴 된다면, 결국 화를 낸다는 것은 ‘파괴적’인 행위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부처님도 분노하는 자에 분노하지 말고 분노의 

밥상을 받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다. 
  
분노가 폭발하였을 때 
  
사소한 감정으로 인하여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였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 잠재되어 있었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이 한순간에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분노가 폭발되고 난 이후 마음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황폐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폭발된 

분노로 인하여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고 허상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말로만 사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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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경계에 부딪쳤을 때 분노가 

폭발하였다면 이럴 경우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 할 것이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서 

마음챙김이나 새김, 마음지킴, 알아차림 하면 그만일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초기경전을 열어 보는 것이 좋다. 초기경전에는 해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경전이 우리와 매우 밀접한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선사들의 법문을 보면  ‘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하다’든가 

‘아공법공’과도 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이는 생활과 유리된 

이야기이다. 산중에서 자연을 벗삼아 신선처럼 홀로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늘 문제에 부딪치며 

살아 가기 때문에‘주관도 공하고 객관도 공하다’라는 말은 현실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초기경전을 열어보면 아공법공과 같이 마치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 보다 현실을 살아 가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런 이야기가 2600 년 전 이야기 들이지만 오늘날 감동을 

주는 것은 인간들의 행태가 그 때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계를 지키지 않고 있고,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탐진치로 살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다. 그리고 공간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 가르침 중에 백미가 바로 ‘사띠’라 볼 수 

있다. 
  
마음만능주의와 사띠만능주의 
  
마하야나에서는 사띠에 대하여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마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야나는 

‘마음만능주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무수하게 

사띠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사띠가 부각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띠가 수행에 대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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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런 예를 부처님과 바라문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바라문이 욕설로 가득찬 밥상을 들이 내밀었을 때 이를 받지 않은 것도 

사띠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분노하는 이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 역시 

사띠의 힘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불교는 사띠라는 

한단어에 포커스에 맞추어지고, 동시에 초기불교는 ‘사띠만능주의’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띠에 대하여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새김, 마음지킴,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사띠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사띠에 대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견해 

중의 하나가 법현스님의 온마음이다.  
  
법현스님의 온마음 
  
법현스님은 최근 불교방송 BBS 초대석에서 사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하였다. 
  
  
온마음이라는 것은 인도말 사띠, 한자로는 염자이고,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이고,근래 우리학자나 수행자들은 마음챙김 마음새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알리어나 한자에 능통하지 못하지만, 

우리말에 쪼개진 것을 ‘낱’이라 하고, 뭉친것을 ‘옴’이라 하는데, 

그게 전부 다라고 백프로로 쓰이기 때문에 온마음으로 살아 보자는 

뜻에서 온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현스님, BBS 초대석, 불교방송, 2014-06-01) 
  
  
저자거리에서 열린선원을 열어 포교하고 있는 태고종의 법현스님은 

사띠에 대하여 ‘온마음’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런 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거리에서 포교하면서 실제로 경험에 

의하여 우러나온 말이라 볼 수 있다. 
  
신조어를 게송에 대입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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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술어인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 새김, 

마음지킴, 알아차림, 온마음 등의 용어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용어에 대하여 게송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얻을 수 있을까? 이들 

용어와 함께 새로 만든 신조어 ‘그런 줄 암’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yo sato upasammati(S7.2)  키워드 
전재성님역 새김을 확립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새김 

각묵스님역 마음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마음챙김 
임승택교수 마음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마음지킴 

법현스님 온마음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온마음 

진흙속의연꽃 그런 줄 알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그런 줄 앎 

  
  
표에서 전재성님과 각묵스님역은 번역서에서 가져 온 것이다. 나머지는 

전재성님 번역에서 단어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 마치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인다. 사띠에 대하여 마음챙김 등 여러가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다 보니 딴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표에 실려 있는 구절은 분노의 밥상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경계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하면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Paraṃ saṅkupitaṃ ñatvā, S7.2)”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표를 보면  전재성님은 “새김을 확립하고”라 하였다. 이 때 새김은 

전재성님의 설명에 따르면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앎”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시에 왠 대괄호치기인가? 
  
표에서 각묵스님은 “마음챙기고”라 하였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챙긴다는 뜻일까?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각종 기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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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서 “마음이 대상(명상주제)을 간단없이 챙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래서 앞서 게송에 대한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 사람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 
마음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S7.2,각묵스님역) 
  
  
빠알리 게송에 대한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시로서 맛이 떨어진다. 

그것은 사용된 용어가 경직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어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대괄호치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소월의 

시에서 대괄호치기로 부연 설명해 놓았다면 이를 어떻게 볼까? 아마 

시로서 감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yo sato 

upasammati” 구절에 대하여 “마음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라 

번역하였다.  
  
사띠의 힘은 어떤 것일까? 
  
지금 분노하는 자가 분노의 밥상을 들이 내밀고 있는데 과연 이 밥상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 만일 분노의 밥상을 

받게 되면 분노하는 자와 똑 같은 인간이 되어 결국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 들은 

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경계에 닥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띠의 힘이다.  
  
그런 사띠의 힘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암기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왜 외워야 하는가?(2014-04-2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사띠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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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mañca bhikkhave satibalaṃ: idha bhikkhave ariyasāvato satimā 

hoti: paramena satinepakkena samannāgato cirakatampi cirabhāsitampi 

saritā anussaritā. Idaṃ vuccati bhikkhave satibalaṃ. 
  
수행승들이여, 새김의 힘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 수행들이여, 이것을 

새김의 힘이라 한다.  
  
(Balavitthatasutta -힘에 대한 상세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4, 

전재성님역)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부처님당시에는 종이도 필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들은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과 같은 근본법문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수행승들의 커다란 일과 중의 

하나이었다고 보여진다. 만일 누군가 사성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물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팔정도에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수행자체게 

제대로 될리 없다.  
  
그러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른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정도에서 정견에 

대하여 초기경전에 따르면 분명히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누군가 부처님말씀을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아마 본래 나를 찾는다고 앉아 있을지 

모른다.  
  
수행승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법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틈만 나면 되새겼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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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띠의 의미는 기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야 바른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디. 이렇게 본다면 사띠라는 말은 기억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본다. 사성제 등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현상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전재성님의 우리말 번역어 ‘새김’은 매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기억과 사유가 일치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분명한 앎”라고 정의한 것은 사띠번역어에 가장 근접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줄 아는 것 
  
그런데 새롭게 생각해 낸 것이 ‘그런 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최근 

경계에 부딪쳐 분노가 폭발하였을 때 불현듯이 떠오른 말이다. 그래서 

마음챙김이나 새김 등과 같은 말대신에 “그런 줄 아는 것”이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사띠번역어로서 ‘그런 줄 앎’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 

발상이다. 누구나 사띠에 대하여 한마디 하는 시대에 ‘그런 줄 

앎’이라고 표현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앎’을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먼저 앞서 언급된 게송에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전재성님의 번역에서 단어만 바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알고  
그런 줄 알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 둘 다를 위하는 것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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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ness 
  

  
전재성님이 번역한 게송에서 “새김을 확립하고”라는 문구 대신에 

“그런 줄 알며”라는 구절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변경하였을 때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그런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줄 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줄 안다면, 

요즘 말로 “그런 인간인줄 안다면”면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인간이 화를 낸다고 하여 그런 줄 알면 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이미 그런 인간인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줄 앎으로 바꾸면 번역이 부드러워지고 의미도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번역에 ‘그런 줄 앎’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행과 관련된 용어어로서 



71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생활과 관련된 구절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특히 분노와 관련된 구절에서 그렇다.  
  
  
그런 줄 안다는 것은 단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내 뜻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 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이다. 이처럼 나자신도 통제불능인데 타인마저 통제하려 한다면 

다툼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저 객관적으로 지켜만 보면 된다. 그 

사람이 또는 그 인간이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 인간이 싸움을 걸어 

오더라도 단지 그런 줄 알면 된다. 이렇게 그런 줄 아는 것도 사띠가 

아닐까? 
  
  
  
2014-06-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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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바보축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축제 
  
요즘 어디를 가나 축제이다. 이렇게 축제가 많아진 것은 

지방자치제시행되고 나서부터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너도 

나도 지역축제를 만들다 보니 어느 곳에나 하나 이상의 축제가 있다.  
  
이렇게 지역축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축제가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축제를 새로 만들어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지역과 

지자체장에게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축제가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수만큼이나 많은 

지역축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특산품에 대한 것이 

주류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축제의 

주제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공부 홈페이지에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매월 

인기축제를 소개 하고 있는데 6월에 열리는 인기축제는 다음과 같다. 
  

  
No 지역축제명 장소와 시기 
1 2014 해운대모래축제 

  
부산시 해운대구 
2014. 6. 6. ~ 6. 9. 

2 제 52 회 옥포대첩기념제전 
  

경상남도 거제시 
2014.06.13~2014.06.15 

3 제 18 회 무주반딧불축제 
  

전라북도 무주군 
2014. 6. 7. ~ 6. 15.(9 일간) 

4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 
2014. 05. 31 ~ 06. 07 

5 제 14 회 광안리어방축제 
  

부산시 수영구 
2014. 6.20 ~ 6. 22 

6 2014 제 10 회 울산쇠부리축제 
  

울산시 북구 
2014. 6. 20 ~ 6. 22(3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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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전라북도 고창군 
2014. 6. 20 ~ 6. 22 

8 제 16 회 담양대나무축제 
  

전라남도 담양군 
2014. 6. 27 ~ 6. 30 

9 2014 수원화성국제음악제 
  

경기도 수원시 | 
2014.6.14(토)~6.21(토), 

8 일간 
10 제 17 회앙성탄산온천휴양축제 

  
충청북도 충주시 
2014. 5. 31 ~ 6. 2 

11 제 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시 
2014. 6. 27 ~ 7. 14 

  
출처: 문화체육관공부 홈페이지 

  
  
6 월에 열리는 인기순 축제이다. 주로 지역을 대펴하는 특산품이나 

문화유산, 문화유적 등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토마토던지기축제나 물감던지기축제, 

물뿌리기 축제와 같은 것은 없을까?  
  
축제와 관련된 게송 
  
축제와 관련된 게송이 있다. 법구경 26 번과 27 번 게송이다. 26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mādam-anuyuñjanti   빠마담 아누윤잔띠 
bālā dummedhino janā   발라 둠메디노 자나 
appamādañ-ca medhāvī   압빠마단짜 메다위 
dhanaṃ seṭṭaṃ va rakkhati.  다낭 셋탕와 락카띠  
  
(Dhp26, 빠알리어)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지혜로운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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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재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Dhp26, 전재성님역) 
  
  
智慧乏しき愚かな人々は 
放逸にふける。 

しかし心ある人は、 
最上の財宝（たから）をまもるように、つとめ励むのをまもる。  
  
(Dhp26, 中村元역)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가보처럼 지킨다.  
  
(Dhp26, 법정스님역) 
  
  
愚人意難解 우인의난해 
貪亂好爭訟 탐란호쟁송 
上智常重愼 상지상중신 
護斯爲寶尊 호사위보존  
  
(Dhp26, 한역)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력이 없어 
마음 집중이 없는 생활에 탐닉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 집중의 힘을 
가장 값진 보배로 생각하여 잘 보호한다.  
  
(Dhp26, 거해스님역) 
  
  
They're addicted to heed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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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llards, fools — 
while one who is wise 
cherishes heedfulness 
as his highest wealth.  
  
(Dhp26, Thanissaro Bhikkhu 역) 
  
  
게송을 보면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행위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키워드는 

‘압빠마다(방일하지 않음)’이다.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 ‘발라(bāla)’ 
  
게송에서 방일하면 어리석은 자이고, 방일하지 않으면 현명한 자라 

하였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일함에 사로잡히지만, 현명한 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 하는 것이라 하였다.  
  
경전에서 ‘방일하다’는 뜻의 ‘pamāda’가  ‘negligence(태만); 

indolence(게으름); remissness(태만); carelessness(부주의)’등의 

다양한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pamadā’가 ‘[f.] a woman’로서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물론 pamāda 와 pamadā 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함께 설명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대인도에서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았음을 

말하는 것 같다. 
  
이처럼 여성에 대하여 게으르고 어리석게 보았다는 것은 

‘발라(bāla)’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각주에 따르면 발라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의 빠알리어 발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뜻도 

있다.(553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게송에서는 두번째 구절에서 “bālā dummedhino janā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라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두 번 강조 

되어 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뜻의 발라(bālā)와 어리석은 

그 자체를 뜻하는 ‘둠메히(dummedhī)’가 그것이다. Janā 는 ‘a 

person; a man; the people’의 뜻으로 ‘사람’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bālā dummedhino janā”는 ‘지혜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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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발라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다는 것은 

빠알리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 
  
  
bāla 
, (adj.) young in years; ignorant; foolish. (m.) a child; a fool. 

bālā (f.) a girl.。 
  
  
발라(bāla)에 대하여 제 1 의 뜻이 ‘young in years’로 되어 있어서 

‘나이가 어린’의 뜻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의 뜻을 보면 

아이를 뜻하는 ‘a child’이다. 그런데 발라는 여자아이(계집아이)를 

뜻하는 ‘a girl’로도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빠알리어 발라는 

어린아이, 계집아이의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뜻하는 발라에 대하여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마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세상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대인도에서 여성도 마찬가지 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인도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pamad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와 동급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한 것 같다. 

여성에 대하여 상품으로 취급한다든가 여성에 대하여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구니는 승려인가? 

  
최근 조계종에서는 비구·비구니의 차별 없이 승랍 20 년 이상인 

스님에게 모두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개정안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승단에 남아 있는 뿌리깊은 성차별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대통령도 탄생하였다. 이쯤 되면 남녀차별은 사실상 

없다고보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남녀의 성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컬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수전 앤서니의 말을 좀 비틀어 조계종 현실을 거론해 보자. 종헌 8조에 

‘본종은 승려와 종도로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종헌 9 조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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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승려란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다. 그렇다면 묻는다. ‘비구니는 승려인가?’ 

 

‘비구니는 승려다.’ 비구니도 엄연히 조계종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일원이다. 비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권한을 비구니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이유나 논리는 없다.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비구니 

팔경계’를 참종권에까지 결부시켜 비구니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건 

억지요 시대에 뒤처지는 의식이다. ‘얌전히 밥하고 빨래하며 

아이들이나 잘 기르라’며 ‘남자들 정치 얘기 할 때는 뒤로 빠져 

조용히 있으라’는 수전 앤서니 시대의 남자들 사고 방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진 게 없지 않은가? 
  
(비구니는 승려인가?, 채문기 위원, 법보신문 2014-06-02) 
  
  
글을 쓴 이는 “비구니는 승려인가?”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비구니도 똑 같은 승려라면 참종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무원장은 물론 종정까지도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대통령이 출현한 

마당에 비구니가 총무원장이나 종정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비구니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차별은 없다. 특히 깨달음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 이에 

대하여 ‘팔경법(八敬法)이 성립한 이유는? 고따미의 경(A8.51)과 

대애도비구니경(2013-09-26)’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만일 불교계가 “비구니는 승려인가?”라며 의문표시를 한다면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의 세계관에서 한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 본다. 

고대인도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발라(bāla)’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칠보처럼 불방일을 수호해야 
  
어리석은 자와 달리 지혜로운 자는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최상의 재보처럼 수호한다(dhanaṃ seṭṭaṃ va 

rakkhati)”라 하였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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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mādañ-ca medhāvī dhanaṃ seṭṭaṃ va rakkhati : DhpA.I.257 에 

따르면, 가문에서 내려온 최상의 탁월한 칠보[금, 은, 진주, 보석, 

청금석, 소라, 실라-보석. Dag.86.12]처럼 불방일을 수호한다는 뜻이다. 
  
(556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집안의 가보인 칠보를 지키듯이, 현명한 자는 불방일함을 

수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칠보를 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 한다. 이 칠보와 같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처자를 부양할 수 있고, 더구나 공덕을 쌓는다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있어서 밑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속에서 칠보와 같은 재산의 긍정적 가치를 살피듯이, 현명한 

수행자는 선정을 얻고 길과 경지를 얻고 세 가지 명지를 얻고 여섯 가지 

곧바른 앎을 성취하게 하는 불방일에서 긍정적 가치를 본다는 것이 

주석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선정은 ‘아홉 가지 출세간의 

원리(구차제정)’을 말하고, 길과 경지는 ‘사향사과’를 말하고, 

세가지 명지는 ‘삼명’을, 여섯 가지 곧바른 앎이란 ‘육신통’을 

말한다. 
  
바보들의 축제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행태가 잘 묘사 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바보들의 축제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연담에 묘사 되어 있는 바보들의 축제는 어떤 것일까?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 DhpA.I.256-257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왓티 시의 제따 숲에 계실 때, 바보-축제와 

관련된 이야기(bālānakkhattavatthu)이다.  
  
한때 싸밧티 시에는 바보-축제(bālānakkhatta)라는 기간이 있었다. 이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재나 쇠똥을 몸에 바르고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며 

일주일간 지낸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친구나 친지나 수행자를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욕지거리를 퍼부어댄다. 이 욕지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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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은 주최 측에 반이나 사분지 일의 까하빠나를 

지불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승원안에서만 지냈다. 

재가신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승원에 음식을 보냈고 기간이 지나자 

부처님 제자들을 찾아 뵈었다. 재가신도들이 이 기간 동안 아주 

불쾌하게 지냈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의 행실을 행하지만, 현명한 자는 핵심적인 재보로서 방일 

하지 않음을 수호하여 불사(不死)의 대열반을 성취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지혜로운 님은 최상의 재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방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드는 님은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했다. 
  
(557 번 각주, 바보-축제와 관련된 이야기(bālānakkhattavatthu), 

전재성님) 
  
  
부처님 당시 고대인도에서 ‘바보축제(bālānakkhatta)’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주일간 사람들은 몸에 쇠똥을 바르고 욕지거리를 해대는 

등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듯한 축제이다. 특히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욕설부터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욕지거리를 참아 내지 못하면 벌금까지 

물었다고 한다. 
  
“같이 술도 못 마실 놈!” 
  
오늘날에도 바보축제의 유형을 볼 수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회식할 때 

‘야자타임’이 그것이다. 야자타임에 대하여 네이버국어사전에 따르면 

“나이를 완전히 무시하여 상대편을 높이지 않고 말하기로 서로 간에 

미리 정해 놓은 시간”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에서 선후배간의 회식시간에 야자타임이 있게 되면 선배가 곤욕을 

치른다. 새까만 후배가 “야!” 하거나 “자!”하며 잔을 권하기도 

한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즐기는 것이 학교에서의 야자타임이다. 

이런 야자타임이 직장에서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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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도 야자타임이 있다. 상하질서가 엄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직장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야자타임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때 상사가 

허락하면 야자타임이 시작 된다. 평소 어려웠던 상사에게 “야!”반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욕설까지 한다. 대부분 술기운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술의 힘을 빌어 야자타임에 하였다고 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 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직장 상사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 비록 술좌석에서는 웃고 즐기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이 술도 못 마실 놈!”이라고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다.  
  
직장에서 술도 함께 마시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버리면 

직장생활은 험난할 것이다. 아무리 술기운에 야자를 하였어도 상사는 

야자타임에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야자타임에 “야” “자” 하며 반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바보들이나 하는 바보축제와도 같은 것이 

야자타임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의 토마토축제(Tomatina) 

  
TV 에서도 바보축제와 유사한 축제를 종종 볼 수 있다. 주로 EBS 에서 

제공되는 세계테마여행에서 본다. 스페인의 경우 ‘토마토 

축제(Tomatina)’가 있다. 매년 8 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린다고 한다.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부뇰에서 열리는 연례로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토마토 전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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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ina_2006(위키백과) 
  

  
토마토 축제를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토마토범벅이다. 

아무에게나 빨간 토마토를 던져 광란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런 축제 

역시 바보축제와 유사한 범주에 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홀리(Holi)축제 
  
EBS 다큐에서 보여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유사바보축제가 있다. 그것은 

인도 ‘홀리(Holi)축제’이다. 인도홀리축제는 일종의 

‘물감놀이’이다. 축제가 열리면 현란한 가루를 준비해 서로 얼굴에 

묻혀주며, 아예 물총에 물감 섞은 물을 장전해 무차별 사격을 하기도 

한다.   
  
이런 홀리축제의 물감놀이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이 축제에 대한 

블로그를 보면 “외국인인 나도 동네를 지나가다가 꼬마들로부터 물총 

사격을 받기 일쑤다. 처음에는 화를 내기도 했지만 원래 이렇게 노는 

축제라니 인도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객(客)이 이해해야지 하고 참다가 

나중에는 아예 내가 더 적극적으로 물감놀이를 즐기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11-03-29)”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연담에 표현 되어 있는 ‘욕설참기’와 유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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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홀리축제(위키백과) 
  

  
  
인도홀리축제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홀리 

축제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의 하나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 

문헌에도 등장하는데 7세기에 쓰여진 희곡에 따르면 “홀리 축제 전날 

노천 화롯불에서는 소똥 더미, 기(응유), 꿀, 그 해 추수한 곡식 등이 

통나무들과 함께 장엄하게 타오른다. 불꽃이 이 모든 것들과 강렬하게 

타오를 때면 인도인들은 노천 화롯불 주위를 7번 돌면서 불의 신 

아그니(Agnidev)에게 신의 가호를 빌며 기도한다. (다음 지식 

Q&A)”라고 묘사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홀리축제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교도의 축제라 볼 수 있다. 
  
홀리축제에서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피부색이 

희든 검든, 카스트가 높든 낮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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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만큼은 평등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인도판 야자타임’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 홀리축제이다. 
  
태국의 송크란(Songkran)축제 
  
인도의 홀리축제와 유사한 것이 ‘송크란(Songkran)축제’라 볼 수 

있다. 다만 물감에서 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종종 다큐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송크란축제는 태국을 대표하는 ‘물축제’라 볼 수 

있다. 
  
태국말로 송크란은 4월 13 일에서 4 월 15 일까지 타이의 설날이라 한다. 

이때가 되면 더위가 본격화 되어 가장 더울 때라 한다. 이 축제의 

특징은 물뿌리기이다. 이 축제가 열리면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까지 물을 

뿌리며 즐긴다. 이렇게 물을 끼얹는 행위자체가 경의를 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치앙마이의 송끄란(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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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크란 축제는 불교의 정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송크란 축제가 불교축제는 아니라 한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축제라 한다.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바보축제 
  
토마토던지가기, 물감뿌리기, 물뿌리기 이렇게 세 가지 축제를 보았다. 

공통적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 축제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축제이외도 뒤죽박죽 축제는 여럿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보축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축제에서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법구경인연담에서 표현 

된 것과 같은 바보축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연담에서 바보축제는 

“재나 쇠똥을 몸에 바르고 온갖 욕지거리를 해댄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토마토를 던지고 물감을 뿌리며 즐기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야자타임처럼 아무에게나 욕지거리를 해대고 이를 

즐긴다면 일종의 바보축제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축제라고 하지만 

법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욕설한다는 것은 결국 입으로 구업을 짓는 행위가 된다. 야자타임에 

아무리 술기운에 “야” “자”하였다고 하여 술이 깬 다음에 상사가 다 

잊어 버리지 않고 “함께 술도 못 마실 놈!”하며 낙인을 찍어 

버리듯이, 욕설축제에서 아무에게나 욕지거리를 한다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개판같은 바보축제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축제라 하였다. 
  
  
  
2014-06-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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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천안을 가진 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였다. 이는 시야가 좋음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눈을 가진 자는 더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천안을 가진 자에 대한 게송이 있다. 
  
  
Pamādaṃ appamādena   빠마당 압빠마데나 
yadā nudati paṇḍito   야다 누다띠 빤디또 
paññāpāsādam-āruyha   빤냐빠사당 아루이하 
asoko sokiniṃ pajaṃ   아소꼬 소끼닝 빠장 
pabbataṭṭho va bhñmaṭṭhe  빱바땃토 와 분맛테 
dhīro bāle avekkhati.  디로 발레 아웩카띠. 
  
(Dhp28)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음으로 방일을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윈 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 
  
(Dhp28, 전재성님역) 
  
  
  
賢者が精励修行によって 
怠惰を退けるときには、 
智慧の高閣（たかどの）に登り、 
自らは憂い無くして（他の） 
憂いある愚人どもを見下ろす。 
  



86 

 

(Dhp28, 中村元역) 
  
  
현자는 마음 집중으로써 태만을 다스려 
슬픔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올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Dhp28, 법정스님역) 
  
  
  
放逸如自禁  방일여자금 
能却之爲賢.  능각지위현 
己昇智慧閣  기승지혜각 
去危爲卽安.  거위위즉안 
明智觀於愚  명지관어우 
譬如山如地.  비여산여지 
  
(Dhp28, 한역) 
  
  
When the wise person drives out 
 heedlessness 
 with heedfulness, 
having climbed the high tower 
of discernment, 
 sorrow-free, 
he observes the sorrowing crowd — 
as the enlightened man, 
having scaled 
 a summit, 
the fools on the ground below. 
  
(Dhp28,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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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는 마음 집중으로써 태만을 다스려 
슬픔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올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Dhp28, 거해스님역) 
  
  
  
게송을 보면 총 6 구로 이루어져 있다. 게송이 일반적으로 사구로 

이루어진 사구게인 것과 달리 육구게라 볼 수 있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게송에서 키워드는 ‘현자’이다. 이는 빠알리어 ‘빤디따(paṇḍita)’에 

대한 번역이다. 이 빤디따에 대하여 슬기로운 님, wise person 등으로 

번역하였다. 슬기로운 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자를 뜻하는 빤디따는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발라(bāla)’와 함께 

사용된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Balapanditasutta, M129)’에서도 알 수 있다.  
  
  
게송에서도 역시 현자를 뜻하는 빤디따와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발라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pabbataṭṭho va bhñmaṭṭhe dhīro 
bāle avekkhati”라 하여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이라 표현 한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 가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 온다. 이처럼 산정상에서 

아래 세상을 굽어 보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현자이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은 산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다. 산으로 둘러 

쌓인 곳에서 살기 때문에 산너머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하였다. 
  
계속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 하듯이 
  
게송에서 현자는 시야가 넓은 것으로 표현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세번째구절에“paññāpāsādam-āruyha”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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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에 올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산꼭대기처럼 높은 곳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혜의 전당’이라는 말이 ‘paññāpāsādam’이다. 그렇다면 왜 

현자들이 가는 곳에 대하여 paññāpāsādam 라 하였을까? 
  
Paññāpāsādam 에 대하여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Paññāpāsādam 는 paññā+pāsāda 로 분해 된다. Paññā 는 일반적으로 

‘지혜’를 뜻한다. Pāsāda 는 ‘clearness; brightness’의 뜻이지만, 

Pāsāda 가 ‘a lofty platform, a building on high foundations, a 

terrace, palace’의 뜻이 있으므로 Paññāpāsādam 는 ‘지혜의 

전당’이라 번역할 수 있다.  
  
슬기로운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지혜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방일 하지 않음이다. 

그런데 첫 번째 구절을 보면 “Pamādaṃ appamādena”라 하였다. 이는 

“방일하지 않음으로 방일을 쫓아내고”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연못으로 흘러 드는 신선한 물이 오래된 물을 

움직이게 하여 자리를 내주지 않고 쫓아내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가도록, 몰아 내듯, 총명한 사람은 방일하지 않음을 키워서 방일하지 

않음으로서 방일을 쫓아낸다.(DhpA.I.258)”라고 설명 되어 있다. 

고인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기기마련이지만 계속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 

하듯이, 부지런함은 게으름을 몰아낸다는 말과 같다. 
  
하늘 높이 치솟은 궁전 
  
이처럼 방일하지 않는 것은 방일한 것을 몰아 낼 수밖에 없다. 모든 

수행의 기초가 불방일에 있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는 자는 지혜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지혜의 전당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Paññāpāsādam : DhpA.I.258 에 따르면, 지혜의 전당은 하늘 높이 치솟은 

궁전으로 하늘눈(dibbacakkhu : 天眼)이라는 보다 높은 의식으로 구성된 

지혜를 상징한다. 거기에는 슬픔의 화살이 뽑혀졌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  
  
(562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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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는 Paññāpāsādam(지혜의 전당)에 대하여 천안을 가진 자가 

도달할 수 있는 궁전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혜의 궁전에는 

슬픔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괴로움을 

소멸한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산위에서 산아래의 어리석은 자를 내려다 

보듯이, 슬픔을 여읜 자는 슬퍼하는 자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중역의 한계 
  
빠알리게송에서는 Paññāpāsādam 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하여 

각번역자의 번역내용이 다르다. 전재성님은 지혜의 전당이라 하였고, 

나까무라 하지메는 ‘智慧の高閣(たかどの)’이라 하여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그러나 중역한 번역을 보면 ‘지혜의 정상’이라 

하여 마치 산정상을 뜻하듯이 번역하였다. 이는 중역의 한계라 

보여진다. 나까무라 하지메가 괄호안에 높은 곳이라는 뜻의 

‘たかどの’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겼을 때 ‘높은 

곳’ 또는 ‘정상’이 되어 ‘지혜의 정상’이라고 번역한 듯 하다.  
  
청원경(S6.1)에도 유사한 게송이 
  
지혜의 전당에 대한 이야기는 상윳따니까야 청원경(S6.1)에도 등장한다. 

사함빠띠 브라흐마가 부처님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것을 청원하는 경을 

말한다. 그런데 진리의 전당과 관련된 게송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법구경  

28 번 게송과 유사하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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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 yathā pabbatamuddhaniṭṭhito  
yathāpi passe janataṃ samantato, 

Tathūpamaṃ dhammamayaṃ sumedha  
pāsādamāruyha samantacakkhu, 

Sokāvatiṇṇaṃ janatamapetasoko  
avekkhassu jātijarābhibhūtanti.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것처럼 
현자여,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을 여윈 님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고통받는 뭇삶을 보소서. (S6.1,전재성님역) 
  
  
게송을 보면 법구경 28 번 게송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법구경에서는 ‘불방일(appamāda)’을 모티브로 하여 게송이 전개 되고 

있지만, 그 이후 구절을 보면 청원경과 같은 내용이다.  
  
일체지자의 사만따짝꾸(普眼) 
  
청원경에서도 전당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라 하였다. 이 때 “전당에 오르소서”라는 말이 

pāsādamāruyha 이다. Pāsāda 가 궁전이나 전당을 뜻하고, āruyha 가 

‘having climbed’를 뜻하기 때문에, pāsādamāruyha 는 “전당에 

오르소서”가 된다. 그런 전당은 어떤 곳인가? 번역에서는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이라 하였다. 진리의 궁전을 말한다. 
  
게송에서는 진리로 충만한 전당이라는 뜻으로 ‘진리의 전당’이라 

하였다. 그런 진리의 전당은 아무나 가는 곳일까? 게송에 따르면 특별한 

눈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 하였다. 그래서 ‘널리 보는 

눈(samantacakkhu)’을 가진 자가 오를 수 있는 곳이라 하였다. 이 

사만따짝꾸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보안(普眼)’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보안은 일체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을 말한다. 그래서 일체지자로 

불리우는 부처님은 널리 보는 눈을 가졌다고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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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다섯 가지 눈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이 있고, 진리의 눈을 뜻하는 법안이 있다. 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o 다섯 가지 눈 설   명 비  고 
1 자연의 눈 

(性眼, 

pakaticakkhu) 

육체의 눈   

2 하늘의 눈 
(天眼, dibbacakkhu) 

신성한 눈 Dhp28 

3 지혜의 눈 
(慧眼, paññācakkhu) 

세 가지 길에 대한 지혜를 

말함 
법안 
S56.11 

4 보편의 눈 
(普眼, 

samantacakkhu) 

전지한 지혜를 말함 S6.1 

5 부처의 눈 
(佛眼, 

buddhacakkhu) 

감각능력의 성숙정도에 대한 

지혜와 의도와 경향에 대한 

지혜를 말함. 깨달은 자의 눈 

  

  
  
  

다섯 가지 눈 중에서 네 번째의 ‘지혜의 눈(paññācakkhu)’이 있다. 

이를 ‘법안(dhammacakkhu)’이라고 한다. 이 법안에 대하여 세 가지 

길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알 수 

있다.  
  
지혜의 눈(慧眼)에 대하여 
  
오비구 중에 꼰단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을 때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S56.11)”라는 구절이 있다. 꼰단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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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odhadhammanti)”에 대하여 ‘수다원오도송’이라고도 한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 가는 순간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눈은 ‘dhammacakkhu’를 말한다. 표에서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지혜의 눈(慧眼, paññācakkhu)’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진리의 눈이 생겨남을 알 수 있다. 
  
하늘의 눈(天眼)에 대하여 
  
부처님의 눈에 대하여 불안 등 다섯 가지 눈으로 설명 되어 있다. 

그런데 경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청원경(S6.1)에서는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라 하여 ‘널리 보는 눈’은 ‘samantacakkhu’에 

대한 것이다. 보안(普眼)으로서 일체지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법구경 

28 번 게송에서는 ‘하늘눈(天眼, dibbacakkhu)’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석에 따르면 지혜의 전당은 하늘 높이 치솟은 궁전으로 하늘눈(天眼, 

dibbacakkhu)이라는 보다 높은 의식으로 구성된 지혜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법구경 28 번 게송에서는 천안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안보이는 것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산위에 올라가 대지를 

굽어 보듯, 하늘눈으로 본다는 것이다. 산에 올라가면, 별다른 노력 

없이 지상을 굽어 볼 수 있듯이 궁전의 꼭대기에 올라서면, 궁전을 

둘러싼 건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듯.(Dhp28)”라 하였는데, 이는 

주석에 따르면 “총명한 사람, 번뇌를 부순 거룩한 님은 윤회의 씨앗이 

제거 되지 않아 죽고 다시 태어나는 미혹한 존재들을 볼 수 있다. 

(DhpA.I.258)”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눈을 

넘어 보다 더 높은 눈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어떤 이는 오로지 눈에 보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 확인 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마저 의심한다. 그래서 “진짜 하늘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심지어 “아라한은 존재할까?” 또는 

“열반은 가능한가?” 등 모두 의심한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 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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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적 인지에 

의존하는 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을 신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실증에 의존 하는 자들은 육체적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눈 중에 육안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에 따르면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안 위에 천안도 

있고, 그 위에 혜안, 보안, 불안도 있는 것이다. 
  
슬픔의 화살을 뽑아 버려서 
  
육안에만 의존하는 자들은 산아래에서 사는 것과 같다.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에서 살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더구나 힘들이지 않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산정에서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에 대한 

것이 법구경 28 번 게송에서는 ‘천안’이라 하였다. 그런 천안을 가진 

자가 보다 높은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듯한 지혜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지혜의 궁전에 오른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슬퍼하는 자들은 

산아래 세상에 사는 자들로서 ‘고통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의 화살을 제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죽어서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눈을 가져서 지혜의 전당에 오른 자는 

마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이 슬픔의 화살을 뽑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 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슬기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음으로 방일을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윈 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Dh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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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승복의 권위, 박사의 권위 
  
승복의 권위라는 것이 있다. 계행이 어떤지 알 수 없고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경지인지 알 수 없어도 승복을 입고 있다면 권위가 부여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 보듯이 예를 갖추어 삼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피에치디(Phd, 박사)의 권위가 있다. 학문적 성과가 어떤지 

알 수 없고 학문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도 닥터라고 하면 

일단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승복과 Phd 는 권위의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승복을 걸친 스님이 

한마디하면 ‘법문’이 되고, Phd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글을 

쓰면 ‘논문’이 된다. 그러나 보통불자가 글을 쓰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아무리 경전을 근거로 하여 글을 써도 승복과 박사의 권위 

앞에서는 ‘잡문’으로 취급된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최근 불교닷컴에 조성택교수의 글이 여러 편 실렸다. 이름하여 ‘조성택 

교수 21 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이라는 시리즈의 글이다. 

조성택교수가 화쟁아카데미에서 강연한 것을 요약한 기사를 말한다. 
  
총 네 편의 글에서 세 번째 글에 ‘화쟁(和諍)’에 대한 것이 있다. 

화쟁이란 화해(和會)와 회통(會通)의 논리체계를 이르는 말로 신라시대 

원효의 중심사상이다. 그런데 불교학자인 조성택 교수가 또 다시 화쟁을 

거론 하였다.  
  
불교닷컴  ‘조성택 교수 21 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_3 강(上)’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성택교수는 놀라운 말을 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조교수는 “불설선설(佛說善說), 부처님 가르침만이 좋은 말씀이 

아니다. 좋은 말씀이 모두 부처님 말씀이다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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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불자들은 부처님가르침이 

진리로 알고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만이 좋은 말이 아니라니 참으로 

파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라면 모두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함석헌의 저술도 불교경전이라는데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조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욱 더 

놀라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박제화된 불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경전이다. 함석헌과 퇴계의 말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면서 선설불설을 

요구했다. 
  
(조성택 교수 21 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_3 강(上), 불교닷컴 2014-

06-08) 
  
  
조성택교수는 함석헌의 말도 불교경전이라 하였다. 함석헌이 누구인가? 

위키백과에 따르면 함석헌은 “독립운동가, 종교인, 언론인, 출판인이며 

기독교운동가, 시민사회운동가였다.(함석헌)”라고 소개 되어 있다. 

함석헌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도 함석헌의 저서도 불교경전일수 

있다니! 
  
조성택교수에 대하여 수 없이 비판하였다. 그것은 지난 2011 년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에 대한 것이다. 조계종에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선언문이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쳐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언문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조성택교수라는 것이다. 그 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조성택 교수는 왜 시점에서 불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일까? 
  
충격적인 열린 진리관 
  
종교평화선언이라 불리는 아쇼카선언문 초안자가 조성택교수이다. 

조계종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도법스님의 요청으로 초안문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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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초안문을 보면 매우 놀랍다. 그것은 불교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열린진리관이 있다.  
  
  
(1) 열린 진리관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종교를 

대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화와 소통을 위한 출발입니다. 

   
진리란 특정 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다 열려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초안 축약본) , 2011-08-23) 
  
  
초안문의 열린진리관을 보면 충격적이다.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자라면 

이런 진리관은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수 없이 비판글을 

올렸다.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종교? 
  
불로그에 올린 수 많은 글에서 소위 아쇼카선언(종교평화선언)은 불교를 

팔아 먹는 것이라고 맹비난 하였다. 이는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하는 진리관 때문이다. 진리는 하나인데 표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종교가 다른 것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초기경전을 

접한 불자라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조성택교수의 방식대로 진리는 하나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종교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선언문에서 진리는 하나라는 뉘앙스로 표현한 것이다. 마치 산에 갈 때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 가는 길은 여럿이라는 논리와 같다. 이런 

방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종교다원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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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조성택 교수는 함석헌의 저술도 불교경전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는 2011 년 종교평화선언문에 있어서 열린진리관의 

연장선상이라 본다. 기독교인이 바이블에 근거하여 저술한 것에 대하여 

부처님말씀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한 부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반응일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정신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것이다.  
  
조성택교수가 이 시점에서 다시 열린진리관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닐까? 지난 

2011 년 선언문을 공표 하기 일보직전에서 좌절 되었는데 3 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또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원효의 개비개시(皆非皆是) 
  
불교인이라면 “함석헌의 저술도 부처님말씀이다”라는 열린진리관은 

정상적인 불자라면 받아 들이기힘들다. 그럼에도 조성택교수는 

화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로 

설명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불교닷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효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장님’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전제한다. 몇 사람의 장님이 

코끼리를 묘사한다. 코를 만진 어떤 이는 “코끼리는 길다”고 한다. 

배를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고 하며 다리를 만진 이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한다.  

 

조 교수는 “이러한 장님들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원효는 “모두 

옳다”(개시, 皆是)고 한다. 왜냐하면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코끼리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원효는 또한 “모두 틀렸다”(개비, 皆非)고 한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전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皆)라고 하는 동시적 상황이다. 옳다면 

‘모두’ 옳고, 틀렸다면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고 했다. 
  
(조성택 교수 21 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_3 강(上), 불교닷컴 20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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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는 매우 유명하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조성택교수는 원효의 이야기를 하였다. 7 세기 불교종파간의 화쟁으로 

유명한 원효스님이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전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불교학자라면 경전에 근거하여 

어느 경전에서 인용된 것인지 밝혔어야 했다.  단지 원효가 

언급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 보다 원효의 

말을 더 믿는 다는 것과 다름 없다.  
  
부처님 말씀 보다 원효의 말을 더 믿나? 
  
조교수는 원효의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개비개시(皆非皆是)라 하였다. 이 말은 “옳다면 ‘모두’ 옳고, 

틀렸다면 ‘모두’ 틀렸다”라는 뜻이다. 장님이 한 부분만 보고서 

진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교수는 개시개비에 대하여 “어떤 입장도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주장이 부분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부정되거나 긍정되어야 한다”라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왜 놀라운 말인가? 그것은 앞서 언급된 

“함석헌과 퇴계의 말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더 멀리는 지난 2011 년 추진하다 좌절 되었던 아쇼카선언문의 

열린진리관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다나의 장님과 코끼리비유 
  
조성택교수는 장님과 코끼리비유에 대한 원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원효가 언급하였다고만 하였다. 그렇다면 장님과 코끼리 비유는 어떤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일까? 
  
장님과 코끼리비유는 매우 유명하다. 그러나 사부니끼야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쿳다까니까야에 실려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을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코끼리와 

장님들(2013-11-17)’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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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과 코끼리비유는 ‘우다나’에서 볼 수 있다. 우다나에서 세 개의 

경에 걸쳐 눈먼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교의 유행자들은 눈이 멀었고 눈이 없어서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익을 알지 못하고 무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진리이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른다.” 
  
(Paṭhamanānātitthiyasutta- 다양한 이교도의 경, 우다나 Ud6.4, 

전재성님역) 
  
  

  

 
  

Elephant and Blind men 
  
  
부처님이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든 것은 이교도들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당시 육사외도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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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어떤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자들은 코끼리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폐하, 코끼리는 물항아리와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Ud6.4)”라고 

표현 되어 있다.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만진 자는 ‘물항아리’같다고 

하였고, 귀를 만진 자는 ‘키질하는 바구니’와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예를 든 것이 아홉 가지에 달한다.  
  
“서로 모순되는 것을 붙잡고 싸운다” 
  
경에 따르면 육사외도의 주장 역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서 ‘영원주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Ud6.4)”라 하였다. ‘허무주의’의 경우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이다. 이처럼 경에서 언급된 

육사외도의 견해는 모두 16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육사외도의 특징은 한결 같이 자신들의 견해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견해는 모두 거짓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무어라 하셨을까? 

게송으로 요약된 가르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esu kira sajjanti  

eke samaṇabrāhmaṇā,  
Viggayha naṃ vivadanti  

janā ekaṅgadassino” ti.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은 

실로 이러한 견해들에 집착한다. 

사람들이 한쪽 관점만 본다면,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논쟁한다.” (Ud6.4) 

  

  

게송에서 핵심구절은 “한쪽 관점만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UdA.343 에 따르면, ‘그대는 가르침과 계율을 잘 모른다.  

나는 이 가르침과 계율을 잘 안다.’라는 등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싸움을 일으킨다. 그 ‘사견에 의존하는 개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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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주의 등에 의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을 붙잡고 싸운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여기서 눈의 

띄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붙잡고 싸운다”라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코끼리 상아를 만지면서 쟁기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쟁기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것이다. 다만 들어서 알 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자아와 이세상은 영원하다”든가,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마치 한번도 코끼를 본적이 없는 장님이 머리통을 만지면서 

‘물항아리’같다든가, 귀를 만지면서 ‘키질하는 바구니’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육사외도의 주장은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두 ‘허위’가 

된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성택 교수는 원효의 

개비개시를 거론 하며 “옳다면 ‘모두’ 옳고, 틀렸다면 ‘모두’ 

틀렸다”라 하였다. 이는 명백히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 난 것이다. 

우다나에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견해에 대하여 단 한번도 옳은 것이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육사외도들은 서로 모순되는 견해를 붙잡고 싸운 

것이다.  

