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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늘 아침 후다닥 책을 한권 만들었다. 세상에 책 만들기 너무 쉽다. 과

거에 써 놓은 글을 엮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기별로 카테고리별로 

모은 것이다. 목차를 작성하고 서문을 쓰면 책이 된다. 

 

오늘 아침 한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목차를 작성했다. 2014년 1월 1일부

터 3월 27일까지 일상에 대한 기록이다. 목차를 만들어 보니 모두 35개

의 글이다. 이렇게 서문을 쓰면 책이 하나 완성된다. 

 

목차를 작송하면서 빠른 속도로 과거에 쓴 글을 스캔했다. 모두 주옥 같

은 글이다.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8년이 지난 지금 읽어 봐도 비교적 잘 

쓴 글 같다. 스스로 만족했을 때 남도 만족할 것이다. 

 

책의 제목을 ‘68 진흙속의연꽃 2014 I’로 정했다. 통산 68번째 책으로 

2014년 일상에 대한 기록인데 첫번째 책임을 말한다.  

 

모두 35개의 글이 있다. 한 개의 글은 길기 때문에 책은 무려 493페이지

에 달한다. 목차를 보면 모두 다른 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날그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었기 때문이다. 그날 작성한 글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

이다.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다 보니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글을 길게 쓴다. 인터넷 블로그는 지면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얼마

든지 길게 쓸 수 있다. 또한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인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 시대에 적합한 글쓰기이다. 이런 글을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서 이

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과거에 써 놓은 글을 빠른 속도로 스캔해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글쓰

기에 최선을 다했다. 오전일과는 글쓰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지금 읽어 보아도 만족한다. 자식에게 물려 주어도 만족할 것 같다. 

 

글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가슴이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 보았

을 때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다. 가족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 한존재

가 어느 때 기록을 남겼을 때 나중 먼 훗날 이렇게 글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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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7번을 보면 ‘다문화시대에, 담마끼띠 빅쿠의 겨울

(https://blog.daum.net/bolee591/16155841 )’(2014-02-21)이라는 제목

의 글이 있다. 현재 아산에 있는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에 

대한 글이다. 2014년 EBS에서 방영된 것인데 이를 보고 글을 쓴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에 대한 글을 보니 스리랑카에 대한 사진이 많다. 아마도 

스리랑카에 가 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악까까

소 빅쿠의 사진을 이용했다. 그런 스리랑카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2014년 당시에 초기불교에 한창 관심을 가지던 때였다. 테라와다불교 종

주국 또는 종가집이나 다름 없는 스리랑카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특

히 청정도론에 언급되어 있는 마하비하라사원(大寺)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꿈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마침내 스리랑카행 비행기를 탈 기

회가 생겼다.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에 스리랑카 성지순례 떠나

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성지순례는 불교방송에서 주관하는 상품이었다. 담마끼띠 스님

이 순례단을 이끌었다. 담마끼띠 스님과 함께 하는 스리랑카 순례가 된 

것이다. 벼르고 벼르던 스리랑카 순례였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순례였다. 

그러나 떠나는 날 장인이 돌아가셨다.  

 

스리랑카 순례를 고대 했다. 그러나 돌발변수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반

년후에 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0년 시작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3년동안 해외로 나가 보지 못했다.  

 

지금은 코로나가 소강상태이다.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전체 국민의 반 이상 사람들이 감염 되었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형성

된 것이다.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 크리스마스날 좌절된 

스리랑카 성지순례는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 

 

2014년은 어떤 해인가? 지나고 보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당시 세월

호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다. 세월호 사건은 4월에 일어났다. 이 책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대한 기록이다. 다음 달에 어떤 초대형 

사건이 터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때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전

개될 운명은 알 수 없다. 어떤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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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책 한권을 뚝딱 만들었다. 이렇게 책의 서문을 쓰면 화룡점정이 되

는 것 같다. 지금 다시 보아도 쓴 글에 대하여 만족한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썼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쓴 글을 보고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칠전 TV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한 영화를 보았다. 미국 참전용사 회고담

에 대한 영화이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해 말했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그날, 이전의 날과 이후의 날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

고 한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다.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자신의 가슴에 아들이 있는 한 아

들은 영원히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나온다면 아들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글

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일매일 글을 남긴다. 이제는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글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살아 있다. 글이 책이 되어 있다면 더 오래 살

아 있게 된다. 누군가 글을 읽고 있다면 작가는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PDF로 만들어 블로그에 올려 놓는 것이다. 누

구든지 다운받아 가라고. 단 한사람이라도 좋다.  

 

 

2022-08-13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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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이여,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라! 

  

  

  

오늘 떠 오른 태양을 보면서 

  

해가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또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루 밤에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떠 오른 태양은 어제 뜬 

태양이고, 내일도 또 뜰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떠 오른 태양을 보면서 

해가 바뀐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해 본다. 오늘 떠 오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달리 2014 년 첫해를 알리는 태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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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해가 바뀐 것을 느끼는 것은 달력이다. 달력에는 

2014 년이라고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방송에서는 새해가 되었음을 

끊임 없이 떠들어 대고 있다.  

  

새해 소망을 보면 

  

해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마다 소원을 말한다. TV 에서 보는 보통사람들의 

소망은 단순한 것이다. “올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거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일까 새해 일출을 맞이 

하여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소원을 이야기한다.  

  

어느 프로에서는 절을 보여 주면서 열심히 절하고 있는 불자들의 소망을 

물어 본다. 한결 같이 건강, 학업, 사업, 치유 등 이른바 사대 소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부처님전에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소원성취 기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마찬가지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빌고 또 빈다.   

  

하지만 그 어떤 프로에서도 이웃이나 자신의 계발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식과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불자라면 “자신을 

청정하게 하여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소망을 

말한다. 하지만 소원을 말하는 자들 거의 대부분 이기적 기복에 대한 

기도가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일까 언젠가 사찰순례를 갔었는데 어느 스님이 모아 놓고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 할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해탈과 성불할 것에 관하여 기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우리나라 불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과 가족의 안녕, 

그리고 사업번창과 같은 기복적인 기도가 주류이지만, 불교의 본래 

목표인 해탈과 성불을 위하여 기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100 여 군데 이상 사찰 순례를 다녀 보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 이었다. 사찰 순례를 가면 거의 대부분 스님들을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법문도 들을 수 없어서 단지 이 법당 저 법당 찾아 다니면서 

참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 주지스님이 직접 법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불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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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지고 순례팀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찰에서는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절에서는 유일하게 불자들을 

향하여 불교의 본래 목적이 해탈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말하였다. 그절은 각원사로서 ‘새로운 전설의 청동대불과 

스케일의 각원사(2010-10-05)’ 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가장 귀중한 재산은? 

  

최근 교계사이트서 의미 있는 기사를 보았다. 동산불교대학에서 니까야 

강독 칠년 결사를 마치고 회향하는 자리에서 전재성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대에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한마디 말에, 한문구에 감동 받는 경우가 있다. 비록 짧은 말에 지나지 

않지만 한마디 말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처해 있을 때 친구나 친지, 또는 스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인생이 180 도 바뀌어 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인하여 인격적 변화를 초래 할 때 그 말은 ‘진리’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우쳤다는 

이야기를 초기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인격적 변화가 일어 났음을 말한다. 그것도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과 달리 180 도의 사고 전환을 이루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전재성님이 말한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혁명적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로 물질위주로 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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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소망이고 소박한 희망이다. 그래서 누군가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말하면 누군가는 ‘목구멍포도청론’으로 맞선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해탈열반타령하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목구멍포도청론이 맞다면 불교는 많이 가진 자들의 불교가 될 것이다. 

목구멍 문제를 먼저 해결 하고 난 다음 보시, 자비, 해탈, 열반이 

가능한 종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접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불교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천이 없듯이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굶어 죽어 가는 자에게 있어서도 가르침은 유효한 

한 것이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을 많이 가진 자에게 있어서도 

가르침은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은 보시의 

가르침, 자비의 가르침, 평등의 가르침, 수행의 가르침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먹고 살만하였을 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침이다. 그런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것은 정신혁명이다. 한마디에 말에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전재성님의 “부처님 당대에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라는 말은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기사에 따르면 동산불교대학에서는 지난 칠년간 니까야 읽기 강독이 

있었다고 한다. 매주 한번 하여 무려 칠년에 걸쳐 니까야를 읽어 낸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니까야가 방대하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읽어 내기가 쉽지 않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냈다는 것은 커다란 마음의 성취를 가져 왔을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정신적 재산’이다. 물질적 재산과 비교가 되지 않은 정신적 

재산이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경전의 내용에는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다. 경전을 근거로 한 글쓰기이다. 주로 

초기불교경전을 근거로 한다. 그러다보니 자주 니까야를 열어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니까야를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다. 제 1장 

제 1 절부터 차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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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다. 오부니까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를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의미도 없다.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찾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답이 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이 니까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하신 것이 틀림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니까야 어느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고 반복구문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은 모든 언어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사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보면 허점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학도 읽어보면 

허점이 보이는데 부처님의 경전은 다르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00 년이 지난 오늘날에 봐도 경전의 내용에는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봐도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허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로 대단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전재성님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헛점’이 없다고 하였다. 

니까야에 표현된 모든 언어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 니까야에서 초월적인 이야기, 신통이야기 등을 발견하고 후대에 

삽입 되었느니하며 심지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니까야를 접하면 접할수록 그런 문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오감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깜냥(感量)’으로 가르침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니까야에 대하여 문학작품이라 든가, 니까야에서 필요한 것만 발췌하여 

단권으로 편집하자는 등의 주장은 매우 경솔한 것이다. 그래서 전승된 

니까야는 어는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바이블을 

일점일획 틀림 없는 사실이라 인정하듯이, 니까야의 어느 한구절도 버릴 

것이 없다고 받아 들여야 한다. 기독교에서 문자주의로 인한 근본주의는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지만, 불교에서 빠알리니까야 문자주의에 

따른 불교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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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은 “2500 년이 지난 오늘날에 봐도 

경전의 내용에는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무착, 세친, 붓다고사 등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다 

  

전재성님에 따르면 전승된 니까야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이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이를 잘못 번역하여 가르침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불교가 어려워졌습니다. 한문의 추상성 

때문입니다. 말의 어렵고 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다고 해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드뭅니다. 무착, 세친, 붓다고사 등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무려 1500 여 년이 

걸렸습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무착, 세친, 붓다고사 등 논사들이 해석한 

주석서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석하였음을 말한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무려 1500 여 년이 걸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붓다고사가 5 세기 사람이므로 1500 년이 지난 시점은 

20 세기가 된다. 이는 빠알리니까야가 서구에서 번역된 시점과 일치 

한다. 영국, 독일 등에서 빠알리 원전을 직접 번역함에 따라 주석가들의 

오류도 일부 발견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전재성님의 번역서에서 

각주를 보면 종종 주석서에 대한 비판도 보인다. 어떤 주석을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코멘트도 달아 놓았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렇게 20 세기가 되어서야 부처님의 원음이 제대로 번역된 것은 인류의 

지식과 지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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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성이론과 양자론 등의 현대물리학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연기법을 예를 들어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 법칙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말도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또 몇 백 년이 흘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던사이언스>의 첫 장을 펴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인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뉴턴의 만유인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전재성님은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연기법을 제대로 

아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거시적인 

상대성이론과 미시적인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해하였을 때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뉴튼 역학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관’이 적용 되었고, 뉴턴 이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라는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연기법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다.  

  

병발(竝發)에 대하여 

  

그래서 전재성님은 현대적으로 해석된 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이 쉬운 말로 번역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쉽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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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가 병발(竝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번역에는 병발이 아니라 시간지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공을 

던져 유리창을 깨면 공을 던지는 것이 먼저고 깨지는 것이 뒤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병발이 

맞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것인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수백억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여간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전재성님은 ‘병발(竝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병발은 문자 그대로 

‘동시에 발생된다’는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기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돌을 던지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순차적 연기라면 어느 행위가 

일아 났을 때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반드시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행위에 대한 과보가 성숙하였을 때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 비록 업보가 시간지연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접촉에 따른 연기는 동시에 발생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연기법을 단순하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고 

보는 것은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이 나오기 이전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통용되던 이론과 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본다.  따라서 무착, 세친, 

붓다고사 등의 주석가 들에게서 병발된 연기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아 제대로 연기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가 하나 둘 씩 밝혀지고 있는 현대에서 원인과 결과는 

접촉에 따라 동시발생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를 관찰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발생된다 

  

거시적 세계에 대한 관찰의 종착지가 상대성이론이다.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발생된다. 이는 우리의 일반상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서 시간속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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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착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시간도 역시 만들어진다.  

  

만일 빅뱅 이전의 특이점이라면 시간과 공간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그 특이점은 원자보다 더 작은 특이점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빅뱅으로 폭발이 일어 났을 때 공간과 함께 시간도 함께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세상속에서 살다가, 즉 시간 속에 살다 죽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세상은 계속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다고 믿었다.  

  

이런 시간속의 삶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창조한, 즉 세상을 

창조한 근본원인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존재의 근원이라 

하고 이를 인격화 한 것이 창조주라 하는데 야훼, 알라, 브라흐마, 상제 

등으로 불리운다. 이렇게 사람들은 시간속에서, 세상속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연기법 역시 시간과 관련 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의 원인이 일어 났을 때 순차적응로 반드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관찰을 해야만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데 미시적 세계가 있다. 원자이하의 세계를 말한다. 이 미시적 

세계에 대한 관찰이 양자역학이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계이다. 그래서 관찰을 하기 전에는 불확정적이다. 관찰을 

해야만 그제서야 실체를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기에 

대한 것이고, 이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발생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대성이론과 미시적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순차적이라기 보다 동시발생적으로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법 역시 순차적이라기 보다 동시적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결론적으로 병발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수백억광년이 걸림을 

예로 들었다. 

  

싱거워 보이면서 난해한 연기 정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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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에 쳐다 보는 별빛은 아름답다.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보석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은 지금 이 순간에 생성된 별빛이 아니다. 수백억광년 

전의 것이다. 지금 이 별빛을 보고 있을 때 그 우주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지도 모른다.  

  

전재성님은 수백억광년의 별빛을 예로 들면서 연기의 병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별빛과 병발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재성님의 상윳따니까야 해제를 보았다. 병발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연기고리의 계열은 단지 선행적 요소가 후행적 요소를 야기하는 

인과과정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고리들 상호관계는 선형적이라기 보다는 

수반적이고 복합적이다. 각 연기고리의 기능은 상호의존적으로 지지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내포한다. 

  

(상윳따니까야 2 권 해제, 전재성님)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초기불교 교리를 알고 연기와 

관련된 경을 접하면 금방드러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의 속성이 

조건발생적연기와 상호의존적 연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기의 정형구를 항상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imasmiṃ sati idaṃ hoti.    이마스밍 사띠 이당 호띠 

Imassuppādā idaṃ uppajjati.   이맛숩빠다 이당 웁빳자띠 

Imasmiṃ asati idaṃ na hoti.  이마스밍 아사띠 이당 나 호띠 

Imassa nirodhā idaṃ nirujjhati.   이맛사 니로다 이당 니룻자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若有此卽有彼)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어지며   (若無此卽無彼)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若無此卽滅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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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연기의 정형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정형구안에 다 함축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 이 정형구를 접하면 매우 

밋밋하다고 할 것이다. 그말이 그말 같아서 매우 싱겁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라며 실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형구는 매우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빠알리니까야에 실려 있는 팔만사천 법문이 

이 정형구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정형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로 설명되는 조건발생적 연기와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 설명되는 상호의존적 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 발생적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등과 같이 순차적 

발생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연기법에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나열된 

순차발생에 따른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 설명되는 상호의존적 연기가 있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적연기와 상대성원리 

  

그러나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 연기를 니까야에서 맣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그럴까? 그것은 재생연결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삼세양중인과에 있어서 재생연결식을 말한다. 따라서 경에서는 

상호의존적 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세존] 

그 때 수행승들이여, 내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가?’ 그 때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지혜로 꿰뚫었다.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나가라경-Nagarasutta-도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65,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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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부처님은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12 지 연기는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라고 

순차적으로 설명되나, 나가라경에 따르면 의식과 명색의 관계는 

‘동시발생적’이다. 그래서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이를 한자용어로 말하면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이 된다. 이에 대하여 

이전에 ‘위밧자, 해체인가 분별인가? 십이연기와 

위방가경(S12:2)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라 설명되는 

상호의존적 연기는 동시발생적이다. 그래서 ‘병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병발이 상대성이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로 대표 되는 상호의존적 

연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 되듯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있어서 시간 속에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상호의존적 연기는 미시적 세계의 양자역학과도 유사하다. 양자역학에서 

관찰하는 순간 확정 되기 때문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 발생하는 

것과 같다. 

  

‘초기불교 연기사상’에서  

  

전재성님은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수백억광년이 걸림’을 예로 

들었다. 시간 속에서 내가 있어서 별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별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별빛을 보는 

순간, 즉 접촉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순차적 원인과 결과에 따르지 않음을 말한다. 비록 수백광년이라는 

시간 지연이 있긴 하지만 별빛을 보는 자로 인하여 별빛을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는 전재성님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러나 실제로 약유차즉유피와 약생차즉생피의 원리를 검토해보면 

거기에는 원인과 시간의 우선성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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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것들은 결과가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들의 시간상의 계기를 수반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기의 특징이 그것의 

무시간성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상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의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시간의 

무를 뜻하는 것이다. 

  

  

3) 

그것들은 결과가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들의 시간상의 계기를 수반하지 않는다. 인과성은 공간상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든, 아니면 공간상의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계들 

사이에서든 상관없이 동시적 연결과 모순되지 않는다.  

  

  

4) 

시간이란 그 자체로서는 없고, 연속이 다소간 잘 조절된 연속적인 업과 

불연속적 업들이다. 

  

  

(初期佛敎의 緣起思想, III 연기의 보편적 원리와 특성, 전재성님) 

  

  

이는 무엇을 말할까?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속에서 산다고 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 마치 시간을 빨래줄 처럼 선형적으로 보아 인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인과관계에 국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시간지연이 포함되며 공간상의 원격작용이 

배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만족하는 말과 같이 보인다.  

  

“태양이여,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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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서 수백억 광년 떨어진 어느 별빛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별빛은 10 년 전 누가 보았을 수 있고, 백년전 누군가 보았을 수 있다. 

이렇게 빛은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빛을 내고 있다. 다만 

그 빛을 보았을 때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발생적이다. 만일 내가 그 별빛을 보지 않았다면 그 별빛이 있는 줄 

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별빛은 별빛을 보는 자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차라투스타라에 1 부 1 절에 이런 말이 있다. 

  

  

차라투스투라는 서른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십년의 세월을 지치지도 않고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마침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지난 십 년 동안 

그대는 여기 나의 동굴로 떠올랐다. 그러나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빛과 그 빛의 길이 싫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넘치는 빛을 흠뻑 

취했으니, 그대를 축복했던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꿀을 모은 꿀벌처럼 나의 지혜에 싫증이 났다. 이제 나에게는 손을 

뻗쳐 나의 지혜를 나누어 줄 대상이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富)를 기뻐할 때까지 나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가 쓴 것이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교향시도 있다. 니체의 사상이 무르익은 후기에 쓰인 

것으로, 위버멘쉬(초인), 권력에의 의지, 영겁회귀 등 니체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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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존한 

배화교 창시자 차라투스트라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 

  

책에서 차라투스투라의 독백이 있다. 그것은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지금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태양이 있지만 내가 없다면 그 태양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미이다.  

  

  

사무실이 있는 빌딩 옆에 중형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플레카드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써 있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태양에게 감사 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는 대뜸 별빛을 향하여  “별빛이여,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존재함을 말한다. 내가 태양을 봄으로 인하여 태양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을 보고서 "태양이여,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선형적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세상이 있어서 세상속에서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인식을 함에 따라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백광년 떨어진 별빛을 바라 보고 있을 때 내가 

있기에 저 별빛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별빛이 비록 수백광년의 사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 별빛을 바라 보는 자에게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다름 아닌 양자역학과 관계와 같다. 원자 이하의 양자의 

세계는 인과관계가 역전되고 무질서가 극에 달하지만 일단 관찰하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찰자와 관찰대상사이에 동시적 

인과관계가 성립 된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연기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속의 삶에 대한 것을 부수는 것이 

상대성이론이고, 관찰을 해야만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 하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若有此卽有彼),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若生此卽生彼)”의 연기정형구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훌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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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무착, 세친, 붓다고사 등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무려 

1500 여 년이 걸렸습니다.”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수백 광년이 걸렸다. 그런 별빛을 바라 

보는 존재들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의 

행성의 존재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살았던 존재도 보았을 

것이다. 모두 내가 존재하기에 보는 것들이다. 그런데 자애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무량심 가운데 자애관, 자애의 마음을 

내는 순간에 벌써 우주 전체에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애관을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순간에 벌써 몇 백 억 광년이 떨어진 우주 전체에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을 왜 안하나요. 안 하다보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곧바로 그 순간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진리를 모르니까 불행하게도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전재성 박사, ‘동산불교대학 니까야 읽기’ 7 년 회향서 강연, 

미디어붓다 2013-12-31) 

  

  

전재성님은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등 사무량심을 별빛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었다면 

이 자애의 마음은 우주 전체까지 퍼저 나갈 것이라 한다. 이는 

초기경전에 십방향에 대한 자애 방사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원한맺힌 자일지라도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Sn 1.8)”라고 자애를 방사하면 그 

마음이 전달 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모두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자애의 마음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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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냄으로 인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자심해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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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의 기적을 기대하며 

  

  

  

세상 사람들의 특징 

  

글을 쓰다 보면 칭찬도 많이 받지만 비난도 받는다. 이런 때 참으로 

억울한 느낌이 든다. 마치 글의 제목만 보고서 비방하는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있고 올린 글을 다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서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지만 

이렇게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틀림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Aṭṭhime bhikkhave, loka 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i. Katame aṭṭha:  
Lābho ca alābho ca ayaso ca yaso ca nindā ca pasaṃsā ca sukhaṃ ca 

dukkhaṃ ca, ime kho bhikkhave aṭṭhalokadhammā lokaṃ 

anuparivattanti, loko ca ime aṭṭhalokadhamme anuparivattat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개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가 세상을 

전재시키고, 세상은 여덟 가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전개 된다. 

  

(세상 원리의 경 2, 앙굿따라니까야 A8.6, 성전협 전재성님역) 

  

  

이 경에 있는 내용은 몇 차례 인용하여 글로 올린 것이다. 언제 보아도 

수긍이 가는 가르침이다. 이는 세상사람들이 살아 가는 모습이 여덟 

가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칭찬(pasaṃsā)과 

비난(nindā)’이라는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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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칭찬하였다가도 어느 순간 비난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칭찬을 

하고, 나에게 불익이 되면 비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칭찬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덟 가지에 흔들린다고 

하여 ‘이득과 불익,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팔풍(八風)’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비난으로 돌아 설지 알 

수 없다. 마치 인기 절정의 연예인을 따르는 ‘광팬’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여 하루 아침에 ‘스토커’로 변신 하여 

괴롭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글의 제목만 보고서 판단 하는 경우 

  

악의를 띤 비난 중에 참을 수 없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중상모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글의 

제목만 보고서 판단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시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하였는데, 글의 제목만 보고서 

보시나 자비의 같은 단계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글을 다 

읽어 보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건성건성 읽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이 문구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이 “믿음으로 베풀면 

갖가지 칭찬받지만 보시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훌륭하네.(S1.33)”라고 게송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베풀고 보시하는 

삶도 좋지만 더 훌륭한 삶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의 후반부에 “예전에도 그 이전에도 그러한 참 

사람,지혜로운 자는 모두 열반에 들었다네. (S1.33)”라고 말씀 하셨다.  

  

이는 부처님이 보시나 베푸는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초심자들에게 처음부터 사성제를 설하기 보다 먼저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계준수등을 강조하고 보시하는 삶,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심자들에게  믿음으로써 지계하고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펼친 것이다.  

  

그렇다고 믿음, 지계, 보시가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단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하여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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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이든지 믿음, 지계, 

보시를 하면 모두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진화는 제로신관에서 극상에 달한다” 

  

그러나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아의 

가르침이다. 대부분 창조주를 믿는 유일신교 종교가 대부분이지만 

이처럼 무아의 가르침은 불교만이 갖는 독톡한 사상이자 불교만의 

고유성이다. 이는 종교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유사이래 종교는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유일신론에서 

‘영신론’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영신론’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도에서 제로(영)이 발견 되었듯이 

종교에 있어서도 영신의 개념이 도입 된 것이다. 그런 영신이 무아라고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인터넷 강연을 통하여 들었다. 이와 같은 영신론에 

대하여 김용옥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신의 역사에서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거기에서 제로로 만든 건 

싯달타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인도를 만나다, 제 13 강 싯달타의 깨달음, 김용옥) 

  

  

김용옥님의 강연에 따르면 제로신관을 만들어 낸 것은 부처님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으로 

설명을 곁들였다. 

  

  

다신론(polytheism)à일신론(monotheism)à영신론(sunya-theism) 

종교의 진화는 제로신관에서 극상에 달한다. 

그것이 곧 삿달타의 혁명이었다. 

  

(TV 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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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화면 자막을 보면 종교의 역사, 종교의 진화과정이 세 단계로 표현 

되어 있다. 첫 단계는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다고 보는 

‘다신론’이지만, 곧이어 신들의 패권이 일어나 결국 ‘유일신론’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족국가에서 통일국가로 변천하는 과정처럼  

가장 강한 나라의 신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블이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세기에서도 “나 

이외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제 1계명)”라 하여 복수로 표현 

하였음을 예로 들고 있다.  

  

이처럼 유일신론은 나라의 힘과 비례하여 탄생된 것인데, 유일신론 보다 

더욱 더 발전된 것이 ‘영신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옥 교수는 

“종교의 진화는 제로신관에서 극상에 달한다.”라고 하였다. 또 

“그것이 곧 삿달타의 혁명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무아론이야말로 ‘가장 발전된 종교관’이라 볼 수 

있고 ‘종교의 궁극’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무아론이 전개 되면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불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종교형태이고 가장 궁극적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서구의 지성들이 불교에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고전이 되어 버린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의 저자인 ‘프리쵸프 카프라’박사는  앞으로 미래의 

패러다임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유일신론에서  불교로 대표되는 

동양사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불교의 목적은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벽돌쌓기’ 하듯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돈오돈수가 아닌 

‘돈오점수’라 한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가 단번에 성취된다고 설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그와 반대로 

오로지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닦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다음에 

지혜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M70)”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탐진치 등을 소멸하는 과정인 열가지 결박에 대하여 말씀 

하셨고, 이를 풀어 가는 단계에 대하여 ‘사향사과’로 또한 설명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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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돈오돈수의 경우 과정을 무시한다. 단번에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단번에 깨닫는다’는 뜻의 

돈오는 ‘돈오점수’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단번에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다름 아닌 열반체험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누구나 가르침을 실천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 

하셨다. 이는 초기경전에 팔정도, 칠각지 등 삼십칠조도품으로 그 실천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열반체험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열반체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번뇌는 있을 

것이다. 경에 따르면 지극히 작은 번뇌라 하였다. 이를 손톱끝에 있는 

‘티끌’로 표현 하였다. 그런 번뇌가 열가지 결박(족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차례로 소멸 시켜 나갈 때 깨달음은 완성되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깨달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 것인가? 스승이나 누군가 

인가해 주어야 깨달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이라 한다.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번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내가 얼마나 청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마침내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자신이 청정해짐을 알았을 

때 다음과 같이 스스로 선언한다고 한다.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S56.11) 

  

  

이것이 깨달음이다.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청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느 사상, 철학, 종교에서도 볼 수 없다. 