  

망상속에 엮이고 묶인 견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16 가지 항목의 육사외도의 견해는 모두 그릇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진리가 아님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견해에 대하여  ‘연기법’으로 모두 논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요약되었다. 

  

  

1. 

Ahaṅkārapasutāyaṃ  

pajā paraṅkārūpasaṃhitā.  

Etad-eke nābbhaññiṃsu   

na naṃ sallan-ti addasuṃ.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추구하거나 

타자가 만든 것이라고 사람들은 꺼둘린다. 

어떤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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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화살이라고는 결코 보지 못한다. 

  

  

2. 

Etañ-ca sallaṃ paṭicca passato 
“Ahaṃ karomī”-ti na tassa hoti, 

“Paro karotī”-ti na tassa hoti 

  

이것을 화살이라고 미리 보는 님은 

‘자신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여의고 

‘타자가 만든.’라고 생각도 여읜다. 

  

  

3. 

Mānupetā ayaṃ pajā  

mānaganthā mānavinibandhā,  

Diṭṭhisu sārambhakathā ~  
saṃsāraṃ nātivattatī ti.  

  

이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히고 

망상에 엮이고 망상에 묶였다. 

견해 속에서 화내며 논쟁할 뿐, 

결코 윤회를 뛰어넘지 못한다. (Ud6.6, 전재성님역) 

  

  

첫번째 게송에서 ‘자신이 만드는 것’은 자아를 창조자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타자가 만든 것’은 타자를 창조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에 따라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창조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견해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게송에 따르면 ‘화살’을 

맞는 것이라 하였다. 어떤 화살일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찌른다는 의미에서 화살이라 한 것이다. 

  

“어떤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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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게송에 대한 주석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떤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장문의 각주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Etad-eke nābbhaññiṃsu : UdA.346 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그 해악을 보고 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한가?  

  

‘만든 자로서 나’라고 할 때에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따라 원하는 

것만이 있게 되는 것이지 원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만드는 자로서의 나’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곳에는 ‘만드는 

자로서의 나’는 없다.  

  

더구나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는 자재신 등을 원인으로 함축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자재신이 자신을 위해서도 타자를 위해서도 

활동한다. 만약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지 못한 것이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행해지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타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 어떠한 

고통과 불행도 이루어지지 말고 모든 안녕과 행복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재신을 통한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가 성립한다면, 그리고 

자재신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어떤 영원한 유일한 원인이 

있다면, 행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원인의 지속으로 

인해 모든 것은 조화로운 계획속에 발생해야 한다.  

  

자재신의 불완전한 능력을 상상해서 무엇 하겠는가? 자재신을 원인으로 

하는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생주신이나 원인이나 원질, 시간 등의 원인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다나 858 번 각주, 전재성님) 

  

  

문단은 편의상 나눈 것이다. 주석에 근거한 각주를 보면 ‘만드는 

자로서의 나’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는 모두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하여 행위로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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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자로서의 나 

  

먼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추구한다(Ahaṅkārapasutāyaṃ)”라는 

말이 있다.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그 해악을 보고 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만든 자로서 나’라고 할 때에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따라 원하는 것만이 있게 되는 것이지 원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만드는 자로서의 나’이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곳에는 ‘만드는 자로서의 나’는 없다.”라고 하였다.  

  

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는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Ud6.6)”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원주의자의 견해이다. 왜 그런가? 주석에 따르면 영원주의자들은 

‘행위하는 자와 경험 하는 자가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변치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어떤 변치 않는 자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구절에서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추구한다(Ahaṅkārapasutāyaṃ, Ud6.6 )”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왜 모순일까? 그것은 각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아를 가진 자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감으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험이라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로 괴로움을 만들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추구한다(Ahaṅkārapasutāyaṃ, Ud6.6 )”라는 견해는 

모순이 된다. 그래서 주석에서  “욕망에 따라 원하는 것만이 있게 되는 

것이지 원하지 않은 것은 있지 않게 된다”라 하였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곳에는 ‘만드는 자로서의 나’는 없다”라 한 것이다.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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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절에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라는 말이 있다. 주석에서는 

이를 ‘자재신’이라 하였다. 오늘날 유일신교의 ‘창조주’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견해 역시 모순이라 하였다. 왜 모순인가? 

  

두번째 구절에 대한 빠알리어가 “pajā paraṅkārūpasaṃhitā”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타자가 만든 것이라고 사람들은 

꺼둘린다”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꺼둘린다’라는 말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아마 ‘추구한다’ 뜻일 것이라 보여진다.  

  

주석에 따르면 ‘타자가 만든 것’에 대하여 자재신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 역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타자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계도 

타자가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다.(Ud6.6)”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아와 세계를 타자가 만들었다면 이는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이 

되는 타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하여 자재신이라 하였다. 

더구나 즐거움과 괴로움도 타자가 만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괴로움도 타자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괴로움도 타자가 만들었다고? 

  

요즘 국무총리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자의 퇴근길에 한마디에 따라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총리후보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센 자신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렸다. 이런 견해에 대하여 불교인들은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문창극후보의 

기독교우월주의(2014-06-1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 36년과 한국전쟁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민족에게 시련을 줌으로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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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에게나 통용가능한 것이다. 불교인을 포함한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견해를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후보가 하나님의 뜻 운운한 것은 한마디로 ‘병주고 약주고’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인간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리고 모순이라 생각한다.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주석에 설명되어 있다. 

  

경의 본문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은 타자가 만든 것이다”라는 견해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괴로움과 

관련하여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각주에 따르면 “괴로움과 관련하여 원인을 자신이나 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위험한 이론이다(850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문창국후보처럼 

인간의 행불행이나 나라의 시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순이다. 왜 모순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창조주 

  

여기 자아와 이세상을 만든 창조주(자재신)가 있다. 자아와 세상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인간들이 겪는 즐거움과 괴로움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창조주는 나만 만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도 만들었음에 틀림 없다. 그래서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자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창조주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내가 욕망에 따라 오욕락을 추구하였을 때 이것도 창조주의 뜻이라 볼 

수 있을까? 영화 ‘밀양’을 보면 어느 목사가 여인의 유혹에 대하여 

고민하는 장면이 있다. 한참 고민하다가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피조물에게도 행위가 있음을 말한다. 

피조물이 자유의지에 따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까지 막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누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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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창조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재신의 불완전한 능력을 상상해서 무엇 하겠는가?” 

  

창조주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들었다. 그런데 창조주의 다른 

사람들을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어떠한 불행과 고통도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끊임 없이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만일 창조주가 있다면 지진, 해일,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운송수단으로 인한 재난 등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각지에서는 끊임 없는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과연 이것이 피조물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여 이를 자유의지로 극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을까? 거꾸로 창조주로 무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아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어떠한 고통과 불행도 이루어지지 말고 모든 

안녕과 행복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자아와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은 행위를 

통하여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창조주의 계획속에서만 움직이여만 하기 때문이다. 마치 프로그램된 

로보트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겪는다. 이렇게 본다면 

자재신(창조주)는 불완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체 그런 자재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주석에서는 “자재신의 불완전한 

능력을 상상해서 무엇 하겠는가?”라 하였다. 

  

기독교를 진리로서 받아 들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자아와 경험을 동일시하여 변치 않는 자아가 겪는 

영원주의 견해가 있다고 하는 ‘만드는 자로서의 나’는 모순임을 말씀 

하셨다. 또 자재신(창조주)등을 상정하여 ‘만드는 자로서의 타자’역시 

부정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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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게송을 보면 견해에 집착되어 있는 자들은 ‘망상’에 묶인 

것과 다름 없다고 하였다. 영원주의, 허무주의, 숙명론, 우연론 등 

16 가지 견해에 대하여 모두 자만에 따른 망상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견해에 대하여 명백히 진리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성택교수는 경전적 근거도 갖지 않는 

개비개시사상으로 외도의 사상도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 

식이라면 기독교도 진리로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조성택교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만일 조성택 교수가 우다나를 참고 하였다면 개시개비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성택교수는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개비개시를 말한 것일까? 대체 조성택교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장님과 코끼리비유를 든 것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21 세기 화쟁’을 

하기 위해서라 본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의 글이 잘 말해 준다. 

  

  

  

조 교수는 “‘개시개비’는 어떤 입장도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주장이 부분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부정되거나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코끼리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펴는 것이 논쟁의 상황이라면 ‘개시개비’는 

대화의 상황이다.”고 보았다.  

  

(조성택 교수 21 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_3 강(上), 불교닷컴 2014-

06-08) 

  

  

조성택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각각의 주장이 

부분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부정되거나 긍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진리관에 따르면 불교의 

진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 진리 밖에 되지 않는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격이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독교 

진리 역시 코끼리 꼬리를 만지는 격이 될 것이다. 결국 진리는 하나인데 

각자 다른 언어와 문법으로 표현 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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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가 화쟁을 한 이유는? 

  

원효는 7세기에 화쟁을 시도하였다. 7 세기라면 신라에게 여러 종파의 

불교가 동시에 들어온 시기를 말한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심지어 밀교까지 다양한 불교가 동시에 들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불자들은 큰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대체 어느 불교가 맞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차로에 차가 밀려 들면 큰 혼란을 겪으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초기불교에서부터 후기불교에 이르기 까지 각가지 종파가 

한꺼번에 밀어 닥쳤을 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태대사의 교상판석(敎相判釋)이 나온 것이라 본다. 그런데 원효는 

이를 뛰어 넘어 ‘화쟁’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불교를 위하여, 원효스님의 일심(一心)사상과 화쟁(和爭)(2011-10-

2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원효 당시 불교는 난립되어 있었다. 종파도 다양하고 수행체계도 

다양하여 도무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때 원효가 

나타나서 그 때 당시 신라에 들어 와 있던 여러 불교전통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사상과 수행체계를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단일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런 단일체계가 다름 아닌 원효의 ‘일심(一心)사상’이다. 

일심사상은 여래장과 유식사상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다.  

  

21 세기 화쟁을 하겠다고? 

  

7 세기 원효는 일심사상으로 그 때 당시 난립하였던 모든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다. 그런데 조성택 

교수에 따르면 21 세기 화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놀랍게도 타종교와의 화쟁을 말한다.  

  

현시대에서 티종라 하면 ‘기독교’를 말한다. 결국 불교와 기독교를 

화쟁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함석헌과 퇴계의 말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라 말한 것이고, 또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주장함으로서 불교와 기독교가 사실상 같은 종교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것이 조성택교수를 포함하여 2011 년 당시 

종교평화선언을 추진하였던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화쟁방식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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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교 사회인 21 세기 한국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호에서는 

종교평화선언을 추진 하였다. 그런데 21 세기 화쟁방식이 매우 놀랍다. 

7 세기 원효시대의 경우 화쟁의 대상이 난립된 종파불교에 대한 

것이었으나, 21 세기 한국에서 화쟁방식은 타종교도 대상이다.  

  

그런데 화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 하였다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이 정체성이 있기 마련인데 21 세기 화쟁을 시도하면서 

불교의 근본교리를 폐기 한 것이다. 그것은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이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타종교에도 연기법이 있을까? 타종교에도 열반의 개념이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을 가정하여 보았을 때 불교와 기독교는 도저히 화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화쟁을 시도하였다. 그 대가는 너무 큰 것이다. 그것은 

불교의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함석헌 저술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조성택 교수는 

불교인일까?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타종교 저술을 불교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쇼카선언에 항거하고 

  

지난 2011 년 도법스님의 화쟁위원회에서 추진 하였던 일명 아쇼카선언이 

추진 될뻔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십 편의 글을 올려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블로그내 검색창에서 아쇼카선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글을 볼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기에 항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스님들과 

학자들은 침묵 하였다. 그런 침묵이 비겁해 보여서 ‘“그들은 

비겁했다” 아쇼카선언에 대한 학자들과 스님들의 이해 할 수 없는 

침묵(2012-08-17)’라는 글도 올렸다. 21 세기 화쟁을 명목으로 타종교와 

통합을 시도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주역이 함석헌저술도 불교경전이다라는 말과 함께 

원효의 장님과 코끼리 비유를 들어 또 다시 종교간에 화쟁을 시도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스님과 학자들이 정상일까 아니면 이를 지적하는 

보통불자가 비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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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의 권위 

  

불자들은 스님들을 믿고 존경한다. 또 일반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박사학위을 가진 자에게 존경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믿고 따른다. 바로 이것이 ‘승복의 권위’이고 ‘학위의 

권위’라 볼 수 있다.  

  

긴소매자락을 특징으로 하는 승복을 입은 스님이 있다. 그런 스님이 

어느 날 “진리란 특정 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다 열려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하였을 때 불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 아마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 들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 년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수 많은 스님들이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종교평화선언초안을 발표 하였다. 

그러자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다. 심지어 

교계신문사이트에서는 환영하는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바로 이것이 승복의 권위라는 것이다. 회색승복을 

입은 스님이 그것도 종단의 고위직 스님들이 모여서 발표 하였을 때 

먹혀 들어간 것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그 선언문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도 바로 승복의 권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문구에 대하여 보통불자 몇 명이 모여 선언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정신병원에 가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의문할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머리를 기르고 짧은 소매를 입은 

보통불자가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라고 

읊조렸다면 아마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권위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함석헌과 퇴계의 말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면 불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까? 대부분 

불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말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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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거니’ 하며 의심 없이 받아 들일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블로거가 “기독교인이 쓴 책도 사실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싸늘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틀렸다” 라거나 “엉터리다”또는 “헛소리 

그만해라” 등 험한 말을 할 것이다.  

  

이처럼 박사의 말과 블로거의 말은 천지차이이다. 박사가 한 말은 

‘진실’로서 받아 들이지만 블로거가 한말은 ‘망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계급장 떼고 함 붙어볼까?” 

  

요즘 하는 말 중에 “계급장 떼고 함 붙어볼까?”라는 말이 있다. 모든 

권위를 집어 던지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님이나 학자가  익명으로 기고 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해당 될 수 있다. 

  

어떤 스님이 익명으로 “진리란 특정 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열린진리관을 주장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불자들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불교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학자가 익명으로 “함석헌과 

퇴계의 말도 불교경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무어라 할까? 

정반대의 교리를 가진 타종교인의 저술에 대하여 이를 불교경전과 

동급이라 주장한다면 대부분 불자들은 “미친넘!”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스님이나 학자들이 익명으로 발표 하였을 때 불자들은 대부분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헛소리’ 나 ‘망발’ 

등과 험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급장을 붙이고 말을 하면 

“일리가 있다” 든가 “그럴수도 있다”등의 긍정적 반응을 할 것이다. 

이처럼 스님이나 박사라는 계급장에 따라 받아 들이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질 것이다.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진리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타종교와 화쟁을 

위하여 불교의 진리관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훼불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박사타이틀이라는 권위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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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그런데 아무런 반론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를 팔아 

먹으려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이다.  

  

종교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진리는 하나라고 주장하면 평회가 

이루어질까? 종교간의 평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에서 불교를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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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법열반(現法涅槃)에 대하여 
  
  
  
왜 안티조선운동이 일어났을까?  
  
요즘 종편채널을 종종 본다. 태생자체가 문제 되고 있지만 이제 어느덧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되고 말았다. 네 개의 종편채널 중에서도 

‘TV 조선’을 보면 살기가 느껴진다. ‘저격수다’ 라는 프로를 보면 

조선일보기자들의 융단폭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기자들의 거침 없는 발언을 보면 마치 특정인을 겨냥하여 마구 

두들겨 패는 것 같다. 그래서 ‘안티조선’운동이 일어 났을 것으로 

본다. ‘저격수다’프로에서 기자들의 폭언을 보면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마치 조폭들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 같다. 거칠것 없이 

마음껏 떠들어 대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폭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다.  
  
종편채널에서는 흥미를 끌만한 프로로 가득하다. 인터넷에서도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이야기가 실시간 검색어순위에 상위에 랭크 되고 

있는데, 종편에서도 주로 연예인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다보니 마치 

‘개콘’ 프로를 보고 난 이후 허무감을 느끼지만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 중에 왕년 개그맨 ‘이원승’이야기가 있었다.  
  
“오늘을 일생처럼 산다” 
  
왕년 개그맨 이원승은 오십줄이라 한다. 수염을 기른 모습이 마치 

원숭이를 연상케 한다. 이름처럼 원숭이 같은 모습을 한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피자를 만든다. 

이탈리아로 유학가서 배워 온 것이라 한다. 그래서 그 나이에도 피자를 

화덕에 굽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피자 굽는 모습을 보니 안되어 보인다.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또한 인기연예인이었던 

사람이 피자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매우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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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한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을 일생처럼 

산다”라는 말이다. 아침에 눈이 떠서 일어나는 것을 태어남에 

비유하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드는 것을 죽음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하루 보내는 것을 일생 보내듯이 산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듣자 

비록 왕년의 개그맨으로서 피자를 구워 가며 살아 가지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충실 한다’는 말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에서 지금 여기를 뜻하는 

말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법문을 통하여 수 없이 좋은 말을 듣는다. 그러나 대부분 

‘업’ 이나 ‘마음’ 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업 

때문이다”라거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해 가는 말이지만 그다지 마음에 다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삶과 밀접한 가르침에 감동한다. 그런 말중에 

‘지금 여기’라는 말이 있다. 
  
딧타담마가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지금 여기’라는 말은 초기경전에서 수 없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띠’라는 말과 함께 초기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들에게 즐겨 사용 

되는 말이다.  
  
‘지금 여기’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딧타담마 (ditthadhamma)’라 

한다. 그런데 딧타담마라는 말은  ‘현법열반’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현세열반’이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딧타담마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정적으로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벗이여,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벗이여,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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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흐마잘라경-Brahmajalasutta-하느님의 그믈의 경-범망경, 

디가니까야 D1, 전재성님역) 
  
  
현법열반론(diṭṭhadhammanibbānavādā)은 64 가지 외도의 삿된 견해 중에 

하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법열반론이 삿된 견해임 틀림 없다.  
  
딧타따담마가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 
  
현법열반을 뜻하는 딧타담마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맛지마니까야 ‘천사의 경(M130)’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Te khemappattā1 sukhino  
diṭṭhadhammābhinibbutā, 
Sabbaverabhayātītā  
sabbadukkhaṃ upaccagunti. 
  
“안온에 도달하여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M130) 
  
  
천사의 경은 일곱 가지 사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를 ‘천사의 

경고’라 볼 수 있다. 그것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뭇삶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경의 말미에 경에서 말씀 하신 가르침이 게송으로 요약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게송 두 번째 구절에서 

‘diṭṭhadhammābhinibbutā’라는 복합어가 있다. 이는 

diṭṭhadhamma+abhinibbūta 로 분해 된다. diṭṭhadhamma 가 ‘지금 

여기’의 뜻이고, abhinibbūta 는 ‘perfectly calmed’의 뜻으로 

‘완전하게 고요해짐’의 뜻이다. 따라서 ‘diṭṭhadhammābhinibbutā’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게 고요해짐”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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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재성님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라고 번역하였다. 

빅쿠보디와 빅쿠냐나몰리의 영역에서는 “And reach Nibbana here and 

now”라 하여 “지금 여기에서 열반에 이르러”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diṭṭhadhammā’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긍정적 현법열반론과 관련 하여 또 하나의 경을 들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 ‘가르침을 설하는 님의 경(S22.116)’이다. 이 경에서 

어느 빅쿠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설하는 님, 가르침을 

설하는 님’이라 하는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가르침을 설하는 님이 

됩니까? 세존이시여, 어떻게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님이 됩니까? 

세존이시여, 어떻게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이 

됩니까?(S22.116)”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Rūpassa ce bhikkhu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dhammaṃ deseti, 

"dhammakathiko bhikkhu"ti alaṃ vacanāya. Rūpassa ce bhikkhu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o hoti, 
"dhammānudhammapaṭipanno bhikkhu"ni alaṃ vacanāya, rūpassa ce 

bhikkhu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o hoti,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bhikkhu"ti alaṃ vacanāya. 
  
[세존] 
“수행승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가르침을 설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설하는 님이라 할 

수 있다. 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실천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님이라고 할 수 있다. 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없이 해탈하면, 그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이라고 할 수 있다.  
  
(Dutiyadhammakathika sutta- 가르침을 설하는 님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22.116,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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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에서 핵심적 구절은 “싫어하여 떠나, 사라지고 소멸한다”라는 

말이다. 이는 빠알리어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구문은 정형화 되어 있어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발견된다.  
  
경에서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지고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서 

‘오온’이라 하였다. 그래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하여 싫어하여 떠나, 사라지고 소멸해야 한다고 

반복구문으로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문에서 현법열반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bhikkhu)”라는 복합어이다.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는 diṭṭhadhamma+nibbāna+patto 의 

복합어이다. diṭṭhadhamma 는 지금 여기, nibbāna 는 열반, patto 는 

‘Obtained(성취된)’의 뜻이기 때문에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는 

‘지금 여기서 열반이 성취된’의 뜻이 된다. 그래서 ‘현법열반’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현세열반’으로 번역하였다. 

현법열반이 맞을까 현세열반이 맞을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현법열반(現法涅槃)이라는데 
  
이렇게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초기경전에서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성스님은 현법열반에 대하여 

교계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노동의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의 종교적 의미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릭 포름(Erich Formm)은 “인간은 ‘생존의 욕구’와 ‘초생존의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 

욕구에만 만족하지 않고 보다 숭고한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이상을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다. 

열반은 이 세상을 떠나 저 멀리 피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노동은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뛰어넘어 종교적 의미로까지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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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마성스님, 불교닷컴 2014-05-

07)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실종 됨에 따라 

대형참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글이다.  
  
마하시사야도의 현법열반론 
  
그런데 글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다”라 

하였다. 이 문구를 보고서 비판글을 올린 바 있다. 그것도 도발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현법열반론은 범망경에서 62 가지 사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법열반은 부정적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다”라 하였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법문집에 

실려 있는 현법열반론에 대한 것이다.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에 따르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감각적 쾌락을 

완벽하게 누릴 시간은 바로 이 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법열반론(現法涅槃論)으로서, 디가 니까야, 

<계온품(戒蘊品)〉의「범망경(梵網經 Brahmājala Sutta)」(D1)에서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62 가지 사견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설명 되오 

있다. 미얀마의 삼장법사이자 세계적인 위빠사나 수행처를 창립한 

마하시사야도가 한 말이다. 이처럼 근거를 제시하여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 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곧바로 반박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강력하고도 단호한 

어조의 메일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는 스님의 블로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스님의 블로그에 실려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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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진흙속의 연꽃’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의 블로그에 나의 

현법열반론이 잘못된 견해라고 비판했다. 그의 견해가 옳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초기불교의 현법열반의 개념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혹평한 것이라면 

그냥 가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떠돌아 다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학문적 명예가 달린 

문제인 것이다. 그의 진심어린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용서치 않을 

생각이다. 
  
(마성스님, 초기불교의 현법열반, 마성스님 블로그 2014-05-16) 
  
  
참으로 살 떨리는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스님의 현법열반론을 

보통불자가 비판하였다고 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일 비판이 

없다면 오로지 칭찬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과 비방은 명백히 구분 

되어야 한다.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난이나 비방으로 흘로서는 

안되기 때문이디. 따라서 비판은 허용되지만 비난이나 비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님은 자신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였다. 
  
결국 사과하였는데 
  
스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 따라 결국 사과하였다. 사과한 또 다른 

이유는 현법열반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고려 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과문을 포함한 

글을 블로그에 ‘스님들과 학자들은 글을 안쓰는 것인가 못쓰는 것인가? 

양식(糧食)이 되는 글을 쓰고자(2014-05-18)’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올린 글에서 “다만 현법열반론이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라고 하였다. 기회가 되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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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블로그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과 

하였음에도 일부 스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헐뜯기에 바빴다. 이는 스님의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정신병원에 가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불교계에서는 이해 하지 못할 관행이 있다. 승복입은 스님이 한말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불자가 말한 것에는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승복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다. 승복을 

입은 것 자체에 힘이 실려 있음을 말한다. 이번 케이스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보통불자가 인터넷에 글을 쓰면 주제넘은 짓이라 하는가 하고, 

더구나 스님을 비판하면 용서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바보들을 위해” 
  
이어지는 스님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진흙속의연꽃’과 같이 초기불교의 현법열반과 단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구경현법열반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들을 위해 이미 

각묵스님이 <범망경: 범천의 그믈, 견해의 그믈>이라는 경에서 긴 

주석을 달아 놓았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현법열반과 외도들이 말하는 

현법열반이 다른 것임을 혼동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성스님, 초기불교의 현법열반, 마성스님 블로그 2014-05-16)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바보’라는 표현을 하였다. 현법열반과 

구경현법열반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보라 하였는데 

이는 일단 한대 때리고 보는 것 같다. 마치 선사들의 선문답에서 제자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다짜고짜 ‘방망이질’을 하는 것과 같다.  
  
현법열반과 구경현법열반도 구별하지 못하면 바보일까?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 주면 될 텐데 굳이 바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불교의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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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불교는 그다지 자비롭지 않다. 이는 

선문답에서도 알 수 있다. 도를 구하려는 자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고함)이나 방(방망이)로 대하는 것이다. 일단 주어 패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어느 외국인 학자는 선사들의 선문답에 

대하여 ‘반문자주의’와 ‘반지성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존재론적 자아가 있어서” 
  
 현법열반이라 하였을 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라고 

천명하였다면 이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현법열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블로그에서는 각묵스님이 

번역한 디가니까야 범망경의 각주를 소개 하고 있다. 
  
마성스님이 현법열반론의 차이에 대하여 각종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불교에 실린 마성스님의 아함경 강의에 따르면 

현법열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경에서 말하는 현법열반(現法涅槃, ditthadhamma-nibbana)은 

<범망경(梵網經, Brahmajala-sutta)>(DN1)에서 말하는 

구경현법열반(究竟現法涅槃, parama-ditthadhamma-nibbana)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만 한다. <범망경>에서 말하는 

현법열반론자(現法涅槃論者, ditthadhamma-nibbanavada)들의 견해는 

어떤 존재론적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이런 삼매 혹은 선의 경지를 

구족하여 머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자아에 대한 

견해, 초기불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유신견(有身見)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마성스님의 아함경 강의<6>, 한국불교 2013-12-19) 
  
  
글의 요지는 62 사견에 속하는 현법열반론은 자아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자아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오욕락을 즐기는 것, 선정삼매를 체험하는 

것 역시 현법열반론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론적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이런 삼매 혹은 선의 경지를 구족하여 머문다”라고 

하였다. 범망경에서 말하는 현법열반론이란 유신견을 극복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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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향유하는 즐거움 또는 삼매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불자가 스님을 비판하면 안되는 것일까? 
  
마성스님이 불교닷컴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다. 현법열반이라 하였을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교의 궁극의 목표가 현법열반에 있다라고 하였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발끈하여 

“나의 학문적 명예가 달린 문제”라 하며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하였다. 스님이 잘못된 표현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그토록 커다란 죄가 되는 것일까? 보통불자는 스님을 

비판하면 안되는 것일까? 그런 법이 있다면 알고 싶다.  
  
딧타담마의 두 가지 의미 
  
‘지금 여기’라는 뜻의 빠알리어가 ‘딧타담마’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긍정과 부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법열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에 상세하게 설명 되어 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디따담마(diṭṭha-dhamma)는 빨리 삼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1) diṭṭha-dhamma 혹은 diṭṭheva dhamme(이 표현을 많이 쓴다)는 

‘현재’나 ‘금생 ’ 등의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중국에서 

현법(現法)으로 옮겼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여진 법’이고 

이것은 대부분 처소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진 법에서’가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지금 여기’나 ‘금생’으로 해석이 

된다. 과거생과 미래 생에 대(對)가 될 때는 ‘금생’의 의미가 되고 

과거와 미래에 대가 되어서 나타날 때는 ‘현재’의 의미가 되고 바로 

지금 여기(here and now)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금 여기에서’ 등의 

의미가 된다.  
  



125 

 

이런 예는 본서 제 2 장에서 볼 수 있는데,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로,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diṭṭhidhammanibbāna-vada)이 그것이다. 
  
(2) diṭṭha-dhamma 는 문자 그대로 ‘법을 보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빨리 삼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을 

이해해서 법의 눈(法眼, dhamma-cakkhu)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그래서 

법의 눈이 생긴 위의 정형구 바로 다음에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외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문맥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 중국에서 견법(見法)으로 옮겼는데 문자 그대로 ‘법의 

무상·고·무아를 보았다’, ‘부처님 법의 의미를 보았다, 

체득했다’는 뜻이 된다. 
  
(마하시 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제 8 장 주석)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딧타담마(diṭṭha-dhamma) 또는 딧테와 

담메(diṭṭheva dhamme)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보여진 법에서’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법을 보았다’라는 의미라 

한다.  
  
그런데 ‘보여진 법’으로서 딧타담마(diṭṭha-dhamma)는 

브라흐마잘라경(범망경, D1)에서 볼 수 있는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현법열반론(現法涅槃論, diṭṭhidhammanibbāna-vada)이 

해당된다. 
  
반면 딧타담마(diṭṭha-dhamma) 가 ‘법을 보았다’라는 ‘견법(見法)’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견법으로서 딧타담마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보기 때문이디. 이는 초기경전에서 수 없이 

나타나는 무상, 고, 무아를 보았다는 뜻이라 한다.  
  
표로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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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스님이 불교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현법열반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는 가르침을 설하는 님의 경(S22.116)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의 딧따땀마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딧타담마 의미 내     용 
부정적의미 

  
“보여진 

법에서” 
  

천상의 지복을 지금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함.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 

긍정적의미 “법을 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을 

이해해서 법의 눈(法眼, dhamma-

cakkhu)이 생긴 경우를 뜻함. 
(見法의 의미) 

  
  

  
딧타담마에 대하여 “보여진 법”의 의미로 본다면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법을 보았다”는 ‘견법(見法)’의 의미로 

본다면 법안이 생겨난 것으로 본다. 
  
경전의 문구와 대비시켜 보면 
  
이번에는 경전의 문구와 대비시켜 표를 만들어 보았다.  
  
  

  
딧타담마  경전문구  
“보여진 

법에서” 
(62 가지 

사견중의 하나)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갖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벗이여, 이 자아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소유하고 

구족하여 즐긴다. 벗이여, 그 자아는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현존하는 뭇삶은 현세에서 최상의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D1) 
“법을 보았다” 
(견법(見法)의 

의미로 법안이 

생겨남) 

수행승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가르침을 설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설하는 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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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실천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님이라고 할 수 있다.  
  
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없이 해탈하면, 그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이라고 할 수 있다. (S22.116) 
  

  
  

  
이는 전재성님의 번역이다. 딧타담마에 대하여 ‘현세에서 열반’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세열반으로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하시사야도의 법문집 주석에서 “과거생과 미래 생에 대(對)가 

될 때는 ‘금생’의 의미”라는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딧타담마라는 말이 ‘지금 여기’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라고 번역한 것 보다 금생을 뜻하는 

‘현세’라고 번역한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신조어 ‘지금여기서’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지금여기에서 열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주에서는 현법열반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딧타담마에 대하여 

영어의 뜻풀이인 here and now 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지금여기에서 열반’이라 하였을 때 ‘지금여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여기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원어는 diṭṭhadhammanibbānavādā 인데, 한문으로는 현법열반론자로 

직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옮기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지금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풀어서 옮겼다. 

‘지금 여기서’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지금여기에서’로 옮긴 

이유는 ‘지금 여기서’로 옮길 경우 자칫 부사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여기를 합성어로 옮겼다. 
  
(초불연 디가니까야 153 번 각주, 각묵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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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nd now 
  

  
딧타담마에 대하여 붙여쓴 글씨로 ‘지금여기서’라 하였다. 

‘현법’이라는 말이 한자어로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붙여쓴 글씨로 ‘지금여기서’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각묵스님이 새롭게 만든 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새로 만든 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시각의 대상에 대하여 

‘형색(形色)’이라 하였는데 이 말도 각묵스님이 만든 신조어이다., 
  
‘지금 여기서’와 ‘지금여기에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초불연 번역서를 보면 딧타담마에 대하여 ‘지금여기에서’ 

또는 ‘지금 여기서’라고 옮겼다. 이는 딧타담마에 대하여 현세라고 

번역한 것과 대조된다. 그런데 마성스님은 딧타담마의 한문용어인 

‘현법열반’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다.  
  
각주를 비교해 보면 
  
브라흐마잘라경에 실려 있는 딧타담마 각주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었다. 
  

  
구  분 diṭṭhadhammanibbānavādā 비  고 

각묵스님 핵심적 내용을 보면 

“현법열반론자들의 견해는 어떤 

존재론적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이런 삼매 혹은 선의 경지를 구족하여 

머문다고 하는 주장이다. 
(153 번 각주 중의 일부) 

지금여기에서 

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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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 diṭṭhadhammanibbānavādā : Smv.121 에 

따르면, 현세(diṭṭhadhamma)라는 것은 

직접경험에 의해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때그때 자기존재와 

동의어이다. 현세열반이란 이 

자기존재 안의 괴로움의 지멸을 

뜻한다. 
(168 번 각주) 

현세열반 

  
  

  
  
표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자아를 

가진 자가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을 향유하였을 때 ‘현법열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범주에 놀랍게도 선정삼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아를 가진 자가 삼매에 들었을 때 경험하는 것은 열반이 

아니라 단지 자기존재 안에서 일시적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임을 

말한다. 
  
‘현법열반’이라는 용어는 타당할까? 
  
딧타담마라는 말은 ‘현법열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용어는 한역경전의 문구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법열반이라 하였을 때 불교사전을 열어 보기 전에는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번역어라 볼 수 없다. 그래서일까 각묵스님은 ‘지금여기서 

열반’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전재성님은 ‘현세열반’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천년 전에 사용되던 현법열반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마성스님이 각종 기고문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슨말인지 모른다. 더구나 현법열반에는 긍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현법열반이 불교의 목적이라 천명하였을 

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현법열반’이라는 용어는 타당할까? 
  
한국불교에 기고된 마성스님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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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득현법열반(得見法涅槃)’이라는 대목은 

‘현법열반(現法涅槃)을 증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견(見)은 현(現)과 같은 글자이므로, 현(見)으로 읽어야 한다. 

현법(現法, ditthadhamma)이란 현세(現世), 즉 금생(今生)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법열반은 금생에 적정해탈(寂靜解脫)을 얻는 것을 말한다. 
  
(마성스님의 아함경 강의<6>, 한국불교 2013-12-19) 
  
  
이 글은 한역 열반경에서 현법열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글을 보면 

“견(見)은 현(現)과 같은 글자이므로, 현(見)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견법열반(見法涅槃)’이라고 원문에 표현 되어 

있음에도 ‘현법열반(現法涅槃)’으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한역경전에서 사용된 ‘견법’이라는 말은 잘못 적용된 말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제대로 적용된 것이라 본다. 이는 앞서 언급된 

마하시사야도의 초전법륜경 주석에서 “이 경우 중국에서 

견법(見法)으로 옮겼는데 문자 그대로 ‘법의 무상·고·무아를 

보았다’, ‘부처님 법의 의미를 보았다, 체득했다’는 뜻이 

된다.”라고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님이 이렇게 바꾸어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견(見)은 현(現)과 같은 글자이므로, 현(見)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마도 현법열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본다. 딧타담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불리 우고 있지만 

한역경전에서 사용된 바 있는 한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오온에 대하여 ‘다섯 무더기’ 또는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과도 같이 여러 명칭으로 번역 되어 있지만 이런 번역을 따르지 

않고 한문용어인 ‘오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여기서 열반’이라든가 

‘현세열반’이라는 번역어보다 전승된 현법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심자들에게 있어서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매우 어렵고 그 뜻도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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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성스님은 기고문에서 현법열반이라는 말과 함께 

‘현세열반’이라는 말도 사용하였다. 이는 “그러므로 현법열반이란 

현세에서 열반을 얻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딧타담마라는 

말이 반드시 영어 표현 대로 ‘here and now’라고만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초불연에서는 초지일관 

‘지금여기서’라는 번역어를 고수하고 있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딧타담마에 대하여 번역자들은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상윳따니까야 S22.116 에 실려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구  분 번    역 비고 
빠알리어 rūpassa ce bhikkhu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o hoti,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bhikkhu"ti alaṃ vacanāya. 

diṭṭhadhamma 

전재성님역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없이 해탈하면, 그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이라고 할 수 있다. (S22.116) 

바로 현세에서 

한역 열반경 於識生厭·離欲·滅盡, 不起諸漏, 

心正解脫, 是名比丘見法涅槃.” 
見法 

각묵스님역 만일 색(色)을 염오하고 색(色)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색(色)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취착 없이 

해탈하였다면 그를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한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S22.116) 

지금 여기에서 

빅쿠 보디역 If, through revulsion towards 

form, through its fading away and 

cessation, one is liberated by 

nonclinging, one can be called a 

bhikkhu who has attained Nibbana 

in this very life. 

in this ve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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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116)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복합어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에 

대하여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전재성님역)”  

“見法涅槃(한역)”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한(각묵스님역)” 

“attained Nibbana in this very life(빅쿠보디역)”라고 번역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현법열반’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한역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역에서는 

‘見法涅槃(견법열반)’이라 하여 ‘견법’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세 단계의 가르침 
  
경에서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라는 복합어를 사용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용어는 불쑥 튀어 나온 것이 아니다. 경을 보면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다. 경에서는 ‘1) dhammaṃ 

deseti(가르침을 설한다), 2) dhammakathiko(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한다), 3)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다)’이렇게 삼단계로 설명 하였다. 이를 다시 한번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가르침을 설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설하는 님이라 할 

수 있다. 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실천하면, 그 수행승은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님이라고 할 수 있다. 벗이여, 어떤 수행승이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없이 해탈하면, 그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님이라고 할 수 있다. (S22.116, 

전재성님역) 
  
  
비구들이여, 만일 색(色)을 염오하고 색(色)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색(色)을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만일 색(色)을 염오하고 색(色)에 대한 탐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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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고 색(色)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면 그를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만일 색(色)을 

염오하고 색(色)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색(色)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취착 없이 해탈하였다면 그를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한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S22.116, 각묵스님역) 
  
  
Bhikkhu, if one teaches the Dhamma for the purpose of revulsion 

towards form, for its fading away and cessation, one can be called 

a bhikkhu who is a speaker on the Dhamma. If one is practicing for 

the purpose of revulsion towards form, for its fading away and 

cessation, one can be called a bhikkhu who is practicing in 

accordance with the Dharnma. If, through revulsion towards form, 

through its fading away and cessation, one is liberated by 

nonclinging, one can be called a bhikkhu who has attained Nibbana 

in this very life. (S22.116, 빅쿠보디역) 
  
  
세 가지 단계에 대한 표를 만들면 
  
이 세 번역에서 세 가지 단계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전재성님역 각묵스님역 빅쿠보디역 

dhammaṃ deseti 가르침을 

설하는  
법을 설하는  a speaker on the 

Dhamma 
dhammakathiko 여법하게 

실천하는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practicing in 

accordance with 

the Dharnma 
diṭṭhadhamma-
nibbānappatto 

현세에서 

열반을 성취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한  
attained Nibbana 

in this very 

life 
  

  
  
S22.116 에서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1) dhammaṃ deseti, 2) 

dhammakathiko, 3)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이다. 

가르침을 설하면 이를 실천하여 열반을 증득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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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가 

diṭṭhadhammanibbānappatto 인데 이를 달리 번역한 것이다. 특히 

각묵스님의 번역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재성님과 빅쿠보디는 ‘금생’이라는 뜻으로 ‘현세’와 ‘this 

life’로  가각 번역하였다. 어는 번역이 맞는 것일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금생인 이유 
  
흔히 근기를 말한다. 어떤 이가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에 깨달았다면 

상근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다.  
  
경에서 부처님이 오온을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여 곧바로 

열반에 들었다면 상근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 얼굴 다르듯이 성향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다. 설령 

부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면 이 생에서도 열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생의 개념으로 본다면 ‘diṭṭhadhamma’는 ‘지금 여기’라기 

보다 ‘현세’라 볼 수 있다. 열반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성취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의 “바로 현세에서”라는 말과 빅쿠보디의 “in this 

very life” 번역어가 타당해 보인다. 반면 각묵스님의 “지금 

여기에서”라는 번역어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통불자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이전에 개그맨 이었던 이원승의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딧타담마라고 하는데 

현법열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는 한역경전의 용어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에 만들어진 한자어가 그렇듯이 단지 한자어만 보아서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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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말 용어를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 딧타담마에 

대하여 ‘지금여기서’라고 하였을 때 역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딧타담마라는 말이 현법열반이라는 용어로 설명 

될 때 범망경에서 보듯이 62 가지 사견 중의 하나로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 되기도 하고, 천사의 경(M130)에서 보듯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diṭṭhadhammābhinibbutā)”라 하여 긍정적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딧타담마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용어가 달리 사용된다는 것이다. 

딧타담마라는 말이  영어식으로 ‘here and now’라 하여 일률적으로 

‘지금여기서’라고 적용하면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 예를 

초불연 번역에서 볼 수 있다.  
  
더구나 딧타담마라는 말은 현법열반이라는 말 보다  한역경전에서는 

‘견법열반’으로 번역되었다. 그럼에도 마성스님은 見(견)자와  

現(현)자와 같은 것이라 하여 ‘현법열반’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적용이라 본다. 딧타담마라는 말이 “보여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을 보았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법이 

현법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마성스님은 기고문에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법열반(現法涅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대단히 무리가 있는 

선언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여 비판글을 올렸으나 호되게 반응하였다. 

현법열반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였고 혹평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명예가 

달린 문제라 하였다. 그러면서 “진심어린 사과가 없으면 앞으로 용서치 

않을 생각이다”라 하였다.  
  
이에 사과 하였다. 현법열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것만 염두에 두고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의 블로그를 보면 “‘진흙속의연꽃’과 같이 초기불교의 

현법열반과 단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구경현법열반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들을 위해”라는 문구가 여전히 있다. 이는 명백히 ‘명예’에 대한 

것이다.  
  
불교교리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하여 모두 바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현법열반론에 대하여 모르는 불자들은 모두 바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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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보통불자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언어적 

폭언이라 본다.  
  
스님은 정당한 비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 하며 용서치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스님은 

보통불자에 대하여 ‘바보’같다고 하였다. 만일 보통불자가 스님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명예훼손이라 하여 사과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복을 입었다고 하여 보통불자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이는 명백히 ‘비방’이며 동시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보라는 표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14-06-2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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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메다 존자는 왜 현자의 상징인가? 
  
  
  
학문은 젊어서 이루어야 
  
아무리 바빠도 글을 쓴다. 특히 아침에 글을 쓴다.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엠에스워드’를 띄우는 일이다. 

하얀여백을 마주 하며 걸어 올 때 생각해 놓았던 것을 글로 옮긴다. 

이런 생활을 8년 하다 보니 이제 생활화가 되었다.  
  
글을 쓸 때는 가급적 이른 아침 맑은 정신일 때 사작한다.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오전에 글을 쓰는 이유는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나 밤에 글을 쓰면 잘 

쓰여지지 않는다.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둑한 밤에 글을 쓰면 글쓰기가 싫어 

진다. 그래서 학문은 가급적 젊어서 이루어야 하나 보다. 나이 들어 

‘돈맛’을 본 후에 학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준마와 둔마의 비유 
  
법구경 압빠마다왁가 아홉 번째 게송에서는 말이 등장한다. 방일자와 

불방일자를 둔마와 준마로 비유하여 노래 한 것이다.  
  