오로지 불교에만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고, 

불교를 불교다웁게 하는 불교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을 보면 이와 같은 정형구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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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열반타령’한다고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다. 초기경전을 근거로 글쓰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기경전에 쓰여 있는 문구를 활용하게 된다. 대부분 

‘해탈과 열반’에 대한 것이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재가자가 ‘해탈열반타령’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출가하지 않고 

타령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한다. 참으로 초등학생 같은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재가불자가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언급한다고 하여 보시와 지계와 같은 

중간 단계를 빼 먹고 목적론적으로 만 말한다든가, 지금 당장 

출가하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 보다 못한 유치원생들이나 할말이다. 

또한 악의찬 비방의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탈과 열반은 

불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해탈과 

열반을 말하는 타령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탈열반타령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지상주의와 다른 것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부처님이 말씀 하신 깨달음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대하여 불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쓰여 있는대로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말하면 마치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지상주의와 같은 것으로 오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불을 찾는 선불교의 깨달음과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초기불교의 깨달음은 다른 것이다. 이처럼 목적이 다른 것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정견을 보면 알 수 았다. 

  

깨달음을 향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정견을 보면, 선불교에서는 

“내가 부처이다”라고 본래불을 믿는 것을 말하고 이 본래불을 찾는 

과정이 수행이고 본래불을 찾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정견은 팔정도에서 깨달음을 향햔 

출발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출발이 중요한 것은 “정견이 바로 서야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교에서 본래불을 찾는 것과 초기불교에서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자들은 이런 차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마치 선불교에서 말하는 본래불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해탈과 열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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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한다. 이는 초기경전에 수도 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i, vimuttasmiṃ’이라는 

정형구로 표현된다. 이는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성전협)” 또는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므로 해탈한다.(초불연)”이라고 번역 된다. 이렇게 부처님만의 

독특한 가르침인 해탈과 열반을 강조하는 것이 초기불교이다. 그럼에도 

‘해탈열반타령’한다고 타박한다면 대체 그가 믿는 종교는 어떤 

것일까? 

  

불교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해탈열반은 불교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단지 앵무새처럼 해탈과열반만을 

이야기한다면 ‘목적론’이 되어 버릴 것이다. 중간과정 없이 오로지 

목적만 있는 불교를 말한다. 만일 목적론만 이야기 한다면 방법론 또는 

실천론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목적론과 방법론 두 

가지를 모두 다 설하셨다. 해탈과 열반의 실현이 목적론이라면 이를 

실천할 방법론이 있는 것이다. 그 방법론이 다름 아닌 팔정도이다.  

  

팔정도가 있기에 불교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도 마지막 제자 수밧다에게 “쑤밧다여, 

가르침과 계율에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 없다면, 거기에는 수행자가 

없고, 거기에는 두 번째의 수행자도 없고… (D16)”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따라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성제가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팔정도는 이를 실천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교는 해탈과 열반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탈과 열반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고 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한채 해탈열반타령한다고 타박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초등학생 같은 말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무식을 

폭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떯게 방법론을 실천할 

것인가? 

  

팔정도에 왜 보시가 없을까?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강조한다. 그래서일까 절에 가면 스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보시’에 대한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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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수행이자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론은 다름 아닌 

‘육바라밀’이다. 그런데 육바라밀을 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순으로 되어 있다. 보시가 선두에 있는데 이는 대승불교의 

실천수행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실천수행방법에 있어서 보시를 앞 세우지 

않는다. 이는 대승의 육바라밀수행과 비교되는 ‘팔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팔정도의 여덟 가지 항목을 보면, 정견, 정사유,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어디에도 보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보시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보시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초등학생 같다는 말을 들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왜 팔정도 수행에 있어서 보시와 지계항목이 빠져 있을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제자라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누구나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굳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마치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이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팔정도에 들어 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믿음, 보시, 지계를 강조하였다. 

이는 어느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말로서 초심자, 입문자 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여 “출가자나 재가자가 보시하지 말란 

말이냐?”고 묻는다면 이 또한 초등학생 같은 말이고 단세포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보시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에서 금방 

드러난다.  

  

부처님 당시 출가자는 탁발에 의존하였다. 출가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숲속에 살지만 재가자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활을 쏘아 닿는 곳에 출가자가 사는 곳이라 하였다. 

이렇게 매일 탁발한다는 것은 재가자에게 보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담마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재가자는 재보시하고 출가자는 법보시함으로서 서로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런 것이었다.  

  

육바라밀과 팔정도수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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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육바라밀과 팔정도수행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후박나무님의 글을 보았다. 결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처럼 8정도와 6 바라밀은 같은 계정혜 삼학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조점이 다릅니다. 8 정도는 바른 이해를 통한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6바라밀은 보시를 강조하여 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시의 강조는 믿음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믿음도 초기불교에서는 이해를 통해서 

생기는 신념이나 확신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승불교의 믿음은 

신앙적인 측면이 강합니니다. 이러한 보시와 자비와 믿음은 

일반재가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르침,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넓은 

수레, 대승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에서 홀로 수행을 하는 전통 승단을 소승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계정혜 삼학을 닦는 같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불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되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일먼저 표현의 차이 즉, 언어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승과 소승의 보편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후기 대승불교는 이렇게 감성을 

더욱 발전시켜 붓다와 보살을 거의 신(god)과 같은 상태로 만들고 

그들을 신앙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불교는 대중의 

열열한 사랑을 받아 한동안 대중화 되었지만 이렇게 본래 8정도의 

모습과 멀어진 후기 신앙불교는 결국 힌두교와 구별할 수 없는 불교가 

되었고 끝내는 흰두교에 흡수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교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역사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박나무님, 8 정도와 6 바라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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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를 강조한 것이 대승불교라 한다. 이는 같은 불교라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는 ‘감성적인’ 대승불교와 

이해와 합리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초기불교와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보시와 자비를 강조한다면 그는 

‘마하야나주의자’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후박나무님의 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팔정도의 모습과 멀어진 

불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팔정도가 사라지고 오로지 보시와 

자비만을 강조하는 불교가 되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 되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가 팔정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빠리닙바나경에서”수밧다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그러나 나의 법과 율에는 팔정도가 있다. (D16, 

초불연)”라고 말씀 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팔정도가 사라지고 오로지 

보시와 자비에 의하여 불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하야나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자비와 보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과 열반에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목적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천할 ‘방법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팔정도’이다. 마하야나주위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보시와 

자비라는 것도 사실 팔정도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론만 말한다 하여 

해탈열반타령한다고 타박한다는 것은 초등학생과도 같은 말이고 

단세포적 반응이고 스스로 자신을 한계를 드러내어 무식을 폭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자비와 보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52 가지로 분류 하여 놓았다. 그 중에 

선한 마음이 있다. 모두 25 가지로 분류 된다. 이 중 사무량심에 속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연민(karuna)’과 

‘기뻐함(mudita)’이다. 그런데 52 가지 마음 부수 중에 ‘자애’와 

‘평온’이 빠져 있다. 그리고 ‘보시’도 빠져 있다. 자애, 평온, 

보시는 마음이라기 보다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마음의 분류에서 

빠진 것이라 본다. 그래서 25 가지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 스럽게 

자애, 평온, 보시가 실천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자애’와 ‘관용’과 ‘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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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찰 것이다. 따라서 탐진치를 소멸하는 과정 자체가 자애의 마음, 

보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는 선법과 불선법을 

가리라고 하였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sammāvāyāmo: idha bhikkhave, bhikkhu 

an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an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pāpakānaṃ akusalānaṃ dhammānaṃ 

pahān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n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uppādāya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Uppannānaṃ kusalānaṃ dhammānaṃ ṭhitiyā asammosāya 
bhiyyobhāvāya vepullāya bhāvanāya pāripūriyā chandaṃ janeti 

vāyamati viriyaṃ ārabhati cittaṃ paggaṇhāti padahati, ayaṃ 

vuccati bhikkhave, sammāvāyāmo. 

  

수행승들이여, 올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1)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하고 불건전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2)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하고, 

  

4)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계발시키고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려하고 노력한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정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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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haṅgasutta-분별의 경, 상윳따니까야 S45:8, 전재성님역) 

  

  

이것이 선법과 불선법을 분별하는 실천수행방법이다. 요지는 

“불선법이면 쳐 내고, 선법이면 증장시킨다”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선법과 불선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법이 

무엇인지 불선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비담마’를 

알아야 한다.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선법과 불선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비담마 논장은 율장, 경장과 함께 

‘빠알리삼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과정도 중시하는 초기불교 

  

해탈과 열반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해탈과 열반만을 이야기하면 

목적론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과정이 생략되어 해탈열반타령한다는 

소리를 듣기 쉽다. 그러나 마하야나와 달리 초기불교에서는 목적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한다. 그것 실천방법이 ‘팔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정정진’이다. 그래서 선법과 불선법을 가려서, 불선한 것이면 쳐내고 

선한 것이면 증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굳이 보시와 자비를 강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천이 중요하다.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이 다는 아니다.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이고 미소한번 지어 주는 것도 보시이기 

때문이다. 또 단체나 사회의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바로 잡아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보시에 속한다.  

  

사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 민주화를 실현 하는 것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쩌면 물질적 보시, 법보시 보다 더 큰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능력껏 사는 시대가 

된다면 그 것 만틈 큰 보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로 의식개혁,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월탄 스님은 최근 교계신문에서 “우리의 

개혁은 종헌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으로 바꾸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태어나기 위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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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선 안 돼(불교저널, 2013-12-26).”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아무리 법문이나 글으로서 의식개혁을 주장하고, 

또 저항 함으로서 제도 개혁을 이루어 놓아도 당사자의 수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수행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떻게 실천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마성스님에 대한 글을 읽고 

  

최근 인터넷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이 떴다.  

  

  

마성스님께서는 팔리문헌연구소의 적자를 이기지 못해 아주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지만 연구에 필요한 책 등을 사천 농가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아 집필과 연구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는 수 없이 개인 주차장 한 

면을 빌려 3m 4m 컨테이너 한 동을 놓고 책과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와 강의 집필을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바른 의식으로 일찌기 동ㅇ대 겸임교수직에서조차 해임되면서까지 

도법스님의 종교평화선언을 막아내신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시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근본불교 연구까지 지장을 받고 있으니 

계행청정한 스승님을 모셔야 마땅한 재가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훌륭한 우리 도반님들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불교도로서 수행승을 모시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의무입니다.  

  

천상에 나는 공덕을 쌓은 불자는 그 행복한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되세겨 행복한 마음이 되어야 다음생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우리 도반님들이 진정 존경해 마지않아 

마땅한 마성스님의 연구와 생활을 위해 매달 만원 혹은 수만원의 

자동이체로 보시와 스승을 섬기는 의무와 공덕을 동시에 쌓을 수 있기를 

삼가 권합니다_()_ 

 

그리고 원불사에서도 매월 몇 만원이라도 보시금을 정해 송금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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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금은 연구소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시거나 자동이체해도 되지만, 

원불사 불교발전기금으로 입금해주시면 일괄해서 매달 자동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은행 03113-167379 한국불교개혁실천연대(원불사)  

경남은행 51121-0393896 팔리문헌연구소 이수창 

   

(팔리문헌연구소에 보시해주십시오) 

  

  

 
  

  

  

마성스님에 대한 글이다. 마성스님은 여러모로 블로그와 인연이 깊다.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마성스님의 사이트에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거기에 실려 있는 주옥 같은 글을 스크랩하여 많이 올려 

놓았다. 지금도 블로그 ‘고층’에는 퍼 온 글로 가득하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퍼 가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크게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았다. 좋은 글이 있으면 

열심히 퍼날라서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님의 글을 보고서 스님의 문체를 연구하고 스님의 글을 영향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다.  

  

미천한 블로거에게 

  

비록 넷상이긴 하지만 스님은 스승 같은 존재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는 불교계의 학자나 스님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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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남겨 주시고 격려 해 주는 사람은 극히 드믈다. 검색창에 검색하면 

대부분 블로그에 연결되어 블로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냥 

지나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글을 남겨 주시는 스님들이 있다. 그런 

스님 중에 친철하게 장문의 글을 남겨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미천한 블로거’에 관심을 가져 주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하고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2005 년 이후부터 죽 지켜 

보아 왔기에 누구 보다도 스님의 사이트를 잘 알고 있다.  

  

만원의 기적을 기대하며 

  

그런데 몇 해 전 ‘팔리문헌연구소’라는 사이트가 폐쇄 되었다. 이유는 

독립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폐쇄화고 그 대신 미디어 다음에 새로 집을 만들었다. 똑 같은 

이름의 ‘팔리문연구소(http://www.ripl.or.kr/ )’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보니 참담하다.  

  

올린 글에서는 보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불자들의 실천수행방법이자 

지극히 당연한 보시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큰 보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보시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호국연무사 불사 

동참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승가원 보시에 대한 것도 올렸다. 

그렇다고 하여 많은 금액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만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시와 자비는 마하야나주의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실천 

수행방법으로서 만원의 기적을 기대해 본다. 

  

  

  

2014-01-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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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도 굴하지 말고 

  

 

마성스님으로부터 글을 받고 

  

마성스님으로부터 글을 받았다. 그 동안 넷상에서 불미스러운 논쟁에 

휘말린 것에 대한 경책의 글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수 많이 올린 글 

중에 일부 검증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잡는 글도 올려 주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충고의 글을 남겨 주었다. 이런 스님의 글을 접하자 

반가웠다. 스님이 올려 주신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진흙속의연꽃님께! 

 

먼저 팔리문헌연구소에 후원금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사의 단현 거사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인터넷에 

공지함으로써 얼마나 창피하고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알려 버려서 

이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아무튼 

팔리문헌연구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기 중에는 바빠서 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다 읽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불사 카페의 실론섬 법사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두 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분의 불교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논쟁이 너무 지나쳐 상호 인신공격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 많은 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서로 상처를 주는 상황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경상대 철학과 권오민 

교수님과의 지상논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견해가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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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님과 실론섬 법사님 두 분 중 누구의 견해가 옳다 그름을 

떠나 논쟁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지면에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으면 다른 독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속의연꽃님 글을 

원불사 카페로 가져가 그곳에 댓글을 다는 형식은 바람직한 토론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론섬 법사님이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온갖 악성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글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희롱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님으로 인해 제 

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진흙속의연꽃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조급하게 매일 글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외의 최고 칼럼니스트들도 200 자 원고지 10 매 

내외의 칼럼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용됩니다. 우선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본 뒤 자신의 견해를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연꽃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만인의 

기적을 기대하며�에서 도올 김용옥의 강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용도 폐기된 잘못된 학설입니다. 연꽃님이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신의 역사에서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거기에서 제로로 만든 건 

싯달타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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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론(polytheism)→일신론(monotheism)→영신론(sunya-theism). 

종교의 진화는 제로신관에서 극상에 달한다. 그것이 곧 삿달타의 

혁명이었다.”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원용하여 종교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사물에 깃들인 힘에 대한 신앙이든 

주술이든 간에 결국에는 정령신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차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多神敎) 단계로 발전하고, 다시 

대표신교 혹은 유일신교(唯一神敎)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화론적 도식은 곧 허물어지고 만다. 특히 유일신교의 

특징인 최고신, 지고(至高)한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역사적 발전의 꼭대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 치명타가 되었다. 

극히 단순하고 유치한 수준의 문명에 머물고 있는 원시 사회에서도 

유일신교의 신 관념에 상응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자 절대적인 

최고신에 대한 신앙이 발견되었고, 더욱이 그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사상의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1997), 

p.18) 

 

이와 같이 종교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된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연꽃님의 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글은 가능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일 한편의 글을 올리는 진흙속의연꽃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그 부지런함에 고개 숙입니다. 이것은 거의 초인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게 되고 그것이 꼬투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합장 

  

  

(마성  2014.01.07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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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접하는 스님의 글이다. 너무 오랜만에 접하다 보니 블로그를 

멀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다. 스님이 주신 글을 보면 “최근에는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보아 매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판하려면 원글이 있는 곳에서 

  

이런 글을 접하자 갑자기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동안 

쓴 글 중에 혹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지 빠른 속도로 스캔해 

보았다. 그러나 자체검열 내지 자기검열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난 받을 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스크랩 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혹시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는 채로 인터넷의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우려해서일까 

스님은 스크랩금지를 해 놓았다고 한다.  

  

스님은 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염려 하고 있다. 

글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한다. 

비판하려면 원글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단 토론을 하되 뒤 끝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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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말할까? 욕설, 비아냥, 무안주기 등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베사이트’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하는 

담마토크에서 상호비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스님의 지적이라면 글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  

  

매일매일 글쓰기에 대하여 

  

스님은 글에서 두 가지를 조언하였다. 그것은 매일 글쓰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매일 매일 

글쓰기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유는 

검증된 글쓰기를 위해서라고 한다.  

  

200 자 원고지 10 매 가량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찾고 인용문구를 검색하는 등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한 최소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 

하신 것은 전문적인 학술 논문수준이라 보여 진다.  

  

보통불자의 일상적인 글쓰기는 논문도 아니고 법문도 아닌 ‘B급’ 

‘삼류’ 글쓰기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쓰고 있다. 

매일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하여 경전을 근거로 한 글쓰기를 

말한다. 그래서 매일 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님의 

권고를 받아 들이기 힘들 것 같다. 이미 글쓰기가 생활화 되어 있고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 하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임현담님의 홈페이지에서 

  

한 때 임현담님의 홈페이지 (http://www.himal.kr/index.htm)를 열심히 

본 적이 있다. 소설가 임현담님이 홈페이지에 매일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주로 불교에 대한 글이다. 에세이 형식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소설가의 글이서인지 읽는 맛이 났다. 더구나 한문경전의 

문구를 인용하여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글을 올려 놓아서 보고 나면 남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그리 길지는 않았다. A4 두장 분량의 

글로서 읽기에는 부담 없었지만 매일 그만한 분량의 글이 올려진 것을 

보고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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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올려지는 임현담님의 글을 보고서 질려 버렸다. 아무리 작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주옥 같은 글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외감도 들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 없이 꾸준히 올리는 것을 보고 질려 버렸다. 

매일매일 따라가기도 바빴던 것이다. 그래서 이삼일에 한번 정도만 

올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다. 그러나 임현담님의 홈페이지 글은 이제 

드문 드문 볼 수 있다. 영원히 매일매일 계속 될 것 같은 글도 멈추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글쓰기도 중독인가?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논문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다. 

그저 보통불자의 일상적 글쓰기이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보통 

불자에게 글쓰기가 낙이다. 그래서 여백을 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글을 완성하고 난 다음 순간적인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성취감이어서일까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글쓰기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 같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질주 하듯이 그저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오로지 쓸 뿐이다.  

  

이렇게 글을 매일 쓰다 보니 글쓰기도 느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폰트 사이즈 12 로 하여 A4 열장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경전이나 논문, 기사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글쓰기를 칠팔년 하다 보니 이제 글쓰기에도 힘이 붙은 것 같다.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붙듯이 글쓰기를 매일 하니 ‘필력’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나는대로 자판을 두들긴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칠팔년 동안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다 

보니 이제 글쓰기는 말하는 것과 같은 정도가 된 것 같다. 머리속에 

있는 생각이 자판을 통하여 글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도 

중독일 것이다. 글쓰기 중독을 말한다.  

  

노는니 글을 쓴다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끊기 힘들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긴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몹시 허전 하여 어쩔 줄 모른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글쓰기 

중독에 걸려 있다면 글쓰기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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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글쓰기는 좋은 취미라 본다.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글쓰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말한다. 사실 그런 

것 같다. 불교공부를 해서 좋고 돈이 들어 가지 않아서 좋다. 무엇 보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좋다.  

  

일인사업자로서 일하는 날 보다 노는 날이 더 많다. 노느니 염불한다고 

노는 날에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공부도 

되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글쓰기를 매일 한다. 그러나 스님의 충고대로 인터벌을 두고서 좀더 

심도 있는 글쓰기도 고려해 보고 있다. 

  

용도폐기된 학설이라니 

  

두번째로 스님은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둔 글쓰기에 대하여 말씀 

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서 도올 김용옥님의 동영상 강좌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다. 김용옥님은 동영상강좌에서 ‘영신론(sunya-theism)’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영신론은 이미  ‘용도 폐기된 잘못된 

학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논문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불교사상의 이해’라는 책에 따르면 유일신론은 종교진화론적에 따른 

종교발전단계에서 보는 도식화된 종교현상이 아니라 이미 

다신교시대부터 있어 왔던 보편적인 종교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종교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된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연꽃님의 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평소 존경하는 사람중의 

하나인 김용옥님의 이야기이고 또 동서양철학을 넘나드는 철학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 언젠가 불교 TV 사이트에서 

김종욱 교수도 다신론-유일신론-무신론 순으로 종교진화학적 관점에서 

강의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 들였다. 또 불교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성립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무아사상이 

유일신관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미 용도폐기된 학설이라니 놀랍다.  

  

그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도 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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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스님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 매일 한편의 글을 올리는 

것과 부지런함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초인적인’ 이라는 말도 

하였다. 매일 10 페이지 가량의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초인적인 

작업’이라 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숙달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쓴다.  

  

도올 김용옥님은 글을 쓸 때 ‘미친듯이 쓴다’라고 하였다. 일이 

있어서 시간이 한정 되어 있을 때는 비록 독수리 타법이지만 정신없이 

미친듯이 쓴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이런 글쓰기가 

남이 보기에는 초인적인 작업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스님은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그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도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 가라.”라고 받아 

들인다.  

  

 

 (이하 마성스님 글) 

 

 진흙속의연꽃님께!  

 

먼저 팔리문헌연구소에 후원금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사의 단현 거사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인터넷에 

공지함으로써 얼마나 창피하고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사생활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알려 버려서 

이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아무튼 

팔리문헌연구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기 중에는 바빠서 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다 읽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불사 카페의 실론섬 법사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두 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분의 불교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논쟁이 너무 지나쳐 상호 인신공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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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 많은 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서로 상처를 주는 상황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경상대 철학과 권오민 

교수님과의 지상논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견해가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흙속의연꽃님과 실론섬 법사님 두 분 중 누구의 견해가 옳다 그름을 

떠나 논쟁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지면에서 상호 의견을 

주고받으면 다른 독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속의연꽃님 글을 

원불사 카페로 가져가 그곳에 댓글을 다는 형식은 바람직한 토론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론섬 법사님이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의 글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온갖 악성 댓글들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글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희롱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님으로 인해 제 

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진흙속의연꽃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조급하게 매일 글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외의 최고 칼럼니스트들도 200 자 원고지 10 매 

내외의 칼럼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용됩니다. 우선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본 뒤 자신의 견해를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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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연꽃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만인의 

기적을 기대하며�에서 도올 김용옥의 강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용도 폐기된 잘못된 학설입니다. 연꽃님이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 신의 역사에서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거기에서 제로로 만든 건 

싯달타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 

다신론(polytheism)→일신론(monotheism)→영신론(sunya-theism). 

종교의 진화는 제로신관에서 극상에 달한다. 그것이 곧 삿달타의 

혁명이었다.”  

 

19 세기에서 20 세기 초까지 다윈의 진화론을 원용하여 종교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는 사물에 깃들인 힘에 대한 신앙이든 

주술이든 간에 결국에는 정령신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차차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다신교(多神敎) 단계로 발전하고, 다시 

대표신교 혹은 유일신교(唯一神敎)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화론적 도식은 곧 허물어지고 만다. 특히 유일신교의 

특징인 최고신, 지고(至高)한 존재에 대한 신앙이 역사적 발전의 꼭대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 치명타가 되었다. 

극히 단순하고 유치한 수준의 문명에 머물고 있는 원시 사회에서도 

유일신교의 신 관념에 상응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자 절대적인 

최고신에 대한 신앙이 발견되었고, 더욱이 그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불교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사상의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1997), 

p.18)  

 

이와 같이 종교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된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연꽃님의 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글은 가능한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일 한편의 글을 올리는 진흙속의연꽃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내며, 그 부지런함에 고개 숙입니다. 이것은 거의 초인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하게 되고 그것이 꼬투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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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들을 많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합장 

 

 

2014-01-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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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왜 부처님에게 오체투지 하는가 

  

  

  

  

인내력 없이 읽기 어려운 대승경전 

  

대승경전을 읽다 보면 빠알리니까야와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호칭이다. 빠알리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할 때 

“빅카웨(bhikkhave)”라 한다. 이는 “비구들이여” 또는 

“수행승들이여”라고 번역된다. 그런데 대승경전을 보면 빅쿠를 뜻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금강경을 보면 “선남자선여인”이라 되어 

있고, 법화경을 보면 “선남자야(운허스님역)”으로 되어 있고, 

화엄경을 보면 “불자들이여(법정스님역)”라고 되어 있다. 최근 번역 

되어 나온 전재성님의 십지경을 보면 “승리자의 고귀한 님이여”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대승경전에서는 “비구들이여”라는 호칭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한문경전으로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지루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고 수 많이 열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화엄경을 번역한 법정스님은 해제에서 

“사실 80 권 화엄경을 읽어내기란 어지간한 인내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역화엄경, 법정스님)”라고 하였다. 이는 소설처럼 재미 

있는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 묘사에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장광설에 

질리고 말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큰마음 먹고 산 것이 있다. 전재성님이 번역한 ‘십지경-

오리지널화엄경’이다. 기존 한문번역물과 달리 산스크리트어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한문투의 독특한 문체는 보이지 않으나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정스님 지적대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마치 

SF 환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고, 열가지로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 질리고 

만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 책장의 장식용으로 꼽혀 

있다. 

  

이렇게 대승경전이 재미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라 본다. 대승보살사상의 이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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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나머지 거기에 압도당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승보살사상은 출발은 매우 좋았다. 그것은 기존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와 초기불교의 ‘원융’을 시도 하는 각산스님 

  

요 몇 일 각산스님의 강의를 흥미롭게 들었다. 간화선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불교와 초기불교와 ‘원융’을 시도 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스님의 강의를 

불교방송사이트(http://www.bbsi.co.kr/) 에서 보았다. 불교방송 

‘TV’파트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강의한 15 개의 동영상 강좌중에 12 번째 

‘견성성불’이 있다. 이 강좌에서 스님은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불교 스님들의 법문에서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소개한 스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2600 년전 대영웅의 공덕으로  

  

스님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였다. 성불의 길과 아라한의 길을 

말한다. 그런데 스님은 성불의 길을 택하였다고 하였다. 대승불교 

전통이 있는 한국불교에서 당연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성불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다. 

먼저 스님은 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600 년 전에 복을 많이 지닌 대영웅이 있었는데 그 어른은 가셔도 모든 

스님들 먹고 살잖아요. 무위도식으로. 여러분들 다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잘 났습니까? 그런 복을 지었어요. 그런데 빠제까 붓다는 그런 

복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승가를 만들지 못합니다.   

  

복이 있어야 사람을 두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라밀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았냐에 따라서 목숨도 바치고 내 신체의 일부도 기증해 버리고, 

아내와 처자식 다 포기 해 버리고, 이런 복덕 때문에 삼마삼붓다가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한 자를 보살이라 이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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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각산스님의 목표는 뚜렸하다. 그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아라한이 

되기를 포기하고 부처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살행을 들고 있다. 보살로서 살며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과 처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체의 

일부도 바칠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을 때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그 공덕의 힘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그래서 2600 년전 대영웅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 분의 

공덕에 힘입어 스님들이 먹고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선방생활을 그리워 하는 스님들 

  

종종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 선방을 그리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특히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그렇다. 그렇다면 왜 선방을 

그리워 할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참선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스님은 공개된 법문에서 “선방에서 

놀다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스님들에게 있어서 

선방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가 보다.  