  
Appamatto pamattesu,   압빠맛또 빠맛떼수 
suttesu bahujāgaro,   숫떼수 바후자가로 
Abalassaṃ va sīghasso  아발랏상 와 시갓소 
hitvā yāti sumedhaso.  히뜨와 야띠 수메다소 
  
(Dhp 29) 
  
  
방일하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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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29, 전재성님역) 
  
  
怠りなまけている人々の中で、 
ひとりつとめはげみ、眠っている人々の中で、 
ひとりよく目覚めている思慮ある人は、 
疾くはしる馬が、 足のろの馬を抜いて駆けるようなものである。 
  
(Dhp29, 中村元역)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 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Dhp29, 법정스님역) 
  
  
不自放逸  불자방일 
從是多寤  종시다오 
羸馬比良  이마비량 
棄惡爲賢  기악위현 
  
(Dhp29, 한역) 
  
  
게으르고 혼침한 자들의 무리 안에서도 
마음이 집중되어 깨어있는 현자는 
언제나 항상 발전한다. 
마치 준마가 내달려 
둔마를 뒤에 남겨 놓듯이. 
  
(Dhp29, 거해스님역) 
  
  
Heedful among the heedless, 
wakeful among those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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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a fast horse advances, 
leaving the weak behind: 
 so the wise. 
  
(Dhp29, Thanissaro Bhikkhu 역)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 
  
첫 번째 구절에서 “방일하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는다(Appamatto 

pamattesu)”라 하였다. 마치 ‘홍일점’식으로 게으른 자들 만 있는 

가운데 부지런 한 자가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석에 따르면 

“새김을 잃어버린 존재들 가운데 광대한 새김(sativepulla)의 성취를 

통해서 방일하지 않음을 갖춘 번뇌가 부수어진 자를 

말한다.(DhpA.I.262)”라고 설명 되어 있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바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것도 광대한 

알아차림(sativepulla))이라 하였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흐리멍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다면 눈의 초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자가 알아차림이 없는 자이다.  
  
행주좌와(行住坐臥)간에 
  
두 번째 구절에서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suttesu 

bahujāgaro)”이라 하였다. 누구나 잠을 잔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는 

자도 있을까? 만일 잠을 자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닐 

것이다.  
  
게송에서 말하는 잠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알아차림(sati)을 

잃어 버린 상태라 하였다. 현재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았을 때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이 본 것이다.  
  
그런데 현자는 항상 깨어 있는 자라 하였다.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 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늘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네 가지 행동양식(cataro iriyapatha)’라 하였다. 한자식으로 표현 

하면 ‘행주좌와(行住坐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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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메다(sumedha)가 왜 현자와 동의어일까?  
  
세 번째 구절에서 “아주 지혜로운 님”이라는 말이 있다. 각주에 

따르면 ‘sumedhaso’라 한다. ‘수메다소’는 어떤 뜻일까?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았다. 사전에는 ‘and (sumedho) Wise’라 매우 짤막 

하게 소개 되어 있다. 그렇다면 sumedho 는 무엇인가? 찾아 보니 

‘sumedha + o’형태이다. Sumedha 는 부사로서 ‘wise(현명한)’이라고 

역시 짤막하게 소개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수메다는 

‘현명한 자’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umedhaso 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思慮ある人’라 하여 ‘사려 

깊은 자’라 하였다. 타닛사로빅쿠는 ‘the wise’라 하여 ‘현명한 

자’라 하였다. 다른 번역자의 번역을 보면 대체로 ‘현자’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Sumedha 의 이름을 가진 열 사람 
  
현자를 뜻하는 빠알리어는 매우 많다. 그렇다면 Sumedha 가 왜 현자의 

뜻이 되었을까? 빠알리사전에는 어원 분석도 나와 있지 않고 단지 

‘wise’라고만 표현 되어 있다. 그런데 빠알리 사전에서는 수메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 하고 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Sumedha:1. Sumedha. The Bodhisatta in the time of Dīpankara Buddha. 

He was a very rich brahmin of Amaravatī, and, having left the 

world, became an ascetic of great power in the Himālaya. While on a 

visit to Rammma-nagara, he saw people decorating the road for 

Dīpankara Buddha, and undertook to do one portion of the road 

himself. The Buddha arrived before his work was finished, and 

Sumedha lay down on a rut for the Buddha to walk over him. He 

resolved that he, too, would become a Buddha, and Dīpankara, 

looking into the future, saw that his wish would come true. This 

was the beginning of Gotama Buddha’s qualification for 

Enlightenment. J.i.2ff.; DhA.i.68; Bu.ii.5ff.; SNA.i.49; in Chinese 

Records he is called Megha. The Dvy. (p.247) calls him Sum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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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medha. A khattiya, father of Dīpankara Buddha. J.i.29; 

Bu.ii.207. 
  
3. Sumedha. A khattiya, father of Nārada Buddha. J.i.37; but 

Bu.x.18 calls him Sudeva. 
  
4. Sumedha. The eleventh of the twenty four Buddhas.  
  
He was born in Sudassana, his father being the khattiya Sudatta and 

his mother Sudattā. He lived in the household for nine thousand 

years, in three palaces, Sucanda, Kañcana (Koñca) and Sirivaddha, 

his wife being Sumanā and his son Sumitta (Punabbasumitta). He left 

home on an elephant, practised austerities for eight months, was 

given a meal of milk rice by Nakulā, and grass for his seat by the 

Ajīvaka Sirivaddha. He obtained Enlightenment under a 

mahānimba(mahānīpa)-tree. His body was eighty eight cubits in 

height. His chief disciples were Sarana and Sabbakāma among monks 

and Rāmā and Surāmā among women. Sāgara was his personal attendant. 

His chief lay patrons were Uruvela and Yasava among men, and 

Yasodharā and Sirimā among women. He preached his first sermon at 

Sudassana, to his younger brothers. The Bodhisatta was the ascetic, 

Uttara. Sumedha lived for ninety thousand years and died in 

Medhārāma. His relics were scattered. Bu.xii.??; BuA.163f.5. 

Sumedha. The name of a brahmin family in the time of Tissa Buddha. 

Vārana Thera was born in the family. ThagA.i.353. 
  
6. Sumedha. An upatthāka of Sumedha Buddha, whom Pilindavaccha met 

at that time. Ap.i.59; but see Bu.xii.23, where Sumedha’s 

upatthāka is called Sāgara. Perhaps this refers to another. 
  
7. Sumedha. A king of twenty kappas ago, a previous birth of 

Avopphiya Thera. Ap.i.112. 
  
8. Sumedha. A king of seven kappas ago, a previous birth of 

Padasaññaka Thera. Ap.i.119. 
  
9. Sumedha. An Elder of Ceylon, at whose request Buddhanāga wrote 

the Vinayatthamañjūsā. P.L.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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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umedha. A Thera of Cūtaggāma, probably of the fourteenth 

century; author of the Sādhucaritodaya and the Anāpattidīpanī. 

P.L.C.247. 
  
(빠알리사전 PCED194, Sumedha) 
  
  
사전을 보면 수메다에 대하여 열 가지로 소개 하고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람 이름 이라는 것이다. 수메다를 이름으로 가진 열 

사람에 대한 소개라 볼 수 있다.  
  
열 사람의 수메다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 번항의 

‘수메다존자’와 4 번 항의 ‘수메다붓다’이다. 수메다존자는 

고따마붓다의 전생담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수메다붓다는 

‘과거 24불’중의 하나로서 11 번째 부처님을 말한다. 그러나 

불자들에게 는 고따마붓다가 보살로서 삶을 산 수메다존자가 잘 알려져 

있다. 
  
수메다존자는 부처님이 보살의 삶을 살았을 때 이름이다. 특히 유명한 

것은 ‘연등불’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연등불이라는 말은 금강경 

장엄정토분에서 등장한다. “如來昔在然燈佛所”라는 구절이다. 그러나 

수메다존자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는 대목이다. 금강경에서는 “네 

생각에 어떠하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 보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웅덩이에 자신의 배를 깔아 
  
수메다존자와 관련하여 빠알리사전에는 짤막하게 소개 되어 있다. 

수메다존자가 디빵까라붓다(연등불)당시 보살로서 삶을 살 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 디빵까라붓다는 아득한 과거에 출현한 부처님이다. 

초기경전에서는 최초의 붓다로 언급되어 있다. 이 연등불로부터 

수메다존자는 수기를 받는다. 먼 미래에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기를 받게 된 동기는 수메다존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짤막하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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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수메다(Sumeda)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막대한 부를 물려 받았다. 

그러나 그 재산이 결코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니라고 깨달은 

그는 그 재산을 버렸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곧 명상수행으로 깊은 선정을 얻게 되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Sumeda 

  
  
디빤까라붓다(Dapankara Buddha)가 람마와띠 마을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수행자인 수메다가 들었을 때 붓다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붓다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여전히 길 주변을 정리 하고 

있었지만 움푹패인 더러운 물 웅덩이가 있어서 미래의 붓다가 되기를 

맹세한 그는 거기에 엎드리기로 하였다. 그의 옆에는 수밋따(sumitta)라 

불리우는 젊은 아가씨가 연꽃 여덟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중 

다섯송이를 수행자에 주고 그녀 자신은 3 송이를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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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eda 

  

  

디빤까라붓다 가 도착 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을 때 수메다는 

미래의 붓다가 될 것을 수기 하였고, 젊은 아가씨 수밋따는 그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 하셨다. 

  

( http://phramick.wordpress.com/2009/07/24/life-of-the-buddha/에서 

번역함) 

  

  

이 글은 블로그에 ‘우리는 왜 부처님에게 오체투지 하는가(2014.01.10 

15)’라는 제목으로 이미 올린 바 있다. 

  

수메다존자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전체투지’장면이다. 

디빵까라붓다(연등불)이 지나갈 때 물웅덩이가 보이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배를 깐 것이다. 그래서 연등불이 자신의 등을 밟고 

지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몸과 옷을 아끼지 않고 온몸을 땅바닥에 던지는 행위가 

‘오체투지’의 시초라 한다. 그런데 온몸을 땅바닥에 깔았으므로 특히 

‘전체투지(全體投地)’라 한다. 이런 전체투지는 지금도 티벳불교에서 

볼 수 있다. 부처님을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바칠 수 

있음을 전체투지로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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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와 둔자의 차이는? 

  

현자를 뜻하는 ‘Sumedhaso’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DhpA.I.262 에 따르면, 최상의 지혜를 갖춘 자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제치고 학습과 성취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낸다. 둔한 사람은 하나의 

경을 외우는 동안, 하나의 품을 외운다. 이와 같이 학습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는 둔한 자를 제치고 달린다. 둔한 사람은 반나절이나 

한나절이나 그 이상을 명상주제와 씨름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그러는 동안 명상주제들뿐만 아니라 아홉가지 출세간의 

원리(구출세법)를 체득하고 모든 번뇌를 부순다. 이와 같이 어떤 자가 

성취에서 다른 자를 제친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버리고, 

수레바퀴를 제치고 나가는 것이다. 

  

(568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을 보면 현자와 둔자를 비교하고 있다. 경을 외우는 것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자는 항상 둔자를 

제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현자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먼저 벗어남을 

말한다. 

  

현자의 둔자의 차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준마와 둔마로 비유하였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Abalassaṃ va sīghasso hitvā yāti sumedhaso. Dhp29)”라 

하였다. 

  

말달리는 모습이 호쾌해 보여서 

  

종종 경마장에 간다. 그렇다고 베팅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레이스를 

보러 가는 것이다. 그것은 말달리는 모습이 호쾌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부영화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좋아한다.  

  

말은 한 번 타 보았다. 2013 년 실크로드 여행 당시 우르무치 인근 

목장에서이다. 관광상품에 포함 되어 있는데 대부분 처음 타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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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마장에 가면 

  

과천경마장에 가면 갖가지 인생들을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베팅하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표정이 비슷하고 심지어 옷차림도 비슷하다. 그런데 

한결 같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경마출전예상지를 앞에 놓고 

연구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해 보인다. 그러나 종이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마장 바깥에서는 출전할 말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말의 상태를 보고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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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습지와 말의 상태를 보고 ‘베팅’을 한다. 그리고 경마가 

시작 되면 일제히 모니터에 시선이 집중된다. 경마장 관중석이 있지만 

대부분 실내에 있는 모니터를 바라 본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경마를 

한다는 것은 내기게임을 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관중석에도 나가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찍은 말이 순위에 들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마장에서 크게 ‘술렁’일 때가 있다. 그것은 말들이 결승선에 

진입할 때이다. 이때 사람들은 일제히 흥분하며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결승선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긴 ‘탄식’을 한다. 

  

  

  

  

경마장에서 준마와 둔마의 차이는 분명하다. 준마는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지만 둔마는 항상 순위권 밖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말의 

혈통의 차이도 있지만 기수도 영향을 미친다. 또 그날의 말이나 기수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변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베팅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베팅이 낮은 말이 

순위권에 들어 가고, 반면에 베팅이 매우 높은 말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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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성취하느냐 늦게 성취하느냐 

  

준마이든 둔마이든 모두 결승점에 들어 온다. 다만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 오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언젠가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다만 빨리 성취하느냐 늦게 성취하느냐의 

차이이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부처님이 게송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방일하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준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Dhp29) 

  

  

  

2014-06-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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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장은 왜 팬티바람으로 탈출했을까? 

  
  
  
어떻게 해야 포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조계종단에 ‘3대 종책’이 있다. 1960 년대 종단이 창종 되었을 때 세 

가지 핵심에 대하여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그것은 도제양성, 

포교, 역경이다. 이 핵심종책은 40 여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최근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포교와 관련하여 김응철교수의 발언이 

실렸다. 중앙승가대 교수이기도 한 김응철 교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포교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명상과 수행의 열풍을 포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행 전문가 양성이 종단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종책 

사업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책 핵심은 포교…포교 성과 나와야 재원도 늘어”, 불교닷컴 2014-

06-24) 
  
  
김응철 교수에 따르면 조계종단에 대하여 1960 년대 통합종단 출범기, 

1970 년대 불교현대화기, 1980 년대 종단 자주화기, 1990 년대 종단 

개혁기, 2000 년대 종단 안정기, 2010 년 이후 종단 도약기로 시대구분 

하였다. 그래서 현시대에 맞는 포교방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명상수행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현재 방식으로는 먹혀 들어가지 

않음을 말한다. 국민들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종교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기독교와 천주교에 이어 

‘제 3의 종교’로 전락할 것이라 한다. 
  
수행전문가는 반드시 스님이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스님들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스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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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출가한 스님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한국불교는 소수종교로 

전락할 것임에 틀림 없다. 
  
김응철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종단 출가자는 ‘소수엘리트’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출가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가하면 직업으로서 

스님이 되지만 출가목적이 분명하다면 수행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출가수행자가 반드시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재가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포교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재가불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재가불자 중에 인격과 덕망을 갖춘 10%만 양성하여도 한국불교는 몰라 

보게 달라질 것이다.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한국불교에서는 포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불교가 포교하는데 있어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하게 하는 문구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초기경전에서 볼 수 있다. 
  
  
appiccho ānanda sāriputto, santuṭṭho ānanda sāriputto, pavivitto 
ānanda sāriputto, asaṃsaṭṭho ānanda sāriputto,  
  
아난다여, 사리뿟따는 바라는 바가 없다. 아난다여, 사리뿟따는 만족할 

줄 안다. 아난다여, 사리뿟따는 한가한다. 아난다여,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Susīmasutta -수시마 경, 상윳따니까야 S2.29, 각묵스님역) 
  
  
이 경은 부처님이 사리뿟따존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설한 것이다. 아난다 

존자와 사리뿟따가 매우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서 “아난다여, 그대도 

사리뿟따를 좋아 하는가?”라고 묻자, 이에 아난다는 사리뿟따의 장점에 

대하여 말한다.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행과 포교가 출가수행자들의 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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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자들과 교재하지 않음을 칭찬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번역하였을까? 
  
각묵스님이 번역한 문구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와 

관련된 원문을 찾아 보았다. 찾아 보니 “asaṃsaṭṭho ānanda 
sāriputto”라는 문구이다. 문제의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문구는 빠알리어 ‘asaṃsaṭṭho’의 번역어이다.  
  
asaṃsaṭṭho 는 ‘asaṃsaṭṭha + o’의 형태로서, asaṃsaṭṭha 는  

‘unmixed’의 뜻이다. 이는 ‘not mixed’ 또는 ‘not associating’의 

뜻으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이처럼 asaṃsaṭṭho 가 ‘섞이지 

않음’의 뜻임에도 각묵스님은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마치 출가하면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어 버리고 재가자보기를 

멀리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각묵스님은 왜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 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넣어 번역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빅쿠보디의 번역을 찾아 보았다. 
  
빅쿠보디의 CDB 를 찾아 보니 관련 구절은 “The Venerable Sariputta, 

venerable sir, has few wishes; he is content, secluded, aloof, 

energetic.”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뜻의 

‘Venerable’이 들어 간 것은 아난다가 한 말이다. CDB 에서는 

반복구문에 대하여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Venerable 이 들어간 문장을 

올려 놓은 것이다. 따라서 Venerable 을 생략하면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 Ananda, sariputta has few wishes; he is content, secluded, 

aloof, energetic.(S2.29)”라고 말씀 하신 것이 된다. 여기서 문제의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관련 된 단어가 

‘aloof’이다. Aloof 는 ‘냉담한, 초연한, 떨어져서’의 뜻이다. 

CDB 에서도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성전협의 전재성님의 번역을 찾아 보았다. 문제의 

asaṃsaṭṭho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아난다여, 싸리뿟따는 교제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그 어디에도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번역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번역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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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키워드 
빠알리어 asaṃsaṭṭho ānanda sāriputto asaṃsaṭṭho 
각묵스님역 아난다여,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음 
빅쿠보디역 아난다여, 싸리뿟따는 교제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음 

전재성님역 Ananda, sariputta is aloof Aloof(초연하여)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빠알리사전 PCED194 에 따르면 

asaṃsaṭṭho 의 뜻은 ‘not mixed(섞이지 않음)’임에도 불구하고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음”이라 하여 원문에도 

없는 ‘재가자’를 집어 넣었다. 이는 ‘과잉번역’이라 본다. 그리고 

오역이라 본다. 왜 사리뿟다가 재가들과 교재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  
  
우바새나 우바이가 없이는 
  
출가하였다고 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출가자는 재가자의 보시에 의지하기 때문에 출가자와 재가자는 소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가자는 재보시를 하고, 출가자는 법보시를 

함으로서 상호보시를 함으로서 유지된다.  
  
교단은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 출가의 빅쿠와 빅쿠니도 뿐만 아니라 

재가의 우빠사까(우바새, 청신사)와 우빠시까(우바이, 청신녀)도 교단의 

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부대중을 모두 승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방승가(四方僧伽; Cattu- disasamgha)’라 볼 수 있다. 이런 

사방승가는 시간적으로 삼세에 걸쳐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보편적 승가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가라 하면 

‘현전승가’를 말한다. 출가자의 출가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승가로서 

‘지역승가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나 재가신자인 우바새나 우바이가 없이는 사방승가와 현전승가의 

이념이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가자는 생활의 물자를 

얻기위해 노동할 수 없음으로, 우바새와 우바이로부터 생활필수품인 

의식주를 위한 생필품와 의약품(四資具)을 공급받아야 생활공동체로서의 

현전승가가 유지된다. 또 우바새와 우바이로부터 승가람(僧伽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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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람물(僧伽藍物), 방(房), 방물(房物)등을 기증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시켜야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승가’ 즉 사방승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번역어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빠알리원문에도 없는 ‘재가자들’이라는 말을 넣었다.   
  
‘매하다’는 무슨 뜻일까? 
  
초불연 번역에서 어색한 단어도 눈에 띈다. 그것은 “매하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Evametaṃ ānanda, evametaṃ ānanda, kassa hi nāma ānanda,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sāriputto na rucceyya.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사리뿟따를 

좋아 하지 않겠는가? 
  
(Susīmasutta -수시마 경, 상윳따니까야 S2.29, 각묵스님역) 
  
  
어리석지 않다면 누구나 사리뿟따를 좋아 할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어서 중에 “매하지 않고”라는 말이 

있다. “매하다”는 무슨 뜻일까?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사전에 없는 말이다. 사전에도 등재 되어 있지 ‘매하다’는 무슨 

뜻일까?  
  
“매하지 않고”와 관련된 말이 ‘amūḷhassa’이다. 이는 ‘amūḷha + 
assa’의 형태로서, mūḷha 는 muyhati 의 과거분사형으로서 ‘gone 

astray; forgotten; confused; erring; foolish’의 뜻이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주 잊어 버림을 말한다. 요즘말로 ‘맹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muyhati 는 ‘맹하다’의 뜻이 된다. 
  
‘맹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 되어 있다. 네이버사전에 따르면 

“싱겁고 흐리멍덩하여 멍청한 듯하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154 

 

흐리멍덩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번역어 “매하지 

않고”는 “맹하지 않고”로 했어야 했다. 
  
amūḷhassa 와 관련하여 전재성님은 “헤매지 않고”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undeluded’라 번역하였다. Delude 는 ‘속이다, 착각하게 

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각묵스님은 사전에도 없는 ‘매하다’라는 

표현을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키워드 

빠알리어 abālassa aduṭṭhassa amūḷhassa 
avipallatthacittassa 

amūḷhassa 

각묵스님역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매하지 않고 

빅쿠보디역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헤메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지닌 
헤메지 않고 

전재성님역 unless he were foolish, full of 

hatred, deluded, or mentally 

deranged 

undeluded 

  
  

  
‘애매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명확하지 못하다,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거나 책망을 받아 억울하다”라는 말이다. 한자어를 섞어 쓰면 

‘애매(曖昧)하다’라 한다.  애매라는 말은 

‘애매모호(曖昧模糊)’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흐리터분하고 분명하지 못하다, 말이나 태도 따위가 흐리터분하고 

분명하지 못함”을 뜻한다. 대체  ‘매하다’라는 어느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일까? 
  
“위대한 지혜를 지닌 님 가운데 제일(mahāpaññānaṃ)” 
  
수시마경(S2.29)에서는 아난다는 물론 부처님까지 사리뿟따존자를 

칭찬하고 있다. 경에서는 사리뿟따에 대하여 1) 커다란 

지혜(Mahāpañña)를 가지고 있고, 2) 넓은 지혜(Puthupañña)를 가지고 

있고, 3) 명쾌한 지혜(Hāsupañña), 4) 빠른 지혜 (Javanapañña), 5) 

예리한 지혜(Tikkhapañña), 6) 꿰뚫는 지혜(Nibbedhikapañña) 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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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혜제일로서 사리뿟따에 대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앙굿따리니까야 ‘A1:196~1:275’에 따르면 부처님은 사리뿟따에 대하여 

“위대한 지혜를 지닌 님 가운데 제일(mahāpaññānaṃ)”이라 하였다. 

이런 말은 대승불교에서도 사리뿟따에 대하여 십대제자중에서 

‘지혜제일’이라 하였다.  

  

수시마경에서는 사리뿟따에 대하여 여섯 가지 지혜를 가진 자로 묘사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하늘아들은 네 가지 빛으로서 사리뿟따를 

찬탄한다. 이를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에메랄드 구슬 깨끗하고 순수하고 잘 연마된 푸른 에메랄드 

구슬이 광채를 내는 것 같이 
금장식 공들여 정련하여 만든 금장식이 광채를 내는 것 

같이 
샛별 새벽녘에 샛별이 빛나고 반짝이는 광채를 내는 것 

같이 
태양 구름이 없는 가을 하늘 가운데 태양이 창천에 높이 

떠올라 일체의 허공의 어둠을 제거하며 빛나고 

작열하며 널리 비추는 것 같이 
  

  

  

아난다존자와 사리뿟따존자는 절친한 도반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덕을 

서로 칭찬한다.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사리뿟따의 여섯 가지 지혜를 

칭찬하자 부처님은 이를 추인한다.  

  

“잘 훈련된 자처럼 때를 기다리는 님” 

  

이런 대화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하늘아들 수시마 역시 사리뿟따의 덕을 

칭찬한다. 그러면서 광채가 나는 에메랄드 등 네 가지로 비유하여 

찬탄한다. 이어서 수시마는 부처님 면전에서 “분노하지 않고 욕심이 

없고/ 온화하고 길들여져서/ 스승의 찬사를 받을 만한 거룩한 

님,/사리뿟따는 현자로 알려져 있네(S2.29)”라고 게송으로 찬탄한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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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ṇḍitoti samaññāto  
sāriputto akodhano, 

Appiccho sorato danto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 
  

[세존] 

“분노하지 않고 욕심이 없고 

온화하고 길들여져서 

잘 훈련된 자처럼 때를 기다리는 님, 

사리뿟따는 현자로 알려져 있네.”(S2.29, 전재성님역) 

  

  

빠알리게송에서 네 번째 구절에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가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잘 훈련된 자처럼 때를 기다리는 

님”이라 번역하였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숙련된 일꾼처럼 

시간 기다릴뿐이로다”라고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는 “Developed, well 

tamed, he awaits the time.”라 하여 “개발되고 잘 길들여진 그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에 대하여 성전협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 Srp.I.126 에 따르면, 번뇌를 끊은 자는 

여러 다른 시간에 열반에 들게 되므로,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기다리듯이 열반의 때를 기다린다. 동일한 생각이 Thag.606 에도 나와 

있다. 

  

(성전협 758 번 각주, 전재성님역)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인생의 남은 기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는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 법문집에서도 설명 되어 있는데 

아라한은 죽음을 바라지도 않고 삶 또한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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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아라한의 인생관과 오취온 

논쟁의 종결(2012-02-2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가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不死) 

  

각주에서는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기다리듯이 열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하시사야도는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아라한이 빨리 죽기를 

바르는 것일까?  

  

마하시사야도에 따르면 아라한은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고자 하는 욕구는 아라한이 

이미 정복한 공격적인 본능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아라한이 바라는 

것은 완전한 열반(般涅槃)에 드는 것으로, 이러한 바람은 근로자가 

일당이나 월급을 받고자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번뇌가 다하여 더 이상 재생이 되는 업을 짓지 않은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미 초월된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과 

범부의 죽음은 다른 것이다. 자아에 집착이 있는 범부에게는 오온이 

자아와 동일시 되어서 오온의 죽음은 죽음과 동일시 되지만, 더 이상 

자아에 집착이 없는 번뇌 다한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온의 파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내려 놓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범부의 죽음은 오온의 파괴가 죽음으로 이해 되지만,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구조적으로 ‘불사(不死:amata)’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를 갖는 범부의 죽음은 죽는 것이지만, 자아를 갖지 않은 아라한의 

죽음은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범부의 

죽음은 죽음이 되지만, 아라한의 죽음은 ‘불사(不死)’가 된다. 

  

“보디 스님의 제안대로” 

  

초불연 각묵스님의 각주를 보면 “보디 스님의 제안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빅쿠보디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초불연에서 빅쿠보디의 영역본 

CDB 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빅쿠 보디의 각주를 찾아 

보았다. 아라한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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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d pada d with SS thus: kālaṃ kaṅkhati sudanto. This reading 
is suggested by VAT, who writes: "The third word has been removed 

by Be and Se, no doubt in the belief that it is a Sloka pada 

(failing, however, to regularize the cadence). But if one takes it 

as an Aupacchandasaka I pada there is no need to remove anything. 

Confirmation is got from Sn 516, the alteration of sa danto to 
sudanto being appropriate for the different contexts." 
  

Spk does not offer help with the reading but explains the sense: 

"He awaits the time of his parinibbana. For the arahant does not 

delight in death or yearn for life; he yearns for the time like a 

worker standing awaiting his 

day's wage." Spk then quotes Th 1003, which may account for the 

replacement of bhavito by bkatiko in Eel. To obtain a Sloka line, 
Ee2 retains bhavito but not delete sudanto 
  

(CDB 189 번각주, 빅쿠보디) 

  

  

이 각주에 대한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열반에 들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번뇌 다한 자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마치 낮동안 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초불연 339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주는 빅쿠 보디의 “He awaits the time of his parinibbana. 

For the arahant does not delight in death or yearn for life; he 

yearns for the time like a worker standing awaiting his day's 

wage.”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각주에서 “보디 스님의 

제안대로”라는 표현을 하였을 것이다. 

  

번역비교를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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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비교를 하여 보았다. 비교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한다. 

그것은 빠알리원문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그렇다. 초불연 번역에서 

“사리뿟따는 재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번역’이라 본다. 빠알리원문에 재가자들을 뜻하는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번역자와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빠알리어 ‘asaṃsaṭṭho’에 대하여 ‘교제하지 않음(전재성님역)’과 

‘aloof(초연한, 빅쿠보디역)’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출가자가 재가자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마 우리나라 불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출가 하였다고 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함께 신선과 같은 삶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경전에 따르면 출가자는 재가자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재가자는 재보시하고 출가자는 법보시함으로써 서로 보시하며 살아 가는 

‘사방승가’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방승가의 개념이어야 불교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불교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스님들이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도인처럼 살아 간다면 한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국불교는 제 3의 종교로 

전락할지 모른다. 

  

번역비교를 하면서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초불연의 번역어 “매하다”가 대표적이다. 

빠알리어 ‘amūḷhassa’에 대한 것인데, 이 단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헤메지 않고”라 하였고, 빅쿠보디는 착각하게 하지 않다의 뜻으로 

‘undeluded’라 하였다. 그런데 초불연의 “매하다”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없다. 다만 “맹하다”거나 

“애매하다” 등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런 “매하다”라는 말은 대체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일까? 

  

두 가지 번역어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메세지는 게송에 있다. 그것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때를 

기다리는 님”에 대한 게송이다. 이 게송을 접하면 아라한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준다. 

  

선장은 왜 팬티바람으로 탈출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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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는 모든 이에게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대부분 구조 할 수 있었음에도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파 한다. 그리고 때로 분개 하기도 한다.  

  

  

 
세월호 

  

  

특히 분노하는 것은 선장 등 승무원들의 탈출에 대한 것이다. 이는 

TV 에서 선장이 탈출 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팬티바람으로 

다급하게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는 국가의 수치이었고 세계적인 

조롱거리이었다. 이와 같은 선장의 행동에 대하여 모두 비난을 한다. 

하지만 월급여가 160 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임시직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그럼에도 선장이 팬티바람으로 황급하게 

탈출하였다는 것은 아마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할 것이다. 

이는 불교적으로 설명한다면 오온을 자아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과 느낌 등 오온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착이 갈 

것이다.  

  

의인(義人)과 잡인(雜人)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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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월호 내부에서는 구조하다 숨진 사람도 있었다. 죽음이 곧 

닥칠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 보다는 타인을 구조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義人)’이라 한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그 

상황에서 왜 살신성인의 행동을 하였을까? 

  

의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그것은 자아관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온에 대하여 집착이 강한 자는 죽어도 ‘내가 죽는다’고 

할 것이다. 팬티바람으로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에 해당 된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 자신의 할일을 다한 의인들은 타인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이런 차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 기인 한다고 본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을 두려워 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옅으면 죽음도 그다지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義人)과 잡인(雜人)의 차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의 

차이라고도 보여 진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면 죽움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번뇌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를 사는 것이나 10 년을 사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 

  

아라한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래서 게송에서와 같이 “잘 

길들여져 때를 기다리는 님 (kālaṃ kaṅkhati sudantoti)”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번역서에서는 테라가타의 게송 

606 번을 소개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Nābhinandāmi maraṇaṃ 

 nābhinandāmi jīvitaṃ,  

Kālaṃ ca paṭikaṅkhāmi  
nibbisaṃ bhatako yathā.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삶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고용된 사람이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올 날만을 기다린다.”(Thag.606, 마하시사야도 법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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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delight in death, 

don't delight in living. 

I await my time 

  like a worker his wage. 

  

(Thag.606, Thanissaro Bhikkhu 역) 

  

  

나는 죽음도 즐거워 하지 않고 

삶도 즐거워 하지 않네. 

노동자가 월금을 기다리듯이 

나는 나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네. (Thag.606, 타닛사로빅쿠역 번역) 

  

  

  

2014-06-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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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처님의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뇌과학자’의 글을 비판하였는데 
  
언젠가 ‘뇌과학자’의 글을 비판한 바 있다. 블로그내 검색창을 

이용하여 검색해 보니 ‘[위빠사나 수행기 13] 불법승 삼보와 연기법을 

회의 하는 어느 뇌과학자의 전도된 인식을 보고(2009-05-10)’라는 

제목의 글이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무렵이다. 

더 검색해 보니 불교평론에 ‘유식론과 신경과학(2009-04-24)’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발제자는 ‘강병조교수’이다.  
  
강병조교수는 경북대 정신과교수라고 소개 되어 있다. 글을 보면 

강교수는 “불교신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을 전공하는 정신의학도로서 40 년을 살아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자라서 의사로서 삶을 살아온 교수가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주장에 반발하여 

글을 올린 것이다. 
  
올린 글에서 뇌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에 대하여 ‘전도된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하였다. 스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자도 아닌 

보통불자가 감히 비판한 것이다. 인터넷시대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하여 경전을 근거로 하여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지적수준을 넘어 추론 하면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전도된 인식에 집착 하여 회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뇌과학자에 대하여 ‘회의주의자’로 규정하였다.  
  
뇌과학자는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영혼이나 마음은 뇌의 작용에 불과 

하고, 깨달음 역시 뇌의 상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윤회는 실체로서 파악 해서는 안되고 기능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는 명백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경전전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과학자의 견해에 

대하여 ‘단멸론’으로 규정하였다. 
  
강병균교수 주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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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또 다른 과학자를 비판한다. 그는 포항공대 

강병균교수이다. 불교닷컴에 시리즈로 기고 되어 있는 기사 중에서 

‘내세에 대한 믿음이 행복을 증진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강병균교수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종교인들은 ‘내세가 없다면 지금 제멋대로 살다가 가면 될 것’이라며 

‘내세가 없다는 주장’을 공격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적인 주장이다. 

그리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리 할 일이다. 
  
(강병균교수, 내세에 대한 믿음이 행복을 증진하는가?, 불교닷컴 2014-

06-16) 
  
  
강병균교수는 기고문 가장 첫 번째 문단에서 내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내세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내세를 믿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회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을 보면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하고 

사는가? 함부로 살고 있는가?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수천 

년 동안 끔찍한 전쟁을 벌여온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 서로 다른 내세를 

믿어서 상대방의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의문하고 있다. 
  
강병균교수가 내세에 대하여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로 유일신교의 내세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왜 그런가? 

내세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불교에서 내세라 하였을 때 이는 결국 ‘윤회’를 말한다. 그런데 

강병균 교수는 내세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것도 과학자 

답게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세에 대한 

부정은 결국 윤회에 대한 부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도덕적 압력(moral pressure) 
  
윤회없는 불교를 상상할 수 있을까? 누군가 윤회를 부정한다면 그는 

불자라 볼 수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오로지 ‘한번 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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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도덕적인 규범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대하여 도올 김용옥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서양인들은 초월적 세계로부터 도덕적 압력을 받는다.  
하나님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본다. 
  
2) 인도인들은 업으로부터 도덕적 압력을 받는다. 
다음 윤회할 때 더 바람직한 세계로 태어난다고 본다. 
  
3) 동양인들은 도덕적 압력을 역사로 받는다.  
역사에 오명을 남기면 안된다. 
  
(제 01 강 인도문명의 세 기둥) 
  
  
김용옥교수가 EBS 에서 특강한 동영상이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김용욕교수에 따르면 ‘도덕적 압력(moral pressu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도덕적 압력이라는 것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기독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본다”라 하여 강력한 도덕적 모럴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 

유교의 영향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면 안된다”라 하여 ‘역사’가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도의 경우 ‘행위(kamma)’라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내세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을 전공하는 강병균교수는 오로지 과학적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그래서 “내세는 죽은 다음에 올 일이요 신의 응징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니, 둘 다 더디고 기약없는 일이다.”라고 하여 내세를 

부정하였다. 과연 그럴까? 
  
경전적 근거가 없는 글을 보면  
  
강병균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경전적 근거가 없다. 경전을 근거로 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것도 과학자답게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전개 하고 있다. 보통불자가 학자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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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은 경전을 근거로 비판하는 수밖에 

없다. 
  
강병균교수는 기고문에서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세에 대하여 

어불성설이라 하였다. 그리고 내세는 죽은 다음에나 생각할 일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경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는 것이라 하였고 그것도 내세를 위하여 

현생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근거로서 맛지마니까야에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이 

있다.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가 있는데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을 근거로 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현세열반론(ditthadhamma)과 단멸론자들의 낭패(2013-03-

03)’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에 대한 것이다.  
  
파스칼의 내기란 무엇일까? 이는 볼레즈 파스칼이 주장한 ‘기독교 

변증론’이라 한다. 기독교의 변증론이란 기독교 사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1세기 바울의 

변증법, 가정법등을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 문학을 활용하여 

기독교사상을 해명한 것이다. 이 파스칼 내기에 대하여 경우의 수를 

들어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이 있을 경우 신이 없을 경우 

신을 믿을 경우 천국 이득 없음 
신을 믿지 않을 경우 지옥 이득 없음 

결론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다 
(출처: 위키백과, 파스칼의 내기) 

  
  
표를 보면 결론적으로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 보다 

이득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내기는 무신론자들이나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 그 첫째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의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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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신이 있을 확률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스칼내기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미약한 가능성에 매달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파스칼내기의 오리지널버전 
  
유일신교에서의 파스칼내기는 목사들이 교회에 더 자주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 한다. 그런데 파스칼의 내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맛지마니까야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M60)’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파스칼내기의 원조는 

초기경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스칼내기의 오리지널버전이라 볼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먼저 경의 

초반부에 다음과 같은 대화를 볼 수 있다. 
  
  
[세존] 
“장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합당한 이유로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어떠한 스승이라도 있습니까?” 
  
[장자들]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는 합당한 이유로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어떠한 스승도 없습니다.” 
  
[세존] 
“장자들이여, 그대들이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다면, 이러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이여,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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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 

  
  
부처님이 꼬살라국을 유행하다가 ‘살라’라고 하는 바라문 마을에서 

장자들과 나눈 대화이다. 그렇다면 경의 초반에 왜 이런 대화가 

실렸을까? 그것은 부처님당시 ‘사상의 혼란’에 기인한다. 이곳 

살라마을에도 육사외도들이 다녀 갔는데 모두 자신의 견해가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어떤 가르침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다면”이라고 전제 하면서 “이러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느 누구도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 
  
오늘날 한국에는 수 많은 사상과 종교가 난립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신봉하는 것이 참이고 다른 것은 위선이라 주장한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초기불교에서부터 선불교, 밀교 등 온갖 불교가 

난립 하고 있는데 모두 자신이 믿는 불교가 최고라 한다. 더구나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오로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허구라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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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 이었을 것이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유행하며 

다니는 외도들이 자신이 믿는 스승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믿을만한 스승이 없다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처님은 “나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초대할 만한 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분명히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다. 어느 누구도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란 

어떤 것일까? 
  
아지따 께사깜발린의 유물론적 허무주의에 대하여 
  
먼저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아지따 께사깜발린의 

유물론적 허무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세존]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견해를 갖는다면, 그는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사유를 한다면, 그는 

잘못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언어를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세계를 아는 거룩한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됩니다.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주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악한 계행을 실천하며 앞서 있었던 선한 

계행을 버립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거룩한 이에 대한 

적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줌,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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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잘못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부처님 당시 허무주의자인 ‘아지따 께사깜발린’은 내생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업에 대한 과보를 부정하였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보시도 

없고… 선악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식으로 말하였다. 마치 오늘날 단멸론자들을 보는 것 같다.  
  
단멸론자들의 특징은? 
  
오늘날 단멸론자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과 ‘과학적 

검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내세와 윤회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아직까지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단멸론자 또는 회의론자는 죽어서 윤회한다는 윤회사상 

역시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단멸론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적 인지에 의존하고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 내밀며 

“부처님은 현세적 가르침을 말씀 하셨지 내세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강병균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이런 

단멸론자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한 강병균교수 
  
경에서 부처님은 “저 세상이 존재할 때에 ‘저 세상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그럼에도 강병균교수는 “종교인들은 ‘내세가 없다면 지금 제멋대로 

살다가 가면 될 것’이라며 ‘내세가 없다는 주장’을 공격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적인 주장이다.”이라 하였다. 부처님이 저 세상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강병균교수는 내세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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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균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견해임에 틀림 

없다.  
  
강병균교수의 기고문에서 “내세는 죽은 다음에 올 일이요 신의 응징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니, 둘 다 더디고 기약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은 “내세는 죽은 다음에 올 

일이요”라는 말과 “더디고 기약없는 일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내세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렇다면 부처님은 내세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였을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말씀 하셨다. 
  
  
[세존] 
장자들이여, 이것에 대하여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인간은 몸이 파괴된 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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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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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것이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의 그러한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차라리 저 

세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현자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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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현자들에 의해 비난받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 실천하여 한 

쪽만을 충족시키고, 착하고 건전한 것을 버리고 있다.’ 
  
(아빤나까경-Apaṇṇaka sutta-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6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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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과 “저 세상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하셨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고 

윤회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저 세상이 없다면 내세도 윤회도 

없다고 주장하는 단멸론적 견해를 말한다.  
  
경우의 수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그런데 부처님은 단멸론적 견해가 매우 손해 보는 것임을 말한다. 

단멸론자의 말을 믿고 내세를 부정하였을 경우 불운에 떨어질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의 수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내세를 믿지 않는 자 내세를 믿는 자 

저 세상이 

없다면 
1)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 
2)부도덕적 생활로 

현자들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현자들에 의해 

비난받음 

1)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 
2) 도덕적 생활로 

현자들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현자들에 의해 

칭찬받음 
저 세상이 

있다면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 

결론 1)한쪽면만 충족 
2)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짐 

1) 양쪽으로 충족 
2) 양쪽에서 행운을 받음 

  
  
  
  

내세를 믿지 않는 자의 경우 
  

여기 내세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잘못된 견해’를 갖는 자라 하였다.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할 것이다. 이는 ‘보시에는 공덕도 없다’ 등의 

인과를 부정하는 단멸론적 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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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힘들것이다. 행위에 

대한 과보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감각적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금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할 지 모른다.  
  
행위에 대한 과보를 부정하는 자가 신구의 악업을 짓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될까? 평소 생각대로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여 막행막식하며 

살아 왔는데 정말 내세가 없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는 자가 내세가 없을 경우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내세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낭패’라 볼 수 

있다. 내세가 없다고 믿었는데 내세가 있을 경우 당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낭패는 악처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한쪽면만 충족하고,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한쪽면만 충족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등으로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을 가진 

자의 생활태도는 바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살아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는 악처에 떨어지고 살어서도 비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불운에 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는 내세가 있건 없건 한쪽면만 충족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쪽으로 불운은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Idha socati pecca socati,   이다 소짜띠 뻿짜 소짜띠 

Pāpakārī ubhayattha socati,  빠빠까리 우바얏타 소짜띠 

So socati so vihaññati   소 소짜띠 소 위한냐띠 

Disvā kamma kiliṭṭham-attano.  디스와 깜마 낄릿탐 앗따노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의 업의 더러움을 보고 
비탄에 빠지고 통탄에 빠진다. (dh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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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를 믿지 않는 자의 경우 
  
반면 내세를 믿는 자가 있다. 그 경우 모두 안전할 것이라 하였다.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는 등 인과를 믿는 자는 ‘정견’이다. 따라서 

행위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김용옥교수가 말한대로 “인도인들은 이 

업을 쌓음으로서 다음 윤회할 때 더 바람직한 세계로 태어난다.”라 

하였는데 이때 ‘행위(kamma)’가 ‘도덕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의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이럴 

경우 내세가 있건 없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세가 있다면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설령 내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세에서 

삼업을 청정하게 하였으므로 현자들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세를 믿는 자는 내세가 있건 없건 양쪽으로 충족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행운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Idha modati pecca modati,   이다 모다띠 뻿짜 모다띠 

Katapuñño ubhayattha modati,  까따뿐뇨 우바얏타 모다띠 

So modati so pamodati   소 모다띠 소 빠모다띠 

Disvā kammavisuddham-attano.  디스와 깜마위숫담 앗따노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의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희한다. (dhp16) 
  
  
  
강병균교수의 주장을 보면 
  
불교닷컴에 기고한 과학자이자 불자인 강병균교수는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듯하다. 경전적 근거 없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는데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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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들은 ‘내세가 없다면 지금 제멋대로 살다가 가면 될 

것’이라며 ‘내세가 없다는 주장’을 공격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적인 

주장이다.  
  