  

영남불교대학을 일군 스님도 지금 선방에 들어가 있는데 3 년을 목표로 

무문관 수행중이라 한다. 지난 20 년간 유치원에서부터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불교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할일을 다 해 마친 스님에게 있어서 무문관 3년은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 간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스님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 

때 선방생활을 떠 올리는 것 같다.  

  

그런 선방생활에 대하여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무위도식한다고. 그래서 결재가 끝났을 때 공부에 진척이 없을 때 

“밥값 내놓아라”라는 노스님의 호통을 듣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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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하면 스님들은 의식주 걱정을 내려 놓는데 이는 시주자의 보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처님에게 공덕을 돌려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2600 년전 출현하였던 부처님이 지은 공덕의 힘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 무위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님들은 부처님 공덕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부처님에게 가장 감사 해야될 사람들은 스님들이라고 본다. 그래서일까 

아침 저녁으로 예불올리고 절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유정각이 아라한 보다 위에 있는 이유는? 

  

법화경에 ‘삼승’이라는 말이 있다. 성문-연각-보살을 말한다. 이 

삼승에 대하여 방편이라 하고 일불승을 진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승을 

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보살’이다. 아라한을 뜻하는 성문승과 

스스로 깨달았지만 법을 펼칠 수 없는 연각승 보다 위에 있다. 그렇다면 

윤회하는 깨달은 중생의 뜻인 보살 또는 유정각이 아라한 보다 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각산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승불교가 기존 스님들이 아비달마적인 번쇄한 이론만, 출가자의 

위주로만 불교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왜 수행자 

출가자 스님들만 이 성문이라는 집단의 승가가 너희들만의 전유물이냐’ 

그래서 불교개혁운동이.. 보살운동을 하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가집단이 출가를 하면.. 똑 같은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깍고 그래서 

모여서 집단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파적 입장에서 보살행을 해야 부처가 되기 때문에 연각 성문은 

이승이라 합니다. 낮은 것이다. 다 자기들만 이루고 가벼렸지 않느냐. 

대승을 할려면 보살행,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가 안되기 때문에 

윤회하며 현자수준의 범부인 유정각이 성자 수준 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유정각은  윤회하는 현자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회하는 

존재에 대하여 아라한 보다 상위에 놓은 것은 아비달마 불교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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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 하였다. 오로지 자신의 구원에 관심만 있는 전문수행자 집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대승운동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재가자들이 주도한 것이 대승불교이다. 그래서 재가자들은 스스로 

머리를 깍고 승복을 입고 전혀 다른 조직을 만든 것이다. 더구나 

경전까지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대승보살사상의 이념을 구현할 경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 찬술된 대승경전에서 깨달은 중생, 

즉 윤회하며 사는 현자에 불과한 유정각을 성문승 위에 올려 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 스러운 것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대부분 대승경전에서는 

성문승을 이승이라 하여 보살승 아래에 두었고, 또 성문승들이 믿는 

불교에 대하여 ‘소승’이라 하여 스스로 차별화 하였다. 

  

여덟 가지 수기조건 

  

이렇게 재가자들이 주도하여 새롭게 일으킨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보다 부처가 되기로 서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살로서의 삶을 

말한다.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기를 받아 무량한 세월동안 보살도를 

닦아 부처를 이루었듯이, 그 길로 가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각산스님은 여덟 가지 

수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여덟 가지 수기조건 

  

1) 사람이어야 한다. 

2) 남자이어야 한다. 

3) 은둔자이거나 비구이어야 한다.  

4) 평등심을 얻어야 한다. 

5) 선정을 얻어야 한다. 

6) 부처님을 친견해야 한다. 

7) 수기를 받아야 한다.  

8) 일체중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가 되기 위한 여덟 가지 수기조건이다. 이중 세 번째의 

‘은둔자이거나 비구어야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법이 없을 때는 

은둔자로 살고, 정법이 있을 때는 비구로 살아야 됨을 말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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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되기 어려움을 말한다.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보면 비구로서 

삶을 살았을 때는 열번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힌두이즘을 불교적 입장에서 갖다 넣었어요” 

  

네 번째 항목을 보면 ‘평등심’을 얻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각산스님은 꽤 길게 설명하였다. 중요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평등심이란 것은 뭐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명칭을 붙여서 힌두이즘을 불교적 입장에서 갖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힘드는데 기독교 믿고 힌두교 믿고 이러면 거기에도 뭔가 

좋은게 있기 때문에 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33 화신으로 이루지잖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한데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필요한대로 나타나려면 니다 내다 따지고 좋은 놈 나쁜 놈 

따져갔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를 먼저 

깨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삶이 바뀝니다. 여성으로서 

보살이 아니고 평등심,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전부다 ‘내 입장에서 내 

에고에서 형성됐구나’라고 보는 순간 여러분은 평등심을 얻습니다. 

그럴때 시비분별이 사라집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자비심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이 부르면 

나타납니다. 평등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해주어야 합니다.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평등심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였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님은 “힌두이즘을 불교적 입장에서 갖다 넣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본문 글에 현혹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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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인다. 

부처님의 화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논문이나 자료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시바신’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그래서 

불자들이 조석으로 독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사실상 시바신의 

자비행을 찬탄하는 것이라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몇 차례 글을 올렸다. 그러자 어느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본문글에 현혹되어 주력수행을 멈칫하시는 분이 있다면 본문글에 

현혹되지말고  

하시던 주력수행 꾸준히 하시라고 권고합니다.  

 

코카콜라에 집중하든  

집세기에 집중하든  

호흡에 집중하든  

새소리에 집중하든  

백골관에 집중하든  

느낌에 집중하든  

촛불에 집중하든  

다라니에 집중하든  

 

집중수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수행법은 모두 집중을 하기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다라니는 400 음절의 조화가 이루어내는 공명음을 통해 선정에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다라니의 뜻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라니 수행법은 뜻을 통해 이루어내는 삼매가 아니라  

400 음절의 조화로 이루어내는 ‘공명음’이 삼매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관셈보살을 염불한다하면 관셈보살을 생각하며 관상 집중하여 

삼매를 이루어 내지만  

다라니는 400 음절 공명음의 ‘진동’이 삼매를 이루어 내므로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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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뜻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라니 수행으로 삼매를 얻으신 일제시대때 수월스님이 계십니다.  

수월스님이 진흙연꽃님 보다 모자라 존경을 받는 것 아니실 것 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돌맹이 비유경을 그대로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 경은 본인이 지은 악업은 본인이 받는다는 악인악보의 원리를 전하는  

멧세지 일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 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아함 염류경을 보면 한웅큼의 소금을 대야에 넣은 것과  

갠지즈강에 넣은 것과는 소금맛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즉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과보를 변화 

시킬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것은 업은 실체가 없으므로 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누군가라도 노력해주면 바뀔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돌맹이경 비유가 전부가 아니오니 저 내용에 올인하지 마시고  

하시던 기도 더욱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글은 수행에 실질적인 체험이 없고  

돌맹이 경의 내용은 부분에 불과한데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본문 글은 전체적으로 편협적인 글로 보입니다. 

  

(H 님 댓글, 뜻도 모른 채 “나모라 다나다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불편한 진실에서) 

  

  

H 님에 따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수행은 집중수행을 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바신을 찬탄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본문에 실려 있는 글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 하였다. 

  



59 

 

실제로 기도에 대하여 일종의 사마타수행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김진태 

교수는 대담기사에서 “일반 불자들이 주로 하는 기도 역시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시켜 집중력을 기르면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불교닷컴 2013-12-31)”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기복을 

바라는 기도에서 사마타수행으로서 기도를 하였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댓글을 주신 법우님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시바신을 찬탄하는 내용일지라도 

이를 집중으로 전환하였을 때 무언가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말한다. 마치 

돋보기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집중하였을 때 연기가 나듯이 사마타 

수행으로 인한 집중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한다. 

  

기독교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각산스님은 관세음보살사상이 힌두교로부터 습합된 것임을 솔직하게 

말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신묘장구대라라니에 대하여 “내용이 너무 

깊고 묘한 것이어서 다른 언어로 그 뜻을 번역하면 본래의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너무 편협하고 잘못된 의미로 훼손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이유는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힌두교의 신에 대한 

찬탄이지만 받아 들였음을 말한다.  

  

더구나 각산스님은 “여러분들 힘드는데 기독교 믿고 힌두교 믿고 

이러면 거기에도 뭔가 좋은게 있기 때문에 습합이 이루어집니다.”라 

하여 기독교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 들일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대승의 가장 큰 장점이라 본다. 이는 대승이 기존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일까 

대승불교는 끊임 없이 변화해 갔다.  

  

이렇게 변화해 가며 진화해 가는 것이 대승불교라 한다. 그래서 

마성스님은 세미나에서 “테라와다 불교는 전통을 고수해야 하고, 

대승불교는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진흙속의연꽃 2013-11-

26)”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불교는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불교 학자는 현시대에 맞는 대승경전이 찬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도법스님은 ‘생명평화경’이라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대승불교에서 힌두교의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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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여 습한 시켜 놓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 보여 진다. 

  

수메다존자의 전체투지(全體投地) 

  

여덟 가지 수기 조건 중에 여섯 번째 항의 ‘부처님친견’과 일곱번째의 

‘수기를 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같은 맥락이라 보여 

진다. 부처가 되려는 자는 살아 있는 부처님을 찾아 뵙고 수기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스님에 따르면 

“나는 다음 생에 부처님이 재세시에 태어 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면 

된다고 한다.  

  

수기에 대한 대표적 이야기는 디빵까라 부처님(연등불) 당시 

수메다존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인 수메다 

존자이야기를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다. 그것은 물웅덩이에 자신을 

몸을 던져 그 위로 부처님이 밝고 지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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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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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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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물웅덩이에 깐 수메다 

  

  

  

이는 영문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글에서 물웅덩이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몸을 던져 부처님이 지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이렇게 몸을 던지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체투지’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자들이 절하는 

방식은 매우 공손하게 한다. 바닥에 몸을 대긴 하지만 사뿐히 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벳에서는 이와 다르다.  

  

티벳식 전체투지(全體投地)는 

  

우리나라에 오체투지가 있다면 티벳불교에서는 ‘전체투지’가 있다. 

몸의 다섯 군데만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땅에 엎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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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전체투지이다. 이 전체투지에 대하여 ‘티벳식 전체투지와 

테라와다식 오체투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청전스님 법문에 따르면 티벳식 오체투지가 수메다 존자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작년 말 방한한 스님이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법회한 동영상 파일을 보았는데, 스님에 따르면 티벳식 

전체투지가 수메다존자가 물웅덩이에 몸을 던진 것에서 유래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최상의 신심에 대한 표현이 전체투지라 

한다. 이런 전체투지는 티벳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데 다른 불교전통과 

다르다. 블로그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위에 합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수리(crownhead)’에 얹는 방식이고, 또하나는 

‘앞이마(forehead)’ 위에 얹는 방식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정수리에 합장하는 방식은 티벳식 예법이고, 이마에 합장하는 방식은 

테라와다식 예법이라 한다.  

  

티벳의 경우 앞이마가 아닌 정수리에 두손을 모은다. 이때 두손바닥을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무리는 형태이다. 초펠스님의 글에 따르면 두 

손바닫을 딱 붙이는 방식은 외도들이 기도할 때나 하는 합장방식이라 

한다. 그래서 손바닥 가운데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 안에 두 

엄지손가락을 밀어 넣는다. 이를 하트(♥)모양이라고 하고 

연꽃모양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하트모양으로 만든 두 손을 정수리 위로 죽 올린다. 그리고 

정수리(crown head)를 터치하고 이어서 차례로 눈썹사이의 이마(brow), 

목(throat),가슴(heart) 순으로 터치한다.  

  

이와 같은 4 단 터치 방식에 대하여 초펠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정수리를 

터치하는 것은 부처님의 32 상 중에 가장 뛰어난 정수리의 ‘육계’에 

대한 것이고, 눈썹사이를 터치하는 것은 는 이마에 나 있는 

‘흰털’때문이고, 목을 터치하는 것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슴을 터치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래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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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키피디의 Prostration 에 따르면 3 단 터치 방식을 소개 하고 

있다. 3 단 방식은 정수리와 목과 가슴에 대한 터치를 말한다. 정수리를 

터치 하는 것은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 의 깨달은 ‘몸’에 

귀의하는 것을 말하고, 목을 터치 하는 것은 구루 린포체의 깨달은 

‘말’에, 가슴을 터치 하는 것은 구루 린포체의 깨달은 ‘마음’에 

귀의 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라 한다. 이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루 린포체는 일반적으로 

‘빠드마삼바바(Padmasambhava)’를 지칭한다.  

  

이와 같이 4 단 터치 또는 3 단 터치를 한다음 예배를 하는데, 마치 

나무를 자르면 쓰러듯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전체투지(全體投地)라 한다. 자신의 옷이나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죽 펴서 전신이 땅바닥에 닿게 예배하는 방식이다.  

  

(티벳식 전체투지와 테라와다식 오체투지, 진흙속의연꽃 2013-01-06) 

  

  

 
  

  

티벳식 전체투지는 옷이나 몸을 아끼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들이 

법당에서 사뿐하게 공손하게 하듯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토막이 쓰러지듯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등불이 출현 하였을 때 수메다 존자가 물웅덩이 자신의 옷과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진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64 

 

어떻게 바라밀을 닦을 것인가? 

  

부처가 되려고 서원한 자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덟 가지 수기조건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이 ‘일체중생을 위해 

헌신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을 위해 헌신 

복덕을 쌓으리라’고 서원을 세워야함을 말한다. 그것도 4 아승지 하고도 

십만겁동안이다. 이토록 한량 없는 공덕을 쌓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각산스님에 따르면 복은 4 아승지 겁동안 짓지만 깨침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 깨침이 견성이라 한다. 따라서 

견성하였다고 하여 부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아승지 겁 동안 

복덕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덕을 

쌓아야할까? 십바라밀을 쌓아야 함을 말한다. 십바라밀에 대하여 

세가지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1)기본바라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처자식을 포기하는 것 

  

2)중간바라밀 

내 신체 일부를 중생을 위해서라면 헌신 할 수 있는 것 

  

3)최고바라밀 

몸마저도 중생을 위해서라면 다 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처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기본이라 한다. 

부처가 되려고 마음 먹은 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처자식을 부양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오로지 중생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말한다.  

  

더구나 자신의 신체일부를 헌신할 수도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가끔 스님들의 손을 보면 단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H 스님이 

대표적이다. 그런 공덕이어서일까 스님이 불사한 선원을 보면 동국대 

정각원만한 건물이 무려 18 동이나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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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고바라밀을 하려 한다면 자신의 온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전생담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보살로서 삶을 

살 때 동물로도 태어난 적이 있는데 이 때 자신의 몸을 불속에 던져 

스스로 먹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처럼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중생을 위하여 던질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용수보살에 대한 쇼킹스토리 

  

각산스님의 강의는 매우 솔직하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 준다. 

부끄러운 사실에 대하여 숨김 없이 그대로 말한다. 이런 법문을 한번도 

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런데 

각산스님의 표현에 따르면 ‘쇼킹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어떤 사실이 

쇼킹한 것일까? 스님은 용수보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래 대승불교는 용수 나가르 주나, 중론의 대가이지요. 철학적으로 

대가일지 몰라도 그 분 출가자 아니에요. 쇼킹할정도입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사실을 알자 이거죠.  

  

출가자라는 의미는 사마나, 이것은 사문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 합니다. 

세속을 버리고 머리 깍고 지내면 출가입니다. 신부, 수녀님도 출가자 

입니다. 그런데 비구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227 계나 250 계를 3 사 7증에 

의해서 받아야 정식 비구, 비구니 들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용수보살은 유일한 용수보살전이라는 고려전자대장경에 하나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신화적으로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산속에 탑에 나아가 스스로 삭발하고 출가 하였다. 그래서 

이분은 ‘비구가 아니구나’ ‘스님이 아니구나’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참으로 쇼킹한 말이다. 용수보살은 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출가자인 

것은 맞는데 불자들이 알고 있는 스님이 아닌 것이다. 단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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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깍고 출가한 출가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출가자의 

개념으로 신부나 수녀도 해당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구는 삼사칠증제에 따라 250 계를 받아야 하는데 

용수보살은 그 어떤 자료에서도 비구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쇼킹하다고 하였고 이런 사실을 대부분 불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머리를 깍고 출가한 용수보살 

  

이렇게 각산스님은 용수보살이 비구가 아니라 단지 재가신분의 

출가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이야이기이다. 

  

  

히라카와 아키라(평천?, 1915-2002)은 십주비바사론을 가지고 

용수보살이 출가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내었다. 그분은 혼자 스스로 

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 내 혼자서 

머리깍아 놓고 ‘중이다’ 하면 안된다 이말이야. 스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출가자일수는 있어도. 그래서 정식출가가 이루어야 

여러분 복덕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시조로서 제 2의 붓다라고 칭호를 붙이게 

됐습니다.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용수에 대한 검색을 하면 불분명한 자료만 접하게 된다고 한다. 출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어서 단지 ‘?150 년~?250 년’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남겨 진 자료도 부족하여 항상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히라카와 아키라 (平川彰 , 1915-

2002)에 따르면 용수가 비구 또는 스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십주비바사론’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래서 용수는 ‘혼자 스스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용수는 

‘힌두교 논사’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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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스로 머리를 깍은 자들도 겉보기에는 비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각산스님에 따르면 스스로 머리깍은 자에 대하여 비구나 

스님이라는 호칭을 붙여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는 중론을 저술하는 등 뛰어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있어서 시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용수에 대하여 

제 2의 석가로 칭한다고 한다. 

  

대승불교에서 삼귀의를 하지 않는 이유 

  

대승불교의 시조 용수의 비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용수는 스스로 

머리 깍고 출가자가 되었을 뿐 승단에 귀의한 증명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각산스님은 용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다. 

  

  

지금 대승불교는 용수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런식으로 불교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불교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삼귀의를 하지 

않습니다. 삼귀의 대상은 성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승의 경우), 

보살중을 대상으로 삼귀의를 했고 227 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십선도를 

계율로 삼아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개 발전시킨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찬술경 범망경 십중 사십팔경계를 이야기 합니다. 

십중대계를 보면 십선도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친 등 소승의 아라한 등이 들어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져가 

좋은 말로 우리는 원융불교 통불교 이래 됩니다. 이렇게 알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용수는 승단에 들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 불교에 따르지 않았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삼귀의를 들 수 있다.  

  

용수를 시발로 한 새로운 불교운동, 즉 대승불교에서는 삼귀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불법승 삼보에 있어서 성문에 해당되는 승가에 

귀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로지 보살승에만 귀의하는 

새로운 삼귀의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계율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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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불교를 만든 마하야나주의자들 

  

대승주의자들은 기존 승단에 들어가지 않은 재가자로 이루어진 

승단이다. 따라서 재가승단에 맞는 계율을 정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범망경이라 한다. 이 범망경은 10 가지 

대계와 48 가지 소소한 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10 가지에 대하여 

십중대계라 하여 보살승이 지켜야할 계율이라 한다. 그런데 이 

십중대계라는 것이 십선도를 응용한 것이라 한다. 범망경 십중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살생하지 말라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술을 팔지 말라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10.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범망경 십중대계) 

  

  

십중대계를 보면 오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승이 지켜야 할 계율이다. 소승이라 불리우는 

250 가지 소승비구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대승보살승은 비구가 아니라는 말이다. 머리를 깍고 가사를 입은 

출가자일지라도 비구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구가 아닌 것이다. 

우리말로 스님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스스로 머리를 깍고 가사를 입고 출가하여 공동체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대승보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전을 찬술하였다. 또 공동체의 규율에 해당되는 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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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그래서 기존의 250 가지 비구계를 따르지 않고 십선도를 

응용한 십중대계라는 별도의 계율을 만들었다.  

  

이런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를 합하여 대승보살계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스님이나 재가불자나 똑같이 수계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스님들은 

대승보살계와 함께 비구계도 동시에 수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구계는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스님이나 재가자나 똑같이 대승보살계를 수지한다면 한국불교는 

보살승단 또는 재가승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하야나주의자들은 경전도 다르고 계율도 다르고 더구나 삼귀의 

대상이 다른 불교를 만들었다. 이것이 대승불교이다. 그래서 

대승보살승은 소승비구승과 확실히 차별화 되었다.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하야나주의자들이 기존 불교와 전혀 다른 불교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매우 높았다. 그것은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사상이다. 그래서 누구가 보살도를 닦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대승보살사상을 이어 받은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자들은 모두 부처가 되기를 발원한다. 따라서 

사홍서원에서도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라 하여 

“일체중생을 모두 건지오리다”라고 거창한 발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산스님도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견성성불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깨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심즉불로 들어 가는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위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이지 그 부처 말고 뭐가 있노?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무상정득각자의 입장에서 깨쳤는데 그 분과 같이 마음에 번뇌가 없다를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되는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노!(No). 석가모니부처님같이 정득각자가 되려면 보살행을 해야 

하고 아라한이 되면 안되!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되어 버리면 이 

자리에서 되돌아 오지 않는 생사를 초월해 버립니다. 아라한이 되기 

이전 단계때 다음시간에 다루지만 남방불교 교리 체계에서 위빠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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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계 지혜에서 상카루뻭카라고 11 번째 단계가 아까 평등심을 얻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도를 더 닦아 버리면 아라한이 되어 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도를 멈추고 보살행을 닦기로 하면 거기서 수행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수기를 받아 버리면 도를 더 닦아도 안깨치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그러면 저는 여기서 

멈추고 보살행을 위주로 가야 하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논리를 

모르고 닦다가 나도 모르게 수기 받기 전에 서원을 안세우면 저도 나도 

모르게 수다원, 아라한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맞든 안맞든 부처가 되려면, 그와 같이 보살에서 아라한의 

가느냐, 아니면 보살행을 닦느냐 그 위치를 알아나야 합니다.  

  

(각산스님, 제 12 회 견성성불-각산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불교방송 TV, 2013-12-27) 

  

  

각산스님은 성불의 길과 아라한의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누군가 

성불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상카루뻭카라단계에서 멈추라고 한다. 이는 

청정도론에 따르면 16 단계 위빠사나 지혜중에 11 번째 단계로서 

‘현상에 대한 평등의 지혜’이다. 그런데 모르고 이 단계를 지나치면 

그대로 아라한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 올 

수 없으므로 부처가 되기로 발원한 자는 11 단계 지혜에서 멈추고 

보살도를 닦아야 함을 말한다. 

  

사업이나 정치를 하려거든 

  

각산스님의 강의를 듣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스님들이 놀고 먹는 것 같아도 굶지 않는 것은 2600 년전 부처님의 복덕 

때문이라 한다. 그 공덕의 힘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서 스님들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업이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나 사업 또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과거에 공덕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 놓으면 미래가 좋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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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중에서도 최상의 공덕이 보살행이라 한다. 그런데 부처님처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부처가 되기로 서원한 후에 

무려 4 아승지 겁 하고도 10 만 겁 동안 보살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신의 몸을 던져 가면서 보살행을 한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기차길에서 사람을 구하고 죽은 사람도 보살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불교학생회장을 하다 총탄에 죽은 

‘김동수 열사’ 역시 보살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김동수열사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는 김동수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살행을 하기로 서원하여 수 많은 생을 살면서 축생 

등을 마다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투신하였다. 그래서 2600 년 부처가 

되어 정법의 시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정법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왜 부처님에게 오체투지 하는가 

  

이렇게 정법이 살아 있는 시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대로 따라 가면 

된다. 그런데 더 큰 서원을 세우는 이들이 있다.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4 아승지 겁이라는 한량 없는 기간동안 온몸을 

바쳐 보살행을 실천 하려 한다.  

  

더구나 아라한이 되기를 포기 하면서 까지 동물로 태어나는 것을 감수 

하면서 보살행을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숭고한 정신이 있다면 언젠가 

정법이 소멸 하였을 때 부처가 되어 수 많은 존재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법이라는 것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법으로서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과 같은 정법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변질 되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정법이 없는 상태로 오랜 세월 지속 

되다가 마침내 부처가 출현한다. 그래서 다시 정법시대가 되어 생사 

없는 열반을 성취하여 구원 받게 된다. 이러기를 반복 하는데 초기경에 

따르면  과거에 25 불이 있었다고 한다. 정법시대에 이런 이유로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오체투지 또는 전체투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법시대가 되었을 때의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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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처가 되기로 발원하여 부처가 된자는 25 불로서 매우 희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였다는 마치 깜깜한 밤에 등불 

같은 것이다. 정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커다란 

사건이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의 

눈이 열렸을 때 감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고 기뻐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실 때에 땅위의 신들은 

‘세존께서 바라나씨 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서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이나 악마나 하느님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소리쳤다. 

  

  

네 위대한 왕들의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도…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축복 받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의 신들도… 

하느님의 세계의 신들도… 

  

  

이와 같이 그 찰나, 그 순간, 그 잠깐 사이에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소리가 미쳤다. 또한 이 일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했다.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신들과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어 세상에 

나타났다. (S56.11) 

  

   

2014-01-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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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즐겨 듣는 음악 

  

  

  

하루 하루가 깨달음의 연속 

  

하루 하루가 깨달음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하여 큰깨달음은 아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깨달음이다. 그래서일까 다른 종교인도 

깨달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방송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야기 

하기를 “깨달았다” 하였을 때 대게 몰랐던 이치를 알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타종교인들도 깨달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깨달음이라는 말이 불교의 전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깨달음이라는 말은 불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를 초기불교에서는 

37 조도품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념처, 오근, 팔정도, 칠각지 등을 

말한다. 그런데 37 조도품을 구성하는 마음의 요소는 모두 14 가지이다. 

이중 정견(빤냐), 정진, 정념 등 여덟 가지가 팔정도에 해당된다.  

  

사무량심이 있는데 

  

그런데 14 가지 마음의 요소에 들어 가지 것도 있다. ‘사무량심’이다. 

그렇다고 하여 사무량심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사무량심을 포함하여 선법을 닦으면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해탈과 열반을 뜻한. 모든 오염원을 

소멸하여 청정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탈’이라 하고, 더 이상 생사를 

거듭하지 윤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다름 아닌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목적론일수도 있고 방법론일 수도 있다. 

  

비록 사무량심이 37 조도품의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항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는 수 없이 사무량심에 대한 

정형구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애, 연민, 기뻐함, 평정으로 대표되는 

정형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애’만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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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초기경전에서 

사무량심 정형구를 보면 항상 네 가지가 같이 나온다. 

  

2000 대 이후 테라와다 수행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때 

자애명상도 함께 소개 되었다. 그래서 위빠사나수행과 함께 자애명상을 

함께 수행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또 자애명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사나 

스님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자애라는 말 보다 일반적으로 

자비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0 년대 이후 자애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면서 

사무량심도 함께 소개 되었다. 사무량심에는 자애 뿐만 아니라 연민, 

기뻐함, 평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자애나 자비라는 말 

보다 ‘자비희사’라고 불러야 더 정확할 것이다. 

  

자애에 대한 글쓰기한 것을 보면 

  

사무량심을 대표하는 것이 자애이다. 이를 빠알리어로 멧따(metta)라 

한다. 이 멧따에 대하여 여러 편의 글을 올렸다.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자애수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자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청정도론에는 자애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애에 대한 

글쓰기한 것을 블로그내에서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다.  

  

  

1) 까라니야 멧따숫따(Karaniya Metta Sutta), 자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2) 아눌라 스님의 ‘마땅히 해야 할 자비경(자애경) 

3) 성내는 마음이 왜 고통일까, Imee Ooi 의 자애경(Karaniya Metta 

Sutta) 

4) 화가 날 때, 자신을 훈계하는 글과 절복진노경(折伏瞋怒經) 

5) 바완뚜 수키땃따(모든존재가 행복하기를!)”독송용 

까라니야멧따경(자애경) 

6)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7) 자애경(Sn1.8)번역 비교분석, 한글역과 일역 어떻게 다른가 

8) 자비송은 자애송(慈愛頌)이라 불러야, Imee Ooi 의 빠알리어 자막 

버전 

9)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가장 수승한 부처님의 자애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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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오와 적개심이 일어날 때, 청정도론의 자애명상과 Imee Ooi 

자비송 

11) 자애(metta)수행이 실패할 때 

12) 자애수행도 기도의 대상인가, ‘100 일 소원성취 메타기도’를 보고 

  

  

이 중 열번 째에 ‘증오와적개심이 일어날 때, 청정도론의 자애명상과 

Imee Ooi 자비송’이 있다. 2010 년 쓴 글이다.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자애수행에 대한 내용과 음악을 곁들여 쓴 것이다. 

  

자애송(The Chant of Metta)과 청정도론  

  

이렇게 자애에 대한 글을 쓰다 보면 불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The Chant 

of Metta 와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사를 보면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내용과 동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섯가지 제한없이 

가득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慈心解脫)’과 ‘일곱가지 

한정적으로 가득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과 ‘열가지 

모든방향으로 가득채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청정도론에 실려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慈心解脫) 
분  류 내  용 비  고 

다섯가지 

제한없이 

가득채운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생명들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간들이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일곱가지 

한정적으로 

가득채운 

모든 여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남자들이 

모든 성자들이 

모든 범부들이 

모든 신들이 

모든 인간들이 

악도에 떨어진 모든 자들이 

동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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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가지 

모든방향으로 

가득채운 

서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북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남쪽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동남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서북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동북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서남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아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출처; 청정도론, 

진흙속의연꽃 편집(2010-08-11) 

  

  

표에 실려 있는 청정도론의 내용은 The Chant of Metta 가사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The Chant of Metta 음악이 청정도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확신 하였다. 그래서 The Chant of Metta 

그 자체는 바로 자애수행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자애에 

대한 글을 쓸 때에는 음악을 곁들였다. 그리고 The Chant of Metta 에 

대한 음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음악동영상을 만들어 퍼지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득세하는 이유는? 

  

음악은 감성에 호소한다. 그래서 말이나 문자로 알리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예를 기독교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득세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독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독교가 득세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용옥 교수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이죠.  기독교는 모이면 노래 

부르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종교도 기독교에 대항을 못하는게 

찬송가 차원이 너무 말이 아니에요. 서양은 근세를 가치면서 엄청난 

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의 수준이 높아요. 그런 그 풍류가 

천막에 들어 오면 남녀노소 같이 노래부르는 거에요. 한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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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에 유교사상에서 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급격하게 퍼진 거에요. 

  

(김용옥 교수, 도올 김용옥 특강 역사를 말한다 4 부) 

  

  

강연에 따르면 김용옥교수는 기독교집안에서 자랐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용욕교수는 강연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급격하게 기독교가 확산 된 

이유로 ‘노래’를 들고 있다. 모이면 남녀노소 할 것이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수긍이 가는 말이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서 다녔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예배와 찬송가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합창단의 화음을 들으면 그 분위기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신자가 될 정도이다.   

  

이렇게 노래는 감성을 자극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득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강연에서 김용옥 교수가 한 말이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우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옥 님의 표현에 따르면 “교리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류사상 이렇게 유치한 미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신이 천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여기에 박애가 있고 인간의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위대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애송(The Chant of Metta)을 보급하기로  

  

한편의 잘 만들어진 음악은 포교효과가 매우 크다. The Chant of 

Metta 가 대표적이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불자가수인 Imee Ooi(黃慧音)가 

부른 The Chant of Metta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음악은 입으로 포교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음악 The Chant of Metta 도 감성적이다. 모든 노래가 다 그렇듯이 

이성보다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노래는 백번 

천번 법문 하는 것 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듣기만 

하여도 자애의 마음이 일어 나는 것처럼 감동적이다. 거기에다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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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들으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블로그내에 불교음악폴더를 만들어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불교음악을 

총망라 해 놓았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05 년 우연히 불교방송 

음악 프로를 듣고 나서 부터이다. 

  

방송을 타게 되었는데 

  

불교방송을 듣게 된 것은 순전히 불교와 인연을 맺고 나서부터이다. 

2004 년 불교 교양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불교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불교방송과 접하게 되었다. 특히 정목스님이 

진행하는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즐겨들었다. 그런데 스님의 방송을 

보면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 주는 코너가 있다.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려 놓으면 이를 선별하여 방송해 주는 것이다.  

  

언젠가 글을 한번 올렸다. 그런데 우연하게 올린 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 2005 년 쯤으로 기억한다. 한창 황우석 박사 사건이 달아 

올랐을 때이다. 그때 황우석 박사와 관련하여 불교적 입장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를 읽어 준 것이다. 그래서 실명과 함께 글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을 타게 되었다. 그때 당시 저녁 10 시 넘어서 

들었는데 참으로 감동하였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한 번 더 방송을 탔다. 올린 글에 대하여 이번에는 

저녁 7 시 퇴근 시간 차안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고 스님의 방송을 즐겨 듣게 되었다. 

  

이메일과 웹하드로 보급하고 

  

언젠가 스님의 방송을 듣던 때이다. 방송에서는 외국 불교음악을 소개 

해 주었다.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대비주’와 ‘옴마니반메훔’이었다. 그것도 30 분 가까운 곡을 틀어 

주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게시판에는 계속 틀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자 하나의 생각이 떠 올랐다. 필요로 하는 

불자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음반을 사서 줄수는 없고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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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혹시 필요한 사람은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 꼭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파일을 발송해 주었다. 

그러나 짧은 곡은 이메일 전송이 문제 없으나 30 분 가량 되는 긴곡은 

용량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별도의 웹하드 계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때가 2006 년도이다.  

  

불교음악방을 만들어  

  

그러나 웹하드 방식 보다 더 나은 방식을 찾기로 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음악방이라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불교음악을 올려 

놓았다. 물론 링크 시켜 놓은 것이다. 이때가 2007 년도 이다. 

중국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져서 하나 둘 올려 놓다 보니 수십곡이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Chant of Metta 이다. 

  

현재 불교음악 폴더에 올려진 것 중에 링크가 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무상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제행무상의 법칙에 어긋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올릴 당시에는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히기도 하고 링크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먹통인 것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 까지 살아 있는 

것도 많다. 그래서 불교음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운 받게 하였다. 

이렇게 불교음악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보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불교음악 동영상을 만들고 

  

다음으로 공을 들인 것이 불교음악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음원을 링크 해 놓은 것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 볼 수 있다. 다운 

받은 음원파일을 바탕으로 하여 동영상 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동영상은 아니다. ‘유사동영상’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블로그 활동 하면서 수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선별하여 유사 동영상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The Chant of Metta 에 대한 음악 동영상도 만들게 

되었는데 배경화면은 ‘2007 년 연등축제’때이다. 더구나 ‘빠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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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까지 넣어 만들었다. 그 음악 동영상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음원링크는 오래 되어서인지 모두 막혀 있다.  

  

  

  

  

자애송(2007 년 연등축제를 배경으로) 

원한이 없기를!고통이 없기를! 자애송 음악동영상 다섯가지 

  

  

   

중국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져서 

  

자애송(The Chant of Metta)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Imee Ooi 의 음성도 호소력 있지만 내용을 알고 들으면 더 감동적이다. 

그래서 음악을 소개할 때는 항상 가사와 함께 싣는다. 그 가사 내용은 

다름 아닌 청정도론에 그대로 실려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일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애명상은 모두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한다. 

그런 청정도론의 자애수행에 대하여 음악으로 표현 한 것이 Imee Ooi 의 

The Chant of Metta 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음악씨디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동안 중국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져 다운 

받아 확보한 음악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씨디를 만드는 것은 문제 

없었다. 수 많은 음악중에 선곡을 하여 씨디 한장에 담았다. 자애송(The 

Chant of Metta)을 비롯하여 라따나경, 자야망갈라가타. 옴마니반메훔 

등과 같은 Imee Ooi 음악이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하고 

‘비매품’이라 인쇄 하여 다수 만들었다.  

  

음악씨디를 만들어  

  

불교음악씨디를 가장 먼저 법우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불교교양대학 

동기생들을 말한다. 처음 접하는 법우님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제까지 

천수경이나 금강경 테이프만 듣다가 선곡된 음악을 접하고 나서 모두 

좋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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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우님은 천수경 테이프를 치우고 항상 음악씨디만 듣는다고 

하였다. 또 어떤 법우님은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각지를 

다닐 때 마다 늘 제공된 음악씨디만 듣는다고 하였다. 주로  30 분에 

가까운 옴마니반메훔이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씨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나 

타종교인에게 주었을 경우 그 가치를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이때 반드시 물어 보는 말이 있다. “일요일 산에 

가십니까? 교회로 가십니까?”라고 물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간다고 하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주었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것도 일종의 영업전략일 것이다. 동시에 포교활동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또 있다. 언젠가 아는 법우님의 친구와 식사를 한적이 

있었다. 두 번째 자리를 함께 하였을 때 준비해간 음악씨디를 주었다. 

그것도 세 장 주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넌지시 “혹시 그 음악씨디 잘 

듣고 있나요?”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잘 듣고 있다고 하였다. 

틈나면 듣는다고 하였다. 더구나 딸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도 

늘 틀어 놓고 있다고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음악씨디가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였다. 

  

말기암환자들에게도 

  

음악씨디와 관련 하여 이런 경험도 있다. 언젠가 법우님에게 음악씨디를 

여러 개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거사님 수중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 거사님은 불교교양대학에서 ‘법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서 주로 ‘임사체험 전문가’이다. 그래서 이미 

안면이 있는 K거사님이다.  

  

어느 날 K 거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이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음악씨디를 틀어 주었더니 너무나 반응이 

좋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씨디를 주려 하는데 더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주었다. 씨디는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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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글쓰기의 원동력이 아마도 음악의 

영향인지 모른다. 하루도 빠짐 없이 불교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듣는 것은 ‘라따나경’과 ‘자야망갈라가타’이다. 이는 블로그의 

‘프로필’란에도 올려져 있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분노하였을 때 음악을 들으면 누구러 진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즐겨 듣는 음악이 ‘자야망갈라타’이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Katvāna  kaṭṭham-udaraṃ  iva  gabbhiniyā   

깟와-나  깟탐  우다랑  이와 갑비니야- 

Ciñcāya duṭṭha-vacanaṃ jana-kāya-majjhe   

찐짜-야  둣타  와짜낭  자나  까-야  맛제 

Santena  soma-vidhinā  jitavā  munindo    

산떼나  소마  위디나- 지따와- 무닌도 

Taṃ-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땅  떼자사-  바와뚜  떼  자야  망갈라-니 

  

여인 찐짜가 자신의 배에 통나무 넣고 

임신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을 때, 

성자의 제왕 고요함과 부드러움으로 섭수하셨네.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행운이 제게 임하길 바라옵니다. 

  

(Jayamaṅgala Gāthā-吉祥勝利偈-승리와 행운을 노래 하오니, 

전재성님역) 

  

   

  

  

2014-01-1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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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리랑카는 마음의 고향 

   

  

매일매일 가르침을 접하면서 

  

매일매일 가르침을 접하고 있다. 비록 책을 통하여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 접할 수 있는 힘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만일 

소설이나 컬럼, 에세이라면 매일 접할 이유가 없다. 한번 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와 같은 경전의 문구는 

언제 보아도 새롭다. 아무때나 아무곳이나 열어 보아도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를 보면 해법이 들어 있다. 지금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 신기 하게도 아무곳이나 열어도 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답은 항상 현실의 삶과 거꾸로이다.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여 미래를 걱정없이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이다. ‘욕심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등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자꾸 비워 낼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갈 

것을 말하기 때문에 끌리는 것이다.  

  

정법이 사라졌을 때  

  

법구경이나 숫따니빠따를 읽고 또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수호경’은 외우기도 한다. 한번 외워 놓으면 도망가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만다. 

사랑을 맹세한 연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심한다. 그러나 한번 외워 

놓은 것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친구와 같다.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와 같다. 그래서 경전을 매일 접한다.  

  

그런데 이런 경전의 가르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2500 년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여 위없는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앞으로 수천년, 수만년이 흐른 후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가르침을 지켜 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겠지만 

가르침이 점차 변질되어 원형을 잃어 버렸을 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텅비게 된 것과 같고 암흑의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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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이 사라진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깜깜한 어둠과도 같을 

것이다. 그것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같은 것이다. 비행기를 타면 

밤중에 보는 하늘을 볼 때가 있다. 그런데 밖은 매우 어둡다. 이는 

단순한 어둠을 뜻하는 ‘black’ 이 아니다. 한자어 검을 玄(현) 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광막한 어둠’이다. 그래서 영어로 ‘vast 

blackness’이라 한다. 이렇게 정법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막한 어둠과 같은 것이라 본다.  

  

오랜 세월 한량없는 세월 동안 광막한 암흑시대가 계속 되다가 언젠가 

빛이 보이기 시작 할 지 모른다. 부처가 출현한 것이다. 다시 부처가 

출현하여 정법을 펼치는 것이다. 이미 원리로서 정해져 있는 법을 

누군가 발견하는 것이다. 이 발견자를 ‘부처’라 한다. 그래서 

붓다왐사에서는 과거 25 불이 소개 되어 있다. 그 이전에도 부처가 

출현하였겠지만 기록 되어 있는 숫자는 25 명이다. 그런데 

디가니까야에서는 과거칠불이라 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 되어 있다.  

  

과거칠불 이야기 

  

디가니까야에 ‘비유의 큰 경(Mahāpadānasutta, D14)’이 있다. 이 경에 

과거칠불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과거에 출현하였던 일곱분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하여 차례로 과거로 소급하여 

일곱분의 행적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to so bhikkhave ekanavutokappo yaṃ vipassī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loke udapādi. 

  

[세존] 

“수행승들이여, 지금으로부터 구십일 겁 전에 세상에 존귀하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이신 비빳씬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Mahāpadānasutta-비유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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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위빠시(Vipassī) 붓다가 출현한 것은 91 겁전이라 한다. 

이어서 경에서는 31 겁전에 시키(Sikhī)붓다, 역시 31 겁전에 

웻사부(Vessabhū)붓다, 현겁에 까꾸산다(Kakusandha)붓다, 또 현겹에 

꼬나가마나(Koṇāgamana)붓다, 또 현겁에 깟사빠(Kassapa)붓다, 또 

현겁에 고따마(Gotama)붓다가 출현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과거칠불의 행적을 보면 

  

그런데 경에서는 이들 부처님의 출신성분과 성씨, 수명, 상수제자 등을 

밝혀 놓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이룬 나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 놓았다. 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칠불 출현시기 출신 성씨 수명 

위빠시 

(Vipassī) 

91 겁전 왕족 꼰당냐 팔만 세 

시키 

(Sikhī) 

31 겁전 왕족 꼰당냐 칠만 세 

웻사부 

(Vessabhū) 

31 겁전 왕족 꼰당냐 육만 세 

까꾸산다 

(Kakusandha) 

현겁 바라문 깟사빠 사만 세 

꼬나가마나 

(Koṇāgamana) 
현겁 바라문 깟사빠 삼만 세 

깟사빠 

(Kassapa) 

현겁 바라문 깟사빠 이만 세 

고따마 

(Gotama) 

현겁 왕족 고따마 백 세 안팍 

  

  

표를 보면 출신, 성씨, 수명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경전에 묘사된 칠불에 대한 것을 더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칠불 보리수 상수제자 시자 

위빠시 

(Vipassī) 

빠딸리 

pāṭali 칸다와 띳사 

khaṇḍatissa 아소까 

as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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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 

(Sikhī) 

뿐다리까 

puṇḍarīka 아비부와 삼바와 

abhibhūsambhava 

케망까라 

khemaṅkara 
웻사부 

(Vessabhū) 

살라 

sāla 

소나와 웃따라 

soṇuttara 우빠산따 

upasanta 

까꾸산다 

(Kakusandha) 

시리사 

sirīsa 

비두라와 산지와 

vidhurasañjīva 

붓디자 

buddhija 

꼬나가마나 

(Koṇāgamana) 
우둠바라 

udumbara 

바이요사와 웃따라 

bhiyyosuttara 

솟티자 

sotthija 

깟사빠 

(Kassapa) 

니그로다 

nigrodha 

띳사와 바라드와자 

tissabhāradvāja 

샅바밋따 

sabbamitta 

고따마 

(Gotama) 

앗삿타 

assattha 

사리뿟따와 목갈라나 

sāriputtamoggallāna 

아난다 

ānanda 

  

  

과거칠불은 공통적으로 ‘깨달음의 나무’라 불리우는 ‘보리수’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런데 보리수 이름이 각기 다르다. 또 과거칠불은 

공통적으로 두 명의 상수제자를 두었는데 이름이 모두 명기 되어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도 같은 시자를 두었는데 시자이름이 구체적으로 명기 

되어 있다. 이밖에도 과거칠불의 보모 이름도 보이고 왕도명도 보인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과거칠불의 행적이 묘사 되어 있다. 

  

과거칠불은 왜 공통점이 많을까? 

  

그런데 의문이 든다. “왜 과거칠불은 모두 공통점이 많을까?”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과거불의 행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동일하다. 과연 이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자들에게도 든 것 같다.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승들의 의문’이라 

하여 별도의 문단이 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그들의 

태생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성도 기억하고… 제자들의 모임도 

기억하는 것입니까?(D14)”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라 

본다.  

  

부처님은 오신통을 넘어 육신통을 갖추었고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한다. 이는 초기경에서 “한생 전, 두생 전, 세 생, 네 생, 

다섯 생, 열 생, 스무 생, 서른 생, 마흔 생, 쉰 생, 백 생, 천 생, 

십만 생, 우주 수축의 여러 겁, 우주팽창의 여러 겁,  우주수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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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의 여러 겁 전까지.”와 같은 정형구로 나타난다. 이는 일체지자로 

부처님은 과거 전생을 모두 꽤뚫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들은 전생의 삶에 대한 법담을 더 듣고 싶은가?(D14)”라고 말씀 

하시면서 칠불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그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행적과 동일 한 것이다.  

  

과거불은 왜 하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행적과 같을까? 

  

그렇다면 또 의문이 든다. “왜 과거불은 하나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같은 것일까?”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Atha kho bhikkhave vipassī bodhisatto tusitā kāyā cavitvā sato 

sampajāno mātukucchiṃ okkami. Ayamettha dhammatā. 

  

수행승들이여, 보살이었을 때 비빳씬은 만족을 아는 신들의 

하늘나라에서 사라져서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림을 갖추며 

어머니의 모태에 들었다. 이것은 이 경우의 원리인 것이다. 

  

(Mahāpadānasutta-비유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4, 전재성님역) 

  

  

과거불이 한결 같이 동일한 행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원리(dhammatā)’ 라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원리가 있다 (Dhammatā esā bhikkhave, D14)” 라고 하여 

이야기가 진행된다. 과거칠불의 행적이 동일한 것은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런 원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와 같이 

확정된 원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연기법’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Katamo ca bhikkhave, paṭiccasamuppādo? Jātipaccayā bhikkhave 
jarāmaraṇaṃ 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anuppādā vā tathāgatānaṃ ṭhitāva sā dhātu dhammaṭṭhitatā dhammaniyāmatā idapaccayatā.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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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여래가 출현하거나 여래가 출현하지 

않거나 그 세계는 원리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원리로서 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빳짜야경-Paccayasutta-조건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20,전재성님역) 

  

  

이렇게 부처가 출현하지 않든 출현하든 이미 ‘원리로서 확정되어 있는 

법’이 연기법이다. 그 연기법을 발견한 자들이 과거 부처님들이다. 

그래서 그 어느 부처님이 출현하여도 항상 똑 같은 법을 설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연기법이고 곧 사성제, 팔정도 등의 가르침이다.  

  

과거부처님들의 행적을 보면 역시 동일하다. 이는 원리로서 확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부처님들이 출현하여 이미 확정 되어 있는 

원리를 발견한 것이 ‘정법’이다. 그리고 정법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시대를 ‘정법시대’라 한다. 

  

왜 여러 부처님이 출현하였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부처님이 여러 분 

출현하였을까?”에 대한 것이다. 만일 과거칠불 중에 가장 먼저 거론 된 

61 겁 전의 위빠시붓다의 정법이 살아 있다면 굳이 다음 부처가 출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붓다가 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빠시붓다는 61 겁전에 출현하였다. 그런데 30 겁이나 지난 후인 

31 겁전에 시키붓다가 출현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정법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정법이 사라져 

정법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한량 없는 세월이 지난후에 다시 부처가 

출현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부처가 출현하더라도 정법이 오래 

가지 않음을 말한다. 더구나 현겁에서는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깟사빠, 

고따마붓다가 연이어 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우리는 

‘행운의 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출현할 

멧떼이야(Metteyya,미륵)붓다 까지 합하면 현겁에 무려 다섯 분의 

부처가 출현하는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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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겁에 이렇게 많은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정법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정법이 

존속되지 않고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에 부처가 출현한 것이다. 정법이 

살아 있는 시대에는 또 다른 부처가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법시대란? 

  

우리는 현재 정법시대에 살고 있다. 부처님이 출현하여 원리로서 확정 

되어 있는 법을 펼치신 법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법시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첫째,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빠알리 삼장)이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수행을 할 수 있는 팔정도가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셋째,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을 성취한 성자가 있으면 정법시대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정법시대라 본다. 

빠알리 삼장, 팔정도, 사쌍팔배의 성자 이렇게 세가지가 갖추어져 있을 

때 가르침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가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나? 

  

기원을 전후하여 인도에서 대승운동이 일어났다. 기존 부파불교의 

폐해를 비판하며 재가불교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보살로서의 삶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대승보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승경전을 편찬하였고, 실천수행방법으로서 

육바라밀수행을 택하였다. 그리고 보살도를 이루기 위하여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처럼 윤회하며 보살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디삿트바(보살)이라 

한다. 이는 깨달은 중생을 말하며 한자어로 유정각이라 한다. 유정각은 

성자가 아니다. 성자가 되면 윤회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디삿트바는 중생이다. 따라서 깨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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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인 유정각은 부처를 이룰 때 까지 사아승지 하고도 십만겁 동안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생생 윤회하며 중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를 거부하고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의 삶을 살기로 서원한 것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운동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마하야나가 

주류로 되었을 때 결국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요인이 되었다. 어떤 

이는 이에 대하여 힌두이즘으로 사라졌다고 하였다.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빠알리삼장, 팔정도, 성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브라만교에서 환골탈태한 힌두교가 차지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법이 사라진 인도에서는 마치 부처가 출현 하기 이전 브라만시대로 

되돌아 간 듯한 것이다. 이렇게 정법이 사라진 것은 암흑시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리랑카로 전승된 정법이 

명맥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의 불교말살 정책 

  

초기불교를 접하면서 스리랑카를 알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마성스님의 

논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마성스님이 1998 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스리랑카의 불교 법난사’라는 논문이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막 

관심을 가질 때 본 것이다. 그래서 팔리문헌연구소사이트에 실려 있는 

글을 퍼다가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2007 년에 ‘스리랑카의 불교 법난사’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올려 

놓았다. 이 논문을 읽고서 비로소 정법을 지켜 내기 위한 피눈물 나는 

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서세동점시절 포루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사백년 가량 되는 식민지 시절에도 정법을 지켜 

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동받았다. 이중 영국인의 불교말살정책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인의 불교말살 정책  

 

영국인들이 세일론의 불교를 탄압했던 방법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교를 박해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영국인들은 겉으로는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듯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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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불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영국은 1차적으로 싱할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세일론에서 

불교를 완전히 절멸시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영국인들이 불교를 

말살하고자 했던 목적은 종교적으로 세일론을 기독교화 하는데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데 불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인들은 불교를 말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다. 그 

첫째가 불교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스님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둘째는 기독교 선교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일론을 기독교화 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교육을 통해 

불교는 저속한 종교라고 비하시키고, 기독교는 문명화 된 종교라고 

세뇌시킴으로써 개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즉 교육의 기독교화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넷째는 제도적으로 불교도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과 

음모를 통해 불교를 말살하고자 시도되었다. 

  

(마성스님, 스리랑카의 불교 법난사) 

  

  

논문에 본 영국인들의 불교말살 정책을 보면 과거 일제를 떠올리게 

한다. 문화정책이라는 유화책으로 결국은 창씨개명 등으로 동화정책을 

펴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교가 말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불교가 널리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인에 의하여 빠알리 원전이 로마나이즈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법을 지켜낸 스리랑카에 대하여 테라와다불교의 종주국, 또는 

종갓집이라 한다. 

  

“싱할리어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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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을 지키기 위한 스리랑카 비구들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또 보았다. 

그것은 대림스님이 번역한 청정도론 해제에서 본 것이다. 해제글에서 

대림스님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들은 소승이라든지 은둔불교라든지 아공법유라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들을 향한 어떠한 비난이나 

도전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법을 올바르게 이해(빠리얏띠)하고 

그것을자신에게 적용시켜 잘못된 견해를 극복하고 바른 도를 

실천하여(빠때빳띠) 괴로움에서 벗어나(빠띠웨다) 부처님이 보이신 

해탈열반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런 출가 생활이 이웃이나 

불교도 들에게 가장 큰 공덕을 가져다준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위없는 복전(福田, punnakkhetta)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이다. 

  

(대림스님, 청정도론 해제) 

  

  

스리랑카에 전승된 정법이 살아 남은 이유는 비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을 오로지 지켜 내고 

이를 실천하는 것에 ‘올인’하였음을 말한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대륙의 사상이나 학파 등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택한 것이 

있었다. 대림스님의 글에 따르면 “대사의 교리적 체계를 담고 있는 

주석서들은 모두 싱할리어에 갇혀있었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힌두교나 마하야나 등 변화무쌍한 대륙의 사조에 물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싱할리어로 가두어 두면 변형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BC3 세기 마힌다 장로의 

불교전승이래  붓다고사가 활동하는 5세기에 이르기 까지 빠알리삼장은 

원본훼손 없이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혹독한 기근으로 인하여 

  

이렇게 빠알리삼장은 상할리어로 가두어 전승되어 왔다. 그런데 

싱할리로 가두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대륙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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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그 때 당시 스리랑카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싱할리어로 기록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한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84 년에서 94 년 사이이다. 4 차 결집이 마무리 

되고 난후 12 년간 대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불법의 미래를 걱정하여 

체계적으로 문서화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근이 어느 정도이었을까? 

이에 대하여 일아스님의 책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때 까지 기근이 계속되어 너무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들은 [아사한] 

인간의 고기를 먹었다. 연로한 장로는 굶주림으로 정신이 뒤집힌 그런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다.  