2) 내세는 죽은 다음에 올 일이요 신의 응징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니, 둘 다 더디고 기약없는 일이다. 
  
3) 내세라는 개념조차 없는 코끼리와 침팬지와 물소도 나름대로 정의란 

무엇인지 안다. 
  
4)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발달한 습성과 정보가 물질적(생체) 

유전자와 정신적(문화) 유전자에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5) ‘내세가 없으면 지금 당장 자살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 
  
6) 내세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7) 오히려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생각이 자살을 억제할 수 있다. 
  
8) 내세에 대한 믿음은 현세의 삶을 몹시 더 괴롭게 만들고 품위있는 

임종을 막기도 한다. 
  
9) 자살은 현세의 삶이 괴로워서 생기는 일이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0) 종교는 참이 아니라 단지 방편일 뿐이다. 인간이 더 평화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위한 방편일 뿐이다. 
  
11) 우리를 구원(救援)하는 것은 신이나 내세나 종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깨인 마음(지성)과 의지와 행(行)이다.  
  
  
강병균교수의 견해를 보면 일부 수용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나 

불교인이라면 대부분 받아 들이기 힘든 견해이다. 아무런 경전적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이야하기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강병균교수의 견해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176 

 

‘과학적검증’이라는 잣대로 종교를 말하고 불교를 해석한 것이라 

보여진다. 
  
자꾸 원시불교라 하는데 
  
강병균교수의 컬럼을 읽어 보면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 오로지 

현세적인 삶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행복론을 주장하면 단멸론이나 현법열반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의 시대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과학을 맹신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는 교계신문 댓글에서 본 것이다. 

댓글이라고는 하지만 스님이 쓴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남방불교국가들이 미개한 상태에 처한 원인은 

무었인가. 

그 주원인은 2000 년이 넘도록 지켜온 마하박가등의 팔리어율장에 기초한 

조잡한 수준의 불교에 있다. 

 

세상과 사회는 나날이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2500 년전 만들어진 원시적 농경사회의 그것을 맹목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이다. 

21 세기 과학기술의 문명시대에 가사를 걸치고 맨발에 탁발하러 나서는 

그 한심한 모습에 있는 것이다. 

그 우매한 짓들것을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빨리어 율장이고 각종의 

경전들이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답답한 군상들이다. 
  
(서광,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4) 
  
  
불교닷컴에 실린 어느 기사의 댓글이다. 필명은 서광으로서 스님으로 

보인다. 글을 보면 2500 년 전 가르침에 대하여 시대에 뒤쳐진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불교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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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글은 종종 볼 수 있다. 블로그에 ‘산중승’이라는 필명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꾸만 [초기불교]를 들먹이시는데, 과연 [초기불교]라는게 있었습니까? 

혹시 [원시불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지요. 그냥, 샤카무니'의 

설법시대'였을 뿐이죠.  

샤카모니 열반하신 후에 10 대불제자를 중심으로, [불교적 교리]가 

체계화되고,  

[불경]이 집대성 된후에 비로소 컬리큘럼이 만들어지면서 [佛敎]라는 

宗敎가 성립되어진 것이지요.  

그때로 부터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불교]는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산중승) 
  
  
댓글을 보면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있다. 이는 

‘원시불교’라고 칭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원시불교는 덜 완성된 불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화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초기불교를 원시불교라 칭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샤카무니’ 또는 ‘석가’라 부른다. 마치 ‘김가’ ‘이가’ 하듯이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하는 것이다. 강병균교수도 기고문에서 

“석가는 오히려 공중의 새가 매에게 잡아먹히는 참극을 목격하고”라 

하여 부처님을 부처님이라 부르지 않고 ‘석가’라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완성되었다 
  
마하야나에서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하여 미완성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테라와다에서는 부처님가르침 자체는 이미 완성된 것이라 한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 더 높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삼전십이행상’으로도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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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게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담마짝깝빠왓따나경-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S55.2.1, 

전재성님역) 
  
  
삼전십이행상은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tiparivaṭṭaṃ 

dvādasākāra, 三轉十二行相)’라는 뜻이다. 이말은 무슨 뜻일까?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법을 펴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불완전하지 않았다면 법을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따르면 세 번 굴렸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세 번씩이나 굴려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하야나에서 부처님에 대하여 

석가라 부르며 미완성된 원시불교라고 폄하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다. 
  
왜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되는가 
  
강병균 교수는 내세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과학의 시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경전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병균교수가 기고한 글은 개인의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실증에 

바탕을 둔 ‘개인적 견해’라 보여진다. 그래서 강병균교수가 주장하는 

내세부정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부처님은 내세와 윤회는 분명히 있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맛지마니까야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의 경(M60)’에서는 마치 파스칼내기의 

오리지널버전이라 볼 수 있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에서 ‘보시에는 공덕이 있다’는 등의 정견을 믿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설령 내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 

간다면 현세에서 현자들에게 칭찬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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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양쪽에서 행운이라 하였다. 이런 가르침을 불자들은 믿는다. 

부처님이 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과 자신에게 의존하라고 

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2014-06-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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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라문학생 마가의 일곱 가지 소박한 서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공을 바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것도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을 말한다. 법구경 30 번 

게송에서는 제석천이 어떻게 하여 신들의 제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려 준다. 
  
  
Appamādena Maghavā    압빠마데나 마가와 
devānaṃ seṭṭhataṃ gato,  데와낭 셋타땅 가또 

Appamādaṃ pasaṃsanti,  압빠마당 빠상산띠 
pamādo garahito sadā.  빠마도 가라히또 사다 
  
(Dhp30) 
  
  
제석천은 방일하지 않아서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 
방일하지 않음은 찬양받고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Dhp30, 전재성님역) 
  
  
マガヴァー（インドラ神）は、つとめ励んだので、 
神々の中での最高の者となった。 

つとめはげむことを人々はほめたたえる。 
放逸なることは常に非難される。 

 
 
(Dhp30, 中村元역) 
  
  
인드라 신은 부지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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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른 비난을 받는 법이다. 
  
(Dhp30, 법정스님역) 
  
  
不殺而得稱  불살이득칭 
放逸致毁謗.   방일치훼방 
不逸摩竭人  불일마갈인  
緣諍得生天 연쟁득생천 
  
(Dhp30, 한역) 
  
  
마가의 주의력 깊은 생활은 
그를 천왕이 되게 하였다. 
이같은 주의력에는 칭찬이 따르고 
게으름에는 비웃음이 따른다. 
  
(Dhp30, 거해스님역) 
  
  
Through heedfulness, Indra won 
to lordship over the gods. 
Heedfulness is praised, 
heedlessness censured — 
 always. 
  
(Dhp30, Thanissaro Bhikkhu 역) 
  
  
게송에서 키워드는 ‘Maghavā’이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제석천이라 번역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는 

‘マガヴァー（インドラ神）’라 하여 ‘마가와(인드라신)’으로 

번역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은 괄호속에 있는 

‘인드라’로 번역하였다. 거해스님은 ‘마가’라 번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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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닛사로빅쿠는 ‘Indra’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자마다 각기 

다르게 번역하였다. 
  
신들의 제왕 마가바(Maghavā) 
  
신들의 제왕이라 부르는 마가바(Maghavā)는 누구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Maghavā: DhpA.I.280 에 따르면, 제석천(帝釋天:indra)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로 전생의 이름이 바라문학생 마가(Magha)였기 때문에 

마가반(Maghavān)이라고 한다. 그는 전생에 마가다국의 

마짤라가마(Macalagāma)에 태어났다. 그는 특정한 제석천이 아니라 모든 

제석천들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는 서른 세 명의 도반들의 우두머리로 

일곱 가지 서원을 실천해서 사후에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도리천]에 

태어난 것이다.  
  
(571 번 각주, 전재성님) 
  
   

  
Indra on his mount Airavata(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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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와(Maghavā)에 이름에 대한 유래이다. 주석에 따르면 마가와는 여러 

제석천의 이름 가운데 하나라 한다. 또한 모든 제석천의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마가와에 대하여 한역으로 ‘帝釋天’이라 한다. 이런 

마가와에 대하여 특정한 이름이기도 하고 모든 제석천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33 명의 제석천들 가운데 우두머리라 하였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라고 하였다.  
  
관할구역은 두 곳뿐 
  
제석천이 모든 신들의 제왕은 아니다. 주석에 따르면 사천왕과 

삼십삼천의 제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석천이 

관할 하는 구역은 사대왕천과 삼십삼천(도리천) 단 두 곳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천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불교적 세계관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조건에 따른 31 개의 세상 

형성조건 생성방식 명 칭 수 명 분류  

   
(31)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신들의 하느님 세계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 

84,000 겁 
 

무 
색 
계 

  

 

무형상 화생 
(30) 무소유처천(無所有處天) 

아무것도 없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kiñcaññāyatana 

60,000 겁 

 

   

 

(無形象)   
(29) 식무변처천(識無邊處天) 

무한의식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viññāṇañāyatana 

40,000 겁 

 

   

 

   
(28) 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 

무한공간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kāsānañcāyatana 

20,000 겁 

 

범  선 

 

   (27) 색구경천(色究境天) 16,000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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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하느님 세계 
akaniṭṭhā 

    

 

정거천 
(26) 선견천(善見天) 

관찰이 잘 이루어지는 하느님 세계 
sudassī 

8,000 겁  

(淨居天) 
(25) 선현천(善現天) 

선정이 잘 이루어지는 하느님 세계 
sudassā 

4,000 겁 

 

사선    천  

 

(불환자의 

청정) 

(24) 무열천(無熱天) 
타는 듯한 고뇌를 여읜 신들의 하느님 

세계 
atappā 

2,000 겁 

 

(四禪)      
 

 
(23) 무번천(無煩天) 

성공으로 타락하지 않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avihā 

1,000 겁 

 

  천 색    

 화생 
(22) 무상유정천(無想有情天) 

지각을 초월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assañña-satta 

500 겁 

   업  

    

 

   
(21) 광과천(廣果天) 

탁월한 과보로 얻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veha-pphalā 

500 겁 

 

    

 

삼선   
(20) 변정천(遍淨天)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subhakiṇhā 

64 겁 

 

    

 

(三禪) 화생 
(19) 무량정천(無量淨天) 

한량없는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appāmāṇasubhā 

32 겁 

 

  상  

 

   
(18) 소정천(小淨天) 

작은 영광의 신들의 하느님 세계 
parittasubhā 

16 겁 

 

계 계   

 

이선   (17) 광음천(光音天) 8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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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bhassarā 

    

 

(二禪) 화생 
(16) 무량광천(無量光天) 

한량없이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appamā5ābhā 

4 겁 

 

   보 

 

   
(15) 소광천(小光天) 

작게 빛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Parittābhā 

2 겁 

 

    

 

초선   
(14) 대범천(大梵天) 

위대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mahā-brahma 

1 겁 

 

    

 

(初禪) 화생 
(13) 범보천(梵輔天) 

하느님을 보좌하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brahma-purohitā 

1/2 겁 

 

  계  

 

   
(12) 범중천(梵衆天) 

하느님의 권속인 신들의 하느님 세계 
brahma-pārisajjā 

1/3 겁  

   (11)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paranimmita-vasa-vatti 

16,000 

천상년 
(9216 백만년) 

 

천 
상 
의 
  
욕 
계 

   

 

믿음   (10) 화락천(化樂天) 
nimmāna-rati 

8,000 천상년 
(2304 백만년) 

 

   

 

보시 화생 
(9) 도솔천(兜率天) 

tusitā 
4,000 천상년 
(576 백만년) 

 

욕  계 

 

지계   (8) 야마천(耶麻天) 
yāmā 

2,000 천상년 
(144 백만년) 

 

   
 

   (7) 삼십삼천(三十三天) 
tāvatiṁsa 

1,000 천상년 
(36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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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천왕천(四天王天) 
cātu-māha-rajikā 

500 천상년 
(9 백만년) 

 

    

오계 태생 
(5) 인간(人間) 

manussa 
정해지지 않음  인간 

  

악 

 

성냄 화생 
(4) 아수라(阿修羅) 

asura 
정해지지 않음  아수라 

 

업 

 

우치․탐욕 태생․난생 
(3) 축생(畜生) 

tiracchāna 
정해지지 않음 계 축생  

인색․집착 화생 
(2) 아귀(餓鬼) 

peta 
정해지지 않음  아귀 

 

보 

 

잔인․살생 화생 
(1) 지옥(地獄) 

niraya 
정해지지 않음  지옥 

 

계  

  
  
 

이 표는 성전협 니까야의 부록에 실려 있는 ‘세상도표’를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표를 보면 신들의 제왕이라 불리우는 제석천이 관장하는 

천상의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인간 바로 위에 사대왕천이 있고, 

사대왕천 바로 위에 삼십삼천이 있다. 따라서 삼심삼천의 우두머리인 

마가와(제석천)는 사대왕천과 삼십삼천 두 곳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신들의 제왕이 되었네.(devānaṃ seṭṭhataṃ gato)”라 한 

것이다. 
  
세간적, 출세간적인 성취를 하려면 
  
마가와는 수십개에 달하는 천상 중에서 가장 하위 두 개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신이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과거전생에 바라문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라문학생이었던 ‘마가’가 어떻게 하여 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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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이 되었을까? 게송에서는 “방일하지 않아서 (Appamādena)”라 

하였다. 방일하지 않는 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음을 말한다.  
  
방일하지 않음은 모든 세간적, 출세간적인 성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깨어 있음에 대하여 이전 게송에서는 ‘새벽’으로 비유된 바 있다. 

동녁에 해뜨기 전에 항상 새벽이 먼저 있듯이 방일하지 않음은 모든 

성공의 조건이 됨을 말한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방일하지 않음은 

찬양받고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라고 하였다. 
  
방일한 것에 대하여 “비난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역경에 처하거나 불행하게 태어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방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음은 성공의 

조건이 되고, 방일한 것은 재난의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바라문학생 마가의 일곱 가지 소박한 서원 
  
주석에 따르면 바라문학생 마가가 신들의 제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바라문학생 이 어떻게 신들의 제왕이 되었을까? 이에 대한 

인연담이 있다.  
  
인연담에서 베살리에 사는 릿치비족 마할리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을 보았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마할리여, 나는 제석천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제석천이 

진리를 성취하여 제석천의 지위를 얻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제석천이 전생에 바라문 학생 

마가로서 삶을 살았을 때 이야기를 들려 준다. 
  
인연담에서는 마가가 신들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일곱 

가지 서원을 소개 하고 있다. 마치 마하야나에서 법장비구의 

‘48 대원’을 보는 것 같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아미타불이 부처가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보살로서 삶을 살았다. 48 대원은 법장이 수행할 때 

발원한 것이다. 48 대원은 일체중생을 널리 제도하려는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48 대원 중에 첫 번째 발원을 보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 아귀 축생 등의 삼악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無三惡趣願)”로 되어 있다. 이런 발원은 

지옥문이 다 닫히기 전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케일의 발원이다. 하지만 법구경 인연담에서 보는 마가의 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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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것이다. 이를 일곱가지 서원이라 하는데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살아 있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리라. 
2) 나는 살아 있는 한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하리라. 
3) 나는 살아 있는 한 온화하게 말하리라. 
4) 나는 살아 있는 한 모함하지 않으리라. 
5) 나는 살아 있는 한 번뇌와 인색함에서 벗어난 마음과 관대하고 

청정한 손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고 탁발하는 자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시 하는 것을 즐기며 집에서 살리라. 
6) 나는 살아 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7) 나는 살아 있는 한 화 내지 않으며 만약 나에게 화가 나면 곧바로 

그것을 제거하리라. 
  
  
바라문학생 마가의 서원을 보면 부모를 공양하고 보시하고 화를 내지 

않는 등의 생활을 말한다. 이런 서원은 서원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법장비구처럼 지옥문이 닫히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우주적 스케일의 서원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서원이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생동안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나 남에게 악담을 하는 것 등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라문학생 마가는 이를 실천하여 

신들의 제왕이 되었다. 
  
방일하지 않음은 충분조건 
  
바라문학생 마가가 일곱 가지 서원을 실현한 것은 방일하지 않음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방일하지 않음은 모든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것도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다.  
  
  
2014-06-2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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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존우화작설과 자유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 갔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기독교적 신앙으로 강변하던 문창극국무총리후보자가 낙마 

함에 따라 그 동안 마치 좀비처럼 지내던 전총리를 다시 총리로 

재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창극후보자의 ‘하나님의 뜻 운운’발언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불교인을 포함하여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반발을 일으킴에 따라 

결국 낙마 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먹혀 들어 가는 것 같다. 

보수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단지 프로그램된‘로보트’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 운운 하는 말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신앙과 본능 사이에서 
  
최근 휴심정에 기고한 김형태변호사는 “문씨 말대로 하느님이 게으르고 

‘무상급식’이나 바라는 조선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제에 

식민지배를 허락했다면, 그 악역을 맡은 일본사람들은 어찌되는 

걸까”라고 의문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분에 

대하여 “일본 사람들의 하느님은 아닌 건가.(2014-06-07)”라고 

하였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을 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좋은 예가 영화 ‘밀양’에 있다. 영화에서 

목사를 유혹하는 여인이 등장한다. 이때 목사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신앙과 본능사이에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본능이 신앙보다 

강하였던지 목사는 마침내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며 여인을 

껴안으려한다. 이때 당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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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을 ‘당신뜻대로’라 하여 본능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자신의 뜻’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뜻이라는 글을 보았다. 

기독교신학자인 오강남교수가 최근 휴심정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공적인 일에서 신의 뜻을 들먹이는 경우다.  예를 들어 영향력이 

큰 종교인이나 정치인이 분명 빗나가는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의 뜻이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를 나가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며 계속 나가라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양 쪽은 

신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서 피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다.  ‘신의 뜻’은 

이처럼 이현령비현령,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로 사용되기 일쑤다. 
  
(`내 뜻'이 곧 ̀ 신의 뜻'?, 오강남교수, 휴심정 2014-06-24) 
  
  
오강남교수는 공적인 영역과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 운운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공적인 

영역’이다.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이 하나님 뜻 운운 하지만 이는 자리를 

지켜 내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반대편에서도 역시 신의 뜻이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신의 뜻이라 하여 쌍방간에 

피터지게 싸워 왔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종교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신의 뜻’ 
  
다음으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신의 뜻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강남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두고 신의 뜻을 함부로 

들먹이며 그것을 최종적 해답으로 사용할 경우,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은 증발하고 만다.  오늘 왜 비가 오느냐?  그것이 신의 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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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더 이상 기압골이니 뭐니 하는 기상학 같은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사회가 왜 가난을 면하지 못하냐?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하면 수요공급이 어떻고 하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있을 수 없다.  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했는가?  단순히 신의 뜻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국제 관계라든가 이성계, 정도전의 역할 같은 것을 따져보는 

역사학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내 뜻'이 곧 ̀ 신의 뜻'?, 오강남교수, 휴심정 2014-06-24) 
  
  
신의 뜻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사에도 두루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신의 뜻이 되고, 가난해도 신의 뜻이 된다. 

앞서 언급된 영화 밀양에서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신의 

뜻이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비가 안오는 것 

조차 신의 뜻으로 돌린다면 ‘기상청’이 무력화 될 것이라 한다.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역시 신의 뜻으로 돌리면 모든 ‘경제학’이 

무력화 될 것이라 한다. 이처럼 신의 뜻, 또는 하나님의 뜻 한마디에 

모두 무력화 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신의 

뜻에 따라 프로그램된 로보트에 불과한 것이다. 
  
절대신에 의한 창조설, 존우화작설(尊祐化作說)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의 뜻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앙굿따라니까야 3 권 해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리고 이 밖에 바로 이 경에서는 절대자에 의해 모든 것이 

운명지어졌다고 하는 절대신에 의한 창조설, 즉 존우화작설(尊祐化作說: 

issaramimmanahetu)이나 절대신(絶對神: issaro)의 창조자(創造者: 

sanjita)로서의 창생과 일체견자(一切見者: annadatthudaso)로서의 

전지(全知)와 주재자(主宰者: vasi)로서의 전능(全能)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신학적 견해도 무작설에 포함시키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3 권 해제, 전재성님) 
  



192 

 

  
해제글은 앙굿따라니까야 3 권 이교도의 경(A3.61)에 실려 있는 

외도사상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 유일신 

사상과 매우 유사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존우화작설’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있어서 자신이 창조한 것을 지켜 

보고 주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 당시에도 신의 뜻이라는 

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운명지졌다는 절대신에 의한 창조설을 

부정하였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견해 등에 대하여 일종의 ‘무작설(無作說)’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무작설이란 무엇일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비윤리적 가르침 
  
부처님당시 육사외도가 있었다. 모두 이교도의 견해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삿된견해들이다. 이런 외도와 부처님 

가르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의지’라 볼 수 

있다. 외도들이 이런 저런 견해를 주장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비윤리적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외도의 비윤리적 가르침 중에 무작설이 있다. 이 무작설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3 권 해제에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는 강한 

결정론이나 강한 비결정론을 무작설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무작설에도 

결정론과 비결정론 두 가지가 있느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무작설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무작설 내      용 참 고 
비결정론 대왕이여, 참으로 [어떠한 일을] 하거나 

하도록 시켜도, 도륙하고 도륙하도록 

시켜도, 학대하고 학대하도록 시켜도, 

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전율하고 

전율하게 만들고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가택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절도하고 노략질하고 타인의 

처를 겁탈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DN,I.52) 

깟사빠 
도덕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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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 팔만사천대겁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유전윤회하면서 

괴로움의 종극을 이룬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는 계행과 덕행과 고행과 

범행에 의해 미숙업을 성숙시키고, 혹은 

이미 익은 업을 참아내고 그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유전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을 이룬다.(DN,I.54) 

고살라 
윤회청정설 

  
  

해제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근거로 든 경은 

‘DN,I.52’라 하였는데, 이는 디가니까야 1권 52 페이지를 말한다. 

찾아 보면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D2)에 실려 있는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부정론’과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에 대한 것이다.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부정론 
  
육사외도 깟사빠와 고살라의 견해는 넓은 의미에서 ‘무작론’에 

속한다. 다만 이를 비결정론과 결정론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부정론을 비결정론이라 하고,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에 대하여 결정론이라 하였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비결정론적 무작설이라 보는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부정론이다. 왜 

도덕부정론이라 하였을까? 이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과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뿌라나 깟사빠는 악행을 하여도 

“악에서 오는 과보도 없습니다(D2)”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과를 부정하다 보니 도덕적으로 금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뿌라나 깟사빠의 견해에 대하여 

‘도덕부정론’이라 한다.  
  
인과를 부정하면 보시 등 선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시를 

하면 공덕을 쌓아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믿음 역시 쓸데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다 보니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시계생천’사상은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시에 대한 공덕을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다 보니 계율을 지킬 

필요도 없어서 부도덕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이를 



194 

 

도덕부정론이라 하는데 주석에 따르면 “무엇을 해도 죄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업을 배척하는 이론이다.(Dat.I.289)”라 하였다.  
  
이와 같은 뿌라나 깟사빠의 도덕부정론에 대하여 아자따삿뚜왕은 

망고나무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망고나무에 대하여 묻자, 빵나무라 대답하고, 빵나무에 대하여 묻자 

망고나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D2)”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전혀 논리가 서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아자따삿뚜는 깟사빠의 말을 듣고도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유념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습니다.(D2)”라 하였다. 깟사빠의 도덕부정론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이란 무엇일까? 이는 경에서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유전윤회한 뒤에 괴로움의 종극을 이룬다(D2)”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내버려 두어도 언제가 모두 윤회를 끝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실타래의 비유’를 들었다.  
  
경에서 “예를 들어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똑같이 유전하고 윤회하다가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게 됩니다.(D2)”라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일까? 괴로움과 

윤회를 끝내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타래를 굴리면 

저절로 실이 다 풀려지는 것처럼 멍청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모두 

한량없이 유전하고 윤회하다 보면 결국 모두 청정하게 되어 괴로움과 

윤회를 끝내게 될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윤회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 막칼리고살라의 윤회청정설이라 한다. 따라서 윤회청정설에 따르면 

굳이 닦아야 할 필요가 없다. 보시 등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다. 마치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듯이 모두 윤회가 종식 되고 말것이라 한다.  
  
하지만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은 철저하게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따른다. 이는 경에서 “이미 결정된 윤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D1)”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써서 닦을 것도 없다. 아침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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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듯이, 마치 실타레를 굴리면 실이 풀리는 것처럼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또 막칼리 고살라는 . 뭇삶이 오염되는 것은 원인도 조건도 없는 

것이고, 또 원인 없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모든 

뭇삶,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영혼은 자유가 없이 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 서로 변이하며 여섯 

가지 계층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습니다.(D2)”라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이 “자유가 없이 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결정과 종과 

자연의 본성에 의하여”라는 말이다. 모든 존재에는 자유의지 없이 

‘본성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칼리 고살라의 윤회청정설에 

대하여 ‘결정론적 무작설’로 본 것이다. 
  
외도의 견해는 모두 무작설 
  
뿌라나 깟사빠의 비결정론적 무작설과 막칼리 고살라의 결정론적 

무작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설이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작론자라 한다. 반면 

부처님은 ‘작론자’라 하였다. 왜 부처님이 작론자인가? 
  
앙굿따라니까야 이교도의 경(A3.61)에서 부처님은 무작론자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숙작인설 

pubbekatahetū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A3.61)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존우화작설 
issaranimmāṇahetu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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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A3.61) 
무인론 

ahetuappaccayā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A3.61)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앞서 언급된 무작설에서는 뿌라나 깟사빠의 비결정론적 무작설인 

도덕부정론과 막칼리 고살라의 결정론적인 무작설인 윤회청정설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두 가지 견해는 ‘무인론’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작설의 범주가 매우 넓어서 니간타들의 

‘숙작인설’과 오늘날 유일신교와 유사한 ‘존우화작설’도 무작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제외한 

외도의 견해는 사실상 모두 무작설이라 볼 수 있다. 
  
세 가지로 본 무작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없음을 말한다. 

반대로 작설은 자유의지에 근거한다. 부처님에 대하여 

‘작론자(kiriyavadin)’라 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교도의 경(A3.61)’에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의 분석을 통하여 세 가지의 무작론을 ‘척파’하였다.  
  
존우화작설(issaranimmāṇahetu)이 왜 모순인가? 
  
세 가지 무작론 중에 존우화작론이 있다. 오늘날 유일신교와 매우 

유사한 외도의견해를 말한다.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Tatra bhikkhave ye te samaṇabrāhmaṇā evaṃvādino evaṃdiṭṭhino: yaṃ 

kiñcāyaṃ purisapuggalo paṭisaṃvedeti sukhaṃ vā dukkhaṃ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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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kkhamasukhaṃ vā, sabbaṃ taṃ issaranimmāṇahetu'ti, tyāhaṃ 

upasaṅkamitvā evaṃ vadāmi: saccaṃ kira tumhe āyasmanto evaṃvādino 

evaṃdiṭṭhino: yaṃ kiñcāyaṃ purisapuggalo paṭisaṃvedeti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sabbaṃ taṃ issaranimmāṇahetu'ti.  
  

Te ce me evaṃ puṭṭhā āmāti paṭijānanti, tyāhaṃ evaṃ vadāmi: tena 

hāyasmanto pāṇātipāti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adinnādāyi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abrahmacāri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ūti, musāvādi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pisunavācā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pharusavācā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samphappalāpi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abhijjhāluno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byāpannacittā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Micchādiṭṭhikā bhavissanti 
issaranimmāṇahetu. 
  

Issaranimmāṇaṃ kho pana bhikkhave sārato paccāgacchataṃ na hoti 

chando vā vāyāmo vā, idaṃ vā karaṇīyaṃ idaṃ vā akaraṇīyanti. Iti 
karaṇīyākaraṇīye kho pana saccato thetato anupalabbhiyamāne 
muṭṭhassatīnaṃ anārakkhānaṃ viharataṃ na hoti paccattaṃ 

sahadhammiko samaṇavādo.  
  

Ayaṃ kho me bhikkhave tesu samaṇabrāhmaṇesu evaṃvādīsu 

evaṃdiṭṭhīsu dutiyo sahadhammiko niggaho hoti. 
  

  

수행승들이여,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와 같이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느낌이더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말한다. 

  

내가 질문하면 그들은 ‘그렇다’라고 동의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절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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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며,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이간질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욕지거리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꾸며 대는 

말을 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탐욕스럽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분노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며,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절대자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샘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김을 잃게 되고 수호를 잃게 

되는데, 자신을 수행자라 칭할 타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논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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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에서 부처님은 절대자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하는 

‘존우화작설(issaranimmāṇahetu)’의 모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일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면 피조물은 

단지 프로그램된 로보트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의지라는 찾아 볼 수 

없어서 오로지 ‘신의 뜻’으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라 할 것이며, 도둑질 하는 것도 신의 뜻이라 할 지 

모른다.  

  

왜 유일신교는 전쟁도 불사하는가? 

  

이렇게 오계를 어겨도 신의 뜻이고 십악행을 해도 신의 뜻이 된다. 

더구나 신의 이름으로 전쟁도 불사 한다.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역시 신의 뜻에 따른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유일신을 뿌리로 

하는 형제종교임에도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것도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교내에서도 피터지게 싸운다는 것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이슬람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죽고 죽이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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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신의 이름으로 벌어진 종교전쟁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신앙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무작설(akiriyāya) 

  

부처님은 모든 것을 전생의 원인 탓으로 돌리는 

‘숙작인설(pubbekatahetū)’, 모든 것을 절대자의 뜻이라고 보는 

‘존우화작설(issaranimmāṇahetu)’, 그리고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없이 생겨난다고 보는 ‘무인론(ahetuappaccayā)’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였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 

이교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현자에 의해서 조사되고, 탐구되고, 

철저하게 연구되고, 단지 전승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설로 드러난다.(A3.61)”라 하였다. ‘무작설(akiriyāya)’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비윤리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작론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은 작론자로서 말씀 하였다. 그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윤리적 

가르침을 말한다. 작론설이라 볼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섯 가지 세계이다”라 

하였다. 또 부처님은 설한 가르침에 대하여  “논박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수행자나 성직자나 현자에게 비방 받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여섯 가지 세계 땅, 물, 불, 바람, 공간, 의식 
여섯 가지 

접촉감역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 

열여덟 가지 

정신적 탐구 
형상을 보고 쾌락을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 등 18 가지 
네 가지 진리 고집멸도 사성제 

  

  

표를 보면 철저하게 관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을 말한다. 감각기관의 접촉에 따라 형성된 

세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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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aṃ bhikkhave dhātūnaṃ upādāya gabbhassāvakkanti hoti, 

okkantiyā sati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iyamānassa kho 
panāhaṃ bhikkhave idaṃ dukkhanti paññāpemi. Ayaṃ 

dukkhasamudayo'ti paññāpemi. Ayaṃ dukkhanirodho'ti paññāpemi. Ayaṃ 

dukkhanirodhagāminī paṭipadā'ti paññāpemi. 
  

“여섯 가지 세계를 조건으로 입태가 있고, 입태를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있고, 여섯 가지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또한 나는 느끼는 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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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은 접촉에 따른 연기적 가르침을 말씀 하셨다. 그리고 사성제의 

진리로 괴로움과 윤회를 끝낼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 

“나는 느끼는 자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느끼는 자( Vediyamānassa)’이다. 그렇다면 왜 느낌이 중요할까? 

  

왜 느낌인가?  

  

위빠사나수행처에서는 늘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항상 사띠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알아차림과 함께 강조되는 말이 ‘느낌(vedana)’이다. 

그런 느낌은 다름 아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을 말한다.  

  

그런데 앙굿따라니까야 해제글에 따르면 부처님은 이교도의 견해에 

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의 분석을 통해서 척파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느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재 하지 않는 

것임을 말한다. 그래서 진리는 지금 여기에서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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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meditation 

  

  

위빠사나 수행처에서 경행과 좌선을 한 후에 인터뷰시간을 갖는다. 이때 

자신이수행 중에 경험하였던 것을 법사에게 말한다. 이 때 법사가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질문자에게 “개념을 말하지 말고 느낌을 

이야기하십시요!”라는 말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경행이나 

좌선 중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봄으로서 그런 느낌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뜬금 없이 불성이나 참나, 본래면목 등을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사가 

항상하는 말이 “개념(관념)을 말하지 말고 느낌을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다.  

  

위빠사나수행처에서 창조주, 그리스도, 브라흐마, 아미타불, 비로자나, 

관세음보살 등은 ‘개념’에 속한다. 실체가 없고 실재하지도 않아 

오로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불교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불교에서는 나를 찾는 수행을 한다. 그러나 ‘나’라는 것은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참나를 찾는 다는 

명목으로 나를 찾는 수행을 10 년, 20 년, 30 년, 평생을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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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나 또는 참나라는 것은 개념 또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개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것이다.  

  

반면 경행이나 좌선을 하면 감각접촉에 따라 차갑다든가 딱딱하든가 등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느낌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느낌은 실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앙굿따라니까야 해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비윤리적인 가르침들은 이 이교도의 경에서는 모두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의 분석으로 척파된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불자임이 자랑스러워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 유행하던 이 숙작인설, 존우화작설, 무인설 등 에 

대하여 ‘무작설’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전생이라는 원인, 절대자라는 

원인, 그리고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모두 부정하였다. 

그리고 접촉에 따른 느낌의 분석으로 이를 ‘척파’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연기법으로 논파한 것이다. 그래서 육사외도의 가르침이 삿된 

견해임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외도의 견해는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극명하게 표출 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후보자의 하나님 뜻 운운하는 

발언 역시 부처님당시 ‘존우화작설’이라는 외도의 견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종교인들은 신의 뜻이라 하여 성전을 벌인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합리화 한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이나 한국전쟁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 한다. 더구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유혹에 대하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신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 비가 와도 신의 

뜻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신의 뜻이라고 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신의 

뜻이라 한다면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존우화작설’이다.  

  

부처님은 자유의지를 말씀 하셨다. 이는 다름 아닌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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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장사치가 되고..(stn651)”라고 하였다. 또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제관이 되고.. 

(stn652)”라 하였다. 농부는 농부가 되고자 하는 현재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기술자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유일신교 종교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일신교에서 신의 뜻이라 하여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여 자유의지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외도사상은 무작론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비윤리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윤리적 가르침이다. 자신의 ‘행위(kamma, 業)’에 

따라 미래의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매력이다. 

그래서 불자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한 불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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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로가 되는 네 가지 원리 
  
  
  
“내 말을 듣지 않아요” 
  
EBS 에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다. 주로 가족간에 갈등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부가 

달라졌어요’ ‘고부가 달라졌어요’ ‘가족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것이 

‘부부’에 대한 것이다. 
  
‘부부가 달라졌어요’프로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 가는 위기의 

부부들에 대한 것이다. 프로 초반에는 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도 피터지게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이때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라는 불만 섞인 말이다. 내 말일 듣지 

않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다. 
  
상대방에 지배력을 행사 하려 할 때 
  
내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싸운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따라준다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코 내 뜻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 

그런 상대방에게 내 마음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면 상대방은 더욱 더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싸움이 폭언으로 바뀌고 급기야 물건까지 던지게 된다. 더 발전 

되면 폭행으로 이어진다. 더욱 더 진행 되면 격분하여 살인까지 

저지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은 결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는 시도는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하여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내 것처럼 지배력을 행사하려 할 때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Mameva kataṃ maññantū  



205 

 

gihī pabbajitā ubho,  

Mameva ativasā assu  
kiccākiccesu kismici”, 

Iti bālassa saṃkappo  
icchā māno ca vaḍḍhati.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로지 내가 행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이나 하면 안 될 일도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하니 
그에게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 (Dhp74,전재성님역) 
  
  
빠알리게송에서 세 번째 문구에 ‘Mameva ativasā assu’가 있다. 이 

문구에 대한 번역이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이다. 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일반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 이 문구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meva ativasā assu: DhpA.II.78 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재가자나 

출가자가 모두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두리라. 해야 할 일은 모두 크고 

작건 간에 – 승원을 위 수레, 자귀, 도끼와 같은 것을 마련하는 일에서 

죽을 끓이는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의 잡다한 일이 모두 하나하나 나의 

지배아래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745 번 각주, 전재성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자는 모든 일에 간섭하는 자이다. 시시콜콜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 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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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행사 하려는 것은 

‘욕망’에 속한다. 욕망은 거머쥐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코 내 뜻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구 화를 낸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냄’으로 살아간다.  
  
욕망으로 살고 성냄으로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다. 이처럼 

욕망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살아 가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 게송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 (icchā māno ca vaḍḍhati)”라 하였다.  
  
“지고는 못살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내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거머쥐려는 특징이 

있어서 욕망에 살고, 내 뜻대로 안되었을 때 밀쳐 내려 하기 때문에 

성냄으로 산다. ㄱ런데 게송에서는 “욕망과 자만이 늘어만 간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왜 ‘자만(māna)’이 늘어난다고 하였을까? 대체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과 자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 개성이 강하면 대체로 주관이 뚜렸하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대게 지기 싫어 한다. 지고는 못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고는 못살아!”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자식간의 갈등,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은 강한 개성과 뚜렷한 주관 

그리고 지고는 못사는 심리가 발동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심리의 밑바탕에는 ‘자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 가지 자만이 있는데 
  
자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우월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자만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뜨린다. 이는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Samoti attānamanupaneyya Hino na maññetha 

visasi vāpi, Sn4.5)”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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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만은 우월감 뿐만 아니라 동등감, 심지어 

열등감도 자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부간, 고부간 등의 

갈등의 이면에는 세 가지 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논서에 따르면 자만은 모두 아홉 가지가 있다. 이를 영문과 함께 

표기 하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탁월한 자보다 낫다. 
Being sup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better.” 
  
2) 나는 탁월한 자와 동등하다.  
Being sup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equal.” 
  
3) 나는 탁월한 자보다 못하다. 
Being sup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worse.” 
  
4) 나는 동등한 자보다 낫다. 
Being equal to others, one thinks, “I am better.” 
  
5) 나는 동등한 자와 동등하다.  
Being equal to others, one thinks, “I am equal.” 
  
6) 나는 동등한 자보다 못하다. 
Being equal to others, one thinks, “I am worse.” 
  
7) 나는 열등한 자보다 낫다.  
Being inf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better.” 
  
8) 나는 열등한 자와 동등하다.  
Being inf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equal.” 
  
9) 나는 열등한 자보다 못하다.  
Being inferior to others, one thinks, “I am worse.” 
  
  
탁월, 동등, 열등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다시 세 가지로 구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자만에 대하여 ‘왜 시기하고 



208 

 

질투 하는 것일까? 아홉 가지 형태의 자만(2013-11-2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홉 가지 자만의 공통점은? 
  
아홉 가지 자만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탁월한 자보다 낫다” 

등으로 표현 된다. 영어에서도 “I am better.”라 하여 역시 

‘나(I)’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만은 항상 

“나는~” 또는 “I am~”라는 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지기 싫어한다. 

지고는 못사는 것이다. 이처럼 지고는 못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 역시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충돌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만심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 자만심은 우월감도 있지만 동등감도 포함되고, 심지어 열등감도 

해당된다. 그래서 잘 나가는 상대방이 있을 때 그를 깍아 내리려 하는 

것도 열등감이라는 자만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자만심의 바탕에는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를 움켜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 열등할 때는 “내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만심이 강한 자는 오온이 ‘내 것’이라 생각한다. 

몸도 내 몸이라 하고, 느낌도 내 느낌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온은 진짜 

내 것일까?  
  
오온은 진짜 내 것일까? 
  
사람들은 색, 수, 상, 행, 식 오온에 대해여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지각, 나의 형성, 나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부질 없는 생각이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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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ūpaṃ bhikkhave, anattā, rūpañ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nayidaṃ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eyya, labbhetha ca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Yasmā ca kho bhikkhave, rūpaṃ anattā, tasmā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ati. Na ca labbhati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Pañcavaggiya suttaṃ-다섯 명의 경-무아상경, 상윳따니까야 22:5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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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쨔왁가야경은 부처님의 두 번째 법문으로 알려져 있다. 오비구가 이 

설법을 듣고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에서 “물질은 내가 아니다. (Rūpaṃ anattā)”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물질은 물질로 구성된 몸을 말한다. 그래서 몸은 내가 아니라 

하였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Rūpaṃ 

anattā’라 한다. 여기서 anattā 에 대하여 ‘무아(無我)’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종종 ‘비아(非我)’라고 일컫는 이도 있다. 그러나 

무아와 비아는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교 tv에서 어느 스님은 

‘무’라는 말 대신 ‘비’라는 말을 사용하여 모두 ‘비’로 바꾸어 

쓰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anattā(무아)’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자아라고 여겨 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도에 

종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그것은 

괴롭고 우리의 자아가 아닌 것이다.(S22.59, 192 번 각주, 전재성님)”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한마디로 통제 되지 않음을 말한다. 나의 

몸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오온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병이 걸려서도 안되고 늙어서도 안되어야 하지만 
  
여기 군대가 있다. 그런데 어느 장수가 배신하였다. 그러면 배신한 

군대에 대하여 나의 군대라 볼 수 있을까? 나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군대는 더 이상 나의 군대가 아니다. 이는 부처님이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치권을 가진 왕족의 왕은 마치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그런 것처럼, 마치 마가다 국의 비데하 비의 아들 

아자따쌋뚜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살해되어야 하는 자를 

살해하고 박멸되어야 하는 자를 박멸하고 또는 추방되어야 할 자를 

추방할 힘이 있습니까?(M35)”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일국의 왕에게 타국의 영토에는 통제권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물질에 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M35)”라고 묻는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왕이 타국의 

영토에 대하여 통제권이 없듯이 몸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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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진정으로 몸이 자신의 것이라면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몸은 병이 걸려서도 안되고 늙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몸은 병들고 늙어만 간다. 이러니 어찌 몸이 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은 물질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싸울 일이 없는 아라한 
  
나의 의도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몸이고 느낌이고 정신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온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온이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다 보니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내가~(I am~)”라 하여 나를 앞세운다. 이처럼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만심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월감, 동등감,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라한에게는 자만심이 없다.  
  
아라한은 번뇌 다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기 이전 가장 

마지막 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자만이라 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모두 소멸 

되고 나서도 가장 나중에 제거 되는 것이 자만인 것이다.  
  
자만이 소멸된 아라한에게 있어서 우월감, 동등감, 열등감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오온이 내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한다”든가 “내가 생각한다” 등의 ‘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번뇌 다한 아라한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하여 화를 내는 행위는 아라한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EBS 에서 ‘달라졌어요’프로를 보면 부부싸움에 나이와 무관한 것 같다. 

살만큼 산 부부가 머리가 하얗게 새었음에도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손자를 본 나이임에도 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변하고 급기야 

폭력으로까지 발전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에서 컨설턴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출연자들 보다 

훨씬 아래의 나이이다. 그럼에도 마치 선생님처럼 보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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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이런 현상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의젓해 보이면 어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백 세가 되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철부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으로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적 연령이 낮은 케이스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비록 나이가 들어 여든 살이나 아흔 살이나 백 세가 

되었더라도 때 맞춰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율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알맞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이유가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내용이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를 두고 ‘어리석은 장로’라고 한다. 
  
(우루벨라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2, 전재성님역) 
  
  
여기 백살 먹은 노인이 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철부지 같다. 

육체적 나이는 백살이지만 정신적 연령은 매우 낮음을 말한다. 이런 

정신적 연령 수준은 말하는 수준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때 

맞춰 말하지 못하는 것’ 등 열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런 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장로’라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즘 식으로 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초년생일지라도” 
  
그런데 여기 나이는 어리지만 의젓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무어라 말씀 하셨을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비록 젊고 머리카락이 아주 검고 행복한 청춘을 부여 

받은 인생의초년생일지라도 때 맞춰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고, 계율에 맞는 말을 하고, 기억에 

남는 말을 하고, 알맞은 말을 하고, 이유가 분명한 말을 하고,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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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말을 하고, 내용이 있는 말을 한다면, 그를 두고 ‘슬기로운 

장로’라고 한다. 
  
(우루벨라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2, 전재성님역) 
  
  
경을 보면 모든 것이 대조 된다. 인생의 초년생, 즉 청년일지라도 때 

맞춰 말하는 등 열 가지로 말한다면 그가 바로 ‘슬기로운 장로’라 

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장로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요즘 말로 표현 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지금 육체적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가르침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숫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산전수전 다겪고 느지막한 나이에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데 있어서 나이는 문제가 되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늦은 나이에 가르침을 접한 사람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명칭을 붙여 줄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어른인 이유 
  
그러나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히 탐진치로 산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전히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긴장과 갈등이 끊임 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내 뜻대로 하려 하는 자는 내 뜻대로 하려 하다 안되면 화를 

낸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의 것, 나의 마음이라고 굳게 믿는 자는 

욕망과 성냄으로 살아 간다. 그리고 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만으로 살아 간다. 그래서 나 보다 우월감, 동등감, 열등감으로 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 때 과연 

그를 어른(장로)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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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나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설령 나이가 어려도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는 법구경인연담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경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한 

장로가 이곳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들은 보지 못했다고?”  
  
“세존이시여. 한 사미를 보았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는 사미가 아니라 장로이다.” 
  
“세존이시여,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장로라 부르지 않고 장로의 

자리에 앉았다고 장로라 부르지 않는다. 진리를 꿰뚫고 많은 사람에 

대하여 불살생을 확립하면, 그를 장로라 한다.” 
  
(법구경 Dhp260  인연담, 전재성님역) 
  
  
법구경 260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파격적이다. 20 세도 되지 

않은 사미에게 ‘장로’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장로라 부를 수 없음을 

말한다. 단지 불러 준다면 ‘어리석은 장로’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구경에서는 “머리가 희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다. 단지 나이기 

들었으나 헛되이 늙은이라고 불린다.(Dhp260)”라 하였다. 지혜가 없이 

나이만 든 사람에게 헛되게 나이만 먹은 늙은이라는 것이다.  
  
장로가 되는 네 가지 원리 
  
그렇다면 어른(장로)이 될 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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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장로가 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에 수행승이  
  
1) 계행을 갖추고, 의무계율을 실천하고, 의무계율을 통한 제어를 

수호하고, 행실과 행경을 원만히 하여,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 
  
2)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아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고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시키는  그 가르침을 자주 듣고, 기억하고, 언어로써 외우고, 

정신으로 성찰하고, 바른 지혜로 꿰뚫는다. 
  
3) 그는 보다 높은 마음과 관계되고, 현세의 삶에 유익한 네 가지 

선정을 원하는대로 성취하고 힘들이지 않고 성취하고 어렵지 않게 

성취한다. 
  
4) 그는 번뇌를 부수고 번뇌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장로가 되는 네 가지 원리이다. 
  
(우루벨라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2, 전재성님역) 
  
  
장로가 되는 원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계행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를 얻고, 

선정을 성취하고, 바로 현세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은 다름 아닌 계-혜-정-해탈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장로라 하였다. 
  
“그를 나는 장로라고 하니” 
  
장로라고 하면 스승이자 동시에 어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가르침에 따르면 장로가 되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미도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미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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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릴 없이 나이만 먹은 늙은이가 있다.더구나 자아의식이 강하여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욕망과 탐욕으로 

한평생 살아 왔다. 이처럼 탐진치로 평생 살아온 늙은이를 어른 이라 볼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는 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세존] 
“들뜬 마음으로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집중되지 못하고 
장로의 지위에서 멀어지고 
악한 견해를 갖는 자는 
존경을 받지 못하네. 
  
계행을 갖추고 학식이 있고 
총명하고 자제하고 
가르침에 밝아 
지혜로써 의미를 통찰하고 
일체의 원리에 통달하여 
황무지가 없고 슬기러워 
  
태어남과 죽음을 버리고 
청정한 삶을 완성한 님. 
번뇌가 존재하지 않는 님. 
그를 나는 장로라고 하니 
바로 번뇌를 부순 
수행승이 장로이네.” 
  
(A4.22, 전재성님역) 
  
  
  
2014-07-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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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든 집착을 지혜의 불로 태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흔히 ‘순리대로 산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순리란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를 뜻한다. 따라서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긍정의 

뜻이다. 그런데 흐름대로 산다라는 말도 있다. 이때 흐름은 마치 물이 

흘러 가는 것처럼 유연한 것을 말한다. 마치 교통흐름이 좋다고 하듯이 

한방향으로 별탈 없이 잘 흘러 가는 것을 말한다.  
  
세상사람들은 순리대로 산다기 보다 대부분 ‘흐름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 역시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누군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고액의 영어과외를 시키면 따라 

한다든지, 땅투기를 하면 따라서 함께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결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전입을 하는 등 수법이 비슷하다. 이런 것 역시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흐름을 

거슬로 올라 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흐름을 따라 내려 가는 사람에게 

“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지으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A4.5)”라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A4.5)”라고 말씀 

하셨다. 청정한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사는 자이고, 

탐진치로 사는 자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법구경 31 번 게송은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하였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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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mādarato bhikkhu,  압빠마다라또 빅쿠 
pamāde bhayadassivā,   빠마데 바야닷시 와 

Saṃyojanaṃ aṇuṃ-thūlaṃ   상요자낭 아눙 툴랑 ḍahaṃ aggī va gacchati.  다항 악기와 갓차띠 
  
(Dhp31)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 
  
(Dhp31, 전재성님역) 
  
  
いそしむことを楽しみ 
放逸に恐れをいだく修行僧は、 
微細なものでも粗大なものでも全て心のわずらいを、 
焼きつくしながら歩む 燃える火のように。 

 
 
(Dhp31, 中村元역)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Dhp31, 법정스님역) 
  
  
比丘謹愼樂 비구근신락 
放逸多憂愆 방일다우건 
結使所纏裏 결사소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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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火燒已盡 위화소이진 
  
(Dhp31, 한역) 
  
  
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빅쿠는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향상 발전한다, 
마치 불길이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태워 버리듯이. 
  
(Dhp31, 거해스님역) 
  
  
The monk delighting in heedfulness, 
seeing danger in heedlessness, 
advances like a fire, 
burning fetters 
 great & small. 
  
(Dhp31, Thanissaro Bhikkhu 역) 
  
  
  
  
이 게송에서 말하고자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번째 구절의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pamāde bhayadassivā)”일 것이다. 여기서 왜 

두려움을 본다고 하였을까? 주석에 따르면 “방일하고 알아차림이 없어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등의 두려움을 본다”라고 되어 있다. 게으르고 

흐리멍덩하게 살면 그 결과는 지옥행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일한 

것은 지옥 등과 같은 악처에 태어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방일하면 악처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지만 방일하지 않음은 결박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대하여 작거나 거친 결박을 태워 없앤다고 

하였다. 여기서 결박은 무엇을 말할까? 
  
윤회의 고통에 묶고 윤회에 가라앉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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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은 빠알리어 Saṃyojana 의 번역어이다. 상요자나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心のわずらい’라 하여 ‘마음의 번뇌’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법정스님은 ‘속박’으로, 거해스님은 ‘수행의 장애’로, 

타닛사로 빅쿠는 fetters 라 하여 ‘족쇄’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초불연번역서를 보면 ‘족쇄’로 되어 있다. 
  
상요자나에 대하여 결박, 속박, 장애, 족쇄 등 다양한 번역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요자나에 대한 PTS P-E dictionary 에 따르면 ‘bond, 

fetter’로 되어 있다. 특히 사람을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 두는 것에 

대하여 족쇄(fetter)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쇠스랑으로 되어 

있어서 발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의 의미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10 가지 결박이 있는데 
  
존재로 하여금 윤회의 고통에 묶고 윤회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족쇄(결박)이다. 이런 결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10 가지로 보고 있다. 이를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체가 있다는 견해(sakkāyadiṭṭhi) 
2) 회의적 의심(vicikicchā) 
3)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sīlabbataparāmāso) 
4)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kāmacchando) 
5) 분노(vyāpādo) 
6)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rūparāgo) 
7)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arūparāgo) 
8) 자만(māno) 
9) 흥분(uddhaccaṁ) 
10) 무명(avijjā) 
  
  
이 열 가지 결박은 네 쌍으로 된 여덟이 되는 무리와 관계된다.  
  
표로 만들어 보면 
  
10 가지 결박에 대하여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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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윤회 하게 하는 10 가지 결박 
구  분 흐름에 

드는 

길을 

가는 님 
sotāpann

a 

한번 

돌아 

오는 님 
sakadāgā

mi 

돌아 

오지 

않는 님 
anāgāmi 

거룩한 

님 
arahatta 

10 가지결박 

  
  
  
  
  
  
10 
가

지 
  
결 
박 
  

1. 개체가 있다는 

견해 
(sakkāyadiṭṭhi) 

풀림 
  

풀림 
  

풀림 
  

풀림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결박 
2. 회의적 의심 
(vicikicchā) 

풀림 
  

풀림 
  

풀림 
  

풀림 
  

3.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 
(sīlabbataparāmāso

) 

풀림 
  

풀림 
  

풀림 
  

풀림 
  

4.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kāmacchando)  

풀리지 
않음 

옅어짐 풀림 
  

풀림 
  

5. 분노 
(vyāpādo) 

풀리지 
않음 

옅어짐 풀림 
  

풀림 
  

6.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탐욕 
(rūparāgo)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림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결박 
7. 비물질계에 대한 

탐욕 
(arūparāgo)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림 
  

8. 자만 
(māno)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림 
  

9. 흥분 
(uddhaccaṁ)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림 
  

10. 무명 
(avijjā)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리지 

않음 
풀림 
  

탐진치(번뇌) 소멸안됨 소멸과정 소멸   
삼분도 견도 

(見道) 
수도 
(修道) 

무학도 
(無學道) 

  

수행의 

시작 
수행의 과정 수행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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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이(수다원)’는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 의심,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이 풀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다원의 경우 본격적인 수행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탐진치를 

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사다함과 아나함이다. 아라한의 경우 열 

가지 결박이 모두 풀려 수행이 완성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아라한 선언을 하게 된다. 

자신에게 얼마나 번뇌가 남아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청정한지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이다.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것이 열 가지 상요자나이다. 상요자나를 족쇄로 

본다면 칼로 끊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요자나는 기본적으로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워 없애 버려야 한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 (ḍahaṃ aggī va gacchati)”라 

하였다. 탐욕이라는 마음의 불, 성냄이라는 마음의 불,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은 태워 없애는 것이라 하였다.  
  
태운다는 것은 연료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불은 

연료가 본질이므로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그 연료를 태워 없앤다. 

그래서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DhpA.I.282)”라고 

설명되어 있다.  
  
자가발전 되는 탐욕의 연료, 분노의 연료, 어리석음의 연료 
  
불은 연료가 공급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 만일 연료가 

바닥 나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불이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탐진치는 

존재의 연료와 같다.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탐욕의 연료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분노하면 분노 할수역시 분노의 연료는 증가한다.  
  
이렇게 탐욕과 분노의 연료가 가득 쌓여 있으면 잘 탈 것이다. 일생동안 

탐욕으로 성냄으로 산 사람들은 그 연료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런 

연료가 있기 때문에 불은 계속 타올라 세세생생 윤회한다. 
  
윤회를 종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가발전 되는 탐욕의 연료, 분노의 연료, 어리석음의 

연료가 바닥 났을 때 불은 꺼져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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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불로 묘사된 열반 
  
그래서 초기경전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꺼진 불로 묘사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stn235)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분의 마음은 참으로 해탈되었네.”(S6:15) 
  
  
이처럼 초기경전에서는 열반은 꺼진 불로 묘사 되고 있다.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집착을 지혜의 불로 태워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린다. 산불이 나면 나무이건 집이건 남김 없이 

집어 삼킨다. 그리고 주변에는 잿더미만 남는다. 인연담에 따르면 

산불난 광경을 본 수행승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불이 퍼져 나가면서 모든 크고 작은 땔감을 태워 없애듯, 고귀한 길에 

대한 지혜의 불로 크고 작은 모든 장애를 태워 없애며 명상수행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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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이런 광경을 본 부처님은 수행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행승이여, 그렇다. 불이 크고 작은 모든 땔감을 태워버리듯, 이러한 

뭇삶의 안에 일어나는 미세하거나 거친 모든 집착을 지혜의 불로 태워서 

다시 생겨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산불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리듯이, 부처님은 지혜의 불로 번뇌의 

불을 태울 것을 말씀 하셨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Dhp31) 
  
  
  
2014-07-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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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불교를 만들었다 
  
  
  
불교를 어떻게 접할까? 
  
불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접할까? 아마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할 것이다. 

돈이 들지 않고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 본다. 인터넷은 거의 생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 들 수 있어서 굳이 법문을 들으러 

심산유곡에 사는 스님을 찾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굳이 값이 

비싼 책을 사지 않고 단지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답을 찾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 주는 불교사이트는 수 도 없이 많다. 가장 

흔한 카페나 블로그가 있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전문사이트도 

있다. 그 중에 불자들이 믿고 찾는 곳이 아마 ‘불교신문사이트’일 

것이다. 이름하여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미디어붓다, 

불교포커스, 불교닷컴 등일 것이다. 나열하다 보니 보수에서 진보순으로 

되어 있다.  
  
팩트(fact)위주의 보도를 하지만 
  
각 신문사이트에서는 사실위주의 보도를 한다. 이처럼 사실위주의 

보도는 신문고유의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팩트(fact)’ 위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나열된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문에는 

팩트위주의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컬럼이나 기고문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컬럼이나 기고문은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 신문에서 진보적 컬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신문이든지 고정컬럼이 있고 또한 

비정기적으로 외부기고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컬럼이나 기고문을 

보면 명망가들이 쓴 글이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스님이나 교수의 

글이다. 
  
스님들이나 교수들은 불교계의 리더이다.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피니언리더’라도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칼럼이나 

기고문을 보면 종종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내용도 보인다. 이는 

불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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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에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 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병균교수의 ‘수도(修道) 경제학: 경제 보살화’ 
  
최근 불교닷컴에서 포항공대 강병균교수의 ‘수도(修道) 경제학: 경제 

보살화’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과학을 전공한 학자의 글 답게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불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보인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핀트가 어긋났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고통을 극복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기는, ‘죽으려고 태어난다’는 말이나 비슷하다. 이게 

본분사(本分事)란 말인가? 
  
(수도(修道) 경제학: 경제 보살화, 강병균교수, 불교닷컴 2014-07-07) 
  
  
불교에 사성제가 있다.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 되듯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모두 사성제에 포섭된다 . 이는 초기경에서 “벗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 벗들이여,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M28)”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8 만 4 천 법문이 사실상 사성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성제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고 불교의 근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강병균교수는 “우리가 죽으려고 태어났다는 말인가?”라 

하였다.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임에도 “이게 본분사(本分事)란 말인가?”라 

하며 의문 한다. 
  
“뭔가 모순스러운 냄새가 짙게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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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병균 교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어지는 글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고통(번뇌)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라면, 그리고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순간 

(혹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우리가 사라진다면(무여열반에 들어 윤회를 

멈춤), 마치 ‘삶의 목적이 사라짐’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즉, 

‘존재의 목적이 소멸’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뭔가 모순스러운 냄새가 

짙게 풍긴다. 
  
(수도(修道) 경제학: 경제 보살화, 강병균교수, 불교닷컴 2014-07-07) 
  
  
글에서 강병균교수는 “뭔가 모순스러운 냄새가 짙게 풍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순이라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가르침이 결국 존재의 

소멸에 대한 것이라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말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오자(돌아오자)는 대승불교철학은 다시 돌아오지 말자는 

‘불환불래(不還不來)철학인 옛 철학’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 지구촌에 행복한 이들(대승보살)의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지구의 행복농도는 짙어갈 것이 분명하다.  
  
(수도(修道) 경제학: 경제 보살화, 강병균교수, 불교닷컴 2014-07-07) 
  
  
이 말은 이어지는 글에서 보살사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성 

글이라 볼수 있다. 그렇다면 강병균교수는 왜 이렇게 근본가르침을 폄하 

하는 것일까? 그것은 글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고통 보다 행복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마치 부처님이 괴로움만 말하는 염세주의자로 묘사 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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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이다. 이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다는 말에 불안감을 갖는 것 

같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거듭 태어남이 대승철학이라 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승불교가 초기불교 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승불교철학은 다시 돌아오지 말자는 

‘불환불래(不還不來)철학인 옛 철학’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불완전한 것이고 덜 완성된 것? 
  
강병균교수는 대승보살사상을 말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사성제와 열반을 

간단히 부정해 버렸다. 그래서 괴로움 보다는 행복을, 소멸하여 

없어지는 열반보다는 거듭태어나는 보살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대승보살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대승불교가 초기불교 보다 더 진보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설한 진리는 불완전한 

것이고 덜 완성된 것이라는 뜻이다.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 
  
오늘날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동남아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폄하하는 것이다. 이는 선사들의 법문을 

들으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승을 뜻하는 ‘히나야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 한다. 테라와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왜 그들은 소승이라 할까? 그것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등 시대구분을 잘 몰라서라고 이고, 또 

하나는 ‘테라와다’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폄하하는 듯한 

소승불교(hinayana)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선승들이 서슴없이 사용한다. 이런 배경에는 선종이 

‘최상승’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일 것이다. 마치 대승이 스스로 

마하여나라 하여 차별화 하였듯이, 선종 역시 스스로 최상승이라 하여 

차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소승이라 하여 근기가 낮은 자들이나 따르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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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불교라 하는데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하여 ‘원시불교’라 한다. 이는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원시’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불교가 진화해 

왔다고 믿는 것이다. 강병균교수의 대승진보론 역시 선종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불교도 진화할까? 
  
불교도 시대에 따라 발전 되는 것일까? 마치 동식물이 진화 하듯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불교도 진화 하는 것일까? 선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는 부단히 진화해 왔다. 마치 인류가 진화해 오듯이 불교역시 

부처님 못지 않게 뛰어난 깨달은 자들이 나타나 오늘날 보는 것 처럼 

불교의 진화를 이끌어 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나중에 나타난 선종이 가장 진화된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선사들은 

법문할 때 최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부처님도 몰랐던 것 
  
불교진화론을 말하는 자들은 사실상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 자체도 의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것이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예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古佛未生前 고불미생전 
凝然一相圓 응연일상원 
釋迦猶未會 석가유미회 
迦葉豈能傳 가섭기능전 
  
옛 부처 나기 전에 

홀로밝은 동그라미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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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귀감) 
  

  
  

 
  

zen-buddhism 
  

  
서산대사가 지은 선가귀감에 있는 게송이다. 게송에 따르면 부처님도 

몰랐던 것이 있다. 그것은 ‘홀로 밝은 동그라미(凝然一相圓)’라 한다. 

여기서 홀로 밝다는 것은 ‘자재함’을 말한다. 동그라미는 ‘존재의 

근원’을 말한다. 스스로 홀로 자재하는 ‘궁극적 실재’가 있다는 

말이다.  
  
원불교에서 동그라미 의미는?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말이나 문자로 표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해차원에서 ‘동그라미(一相圓)’라 한 것이다.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불교에서 법신불에 대하여 동그라미로 표현한 것도 하나의 

상징을 형상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꼬?” 
  
게송에서는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釋迦猶未會 迦葉豈能傳)”라 하였다. 부처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전법제자인 가섭도 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부처님은 아직 덜 깨달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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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에 말하는 ‘홀로밝은 동그라미’는 ‘소소영영’이라 말로도 표현 

된다. 그래서 선사들의 법문을 보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從本) 이래로 저 무량겁 이전부터서 일찍이 생겨난 때가 없고 

소소영영(昭昭靈靈)해서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텨. 

항상 일상생활 속에 동작하는 가운데...”라고 말한다. 홀로밝은 

동그라미가 이번에는 ‘한물건’이라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사들이 화두에 대하여 “아~알 쑤 없는 의심으로 ‘이뭐꼬’.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꼬. 그렇게도 하고, 지금 ‘이뭐꼬’ 

하고 있는 이놈이 뭐꼬 이렇게도 하고”라고 알 수 없는 의심을 하라고 

한다. 그래야 소소영영한 한물건, 또는 일원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혜민스님의 블로그에서 
  
홀로밝은 동그라미, 일원상, 한 물건 등 여러 이름이 있다.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말과 문자로 표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편리하게 갖다 붙이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놈’이라고 표현 하는 것을 보았다. 혜민스님의 블로그에 있는데 길지만 

다음과 같다.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뭐냐고 묻는 그 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알아채는 그 주인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씨를 보는 그 놈을 역으로 반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 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뒤는 무형상이라서 컴퓨터 모니터보듯 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232 

 

  
생각이 떨어져 나가 마음이 고요하고 비여있지만 
한 생각이 뽀록하고 올라오면  
그 생각이 일어 났다는 것을 그 놈이 바로 알아채요. 
  
  
그럼 조금전까지만 해도 텅텅비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까요? 
텅텅비어 고요했는데 그 텅텅비어 고요한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거 
그리고 지성知性이 있어서 빛보다 빠르게 안다는 거 
텅텅비어 아주 고요한 상태로 살아있는 그것이 내 본성입니다. 
그것이 알아챔, 앎 자체입니다. 
  
내면의 빛을 본다던가 
천상의 소리를 듣는다던가 
천상에 있는 듯한 말할수 없는 지복감이나 
부처님, 예수님을 명상이나 기도중에 만난다던가 
화두가 깨지고 밑둥이 확 빠진듯한 느낌이나 
내 몸이 온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투명하게 변한 상태 
내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경험이 아니고 
  
  
오직  
오직 
오직 앎만이 해탈을 시켜 줍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해탈할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앏입니다. 
그런데 이 앎은 앎 스스로를 확인할때 그렇다는 것을 앎니다. 
즉 이 앎은 희한하게도 앎 스스로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앎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는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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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앎자체가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 온세상에 앎만 홀로있다는 것을 

압니다. 
태초부터 그 앎이 혼자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앎이 묘妙를 부려서  
둘로 셋으로 나온후 원래 하나라는 것을 잊어 버린것입니다. 
왜냐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앎은 
개념적 앎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앎이 아닙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나간후에  
그 마음 바탕을 확인한 앎입니다.  
즉 텅텅 빈 본성이 듣고 말하고 쓰고 다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텅 빈채로 있는 그 본성은 듣고 말하고 쓰는 것에  
한번도 물든 적이 없습니다. 
즉 아주 고요히 텅빈채로 있는 그것이 즉 앎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 (마음의식) 공간=앎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앎을 통해서  
눈을 떠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앎에서 공간적으로 펼쳐진 세상입니다. 
즉 앎 자체가 공간화 되어 3 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앎과 공간안의 대상들이 둘이 아닙니다. 
이래서 일체유심一切唯心 마음뿐 입니다. 
  
  
하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앎자체가  
눈을 떠 세상을 보면  
비여있다는 앎이 물질에 스며들어 보입니다. 
즉 물질, 사람, 소리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비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앎이 물체를 투과하면서 자성自性 없이 비여서 있음을 스스로 앎니다. 
  



234 

 

  
그 앎안에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영원한 현재입니다. 
공간도 없고 앎 자체입니다. 
앎에서 펼쳐 놓으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이 앎은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텅텅빈채로  아주 아주 고요한 그 놈이 알고 보고 말하고 다 합니다. 
또 스스로를 확인하여 알수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하나(뿐인) 님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觀 놈 스스로가 自 있는 그 자리 在,  관자재 보살이 이것이라는 

것을 
둘이 아닌 불이문 不二門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앎이라는 사실을 
비어서 고요한데 영묘하게 아는 공적영지 空寂靈知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눈앞에 홀로 밝은 이놈!  
이 앎만 또렸합니다! 
  
  
이 앎은 도착하려는 피안에서  
한발자국도 떠난적이 없었음을  
아는 부처의 앎입니다! 
  
  
그런데 그 앎안에는 부처도 사실 없습니다. 
오직 앎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알수 없습니다. 
  
(혜민스님, 깨달음이란 
  
  
이 글은 ‘‘그놈’이나 ‘그분’이나,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2011-12-1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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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의 글을 보면 말미에 “그래서 부처도 알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마치 선가귀감 게송에서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문구가 연상된다. 부처님도 알지 못하고 부처님도 

깨닫지도 못한 ‘그 놈’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 ‘그 놈’은 어떤 

놈일까? 
  
‘그 놈’은 어떤 놈 이길레 
  
혜민스님은 ‘그 놈’의 정체에 대하여 긴 시의 형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경험한 것을 말이나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자로 설명해 놓았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말이나 문자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가귀감 게송에서도 혜민스님의 글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덜 깨달은 

자로 되었다. 부처님도 알 수 없는 홀로밝은 동그라미, 소소영영한 한 

물건, 그 놈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 부초님의 

근본가르침에 대하여 소승이라고 무시하는 것일까?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일뿐입니다” 
  
그런데 무시의 절정에 대한 글을 보았다. 언젠가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 

주신 산중승님의 글이다. 출가하여 산중에서 선을 닦고 히말라야에 까지 

가서 수행하였다는 산중승님은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자꾸만 [초기불교]를 들먹이시는데, 과연 [초기불교]라는게 있었습니까? 

혹시 [원시불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지요. 그냥, 샤카무니'의 

설법시대'였을 뿐이죠.  

샤카모니 열반하신 후에 10 대불제자를 중심으로, [불교적 교리]가 

체계화되고,  

[불경]이 집대성 된후에 비로소 컬리큘럼이 만들어지면서 [佛敎]라는 

宗敎가 성립되어진 것이지요.  

그때로 부터 수천년을 지나오면서 [불교]는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즉, 사카무니'께서 확연하게 다 말씀 못하고 가신, 우주의 진리 

아눝따라 삼먁삼보리'에 대한 이해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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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많은 히말라야 수행승들과 [대승불교의 중국 불교계]에서 수많은 

고승들이 '깨달아 얻은 진리들로서,  

불교교리는 엄청나게 진화되어온 것입니다. 감히 초기(원시)불교'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불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여여하게 있는 우주의 진리]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無常한 것이고 一體唯心造'인 것입니다.  

끝없이 진화하는 교리체계'가 대승적인 현대불교입니다. 아무런 

교리체계도 없던 시절의 초기불교'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닌,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일뿐입니다.  

 
 
(산중승님) 
  
  
글을 주신 산중승님에 따르면 “끝없이 진화하는 교리체계'가 대승적인 

현대불교입니다”라 하였다. 이는 모두에 강병균교수가 “절대로 

사라지지 말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오자(돌아오자)는 대승불교철학은 

다시 돌아오지 말자는 ‘불환불래(不還不來)철학인 옛 철학’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미성숙한 것, 미완성,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선종은 조사불교 
  
산중승님은 산중에소 수십년 수행한 수행자로 보인다. 그런데 

산중승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아무런 교리체계도 없던 시절의 

초기불교'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닌, 샤카무니의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견해 일뿐입니다.”라고 내쳤다. 아마 이런 견해가 대부분 

선승들의 견해와 동일할 것이라 본다.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 보면 한결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소승’이라 하고 오로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만 

받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선종은 불교가 아니라 

‘조교(祖敎)’라 하였다. ‘조사불교’라는 뜻이다. 
  
어느 기독네티즌에 따르면 
  
혜민스님은 문자로서 쓸 수 있는 한 소소영영한 ‘그 놈’에 대하여 

상세하게 표현 하였다. 이에 감명을 받았던지 어느 네티즌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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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겼다. 올린 내용을 보면 “여기 수행법으로 가면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는듯해요.”라 하였다. 기독네트즌이 올린 글이다. 혜민스님이 

세상에 잘 알려진 유명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독네티즌은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 내용의 글에 대하여 

“요한복음 1 장을 읽는 기분인데요ㅎ”라 하였다. 혜민스님의 ‘그 

놈’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신에 공명 내지는 감응”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혜민스님이 ‘앎’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하여 “그 앎을 인격화시킨 것이 기독교라는...^^”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혜민스님이 말한 ‘그 놈’은 기독교의 ‘그 분’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 장은 어떤 내용일까? 
  
기독네티즌은 혜민스님의 글을 읽고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기분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 장은 어떤 내용일까? 검색하여 보았다. 

길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요한복음 1 장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심  
  
1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4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엣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6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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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8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9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10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11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13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15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16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7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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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 장) 
  
  
요한복음 1 장을 죽 읽어 보면 기독네티즌이 말한 대로 혜민스님의 

깨달음이란 글과 유사하다. 명칭도 ‘그 놈’에서 ‘그 분’으로 바뀐 

듯이 보인다.  
  
 요한복음 15 번 항과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煎 本來面目) 
  
요한복음 15 번 항에서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딘가 매우 익숙하다. 그것은 

화두 중의 하나인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煎 本來面目)’을 떠 

올리기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 종정으로 있는 진제스님이 늘 하던 

말이다. 이는 “부모 몸에 들기 전에 어느 것이 참나인가?”라는 

뜻이다. 여기서 본래면목이라는 말은 참나, 홀로밝은 동그라미, 

소소영영한 한 물건, 그 놈 등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미생전본래면목’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립박수를 보낸 이유는? 
  
몇 해전 진제스님이 종정이 되기 이전에 뉴욕에서 종교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진제스님 그것도 

사찰이 아닌 교회에서 한국 대표 선지식이 대규모 법회를 연 것이다.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던진 화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What is my true self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스님의 법문에 타종교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님이 뉴욕 시민들을 향해 던진 화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What is my true self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다. 40 여 분의 법문이 끝나갈 무렵 스님이 말했다. "산봉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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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진제스님이 대중에게 영어로 "What is your true 

self?(당신의 참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던지자 박수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메웠다.[10] 
  
(진제선사, 위키백과) 
  
  
기독인들은 왜 기립박수하였을까? 진제스님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가?”라는 말에 왜 극찬 하였을까? 혹시 요한복음 

1 장에 쓰여 있는 .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보아서일까? 기독네티즌이 혜민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글을 읽고 “요한복음 1 장을 읽는 기분인데요ㅎ” 라 하였는데 미국의 

기독인들도 바로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느님이 법신불(진리)이라고? 
  
진제스님과 신학자인 폴 니터와 대화하였다. 이는 KBS 에서 방영된 바 

있고 불교 TV 사이트에도 올려져 있다. 그런데 폴 니터는 

종교다원주의자라는 사실이다. 가톨릭뉴스에 따르면 폴 니터가 

동화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싣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폴 니터(Paul F. Knitter, 71) 는 미국 유니언 

신학교교수이다. 그는 사제 출신이지만 스스로 ‘불자-

그리스도인’(Buddhist Christian)’라 하였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놀라운 내용이 소개 되어 있다. 
  
  
이정배 교수는 다석 유영모의 사상을 소개하며, "유영모에게 견성성불과 

고행은 하느님-예수-성령과 아무런 무리 없이 교차되는 개념으로 

쓰였다. 우리는 예수라는 구속자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데, 유영모는 예수의 그리스도됨은 제 뜻 버려 하느님 따라가는 

데 있다고 했다"며 하느님 안에서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역시 "하느님이 법신불(진리)이라면, 예수는 

구원을 발원하신 분이므로 화신불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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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신학자 폴 니터, 불교와 대화하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1-01-06)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다. 감신대 이정배교수가 유영모의 말을 빌어 견성성불이 

기독교에서도 교차 되는 개념이라 한 것은 그렇다쳐도, 한국불교에서 대표적 

학승으로 알려져 있는 미산스님이 하느님이 법신불이라고 말한 것은 놀라움 그 

자체이다. 
  
산은 하나인데 다만 올라 가는 길이 
  
진제스님이 신학자 폴 니터와 대담을 다룬 책은 발간되어 있다. 이렇게 진제스님이 

외국 교회에서 주장자를 높이 들고 부모미생전본래면목을 강조 하였을 때 기독인들은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종교다원주의 관점에서 모두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자이자 신학자인 길희성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저는 다른 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하나고, 한분 하느님을 믿고, 궁극적 실재는 하나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였다. 산은 하나인데 다만 올라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 한다. 그래서 

길희성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셋째, 위대한 종교 전통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은 공통적으로 궁극적 실재를 여럿이 아니라 ‘하나’로 

여긴다. 형이상학적 일원론(metaphysical monism)이든 유일신 

신앙(monotheism)이든 이들 종교전통들은 모두 잡다한 현상세계의 

배후나 근저, 혹은 그 너머로 ‘하나’의 통일적이고 궁극적인 실재를 

상정하고 있다.  
  
비록 이 실재가 다양한 이름(道, 梵 Brahman, 太極, 하느님, 空 혹은 

法身)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 동일한 실재를 달리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그 반대의 가설, 즉 각기 다른 실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가설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불교의 공사상이 형이상학적 일원론의 

범주에 속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공이 일단 일체의 차별성과 

분별을 넘어선 실재를 지칭하는 개념임은 확실하다.  
  
궁극적 실재가 하나이고 하느님도 한 분이고 인류도 하나라면, 인류가 

추구하는 구원/해방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일 것이라는 가설은 거의 

자명한 일처럼 보인다. 비록 등산 중에 바라보는 산정의 모습들이 



242 

 

아직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해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실재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해, 길희성교수, 휴심정 2012-05-04) 
  
  
길희성교수에 따르면 각 종교에서 부르는 명칭은 사실 궁극적 실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도(道), 브라흐마(梵 Brahman), 

태극(太極), 하느님, 공(空) 혹은 법신(法身) 도 같은 범주라 하였다. 

신학자인 오강남교수는 불교평론에서 하느님과 참나는 같은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불성, 본래불, 본래면목 등 도 역시 궁극적 실재의 

범주에 들어 갈 것이다.  
  
종교도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까? 
  
석가도 몰랐다는 ‘홀로밝은 동그라미(凝然一相圓)’, 선사들이 늘 

화두참구 할 때 하는 말인 ‘이 몸띵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한 

물건’, 그리고 혜민 스님이 말하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그 놈’ 

이라는 말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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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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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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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개념들이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궁극적 실재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개념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종교는 같은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종교도 하나로 통합 될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진제스님이 말한 부모미생전본래면목이라는 화두에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과 일치 한다면 사실상 하나를 놓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열반은 궁극적 실재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을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궁극적 실재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열반이다. 만일 열반에 대하여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아트만, 무(無), 일자(一者), 절대자, 무한자, 절대 

정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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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설계자, 창조주, 참나, 본래불, 비로자나’ 등과 같은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부처님은 브라만교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 된 것이 불교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브라만과 아뜨만을 부정한다. 이는 궁극적 실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열반은 궁극적 실재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차별화 된다. 아마 대승과 기독교와 통합은 될 

수 있어도 테라와다와는 절대 통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희성 

교수가 말한 궁극적 실재 리스트에 열반이 빠져 있는 것이다.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 
  
불교는 궁극적 실재를 비판하고 성립 되었다. 이는 초기경전에 그대로 

나타난다. 초기경전에 ‘바까브라흐마’가 있는데 해제에 따르면 

‘망상가형 하느님’으로 설명되어 있다. 왜 망상가인가?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경(M49)’에 따르면 부처님은 하느님 바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때에 하느님 바까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다.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홀로 완전하고 이것은 불멸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윤회하지 않으니 따라서 다른 더 이상의 

해탈은 없다.’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경(M49), 전재성님역) 
  
  
바까하느님(브라흐마)는 자기자신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영원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뭇삶들과 마찬가지로 ‘윤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바까에 대하여 대한 설명이 있다. 마라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는데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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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느님은, 위대한 하느님이며, 승리자이며, 패배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전능자이며, 지배자이며, 만드는 자이며, 

창조자이며, 가장 훌륭한 자이며, 주재자이며, 주권자이며, 과거와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경(M49), 전재성님역) 
  
  
이 구절을 보면 유일신교의 신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인도에서 창조자라 불리우는 브라흐마에 대하여 묘사된 수식어가 

오늘날 유일신교에서 창조주에 대한 설명과 거의 똑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그리스도, 

브라흐마, 비로자나, 참나 등을 같은 반열에 올려 놓았는지 모른다.  
  
조사스님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이다. 바로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불교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 

실재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대승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과 다르다. 그래서  
러시아 출신의 저명한 불교학자 체르바츠키 (Stcherbatsky) 박사는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마하야나는 불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 볼 수 있다. 이는 

강병균칼럼에서도 알 수있다. 강병균 교수글에 따르면  “고통을 

극복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기는, 

‘죽으려고 태어난다’는 말이나 비슷하다. 이게 본분사(本分事)란 

말인가?”라며 부처님의 사성제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또한 “‘존재의 

목적이 소멸’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뭔가 모순스러운 냄새가 짙게 

풍긴다.”라 하여 열반에 대하여 소멸 개념으로 보았다. 이 뿐만 

아니다. 강병균교수는 “대승불교철학은 다시 돌아오지 말자는 

‘불환불래(不還不來)철학인 옛 철학’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하여 부처님이 가르침이 불완전하고 미완성 된 것으로 간주 

하였다. 이런 비판이 바로 마하야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겨난 선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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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야나와 조사불교에 추구하는 존재의 근원은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실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았을 때 러시아 불교학자 

체르바츠키가 말한대로 “마하야나(대승)주의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라고 말한 것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선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패러디 하여 말할 수 

있다.“조사스님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라고.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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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느님도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작년 이맘 때 쯤 
  
작년 이맘 때 쯤이다. 평소 지나가는 길목에 ‘오동나무’가 보였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다. 넓은 잎사귀를 특징으로 하는 오동나무가 

도저히 자라지 못할 환경에서 마치 불쑥 솟아 나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것처럼 보였다. 
  

  

 
  

2013 년 7 월 27 일 촬영 
  

  
  
오동나무가 기세 좋게 자라고 있는 곳은 땅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콘크리트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물 모서리에 

기적처럼 오동나무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누군가 일부로 심어 놓은 

것 같지는 않다. 밑둥을 보니 저절로 솟아 나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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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지난 후에 보니 
  
일년이 지났다. 금일 다시 그곳을 지나다 깜짝 놀랐다. 작년 이맘 때쯤 

기세 좋게 올라 가던 오동나무가 이번에는 사람키를 넘어 훌쩍 자라 

버린 것이다. 불과 일년만에 몰라보게 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서 

‘괄목상대(刮目相對)’하다고 할까?  
  
괄목상대라는 말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향상된 것을 이르는 말”을 뜻하지만 훌쩍 

자란 오동나무를 보니 눈을 비비고 볼 정도이다. 더구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일년전에 고개를 삐죽내민 모습하고는 다르다. 이제 완전히 땅에 

뿌리박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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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7 월 14 일 촬영 
  

  
온통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삭막하기만 곳에서 기세 좋게 뻗어 나가는 

오동나무를 보았을 때 일종의 청량감을 느낀다. 이렇게 악조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뿌리내리며 살아 갈 수 있을까? 다시 밑둥 부분을 보았다. 
  
  

  

 
  

  



249 

 

밑둥을 보니 매우 굵어졌다. 일년전과 비교할 때 그 굵기가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 그런데 주변을 자세히 보니 아스팔트가 일어나 

있다. 나무가 자라면서 아스팔트를 부순 것이다. 아스팔트를 부수고 

생명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아스팔트를 부수고 생명이 우뚝 
  
오동나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뚝 서 있다. 누군가 심지 

않았음에도 어떤 연유로 하여 싹이 텃는지 알 수 없지만 일년만에 다시 

보는 오동나무는 마치 왕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오동나무에서 활력을 본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흐름은 다름 아닌 

‘엔트로피’를 말한다.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닫혀진 계 내에서 에너지의 총화는 일정하다. 그런데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한다는 것이다. 마치 비이커에 잉크 방울을 

떨어 뜨리면 얼마 가지 않아 잉크가 확산되어 더 이상 잉크로서의 

모습을 잃어 버리듯이 자연현상은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 본질이다. 바로 이것이 엔트로피법칙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너지듯이 내버려 두면 

헐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 불량학생으로 되는 것도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 되고, 관리가 되지 않은 기업은 도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역시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질서에 무질서로 

이동하는 것이 속성이다.  
  
나무가 무성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은 치솟는다. 그러나 10 년, 

20 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파트는 낡아 간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심어 놓았던 작은 나무는 정반대이다. 작은 

나무는 10 년, 20 년이 지남에 따라 우람한 거목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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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것은 무생물인 아파트 단지는 시간이 낡아지기 때문에 

질서에 무질서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다. 

반면에 주변의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무성해진다. 이는 질서가 유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것이 ‘네겐트로피’이다. 

이는 생명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질서가 유지 된다. 이는 마치 엔트로피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자라는 것 역시 전형적인 

네겐트로피이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관리가 잘 된 

회사가 번영하는 것 역시 네겐트로피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것이 네겐트로피이다.  
  
결국 엔트로피법칙의 지배하에 
  
대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엔트로피법칙과 역행한다. 무질서로 

향하는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엔트로피법칙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영원히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어느 것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결말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생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유지하지만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때 죽는 

다는 것은 엔트로피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엔트로피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기 때문에 늙어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질서가 유지 되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현상을 유지 시켜 

주는 네겐트로피는 한시적이다.  
  
지금 오동나무가 그 악조건 하에서 아무리 기세 좋게 뻗어나간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엔트로피법칙을 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엔트로피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악조건 하에서 기세좋게 뻗어 나가는 오동나무에서 강인한 생명을 본다. 

그런 오동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활력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런 

오동나무에서 무상을 본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무지막지한 

엔트로피법칙의 지배하에 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엔트로피법칙과 제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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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법칙은 불교의 제행무상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생겨난 이상 결국 소멸 되고 말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꼰단냐가 이해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고 착각한다. 대표적으로 

‘바까브라흐마(Baka-Brahma)’를 들 수 있다. 
  
망상가형 하느님 바까(Baka)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가 있었다. 고대인도에서 브라만교에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제의 대상으로 숭배 되고 있는 최고신이 있었다. 이를 

‘브라흐마(Brahma)’라 한다. 한문으로는 ‘범천’이라 하는데, 

전재성님은 ‘하느님’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초기경에 따르면 

바까라는 하느님이 있었다. 그는 망상가형 하느님이다. 왜 망상가일까?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의 경(M49)’이 있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바까하느님의 잘못된 견해에 지적하고 있다. 

바까하느님은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홀로 완전하고 이것은 불멸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윤회하지 않으니 따라서 다른 더 

이상의 해탈은 없다. (M49)”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까하느님은 ‘무상-고-무아’에 대하여 ‘상-락-아’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바까하느님의 처소로 방문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욱까타 촌의 

쑤바가 숲 커다란 쌀라 나무 아래서 사라져 그 하느님 나라에 나타났다. 

(M49)”라고 표현 되어 있다.  
  
하느님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일까? 
  
경에서는 바까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리말로 하느님이라 명칭을 

붙였으니 그에 걸 맞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에서 악마 빠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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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바까하느님에 대하여 간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하느님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일까?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o hi bhikkhu brahmā mahābrahmā abhibhū anabhibhūto aññadatthudaso 

vasavattī issaro kattā nimmātā seṭṭho sajjitā2 vasī pitā 
bhūtabhavyānaṃ. 
  
그 하느님은, 위대한 하느님이며, 승리자이며, 패배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전능자이며, 지배자이며, 만드는 자이며, 

창조자이며, 가장 훌륭한 자이며, 주재자이며, 주권자이며, 과거와 

미래의 아버지입니다. 
  
(Brahmanimantanikasutta- 하느님의 초대의 경, 맛지마니까야 M49, 

전재성님역) 
  
  
마라가 소개한 하느님의 소개를 보면 오늘날 유일신교의 창조주를 

연상하게 한다. 그런 창조주의 특징이 12 가지로 열거 되어 있다. 이런 

수식어는 브라흐마잘라경(D1)에서도 소개 되어 있다. 경에서는 “나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뭇삶들은 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D1)”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나 유일신이라 일컬어지는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창조주도 심심해 할까? 
  