  

(삼모하위노다니-논장 위방가의 주석서,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이렇게 혹독한 기근으로 인하여 불교의 지도자들은 불교의 미래가 

위험에 빠졌음을 보았다. 이제까지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빠알리삼장에 대한 전승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500 명의 장로 

비구들이 지방장관의 후원아래 ‘알루위하라(Alu-vihara)’승원에 모여 

삼장과 주석서를 싱할리어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싱할리어로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대륙의 사조에 물들지 않고 정법이 지켜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스리랑카 노동자를 만난적이 있는데 

  

종종 스리랑카사람들을 본다. 글로벌시대에 스리랑카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안산시와 연결 

되어 있는 전철 4호선에서 많이 본다.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하여 온 

노동자들이다. 언젠가 가무잡잡한 피부를 특징으로 하는 스리랑카인과 

대화를 한적이 있다. 청년이 행선지를 물어 보기에 대답을 해 주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대하여 묻자 스리랑카라 하였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막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워서 불교도임을 밝히고 

짧은 영어로 몇 마디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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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대부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노동자들로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도 한다. 특히 불교공동체의 경우 

‘연등축제’에서도 볼 수 있다.  

  

국제화된 연등축제 행렬에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네팔, 몽골 등 

불자공동체가 참여한다. 주로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날 만큼은 

기를 펴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대로를 행보하는 행렬을 보면 한껏 

고무 되어 있고 행복해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스리랑카불자공동체’이었다. 윗몸을 벗은 채 열정적인 몸동작으로 

독특한 춤을 추는 무용단을 보면 마치 국제페스티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스리랑카 불자공동체(2008 년 연등축제)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면 반갑다. 더 이상 가무잡잡한 피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피부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나 스리랑카의 

법난사에 대하여 알게 되고 정법을 지켜 내기 위한 눈물겨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피부에 대한 편견은 없어졌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족 보다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은 이천년 이상 정법을 지켜 

낸 것에 대한 ‘경의’이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마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이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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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스리랑카에 대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된다. 특히 EBS 

다큐인 ‘세계테마여행’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것을 방송하면 매우 

유심히 지켜 본다. 비록 스리랑카에 가 보지 못하였지만 책이나 TV 프로 

등을 통하여 많이 접하였다. 그래서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순례해야 할 코스라 생각한다. 

  

스리랑카를 짝사랑하다 보니 

  

이렇게 스리랑카를 짝사랑하다 보니 스리랑카와 관련된 많은 글을 쓰게 

되었다. 또 스리랑카를 동경하다 보니 스리랑카의 유적과 불자들의 

생활, 자연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수 많은 순례기를 접하면서 폴론나루와, 시기리야 등 

지명이 익숙하게 되었다. 특히 스리랑카를 여행하여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악까까소(akkakaso)’빅쿠의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진을 확보 하였다. 2006 년 스리랑카 웨삭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동영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라따나경(보배경, Sn2.1)’이다. 음성은  Imee Ooi 의 라따나경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영상은 스리랑카의 유적과 불자와 자연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마음의 고향 

  

스리랑카는 마음의 고향이다. 정법을 지켜내어 오늘날 까지 정법시대가 

이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정법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과거칠불이야기에서 본 것과 같이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법이 오래 지속 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정법을 오래 

동안 지속 되기를 누구나 바란다. 정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런 

정법은 ‘보배’와 같다. 이 세상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 수호경인 라따나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Yaṃ kiñci vittaṃ idha vā huraṃ vā  양낀찌 윗땅 이다 와- 후랑 와- 

Saggesu vā yaṃ ratanaṃ paṇītaṃ,  삭게수 와- 양 라따낭 빠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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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no samaṃ atthi tathāgatena  나 노 사망 앗티 따타-가떼나 

Idampi budd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붓데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이 세상과 내세의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여래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24) 

  

  

  

2014-01-1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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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하지 않는 즐거움 

  

  

  

“왜 일이 없을까?” 

  

요 몇 일 일이 없다. 끊어 질 듯 하면서도 연결 되는 것이 일인데 몇 

일간 일이 없으니 초조하기만 하다. 이럴 때 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왜 일이 없을까?”이다. 

  

일인사업자에게 있어서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는 날이 오래 되면 될수록 근심과 걱정, 초조, 불안 등 온갖 

마음의 번뇌가 엄습한다. 그러다 전화가 걸려 왔을 때 반갑다. 일을 

맡기는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 세상 누구 보다도 반가운 목소리이다. 

그래서 활기를 띠게 된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바삐 지시를 하는 선장과도 같이 활력이 넘쳐 난다. 

이렇게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분은 달라진다. 

  

일이 없을 때 별 생각을 다 해 본다. 그 동안 거래하였던 곳에 ‘전화를 

걸어 볼까’라든가 ‘한번 찾아 가볼까’등의 생각을 해 본다. 그래서 

실행에 옮겨 보지만 신통치 않다. 왜냐하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담당자를 찾아 열심히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줄듯이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려 일년을 좇아 다녔다. 그러나 성사 되지 않았다. 좇아 다닌다고 

일이 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뼈져리게 깨달았다. 또 어느 경우는 

전화로 담당자를 찾았다. 그러나 여직원 단계에서 차단 당했다. 잡상인 

정도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 가거나 좇아 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물론 열심히 돌아 다니다 보면 한 건 걸리기도 하겠지만 이는 마치 

널판지로 물을 때려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희유한 일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키워드 광고’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광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 있다. 전화를 걸어 왔다는 것 자체는 

필요에 의해서 건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문의 전화일지라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 다니지 않는다. 인터넷시대에 키워드 

광고로서 전화를 기다리며 일이 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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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을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일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생계와 관련 되어 있어서 일이 

있는 그 자체에 안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다. 

일에 치여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말한다. 이제 

글쓰기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 글쓰기를 못한다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넘쳐 날 때는 오히려 일이 이제 

그만 왔으면 하던 때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하는 날 보다 노는 

날이 더 많다. 그래서 일하기와 글쓰기의 묘한 줄타기가 벌써 8 년 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대박”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사람은 한달이후를 기약할 수 없다. 일년 벌어 놓았다면 

일년간은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먹고 살것을 벌어 

놓고자 한다. 하지만 평생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평생먹고 살 많은 돈을 벌어 놓은 부자나 법과 제도로서 

완벽한 노후보장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한다. 그래서 큰 것 한방을 

노리는지 모른다.  

  

연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취임후 일년 만에 처음 갖는 

것이라 한다. 미국의 경우 수시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소통하는 것과 

달리 ‘불통’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일년 만에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생뚱 맞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마치 로또를 연상시키는 듯 

그다지 품위 있는 용어라 생각되지 않는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느 컬럼니스트는 “잊혀졌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울려퍼진다.(오마이뉴스, 2014-01-

11)”라고 표현 하였다.  

  

누구나 대박을 바라고 있다. 큰 것 한방만 터지면 일생이 보장 되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대박이라 볼 수 있다. 경마장에서 소액의 

마권을 샀는데 몇 십배가 터졌다면 이 역시 대박이다. 로또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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샀는데 일등에 당첨 되었다면 ‘초대박’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것 

한방이 대박이다. 이런 대박은 투기, 사행성, 불로소득을 특징으로 

한다. 한 번 터지면 일생이 보장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단한 

현실에서 누구나 대박의 꿈을 안고 살아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큰 것 한방을 

뜻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 

  

“꿈이 무엇입니까?” “9급 공무원 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한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평생먹고 살 돈을 벌어 놓고자 한다. 그 금액이 

‘십억원’이니 하는 ‘이십억원’이니 하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악착 

같이 벌어서 평생먹고 살 돈을 벌어 놓아야 안심이 되는 듯이 생각한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한다. 이런 특권이 있디 보니 그들 

스스로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고용보장, 

신분보장, 노후보장이라는 삼박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누군가 한 젊은이를 만나 “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젊은이 왈 “9 급 공무원 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청년들이 “연금 그거 하나 바라 보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십억원 이상 벌어 

놓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안심일 것이다.  

  

공무원이 꿈인 현상에 대하여 여러 편의 글을 썼다. 그런데 전일 블로그 

방문객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게시글 베스트를 보니 이전에 올렸던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일하지 않는 즐거움 

  



100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사람들은 대박을 꿈꾼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월급생활자나 큰 것 한방을 노린다. 사업하는 사람들 

역시 큰 것을 노린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주문이 밀려들면 

‘지수함수’적 성장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래서 큰 것 한방을 바라 

보고 ‘일중독’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나게 되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마치 ‘개처럼 

벌어서 나중에 정승처럼 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듯이 오로지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미리 근심걱정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한때 열심히 책을 읽었다. 주로 사서 읽었다. 나중에는 사 놓은 책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되었다. 그 후에 지역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았다. 

한 번 갈 때 마다 열권가량 빌렸다. 그러나 열권 모두 성공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 한 두 권 건지면 다행이었기 때문이다. 사 놓은 책도 

그랬다. 열에 하나 둘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읽다 만 것들이다. 그래서 

언젠가 책을 정리 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 남은 책이 있다. 

‘일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매우 도발적 제목을 가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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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즐거움’은 오래 전에 산 책이다. 판본을 보니 

1997 년으로 되어 있다. 한창 직장생활을 할 때이다. 일에 치여 밤낮으로 

주말없이 오로지 일에 파묻혀 살던 때이다. 그 때 이 책을 접하였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책의 제목부터 도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경고 메세지’가 있는데 

  

‘일하지 않는 즐거움’은 ‘어니 젤린스키(Ernie Zelinski)’가 지은 

책이다. 그 때 당시 북미에서 베스트셀러 이었다고 한다. 영어제목은 

‘The Joy of Not Working’이다. 이를 우리말로 옮겨 ‘중앙 M&B’에서 

출간한 것이다. 그런데 책을 열면 다음과 같은 경고 메세지가 나온다.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이책의 목적은 

독자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정보와 자극,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 책의 저자나 출판사는 

법적, 심리학적, 의학적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오로지 

독자의 책임입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 메세지를 보면 “이 책을 읽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오로지 

독자의 책임입니다.”라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일까? 그것은 책을 읽고 

나서 직장을 그만 둔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책을 

읽고 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저자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길래 경고 

메세지까지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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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서문에 따르면 작가는 어느 날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 결과 회사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고 당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음을 말한다. 남들처럼 

일중독자가 되어 밤늦게 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고 하였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알파벳으로 알(r)자 들어 있지 않은 달은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r 자가 들어 가 있지 않은 달은 5 월(May), 6 월(June), 

7 월(July), 8 월(August)을 말한다. 이렇게 눈부신 계절을 마음 껏 

즐겼는데 만일 일중독자라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작가는 해고 된 이후 12 년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은 일과중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여가로 보냈다고 하였다. 하루 여덟 

시간 근무라면 네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네 시간은 자신을 위해 보낸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명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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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무려 네 페이지에 걸쳐 여가활동 리스트를 소개 하고 있다. 

이중 관심 있게 본 것은 ‘글쓰기’이다. 1997 년 당시 오로지 일만 할 

줄 알았지 글쓰기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가활동 리스트를 

보니 책쓰기, 일기쓰기, 자서전쓰기, 시 쓰기, 시 암송, 노래 암송 등이 

눈에 띄었다.  

  

‘글쟁이’가 된 이유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하여 소개 하고 있다. 이는 

일중독자들의 여가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일중독자들은 

일만 할 줄 알지 놀 줄 모르기 때문에 TV 시청이나 술이나 마약에 

취하기로 보낸다는 것이다. 또 습관적으로 먹어대기, 드라이브, 쇼핑, 

돈쓰기, 도박, 운동경기 관람 등으로 보낸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게 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TV 시청 보다는 차라리 공상을 하거나 명상에 잠기거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는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글쓰기 

-독서 

-운동 

-공원산책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춤추기 

-강습 받기 

  

  

여가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꿈으로써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의 만족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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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고 시험하며 펼쳐 봄으로써 얻어진다. 적당한 모험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그렇지 않은 활동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말이다. 

  

(어니 젤린스키, 일하지 않는 즐거움, 222 쪽) 

  

  

책을 오래 전에 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 찾아 보니 

222 쪽에 있는 능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쓰기 등 

여덟 개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소개 해 놓았다. 이중 지금 까지 이 

책하면 기억 나는 것은 ‘글쓰기’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글쓰기는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글이라는 것을 중학교 다닐 때 일기 쓴 것 외에는 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글쓰기를 보고서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여가생활을 한다면 꼭 

글쓰기를 해 보리라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지금 ‘글쟁이’가 되었다. 그것도 매일 글쓰기하는 블로거가 되었다. 

비록 돈도 안되는 글쓰기이지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삶의 

활력소이고 정체성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책을 읽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올인한다. 마치 일중독자처럼 옆을 쳐다 보지도 

않고 뒤돌아 보지도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다 보면 언제 

흘러 갔는지 모르게 세월이 쏜살같이 달아난다. 그렇다고 하여 남는 

것이 있을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큰 것 한방을 노린다. 그래서 대박을 터트린 

사람도 있고, 대박은 못돼도 중박정도 터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에 얽매이어 평생 비좁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보낸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는 들어 가고 정년이 되어 간다. 또는 

도중에 쫒겨 나기도 한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현실을 보면 남는 것이 

없다. 아까운 것은 지나간 시간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세월의 흔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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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고용보장, 노후보장 이렇게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록 완벽한 복지 시스템에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에 갇힌 사자신세와 다름 없다. 사육사가 주는 먹이로만 연명하는 

동물원의 사자는 야성을 모두 잃어 버렸기 때문에 돼지나 다름 없다. 

그렇게 한 평생 새장에 갇힌 새처럼 울타리안에서 보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비록 노후가 보장 된다고는 하지만 그 때 가서 볼일이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야성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작가의 말대로 알(r) 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눈부신 계절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면 된다 

  

지금 일이 없다. 몹시 초조하다. 그러나 전화가 곧 걸려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알기에 지금은 그다지 안달복달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산다. 대표적으로 ‘글쓰기’이다. 

그리고 ‘경전외우기’를 한다. 또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도 간다. 

일년에 한차례 가는 ‘해외여행’이다. ‘불교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돈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하는데, 시간과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다. 시간은 내면 되는 것이고 돈은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 그렇다고 하여 이 글을 읽고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다든가 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뿐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후회 하며 살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이다. 또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여 일정액 이상 노후자금을 

벌어 놓아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의 일은 미래에 가 

보아야 안다.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항상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다. 숫따니빠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게송도 이에 포함 된다. 

  

  

Nirāsatti anāgate atitaṃ nānusocati, 

Vivekadassi phassesu diṭṭhisu ca na ni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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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애달파 하지도 않고,  

모든 감각적인 접촉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보아 

견해들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Sn4.10, stn851) 

  

  

  

2014-01-14 

진흙속의연꽃 

 

 

 

 

 

 

8. 청정한 자의 견해가 진리이다 

  

  

  

글을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일 아니면 가급적 실명을 

거론 하지 않으려 한다. 영문 이니셜 등으로 처리 하여 보호 한다. 또 

하나 글을 쓰면서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일부에 대하여 전체인 

것처럼 오해 할 때이다. 그럴 경우 “”~수 있다” 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등의 표현을 한다. 일종의 빠져 나갈 구멍이다. 이 모두가 

글을 쓰면서 한번쯤 지적 당하였기 때문이다. 

  

보통불자로서 글을 써 온지 구 년 째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글을 꾸준히 

보고 있는 법우님들이 많다. 그것도 일이년이 아니다. 이렇게 수 년 

동안 지켜 보아 왔기에 대충 성향을 파악하였을 것이라 본다. 비록 

이름이나 얼굴 심지어 이메일 등 신상에 대하여 일체 공개하지 않지만 

대충 어떠한 사람일 것이라고 대충 짐작할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 하면 

글은 그 사람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조각상처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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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장동건’을 연상시킨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 차라리 이상하고 

괴상하게 생긴 ‘이외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점네개님의 첫 번째 글 

  

글을 쓰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는다. 주로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로 

부터이다. 일부 글을 보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오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오해를 받을 만한 글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악의적인 비방이 아닌 글은 절대로 삭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점잖게 비판을 가하였을 때 이를 유심히 지켜 본다. 

그런데 최근 방문한 법우님으로 부터 점잖게 충고 하는 글 몇 편을 

접하였다. 그런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연꽃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가르침을 골수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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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침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흉내만 낸다면 자가당착에 빠진겁니다. 

 

미친 놈들 끌어 모으지 마세요 

  

(....님 ,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89, 2014-01-02) 

  

  

이런 글을 받았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 불교에 대한 글을 쓰는 

불자로서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였을 때 당황스러웠다. 

법으님은 왜 이런 문제를 제기 하였을까?  

  

본문 글을 보니 ‘네 가지 마음의 해탈,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것과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다른 것’이라는 제목이다. 상윳따니까야에 

실려 있는 나산띠경(S1.34)에 대하여 번역비교한 글이다.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다. 단지 경전에 근거한 글쓰기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흉내만 낸다면 자가당착에 빠진겁니다.”라고 

하였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뜻을 잘 모른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자가당착 [自家撞着]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됨 

  

  

국어사전을 보니 모순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점네개(.....)’ 법우님은 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하였을까?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미친 놈들 끌어 모으지 마세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오해인 것 같다. 한번도 끌어 모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블로그라는 것이 있어서 글을 쓴 것 뿐이고, 블로그의 특성상 

방문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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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글을 남겨 놓은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따라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 정보도 알리지 않고 

광고도 싣지 않는다. 또 오프라인 모임도 거부한다. 그럼에도 “미친 

놈들 끌어 모으지 마세요”라는 글을 보았을 때 이는 미리 짐작 하여 

판단한 오해로 본다.   

  

차단을 뚫고 또 들어 오는  

  

언젠가 어느 법우님이 있었는데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 한 적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도배’ 하다시피 하였다. 같은 내용을 카피 하여 

갖다 붙이는 식이다. 이런 경우 하나만 남겨 두고 삭제를 한다. 그런데 

점점 도가 심하였다. 그래서 ‘차단’ 시켰다. 그런데 차단을 뚫고 또 

들어 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차단 하였건만 또 들어 오는 것이다. 더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법은 관리자 모드에서 ‘블로그와 IP 주소’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다른 IP 로 들어 왔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디 보니 댓글을 폐쇄 하는 것까지 고려 하였다.   

  

그러나 현재 블로그 시스템상 댓글을 폐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글이 올려져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광고는 

삭제의 대상이 된다. 그 외 어떤 글도 삭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글을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글을 올리고 나면 댓글을 유심히 살펴 본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첫번째 이유는 답글을 달 여유가 없고 두번째 

이유는 깊이 있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문에서 다룬다. 그래서 댓글은  단지 보고 마는 것으로 지나치는데 

이점에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글을 써 본 사람이 

안다고 한번 글씨기가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먹고 글을 쓴다고 하였을 때 이리 저리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글을 올려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글을 

썼다는 자체가 자신의 시간을 일부로 할애 하여 정성을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방문하는 모든 님들에게 정성껏 답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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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대신 

칭찬과 격려의 글 대신 비판의 글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본문글로 답한다. 이번에 올린 ‘점네개’님의 글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 

  

점네개님의 두 번째 글 

  

점네개님은 위에 올린 글을 필두로 세 개 더 올려 주셨다. 점네개님의 

두 번째 글은 다음과 같다. 

  

  

연꽃님 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됐네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청정한 삶을 살지 않고, 복덕도 쌓지않고 탐진치에 이끌려 

행위 하였을 때 이고,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이 말씀은 청정한 삶을 살고 복덕을 쌓아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을때 인 경우를 말씀 하신 겁니다. 

  

(... 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93, 2014-01-06) 

  

  

점네개님이 주신 글이다. 그런데 필명이 점네게에서 ‘점세개’로 

바뀌었다. 그러나 논조가 같고 더구나 IP 주소가 같기 때문에 

‘점네게님’이라 본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점네게님은 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올린 

글 ‘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설’을 다시 

보았다. ‘소금덩어리 경(A3.99)’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업설을 

설명한 것이다. 고대인도의 전통적인 업설과 부처님아 말씀 하신 업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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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설명 하였는데, 이는 각주에 쓰여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벌레 밟아 죽인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런데 점네개 님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어떠한 업을 

짓던지,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라는 전통적인 

업설에 대하여 복덕을 짓지 않아 탐진치에 따른 견해라 하였다. 또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라는 부처님의 업설에 대하여 

‘청정한 삶을 살고 복덕을 쌓아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을때 인 

경우’라 하였다.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업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업설은 ‘의도’가 개입된 것만 해당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겪어야 하는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업을 지으면, 

그러한 이러이러한 것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했을때 인 경우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업이 행위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오해 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올린 글을 끝까지 읽어 보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 보여진다. 

  

점네개님의 세 번째 글 

  

점네개님이 세 번째 올려 주신 글은 매우 격앙되어 있는 듯 하다. 

갑자기 나타난듯이 보이는 분이 올려 주신 글은 다음과 같다. 

  

  

이 사람들아 , 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연꽃을 

따르는 사람이냐 

정신들 챙겨라 

 

세상에 대하여 대처할 자세를 말씀하신 `톱에 대한 비유의 경`을 

새기도록 

  

  

(....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97, 2014-01-08) 

  

  



112 

 

불로그가 개설 된지 햇수로 10 년 되었다. 2005 년에 개설 되었으니 

만으로는 9 년 이다. 블로그가 개설 되고 2006 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 

하였으니 만으로 8 년이다. 그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 그중에 일부 법우님들은 일이년이 아니라 

수년동안 글을 남겼다.  

  

이렇게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고 격려도 해 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해 주었다.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 보아 주신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보통불자의 일상적인 글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공감하는 글, 

무어라도 하나 건질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글을 쓴다. 누가 뭐하 하든 말든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쓰는 글이 학자의 논문도 아니고, 스님의 법문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쓴다. 그래서 미천한 보통불자의 글쓰기에 

대하여 ‘B급’ ‘삼류’ 글쓰기라고 스스로 천명한 바 있다. 

  

댓글을 보면 점네개님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냐, 연꽃을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일갈 하였기 때문이다. 올린 글을 보니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 들이네” 진정으로 뉘우칠 때’이다. 상윳따니까야 

번역비교를 한 글이다. 순서대로 올린 글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단히 

격앙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글의 제목만을 보고서 판단한 듯 보인다. 

진정한 참회에 대하여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일 뿐인데 

이곳을 방문한 모든 님들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톱에 대한 비유의 경’을 찾아 보니 

  

점네게님은 ‘톱에 대한 비유의 경’을 소개 하였다. 이 경을 읽고서 

세상에 대하여 대처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충고하였다. 그렇다면 ‘톱에 

대한 비유의 경’은 어떤 가르침일까? 찾아 보니 맛지마니까야에 실려 

있는 ‘Kakacūpamasutta(M21)’이다. 수 많은 비유가 실려 있는 

경으로서 이미 읽어 본 경이다. 경의 제목이 암시 하듯이 경의 말미에 

톱에 대한 비유가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양쪽으로 날이 선 톱으로 도둑이나 강도가 사지를 

조각조각 절단하더라도, 그때에 만약 그 정신을 타락시킨다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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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여기서도 그대들은 

다음과 같이 배워야 한다. ‘나의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추악한 말을 뱉지 않을 것이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채우리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상을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채우리라.’라고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배워야 

한다. 

  

(Kakacūpamasutta- 톱에 대한 비유의 경, 맛지마니까야 M21,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잘 표현 되어 있다.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지가 절단 

내는 상대방에게라도 화를 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는 다름 아닌 

자애의 실천에 대한 것이다. 

  

청정도론에서 본 사지절단 이야기 

  

사지절단 이야기는 금강경에서도 보인다. 가리왕이 사지를 절단 내었을 

때도 인욕하였다는 인욕바라밀이야기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자애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문구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27.  

예를 들면, 「실라와 자따까」에서 실라와 왕이 자신의 왕비에게 간통을 

한 나쁜 대신이 적의 왕을 불러들여 3백 유순이나 되는 왕국을 점령할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출동한 대신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천명의 대신들과 함께 목까지 

묻혔을 때 마음으로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재칼들이 와서 땅을 파헤쳐 주어서 영웅적인 힘을 발휘하여 목숨을 

구하여 야차의 신통으로 자기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침상에 적의 

왕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서로 맹세를 하여 친구로 

여기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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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포부를 가져야 하고 

현자는 싫증내지 않아야 한다. 

나는 내가 원하던 대로 되었음을 보노라.” 

  

  

28.  

「칸띠와디 자따까」에서는 우치한 까시 왕이 ‘사문이여, 당신은 어떤 

교리를 설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인욕을 설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왕이 가시 박힌 매로 채찍질하게 하고 손발을 자를 

때에도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29.  

이미 성년이 되어 출가한 자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쭐라담마빨라 자따까」에서는 아직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전단향으로 목욕한 

왕국의 계승자 담마빨라 

그의 팔이 잘립니다. 

왕이시여, 제 숨이 넘어갑니다.” 

  

라고 그의 어머니가 탄식하는 와중에도 왕이었던 그의 부친 

마하빠따빠는 마치 죽순을 자르듯이 그의 손발을 자르게 했지만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자르라고 

명령했을 때 ‘지금이 마음을 잘 제어할 때다. 오, 담마빨라여. 지금 

그대의 머리를 자르라고 명령한 아버지, 머리를 자르는 사람, 탄식하는 

어머니, 그대 자신, 이 네 사람 모두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굳게 결심한 뒤 조금도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청정도론, 제 9장 거룩한 마음가짐, 자애수행, 27~29 절,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 여러 가지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위 언급된 내용은 앞 

부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서 

삶을 살았을 때 ‘인욕’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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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머리가 잘려지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자애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성냄을 제거 하는 것을 뜻한다. 

탐진치 삼독에 있어서 분노를 제거 하는데 있어서 자애수행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성냄이 소멸 된 자에 남아 있는 것은 

‘자애’일 것이다.  

  

화를 내는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톱의 비유의 경에서도 부처님은 자애를 강조 하였다. 비록 사지가 절단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분노의 마음을 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비구건 비구니건 마음으로 화를 내고 절단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하였다. 이 ‘톱의 

비유의 경’은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 경(M28)’에도 나온다. 

사리뿟따존자가 부처님이 말씀 하신 톱의 비유를 예들어 자애의 마음을 

낼 것을 설명하고 있다.  

  

톱의 비유의 경을 알려 주신 점네개님에게 감사 드린다. 다시 한번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만일 사소한 것이건 

중대한 것이건 분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다. 

  

점네개님의 네 번째 글 

  

점네개님의 네 번째 글이다. 가장 최근에 주신 글이다. 그런데 

숫따니빠따의 ‘작은 전열의 경’ 전문을 올려 주셨다. 편의상 올려주신 

글만 보면 다음과 같다. 

  

  

연꽃님 아전인수에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았나 돌아 보시길, 

그리고 실참수행을 하시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 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04,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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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주신 글을 보면 ‘자가당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대한 

충고라 본다. 또 ‘아전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혹시 

아전인수격으로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성찰해 볼일이다. 그리고 

‘실참수행’을 강조하였다. 글만 쓰는 것 보다 수행도 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사실 글을 쓰다 보면 자가당착, 아전인수 등과 같은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모든 정보가 오픈 되고 공유 되는 인터넷글쓰기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인다. 특히 최근 방문한 님들로부터 주로 듣는다. 

오랫동안 방문한 님들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덜 하나 방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님들은 보통불자의 글쓰기에 대하여 불편해서 

일 것이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수행을 하지 않고 

교학만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교학에 몰두 하지 

말고 수행도 겸하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글도 많이 접한다.  