그런데 브라흐마잘라경(D1)에 따르면 창조주는 심심하였나 보다. 무료와 

권태를 참지 못해서일까 경에서는 “다른 뭇삶이라도  이곳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바램이어서인지 “내 마음의 

서원 때문에 이 뭇삶들이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D1)”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창조주가 뭇삶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에서 “우리는 여기 먼저 태어난 자를 

보았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D1)”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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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지 않았으면서도 창주주 행세를 하는 
  
창조주가 뭇삶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단지 창조주라 불리우는 자가 

먼저 이세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세상에 오게 된 

자들은 먼저 온 자가 자신들을 창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에서 “나중에 태어난 한 뭇삶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이 

존귀한 자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우리는 이 존귀한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여기 먼저 태어난 

자를 보았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D1)”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디가브라흐마잘라경(D1)에서 묘사된 창조주는 부분적영원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어 있다. 자아와 세계가 부분적으로 영원하고 

부분적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삿된 견해가 부분적 영원주의이다. 그런데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의 경(M49)에서도 영원주의가 소개 되어 

있다. 이번에는 바까하느님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영원주의나 

부분적영원주의는 연기법적으로 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삿된 견해이다. 

더구나 창조하지 않았으면서도 창주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하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브라만교에서는 브라흐마에 대하여 창조주 등 12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아버지’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아버지(M49)’ 또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D1)’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브라흐마)는 결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라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또 스스로 영원한 자라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이 하느님의 전생에 대하여 알려 준다. 
  
바까하느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세 가지 

전생이야기를 들려 준다. 먼저 첫 번째 전생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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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 
하느님이여,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 곳에서 사라져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서 오래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잊혀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것을 

알고 또한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또한 봅니다. 하느님이여, 

이와 같이 곧바로 아는 것에 관한 한, 그대와 동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훌륭합니다. 
  
(Brahmanimantanikasutta- 하느님의 초대의 경, 맛지마니까야 M49, 

전재성님역) 
  
  
경에서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bhassarā)’라 하였다. 

이는 세상도표에 따르면 ‘색계 이선천’의 ‘광음천(光音天)’을 

말한다. 그런데 경에서 “그대는 그 곳에서 사라져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라 하였다. 여기에서 ‘이곳에 나타난 것’이라 하였는데 

이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과거전생을 잊어 버린 하느님 
  
각주에 따르면 바까하느님의 현재 위치는 ‘위대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mahā-brahma)’이다. 이는 한자어로 ‘대범천(大梵天)’을 말한다. 

대범천은 색계 초선천이므로 바까하느님은 ‘강등’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DN.1 에 따르면, ‘위대한 하느님(大梵天)’은 자신이 최상의 

창조신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가 파괴된 뒤에 다시 시작할 

때 위대한 공덕을 지닌 자가 먼저 새로 생겨난 하느님세계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이 그 하느님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이 ‘위대한 

하느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신이고 그들의 지배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M49 의 856 번 각주, 전재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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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석의 내용이다. 주석가들이 경의 문구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다. 주석에 따르면 하느님은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덕이 다하여 높은 천상인 광음천(색계 2선천)에서 

대범천(색계초선천)으로 강등 되어 떨어 졌음에도 조물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과거전생을 모두 다 잊어 

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고 동시에 세상 역시 

영원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처님에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느님도 윤회할 수 밖에 없는 존재 
  
부처님이 바까하느님에게 알려 준 것은 전생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바까하느님 역시 윤회 할 수 밖에 없는 뭇삶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바까브라흐마에게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되고 더구나 창조주행세를 한 것은 

전생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부터 시작하여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위대한 경지로 얻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순으로 알려 준다. 이에 

대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천 상 구 분 수명 비  고 
탁월한 과보로 얻은 

신들의 하느님 세계 
(veha-pphalā) 

광과천(廣果天) 
색계 4선천 

500 겁 바까하느님 
4 전생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subhakiṇhā) 

변정천(遍淨天) 
색계 3 선천 

64 겁 바까하느님 
3 전생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 
(ābhassarā) 
  

무량광천(無量光天) 
색계 2 선천 
  
  

8 겁 바까하느님 
2 전생 

위대한 신들의 하느님 

세계 
(mahā-brahma) 
  

대범천(大梵天) 1 겁 바까하느님 
현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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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든 것이다. 표를 보면 바까하느님 위치는 

대범천이다. 대범천은 세상도표에 따르면 색계초선천이다. 수명은 1겁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 우주관에 따르면 겁화가 일어나 우주가 주기적으로 

파괴 되는데, 그 성주괴공이 일어나는 기간을 일겁으로 본다. 그런데 

이전의 전생과 비교하면 1 겁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계속 강등되는 하느님 
  
바까하느님의 전생을 보면 ‘광과천’부터 시작 된다. 색계 4선천에 

있는 천상이다. 아마도 선정수행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500 겁을 살았다. 우주가 500 번 생겼다 깨졌다를 반복하는 오랜 

기간이다. 그러다 공덕이 다하여 아래로 떨어 졌는데 그곳이 

‘변정천’이다. 변정천은 색계 3선천을 말한다. 그곳의 수명은 

64 겁이다. 그곳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 되어 떨어 진 곳이 

‘무량광천’이다. 무량광천은 색계 2선천으로 수명은 8겁이다. 이렇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다가 ‘대범천’에 오게 된 것이다. 대범천은 

색계초선천으로 수명은 1 겁이다. 이렇게 바까하느님은 계속 

‘강등’되어 아래 천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뭇삶들은 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재수가 좋았는지 대범천에 떨어지자 오로지 자신 밖에 없었다. 

1 겁을 주기로 성주괴공하는 우주에서 마침 ‘성겁’의 시기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브라흐마잘라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언제 어느 

땐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세계가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생성될 

때에 텅빈 하느님의 궁전이 나타난다. 그 때 어떤 뭇삶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느님 세계에서 죽어서 텅 빈 

하느님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기쁨을 먹고 살고 스스로 빛나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영광스럽게 

살면서 오랜 세월을 지낸다.(D1)”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심심하였던지 ‘말벗’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았기 때문에 ‘오 다른 뭇삶들이 이곳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불만을 갖고 동요를 일으킨다.(D1)”라고 설명 되어 있다.  그러자 마침 

자신의 살 던 곳에 태어난 자가 하나 둘 나타 나기 시작 하였다. 공덕이 

다하여 바로 위 천상에서 떨어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공덕을 쌓아 아래 

세상에서 올라 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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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온 존재들이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 자신 보다 먼저 와 

있는 존재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존재가 이 세상과 자신을 

있게 한 창조주로 여기게 된다. 그런데 하느님은 착각하게 된다. 어떤 

착각일까? 이는 브라흐마잘라경에서 “나는 하느님, 위대한 하느님, 

정복자, 정복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주재자, 작자, 

창조주, 최상자, 조물주, 전능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이 뭇삶들은 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D1)”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럼에도 이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성립된다. 
  
“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 거리네” 
  
바까브라흐마는 색계초선천으로서 1 겁 밖에 살지 못하는 대범천의 

지위로 떨어졌다. 이전 생과 비교하여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을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전생을 모두 

다 잊어 버렸다. 더구나 뒤 늦게 자신의 새상에 온 존재들은 자신을 

창조주로 떠 받들고 있다. 그래서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견해가 

생겼고 모든 것은 ‘불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삿된 견해를 

가진 바까하느님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세존] 
‘참으로 그대 하느님 바까는 무명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그대 하느님 

바까는 무명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항상하지 않은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홀로 완전하지 않은 것을 홀로 완전하다고 

말하고 불멸이 아닌 것을 불멸의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생겨나고 늙고 

죽고 사라지고 윤회하는 것을 두고 그것에 대하여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과는 

다른 더 이상의 해탈이 있는데도, 그것과는 다른 더 이상의 해탈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Brahmanimantanikasutta- 하느님의 초대의 경, 맛지마니까야 M4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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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에 따르면 바까브라흐마 역시 뭇삶들과 다르지 않게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1 겁을 살며 창조주 행세를 하지만 수명이 다하였을 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미얀마 속담에는 

“범천에서 빛나더라도 돼지우리에서는 꿀꿀 거리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창조주행세를 하는 바까하느님이 수명과 공덕이 다하였을 때 

윤회할 수 밖에 없는데, 삿된 견해를 가지고 공덕도 쌓지 않았다면 

사람도 아닌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음을 말한다. 
  
말귀를 못 알아 듣는 하느님 
  
초기경전에서 보는 바까브라흐마는 ‘망상가형’이다. 고작 1겁을 

살면서도 자신의 전생을 다 잊어 버리고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창조주’로여기고 따르는 존재들도 있다. 

그래서 더욱 더 기고만장한 것이다.  
  
부처님은 망상가형 하느님을 어떻게 교화하였을까? 경에 따르면 

신통으로 제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상-고-무아에 대하여 상-락-아로 

굳게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하여 더 이상 말로서 설명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세존] 
“즉, 땅은 땅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물은 물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불은 불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바람은 바람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존재는 

존재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신들은 신들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창조주는 창조주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은 하느님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빛이 

흐르는 하느님 나라의 신들’은 ‘빛이 흐르는 하느님 나라의 

신들’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영광으로 충만한 하느님 

나라의 신들’은 ‘영광으로 충만한 하느님 나라의 신들’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위대한 경지로 얻은 하느님 나라의 신들’은 

‘위대한 경지로 얻은 하느님 나라의 신들’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승리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들’은 ‘승리하는 하느님 

나라의 신들’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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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hmanimantanikasutta- 하느님의 초대의 경, 맛지마니까야 M49, 

전재성님역) 
  
  
이렇게 설명 해 주었음에도 바까브라흐마는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 

같다. 부처님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님을 말씀 하시고 있다. 

경에서는 “하느님이여,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곧바로 알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님을 곧바로 알고, 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M49)”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연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여기서 ‘경험’이라 하였는데 브라흐마잘라경에서는 

‘접촉’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그 가운데 

영원주의자인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네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접촉 없이 그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D1)”라 하였다.  
  
접촉이라는 말과 경험이라는 말은 동의어라 볼 수 있다.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접촉에 따라 세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연기법에 따라 

‘느낌’이 발생된다. 그 느낌으로서 실재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접촉없이 감지한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실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마치 기둥이라는 것이 넘어지는 집을 지탱하는 

강한 조건이라 기둥이 받치지 못하면 그것은 서있지 못하는 것처럼, 

접촉 또한 감지의 강한 조건이라 그것이 없이는 이러한 견해의 감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행처에서 경행을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처에서는 
  
위빠사나 수행처에 처음 가면 경행부터 가르쳐 준다. 왼 발 오른 발 

옮길 때 마다 발다닥에 접촉 되는 감촉을 느끼라고 한다.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땅의 요소, 바람의 요소 등 사대를 느끼는 것이다. 이 

느끼는 것이 감각접촉(phassa)이다.  
  
이렇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부드러운지 등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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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때 의도와 옮기는 행위를 통하여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가 만든 자도 

없다는 것과 경험하는 자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라 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손을 단지 손이라는 

명칭이나 이름으로 아는 개념화를 방지하고 접촉에 따른 느낌으로 알아 

실재하는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느낌을 대단히 

중요시 한다. 만일 느낌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념을 이야기 한다면 

웃음거리가 된다.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 
  
바까하느님은 설명 해주어도 이해를 못한다. 이럴 경우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신통’이다. 경에 따르면 바까하느님과 부처님과의 

‘신통대결’이 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자처 하는 바까하느님은 

자신이 부처님 앞에서 사라지는 신통을 보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라지지 못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사라지는 신통을 보여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게송이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Bhavevāhaṃ bhayaṃ disvā  
bhavañca vibhavesinaṃ, 
Bhavaṃ nābhivadiṃ kiñci  
nandiñca na upādiyinti. 
  
 [세존]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존재에 대하여 
나는 그 존재를 긍정하지 않고 
어떠한 환희에도 집착하지 않았네.”(M49) 
  
  
부처님은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았다고 하였다. 왜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 이는 현상이 무상-고-무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존재라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아는 자들은 존재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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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존재에 대하여 긍정하는 자들은 영원을 

추구한다. 그래서 상-락-아로 보는 것이다.  
  
진짜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이 게송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하여 놓았다. 
  
  
이 시는 부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존재에 

대한 환희를 제거하고, 부처님은 존재의 최상의 화현이자 세계긍정인 

바까(Baka)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바까는 갈애에 묶여 

있어,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어 그것을 포괄하는 부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M49 863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를 보면 주석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재성님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각주에 따르면 바까하느님은 ‘존재의 화현’과도 같다고 

하였다. 존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반에 대하여 

소멸로 보고 두려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바까하느님이 사라져 보이는 

신통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결국 하지 못하였다. 만일 사라져 보이는 

신통을 보여서 ‘진짜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갈애를 근본으로 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바까하느님을 굴복시킨 부처님 
  
부처님은 존재의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바까하느님 앞에서 사라지는 

신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로서 부처님은 

망상가형 하느님인 바까브라흐마를 굴복시켰다. 
  
비록 경전상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부처님이 바까하느님을 굴복 시켰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 창조주이자 제의의 

숭배의 대상인 브라흐마(하느님)을 굴복 시켰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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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바까하느님을 굴복시켰다. 바까하느님에 대한 부처님의 

승리이다. 그런데 테라와다불교전통에서는 부처님의 승리를 찬탄하는 

게송이 있다. 자야망갈라가타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 여덟 가지 승리에 

대한 게송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바까하느님에 대한 것이 있다. 

이에 대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Duggāha-diṭṭhi-bhujagena  sudaṭṭha-hatthaṃ   
Brahmaṃ  visuddhi-jutim-iddhi-bakābhidhānaṃ  
Ñāṇāgadena  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둑가~하  딧티  부자게나 수닷타  핫탕 
브라흐망  위숫디  주띰  이디  바까-비다-낭 
냐-나-가데나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청정하고 빛나고 위력 있는 하느님바까가 

삿된 생각의 뱀에 손 물렸을 때, 

성자들의 제왕 지혜의 의약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자야망갈라가타 8 번 게송 바까, 전재성님역) 
  

  
  

  
  
2014-07-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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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  

  

  
팟캐스트방송이 있는데 
  
팟캐스트방송이 있다. 마치 라디오처럼 방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다운 받아 소리를 듣는다. 그런 팟캐스트 

방송으로 유명한 이가 ‘김어준’이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김어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이다.그러나 항상 철부지처럼 막말을 하며 되는 대로 내뱉는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최근 김어준의 팟캐스트 방송을 들었다. 이름하여 ‘김어준평전’이다.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마치 라디오 시대 연속극을 듣는 것 

같다. 그 중에 ‘김어준이 기독교에 등을 돌린 이유’편이 있다. 이 

편에서 김어준의 강한 개성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장례식장의 일이다.  
  
김어준이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가족은 울었다. 그러나 목사는 우는 사람들에게 “아니 축복받아 

천국가는데 왜 울어? 안그래?”라 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김어준은 설교자 있는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 잠깐만 

귓속말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목사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사람죽었는데 기뻐하라고? XXX 아!” 
  
  
사람이 죽어 이별하게 되면 슬픈것이다. 그럼에도 목사는 그걸 자꾸 

부정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로부터 5 분 동안 목사는 

횡설수설하다가 설교를 끝냈다고 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좋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열광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벌레보듯 한다. 

사람들은 왜 종교인을 싫어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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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인 하면 

가장 먼저 ‘위선자’라는 말이 떠 오른다. 이런 범주에 앞서 언급된 

목사 뿐만 아니라 스님이나 신부도 될 수 있다.  
종교인들이 위선자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리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맹신을 요구하는 종교일수록 모순 투성이다. 그래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모순과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였을 때 늘 하는 말이 “처음 처럼”일 것이다. 
  
사상의 혼란기에 
  
부처님당시 고대인도에서도 종교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 특히 

지배종교인 브라만교가 그랬다. 이런 타락상은 숫따니빠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바라문의 삶에 대한 경(Sn2.7)’을 들 

수 있다. 이 경에서 “이렇게 그들은 재물을 얻어 축적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욕망에 빠져들자, 그들의 갈애는 더욱 더 늘어만 

갔습니다.(stn306)”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제사를 

주관하는 바라문들이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아 대규모 

‘동물희생제’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런 바라문의 

타락상이 극에 달하였을 때 자정능력은 없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이 

출현한 것이다. 
  
부처님당시 고대인도에서는 사상의 혼란기었다. 기존 바라문교와 이에 

반발하여 육사외도의 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런 고민은 맛지마니까에서도 

보인다. 어느 날 부처님이 꼬살라국의 살라마을을 유행하다가 마을의 

장자들로부터 사상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장자들은 

“세존이시여, 저희들에게는 합당한 이유로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어떠한 스승도 없습니다.(M60)”라 하였다. 육사외도의 여러 사상이 

휩쓸고 갔지만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장자들이여, 그대들이 신뢰하는, 마음에 드는 스승이 

없다면, 이러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M60)”라고 말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상가도 부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 하였다. 
  
부처님가르침은 어느 사상가도 논파할 수 없었다. 오히려 부처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당시 브라만교를 비롯하여 육사외도의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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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파 하였다. 논파 하였다는 것은 ‘논리로 부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외도의 사상을 어떻게 부수었을까? 
  
깟짜야나곳따경(S12.15)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파할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외도의 사상을 부수어버렸다. 그런 외도논파에 대한 

대표적인 경이 깟짜야나곳따경(S12.15)이다. 
  
빠알리니까야에는 수 많은 경이 있다. 부처님의 법문에 대하여 8 만 4 천 

법문이라 하니 수 만개의 경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이 있다. 그것이 바로 깟짜야나곳따경이다. 그렇다면 왜 

깟짜야나곳따경이 중요한가? 그것은 외도사상을 논파하는 문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8 만 4천 법문 중에 매우 중요한 

경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이 있음으로 해서 외도사상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깟짜야나인가, 깟짜나인가? 
  
깟짜야나곳따경 번역비교를 해 보았다. 번역비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이 ‘경의 제목’이다. 성전협에서는 ‘깟짜야나곳따의 

경’이라 하였으나, 초불연에서는 ‘깟짜나곳따 경’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의 제목이 다를까?  
  
성전협 각주에 따르면 “단순히 깟짜야나란 성씨를 가진 자란 

뜻이다.(61 번 각주)”라고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주석에서 

깟짜야나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하였다.  
  
초불연에서는 깟짜나곳따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름 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주를 달았다. 
  
  
깟짜나곳따는 Ee: 깟짜야나곳따 대신에 Be, Se: 깟짜나곳따로 읽은 

것이다. 
  
(초불연 98 번 각주, 각묵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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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에 따르면 깟짜나곳따라 한 것은 Be 와 Se 에 따른 것이라 한다. 

여기서 Be 는 미얀마본을 뜻하고, Se 는 스리랑카본이다. 그런데 

‘깟짜야나곳따’라는 말은 Ee 라 하였는데 이는 PTS 본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성전협의 번역서는 PTS 본을 따라 ‘깟짜야나곳따’라 

하였고, 초불연에서는 미얀마나 스리랑카본을 따라 ‘깟짜나곳따’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빅쿠보디의 CDB 에서는 

‘Kaccānagotta(깟짜나곳따)’라 되어 있다. 초불연과 같은 이름임을 알 

수 있다. 
  
atthi 와 natthi 에 대하여 
  
이처럼 두 번역서는 경의 이름부터 다르다. 그런데 번역내용 역시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는 경에서 가장 

중요한 술어라고 볼 수 있는 atthi 와 natthi 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번역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어 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atthita, natthita 

전재성님역 깟짜야나여,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有] 또는 비존재[無] 두 

가지에 의존한다. 

존재[有], 

비존재[無] 

각묵스님역 깟짜야나여,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 

빅쿠보디역 This world, Kaccana, for the most 

part depends upon a duality- 
upon the notion of existence and 

the notion of nonexistence. 

the notion of 

existence, 
the notion of 

non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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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tion 
  

  
호칭을 보면 성전협이나 초불연 모두 ‘깟짜야나’라 하였다. 그런데 

초불연의 경의 제목은 ‘깟짜나곳따 경’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 

번역서는 경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 각주에서는 분명히 “아무튼 깟짜나곳따존자는 

본경에만 나타나고 있다(98 번 각주)”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깟짜야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편집상의 실수 아닐까? 

빅쿠보디는 Kaccana 라 하여 ‘깟짜나’라 하였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경에서 키워드는 Atthi 와 natthi 이다. 이와 관련된 말이 

‘atthitañceva  natthitañca’이다. 이에 대하여 두 번역서의 번역이 

아주 다르다. 전재성님은 ‘존재[有] 또는 비존재[無]’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라 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일까?  
  
먼저 성전협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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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hita : 한역은 ‘유(有)’인데 유는 존재의 영원성을 뜻한다. 

Krs.II.13 에서 Mrs. Rhys David 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주장을 

대표하는 Kv.85 에 등장하는 설일체유부는 이 경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언급했는데, 설일체유부의 경전으로 

알려진 북전아함경에는 이 해당하는 경전(잡아함 12, 대정 2.85c)이 

있다. 또 여기서 존재(有: atthita)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멸 될 

수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리스 데이비스 부인은 

쓰고 있다. 여기서의 존재에 대한 견해란 존재의 영원성에 바탕을 둔 

철학적 이론, 즉 영원주의[常見: sasataditthi]를 뜻한다. 
  
Natthita : 한역에서는 ‘무(無)’로 번역하고 있다. 무는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을 뜻한다. 비존재(無)에 대한 견해란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는 허무주의[斷見: uccchedaditthi]를 말한다. 
  
(성전협 63-64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근거함 없이 전재성님의 견해이다. Atthita 에 대하여 ‘존재의 

영원성’이라 하였고, Natthita 에 대하여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이라 하였다. 그래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견해를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경전상에서 유와 무를 뜻하는 말인 Atthita 와 

Natthita 는 부처님 당시 유행하였던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것이다. 
  
주석의 견해를 중시하여 
  
초불연에서는 Atthita 와 Natthita 에 대하여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라 번역하였다. 왜 이렇게 번역하였을까?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역자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으로 풀어서 옮긴 원어는 

각각 Atthita 와 Natthita 이다. 이것은 있다와 없다를 뜻하는 동사 

Atthi 와 Natthi 에다 추상명사 어미 ‘-ta’를 붙여서 만든 

추상명사이다. 단순하게 취급하여 이 두 단어를 그냥 ‘있음’과 

‘없음’으로 옮기면 본서 제 3 권 ‘꽃 경(S22.94)’에서 세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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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시는 ‘세상에 현자들이 있다(Atthi)’고 동의하는 것과 

‘없다(Natthi)고 동의 하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초불연 99 번 각주, 각묵스님역) 
  
  
초불연 각주를 보면 은근하게 성전협의 번역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Atthi 와 Atthita 가 다른 것임에도 성전협 번역에서는 

Atthita 에 대하여 단지 ‘있음’을 뜻하는 ‘유’로 번역하였음을 

뜻한다. 그래서 초불연에서는 주석을 근거로 하여 Atthita 에 대하여 

‘있다는 관념’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각주에서 주석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즉 Atthita 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있다는 견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은 주석의 견해를 중시한 ‘주석적 번역’이라 

본다. 주석에서 설명되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올라 온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직역이 아니라 과도한 의역이 되고 이는 결국 주석적 

번역이 된다. 
  
빅쿠보디의 각주를 보면 
  
각묵스님은 각주에서 복주석의 내용까지 살펴서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로 번역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또 한가지 밝힌 것은 

빅쿠보디의 견해를 참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보디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라 하였다. 빅쿠보디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빅쿠보디의 각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무어라 말하였을까? 
  
  
Dvayaṃ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Spk: "For the most part" (yebhuyyena) means: for the 

great multitude, with the exception of the noble individuals 

(yebhuyyena). The notion of existence (atthita) is eternalism 

(sassata); the notion of nonexistence (natthita) is annihilationism 

(ucch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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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k-pt: The notion of existence is eternalism because it maintains 

that the entire world (of personal existence) exists forever. The 

notion of nonexistence is annihilationism because it maintains that 

the entire world does not exist (forever) but is cut off. 
  
In view of these explanations it would be misleading to translate 

the two terms, atthita and natthita, simply as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then to maintain (as is sometimes done) that the 

Buddha rejects all ontological notions as inherently invalid.  
  
The Buddha's utterances at 22:94, for example, show that he did not 

hesitate to make pronouncements with a clear ontological import 

when they were called for. In the present passage atthita and 

natthita are abstract nouns formed from the verbs atthi and natthi. 

It is thus the metaphysical assumptions implicit in such 

abstractions that are at fault, not the ascription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themselves.  
  
I have tried to convey this sense of metaphysical abstraction, 

conveyed in Pali by the terminal -ta, by rendering the two terms 

"the notion of existence" and "the notion of nonexistence," 

respectively. on the two extremes rejected by the Buddha, see 

12:48, and for the Buddha's teaching on the origin and passing away 

of the world, 12:44. 
  
Unfortunately, atthita and bhava both had to be rendered by 

"existence," which obscures the fact that in Pali they are derived 

from different roots. While atthita is the notion of existence in 

the abstract, bhava is concrete individual existence in one or 

another of the three realms.  
  
For the sake of marking the difference, bhava might have been 

rendered by 
"being" (as was done in MLDB), but this English word, I feel, is 

too broad (suggestive of "Being," the absolute object of 

philosophcal speculation) and does not sufficiently convey the 

sense of concreteness intrinsic to bh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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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 29 번 각주, 빅쿠보디) 
  
  
문단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다.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Atthita 와 Natthita 에 대하여 "the notion of existence" 와 "the 

notion of nonexistence"라 하였다. 이를 우리말로 하면 “존재의 

개념”와 “비존재의 개념”이 될 것이다. 초불연의 각주에 따르면 

빅쿠보디의 제안을 따른 다고 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하게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으로 번역하였다. 사실상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세상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 
  
깟짜야나곳따의 경은 짤막한 경이다. 그럼에도 이 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핵심사상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중도사상이다. 특히 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유무중도사상’이 

담겨 있다. 이는 ‘Atthita’와 ‘Natthita’라는 양 극단에 대한 

중도이다. ‘Atthita’는 영원주의에 대한 것이고, ‘Natthita’는 

허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에서는 양극단을 배격한다. 어떻게 

배격하는가? 다음과 같은 짤막한 문구가 사실상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 하였다. 번역어를 비교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어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samudaya, 
Lokanirodhaṃ 

전재성님역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세상의 발생, 
세상의 소멸 

각묵스님역 깟짜야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일어남, 
세상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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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짜야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빅쿠보디역 But for one who sees the origin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correct wisdom, there 

is no notion of nonexistence in regard to 

the world.  
  
And for one who sees the cessa tion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correct wisdom, 

there is no notion of exist ence in 
regard to the world.  

the origin of the 

world, 
the cessation of 

the world 

  
  

  
이 짤막한 문구로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논파되었다. 부처님 당시 

영원주의를 대표하는 브라만교와 허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외도 사상이 

모순과 위선과 거짓임을 밝혀 낸 것이다. 어떻게 밝혀 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이는 위 짤막한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영원주의가 논파된 문장은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이다. 그리고 허무주의가 논파된 문장은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이다. 왜 그런가? 이는 연기법에 따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전협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허무주의 논파 
  
먼저 허무주의 논파이다.  
  
  
Lokasamudayañca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Srp.II.33 에 따르면, 여기서 세계의 

발생은 순관적 조건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sammappaññā) , 

즉, 올바른 통찰의 지혜(觀智, vipassanapaññā)와 올바른 길의 

지혜(maggapaññā)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업(kamma),무명(avijja), 갈애(tanha) 때문에 끊임 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내생이 없다는 

허무주의(단멸론)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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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협 65 번 각주, 전재성님) 
  
  
영원주의 논파 
  
다음으로 영원주의 논파이다.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Srp.II.33 에 따르면, 여기서 세계의 소멸은 

역관적 조건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올바른 지혜(sammappaññā) , 즉, 

올바른 통찰의 지혜(觀智, vipassanapaññā)와 올바른 길의 

지혜(maggapaññā)로써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 가는 것을 관찰하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상주론)는 

사라진다. 
  
(성전협 66 번 각주, 전재성님) 
  
  
초불연의 각주에서는 
  
이번에는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의 일어남’이란 형성된 세상의 생겨남을 뜻한다. ‘바른 

통찰지’란 위빳사나와 함께 하는 도의 통찰지를 뜻한다.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성된 세상에 

대해서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통찰지로 보게 되면, 없다는 단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의 소멸은 형성된 것들의 부서짐이다.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성된 세상에 대해서 법들이 부서지는 것을 

통찰지로 보게 되면, 있다는 상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초불연 100 번 각주, 각묵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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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역서의 각주를 보았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논파를 

설명하였지만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는 연기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서 계속 됩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허무주의가 논파 되는 것에 대하여 “단견을 뿌리 

뽑기 위해 순서대로 연기를 밝히셨다. 왜냐하면 세상을 조건으로 세상의 

일어남이 있기 때문이다.(17 장,10 절)”라 하였다. 허무주의자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신구의삼업으로 지은 행위가 남아 있는 한 그 과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는 회전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서 

계속 됩니다”라가 될 것이다.   
  
빠알리어로 연기는 빠띳짜사뭅빠다(paticca-samuppada)이다. 이를 

연기(緣起)라 번역한다. 빠띳짜가 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연(緣)이라 

하였고, 사뭅빠다가 뒤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기(起)라 한 것이다. 

이처럼 연기는 ‘조건발생’한다. 지금 지은 행위가 원인이 되어 미래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살인을 한 자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인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음생이 계속 되는 것이다. 이는 영원주의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 
  
유일신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 한다.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그것도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기법에 따르면 이는 허구이다. 왜 허구인가? 예를 들어 천국에 

태어난다고 하였을 때 한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일까?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연기법에 따르면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천국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수명과 공덕이 다하면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연기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그래서 청정도론에 따르면 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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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mena sassatādīna, mabhāvo pacchimena ca padena; 

Ucchedādivighāto, dvayena paridīpito ñāyo. 

  

(청정도론 원문) 

  

  

The first component will deny the false view of eternity And so on, 

and the second will prevent The nihilistic type of view and others 

like it, while the two Together show the true way that is meant. 

  

(영역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앞의 단어(즉, 緣)로 영원함(常見)등이 없음을 

뒤의 단어(즉, 起)로 단멸(斷見)등의 논파를 

두 단어를 합쳐서 바른 방법(ṅāya)을  밝혔다. 

  

(청정도론, 제 17 장 통찰지의 토양 21 절, 대림스님역) 

  

  

연(緣)으로 영원주의가 논파되고, 기(起)로 허무주의가 논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단어를 합하면 중도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청정도론에 실려 있다. 

  

빠띳짜로 영원주의 논파 

  

먼저 앞단어인 빠띳짜에 의하여 영원주의가 논파 되는 것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The first: the word “dependent” (paþicca) indicates the 
combination of the conditions, [522] since states in the process of 

occurring exist in dependence on the combining of their conditions; 

and it shows that they are not eternal, etc., thus denying the 

various doctrines of eternalism, no-cause, fictitious-cause, and 

power-wielder.3 What purpose indeed would the combining of 

conditions serve, if things were eternal, or if they occurred 

without caus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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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앞의 단어로 : 빠띳짜라는 단어는 조건의 화합을 가리킨다. 생기는 

법들은 조건의 화합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빠띳짜라는 단어는 

영원하다거나, 원인없이 [생긴다거나], [신이나 창조주 등] 거짓 

원인으로부터 [생긴다거나], 지배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학설 등으로 

분류되는 영원함 등이 없음을 보여준다. 영원하다거나 원인 없이 

생긴다는 [견해] 등에게 이 조건의 화합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정도론, 제 17 장 통찰지의 토양 22 절, 대림스님역) 

  

  

여기서 앞의 단어는 ‘연(緣)’을 뜻한다. 조건을 뜻하는 ‘빠띳짜’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기는 철저하게 조건발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기법은 기본적으로 

‘원인(hetu)’과 ‘조건(paticca)’과 ‘결과(phala)’로 이루어진다. 

이를 ‘인연과’라 한다.  

  

그런데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나 원인 없이 생겼다는 

창조주는 조건발생하는 연기법에 따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원인이나 조건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연기의 순관에서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기역관’에서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연기법에서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若無此卽滅彼)”와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 영원히 산다거나 원인없이 

스스로 존재하는다는 자재신은 연기법에 따르면 모두 모순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다. 이처럼 뒤이어 사라지지는 법을 관찰함으로써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가 논파 되는 것이다. 

  

사뭅빠다로 허무주의 논파 

  

  

다음으로 뒤의 단어인 사뭅빠다로 허무주의 논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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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the word “origination” (samuppáda) indicates the 
arising of the states, since these occur when their conditions 

combine, and it shows how to prevent annihilationism, etc., thus 

preventing the various doctrines of annihilation [of a soul], 

nihilism, [“there is no use in giving,” etc.,] and moral-

inefficacy-ofaction, [“there is no other world,” etc.]; for when 

states [are seen to] arise again and again, each conditioned by its 

predecessor, how can the doctrines of annihilationism, nihilism, 

and moral-inefficacy-of-action be maintained? 

  

(영역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뒤의 단어로 : 사뭅빠다라는 단어는 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조건이 화합할 때 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멸이라거나 허무하다거나 

지금이 없다는 견해가 논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뭅빠다라는 단어는 

단멸이라는 등이 논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법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단멸하고, 허무하고 지음이 없는 견해가 

발붙일 수 있겠는가?  

  

(청정도론, 제 17 장 통찰지의 토양 23 절, 대림스님역) 

  

  

연기를 뜻하는 빠띳짜사뭅빠다(paticca-samuppada)에서 사뭅빠다는 함께 

발생하여 일어남을 뜻한다. 한자어로 표기 하면 일어날 ‘기(起)’라 

한다. 그런데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연기가 

‘회전’함을 말한다. 이는 조건에 따라 발생하여 일어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단멸이란 있을 수 없다.  

  

단멸(uccheda)은 소멸(niroda)이 아니라 ‘멸절(cut off)’을 뜻하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허무주의(nihilationism)를 뜻한다. 그런데 뒤이어 일어나는 법이 

있다면 단멸론은 거짓이 된다.  

  

예를 들어 ‘연기순관’에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라 

되어 있는데, 이는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남을 뜻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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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若生此卽生彼)”라는 연기법에 따른다. 따라서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짓지 않는 한 그 어느 존재도 단멸 할 

수 없다.  

  

자살하는 자가 죽으면 끝이라 하여 세상을 등졌지만 그 자살한 과보로 

인하여 다음생을 시작 되는 것도 조건에 따라 뒤이어 일어나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 

견해는 연기법으로 논파 되어 되어 결국 모순과 위선과 거짓이 된다.   

  

부처님의 중도사상 

  

청정도론에서는 연기라는 말에 대하여 뜻 풀이로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논파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에는 두 단어를 합쳐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잘 담겨 있다. 

  

  

The two together: since any given states are produced without 
interrupting 

the [cause-fruit] continuity of any given combination of 

conditions, the whole ｅxpression “dependent origination” 

(paþicca-samuppáda) represents the middle way, which rejects the 
doctrines, “He who acts is he who reaps” and “One acts while 

another reaps” (S II 20), and which is the proper way described 

thus, “Not insisting on local language and not overriding normal 

usage” (M III 234).4 

  

(영역 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두 단어를 [합쳐서] : 각 조건이 화합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각각의 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단어인 빠띳짜사뭅빠다는 중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그가 짓고 제 3 자가 

경험한다(S.ⅱ.20)”라는 견해를 버린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고집하지 않는다. [세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넘어서지 

않는다.(M.ⅲ.234) 이와 같이 전체 단어인 빠띳짜사뭅빠다는 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이것이 빠띳짜사뭅빠다라는 단어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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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제 17 장 통찰지의 토양 23 절, 대림스님역) 

  

  

연기를 뜻하는 빠띳짜사뭅빠다는 ‘조건발생함’을 뜻한다. 이를 길게 

설명하면 “조건이 화합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각각의 

법들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를 뜻하는 

‘빠띳짜사뭅빠다’라는 말 자체는 ‘중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이는 

깟짜야나곳따경에서도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S12.15)”라는 문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연기는 양극단을 떠나 있기 때문에 중도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절대유’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무’는 연기법에 따르면 결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무양극단을 떠난 중도가 된다. 이런 중도는 

중간길이 아니라 연기법에 따른 중도이다. 그래서 깟짜야나곳따경에서 

부처님이 중도임을 선언한 다음에 곧바로 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말씀 

하시고 있다.  

  

뜻풀이를 표로 요약하면 

  

빠띳짜사뭅빠다에 대하여 뜻풀이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논파되고,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설명 되는 것을 보았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빠띳짜사뭅빠다(緣起) 뜻풀이 
구    분  단어의미  설    명 
빠띳짜 

(paticca, 緣) 
생기는 법들은 조건의 

화합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빠띳짜(緣)로 영원주의를 

논파함 
  
-영원하다. 
-원인없이 생긴다. 
-창조되었다. 
-지배자에 의해 존재한다. 

사뭅빠다 
(samuppada, 起) 

조건이 화합할 때 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뭅빠다(起)로 허무주의를 

논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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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한다. 
-허무하다. 
-지음이 없다 
-도덕적 행위의 과보가 없다 

빠띳짜사뭅빠다  
(Paticcasamuppada,  

緣起) 
  

각 조건이 화합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각각의 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빠띳짜사뭅빠다는 중도를 

가리킴 
  
-절대유와 절대무는 성립하지 

않음 
-연기의 순관과 역관으로 

설명됨 
  

  
  
일곱가지 중도가 있는데 
  
깟짜야나곳따경은 짤막한 경임에도 중도사상을 거론 할 때 필수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는 ‘유무중도’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중도사상에는 유무중도를 포함하여 모두 ‘일곱 가지 중도’가 있다. 

이를 일곱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십사부 중도’라 한다.  
  
일곱가지 중도는 유뮤중도, 자타중도, 단상중도, 일이중도, 거래중도, 

생멸중도, 고락중도를 말한다. 이 중 유무중도에 대한 것이 

깟짜야나곳따경이다. 그렇다면 유무중도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성철스님의 중도론 
  
성철스님의 경우 중도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백일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가 ‘중도’라 하였고, 또 

중도의 가르침을 펼치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일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팔정도가 방법론(方法論)이냐 또는 

목적론(目的論). 구경론(究竟論)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확실히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중도를 닦아서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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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도를 바로 깨친 그 사람이 부처이므로 중도의 

내용인 팔정도는 목적론인 것입니다.  
  
(백일법문, 4 원교(圓敎)의 중도설, 성철스님) 
  
  
이런 논리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도에 대하여 실천적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대승불교적’ 시각에서 본 것이다. 중도와 

동의어인 팔정도 역시 ‘목적론’임을 말하고 결코 방법론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는 글에서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성철스님도 백일법문에서 중도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경이 

깟짜야나곳따경이다. 성철스님은 단지 목적론적 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을 근거로 들었지만 유무중도가 어떻게 하여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논파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바로 이것이 중도를 목적론으로 

볼 것인가 실천론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라 본다.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 중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연기법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로 

시작되는 연기의 가르침을 순관과 역관으로 설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원인과 조건과 발생이라는 연기법으로 세상을 보면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순이고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말과 같다.  
  
해제글에 따르면 약생차즉생피(若生此卽生彼,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의 세계를 관찰하면 절대적인 무(natthita)는 성립하지 

않고, 약무차즉무피((若無此卽無彼,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진다)의 

세계를 관찰하면 절대적인 유(atthita) 의 세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S12.15)”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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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발생과 소멸이야말로 조건적 발생이라고 하는 연기의 

본질이라고 할 때, 유 또는 무라고 하는 개념은 관찰 할 수 없는 것으로 

극단적인 견해이며 형이상학적 가정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적 범아일여의 영원주의와 사후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로 귀속시키는 단멸론적 허무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은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연기법으로 부수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짤막한 문구이다.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2014-07-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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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위의 두려움, 존재의 두려움, 윤회의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을 느낀다. 지금 안은한 상태에 있더라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와 가족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신자들은 열심히 기도한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건강, 학업, 사업 등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막연한 불안은 결국 미래에 대한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변수로 인하여 미래의 운명이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너머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네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Cattārimāni bhikkhave bhayāni. Katamāni cattāri? Jātibhayaṃ 

jarābhayaṃ vyādhibhayaṃ maraṇabhayaṃ. 
Imāni kho bhikkhave cattāri bhayān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Bhayasutta-두려움의 경 1, 앙굿따라니까야 A4.11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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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말씀 하신 네 가지 두려움은 ‘생노병사’에 대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임에도 사람들은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신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관련이 있는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불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두려움, 왕에 대한 두려움, 도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A4.120)”라 

하였다.  
  
살다 보면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릴 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소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유하면 미래가 보장 될 것 같아 악착같이 모으지만, 막상 이루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를 지켜 내기 위하여 걱정한다. 그래서 애써 모아 

놓은 것이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고 , 

또한편으로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가져 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또 

불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정권이 바뀌어 모두 빼앗길까봐 

걱정한다. 이처럼 보통사람들은 소유한 것에 대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걱정한다. 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자에게나 예외 없이 스멀스멀 다가오는 생노병사에 대한 

것이다. 
  
왜 태어남도 두려움이라 하였을까? 
  
생노병사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미래가 보장되는 연금생활자가 되었어도 늙어 병들어 

죽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애써 이런 사실을 

망각한다.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꽉 움켜 쥐고 안락하게 살고자 

한다. 그것도 영원히 지금 이대로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바램은 

생노병사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만다. 
  
부처님은 생노병사가 두려움이라 하였다. 그런데 생노병사 중에서 

태어남도 두려움이라 하였다. 탄생은 일반적으로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태어남도 두려움이라 하였을까?  
  
태어남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태어남이 ‘괴로움’이라는 말과 같다. 

청정도론에따르면 태어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괴로움이라 설명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생노병사로 이어질 



285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어남은 

괴로움임과 동시에 두려움이라 볼 수 있다.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노라” 
  
두려움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Bhavevāhaṃ bhayaṃ disvā  
bhavañca vibhavesinaṃ, 
Bhavaṃ nābhivadiṃ kiñci  
nandiñca na upādiyinti. 
  
 [세존]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존재에 대하여 
나는 그 존재를 긍정하지 않고 
어떠한 환희에도 집착하지 않았네.”(M49) 
  
  
맛지마니까야 ‘하느님의 초대의 경(M49)’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부처님이 바까하느님(Baka Brahma)와의 대화에서 말귀를 못알아 듣는 

바까하느님에 대하여 게송으로 말한 것이다. 창조주 행세를 하며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상락아’라는 삿된관념을 가진 바까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은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았다고 하였다. 왜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 그것은 존재 하는 것은 반드시 무상하게 소멸 되어 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영원한 자아가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소멸되고 말것이기 때문에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는 것이라 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 끊임 없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이다. 
  
존재론자의 두려움은? 
  
이 게송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이 시는 부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존재에 대한 환희를 제거하고, 부처님은 존재의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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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이자 세계긍정인 바까(Baka)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바까는 갈애에 묶여 있어, 존재와 비존재를 뛰어넘어 그것을 포괄하는 

부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M49 863 번 각주)”라고 설명 

되어 있다.  
  
각주에 따르면 바까는 ‘존재론자’이다. 존재론자의 특징은 ‘자아와 

세상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단멸로 보고 두려워 한다. 부처님과 바까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신통대결에서 바까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사라지는 신통을 보여 주었을 때 영원히 단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존재론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주에서는 존재론과 함께 비존재론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비존재론은 다름 아닌 단멸을 뜻한다. ‘몸이 파괴되면 정신역시 파괴 

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보는 단멸론적 견해를 말한다.  
  