  

논쟁의 최전선에서 

  

점네개님은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다. 너무 교학이나 교리에 몰두 하지 

말고 수행도 함께 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말이다. 이는 

자비마음을 내고 사무량심을 닦으라는 것으러 들린다.  

  

이렇게 격려의 말과 함께 점네게님은 ‘작은 전열의 경’ 전문을 올려 

놓았다. 이 경은 숫따니빠따 제 4품 12 번째에 해당된다. 모두 20 개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금쪽 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부만 올려 놓는 다는 것이 무례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래서일까 점네게님은 전문을 올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음에 확연하게 닿는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자] 

 “저마다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살며,  

논쟁하면서, 달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안다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러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stn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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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이렇듯 다투고 논쟁하며  

‘저 사람은 어리석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입니까?” (stn879) 

  

 [세존]  

“만약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리석고 야비하며 지혜가 뒤떨어지게 됩니다.  

모두 이러한 견해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리석고 지혜가 뒤떨어진 것입니다. (stn880) 

  

 그러나 만약 자기의 견해로 인해 깨끗해지고,  

완전히 청정한 지혜를 가진 자,  

현명한 자, 슬기로운 자가 된다면,  

그들의 견해는 그처럼 똑같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결코 지혜가 뒤떨어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stn881)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까닭에,  

나는 그것을 두고 ‘이것은 진리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stn882) 

  

(Culaviyuha sutta-작은 전열의 경, 숫따니빠따 Sn4.12, 전재성님역) 

  

  

작은 전열의 경은 질문자와 부처님의 대화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경의 

제목이 전투적이다. ‘viyuha’라는 말을 ‘전열(戰列)’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전쟁터에서 전선의 배열을 말한다. 논쟁에서 

최전선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위의 게송은 경의 첫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서로 논쟁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일까? 그래서 질문자가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입니까?”라고 

부처님에게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가장 청정한 자’라는 취지로 

말씀 하셨다. 탐진치가 소멸 된 청정한 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였을 때 

이를 진리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탐진치로 가득찬 자가 아무리 



118 

 

자신의 견해를 진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진리로 볼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청정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한다면 어리석은 

자라 하였다.  

  

가장 청정한 자의 견해가 진리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욕심 

부리고 성내고 시기 하고 질투 하는 등 오염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kaṃ hi saccaṃ na dutiyamatthi 

Yasmiṃ pajā no vivade pajānaṃ, 

Nāna te saccāni sayaṃ thunanti 

Tasmā na ekaṃ samaṇā vadanti 
  

[세존] 

 “진리는 하나일 뿐, 두 번째 것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진리를 찬양하므로  

수행자들이 동일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stn884) 

  

  

부처님은 진리는 하나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청정한 자의 진리를 

말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여 청정하게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말하는 자의 말이 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입에 도끼를 물고 논쟁을 펼치는 자들이 청정하지 않다면 

진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가 대표적이라 본다. 

  

점네게님에게 감사드리며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보통불자가 넷상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도 받지만 비판과 비난의 글도 받는다.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는 고무 된다. 그러나 비판과 비방의 글을 

접하였을 때 불편하다. 그러나 글을 쓰는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업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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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마치 사람들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성향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영한 견해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비난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넷상에서 글을 쓴다면  비판이나 비난은 당연히 감내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서로 배운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글을 쓴다고 하여도 

글쓴이의 능력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글을 

접하였을 때 고마운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점네게님’의 

글은 비판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뒤돌아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글을 주신 점네게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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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복을 바라는 목마른 자의 갈애 

  

  

  

‘사랑가’에서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누구나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행복이 될수 있으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특히 어렵게 얻어진 행복일수록 그렇다. 그래서일까 

‘사랑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행복이 부서질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요 

내 맘엔 사랑이 깃들 수가 없나요 꼭 붙들어야죠 달아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깃든 이 큰 사랑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큰 행복이 

  

(사랑가, 한네의 이별 중에서,  김영동 글.곡)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큰 행복을 얻었다. 그래서 남자는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내 사랑 위해 죽기라도 하겠네.”라며 이 큰 행복이 오래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자는 이 큰 행복에 대하여 두려워 

하고 있다. 행복이 너무 커서 금방 깨질 것 같고 달아날 것 같다고 

노래한다. 

  

이고득락(離苦得樂) 

  

지금 행복한 자는 이 달콤한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금 

불행한 자는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5세기 스리랑카의 붓다고사는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노래 

하였다.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 

평온은 고요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설하셨다. 

이 세 가지 느낌은 갈애의 조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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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있다고 대성인께서 설하셨다. 

느낌을 조건하지만 잠재성향이 없이는 갈애가 없다. 

그러므로 청정범행을 닦은 범천에게는 그것이 없다. 

  

(청정도론 제 17 장 238 절) 

  

  

게송에서 ‘괴로움(Dukkhā)’과 ‘행복(sukha)’과 ‘평온(Upekkhā)’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한고 

행복한 자는 더 많은 행복을 원한다. (Dukkhī sukhaṃ patthayati, 

sukhī bhiyyopi icchati)”고 하였다. 이 말은 지금 괴로운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바라는 것이고,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표시한다면 ‘이고득락(離苦得樂)’이 될 

것이다.  

  

그런데 게송에 따르면 이런 괴로움과 행복은 모두 ‘느낌 

(Vedanā)’이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다름 아닌 갈애의 조건이 된다. 

지금 괴로운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애가 일어 나고, 지금 

행복한 자는 행복이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고사는 “이 세 가지 느낌은 갈애의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있다고 대성인께서 설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성인 (mahesinā)’은 부처님을 말한다.  

  

행복(sukha)은 느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괴로움(Dukkhā)’과 ‘행복(sukha)’과 

‘평온(Upekkhā)’이라는 것은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느낌(Vedan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sukha)은 

느낌이다.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법은 생주이멸하므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고 하여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랑가에서 “이 행복이 부서질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요”라고 노래 한 것도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행복한 느낌을 

꼭 붙들어 매고자 한다. 한 번 행복한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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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서 맛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을 맛 본 자들은 계속 행복한 맛을 찾는다.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인과 함께 하는 것도 행복하다고 한다. 일에 

몰두할 때도 행복감을 느낀다.  

  

등산할 때나 마라톤 할 때 비록 힘들고 지쳐가지만 한계를 넘어 설 때 

희열과 함께 행복감을 맛본다. 이는 선정삼매에 들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는 대상에 대하여 집중하여 사유와 고찰에 따른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선에서는 희열과 행복만 일어나고, 삼선에서는 행복만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희열과 행복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But as to the other word: pleasing (sukhana) is bliss (sukha). Or 
alternatively: it thoroughly (SUþþhu) devours (KHÁdati), consumes 
(KHAóati), bodily and mental affliction, thus it is bliss (sukha).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Bhikkhu Ñáóamoli) 
  

  

나머지 [술어인] 행복이란 행복해 함이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몽땅 먹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에 행복이라 한다. 

  

(청정도론, 제 4장 땅의 까시나 100 절,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 따르면 행복이란 괴로움을 몽땅 먹어버리기 때문에 행복이라 

한다. 그런데 빅쿠 냐나몰리의 표현에 따르면 “pleasing (sukhana) is 
bliss (sukha)”라 하였다. 이를 번역하면 “즐거운 것이 

행복이다”라는 뜻이다. 영어 bliss 는 ‘행복, 환희, 더 없는 기쁨’의 

뜻이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즐겁고 기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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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복한 자에게 괴로움이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처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 

본다. 또 청정도론에서는 행복에 대하여 ‘즐기는 것’도 행복이라 

하였다. 이 대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d wherever the two are associated, happiness is the contentedness 

at 

getting a desirable object, and bliss is the actual experiencing of 

it when got.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Bhikkhu Ñáóamoli) 
  

  

비록 어떤 [마음]에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지만 원하는 대상을 얻음에 

만족이 희열이고, 얻어서 맛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청정도론, 제 4장 땅의 까시나 100 절, 대림스님역) 

  

  

대림스님의 번역을 보면 “얻어서 맛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빅쿠 냐나몰리는 “bliss is the actual 

experiencing of it when got.”이라 하였다. 행복은 그것을 얻었을 때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라는 뜻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감각적 

접촉에 따른 행복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해 하는 표정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연인과 사랑을 나눈 후에 행복한 

표정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오감의 접촉에 따른 만족함을 얻었을 때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희열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다” 

  

그렇다면 행복과 유사한 뜻으로 보이는 ‘희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Where there is happiness there is bliss (pleasure); but where there 

is bliss there is not necessarily happiness. Happiness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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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mations aggregate; bliss is included in the feeling 

aggregate.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Bhikkhu Ñáóamoli) 
  

  

희열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다. 그러나 행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희열은 행온(行蘊)에 포함되고, 행복은 수온(受蘊)에 

포함된다. 

  

(청정도론, 제 4장 땅의 까시나 100 절, 대림스님역) 

  

  

빅쿠 냐나몰리는 희열(piti)에 대하여 bliss (pleasure)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행복(sukha)에 대하여 happiness 라 하였다. 그래서 희열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이 있는 곳에 희열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경전의 선정단계를 보면 명확하다.  

  

이선정에서는 희열(喜, pīti)과 행복(樂, sukha)이 함꼐 있지만, 

삼선정에서는 오로지 행복만 있다. 따라서 희열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성립하지만 그 역은 성립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문장에 표현 되어 있다. 희열은 

행온(formations aggregate)에 속하고, 행복은 수온(feeling 

aggregate)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중부양도 가능한 희열(piti) 

  

아비담마에 따르면 희열(piti)은 52 가지 마음부수 중에 때때로 같아지는 

것들에 속한다. 이는 선심이나 불선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타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희열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희열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불선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면 이는 ‘불선’한 것이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희열이 일어 날 수도 

있다. 이는 선한 것이다. 그런데  희열에는 몸의 털이 곤두서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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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열이 있는 가 하면 환희용약하는 희열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기리깐다까(가시나무 산) 사원 근처에 있는 왓따깔라까 마을의 한 

선여인에게도 일어났다. 그녀는 부처님을 대상으로 강력한 용약하는 

희열을 통해 공중에 뛰어올랐다. 

  

어느 날 저녁에 그녀의 부모는 법을 듣기 위해 사원으로 

가면서‘사랑스런 딸아, 너는 임신 중이니 부적당한 시간에 나다니는 

것은 옳지 않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법문을 듣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한다. 

  

그녀는 비록 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에 남아 정원으로 가서 달빛으로 기리깐다까에 있는 아까사(허공) 

탑을 보았다. 탑에 등불을 공양하는 것을 보았고, 사부대중이 꽃과 

향으로 탑에 헌공한 뒤 오른쪽으로 탑돌이 하는 것을 보았다. 

  

비구승가가 함께 염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녀가 ‘사원에 가서 

이러한 탑전에서 거닐고, 이렇게 감미로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 이들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진주 덩어리와 같은 탑을 볼 

때 용약하는 희열이 생겼다. 그녀는 공중에 뛰어올라 그녀의 부모보다 

먼저 공중에서  탑전으로 내려 탑에 예배한 뒤 법을 들으면서 서있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도착하여 ‘사랑하는 딸아, 어느 길로 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길이 아니라 공중으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번뇌 다한 이들이나 공중으로 다닌다. 어떻게 네가 공중으로 

왔냐?’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달빛으로 탑을 바라보면서 

서있을 때 부처님을 대상으로 크나큰 희열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서있는지 앉아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얻은 표상으로 공중에 

올라 탑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용약하는 희열은 

공중에 뛰어오를 수 있다. 

  

(청정도론, 제 4장 땅의 까시나 96-97 절, 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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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열은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믿음에 따른 희열은 ‘공중부양’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희열은 대상에 대하여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고찰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희열에 뒤이어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으로 대표되는 

삼선정도 희열과 삼매의 이선정 다음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희열은 필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행복은 느낌의 무더기(受蘊)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청정도론에서 수온, 즉 느낌의 무더기로 정의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나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행복한 느낌에 지나지 않음을 말한다. 

  

이렇게 느낌에 지나지 않는 행복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다. 희열과 

함께 행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f a man, exhausted in a desert, saw or heard about a pond on the 

edge of a wood, he would have happiness; if he went into the 

wood’s shade and used the water, he would have bliss.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Bhikkhu Ñáóamoli)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 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을 때와 같고, 행복은 숲 속의 그늘에 들어가 물을 마실 때와 같다. 

  

(청정도론, 제 4장 땅의 까시나 96-97 절, 대림스님역)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자 있다. 이렇게 길 잃은 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이는 영화 ‘웨이백(The wa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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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에서도 물을 찾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묘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웨이백(The way back, 2010)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 사막의 오아시스는 생명이나 다름 없다.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였을 때 온 몸에 ‘희열’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단숨에 달려 갈 것이다.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강력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날아가듯이 

오아시스에 도착하여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강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다. 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희열과 행복에 

대하여 사막의 목마른 자의 비유를 들었다. 

  

아이들이 ‘웃다가 울다가’  

  

아비담마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임에 분명하다. 그런 느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조건이 바뀌면 지금 행복한 느낌도 사라진다. 

마치 아이들이 ‘웃다가 울다가 하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느낌이다. 행복 역시 느낌이기 때문에 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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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에 불과 하다. 이렇게 행복이 느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괴로움(dukkha) 역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뉴스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한다. TV 를 보면 항상 행복한 

사람들로 넘쳐 나는 것 같지만 종종 뉴스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하게 만든다.  

  

최근 어느 연예인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대하여 뉴스로 접한 바 있다. 

팔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육십대가 노부모를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내용을 알고 보니 치매에 따른 고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 최근 접한 뉴스에 따르면 뇌경변을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하여 25 년간 병수발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였을 때 항상 행복한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이다. 그래서 

이 생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방송에서 

독거노인의 말을 들어 보면 ‘어서 죽는 것’이라 한다. 죽음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줄 듯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의 게송에서와 같이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한다.(Dukkhī 

sukhaṃ patthayati)”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괴로움도 느낌이다 

  

괴로움은 느낌이다. 행복(sukha)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과 괴로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느낌이라 무엇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느낌이다.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의 

느낌이란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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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ṭṭhasatapariyāyasutta- 백여덟 가지에 관한 법문의 경, 상윳따니까야 

S36.22,전재성님역) 

  

  

느낌에는 좋은 느낌 뿐만 아니라 싫은 느낌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감지 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느낌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즐거운 

느낌(sukhā), 괴로운 느낌(dukkhā),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adukkhamasukhā)이라 하였다.  

  

이처럼 괴로움이라는 것은 행복과 함께 ‘느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이 괴로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한 자는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괴로운 자는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갈애’에 속한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처럼, 갈애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근원적인 욕망’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죽어 버리면 

  

지금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라고 하였을 때 이는 갈애에 해당된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갈애에 해당된다. 그런데 

행복을 성취하면 이번에는 그 행복이 더 오래 지속 되기를 바란다. 

심지어 영원히 지속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보을 

향유하는 자들은 “지금 이대로 영원히!”라든가, 심지어 “죽어도 

좋아!”라고 외친다. 지금 여기에서 괴로운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여기에서 죽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게 되는데 이는 단멸론적 사고방식에 

지배당하였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복에 대한 갈애가 지나치면 ‘영원주의’로 발전 된다고 본다. 또 

괴로움에 대한 갈애가 지나치면 ‘허무주의’로 전락된다고 본다. 단지 

느낌에 지나지 않는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는 

‘상견’과 ‘단견’에 빠져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자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행복이 영원히 오래 지속 되기를 바라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자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구원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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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삿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에 대한 업이 남아 있는 한 그 

업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상에 재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영원주의나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허무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행복이나 불행이 

단지 느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인 현상에 대하여 영원하거나 단멸한다고 

보는 ‘전도된 지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허무주의적 견해가 

가장 치명적인데 이는 보통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른 바 ‘명사’라는 

분들에게도 볼 수 있다.  

  

“나는 죽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강연에서 본 김용옥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생한다 그거지. 영혼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게 댕긴다 그거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나는 현실적으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바는 나는 죽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용옥교수,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 08 술과 수학) 

  

  

김용옥 교수는 “죽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였다. 

이는 ‘철학자’로서 한 말이라 한다. 종교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을 요하는 철학이나 과학을 탐구 하는 학자의 입에서 이와 같은 

단멸론적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철학자나 과학자가 

‘윤회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를 검증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증이 되지 않는 윤회를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본다. 이런 태도는 소위 불교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종교인이라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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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윤회는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이는 

부처님이 초기경전에서 무수하게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영혼이 윤회한다는 힌두교의 아뜨만 윤회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윤회와 힌두교의 윤회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막에서는 “윤회는 영혼의 동일성(Identity)의 지속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회에 대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다름 

아닌 힌두교식 윤회를 말한다. 힌두교 윤회라는 것은 지금 나와 동일한 

영적인 어떤 것, 즉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아를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힌두교의 영혼이나 

브라만교의 아뜨만 윤회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의 아뜨만론을 비판하고 성립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용옥 교수는 영혼 윤회에 대하여 “나는 

현실적으로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 고 한 것도 힌두교 윤회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면 무아윤회론적으로 보았을 때 아뜨만 윤회, 영원주의, 

허무주의가 왜 모순일까? 

  

깟짜야나곳따경(S12:15)에서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파 

하였다. 대표적인 경이 ‘깟짜야나곳따경(S12:15)’일 것이다.  

  

경에서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라 하여 허무주의를 

극복하였고,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라 하여 영원주의를 

논파하였다.  

  

이렇게 연기법으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아직 까지 사람들은 힌두교나 기독교 등에서 말하는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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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윤회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댓글을 남겨 주신 법우님이 있다. ‘네 가지 윤회’라는 

글이다. 이를 메모해 놓았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윤회 

  

  

영혼(靈魂) 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육체를 움직이면서 정신활동을 하고 있는 무엇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영혼은 불교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미린다왕문경이란 경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경우를 따져 본다. 

  

- 개별적 영혼이 존재하지만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 (기독교 

계통) 

- 개별적 영혼이 존재하며 그 영혼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경우 (흰두교 

계통) 

- 개별적 영혼은 없으며 윤회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 (쾌락주의, 

허무주의) 

- 개별적 영혼은 없으며 윤회는 있다고 말하는 경우 (불교) 

  

(1) 개별적 영혼이 존재하지만 윤회하지는 않음 (기독교 계통)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영혼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죽으면 어딘가에서 영원히 영혼이 머물게 된다. 그곳이 지옥이던지 하늘 

나라 이던지 ... 

  

여기서 육신도 없이 지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일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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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몸은 알다시피 없어진다. 

그래도 만일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꽃다운 이팔청춘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영혼이 하늘 나라에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다시 하늘 

나라에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하늘 나라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늘 -> 인간 -> 하늘 -> 인간 ..... 

결국 윤회이다. 

  

개별적 영혼이 존재하지만 윤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많다. 

  

(2) 개별적 영혼이 존재하며 그 영혼이 윤회함 (흰두교 계통) 

  

개별적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금생에 한 행위에 의하여 환생 윤회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윤회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별적인 영혼이 항상하면서 있다면, 오래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여도 

바로 직전의 전생 일인 임종은 기억나야한다. 그런데 태어나면 바로 

직전 전생의 기억도 전생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언어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은 '뇌'가 정지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윤회를 이끄는 

업도 영혼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있다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업은 생각이 제일 기초업이다. 그 위에서 말과 행위의 

업이 있다. 그리고 생각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도 

기억이다. 

그렇다면 업인 카르마는 영혼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뇌'에 있는 

것이 맞다. '뇌'가 정지하면 언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언어로 인한 모든 

기억도 없어지고, '뇌'가 정지하면 '업'의 대부분도 사라지고, 

사라졌으니 결과인 과보도 있지 않게 된다. 

  

태어났을 때에 그 전에 죽을 때의 기억과 전생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언어 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개별적인 영혼이 윤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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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3) 개별적 영혼도 없으며 윤회도 없다 (쾌락주의, 허무주의) 

  

영혼도 윤회도 없다는 이야기는 내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살아서 

무슨일을 했던지 죽으면 깨끗하게 끝이다. 살아서 어떤 짓을 해도 

관계없다. 개별적 영혼도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 져야할 것도 

완전하게 없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일을 많이해도 죽으면 그 결과는 받지 않는다. 

인생의 끝은 허무이며 해결책도 없다.  열심히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자손과 정이 붙어서 죽은 후에도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죽으면 

끝이기에 답답하고 허무하다.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죽으면 '나'는 없는데 신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나'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남'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남의 것을 훔치면 왜 그렇게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고, 열심히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이것은 무엇일까? 

  

인과도 업보도 없고, 개별적 영혼도 없는데 내가 어떤 잘못이 있길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어야 하는가? 

  

도무지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다. 

  

** 

  

윤회는 몸을 받아서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도의 전통적 윤회와 불교의 윤회가 다르다. 인도의 전통적인 윤회는 

개별적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환생한다고 하는 윤회'이다. 이러한 

'개별적 영혼'을 '아트만'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윤회는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윤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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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는 말할 수 있지만 '윤회'의 주체인 '영혼'은 없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이다. 

  

그런데 윤회가 말해질려면 정말로 '영혼'이 없어야지만 깨끗하게 윤회를 

말할 수 있다. 불교의 윤회는 인도의 환생적 윤회를 부정하면서 바르게 

윤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살펴본다. 

  

어떤 종교인은 윤회를 부정한다. 윤회를 긍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정할 수도 있다. 단지 부정하기 전에 먼저 

윤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서 부정을 해야한다. 차칫 불교도가 

아니라고 윤회를 부정하다가 자기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 

  

윤회가 말해지려면, 먼저 인과법칙이 인정이 되어야한다. 인과법칙은 

불교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하는 분들의 인과율은 앞의 복음의 내용을 빼고서는 반쪽만 말하고 

있다. 

  

서로 다르게 태어나야하는 원인이 없는데, 다른 환경에서 탄생하는 

결과가 있다. 어떤 이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결과는 분명한데 그 원인이 없다. 또한 살면서 지은 여러가지 

원인을 뿌렸는데 죽으면 그 결과를 받지 않는다. 

  

결국 예외가 있는 인과법칙이 된다. 기독교의 인과가 "뿌린데로 거둔다" 

이다. 

  

결국 태어남은 누군가가 임의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만든 것이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만 뿌린데로 거두는 인과 법칙이 적용되고, 죽으면 

인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는 인과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뿌린데로 거둔다'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를 섭리라고 말한다. 

  

"뿌린데로 거둔다"가 기독교 섭리로서 완전해지려면, 영원성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이 '부활과 

영생'이다. 다음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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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 영원성(영생) = 삼세(전세.현세.내세) 윤회 

  

인과와 영원성(영생) 두가지를 다 말하는 종교는 윤회를 부정할 수가 

없으며 부정해서는 안된다. 

  

(불법승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668, 2013.09.11 1) 

  

  

법우님은 네 가지 윤회에 대하여 알기 쉽게 글을 남겨 주셨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밀린다왕문경’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법우님이 올려 주신 글을 보면 1 번에서 3 번 까지는 설명되어 있지만, 

4 번항 ‘개별적 영혼은 없으며 윤회는 있다고 말하는 경우 (불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연기법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깟짜야나곳따경 (S12:15)’이 대표적이다. 

  

삶이 권태로울 때 

  

삶이 권태로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고 의미가 없어 보일 

때를 말한다. 이는 ‘행복에 겨워’ 하는 말일 수 있다. 괴로움은 없고 

오로지 행복만 계속 되었을 때 자칫 무료함, 권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한다. 과연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일까? 최근 교계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다.  

  

  

“천국 같은 세계가 권태로워지고 괴롭게 되면서 지옥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그 자신이 스스로 욕심이나 증오심을 제어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고요해질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김진태 박사,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출간, 미디어붓다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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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교수의 책을 소개하는 글이다. 김진태 교수의 강연을 10 여 차례 

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익숙하다. 글을 보면 천국 같은 세계가 

권태로워 지면 그곳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지금 천국에 태어난 자가 하루 종일 ‘하프’만 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른다. 그런데 하프 켜는 일을 영원히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권태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매일 똑 같이 올라 오면 ‘식상’하듯이 지금 행복으로 

가득찬 생활이 영원히 계속 된다면 틀림 없이 ‘무료’와 ‘무기력’과 

‘권태’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느낌을 갖는 순간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지옥에 사는 것이나 다름 없다. 

  

김진태교수의 출간 이야기를 듣고 책을 샀다. 180 여 페이지에 밖에 되지 

않는 얄팍한 책이다. 그러나 제목을 보니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이다. 

특히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들먹이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장사속’이라 하였다. 그래서 천당으로 유혹하고 지옥으로 

협박하여 ‘수금’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천국을 들먹이며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실망하게 될 것이라 한다. 누구이든지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슬슬 권태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 돈 많은 자들이 

심심해지는 것과도 같다.  

  

돈 많은 부자들도 고민은 있다.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맛집을 찾아 다니고, 오늘 오후에는 어떤 일로 시간을 때울까 하며 

고스톱을 친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자주 하다 보면 싫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먹는 것도, 즐기는 것도 

‘심드렁’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  

  

대부호 상인의 아들 야사 이야기 

  

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항상 즐거움만 있는 천국에서 권태로움이 

생겨 날 때 밥먹는 것도 잊어 버리고 행색도 초라해질 때 죽을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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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온 것이라 한다. 이처럼 지금 행복한 자가 권태와 무료, 

무기력을 느낄 때 괴롭게 된다. 그럴 경우 천만금 가진 부자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야사의 출가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부처님 당시 최고로 번성했던 부유한 도시 바라나시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부와 권력이 허락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안락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날 재벌 2세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의식주를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는 그는 24 시간이 온통 여가 

시간이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눈과 귀를 기쁘게 하고, 코와 입을 즐겁게 하며, 미인의 

감촉과 감미로운 감정과 향락적인 상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살고, 한 평생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닌가? 부와 권력에서 소외된 

대중은 가진 자들은 아마도 모두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에게도 고통은 있다. 쾌락이 보장된 삶에 권태라는 

것이 끼어든다. 한 때 즐거움을 주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진다. 쾌락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것이다.  

  

경탄할 만한 경치도 자꾸 보면 그냥 배경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영혼을 

울리는 음악도 오래 들으면 청각을 무디게 만든다. 뇌쇄적인 미인의 

섹시미도 자주 보면 시들해지고,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취향은 

세련되어진다. 만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호사와 사치와 모든 유흥과 향락이 권태로워진다. 권태를 이기기 위해 

전위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해본다. 변태성 섹스에 

마약까지도. 과도한 쾌락은 심신을 소진시키고, 권태는 정열을 식게 

만든다. 삶은 무의미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 어릴 때부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누리고 소비하고 즐기는 

식으로 살아왔으니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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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젠 누리고 즐기는 일조차 심드렁해졌다. 남아나는 게 

시간이라, 눈을 뜨면 ‘오늘은 뭐하고 지내지, 뭐 재미난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뭐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 방황의 끝은 어디인가?|, 원담스님) 

  

  

청년 야사는 부처님 당시 대부호 상인의 아들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2세’라 볼 수 있다. 재벌 2 세에게 있어서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대부호 아들인 야사 역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살았다.  

  

“정말 괴롭구나, 괴로워” 

  

대부분 부유한 자제들이 그러하듯이 야사도 향락을 마음껏 즐겼다. 마치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날이면 날마다 반복한 것이다. 그런 생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진수성찬에 황제와 같은 식사를 하고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삶도 심드렁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되지 않아 아예 무기력하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권태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노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 하지만 내 뜻대로 안되는 것이 있을 때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런 쾌락의 모습 속에서 환멸과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정말 괴롭구나, 괴로워.” 

  

(율장 마하왁가 1 편 7:1-15, 일아스님의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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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이야기는 율장에 쓰여 있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재벌 2 세와 같은 야사의 입에서 “정말 괴롭구나, 괴로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의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임을 말한다.  

  

목마른 자의 갈애 

  

지금 행복한 자가 더 많은 행복을 바라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설령 행복을 향유한다고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 

권태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선다.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끊임 없이 ‘즐길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결국 무료, 무기력,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불행한 자가 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고통에 처해 있지만 그 고통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복을 

찾지만 결국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괴로운자 가 행복을 원하는 

것 역시 갈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Yaṃ pare sukhato āhu tadariyā āhu dukkhato, 

Yaṃ pare dukkhato āhu tadariyā sukhato viduṃ. 

Passa dhammaṃ durājānaṃ sampamuḷhettha aviddasu, 
Nivutānaṃ tamo hoti andhakāro apassataṃ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고귀한 님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고귀한 님들은 즐거움이라고 안다.  

알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무지한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stn762) 

  

(Dvayatānupassanā sutta-두 가지 관찰의 경, 숫따니빠따 Sn3.1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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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운 것이라 

하였다. 또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운 것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왜 거꾸로 이야기 하였을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단지 ‘느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를 

외치며 “죽어도 좋아!”하며 행복에 올인 하는 것이다. 또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자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죽고 싶어!”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올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느낌은 단지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라는 말은 ‘목마른 자의 갈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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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노다스리기 아홉단계와 보시공덕의 위력 

  

  

  

육개월만 같이 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두 다 좋은 

사람들 같다.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상냥하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며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겪어 보아야 한다. 

  

여러 모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우님들 모임이 즐겁다. 이는 

이해관계를 떠난 모임이기 때문이다. 거래 관계가 없는 순수한 모임에서 

모두 착하고 건전해 보인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보면 ‘천상’이 따로 

없는 듯하다. 아마 천상이 있다면 이렇게 배려 해 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 뿐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법우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사람 좋다고 해도 

육개월만 같이 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겪어 

보아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감추어진 성격이나 

몰랐던 것들이 드러날 때 다시 보게 됨을 말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야기이다. 머리를 깍고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육개월 가량 같이 살다 보니 

‘못볼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경계에 

부딪쳐 보아야 진면목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한다. 

  

EBS‘화풀이’ 

  

요즘 EBS 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 ‘화풀이’라는 프로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홧병’에 대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火)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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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화풀이 

  

  

프로중에 어느 모녀지간의 살벌한 화내는 장면을 보았다. 보기에도 

낯뜨거운 비아냥, 냉소, 비난 등이 난무 하는데 부모자식지간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었다. 싸움은 부부간에나 치열하게 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싸움을 보니 마치 남남처럼 

싸운다. 

  

화풀이 프로를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구 화를 낸다. 

그러면 상대방을 자극하여 상승된다. 이른바 말꼬리 잡고 늘어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싸움을 보면 항상 파국으로 끝난다. 한편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나간다든가 하여 끝나는 것을 말한다. 모녀지간의 화풀이 프로도 

그랬다. 그런데 약 2 주간에 치료로써 놀라운 현상을 보았다. 불과 

2 주만에 둘도 없는 모녀사이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출연한 어머니는 

프로 제작진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 나는 것이 ‘칭찬해 주기’이다. 과거에 잘못한 것 대신에 잘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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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떠 올려서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러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이다. 

  

“사두 사두 사두” 

  

칭찬해주기를 보면서 사무량심의 무디따(기뻐함)가 떠 올랐다. 무디따는 

‘더불어 기뻐함’ 등으로 번역되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부모는 자식 

못지 않게 기뻐한다.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타인에게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럴 경우 “참 잘하셨습니다””참 잘 되었네요” 등의 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빠알리니까야에서 칭찬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두(Sādhu)’라 본다. 사두는 ‘Good, excellent, right’의 뜻이다. 

우리말로 “좋아” “훌륭해” “맞어”의 뜻이다. 상대방의 성과에 

대하여 치하에 주고 맞장구 쳐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려, 그려”가 될 것이다. 긍정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한자어로는 

‘善哉 (선재)’라 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의 찬탄에 대하여 

“善哉 善哉 (선재 선재)”하였는데, 이는 “훌륭하고 훌륭하도다”의 

뜻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맞장구 쳐 주었을 때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사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좋은 말을 하였을 때, 법문이 좋을 때, 칭찬할 때 “사두 사두 

사두” 라 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해 준다.  

  

사무량심과 화다스리기 

  

그런 면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표의 칸을 채울 수 있다. 무디따에 

대하여 아직까지 경전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사두’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    분 내     용 슬로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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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의 삶 

(Metta)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중생을 

사랑하는 보편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Sn 1.8) 

애정 

연민의 삶 

(karuṇa) 
근심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한때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S15.11) 

근심 

기쁨의 삶 

(mudita) 

다른 사람의 성공, 복지, 행복을 

축하하고 그것에 공감한다. 

“참 잘했어요!” 

(Sādhu) 

들뜸 

평정의 삶 

(upekkha) 

인생의 모든 파란과 곡절에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한다.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다 .(A10.48) 

무관심 

  

  

EBS 에서 제공하는 ‘화풀이’ 프로를 보면서 사무량심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홧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사무량심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량심 중에 자애수행에 대한 것은 

다름 아닌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정도론에 단계적으로 설명 되어 있다. 

  

분노다스리기 아홉단계 

  

청정도론에서는 자애수행에 대한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지애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서론에서 “먼저 성냄의 위험과 인욕을 반조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냄의 위험을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자애수행은 한마디로 성냄의 소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내는 자에게 자애의 마음이 나올 수 없다. 마음은 한순간에 오로지 

하나의 일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동시에 자애의 마음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애수행의 최대의 적은 성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아홉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를 화로써 앙갚음 하지 않는다. 

둘째, 연민을 통해 적개심을 가라 않는다. 

셋째, 자신을 훈계하여야 한다. 

넷째,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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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수행한 덕을 반조해야 한다 

여섯째, 일체중생에 대하여 나를 한번쯤 낳아준 어머니로 생각한다. 

일곱째, 자애수행의 열한가지 이익에 대하여 생각한다 

여덟째, 존재를 나(我)나 나의 것이 아닌 오온, 12 처, 18 계의 요소로 

본다. 

아홉째, 보시를 통하여 성냄을 제거 한다. 

  

  

대부분 분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자애수행을 또 다른 말로 표현 하면 

‘분노다스리기’가 될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분노다스리기 첫번째 단계는 “화를 화로써 앙갚음 하지 않는다.”에 

대한 것이다. 이는 화내는 이에게 화내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상대방이 

말꼬리 잡아 공격한다고 해서 따라 공격한다면 똑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분노가 그대를 이기게 하지 말고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가 없고 해침이 없는 자는  

항상 거룩한 님 가운데 사네.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는 악한 사람을 부숴버리네. (S11.25) 

  

  

EBS 화풀이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철천지 원수같아 보인다. 

어느 한편이 굴복해야 싸움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서로 지지 않으려 

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을 하지만 나중에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감정싸움을 변질된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낸다.  

  

그러나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수어 버린다. 이제까지 쌓아온 

공덕을 모두 파괴해 버리기 떄문이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말라.”라 하였다. 같이 화내면 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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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네. (S7:2) 

  

  

싸움을 걸어 오는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맞받아쳐야 

할까? 가르침에 따르면 회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한다. 이런 방법을 실천한다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도 가라앉힐 수 없다면” 

  

청정도론에 따르면 분노다스리기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다스리기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단계가 올라 가면 갈수록 점차 

고차원적인 방식이 동원된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분노다스리기에 실패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이와 같이 해도 가라앉힐 수 

없다면”이라고 되어 있다. 분노다스리기에 실패 하였을 때 다음 단계를 

소개 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연민, 자신훈계, 업이 주인임을 반조,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수행한 공덕 반조, 나를 한번쯤 낳아준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 자애수행의 열한가지 이익에 대하여 소개 하고 있고, 

심지어 존재에 대하여 오온, 십이처, 십팔계로 볼 것 까지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상대방에 대한 분노,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홉번째 

방식이 등장한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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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전화와 이메일로만 할 수 없다. 때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면하면 쉽게 풀린다.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다.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접촉을 하면 할수록 꼬였던 

인관관계가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원한맺힌 자가 있는데 그 자에게 단지 자애만 

방사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직접 대면해서 푸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고 하여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정도론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시에 따른 분노다스리기를 제안한다. 이에 대한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소들을 분석할 수 없을 때 보시를 통해서 [성냄을 제거해야] 한다. 

자기의 소유물을 남에게 보시해야 하고 남의 소유물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 만약 남의 생계가 청정하지 못하여 그의 자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자기의 소유물을 보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가라앉는다. 그 사람의 경우도 그가 전생부터 품어오던 

화가 그 순간에 가라앉는다. 

  

마치 찟딸라 산의 사원에서 발우를 보시받은 대장로의 경우처럼. 

탁발음식만 수용하던 장로는 세 번이나 대장로에 의해 거처로부터 

쫓겨났지만 ‘존자시여, 이 발우는 8 개 금화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재가자인 저의 어머니께서 보시한 것입니다. 법에 걸맞게 얻은 

것입니다. 선량한 청신녀에게 공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발우를 보시로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는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진다.  

  

(청정도론, 9 장 39 절) 

  

  

천번 생각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보다, 백번 전화로 말을 하는 것 

보다 직접 대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함을 말한다. 그래서 원한맺힌 

자에게 보시를 하였을 때 적개심이 가라않을 것이라 한다. 그래서 

쫒겨난 장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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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공덕의 위력 

  

지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찾아 가는 것이다. 

빈손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시 공덕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비록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가 선물을 내밀었을 

때 더구나 상냥하고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였을 때 봄눈 녹듯이 

적개심이 풀어질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서로 원한이 맺혀 있을 때 누구 

한사람이 보시 하였을 때, 보시하는 자나 보시 받는 자나 적개심이 모두 

풀어 진다는 것이다. 

  

  

“보시는 조어되지 않은 사람을 조어하고 

보시는 모든 이로움을 성취시킨다. 

보시와 상냥한 말씨를 통해 [시주자는] 

편안해지고 [시물을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인다.“ 

  

(청정도론, 9 장 39 절) 

  

  

  

2014-01-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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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있을 때 잘해!” 보시는 능력껏 

  

  

  

가짜기부금 영수증 

  

몇 일 전 ‘연말정산’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월급생활자들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열 세 번째 봉급’이라 불리운다. 그래서 각종 근거서류를 

떼어다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커다란 자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대부분이 

‘허위’라고 하였다. 본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보도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이었다. 주지스님의 음성을 들려 

주었는데 “불전함에 이삼만원 집어 넣고 일이백만원짜리 끊어 달라는 

거에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남발하여 끊어 준 기부금 영수증이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색에 따르면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이다. 

  

  

#회사원 A 씨는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3~5 만 원을 지불하면 내지도 않은 기부금 영수증을 써준다는 것이었다. 

A 씨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종교단체의 불법행위가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히면서 

자신은 소득공제 금액에 더해 가산세를 토해내야 했고, 종교단체 대표는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연말정산 허위 종교기부금, 걸리면 '가산세'가…, 머니투데이 2013-01-

15) 

  

  

이기사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신도에게 가짜 영수증을 끊어 준 것이다. 

3-5 만원 지불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준다고 하는데, 방송뉴스를 

근거로 본다면 아마도 몇백만원짜리에 해당될 것이라 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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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하여 가짜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고, 영수증 

장사하는 예를 보았다. 

  

보시에 인색한 불자들 

  

어느 스님은 법문에서 “자기 돈 나가는 것이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아깝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보시를 하지 않고, 

보시에 인색한 불자들을 지칭해서 한 말이다. 심지어는 교회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는 경우도 보았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것은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보시를 하면 그 백배, 천배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보시하자고 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강조한다. 그래서 입만 열면 보시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는 대승불교의 실천수행법이라 볼 수 있는 ‘육바라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승불자들의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초기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바라밀 

  

초기불교에서도 보시를 강조한다.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의 십일조식도 

아니고, 대승불교의 보시바라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포인트는 ‘능력껏’이다. 이처럼 능력껏 보시를 강조하는 경이 있다. 

상윳따니까야 아딧따경(Ādittasutta, S1.41)이 그것이다. 이를 

초불연에서는 ‘불 경’이라 하였고, 성전협에서는 ‘불타는 집의 

경’이라 하였고, 빅쿠 보디는 ‘Ablaze’라 하였다. 하늘사람이 

보시공덕에 읊은 네 개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Ādittasmiṃ agārasmiṃ yaṃ nīharati bhājanaṃ, 

Taṃ tassa hoti atthāya no ca yaṃ tattha ḍayhati. 
 

 

Evamādipito1 loko jarāya maraṇena ca, 
Nīharetheva dānena dinnaṃ hoti sunīha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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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naṃ sukhaphalaṃ hoti nādinnaṃ hoti taṃ tathā, 

Corā haranti rājāno aggi ḍahati nassati. 
 

 

Atha antena jahati sarīraṃ sapariggahaṃ, 

Etadaññāya medhāvī bhuñjetha ca dadetha ca. 

Datvā ca bhutvā ca yathānubhāvaṃ anindito saggamupeti ṭhānanti. 
  

(Ādittasutta, S1.41) 

  

  

“집이 [맹렬한 불로] 불탈 때 

밖으로 재물을 끄집어내면 

그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안에서 타버린 것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 늙음과 죽음에 불탈 때 

보시를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꺼내야 하나니 

주인에게는 밖으로 꺼낸 재물만이 도움이 되듯 

보시야말로 그에게는 진정한 공덕입니다. 

  

보시한 것은 행복한 결실 가져오지만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왕이 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몸을 버릴 때 그의 재산도 버리나니 

이런사실을 잘 알아서 즐기면서 보시하오. 

현자여, 능력껏 배풀고 즐긴 뒤에는 

비난받지 않고 천상의 경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불 경, S1.41, 각묵스님역) 

  

  

  

[하늘사람] 

“집이 불에 탈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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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꺼내서 

태우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네. 

  

이처럼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탈 때에는 

보시로써 구원해야 하니 

보시만이 잘 구원하는 것이네. 

  

보시하면 좋은 공덕을 얻지만 

보시하지 않으면 좋은 공덕이 없다네. 

도둑이나 왕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불타서 사라진다네. 

  

모든 재산과 함께 이 몸은 끝내는 버려야 하네. 

슬기로운 자여, 잘 알아 즐기며 또한 보시하세.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 또한 즐기면 

비난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성취하리.” 

  

(불타는 집의 경, S1.41, 전재성님역) 

  

  

“When one's house is ablaze 

The vessel taken out 

Is the one that is useful, 

Not the one left burnt inside. 

  

“So when the world is ablaze 

With [the fires of] aging and death, 

One should take out [one's wealth] by giving: 

What is given is well salvaged.  

  

“What is given yields pleasant fruit, 

I But not so what is not given. 

I Thieves take it away, or kings, 

It gets burnt by fire or i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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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n the end one leaves the body 

Along with one's possessions. 

Having understood this, the wise person 

Should enjoy himself but also give. 

Having given and enjoyed as fits his means, 

Blameless he goes to the heavenly state.” 

  

( Ablaze, S1.41, 빅쿠 보디역) 

  

  

 
  

  

Charity 

  

  

첫 번째 게송을 보면 ‘불난 집’을 묘사 하고 있다. 지금 집이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값나는 것부터 꺼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nīharati bhājanaṃ’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묵스님은 “밖으로 재물을 끄집어내면”이라 하였고, 전재성님은 

“가구를 꺼내서”라 하였다. 빅쿠 보디는 “The vessel taken 

out(그릇을 밖으로 꺼내어)”이라 하였다. 이렇게 재산목록 일순위가 

서로 다른 것은 ‘bhājana’에 대한 번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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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D194 에 따르면 ‘bhājana’는 ‘a bowl, vessel, dish, 器, 容器, 

器具’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빅쿠 보디의 번역이 직역에 가깝고 

전재성님의 번역은 한자어 ‘器具’를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근접한다. 

그러나 각묵스님의 재물이라는 말은 ‘bhājana’의 뜻과 맞지 않는다. 

과도한 ‘의역’이라 본다. 

  

과도한 의역은 게송 전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게송의 내용만 보면 

단번에 알기 쉽게 번역하였다. 그래서 대괄호치기로 ‘[맹렬한 

불로]’를 삽입하였고, ‘주인’이라는 말 역시 함께 집어 넣었다. 

하지만 이는 주석적 번역에 속한다. 각주에서나 설명되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적용된 케이스이다. 1 번 게송에 대한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집이 [맹렬한 불로] 불탈 때  

밖으로 재물을 끄집어내면 

그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안에서 타버린 것 도움 되지 않습니다.(각묵스님역) 

  

  

집이 불에 탈 때는 

가구를 꺼내서 

태우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네.(전재성님역) 

  

  

When one's house is ablaze 

The vessel taken out 

Is the one that is useful, 

Not the one left burnt inside.(빅쿠 보디역) 

  

  

  

법화경의 불난집의 비유(火宅喩) 

  

1 번 게송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법화경에서 볼 수 있는 

불난집의 비유(화택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상이 불타고 

있다!”비유와 방편 없는 아딧땅경(연소경, S34.3.6)’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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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바 있다. 법화칠유 중의 하나인 화택유(火宅喩)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마을에 자식 많고 나이 많은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는 넓고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낡아서 폐가처럼 황폐해 있었다. 

새들이 집을 짓고 있었으며 뱀들도 서식하고 있었다. 큰 저택이지만 

무슨 까닭인지 출입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나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장자는 

재빨리 문밖으로 뛰쳐나왔으나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몸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지 못하므로 피할 마음도 없었다. 아버지인 

장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오너라’ 고 밖에서 크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이 났다는 것이 무엇이며 불이 집을 태운다고 하는데 그 

집이란 무엇인지, 또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저 집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문밖의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장자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아이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너희들이 항상 

원하던 양(羊)이 끄는 수레, 사슴(鹿)이 끄는 수레, 소(牛)가 끄는 

수레가 문밖에 있으니 빨리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다. 장자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써서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는 모두 아이들이 꿈에서나 그리던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 손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던지고 앞을 

다투어, 오직 하나뿐인 좁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버지가 말한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는 그림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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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아이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아이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다’며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약속한 양·사슴·소가 끄는 

수레보다 더 크고 훌륭하며 날쌘, 흰 소(白牛)가 끄는 수레를 

아이들에게 전부 나눠 주었으므로 아이들은 모두 만족했다.”  

  

(화택유, 현대불교신문) 

  

  

불타는 집에 대한 비유 화택유는 대승불교에서 ‘일불승’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성문, 연각, 보살에 대하여 ‘삼승’이라 하고 

이를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로 비유 하였다. 하지만 법화경에 따르면 

삼승은 방편이고 흰소가 끄는 일불승만이 진실이라 하였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불타는 집을 비유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붙타는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양, 사슴, 소로 만든 수레를 보여 

주는 방편을 사용하였다.  

  

이런 방편은 일종의 속임수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항의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불구덩이속으로 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어떻게 세상이 불타는가? 

  

화택유에서 불난집의 비유를 든 것은 삼승은 방편이고 일불승만이 

진실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딧따경(S1.41)에서는 보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난 집의 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송을 보면 

세상이 불타는 것으로 묘사 하였다.  어떻게 세상이 불타는가? 그것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Evamādipito loko 

jarāya maraṇena”라 하였는데 이는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탈 

때에는(전재성님역)”으로 번역된다.  

  

집이 불탈 때에는 가장 귀중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거세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집에 천만금이 있어도 모두 불에 

타 버리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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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게송에서는 세상이 불탄다고 하였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일까?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오온, 십이처, 

십팔계의 세상이다. 이는 ‘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S35.28)’에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S35.28)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현상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는 탐, 진, 치 삼독으로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딧따경(S1.41)의 두 번째 

게송에서는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고 하였다.  

  

‘연소에 대한 법문의 경(S35.28)’에 따르면 탐진치 삼독은 윤회의 

땔감이다. 그래서 욕심부리면 부릴수록, 성내면 성낼수록 윤회의 땔감은 

풍부해져서 더 잘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세세생생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결국 늙어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의 불이라는 것은 결국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늙음과 

죽음에 대한 것이 아딧따경(S1.41)의 두 번째 게송에 보인다. 탐진치로 

불타는 이 몸이 늙어 죽었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오로지 욕심부리고 화만 내고 산사람에게 있어서 다음 생은 비참은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대게 ‘악처’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처’에 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게송에서 보시만이 구원이라 

하였다. 탐진치로 불타는 세상에서 그 동안 쌓아 둔 보시공덕은 절대 



159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로써 구원해야 

하니 보시만이 잘 구원하는 것이네.(전재성님역)”라 하였다. 

  

“있을 때 잘해!” 

  

요즘 기대수명이 높아져서 이제 90 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기대수명이 

높아지다 보니 ‘의료비’ 지출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각종 암이 발생하여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말년에 암이 걸렸을 때 이제 까지 모아 둔 노후자금 대부분이 암치료에 

들어 간다고 한다. 특히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한달 동안 항암 치료에 

쏟아 붙는 돈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돈이나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보면 틀림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죽어서까지 가져 가져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업공덕이다. 그래서 세 번째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 하였다. 

  

  

보시하면 좋은 공덕을 얻지만 

보시하지 않으면 좋은 공덕이 없다네. 

도둑이나 왕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불타서 사라진다네.(S1.41)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돈이나 재산이 있을 때 많은 

보시공덕을 쌓는 것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있을 때 보시하고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다.  

  

보시는 능력껏 

  

거진 것이 없게 되면 보시공덕을 쌓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가나한 자는 보시공덕을 쌓을 기회조차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네 번째 게송에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능력에 따라’에 해당되는 빠알리가 ‘yathānubhāvaṃ’이다. 이는 

‘yathā(as; like)와 ānubhāva(power; splendor,威力)’의 합성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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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껏” 또는 “능력에 따라” “as fits his means”로 번역 

되었다. 그래서 이 경의 키워드는 사실상 ‘능력껏’이라 볼 수 있다.  

  

보시는 능력껏 해야 한다.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 상태를 보아 적절한 

보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수십, 수백억 자산가 임에도 

월급생활자 정도에 달하는 보시를 하였다면 능력껏 보시라 볼 수 없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시 하는 것 역시 능력껏 

보시라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보시는 몇 퍼센트라 한다. 자신의 수입에서 몇 

퍼센트정도는 아낌 없이 보시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만 보시하라는 법은 없다. 어느 단체에나 

보시하여도 그 공덕은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만원 법칙’이 

나왔을 것이다. 큰 것 한 장을 어느 특정 장소에 보시하는 것 보다 이를 

만원으로 쪼개서 여러 곳에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청정한 보시가 가장 

값어치 있다고 한다.  

  

가짜기부영수증을 사고 파는 시대이다. 어떻게 해서 든지 움켜 쥐려 

하는 것은 내 돈 나는 것을 내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게송에서 부처님은 보시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다. 게송에서는 분명히 ‘능력껏 보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시는 반드시 돈으로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능보시’라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재능보시 역시 보시에 속한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능력껏 

재능보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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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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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  

  

  

HD 시대를 맞이 하여 

  

종종 영화를 본다. 그렇다고 하여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은 

아니다. TV 에서 보여 주는 영화를 본다. 특히 EBS 에서 보여 주는 

영화를 본다. 

  

요즘 TV 에서 영화를 볼만하다. 그것은 옛날과 달리 화질이 좋기 

때문이다. HD 시대를 맞이 하여 광폭의 커다란 화면에 HD 화질로 영화를 

보면 ‘보는 맛’을 나게 한다. 그런 영화중에서도 한국영화가 있다. 

60 년대에 제작된 ‘흑백영화’이다. 주로 최은희, 엄앵란, 신성일이 

단골로 출연하는 영화 들이다.  

  

흑백영화를 볼 때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인공들의 

얼굴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이다. 거리나 집, 집기, 그리고 

산하대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한 요즘과 흑백영화시대를 비교 해 보면 

격세지감이다. 그리고 세상이 상전벽해가 된 듯한 느낌이다.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그 때 당시 환경을 보면 굶주리고 헐벗고 사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안쓰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날 사람들 보다 덜 행복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아사자가 속출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헐벗고 다니거나 굶주리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거리에 나가 보면 모두 잘 차려 입고 모두 행복한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도시의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다.  

  

거리에서 폐지를 주어 파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노인 

빈곤층이 이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층이 1 위라 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의지 하여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많고 갈수록 늘어 

나는 추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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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서 만일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망신’에 해당 될 것이다. 명세기 선진국 가입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인데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면 국가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만일 아사자 나왔다면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 

동급으로 취급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급 되는 연금은 

최소에 그친다.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만 지급 된다. 그런 

돈으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인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HD 화면으로 제공 되는 

TV 에서는 모두 행복한 모습만 보여 줄 뿐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것은 

애써 감추려 하는 것 같다.  

  

거리에서는 잘 차려 입은 멋진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모두 다 

스마트폰 보기에 열중이어서 정보통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렇게 시대는 점차 화려해지고 풍요러워진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 하여 반드시 불행하다고 볼 수 있을까? 대체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잠을 잘 자는 행복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 본다. 

부처님의 ‘친설’이라 불리우는 빠알리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 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만 뻗치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에 행복에 대한 것이 있다. 행복도 행복 나름이지만 잠을 

잘 자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다.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kacci bhante bhagavā sukhamasayitthāti? 

  

[알라바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잘 주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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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ṃ kumāra sukhamasayitthaṃ, ye ca pana loke sukhaṃ senti, ahaṃ 

tesaṃ aññataroti. 

  

[세존] 

“왕자여, 나는 잘 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āḷavakasutta-알라와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35,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알라비시에 있을 때이다. 알라비는 사왓티와 라자가하 사이에 

있는 도시 또는 나라이름이라 한다. 이 도시의 왕과 주민을 보두 

‘알라와까’라 불렀는데 알라와까의 왕자가 부처님게 잠을 잘 잤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고 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잠을 잘 잤다고 말하고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 사람이 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보통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어 

잠을 못 이룬다. 그러나 잠자리에 눕자 마자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질투가 나기도 

한다. 이는 좋은 측면과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잠 잘 자는 사람에 대하여 좋은 면으로 본다면 걱정과 근심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에 대하여 ‘도를 깨우쳐 

공부가 잘 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순무식형’일 수 있다.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길거리에서 노숙한 부처님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알라와까의 

질문을 보면 보통사람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알라와까는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겨울밤은 춥습니다. 더구나 서리가 내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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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입니다. 소의 발굽으로 다져진 바닥은 딱딱하고, 나뭇잎으로 만든 

잠자리는 너무 얕고, 나뭇가지에 잎사귀는 아주 드믈고, 황색가사는 

아주 얇고 북풍은 차갑습니다.(A3.35)”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때 머무는 곳이 숲속의 

‘노지(露地)’임을 알 수 있다. 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볼 때 

부처님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것이다. 더구나 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이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는 주간입니다.”라 하였다. 