죽고 싶은 것도 갈애이다 
  
존재론과 비존재론은 극단적 견해이다. 이는 ‘절대로 존재한다’는 

‘절대유(絶對有)’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무(絶對無)’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극단은 

연기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법이 뒤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단멸론적 절대무는 성립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뒤이어 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영원론적 절대유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순되고 명백히 거짓임에도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초전법륜경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집성제)’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seyyathī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두카사무다야 아리야삿짱: 야양 딴하 뽀노바위까 

난디라가사하가따 따뜨라 따뜨라비난디니, 세이야티당: 까마딴하 

바와딴하 위바와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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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여기서 존재는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보는 영원주의적 견해를 

말하고, 비존재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적 

견해를 말한다. 그런데 존재와 비존재에서 공통적 사항이 있다. 그것은 

갈애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도 갈애이고, 죽어서 단멸하고 

싶은 것도 갈애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존재에 대한 

갈애(bhavataṇhā)’와 ‘비존재에 대한 갈애(vibhavataṇhā)’가 있다고 

하였다.  
  
누가 갈애하는가?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한다. 지금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젊음과 청춘이 늙지 말고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바램이다. 이는 다름 아닌 ‘갈애’이다.  
  
그렇다면 이런 바램과 갈애를 일으키는 밑바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아’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내가 영원히 

젊기를 바란다. 이처럼 철저하게 ‘나(我)’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영원주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허무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였을 때 누구 죽고 싶은 것일 것일까? 그것은 내가 죽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으면 단멸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과 단멸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기반으로 하는 갈애에 대하여 

존재에 대한 갈애와 비존재에 대한 갈애로 설명한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288 

 

  
바까하느님이 자신의 전생을 잊어 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 사라지는 신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도 ‘진짜 사라져 버리면 

어쪄나?’하는 존재의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는 

철저하게 자아를 바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bhavañca 

vibhavesinaṃ, M49)”라 하였다. 자아관념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심스러운 것이지만, 반대로 무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오온에 대하여 내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존재가 죽으면 또 다시 윤회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같다.  
  
태어남에 대하여 
  
부처님은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Jātibhayaṃ)’을 말씀 하셨다. 

그러나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기가 탄생하였을 때 이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 보는 사람은 매우 드믈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 났을 때 

이를 축복이라 보고 축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고 축하한다.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체로 기뻐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이 태어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육사에서 

태어난 소나 돼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할까? 농장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뻐 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무덤덤’하게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에게 살코기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 

외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다고 볼 수 있다. 
  
창고문을 열자 부화한 오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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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오리가 부화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사연은 이렇다. 경찰은 지난 2 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입건했는데 이때 ‘반부화 

오리알’을 압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몇 일 후 창고문을 열자 부화한 오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에 대하여 

동남아국가들의 식습관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뉴스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민의 말을 빌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전통음식이라서 보신탕처럼 영양도 많고 튀김이나 삶거나 탕을 

만들어서 즐겁게 먹습니다.” 
  
(압수물 오리알 부화...오리 새끼 26 마리 탄생, YTN 2014-07-15)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서는 유정란 오리알을 먹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보통 28 일 정도 되면 부화하는데 약 보름 정도 지나면 삶아 먹는 다는 

것이다. 이를 ‘쩡빗롱’이라 한다. 부화하기 전에 오리로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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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 쩡빗롱을 보신용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이처럼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오리알이 어떤 연유로 국내에 들어 오게 

되었고 이를 경찰이 적발하여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폐기처분하기 위하여 창고문을 여는 순간 오리새끼들이 꽥꽥 거리며 

이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에 황당하였다는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20 마리가 넘는 오리새끼는 살처분 대신 공매처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300 개의 오리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압수한 오리알에서 태어난 오리새끼는 해쳐서는 안되는 생명이다. 

그래서 살처분 대신 공매로 팔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에 

의하여 인간의 식탁에 올라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렵게 태어났지만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운명은 사람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Phalānamiva pakka naṃ  
pāto patanato bhayaṃ, 

Evaṃ jātānamaccānaṃ  
niccaṃ maraṇato bhayaṃ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stn576) 
  
  
‘화살의 경(Sallasutta, Sn3.8)’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말씀 하시고 있다. 여기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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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는 듯하다. 어떻게 외면 하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다. 초전법륜경에서 보는 것처럼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kāmataṇhā)’ ‘존재에 대한 갈애(bhavataṇhā)’ ‘비존재에 대한 

갈애(vibhavataṇhā)’ 이렇게 세 가지 갈애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갈애에 묶여 있는 한 죽음에 대하여 애써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현자들은 누구나 죽는 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알 고 있다. 왜냐하면 

숫따니빠따에서와 같이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stn574)”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에 대하여 애써 

생각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즐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가 

있다고 하였다.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는 제자들은 항상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는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계행을 갖추고, 의무계율을 실천하고, 의무계율을 통한 제어를 

수호하고, 행실과 행경을 원만히 하여,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 (A4.22) 
  
  
이 문장은 초기경전에서 정형화 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말이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라는 말이다. 이는 ‘행위(kamma)’에 

대한 두려움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는 

반드시 과보로서 나타나는데 이는 재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본다’라고 하였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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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이다.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표현 되어 있다. 
  
  
Saṃsāre bhayaṃ ikkhatīti bhikkhu.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He sees fear (bhayaí ikkhati) in the round of rebirths, thus he 
is a bhikkhu. 
(영역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윤회에서(samsare) 두려움을(bhayam) 보기(ikkhati) 때문에 

비구(bhikkhu)라 한다. 
(청정도론,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서 “Saṃsāre bhayaṃ ikkhatīti bhikkhu”이 말은 매우 

유명하다. 그것은 빅쿠에 대하여 정의 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비록 

짤막한 한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왜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라 볼 수 있다. 
  
5 세기 붓다고사는 청정도론저자이다. 그는 빅쿠에 대하여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빅쿠”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빅쿠 냐나몰리는 

영역에서 “He sees fear (bhayaí ikkhati) in the round of rebirths, 

thus he is a bhikkhu”라 하였다. 이는 “그는 재생의 굴레에 있어서 

두려움을 본다. 그래서 그는 빅쿠이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the 

round of rebirths’는 빠알리어 ‘삼사라(Saṃsāra)’를 뜻한다. 

삼사라는 일반적으로 윤회라고 번역된다.  
  
누가 빅쿠인가?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에 대하여 빅쿠라 하였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자는 빅쿠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머리를 깍고 출가한 자만 모두 빅쿠라 볼 수 있을까? 

주석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빅쿠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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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모두 빅쿠라 볼 수 있다. 
  
업을 지으면 반드시 재생한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빅쿠라 하였다. 그런데 윤회는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를 말한다. 행위는 반드시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윤회의 두려움은 사실상 행위의 두려움이 된다. 

그런 행위에 대하여 영어로는 빠알리어로 ‘깜마(kamma)’라 한다. 이를 

영어로 ‘액션(action)’이라 하고 한자어로는 ‘업(業)’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의 두려움은 곧 ‘업의 두려움’이 된다. 업을 

지으면 반드시 재생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존재에서, 나는 두려움을 보고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존재에 

대하여 
나는 그 존재를 긍정하지 않고 어떠한 환희에도 집착하지 

않았네.(M49)”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존재의 두려움은 

태어남의 두려움이고, 죽음의 두려움이고, 결국 이는 윤회의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게 된다.  
  
한 순간도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는 이유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내일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바로 이 순간에 죽음이 덮칠 수도 있다.  
  
죽음이 한 호흡에 있는 것처럼 죽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 순간도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왜 한 순간도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까? 
  
악하고 불전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끔찍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것이다. 예를 들어 격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순간 ‘아수라’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성내는 자는 그 과보로서 아수라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 살생 등 잔인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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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면 어떻게 될까? 지옥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적합한 세계가 전개 된다.  
  
왜 축생의 종류는 다양할까? 
  
축생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것은 우치와 탐욕의 결과라 본다. 

한평생 흐리멍덩하니 어리석게 살았거나 오로지 먹는 것 싸는 것에만 

올인하여 욕심만 부리고 살았다면 축생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축생의 다양성에 대하여 부처님은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축생계의 생물들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떠한 다른 

종류의 생물도 보지 못하였다. 수행승들이여, 그 축생계의 생물들조차도 

마음에 의해서 다양해진 것이다.  
  
(가죽끈에 묶임의 경 2, 상윳따니까야 S22.100, 전재성님역) 
  
  
여기서 축생들은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유정물이라 보면 된다. 이런 유정물은 매우 다양하다. 아직까지 

모르는 종도 매우 많다. 이를 우주까지 확대한다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축생들의 특징은 대량으로 태어나서 대량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그래서 

태어남이라는 말은 축생들에게나 적합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축생들이 모두 마음에 의하여 다양해진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존재는 마음의 투영물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 많아 진 것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은 마음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유행화의 예를 들면서 “수행승들이여, ‘유행화’라는 그림의 

그 다양성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마음은 그 

걸작보다도 다양한 것이다.(S22.100)”이라고 말씀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동물이 생겨난 것도 마음의 투영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바탕에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서 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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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의 두려움은 행위(kamma)의 

두려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머리가 칠흑처럼 검은 나이에 
  
사소한 행위에서 두려움을 보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라면 빅쿠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에 대하여 출재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머리가 칠흑처럼 검은 나이에 청정한 삶을 살아 가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Upanīyati jīvitamappamāyu  
jarūpanītassa na santi tāṇā 
Etaṃ bhayaṃ maraṇe pekkhamāno  
lokāmisaṃ pajahe santipekkhoti. 
  
[세존]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으니,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3) 
  
  
Accenti kālā tarayanti rattiyo  
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 

Etaṃ bhayaṃ maraṇe pekkhamāno  
lokāmisaṃ pajahe santipekkhoti. 
  
[세존]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속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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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 보면 
  

  
  
돈벌기 선수가 되어야 
  
사람들은 누구나 돈벌기 선수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돈벌기 선수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 태어 났다. 그래서 수 만가지 직업이 생겨 났고 늙어 죽을 

때 까지 하는 일에 매달리는지 모른다. 
  
매일 다니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족발집’이 있다. 늘 보는 

광경이지만 젊은 청년과 중년 아주머니가 열심히 족발을 썰고 있다. 

이렇게 사시사철 매년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지나다니며 본다. 과연 

‘족발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아니면 수단일까?’ 라고 의문해 

본다.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 보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매우 드믈 것이라 

본다. 대부분 그날 그날 먹고 살기에 바쁠 뿐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수행자들이다. 그것도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을 따르는 

‘빅쿠들’이다. 
  
빅쿠라 불리우는 부처님제자들은 목표가 뚜렸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뚜렸한 목표가 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야 겠다는 마음 까지 버리며 살아 갈 것이다. 이처럼 열반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가르침대로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불퇴전’의 각오로 다시 도전한다. 이렇게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를지 모른다. 법구경 

32 번이 바로 퇴전과 불퇴전에 대한 게송이다. 
  
  
Appamādarato bhikkhu, 압빠마다라또 빅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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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āde bhayadassivā,  빠마데 바야닷시 와 
Abhabbo parihāṇāya,  아밥보 빠리하나야 
nibbāṇasseva santike  닙바낫세와 산띠께. 
  
(Dhp32)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퇴전할 수 없으니 
열반이 그의 눈앞에 있다.  
  
(Dhp32, 전재성님역) 
  
  
いそしむことを楽しみ、 
放逸に恐れをいだく修行僧は、 
堕落するはずはなく、 
すでにニルヴァーナの近くにいる。 
  
(Dhp32, 中村元역)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Dhp32,법정스님역) 
  
  
守戒福致喜 수계복치희 
犯戒有懼心 범계유구심 
能斷三界漏 능단삼계루 
此乃近泥洹 차내근니원 
  
(Dhp32,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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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집중 수행을 기뻐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을 두려워하는 빅쿠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 
닙바나에 가까워진다. 
  
(Dhp32, 거해스님역) 
  
  
The monk delighting in heedfulness, 
seeing danger in heedlessness 
 — incapable of falling back — 
stands right on the verge 
 of Unbinding. 
  
(Dhp32, Thanissaro Bhikkhu) 
  

  

 
  

Bronze_brown_face-of-buddha 
  

  
이 게송에서 키워드는 ‘parihāṇā’이다. 이 용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퇴전’이라 번역하였다. 퇴전(退轉)이란 무슨 뜻일까? 

인터넷국어사전에 따르면 “부처를 믿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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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여 살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감”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다. 첫 

번째 뜻으로 보아 퇴전이라는 말이 불교용어임을 알 수 있다.  
  
아라한의 삶 그 자체는? 
  
퇴전이라는 뜻의 빠알리어 ‘parihāṇā’에 대하여 영역을 보면 

‘falling back’이라 되어 있다. 뒤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나아가다 더 이상 진전이 없자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나까무라하지메는 ‘堕落する’라 하여 ‘타락한다’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parihāṇā’라는 말은 더 이상 수행의 

진전이 없어서 뒤로 후퇴하거나 다른 길로 들어섬을 말한다.  
  
게송에서는 “퇴전할 수 없으니”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불퇴전’을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bhabbo parihāṇāya : DhpA.I.285 에 따르면, 항상 깨어있어, 방일하지 

않는 수행승은 멈춤[止: 사마타]와 통찰[觀: 위빠사나]의 수행과정이나 

길(magga)과 경지(phala)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 
  
(성전협 581 번 각주, 전재성님) 
  
  
Abhabbo parihāṇāya 는 “퇴전할 수 없으니”로 번역된다. 퇴전하지 않는 

자는 항상 깨어 있는 자이다.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열반을 성취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와 과를 성취하여 마침내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수행은 완성될 것이다. 이 상태를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아마 행복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번뇌가 

다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남은 생은 ‘축복’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아라한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즐거운 느낌을 뜻하는 행복이 아니다. 아라한이 된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라한의 삶은 살아서는 

‘유여열반(saupadisesanibbana)’이고 죽어서는 

‘무여열반(anupadisesanibbana)’이라 한다. 따라서 불퇴전의 마음으로 



301 

 

수행하면  “열반이 그의 눈앞에 있다.(nibbāṇasseva santike)”라 

하였다.  
  
퇴전과 관련하여 ‘찬나의 경(S22.90)’에서 
  
퇴전과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야에서 흥미 있는 문구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찬나의 경(S22.90)’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Atha kho āyasmato channassa etadahosi: mayhampi kho etaṃ evaṃ 

hoti: "rūpaṃ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ṃ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anan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ṃ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Atha ca pana me sabbasaṃkhāra samathe sabbūpadhipaṭinissagge 
taṇhakkhaye virāge nirodhe nibbāne cittaṃ na pakkhandati 

nappasīdati na santiṭṭhati nādhimuccatiparitassanā upādānaṃ 

uppajjati, paccudāvattati mānasaṃ, atha kho carahi me attāti, na 

kho panevaṃ dhammaṃ passato hoti "ko nu kho me tathā dhammaṃ 

deseyya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찬나] 
 “나도 역시 이처럼 ‘물질도 무상하고 느낌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느낌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실은 실체가 없다’ 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모든 형성의 멈춤, 모든 집착의 버림, 갈애의 

파괴, 사라짐, 소멸, 열반에 뛰어들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대신에 동요와 집착이 생겨나 나의 마음은 

퇴전하여 ‘그렇다면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누가 내게 가르침을 베풀 것인가?” 
  
(Channa sutta -찬나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9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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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나의 경’은 부처님의 마부이었던 ‘찬나장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찬나는 부처님과 한날 한시에 태어나 위대한 ‘유성출가’의 날에 함께 

하였다. 이후 부처님 앞에 출가 하였는데 자만심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나의 부처님, 나의 가르침”이라 하면서 무례하고 악의적이어서 

청정한 수행승들에게 욕지거리를 해대고 그들과 충돌한 수행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누군데!” 
  
찬나는 부처님의 유성출가도 자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는데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존자도 우습게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나는 주인께서 왕성을 떠나실 때 그분과 함께 숲으로 갔었지. 바로 

그때 오직 나만이 주인님의 친구였을 뿐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리뿟따라든가 마하목갈라나 등이 

‘우리야말로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다.’ 라고 뽐내며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이라니. 쯧쯧…” 
  
  
이처럼 아상과 자만에 가득찬 찬나는 출가한지 사십년이 넘었어도 

성자의 흐름에도 들지 못하였다. 그것은 ‘유신견’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데!”라며 안하무인격의 찬나에게 있어서 

유신견이 남아 있는 한 결코 흐름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마하빠리닙나나경(D16)에 따르면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에서 찬나에 

대하여 침묵으로 대처할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아난다여, 수행승 

찬나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수행승들은 그에게 이야기하거나 

충고하거나 가르침을 주어서는 안된다.(D16)”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묵빈대처에 대한 것이지만 요즘말로 하면 ‘왕따’를 말한다.   
  
안하무인격의 찬나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왕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찬나에게 따듯하게 대해 준 이가 아난다존자이었다. 그래서 

찬나의 경에서는 아난다존자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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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도 괴로워할까? 
  
경에서 찬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에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실은 실체가 

없다.(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라고 

말하였다. 왜 찬나는 일체개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않을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 Srp.II.318 에서 

붓다고싸는 ‘모든 수행승들이 그를 가르치면서 왜 무상의 특징과 

무아의 특징만을 말하고 괴로움의 특징은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는 ‘왜냐하면 괴로움의 특징이 시설되면 이와 같이 수행승은 

물질도 괴롭고 의식도 괴롭고 길[道]도 괴롭고 경지[果位]도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 
  
(365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말썽꾸러기 찬나에게 괴로움의 특징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부처님가르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에게 

일체개고를 알려 주었을 때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도 괴롭다고 하였을 때 책상도 물질이기 때문에 ‘책상도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오해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찬나는 경에서와 같이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고 만 알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atha kho carahi me attāti)” 
  
이처럼 무상과 무아의 특징만 알고 있는 찬나는 초조한 것 같다. 다른 

수행자들은 가르침을 실천하여 궁국의 경지에 들어섰음에도 자신은 

아직까지 흐름의 경지에도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주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이때 

경에서는 퇴전하는 마음에 대하여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atha kho 

carahi me attāti)”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퇴전하는 마음은 

다름 아닌 ‘나를 찾는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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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아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문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나를 찾다 보면 결국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될 것이다.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한 ‘궁극적 실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궁극적 실재는 어떤 것일 것?  
  
종교다원주의자이자 기독교신학자들은 정상론을 말한다. 진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라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 실재는 하나 

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나열 

해 보면 “그리스도, 도(道), 천(天), 태극, 공(空), 브라흐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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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자, 존재의 근거 혹은 존재 자체, 세계의 건축가 혹은 설계자, 

창조주, 참나, 본래불, 비로자나” 가 될 것이다.  
  
조건들을 성찰하지 않았을 때 
  
찬나빅쿠는 왜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atha kho carahi me 

attāti)”라며 퇴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tha kho carahi me attāti : Srp.II.318 에 따르면, 장로는 조건들을 

성찰하지 않고 통찰에 대한 명상을 시작했다. 그의 허약한 통찰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없었다. 형성들이 그에게 공(공)으로 

드러나자 ‘나는 단멸하고 파괴될 것이다.’라는 허무주의자의 혼란이 

생겨났다. 
  
(366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을 보면 나를 찾는 수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려 주는 것 같다.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의문하며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을 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자’가 될 

것이라 하였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건들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이라 하면 연기법에서 ‘조건(paticca)’을 뜻한다. 왜 

조건이 중요한가? 그것은 연기라는 말자체가 ‘조건’이기 때문이다.  
  
연기법은 조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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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뜻하는 빠알리어가 ‘빠띳짜사뭅빠다(paticca-samuppada)’인데, 

여기서 빠띳짜(paticca)가 ‘조건’ 이라는 뜻이고, 

사뭅빠다(samuppada)가 ‘함께 일어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빠띳짜사뭅빠다는 ‘조건발생’을 뜻한다. 조건발생을 한자어로 

‘연기(緣起)’라 한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하여 ‘조건법’이라고도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원인이나 조건 없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모든 현상은 반드시 조건발생함을 말한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며 존재의 근원을 찾는다면 이는 

조건성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조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연기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며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을 한다면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찬나가 퇴전하게 되었을 때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가 찬나에게  가르침을 알려 주려 하는 

것이다.  
  
왜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인가? 
  
찬나는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 왕따를 당하였다. 부처님이 침묵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찬나를 구원한 이가 

아난다존자이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찬나를 위로 하며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조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연기법 중에서 

‘깟짜야나곳따경(S12.15)’을 알려 주었다.  
  
깟짜야나곳따경(S12.15)이 또 초기경전에서 언급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마치 숫따니빠따의 특정한 경이 다른 경에서 인용 

되었을 때 매우 고층으로 인정되듯이, 깟짜야나곳따경이 찬나의 경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의 가치를 알게 해 준다. 그래서 아난다는 

“벗이여, 찬나여, 나는 직접 수행승 깟짜야나를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S22.90)”이라고 말하며 찬나에게 깟짜야나곳따의 경을 

일러 준다.  
  
아난다가 찬나에게 깟짜야나곳따의 경을 들려 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기법의 가르침부터 알려 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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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상하였을 때 공관에 빠져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에서 찬나가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atha kho carahi me attāti)”라며 퇴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들은 깟짜야나곳따의 경을 알려 

준다. 
  
  
[세존]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존재 또는 비존재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취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깟짜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취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견해가 생겨난다. 
  
(Kaccāyanagottasutta-깟짜야나곳따경, 상윳따니까야 S12:15), 

전재성님역) 
  
  
경에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라 하였다. 이것이 찬나빅쿠에게 필요로 한 말이라 본다. 

조건성찰 없이 명상을 하였을 때 퇴전에 퇴전을 거듭하다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라고 의문하게 될 것이고 결국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반이 그의 눈앞에” 
  
어느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나를 찾는 수행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에 따르면 분명히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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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등 16 가지 의문에 대하여 

번뇌만 야기할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나를 찾는 수행은 

부처님제자라면 해서는 안될 수행이 되고 만다. 이처럼 금하는 이유는 

조건발생에 따른 성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찾는 수행은 연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영원주의나 허무주의자 되기 쉽다. 나를 찾는다 하여 존재의 

근원을 찾다 보면 결국 궁극적 실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절대로 

존재한다는 ‘절대유’가 되고 말아 영원주의자가 되고 만다. 반면 나를 

찾는다 하여 역시 존재의 근원을 찾다보면 공관에 빠져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절대무’가 되어 결국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깟짜야냐곳따의 경에서 보듯이 절대유나 절대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법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절대유는 성립되지 않아 

영원주의는 논파되고, 조건에 따라 법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서 절대무는 

성립되지 않아 허무주의는 논파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며 의문하며 명상하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은 나를 찾아서 떠날 

것이 아니라 열반을 향해야 한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열반으로 정해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퇴전과 불퇴전을 거듭할 

것이다. 그럼에도 차츰 앞으로 나아 간다면 “열반이 그의 

눈앞에(Dhp32)” 있을 것이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두려움을 보는 수행승은 
퇴전할 수 없으니 
열반이 그의 눈앞에 있다.(Dhp32) 
  
  
  
2014-07-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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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 수행승은 왜 자결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덤덤하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받아 들이기에 따라 다르다. 

세월호참사로 숨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하지만 반대로 

유병언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덤덤한 것이 이를 말한다.  
  
무간(無間)에 대하여 
  
죽음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죽고 

싶지 않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다. 또 한 부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부류이다. 전자가 영원주의자라면 후자는 

허무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 모두 

배격한다. ‘절대유’와 ‘절대무’는 연기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한쪽문을 열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태어남에 대하여 열린문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무간(無間)으로 설명된다.  
  
하나의 벽이 있는데 문이 하나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이고,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태어남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간격이 

없다. 죽음 이후에 일정기간 머무는 중유(中有)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한 생각이 일어 났다가 사라지고 연이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음과 태어남에 간격이 없다고 하여 

무간(無間)이라 한다.  
  
불사(不死:atama)에 대하여 
  
태어남이 있으면 죽어야 하는 것은 운명과도 같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아라한이다. 번뇌가 다하여 더 이상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kamma:業)’를 하지 짓지 않았을 때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래서 아라한의 죽음에 대하여 불사(不死:atama)라 한다. 유아견을 

갖지 않는 아라한에게 있어서 죽어도 죽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다시는 죽고 태어남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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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unnaṃ ariyasaccānaṃ  
yathābhūtaṃ adassanā, 
Saṃsaraṃ dīghamaddhānaṃ  
tāsu tāsveva jātisu. 
  
Tāni etāni diṭṭhāni  
bhavanetti samuhatā, 
Ucchinnaṃ mūlaṃ dukkhassa  
natthidāni punabbhavoti.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 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했네. 
  
이들 진리를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어졌네.  
  
(D16, S56.21, 전재성님역)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로 요약된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네 가지 진리는 모두 ‘괴로움’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하여 철저히 아는 것도 진리이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아는 것도 진리이다. 이렇게 괴로움에 대하여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괴로움에서 벗어는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알고 실천하였을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과 함께 윤회도 종식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이름의 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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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과 윤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청정한 삶이다. 이를 

‘브라흐마짜리야’라 한다. 성적교섭없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출가하는 것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놓게 되므로 무소유가 

실현된다. 무소유가 되어야만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 청정이 

실현된다. 이렇게 청정한 삶을 살아 통찰지혜가 생겨나면 아라한이 

된다.  
  
초기경전에서는 선정과 통찰로서 아라한이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살로서 아라한이 된 이야기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이야기가 ‘찬나의 경(S35.87)’이다. 
  
초기경전에서 찬나라는 이름은 여럿 있다. 그 중에 하나 마부 찬나이다. 

부처님이 유성출가하였을 때 말을 몰고 간 마부 찬나를 말한다. 이 마부 

찬나에 대한 이야기는 ‘찬나의 경(S22.90)’에 실려 있다. 그러나 

자살하여 아라한이 된 또 다른 찬나의 이야기가 있다.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에 실려 있는 찬나빅쿠에 대한 이야기이다. 
  
중병에 걸린 찬나는 
  
찬나에 대한 이야기는 상윳따니까야 ‘찬나의 경(S35.87)’과 

맛지마니까야 ‘찬나에 대한 가르침의 경(M144)’에 실려 있다. 내용은 

거의 같다. 두 경 모두 찬나와 사리뿟따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찬나는 왜 자살하게 되었을까? 
  
경에 따르면 찬나빅쿠는 중병에 걸렸다.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찬나] 
“벗이여 싸리뿟따여, 나는 참아내고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은 증가할 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나는 자결하려 합니다. 나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Channovāda sutta -찬나에 대한 가르침의 경, 맛지마니까야 M14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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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중병에 걸린 찬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려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괴로운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머리를 쪼개는 것 같이” 라든가, “가죽끈으로 머리를 조이는 

것처럼”라든가 “도살용 칼로 배를 자르는 것처럼” 등으로 묘사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자결하지 마십시요”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찬나는 ‘자살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상윳따니까야와 맞지마니까야의 표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윳따니까야와 맞지마니까야의 표현이 약간 

다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상윳따니까야 그러나 벗이여, 나는 오랜 세월 기꺼이 싫증냄이 

없이 스승을 모셨습니다. 벗이여, 그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기꺼이 싫증냄이 없이 스승을 

모셨다면, 수행승 찬나가 칼로 자결한다고 해서 

비난 받을 수 없습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주십시요. 

(S35.87) 

비난 받을 수 

없음 

맞지마니까야 벗이여 싸리뿟따여, 저는 오랜 세월 스승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벗이여 싸리뿟따여, 

허물없이 

자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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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오랜 세월 스승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모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벗이여 싸리뿟따여, ‘수행승 

찬나가 허물없이 자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M144) 
  

  
두 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스승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상윳따에서는 “자결한다고 해서 비난 받을 수 없습니다(S35.87)”이라 

하였고, 맛지마에서는 “허물없이 자결할 것이다(M144)”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비난’과 ‘허물’이다. 이에 대하여 

빠알리어 원문을 찾아 보았다. 
  
  
1) 
taṃ anupavajjaṃ channo bhikkhu satthaṃ āharissatīti 
수행승 찬나가 칼로 자결한다고 해서 비난 받을 수 없습니다.(S35.87) 
  
2) 
anupavajjaṃ channo bhikkhu satthaṃ āharissatī'ti 
수행승 찬나가 허물없이 자결할 것이다.(M144) 
  
  
빠알리원문을 찾아 보니 같은 내용이다. 같은 빠알리구문에 대하여 

비난과 허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달리 번역한 것이다.  
  
빠알리구문에서 키워드는 ‘anupavajjaṃ’이다. 이는 ‘blameless’의 

뜻이다. 그래서 “비난 받을 수 없습니다”와 “허물없이”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자살을 말한다.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어 다시 태어남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칼로 목을 베어 자살한 찬나 
  
찬나는 결국 자살하였다. 어떻게 자살하였을까? 경에서는 “자결할 

것이다 (satthaṃ āharissatī)”라 하였다. 여기서 satthaṃ은 ‘A 

weapon, sword; iron, steel’의 뜻으로 ‘칼’의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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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칼을 든다’라고 볼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찬나는 칼로 목을 

베어 자살한 것으로 설명한다.  
  
불교에서는 자살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처님 제자가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찬나의 경에 따르면 중병에 따른 극심한 통증이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자살 하는 것과 다르다.  
  
일반사람들은 주로 마음의 번뇌에 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고이든, 수사에 따른 압박이든, 또 다른 고민거리에 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행승에게 마음의 번뇌로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초기경전에서 수행승들은 어떤 이유로 

자살하는 것일까?  
  
세 빅쿠의 자살 
  
초기경전에서 빅쿠의 자살에 대한 경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고디까의 

경, 왁깔리의 경, 찬나의 경이다. 그렇다면 이 세 경에서 자살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내   용 자살요인 

고디까의 경 
(S4.23) 

“이제 나는 여섯 번이나 일시적 

마음에 의한 해탈에서 물러났다. 

나는 차라리 칼로 목숨을 끊는 

것이 어떨까?” (S4.23)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 

따른 퇴전 

왁깔리의 경 
(S22.87) 

그 때 존자 박깔리는 도공의 집에 

있으면서 병이 들어 괴로워 

했는데 아주 

중병이었다.( S22.87) 

중병 

찬나의 경 
(S35.87) 

“나는 참아내고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S35.87) 
중병 

  
  
일시적이라도 해탈의 상태에 진입한 자의 자살을 허용 
  
‘고디까의 경(S4.23)’에서 고디까빅쿠는 완전히 해탈하고자 하였으나 

번번히 일시적 해탈에 머물렀다. 그러기를 무려 여섯 번 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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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퇴전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퇴전하였을 때 자살하기로 

결심한다.  
  
각주에 따르면 “고디까는 일시적 마음에 의한 해탈을 얻은 상태이므로 

그 마음에 의한 해탈상태에서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일시적 

마음에 의한 해탈상태에 진입하자마자 자살을 생각한 것이다.(S4.23, 

1121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고디까까 여섯 번째 퇴전한 다음 

다시 불퇴전의 마음으로 일곱 번째 일시적 해탈을 이룬 그 순간 

자결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자결에 대하여 부처님은 인정하였다. 각주에 따르면 

“부처님은 오로지 일시적이라도 해탈의 상태에 진입한 자의 자살을 

허용했다.(M144, 2552 번 각주)”라고 설명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일시적 해탈을 이룬 상태에서는 허용한 것이다.  
  
고디까의 경우처럼 일시적 해탈에 따라 자살하는 경우 현상을 알아차려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경에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세존] 
“지혜로운 이들은  
이처럼 삶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네.  
갈애를 뿌리째 뽑아서  
고디까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네.”(S4.23)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보충하듯이 경에서는 마라가 고디까의 

의식(viññāṇa)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찾지 못한다. 만일 마라가 

고디까의 의식, 즉 ‘재생연결식’을 발견하였다면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왁깔리는 왜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까?  
  
‘왁깔리의 경(S22.87)’에서 왁깔리는 중병에 걸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문병을 간다. 부처님은 “박깔리여, 그대는 참아낼 만한가?”라고 

묻는다. 그러자 왁깔리는 “세존이시여, 저는 참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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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박깔리여, 그대가 계행을 실천하는데 자신을 욕되게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 본다. 이에 왁깔리는 “세존이시여, 저는 

계행을 실천하는데 욕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왁깔리는 청정하게 살았음을 말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움직일 기운도 없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왁깔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이 

마음의 가책이 될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 보자 답한 것이다. 이처럼 

계행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산 수행자에게 어떤 마음의 가책이 

있었을까?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다. 
  
  
Alaṃ vakkali. Kiṃ te iminā pūtikāyena diṭṭhena, yo kho vakkali, 
dhammaṃ passati so maṃ passati, yo m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dhammaṃ hi vakkali, passanto maṃ passati. Maṃ passanto 

dhammaṃ passati. 
  
박깔리여, 그만두어라. 나의 부서져 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느냐? 

박깔리여,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박깔리여,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 
  
(Vakkali sutta-박깔리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87, 전재성님역) 
  
  
이 구절은 금강경에서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不能見如來(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를 떠 

오르게 한다. 금강경 26 분에 실려 있는 문구로서 “만약 육신으로써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여래는 볼 수 없으리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금강경의 오리지널 버전이 마치 초기경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dhammaṃ passati so maṃ passati, yo maṃ passati so 

dhammaṃ passati, S22:87)”라는 구절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왁깔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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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름다운 얼굴만 

쳐다 본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선생님은 “왜 학생은 내 얼굴만 빤히 

쳐다 보고 있지요?”라고 주의를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왁깔리도 

부처님의 얼굴과 목소리에 반하여 얼굴만 쳐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왁깔리가 계행을 철저하게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아 가는 

수행자이었을지라도 바로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왁깔리에게 “그대에게 어떠한 가책이 있고 어떠한 후회가 

있단 말인가?(S22.87)”라고 물어 본 것이다. 
  
무아의 가르침을 설한 이유는? 
  
부처님은 왁깔리의 병상에서 ‘무아의 가르침’을 알려 준다. 무아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비구에게 무아의 설법을 하였을 때 모두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상윳따니까야 ‘다섯명의 경(Pañcavaggiya sutta: 

無我相經, S22.59)’에 정형화 되어 실려 있다. 그렇다면 병상의 

왁깔리에게 무아의 가르침을 시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왁깔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경에 따르면 왁깔리가 자결하였을 때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왁깔리는 아마도 확신이 섰었던 

같다. 중병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쇠역한 몸을 이끌고 이씨길리 산 

중턱에 올라 간 것이다. 집안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처님은 수행승을 통하여 “박깔리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왁깔리의 자살을 

허용한 것이다. 왁깔리가 자살하여도 다시는 재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 

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왁깔리는 칼로 자결하였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이씨길리 산 중턱에서 

왁깔리의 모습을 보았다. 경에서는 “어깨를 구부리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머리를 오른쪽으로 

구부린 것이라 한다. 고귀한 제자들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죽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고개를 어떻게 돌리는지 따라 죽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훌륭한 아들 박깔리는 

시설된 의식이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S22.87)”라고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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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순간에 대한 법문 
  
찬나의 경(S35.87)은 왁깔리의 경과 유사하다. 중병으로 자결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화상대가 다르다. 왁깔리의 경에서는 부처님이 

등장하지만, 찬나의 경에사는 ‘사리뿟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나가 자살하기 직전에 사리뿟따의 동생인 마하쭌다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nissitassa calitaṃ,anissitassa calitaṃ natthi, calite asati 

passaddhi hoti, passaddhiyā sati nati-1 na hoti, natiyā asati 

āgatigati na hoti, āgatigatiyā asati cutupapāto na hoti, cutupapāte 

asati nevidha na huraṃ na ubhayamantarena esevanto dukkhassāti. 
  
벗이여 찬나여, 그러므로 그 세존의 가르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십시요. 집착하면 동요가 있으며,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가 없고 

동요가 없으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성향이 사라지고 성향이 사라지면 

왕래가 사라지고 왕래가 사라지면 죽어 태어남이 사라지게 되고 

태어남이 사라지게 되면 이 언덕과 저 언덕과 양자 사이의 세계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괴로움의 끝입니다.  
  
 (Channasutta-찬나의 경, 상윳따니까야 S35.87, 전재성님역) 
  
  
임종순간에 대한 법문이라 볼 수 있다. 임종을 맞이한 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경에서 “집착하면 동요가 있으며(nissitassa calitaṃ)”라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집착(nissitassa)’한다는 것은 

“갈애-아만-사견”에 집착하는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갈애-아만-

사견이 남아 있는 한 재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종순간에 

집착이 없으면 동요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동요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고요해질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집착할 대상이 없으니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열반이다. 마음이 

일어나야 세상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적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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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요하게 되었을 때 경에서는 “왕래가 사라지고”라 하였다. 

여기서 왕래라는 말은 ‘āgatigati’의 번역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결생에 의해서 오고 죽음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은 “죽어 태어남(cutupapāto)”과 같은 뜻이다. 주석에 따르면 

“죽음에 의해서 죽고 태어남에 의해서 재생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마치 벽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이고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 오면 태어남과 같은 말이다. 이 모두가 갈애에 따른 집착에서 

기인한다.  
  
서서히 죽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집착하지 동요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고요에 이르렀을 때 “죽어 

태어남이 사라지게 되고 태어남이 사라지게 되면 이 언덕과 저 언덕과 

양자 사이의 세계가 사라지게 된다.(S35.87)”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끝입니다 “라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찬나는 중병에 걸렸다. 그러나 빅쿠로서 계행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았다. 다만 중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처럼 

제자들이 중병에 걸려서 자결하려 할 때 부처님은 허용하였다. 그러나 

죽어서 다시 재생한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 것임을 확신하였을 때 자살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세 개의 경에서 자살한 빅쿠들이 모두 다시 태어남이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찬나의 

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 압도당하여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갈애, 자만, 견해에 

의존하면 동요하게 되고 찬나는 고통을 참아 낼 수 없으므로, 그에게는 

‘나는 고통 속에 있다. 고통은 나의 것이다.’와 같은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요가 있다.(Srp.II.372, S35.87 144 번 

각주)”라고 설명 되어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여 “아이고 아파 죽겠네!”하며 죽는 소리하면 

범부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아이고 아파!”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죽겠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아라한이나 부처도 범부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으로 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부는 고통을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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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아파 죽겠네!”라 하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두 방의 

화살을 맞지만, 부처님 제자들은 “아이고 아파!”로 그치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에 따른 화살을 한방만 맞게 된다. 바로 이것이 범부와 

현자와의 차이 일 것이다.  
  
찬나는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중병에 들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찬나에게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 온 순간 ‘이 고통은 나의 

것이다’라는 갈애가 일어나 지 않고 다만 지켜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 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칼로 

자결했다(satthaṃ āharissatī)”라는 구절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satthaṃ āharissatī : Pps.V.83 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목을 찔렀다. 

그 순간의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미래의 다시 태어남의 징조가 

나타났다. 자신이 아직 범부임을 깨닫고 일어나서 통찰을 계발했다. 

조건지어진 것들의 형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거룩한 경지에 도달했다. 
  
(맛지마니까야 M144 2557 번 각주, 전재성님) 
  
  
칼로 자결한 순간에 대한 것이다. 칼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찔렀을 때 

아픔과 통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경우 ‘유아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았다고 하였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범부가 임종에 이르면 ‘업’과 ‘업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상이 

일어나면 이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리뿟따로 부터 무아의 가르침을 받았던 

찬나는 찬나는 곧바로 자신이 범부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 

갈 때 현상에 대하여 통찰하였다. 그것은 형성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것이라 하였다.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 통찰의 지혜를 얻어 거룩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였다. 이는 아라한의 경지를 말한다. 죽는 순간 죽음을 

지켜 보면서 통찰지를 얻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320 

 

동시에 두 가지를 성취한 자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된다. 

따라서 찬나는 자결함으로서 동시에 두 가지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라한의 경지와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한 꺼번에 두 가지를 성취한 

자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satthaṃ āharissatī : Srp.II.373 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자결했다. 그는 숨통을 끊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운명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범부상태를 인식하고 재빨리 

통찰하여 모든 형성된 것을 극복하고 거룩한 경지[아라한과]에 들어 

이승과 갈애를 같이 멸한자(samasīsaṁ)로서 열반에 들었다. 

  

(상윳따니까야 S35.87 145 번 각주, 전재성님) 

  

  

이 각주를 보면 맛지마니까야 각주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같은 

찬나의 경이지만 니까야가 다름으로 인하여 주석의 내용도 약간 다르다. 

가장 다른 부분이 사마시시에 대한 설명이다. 맛지마니까야 아라한이 

되어 이승과 갈애를 같이 멸한 자라 하여 사마시삼이라 하였다.  

  

사마시삼에 대하여 더 알아 보기 위하여 빅쿠보디의  CDB 를 참조 

하였다. S35.87 에서  “칼로 자결했다(satthaṃ āharissatī)”라는 

부분에 대한 각주를 보면 “He set up insight, discerned the 

formations, and reaching arahantship, he attained final Nibbana as 

a "same-header" (samasisi; see I, n. 312).(S35.87 54 번 각주)”라고 

설명되어 있다. 번역하면 “그는 통찰하였고 형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아라한과에 도달하였다. 그는 마침내 ‘똑 같은 머리를 가진 자’(same-

header, samasisi)로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였다.”가 된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사마시시(samasisi)’라 한다. 이 용어는 「인시설론」(人施設論, 

Pug.19)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라 한다. 어원을 보면 “동시에(sama)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한 자(sisin)”의 뜻이다. 여기서 sisin 은 문자적으로 

‘머리를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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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가지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최고의 성위인 

‘아라한’과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면 동시에 두 가지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를 ‘사마시시’라 

하고, 이를 이룬 자를 ‘사마시신’이라 한다. 주석서에 따르면 병이 

낫거나, 자세가 끝나거나, 목숨이 다하면서 아라한과를 얻고 바로 

반열반에 드는것을 사마시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디까, 

왁깔리, 찬나의 경우 자결하여 죽었는데 죽음을 통찰하여 아라한이 

되었고 그 결과로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으므로 사마시시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  

  

세 명의 빅쿠에 대하여 요약하면 

  

이와 같은 세 명의 빅쿠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았다. 

   

  

구 분 고디까의 경 
(S4.23) 

왁깔리의 경 
(S22.87) 

찬나의 경 
(S35.87, M144)  

자살원인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 따른 퇴전 
중병 중병 

자살방법 칼로 목을 찌름 칼로 목을 찌름 칼로 목을 찌름 
자살장소 이씨길리산 중턱 

검은 바위 
이씨길리산 중턱 

검은 바위 
- 

자살전  
가르친 자 

- 부처님 사리뿟따 

자살전  
가르침내용 

- 무아의 가르침 
(예, S22.59) 

무아의 가르침 
(예, S22.59) 

악마 빠삐만 의식을 찾으려함 의식을 찾으려함 - 
부처님 확인 “양가의 아들 

고디까는 의식이 

머무는 곳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훌륭한 아들 

박깔리는 시설된 

의식이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수행승 찬나는 

허물이 없도록 

칼로 자결했다.” 

사마시시 
(samasisi)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감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감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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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부처님 제자의 자살은 세 번 있다. 이 중에서 찬나의 경우 

상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 두 곳에서 등장한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데 모든 경에서 자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어떤 

운명이었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럴 경우 부처님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악마 빠삐만이 등장한다. 죽음의 신이라고도 불리우는 마라가 

나타나서 죽음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에 따르면 마라는 

죽은 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는 죽은 자의 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세 빅쿠는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생의 원인이 되는 마음(윈냐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세 빅쿠가 의식이 머무는 곳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었음을 확인 시켜 준다.  

  

세 빅쿠는 모두 칼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지만 죽는 순간 현상에 대한 

통찰지를 얻어서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함께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함께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마시시라한다.  

  

부처님이 자살을 허락한 경우는? 

  

초기경전에서 자살한 빅쿠는 고디까, 왁깔리, 찬나 이렇게 세 명이다. 

고디까는일시적 해탈에 따른 퇴전으로 자살하였고, 왁깔리와 찬나는 

중병으로 자살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살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만 고디까, 왁깔리, 찬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탁발하다가 남의 준 것을 

먹다 보면 콜레라 등 병에 걸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경에도 있지만 치유 

될 수 없는 병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뱀에 물린다든가 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 자결을 할 때 부처님이 허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라한에 한해서.. 아라한이라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허락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남을 원망할 수 없는 사람은 원망할 

수 없었어요. 수행이 완전한 경지에 오른 사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자살이 허용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자살할 수 

없었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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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박사,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 2012-3-10 일자) 

  

  

부처님은 범부에게 자살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제자들 가운데 중병이 

걸린자나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룬 자에 한해서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허락을 했어요”라 한 것이다.  

  

왜 니까야가 위대한가? 

  

초기경전에는 자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장면은 다른 

종교경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대승종교 경전에서도 제자들이 

자살하였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초기경전에서 왜 이렇게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까야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부처님을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덮어 놓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안 남겼을 거라구요! 그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경전이 아닙니다.” 

  

(전재성박사, 동국대정각원 토요법회 2012-3-10 일자) 

  

  

전재성님은 니까야의 위대성을 말한다. 불리한 사항까지 전승되어 기록 

되었다는 것은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내용이 틀림 없다는 것을 

말한다.  

  

  

  

2014-07-2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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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음은 경망스런 것,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야 
  
  
  
제멋대로의 마음 
  
법구경 찟따왁가는 마음에 대한 품이다. 마음에 대하여 열 한 개의 

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통제 

되지도 않고 제멋대로의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은 내 것이 

아님에 분명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먼저 첫번째 

게송이다. 
  
  
Phandanaṃ capalaṃ cittaṃ  판다낭 짜발랑 찟땅 
durakkhaṃ dunnivārayaṃ,   두락캉 둔니와라양 

Ujuṃ karoti medhāvī   우중 까로띠 메다위 
usukāro va tejanaṃ.   우수까로 와 떼자낭. 
  
(Cittavaggo, Dhp33)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잡는다. 
마치 활제조공이 화살을 바로 잡듯. 
  
(Dhp33, 전재성님역) 
  
  
心は動揺し、ざわめき、 
護り難く、制し難い。 
英知ある人はこれを直くする 
弓師が矢の弦を直くするように。 
  
(Dhp33, 中村元역)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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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Dhp33, 법정스님역) 
  
  
心多爲輕躁 심다위경조 
難持難調護 난지난조호 
智者能自正 지자능자정 
如匠익箭直 여장익전직 
  
(Dhp33, 한역)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보호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한다, 
마치 화살 만드는 사람이 굽은 화살을 곧게 펴듯이. 
(Dhp33, 거해스님역) 
  
  
Quivering, wavering, 
hard to guard, 
to hold in check: 
 the mind. 
The sage makes it straight — 
like a fletcher, 
the shaft of an arrow. 
  
(Dhp33, Thanissaro Bhikkhu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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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마음의 품 첫 번째 게송이다. 마음에 대하여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다고 네 가지 요인을 말하고 있다. 
  
왜 윈냐나(識)인가? 
  
 여기서 마음이라 번역한 빠알리는 ‘찟따(citta: 心)’이다. 그러나 

주석에 따르면 ‘윈냐나’라 한다. 왜 윈냐나(識)인가?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cittaṃ : DhpA.I.288, Dag.95.13, Sds.II.415-455 에 따르면, 여기서 

마음은 의식(viññāṇa)이다. 마음은 세계[무색계], 토대(시각, 청각등), 

대상(형상, 소리등), 자세(행주좌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589 번 각주, 전재성님) 
  
  
게송에서 찟따(citta, 心)이라 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식(識)과 같은 

것이라 한다. 식은 윈냐나를 말한다.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의 그 

‘식’을 말한다. 이 윈냐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의식’이라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술어 즉, 찟따(心), 마노(意), 

윈냐나(識)에 대하여 구분없이 마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게송에서 찟따라 한 것은 ‘마음일반’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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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특징 네 가지 
  
게송에서는 마음의 특징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주를 참고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마음의 특징 설     명 
1 phandanaṃ 

들뜨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과 같은 

대상과 관련하여 흔들린다. (DhpA.I.288) 
2 capalaṃ 

흔들리고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동네아이처럼 한 

주제에 머물지 못하고 마음은 동요한다. 

(DhpA.I.288) 
3 durakkhaṃ 

지키기 어렵고 
곡물이 굵을 때 마구 먹어치우는 산만한 

황소처럼, 하나의 유익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DhpA.I.288) 
4 dunnivārayaṃ 

억제하기 어렵고 
1)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향해 움직일 때에 

그것을 멈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DhpA.I.288) 
2)남자에 대해서 여자, 여자에 대해서 

남자를 의미한다.( Dag.95.13) 
  

  
  
표에서 가장 먼저 ‘들뜸’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이는 여섯 가지 

외부대상과 접촉하였을 때이다. 이때 마음이 일어난다. 흔히 내부의 

여섯 감각기관이 외부의 여섯 대상과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디. 이렇게 본다면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화살제조공의 비유 
  
들뜨고, 흔들리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자들은 이런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게송에서는 

화살제조공의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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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kāro va tejanaṃ : DhpA.I.288 에 따르면, 화살제조공은 숲에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기고, 그것에 쌀죽을 바르고 화로 속에서 

가열하고 뾰족한 막대기 위에 그것을 박고 똑바로 펴서 ‘머리카락을 

쏘아 맞출 수 있도록 조절한다.’ 이렇게 해서 화살제조공은 왕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기술을 시연하여 명성을 얻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총명하고 지적인 현자는 동요하고 움직이는 본성을 

가진 마음을 다룬다. 그는 숲속에서의 두타행으로 거친 번뇌를 

제거한다. 그것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것에 믿음의 기름을 바른다. 

정신-신체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가열하고 그것을 멈춤[지:사마타]과 

통찰[혜:위빠사나]의 뾰족한 막대기 위에 박는다. 
  
(591 번 각주, 전재성님) 
  
  
화살을 만드는 과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 대비 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거친 것에서부터 예리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각주에 따르면 두타행으로 거친번뇌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거친번뇌는 ‘의-식-주’에 대한 것이다. 분소의를 입고 탁발음식만 

수용하고 공동묘지에서 자는 등 열 세가지 두타행으로 무소유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멈춤과 통찰수행으로 제멋대로의 

마음을 바로 잡는다고 하였다. 
  
“마음은 경망스런 것이니..” 
  
게송에 따르면 범부에게 있어서 마음은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마음이라 할 수 없다. 통제가 되지 않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제 멋대로인 마음에 대하여 법구경인연담에서 부처님은 “마음은 

경망스런 것이니 그것을 자신의 지배아래 두어야 한다.(Dhp33 

인연담)”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메기야가 세 번씩이나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이다.  
  
인연담에서는 수행승 메기야가 등장한다. 그런데 인연담에 등장하는 

메기야 이야기는 앙굿따라니까야 ‘메기야의 경(A9.3)’을 근거로 한다. 

공통점은 메기야가 ‘불건전한 사유’를 한 것이다.  
  
부처님이 “기다려라”라는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메기야에게 

세 가지 불건전한 생각이 떠 올랐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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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사유, 분노에 대한 사유, 폭력에 대한 사유이다. 이런 세 가지 

사유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떠 오른 것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한 메기야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에 

지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한다. 이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법구경인연담과 메기야경이 다르다. 법구경인연담에서는 “마음은 

경망스런 것이니 그것을 자신의 지배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흔들리고 동요하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잡는다. 마치 활제조공이 화살을 바로 

잡듯.(Dhp33)  물고기가 물인 집에서 나와 물에 던져진 것과 같이, 이 

마음은 펄떡이고 있다. 악마의 영토는 벗어나야 하리.(Dhp34)”라고 

가르친다.  
  
마음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리 
  
그러나 메기야의 경에서는 다르다. 부처님은 “메기야여, 아직 익지 

않은 마음에의한 해탈을 익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리가 도움이 된다.(A9.3)”라며 다섯가지 원리와 네 가지원리를 

추가로 말씀 하신다. 모두 아홉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선한 벗과 사귄다 
2. 학습계율을 수용하여 배운다.  
3. 버리고 없애는 대화를 한다. 
4. 열심히 정진한다. 
5. 지혜를 갖춘다. 
6. 부정(不淨)을 닦아야 한다. 
7. 자애를 닦아야 한다. 
8. 호흡새김을 닦아야 한다. 
9. 무상에 대한 자각을 닦아야 한다.  
  
  
 통제 되지 않는 마음을 제어 하기 위하여 1번부터 5 번까지 닦아야 

하고, 이런 바탕에하에서 6 번부터 9 번까지 더 닦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법구경인연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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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33 번과 34 번의 공통인연담을 보면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구경 

인연담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허구적 내용도 

있고 단지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식의 인연담도 보인다. 그럼에도 종종 

초기경전을 근거로 한 인연담도 보인다. 메기야의 경(A9.3)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았다. 경의 도입부만 적용 

되었을 뿐 결론부에는 게송이 언급되어 있고 말미에는 “많은 사람들은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다.”라는 정형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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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불교는 축복의 종교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here and now)’라는 말이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면 ‘현법열반론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다 보면 
  
부처님이 경계하신 62 가지 사견 중에 

‘현법열반론(diṭṭhadhammanibbānavādā)’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즐거운 

삶을 살자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법이라는 말은 빠알리어로 

diṭṭhadhamma 라 한다. ‘법(dhamma)을 보았다(diṭṭha)’라는 뜻이다. 

지금 여기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으로서 

현법(現法) 또는 견법(見法)이라 한다. 그런데 딧따담마라는 말은 

‘현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는 문장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말이 나올 때 이다. 이처럼 diṭṭhadhamma 라는 말은 ‘지금여기’ 

또는 ‘현세’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면 현법열반론이 된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그렇다. 흔히 말하는 

‘행복론’이 현법열반론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을 

뜻하는 빠알리어 수카라는 말의 뜻과 매우 관계가 깊다.  
  
빠알리어로 수카(sukha)는 ‘pleasant, happy; happiness, pleasure, 

joy, bliss’의 뜻이다. 즐거운, 행복, 쾌락 등으로 번역된다. 

한자어로는 ‘즐길 락樂(락)’자로 표현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여기에서 행복론을 강조하면 부처님이 경계하신 62 가지 사견에 

빠지기 쉽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 즐겨라’고 말씀 하신 적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또는 ‘현세를 즐겨라’라고 말하는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맛지마니까야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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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ītaṃ nānvāgameyya,     아띠땅 난와가메이야 
nappaṭikaṅkhe anāgataṃ;  납빠띠깐케 아나가땅 
yadatītaṃ pahīnaṃ taṃ,   야다띠땅 빠히낭 땅 
appattañca anāgataṃ.   압빳딴짜 아나가땅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Paccuppannañca yo dhammaṃ,   빳쭙빤냔짜 요 담망 
tattha tattha vipassati;  땃타 땃타 위빳사띠 
asaṃhīraṃ asaṃkuppaṃ,   아상히랑 아상꾹빵 
taṃ vidvā manubrūhaye.  땅 위드와 마누브루하예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Bhaddekaratta Sutta-한 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M 131, 전재성역)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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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 즐겨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지금 여기서 관찰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Paccuppannañca yo dhammaṃ 

tattha tattha vipassati, M131)”라고 말씀 하셨다. 이것이 정견이다. 

그럼에도 부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주장하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나 내세를 생각하지 

말자고말한다. 특히 알 수 없는 내세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로 보는 것이다. 아직 죽어서 돌아 온 자가 없기에 내세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 한다. 심지어 ‘죽어서 내세가 

있는지 알아 보고 오라’고 말하는 단멸론자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윤회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 단멸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말이다.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이 말은 누구나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과 똑 같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서 오로지 행복만 강조하며 

행복론을 펼친다면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현법열반론자가 되기 쉽다. 

그래서일까 요즘 세상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TV 에서도 먹거리 프로 등 욕망을 부추기는 무수한 

프로를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순간을 즐겨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흐름대로 지금 이순간을 즐기고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잘 죽으면 

그만일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을 즐겨라” 대신에 “지금 

이순간을 관찰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  
  
법구경에서도 
  
“지금 이순간을 관찰하라”라는 말은 법구경에서도 볼 수 있다.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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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ñca pure muñca pacchato,  

Majjhe muñca bhavassa pāragū,  

Sabbattha vimuttamānaso  

Na puna jātijaraṃ upehisi.  
  
과거에서 벗어나라 미래에서도 벗어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라. 
존재의 피안에 도달하여 마음이 일체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결코 다시 태어남과 늙음에 다가가지 않는다. (Dhp348, 

전재성님역) 
  
  
“과거에서 벗어나라(Muñca pure)”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주석에 

따르면 “과거의 존재의 다발과 관련된 애착, 소망, 소유, 망상, 집착, 

갈애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이다.(DhpA.IV63)”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고 회한을 갖는 것은 정신적 

고통만을 야기 할 뿐이다. 따라서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것은 일종의 

갈애이고 집착이다.  
  
“미래에서도 벗어나라(muñca pacchato)”라는 말은 “미래의 존재의 

다발과 관련된 애착, 소망, 소유, 망상, 집착, 갈애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불선업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이것 

역시 갈애이고 집착이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라(Majjhe muñca)”라 

하였다. 여기서 가운데를 뜻하는 말이 Majjhe 이다. 이는 Majjha 의 

형태로서 ‘[m.] the middle; the waist. (adj.), middle’의 뜻이다. 

중간을 뜻한다.  
  
이 게송을 보면  마치 금강경에서 “過去心 不可得 現在心 不可得, 

未來心 不可得(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을 접하는 것 같다.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을 것인가?” 
  
금강경 일체동관분(18 분)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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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런데 금강경 해설서나 설명하는 사람들은 떡장수 할매 이야기를 한다. 

할매가 금강경에 달통한 주금강이라는 사람에게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 했는데,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을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시대의 대강백이라 

불리우는 무비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過去心不可得 現在心不可得 未來心不可得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거기는 현재심도 불가득이라 그럤어요. 현재심도 찾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할 때 이미 그것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를 쪼개 가지고 마이크로 초로 쪼개놓고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립니까? 백 만분의 일초 정도로 우리가 쪼개놓고 

보면은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시간단위로 일초 

이 초 하는 것이 백 만분의 일초로 나눠놓고 보면은 그 얼마나 길고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현재심도 어디서 잡을 수가 없고 찾을 

길이 없다. 그렇게 까지 경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제스님은 그런 의미보다는 즉시현금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순간 이 

사실 이것이 완전무결한 존재다. 이 외 달리 치장을 하고 장엄을 하고 

무슨 꾸미고 하는 그런 것은 여기서 도대체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直是現今(직시현금) 更無時節(갱무시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뜻만 우리가 참 제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임제스님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은 곧 선사상을 다 이해하는 

것이 되고 불교의 지름길을 가는 것이고 진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비큰스님의 임제록 강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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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스님에 따르면 현재라는 시점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여기에 점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비스님은 임제스님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순간 이 사실 이것이 

완전무결한 존재다”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법구경의 주석과는 

내용이 다르다.  
  
금강경의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는 말의 

오리지널 버전은 법구경의 “과거에서 벗어나라 미래에서도 벗어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라. (Muñca pure muñca pacchato, Majjhe muñca 

bhavassa pāragū,Dhp348)”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구경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설명문과 똑 같다. 즉 “현재의 존재의 다발과 관련된 애착, 소망, 

소유, 망상, 집착, 갈애에서 벗어나라라는 뜻이다.(DhpA.IV63)”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온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강경해설서를 보면 “아이러니컬한 물음은 공양에 대한 

승가의 외경을 드러낸 표현이 된다.(정각스님)”라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순간 이 사실 이것이 완전무결한 

존재다(무비슴님)”라는 등 ‘알쏭달쏭한’ 말들만 보인다.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지금 여기 또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 한다면 이는 갈애와 집착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 

즐거운 느낌을 갖는 자는 그 느낌에 갈애를 일으켜 즐거운 느낌이 오래 

지속 되기를 바란다. 반면 지금 괴로운 자는 괴로운 느낌에 그쳐서 

즐거운 느낌을 갖고자 갈애를 일으킨다. 이처럼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애는 행복에 대한 갈애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Dukkhī sukhaṃ patthayati, sukhī bhiyyopi icchati; 
Upekkhā pana santattā, sukhamicceva bhāsitā. 
Taṇhāya paccayā tasmā, honti tissopi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iti vuttā mahesin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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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anāpaccayā cāpi, yasmā nānusayaṃ vinā; 
Hoti tasmā na sā hoti, brāhmaṇassa vusīmatoti. 
  
(빠알리 청정도론 원문) 
  
  
A man in pain for pleasure longs, 
And finding pleasure, longs for more; 
The peace of equanimity 
Is counted pleasure too; therefore 
The Greatest Sage announced the law 
“With feeling as condition, craving,” 
Since all three feelings thus can be 
Conditions for all kinds of craving. 
Though feeling is condition, still 
Without inherent tendency 
No craving can arise, and so 
From this the perfect saint is free 
  
(영역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 
평온은 고요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설하셨다 
이 세 가지 느낌은 갈애의 조건이기 때문에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있다고 대성인께서 설하셨다 
느낌을 조건하지만 잠재성향이 없이는 갈애가 없다 
그러므로 청정범행을 닦은 범천에게는 그것이 없다 
  
(청정도론 제 17 장 238 절, 대림스님역) 
  
  
이 게송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갈애이다. 

행복(즐거움)에 대한 갈애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괴로운 자는 

괴로움이 그쳐 행복을 원하고, 지금 여기서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갈애가 일어난 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느낌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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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비교를 해보니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게송은 5세기 붓다고사의 작품으로 보여진다. 

이는 게송에서 ‘vuttā mahesinā’라는 구문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마헤시(mahesi)는 ‘the great sage’의 뜻으로 ‘대현자’의 의미이다. 

이 구문에 대하여 빅쿠냐나몰리는 “The Greatest Sage announced”라 

하였고, 대림스님은 “대성인께서 설하셨다”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붓다고사가 십이연기에서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일어난다’라는 절에서 갈애를 설명하였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게송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에서 

‘오역’이 보인다. 

  

청정도론 빠알리 구문에서 마헤시(mahesi)와 유사한 단어가 보인다. 

그것은 브라흐마낫사(brāhmaṇassa)이다. 이에 대하여 빅쿠냐나몰리는 

‘the perfect saint(대성인)’라 번역하였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범천’이라 번역하였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런 차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빠알리어 빅쿠 

냐나몰리

역 

대림스님

역 
내   용 비  

고 

마헤시 
(mahesi) 

The 

Greatest 

Sage 
(대현자) 

대성인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있다” 

부처

님 

브라흐마낫사(brāhmaṇas
sa) 

the 

perfect 

saint 
(완전한 

성인) 

범천 “잠재성향

이 없이는 

갈애가 

없다” 

아라

한 
(제자

) 

  

  

  

부처님은 연기법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있다”라고 ‘마헤시’가 말씀 하셨다는 것은 ‘부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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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잠재성향이 없이는 갈애가 없다”라 

하여 ‘브라흐마낫사’가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자, 즉 아라한을 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현자(The Greatest Sage)’이라 번역된 

마헤시는(mahesi)는 ‘부처님’을 뜻하고, ‘완전한 성인(the perfect 

saint)’이라 번역된 브라흐마낫사(brāhmaṇassa)는 ‘아라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느닷없이 ‘범천’이 

등장한다.  

  

  

브라흐마(범천)와 브라흐마나(바라문)를 구별하지 못한 오역 

  

청정도론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2004 년도에 출간 되었다. 니까야를 

번역하기 전에 먼저 청정도론이 출간 된 것이다. 그래서 초불연의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이고 승가대학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초기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라면 갖추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오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본다. 그것은 

번역문 마지막 구절인 “청정범행을 닦은 범천에게는 그것이 없다”에 

있다.  

  

대림스님은 번역문에서 청정범행을 닦은 자에 대하여 ‘범천’이라 

하였다. 범천이라면 부처님 당시 지배종교인 브라만교의 창조신을 

말한다. 그 브라만에 대하여 빠알리어로 ‘브라흐마(brahma)’라 한다. 

브라흐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하느님’으로 옮겼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한역경전을 답습하여 ‘범천(梵天)’이라 하였다.  

  

문제의 구절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다. 

  

  

구 분 내   용 비  고 
빠알리어 brāhmaṇassa vusīmatoti brāhmaṇassa 
냐나몰리역 the perfect saint is free the perfect saint 
대림스님역 청정범행을 닦은 범천에게는 

그것이 없다 
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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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빠알리 원문에는 ‘brāhmaṇassa’라 되어 있다. 이는 

‘brāhmaṇa + assa’의 형태이다. 여기서 brāhmaṇa 는 ‘a man of the 

Brahman caste’의 뜻으로 ‘브라만계급의 사람’을 뜻한다. 흔히 

‘바라문’이라 번역된다. assa 는 ‘to this’ 또는 ‘atthi(유)’의 

뜻이다. 따라서 brāhmaṇassa 는 ‘그 바라문’또는 ‘그런 바라문이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brāhmaṇassa 에 대하여 ‘범천’이라 번역하였다. 

범천은 브라흐마를 뜻하며 ‘창조신’으로서 제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번역은 완전한 오역이다. 브라흐마(범천)와 

브라흐마나(바라문)를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빅쿠냐나몰리는 brāhmaṇassa 에 대하여 ‘the perfect saint’라 하여 

완전한 성인이라 번역하였다. 그래서 “the perfect saint is free”라 

하였는데 이는 “완전한 성인은 자유롭다”라는 뜻이다. 무엇에서 

자유롭다는 것일까? 그것은 갈애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잠재성향(inherent tendency)이 없기 때문에 갈애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빠알리 원문 “brāhmaṇassa vusīmatoti”에서 vusīmatoti 는 vusīmant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완성에 도달한’ 또는 ‘자재한’의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brāhmaṇassa vusīmatoti”구문은 “그 

바라문은 완성에 도달하였다”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대림스님은 

“청정범행을 닦은 범천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번역하였다.  

  

초기경전에서 바라문(brāhmaṇa)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사성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재해석한 

바라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라한과 동급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른다”라 하였는데, 

이는 타락한 바라문 이전의 청정한 삶을 살았던 ‘이상적 바라문’을 

말한다. 그런 바라문에 대하여 아라한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붓다고사의 게송에 등장하는 brāhmaṇassa 는 

brāhmaṇa(바라문)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브라흐마(brahma)를 뜻하는 

‘범천’이라고 번역한 것은 치명적인 오역임에 틀림 없다.  

  

“그때 그때의 조건이 생겨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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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의 붓다고사 게송에서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Dukkhī sukhaṃ patthayati, sukhī 

bhiyyopi icchati)”라 하였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빠알리어가 sukha 

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수카는 행복(happy)뿐만 아니라 

즐거움(pleasant), 쾌락(pleasure)으로도 번역된다. 그런데 즐거움은 

‘느낌(vedana)’이라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일까 맛지마니까야 ‘난다까의 교화의 경(M146)’에 

실려 있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No hetaṃ bhante. Taṃ kissa hetu, 'tajjaṃ tajjaṃ bhante. Paccayā 

paṭicca tajjā tajjā vedanā uppajjanti. tajjassa tajjassa paccayassa 
nirodhā tajjā tajjā vedanā nirujjhantī'ti. 

  

[수행녀들]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존자여, 그때 

그때의 조건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느낌이 생겨나고, 그때 

그때의 조건이 조건이 소멸함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난다까의 교화의 경, 맛지마니까야 M146, 전재성님역) 

  

  

경에서 난다까는 수행녀들에게 무아의 가르침을 주었다. 난다까가 

“이와 같이 자매들이여, 누군가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이 무상한데 

여섯 가지 내적인 감역을 조건으로 체험하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영원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매들이여, 그가 올바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라고 묻자 수행녀들이 위와 같이 답한 것이다.  

  

위 구문으로 알 수 있듯이 느낌은 조건발생이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조건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느낌이 생겨난다 (Paccayā paṭicca 
tajjā tajjā vedanā uppajjanti)”라고 하였다. 조건발생하였다면 

조건소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조건이 조건이 소멸함에 

따라서 그때 그때의 느낌이 소멸한다 (tajjassa tajjassa paccayassa 

nirodhā tajjā tajjā vedanā nirujjhantī)”라고 하였다. 이처럼 느낌은  

‘조건발생’하고 ‘조건소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연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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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즐거움과 동의어인 행복 역시 ‘행복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즐거움) 추구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죽어도 좋아!”리며 지금 이순간은 즐겨야 되는 것이라 하고 

인생 역시 즐겨야 하는 것으로 본다.  

  

행복한 밥상 

  

식당간판 중에 ‘행복한 밥상’이 있다. 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본 

간판이다. 한상 가득히 차려 놓고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처럼 

먹거리를 즐기는 프로가 TV 에서 빠지지 않는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먹거리프로가 나오는데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 마치 먹기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즐기는 것임과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황제식’이라도 

먹구멍으로 넘어 가는 순간 ‘똥’으로 되어 나올 뿐이다. 다만 씹는 

과정과 먹구멍으로 넘겼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 이순간이 지나면 

  

지금 이순간이 지나면 과거의 느낌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지금 여기를 강조하지만 결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아무리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순간 뿐이라는 

것이다.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울었다 웃었다 하듯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금강경에서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 하였고, 법구경에서도 “과거에서 벗어나라 

미래에서도 벗어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벗어나라.(Dhp348)”이라 하였을 

것이다. 현재 지금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수카(행복) 보다 더 좋은 말, 망갈라(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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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수 도 없이 많다. 그런데 행복 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 그것은 축복이다. 왜 축복인가? 먼저 축복경의 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Tapo ca brahmacariyañca   따뽀 짜 브라흐마짜리얀짜 

ariyasaccānadassanaṃ,   아리야삿짜나닷사낭 

Nibbānasacchikiriyā ca   닙바나삿치끼리야 짜 

etaṃ maṅgalamuttamaṃ.   에땅 망갈라뭇따망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stn267) 

  

  

숫따니빠따 망갈라경(Sn2.4)에 실려 있는 게송이다. 게송에서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etaṃ maṅgalamuttamaṃ)”이라 

하였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이 망갈라(maṅgala)이다.  

  

망갈라란은 말은 행복을 뜻하는 수카라는 말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망갈라(maṅgala)의 뜻은 ‘auspicious(상서로운); royal; lucky; 

festive. (nt.), festivity; good omen(좋은 징조); ceremony’로 표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길상(吉祥)’으로 옮겼다.  

  

망갈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의 마지막 게송에 실려 있듯이 “모든 

곳에서 번영 (Sabbattha sotthiṃ)”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뜻의 망갈라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번영’까지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이라는 뜻의 수카 보다 

축복이라는 뜻의 망갈라가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망갈라경이 예불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불자들의 수호경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부처님이 ‘수카경’이라 하지 

않고 ‘망갈라경’이라 한 이유일 것이다. 

  

축원하는 이유 

  

법회를 하면 스님들이 ‘축원’을 해 준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번영까지 약속하는 것이다. 누군가 결혼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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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 준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과 미래의 행복에 대한 축하의 

말이다.  

  

그런데 축복의 말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축복이고, 술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축복이다. 왜 그럴까? 지금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갈라경에 따르면 

수십가지의 축복사례가 등장한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있다. 그것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구경에서 “존재의 피안에 도달하여 마음이 일체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결코 다시 태어남과 늙음에 다가가지 않는다.(Dhp348)”이라 

하였는데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순간을 즐길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지금 여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 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을 즐겨요”라는 광고 문구도 나왔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행복론’이 나온다. 심지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 즐겨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부처님은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Paccuppannañca yo dhammaṃ tattha tattha vipassati, 

M131)”라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관찰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즐김과 관찰의 차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즐기는 삶을 산다면 ‘행복론’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관찰하는 삶을 산다면 ‘축복론’이라 볼 수 있다. 행복론은 

지금여기에서 일시적 느낌에 지나지 않지만, 축복론은 지금여기에서 

행복은 물론 미래의 행복까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론 

보다는 축복론이다.  

  

불교는 축복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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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 관찰할 것을 말씀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축복의 종교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현재에 매이지 않는 다면 그런 삶은 축복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게송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 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S1.10) 

  

  

  

  

2014-08-07 

진흙속의연꽃 

 

 

 

 

 

 

 

 

 

 

 

 

 

 

 



346 

 

25. 인간이 천상보다 좋은 것은 
  
  
  
천상은 정말 있을까? 죽어서 돌아 온 사람들이 없기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은 천국이나 극락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한다. 아무도 가서 본 사람들이 없기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른다. 이른바 종교장사를 하는 것이다. 
  
천상에 수명이 있는 이유는? 
  
초기경전에는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온다. 더구나 불교적 

세계관이라 하여 천상도표까지 등장한다. 천상도표에 따르면 모두 

26 개의 천상이 있다. 욕계 6 천, 색계 16 천, 무색계 4천 이렇게 

26 천이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천상도표를 보면 가장 아래 천상인 사천왕천의 경우 

수명이 500 천상년으로서 인간으로 따지면 9백만년을 산다. 가장 높은 

비상비비상처천의 경우 무려 8 만 4 천겁을 산다.  
  
불교적 세계관을 보면 31 개의 세상이 있다. 가장 아래의 지옥에서부터 

가장 높은 천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31 개의 세상이 있는데,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곳은 천상 밖에 없다. 나머지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이렇게 다섯 세상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왜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업대로’ 살기 때문이다. 업대로 산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은 행위에 대한 과보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6 개에 달하는 천상의 경우 수명이 정해져 있다. 이는 천상에 

태어날 만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는 

수(壽)와 복(福)이 보장 되어서 ‘복대로’ ‘수명대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복과 수명을 바란다. 그러나 천상의 존재를 제외하고 

복과 수명이 보장 되지 않는다. 지금 복대로 살지만 언제 어떻게 복이 

다할지 모르고, 지금 수명대로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복과 수명이 보장 되어 있는 천상을 동경하는지 모른다. 그런 

천상은 과연 실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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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은 실재할까? 
  
아직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에 천상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죽어서 천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천상이 있다고 믿는다. 특히 불교에서 그렇다.  
  
불교의 천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천상은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도 아니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극락’도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교천상에는 수명이 있다는 

것이다. 수명대로 사는 천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천상의 존재도 윤회한다. 비록 천상에서 사는 

존재들이 복대로 수명대로 오래 살지만,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은 확실시 

실재한다고 볼 수 있다. 
  
환희동산(nandanavane)에서 
  
천상이 실재하는 이유 한가지를 더 든다면 초기경전이다. 초기경전에는 

천상과 천상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때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사람]  
“영예로운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하늘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희의 동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네.”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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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춤 
  
  

상윳따니까야 1권에는 하늘사람, 하늘아들, 제석천 등 초월적 존재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들과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의 

탁월한 가르침이 드러난다.  
  
경에서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는 ‘삼십삼천’이라 하여 

초기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천상이다. 그러나 26 개의 천상중에서 

아래에서 두번째 천상에 위치한다. 수명은 1000 천상년으로서 

인간수명으로 따지면 3600 만년을 산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삼십삼천은 ‘즐거움만 가득한 곳’으로 묘사 되어 있다. 바로 그곳이 

환희동산이다.  
  
게송에 따르면 ‘환희동산(nandanavane)’이 등장한다. 그런데 

삼십삼천에 사는 존재의 말에 따르면 “환희의 동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하네.”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인간의 행복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천상의 

행복에 비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천상은 수행하기에 적합할까? 
  
환희동산은 어떤 곳일까? 상윳따니까야 요정의 경(S1.46)이 있다.  어느 

빅쿠가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풍병’에 걸려 죽었다. 아마 

뇌졸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빅쿠는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서 자신이 

죽은지도 몰랐다. 눈을 떠 보니 삼십삼천의 환희동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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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동산에는 아름다운 천상의 미녀가 시중을 들고 있다. 이를 본 

빅쿠는 부처님 면전에 나타나서 “나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한과를 증득하기 위해서 수행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 무명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S1.46)” 라고 말한다. 

빅쿠는 환희동산에서 벗어나고픈 것이다. 윤회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빅쿠에게 환희동산은 방해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상은 확실히 수행하기에 접합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각적 쾌락만을 만족시키는 곳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빅쿠는 환희동산에서 

탈출하고자 한 것이다.  
  
죽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사람들 
  
인간세상에서도 천상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먹고 살 걱정을 안하는 

부류들이라 볼 수 있다. 한평생 먹고 살 충분한 재산이 있다거나 늙어 

죽을 때 까지 큰 연금혜택을 받는 자들도 해당된다. 이런 자들의 생활을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지금 사는 세상이 바로 천상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무언가 애써 노력해서 이루려하지 않는다. 다만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권리를 최대한 즐기려 한다. 마치 

부동산졸부가 “오늘은 어디서 점심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고,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없을까?”하고 즐길거리를 찾는 것과 

같다.  
  
천상락을 누리는 인간들은 죽기 싫어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천상과도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죽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늙어 병들어 죽을 

수 밖에 없다. 또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이전에 지은 행위에 따라 

업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수명이 보장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만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몹시도 

아쉬울 것이다. 그 동안 모아 놓은 재산, 지위를 가져 가지 못하는 것도 

큰 아쉬움일 것이다. 다만 가가져 가는 것이 있다면 그런 재산과 지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행위(kamma)’일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업(業)만 잔뜩 짊어 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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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이 죽음에 이를 때 나타나는 현상 다섯 가지 
  
사람이 임종에 이르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한다. 아비담마에 

임종순간에 업과 업의 표상, 그리고 태어날 곳의 표상이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날 곳의 표상을 보았을 때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재생연결식이라 한다. 그런데 

인간만이 죽음의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천신들도 죽음이 가까워 질 

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Yadā bhikkhave devo devakāyā cavanadhammo hoti, pañcassa 

pubbanimittāni pātubhavanti: mālā milāyanti, vatthāni kilissanti, 

kacchehi sedā muccanti, kāye dubbaṇṇiyaṃ okkamati, sake devo 

devāsane nābhiramatī 
  
[세존] 
“수행승들이여, 천신이 자신의 하늘 몸에서 죽을 때, 그에게 다섯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의 화환이 시들고, 그의 의복이 바래고, 그의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르고, 그의 몸이 추악해지고, 자신의 하늘보좌에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Pubbanimittasutta -징조의 경, 여시어경 83, 전재성님역) 
  
  
복과 수명대로 사는 천신의 최후에 대한 것이다. 온갖 즐거움만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수명대로 산 천신의 최후는 비참하다. 마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의 최후를 보는 듯 하다. 그런데 인간과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화환이 시든다.(mālā milāyanti) 
2) 의복이 바랜다.(vatthāni kilissanti) 
3)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른다.(kacchehi sedā muccanti) 
4) 몸이 추악해진다. (kāye dubbaṇṇiyaṃ okkamati) 
5) 하늘보좌에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sake devo devāsane 

nābhiramat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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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의 최후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이에 대한 각주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처럼 늙어 병들어 가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화환이 시들고 의복이 바래고 몸이 추악해 

보인다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과 유사하다. 그런데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겨드랑이와 땀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았다. 공통적으로 ‘냄새’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냄새를 

유발하는데 이를 ‘액취증’이라 한다. 그 중에 ‘암내’도 있다. 

이처럼 겨드랑이에서 땀내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신에게 땀이 흐른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꽃이 시들고, 옷이 바래고, 냄새가 나고, 몸이 추악해지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천신이 죽을 때 나타나는 징조라 한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동료천신들은 “이 천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알며, “존자여, 

좋은 곳으로 가라.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의 성취하라. 행복의 

성취해서, 안착하라.(It83)”라고 고무한다고 한다. 그 좋은 곳은 

어디일까? 
  
왜 인간세상이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천신들은 죽어서 어디에서 태어날까? 대부분 자신이 살았던 세상 보다 

못한 곳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덕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십삼천의 환희동산에서처럼 미녀와 악기에 둘러싸여 감각적 쾌락만 

즐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행도 수행도 할 만한 환경이 못 된다.  
  
죽음을 앞둔 천신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공덕행도 수행도 하지 않은 

천신이 갈만한 곳은 어디일까? 경에서 따르면 다음과 같다.  
  
  
Manussattaṃ kho bhikkhu devānaṃ sugatigamanasaṅkhātaṃ. Yaṃ 

manussabhūto samāno Tathāgatappavedite dhammavinaye saddhaṃ 

paṭilabhati, idaṃ kho pana bhikkhave devānaṃ 

suladdhalābhasaṅkhātaṃ. 
  



352 

 

“수행승이여, 인간의 상태가 천신들이 좋은 곳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수행승이여, 인간으로 있으면서 여래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에 믿음을 

성취한다면, 그것이 천신들의 행복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Pubbanimittasutta -징조의 경, 여시어경 83, 전재성님역) 
  
  
부처님에 따르면 인간세상이 좋은 곳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인간세상만이 공덕행과 수행하기에 좋음을 말한다. 천상의 경우 

즐거움만 있어서 수행하기 힘들고, 반면 지옥 등 악처는 너무 괴로워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만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덕행과 수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상태가 천신들이 좋은 곳이라고 일컫는 것이다”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천신이여, 또 거듭해서 오시오” 
  
복과 수명이 다한 천신은 죽음에 이르러 다섯 가지 징조를 보인다. 이런 

징조가 보였을 때 동료천신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이에 대한 

게송이 있다. 
  
  
“Imāya anukampāya  
devā devaṃ yadā vidū,  

Cavantaṃ anumodanti  
ehi deva punappunan”-ti. 
  
“천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천신들은 이러한 연민을 통해서 
함께 기쁘게 맞이한다. 
‘천신이여, 또 거듭해서 오시오.’라고.” 
  
(Pubbanimittasutta -징조의 경, 여시어경 83, 전재성님역)  
  
  
동료천신들은 죽어 가는 천신에게 “천신이여, 또 거듭해서 

오시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시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세상에 태어나 공덕행을 하여 그 과보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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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세상이 확실하게 

공덕행을 쌓기에 적합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 
  
누구나 착하고 건전하게 살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를 수 

있다. 단지 착하게 살아서 천상에 태어났지만 수명이 다 되면 다시 

윤회해야 한다. 그런데 천상의 수명은 길기 때문에 전생을 잊어 버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에 대하여 ‘사자의 

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Yepi te bhikkhave, devā dīghayukā vaṇṇavanto sukhabahulā uccesu 
vimānesu ciraṭṭhitikā, tepi tathāgatassa dhammadesanaṃ sutvā 

yebhuyyena bhayaṃ santāsaṃ saṃvegaṃ āpajjanti. Aniccāva kira bho 

mayaṃ samānā niccamhāti amaññimha, addhuvāva kira bho mayaṃ samānā 

dhuvambhāti amaññimha, mayaṃ'pi kira bho aniccā addhuvā asassatā 

sakkāyapariyāpannāti. 
  
“수행승들이여, 저 장수하는 하늘사람들은 아름답고 지극히 행복하고 

높은 궁전에 오래도록 살아도 여래의 설법을 듣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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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 
  
(Sīha sutta -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 전재성님역) 
  
  
수명대로 사는 천신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보인 반응이 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bhayaṃ santāsaṃ saṃvegaṃ)”으로 

표현 된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354 

 

사자는 짐승의 왕이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대부분 짐승들은 두려워 

한다. 경에서는 “짐승의 왕인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대부분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진다.(S22.78)”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할 때 천신들도 두려움과 전율과 감동에 빠질 

것이라 하였다.  
  
왜 두려워 하는가? 
  
여기서 두려움(bhayaṃ)이라 한 것은 천신들의 착각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까의 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망상가형의 하느님 바까는 

자신이 오래 살다 보니 자신의 전생을 잊어 버렸다. 그래서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는 삿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아와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자의 경에서 천신들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겼다…”라는 식으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왜 전율하는가? 
  
두려움 다음에 이어진 것이 전율(santāsaṃ)이다. 두려워서 벌벌떠는 

현상이다. 왜 벌벌 떨었을까? 그것은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천상에서 천상락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죽을 

수 밖에 없고, 죽는 다면 공덕행을 하지 않아 아래세상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공포에 떠는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과 전율이 

일어난 것은 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기 떄문이디. 
  
  
Yepi dīghāyukā devā  
vaṇṇavanto yasassino 
Bhītā santāsamāpāduṃ  
sīhassevitare migā. 
  
“장수하는 신들은 
아름답고 찬양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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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앞의 짐승처럼 
두려워하고 전율하였네.” 
  
(Sīha sutta -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사자후를 듣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에 떨었음을 말한다. 

장수하다 보니 영원히 살 것 처럼 여겼으나 부처님의 무상과 무아의 

설법에 ‘쇼킹’ 상태가 된 것이다.  
  
왜 감동하는가? 
  
그런데 전율에 이어 ‘감동(saṃvegaṃ)’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빠알리어 saṃvegaṃ은 ‘anxiety(불안); agitation(동요); religious 

emotion.(종교적 감정) 의 뜻이다. 일본어 사전에서는 ‘悚懼, おそれ, 

感動, 厭離心, 宗教心’라 표현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saṃvegaṃ의 의미는 감동 또는 종교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게송에서 알 수 있다. 
  
  
Avītivattā sakkāyaṃ  
aniccā kira bho mayaṃ 

Sutvā arahato vākyaṃ  
vippamuttassa tādinoti. 
  
“이미 해탈하신 그와 같은 
거룩한 님의 말을 경청하니 
개체를 초월하지 못하여 
무상한 것은 실로 우리네.” 
(Sīha sutta -사자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78, 전재성님역) 
  
  
게송에서는 천신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게송에서 ‘거룩한 님’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아라한(arahata)’을 말한다. 부처님을 아라한이라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십호 가운데 아라한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윤회의 종식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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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한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개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을 타파 해야 

한다. 게송에서 천신들이 “개체를 초월하지 못하여 무상한 것은 실로 

우리네”라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 

하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과 전율에서 감동으로 

극적인 반전이다.  
  
지혜에 의한 두려움을 체험하였을 때 
  
천신들은 왜 감동하였을까?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아라한이 되어 윤회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bhayaṃ santāsaṃ saṃvegaṃ : Srp.II.288 에 따르면, 거룩한 

님(아라한)에게서 이러한 자각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지혜에 의한 감동’이지만, 다른 신들은 무상을 깨닫고는 

정신적 전율로서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강력한 통찰을 할 때에는 

‘지혜에 의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S22.78 245 번 각주, 전재성님) 
  
  
천신이 두려움과 전율과 공포를 느낀 이유는 두 가지라 한다. 하나는 

몰랐을 때이고 또 하나는 알았을 때라 볼 수 있다. 천상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 같던 무명의 천신들에게 무상의 설법은 두려움(bhayaṃ)과 

공포(santāsaṃ)와 불안(saṃvegaṃ)을 일으키기에 충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났을 때는 정반대가 된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놀라움(bhayaṃ)과 

떨림(santāsaṃ)과 감동(saṃvega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bhayaṃ, santāsaṃ, saṃvegaṃ 이 세가지 빠알리어는 

이전과 이후가 달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떨림은 몰라서 떤 

것이고, 이후의 떨림은 진리를 알고 나서 떤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신들은 무상을 깨닫고는 정신적 전율로서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강력한 

통찰을 할 때에는 ‘지혜에 의한 두려움’을 체험한다. 

(Srp.II.288)”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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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세상이 천상보다 좋은 이유 
  
초기경전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것은 책이나 방송 또는 

인구에 회자 되는 불교관련 이야기들을 경전에서 발견하였을 때 이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천신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천신이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화환이 시든다는 등 다섯 가지 현상에 

대하여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여시어경 ‘징조의 경(It83)’을 보면서 을 보면서 

근거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공덕행과 수행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세상이 좋다고 하였다. 인간에게는 행복과 불행, 그리고 

희로애락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티벳스님들은 죽을 때 거지라도 좋으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발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전적 근거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징조의 

경’에서 경전적 근거를 발견한 것이다.  
  
누군가 수행하기에 천상이 더 낫다고 한다. 천상에서는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수행하기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경전적 근거를 갖지 

않는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요정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유령들이 

출몰하는 숲은 무명의 숲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나랴? 

(S1.46)”라 하여 천상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또 여시어경에서도 “수행승이여, 인간의 상태가 천신들이 좋은 

곳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It76)”라 하여 인간세상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천상은 너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공덕행도 수행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세상이야 말로 가장 공덕행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에 따르면 과거에 부처님들은 

모두 인간세상에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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