  

인도에서 서리가 내리는 주간 

  

인도에서 ‘서리가 내리는 주간(antaraṭṭhako himapātasamayo)’은 어떤 

계절일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araṭṭhako himapātasamayo : ‘서리가 내리는 사잇 팔일간’이란 

말인데, Mrp.II.225 에 따르면, 마가(Magha : 12-1 월)월의 마지막 4일과 

파구나(Phagguna: 2-3 월)월의 처음 4일간을 말한다. 

  

(각주, 전재성님) 

  

  

사왓티시가 있었던 인도 지방에서의 겨울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서리가 

내리는 주간은 1 월말과 2 월 초임을 알 수 있다. 이때가 가장 추울 때라 

한다.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것에 대한 표현이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사자후에 대한 큰경’에서 부처님은 “사리뿟따여, 나는 한겨울 

차가운 밤에 서리가 내리는 팔일간이 찾아오면, 나는 노지에서 밤을 

지새우고 숲에서 낮을 보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나는 

노지에서 낮을 보내고 숲에서 밤을 지냈다.(M12)”와 같이 말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인도가 우리나라 보다 위도가 아래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혹한기는 없지만 노지에서 서리를 맞으며 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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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락을 누리는 자들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차가운 밤에 부처님은 노지에서 노숙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잘 잤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만큼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하였다. 대체 부처님은 어떤 이유로 잠을 잘 

잔 것일까? 먼저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 

“왕자여, 나는 잘 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자여, 내가 그대에게 질문하건데 

마음에 들면 대답하기 바랍니다.  

  

왕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안팍으로 

잘 장식되고 바람이 없고 빗장이 잘 꿰어지고 창문이 잘 잠기어진 

저택이 있고, 그곳에 흑모의 담요가 깔리고 백모의 담요가 깔리고 

꽃무뉘의 양모가 깔리고 까달리 사슴의 털로 된 최상의 모포가 깔리고 

그 위에 덮개가 씌여지고 양쪽에 붉은 베개가 놓여있는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호마유의 등불을 밝히고 네 명의 부인들이 성심껏 시중을 든다고 

합시다.  

  

왕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잠을 잘 자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āḷavakasutta-알라와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35,전재성님역) 

  

  

누구나 바라는 것이 ‘오욕락’이다. 식욕, 성욕, 안락욕, 명예욕, 권력 

이렇게 다섯 가지 욕망을 말한다. 이런 오욕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 그래서 식욕이 충족되면 다음단계는 성욕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명예를 얻고 궁국적으로 권력까지 쟁취하고자 

한다.  

  

하지만 오욕락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오늘날 큰 

부자나 권력자들이 해당될 것이다. 부처님 당시라면 왕족이나 큰 부자를 

뜻하는 장자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왕족이나 장자들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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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 하였다. 더구나 부인도 여럿 두어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  

  

이런 천상락은 부처님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경에 따르면 출가하기 

이전에 왕자로서 삶을 살 때 세 개의 궁전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 

하나는 우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겨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여름을 

위한 것이라 한다. 이중 우기궁전에 대한 묘사를 보면 “마간디야여, 

그러한 나는 우기의 궁전에서 사는 사 개월 동안 궁녀들의 음악에 

탐닉하여 밑에 있는 궁전으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M75)”라고 되어 

있다.  

  

탐욕으로 인한 고뇌가 있다면 

  

이렇게 부처님은 이미 왕자로서 천상락을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알라와까 왕자에게 천상락을 누리는 왕자나 장자의 아들에 대하여 

“그는 잠을 잘 자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자 왕자는 

“세존이시여, 그는 잠을 잘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이는 잠을 잘 

자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세존] 

“왕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탐욕으로 인한 고뇌가 생겨나면, 그 탐욕으로 인한 고뇌로 

불타면서 괴롭게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āḷavakasutta-알라와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35,전재성님역)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막아주고 난방이 잘 되어 있는 포근한 잠자리가 

있다. 더구나 네 명의 부인까지 있을 때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한 고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탐욕으로 인한 성냄이 발생하였다면 과연 잠을 잘 수 있을까? 탐욕과 

성냄에 불타오른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잠을 잘 수 없음을 

말한다.  

  

‘하우스푸어’에게 밤은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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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한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지금 20 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30 평형에 사는 

것이 꿈일 것이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30 평형대로 입성하게 

된다.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50 평형대를 사는 사람의 집을 구경하고 

나서 50 평형대를 갖기 위한 꿈을 꾼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하여 

마침내 꿈에 그리던 50 평형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입주 하는 그 순간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거품이 빠짐에 따라 가격이 반토막 났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깡똥’ 

아파트가 되었을 때 매달 지급 되는 이자로 인하여 ‘하우스푸어’가 될 

것이다. 그런 50 평형대의 궁전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자는 잠이 잘 

올까? 하우스푸어에게 밤은 긴 것이다.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 진다고 해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아흔 아홉간을 가진 자는 한칸을 더 채워서 

백칸을 가지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더 큰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더 높이 올라 갔을 때 행복할까?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 kahāpaṇavassena   나 까하빠나왓세나 

titti kāmesu vijjati,   띳띠 까메수 윗자띠 

Appassādā dukhā kāmā   압빳사다 두카 까마 

iti viññāya paṇḍito.   이띠 윈냐야 빤디또 

  

참으로 금화의 비가 내려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만족은 없다.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현명한 님은 이와 같이 안다. 

  

(Dhp 18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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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들이 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다. 설령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 진다고 하여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자라고 하여 마음도 부자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마음은 늘 가난할 수 있다. 큰 집을 분양 받아 놓고 매달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어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말한다. 자신이 

저지른 탐욕으로 인하여 잠못 이루는 밤이 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욕망에는 쾌락은 적고 고통뿐이라 (Appassādā dukhā 

kāmā. Dhp 186)”라 한 것이다. 

  

부처님은 왜 잠을 잘 잤을까? 

  

부처님은 노지에서 잠을 잤다. 그것도 북풍이 부는 서리가 내리는 추운 

밤 길거리에서 잠을 잔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나는 잘 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 

하셨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잠을 잘잤을까?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세존] 

“왕자여,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은 탐욕으로 인한 고뇌로 불태우면서 

괴롭게 잠을 자게 만드는, 그 탐욕이 여래에게는 버려지고, 뿌리째 

뽑히고, 종려나무 그루터기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자여, 나는 잘 잤습니다.” 

  

(āḷavakasutta-알라와까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35,전재성님역) 

  

  

부처님이 잠을 잘 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탐욕을 놓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종려나무 그루터기가 뿌리 뽑힌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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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 된 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에서라도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서리가 내리는 추운 

노지일지라도 숙면을 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숙자들은 주로 지하철 대합실에서 잠을 청한다.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비닐을 덮고 자는 것이 고작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잠을 잘 잔다.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고 더 이상 성낼 것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궁전 같은 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돌아 올 

‘어음’을 막아야 한다. 그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이 사회로부터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비록 궁전 같은 침실일지라도 노숙자의 잠자리 보다는 못할 

것이다.  

  

행복지수를 극대화 하려면 

  

목표를 낮추어 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편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 놓았을 때이다.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 하였을 

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렇게 내려 놓고 버리고 집착하지 

않을 때 평온을 맛 본다. 이는 행복지수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욕망을 

최소화 하였기 때문이다. 분자에 해당 되는 욕망충족은 그 어떤 것이 

되든 상관 없다.  

  

행복지수는 욕망분의 욕망충족, 이를 욕망분의 소유라 한다. 이는 

‘행복지수=소유/욕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 등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소유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지금 10 억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백만원 가진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듯이 분모에 해당되는 소유는 매우 다양한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지수를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소유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분자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욕구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분모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자는 고정 되어 있을지라도 분모가 줄어 

들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높아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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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사람들은 분자도 늘리고, 동시에 분모도 늘리려 한다. 

그러다 보니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행복지수는 낮아 지는 것이다.  

  

지금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잠 못이루는 밤이 많아진다면 

행복지수는 낮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욕심 많은 자는 황금비가 내려도 

결코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목구멍 포도청론과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금 가난한 자가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나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지금 수중에 비바람을 

면할 정도의 집한칸이 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올라 간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출세간적 삶의 방식이다. 내부의 욕심을 극소화 하여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분소의를 입고 노지에 잠을 자고 하류 한끼를 

먹더라도 감관은 맑고 깨끗한 것이다.  

  

소욕지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잠을 잘잔다. 그러나 ‘대욕’을 바라는 

자들은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고(Dhp60)”라는 법구경 구절이 있다. 긴밤을 고뇌로 보내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윤회는 아득하다.( dīgho bālāna saṃsāro , Dhp 60)”라 하였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목구멍 포도청론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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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欲知足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매번 똑 같은 일을 반복한다.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질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잠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욕망을 내려 놓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최소화 하였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 다리 뻗고 마음놓고 

잠을 잘 잘 것이다. 부처님이 노지에서 잠을 잘 자는 것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잘 

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A3.35)”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Sabbadā ce sukhaṃ seti brāhmaṇo parinibbuto, 
Ye na limpati kāmesu sītibhūto nirūpadhi. 

  

Sabbā āsattiyo chetvā vineyya hadaye daraṃ, 

Upasanto sukhaṃ seti santiṃ pappuyya cetas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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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악을 버린 진정한 바라문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사람 

그는 잠을 잘 자노라. 

모든 갈애를 끊고 마음의 근심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평온하게 잘 자노라.” 

  

(A3.35, 초불연 대림스님역) 

  

  

[세존] 

“감각적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청량하고 집착이 없고 

완전한 적멸을 성취한 

거룩한 님은 언제나 잠 잘자네. 

  

모든 집착을 부수고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적멸을 성취한 님은 

고요히 잠 잘자네.” 

  

(A3.35, 성전협 전재성님역) 

  

  

  

2014-02-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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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금 철학하자는 건가?”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 

  

  

  

“수행자여러분” 

  

어느 법사는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서 “수행자여러분”이라고 

불렀다. 초기불교의 십이연기와 위빠사나를 설명하는 법문에서 

청취자에게 “수행자여러분”이라고 한 것이다. 이때 수행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이지만 크게 성직자와 신도로 나뉜다. 그래서 

성직자는 주로 사제로서 역할을 하고 신도는 다만 따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 행태는 불교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그렇다. 

  

영혼장사를 한다는데 

  

한국불교에서는 영혼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어느 절이든지 

‘천도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신자가 되면 천도재 권유를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불자들이 불자가 되었을 때 

한번쯤 거액의 천도재를 하였을 것으로 파악 된다. 더구나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로 ‘사십구제’를 지내 주기도 

한다. 이렇게 영혼장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도 많다.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불자들 

  

최근 교계뉴스에 따르면 새로 출간한 책중에는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법스님의 책을 들 수 있다. 세존사이트 

운영자로서 인터넷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성법스님이 주장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출간한 성법 스님 책은 업·윤회를 부정한다. 자극적인 단어를 

뽑아 한 권의 책이라도 더 팔기 위해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 업·윤회 개념이 신도들을 착취하기 위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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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 스님은 책에서 “불교에서 윤회는 삶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윤회를 삶의 모습이라 말한 까닭은 몸과 마음이 나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몸을 이루는 조건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면 죽는다고 할 뿐, 몸과 마음이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가며 현재의 

삶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계속 변화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윤회 진행상 특징으로 '먼저 몸'과의 삶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 전생과 금생이라는 단절된 삶인 것으로 간주될 뿐이지 마음을 

중심으로 보면 삶의 과정을 통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불교가 윤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옳을지 몰라도 

윤회가 불교의 핵심사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불자들 잇딴 ‘업·윤회’ 부정…왜?, 2014-02-05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성법스님은 불교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업과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성법스님의 불교관에 대하여 ‘윤회는 

없다고?  한 허무주의 스님의 넋두리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비판한 바 있다.  

  

“육도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어찌 입증해야 하나요?” 

  

성법스님이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불교가 영혼장사 하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업설과 어떤 변치 않는 영혼이 

있어서 윤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  

  

성법스님은 ‘지금 붓다께서 계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33 개의 

항목이 있다. 이중에서 두 개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지금 붓다께서 계신다면 천도재와 영구위패로 신도들을 현혹하는 

출가자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 침묵했거늘 

너희는 어찌 영혼의 구제까지 확언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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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금 붓다께서 계신다면 ‘전생의 업이 현세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바라문들에 

의해 사성제 계급제도에 악용되는 전생의 업을 오히려 부정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 [기고]김재영 법사의 승가 모독에 반론, 불교닷컴 2013-09-30) 

  

  

7 번째와 14 번째 항목을 보면 윤회와 업을 부정하고 있다. 윤회와 업을 

이야기하면 마치 힌두교와 같다고 주장한다.  

  

성법스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존사이트에서 ‘힌두교적 윤회는 

없다’라는 글에서 “윤회가 있다고 믿는 것과 윤회는 없다는 것이 

대립할 때, 어느 쪽이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더 보편적이냐가 고려되어야 

합니다.”라든가, “윤회가 실재하는 세계라고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붓다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윤회와 업을 부정하는 성법스님은 육도윤회에 대하여 

“6가지라고 딱 잘라 분류를 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심지어 “지옥과 천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재(實在)여야 윤회에 합치되는데, 실재한다는 사실을 어찌 입증해야 

하나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지구의 인구는 엄청 증가하는데, 

지구의 축생들이 선한 업을 지어 인간이 증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상의 사람들이 복덕이 다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라고 

묻기도 한다.  

  

유물론적이고 존재론적 사고방식 

 

 

성법스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옥은 갈갈이 찢어진 고통을 육체에 주고 나서, 다시 깜짝할 사이에 

복원을 시키는데, 그런 신묘한 기술을 복 짓고 사는 인간에게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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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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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능히 이런 의문을 만들 수 있고, 또 아시는 스님들께 답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윤회는 없다’면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바라문의 사소한 행태에도 당위성과 질책을 하신 

붓다께서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윤회를 인정하셨을 개연성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요체인 삼법인(三法印)과 사성제(四聖諦)에 윤회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윤회의 개념을 생명체의 연속성과 재생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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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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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칙대로 내 육체의 질량과 에너지 많큼은 우주에 윤회되는, 이런 

윤회를 설명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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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법스님의 윤회관을 보면 철저하게 현세적이다. 오직 이몸이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음을 말한다. 이는 유물론적이고 존재론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감각적 인지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눈과 귀로 인지 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또 보고 듣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인지와 실증에 바탕을 두면 

  

이렇게 인지와 실증에 바탕을 두면 비록 지구 반대편 아마존에 우리 

들이 알지 못하는 부족이 있거나 심해에 한번도 보지 못한 생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 아직까지  죽어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사후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수 없이 업과 윤회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업에 대해서는 “바라문 청년이여,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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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라고 

말씀 하셨다. 이를 업자성정견이라 한다. 출세간적 정견이 사성제라면 

세간적 정견은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윤회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윤회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Santi kho pana sāriputta eke samaṇabrāhmaṇā evaṃ vādino evaṃ 

diṭṭhino: saṃsārena suddhīti. Na kho paneso sāriputta saṃsāro 

sulabharūpo yo mayā asaṃsaritapubbo iminā dīghena addhunā, aññatra 

suddhāvāsehi devehi. Suddhāvāse cāhaṃ sāriputta deve saṃsareyyaṃ, 

nayimaṃ lokaṃ punarāgaccheyyaṃ.  

  

사리뿟따여,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는 이와 같이 설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청정은 윤회를 통해서 온다.’ 사리뿟따여, 이 

오랜 세월에 청정한 신들의 하느님 나라를 제외하고는 내가 일찍이 

윤회하지 않은 윤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 사리뿟따여, 그러나 내가 

청정한 신들의 하느님 나라로 윤회한다면 나는 다시 이 세계에 올 수 

없다.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41 절,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청정은 윤회를 통해서 온다”라는 말을 부정하였다. 이는 

사명외도의 이론으로서 정해진 기간, 이를 테면 팔만사천 대겁 뒤에 

윤회가 끝나면 청정해진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를 

‘윤회청정(saṃsārena suddhīti).’이라 한다.  

  

윤회청정에 대하여 잠을 예로 들 수 있다. 잠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 한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달리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듯이 닦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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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사천대겁 뒤에는 모두 청정하게 되어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를 윤회청정이라 한다. 

  

부처님은 경에서 ‘청정은 윤회를 온다’거나, ‘청정은 재생을 통해서 

온다’거나, ‘청정은 주거를 통해서’ 온다 등의 청정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 경에서도 

‘윤회(saṃsara)’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이는 “내가 일찍이 윤회하지 

않은 윤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M12)”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윤회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곳은 색계 사선천인 ‘정거천(청정한 신들의 하느님 나라)’이다. 

불환자들이 가는 정거천에 태어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등각자가 되기 이전에는 정거천을 제외한 

세계를 윤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품을 거두어 내자고? 

  

이렇게 부처님은 초기경전 도처에서 윤회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윤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보여지는 내세, 윤회, 신통, 신비에 대하여 모두 

후대에 삽입되었거나 조작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품을 거두어 내자고 

말한다.  

  

회의론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만일 거품을 내었을 경우 남아 있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법인, 사성제, 연기, 사념처 등과 같이 

근본가르침에 한정 될 것이다. 이렇게 거품을 모두 제거 하였을 경우 

현재 보는 방대한 분량의 니까야는 소책자 한권 분량으로 줄어 들지 

모른다. 

  

회의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업과 윤회에 대하여 힌두교의 교리라 말한다. 

심지어 경전에서 쓰여져 있는 업과 윤회에 대하여 힌두교의 교리가 

‘습합’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8 만 4천에 달하는 방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위를 가리자고 한다.  

  

경전에 대하여 회의하는 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은 

현세적인 가르침을 말씀 하셨지 내세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성법스님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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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철학하자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업과 윤회를 부정하면 할수록 단멸론과 허무주의로 

귀결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유물론과 존재론에 바탕을 둔 인지주의와 

실증주의에 집착을 하는 한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부처님은 

종교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자 되고 만다. 그래서 업과 윤회, 

내세, 신통, 신비라는 거품을 거두어 내었을 때 더 이상 불교라는 

종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교철학’에 지나지 않고 부처님은 

소크라테스와 동격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에게 묻는다. 

“지금 철학하자는 것인가?”라고.  

  

성법스님의 글을 보면 명백히 업과 윤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하는 주된 이유가 한국불교에서 승려들이 영혼장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빈데 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는 격’과 같다. 또 종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자고 하는 말과 

같다.  

  

불교에 대하여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인지와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불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에 대하여 의심하는 한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유일신교와 다르다.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업, 

내세, 윤회, 신통, 신비 등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설령 자신의 인지와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일지라도 판단을 유보하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는 자신의 인지에 벗어 났다고 하여 

부정하는 회의론자와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의론자들은 법에 대하여 의심한다. 그러나 법을 의심하는 

한 결코 청정해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성자가 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의심의 극복이다. 이는 청정에 이르는 일곱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인 ‘의심을 극복함에 따른 청정(kaṅkhāvitaraṇa visuddhi)’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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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은 또한 성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의 

하는 자들은 인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려면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지혜(paccaya pariggha ñāna)’를 계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지혜는 다름 아닌 ‘연기법’을 아는 것다. 연기법의 

다른 말은  ‘인과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하여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은 연기법과 인과법을 의심하는 자들로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불교는 으뜸 가는 가르침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이다. 그것도 최고의 종교이다. 불교는 으뜸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에 기반한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신도가 되기 보다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신도나 신자로 불리기 

보다 수행자로 불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맛지마 주석서에서는 

빅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고 한다. 

  

  

붓다고사 스님은『디가 니까야』제 2권「대념처경」(D22)에 대한 

주석에서 “도를 닦는 자는 누구나 비구라고 이름한다. … 도를 닦는 

자는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비구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다.”(DA.iii.755)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언급하는 

‘출가자의 길’이라는 술어를 오직 출가한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스님들에게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 가려 뽑아 

싣고 있는 출가자의 길에 해당되는 금구의 말씀은 해탈․열반이라는 

우리의 스승 부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해당되는 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니까야 강독,  들어가는 말 1, 각묵스님) 

  

  

각묵스님은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에 대하여 빅쿠라 하였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주석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5세기 붓다고사에 따르면 “도를 닦는 자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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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라고 이름한다. … 도를 닦는 자는 신이든 인간이든 모두 비구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를 ‘빅쿠’라 한다. 이는 청정도론에서 

근거한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윤회에서(samsare) 두려움을(bhayam) 

보기(ikkhati) 때문에 비구(bhikkhu)라 한다.(Vsm1.7)”라고 뜻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행위의 두려움을 보는 자가 빅쿠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는 자는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사만냐팔라경(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 

D2)에서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계율을 받아 

배웁니다.(D2)”라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행위는 윤회를 유발시킨다. 그런데 행위는 ‘의도’가 실린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연기경에서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인 행위들이, 의도적인 행위들을 

조건으로 알음알이가, (Avijjāpaccayā bhikkhave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S12.1)”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에 대하여 “행을 조건으로 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도적인 행위들을 조건으로 알음알이가”라고 

함으로써 상카라에 대하여 ‘의도적인 행위’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주석적 번역’에 해당된다. 주석에 따르면 

상카라(행)에 대하여 “그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부터 의도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라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은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도에 따라 

발생된 행위가 업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에서 

두려움을 본다는 것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본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윤회에서(samsare) 두려움을(bhayam) 

보기(ikkhati) 때문에 비구(bhikkhu)라 한다.(Vsm1.7)”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행위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들이 빅쿠라면, 누구든지 

행위의 두려움과 윤회의 두려움을 보는 자는 빅쿠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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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록 머리를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소한 

행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윤회의 두려움을 본다면 빅쿠라 볼 

수 있을 갓이다. 

  

  

가사를 입고 있는 유발의 재가불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도와 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삭발자이든 유발자이든 모두 빅쿠 또는 빅쿠니로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어느 TV 프로에서는 가사를 입고 있는 유발의 

티벳재가수행자를 보았다. 또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가사를 걸친 

테라와다불자들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가사를 입고 있는 유발의 티벳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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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입고 있는 테라와다재가불자들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는 신도나 신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자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가정을 가지고 머리를 기른 

재가불자일지라도 도와 과를 지향하는 삶을 실천한다면 모두 빅쿠나 

빅쿠니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방송에서 어느 재가법사는 

방송에서 “수행자 여러분”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2014-02-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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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타트렉의 공간이동과 불교의 윤회 

  

  

  

태란습화의 유래 

  

금강경에서 대승정종분을 읽으면 우주적 스케일의 감동을 받는다. 이는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비무상 (所有一切衆生之類 若卵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라는 구절 때문이다.  

  

구절을 보면 삼계의 모든 중생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태란습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 된다. 

그런데 태란습화는 오로지 금강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맛지마니까야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Catasso kho imā sāriputta yoniyo. Katamā catasso? Aṇḍajā yoni, 
jalābujā yoni, saṃsedajā yoni, opapātikā yoni,  

  

사리뿟따여,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 ‘네 가지의 태어남(四生)’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즉 태생(Aṇḍajā yoni), 난생(jalābujā yoni), 

습생(saṃsedajā yoni), 화생 (opapātikā yoni)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태란습화에 대한 오리지널은 

빠알리니까에서 유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홀연히 생겨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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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에서 화생을 제외 하고 모두 아는 것들이다. 그러나 ‘화생’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 되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Katamā ca sāriputta opapātikā yoni? Devā nerayikā ekacce ca manussā 

ekacce ca vinipātikā. Ayaṃ vuccati sāriputta opapātikā yoni.  

  

사리뿟따여,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뿟따여, 신들이나 지옥의 뭇 

삶들이나 특수한 인간이나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이 생겨나는데, 

사리뿟따여, 이것을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화생이라고 한다.(*282) 

  

(Mahāsīhanādasutta-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화생 하는 것에 대하여 신들(Devā), 지옥의 뭇삶(nerayikā), 특수한 

인간(ekacce ca manussā),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ekacce ca 

vinipātikā)이라 하였다. 신들이나 지옥의 뭇삶은 이해가 되는데 

‘특수한 인간’과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은 어떤 뜻일까? 이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역자의 생각으로는 

특수한 인간은 아마도 중음신을 의미하고 특수한 타락한 영혼은 아귀나 

아수라를 뜻하는 것이겠지만, 불분명하다. ‘홀연히 태어나는’ 이라는 

화생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부연설명한 것이다. 

  

(282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따르면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유는 ‘홀연히 태어나는’문구 때문이라 한다. 

여기서 ‘홀연히 태어나는’이라는 말은 ‘opapātikā’에 대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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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pātikā 에 대하여 PCED194 에서는 ‘arisen without visible 

cause’라 설명 되어 있다. ‘눈에 띄는 이유 없이 일어난’ 뜻이다. 또 

‘born spontaneously’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태어난’의 

뜻이다. 한자어 사전을 보면 ‘化生的’이라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화생이라는 것이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 갑작 스럽게 출현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화생에 대하여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리뿟따여, 무엇인 화생인가? 사리뿟따여, 신들, 지옥에 태어난 자들, 

몇몇 인간들,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을 화생이라 한다.  

  

(M12,  대림스님역)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특수한 인간’이라 번역된 ekacce ca manussā 에 

대하여 ‘몇몇 인간들’이라 하였다. 또 ‘특수한 타락한 영혼들이라 

번역된 ‘ekacce ca vinipātikā’에 대하여 ‘몇몇 악처에 태어난 

자들’이라 하였다. 이는 ekacc 에 대하여 ‘특수한(성전협)’과 

‘몇몇(초불연)’이라고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ekacc 의 뜻은 ‘some; certain; a few, 

某(有), 某(有)一部的, 或る, 或る一部の’라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인간들’, ‘어떤 

타락한 자들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영역은 어떻게 번역 되어 있을까? 빅쿠 냐나몰리와 빅쿠 보디가 공역한 

MDB 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What is spontaneous generation? There are gods and denizens of hell 

and certain human beings and some beings in the lower worlds; this 

is called spontaneous generation.  

  

(MDB, 빅쿠 냐나몰리와 빅쿠 보디역) 



187 

 

  

  

 MDB 에 따르면 화생에 대하여 ‘spontaneous generation’라 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자발적인 세대’라 번역할 수 있다.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인간’ 또는 ‘몇몇 인간’이라고 

번역된 ‘ekacce ca manussā’에 대해서는 ‘certain human beings’라 

하였다. ‘어떤 인간존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ekacce ca 

manussā’어떤 인간 존재일까? 

  

중음신은 있을까? 

  

전재성님의 각주에 따르면 ‘ekacce ca manussā’에 대하여 ‘특수한 

인간’이라 하였다. 그리고 각주에서는 ‘중음신’으로 보지만 불분명한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주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부처님가르침에서는 중음신이 인정 되지 않는다. 연기법칙에 따라 

곧바로 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하였을 때 간격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다. 중음신이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ekacce ca manussā’ 관련 하여 MDB 에서는 각주가 없다. 초불연에서도 

각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각주가 보이지 않지만 전재성님은 281 번 

각주에서 화생에 대하여 “여기서 화생이란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화현하는 것을 말한다.(281 번 각주)”라고 하였다.  

  

화생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남을 뜻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중음신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특수한 인간(성전협)’ 또는 ‘몇몇 

인간(초불연)’, ‘certain human beings(MDB)’ 이라 번역 되는 

‘ekacce ca manussā’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보의 덩어리, 식온(識蘊) 

  

화생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생겨남을 뜻한다. 그런데 전재성님은  

“사리뿟따여, 이것을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나는 화생이라고 

한다.(,Ayaṃ vuccati sāriputta opapātikā yoni M12)”라 하였다. 

하지만 빠알리어 문구에 ‘마음’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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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 에서는 “this is called spontaneous generation. (이것은 자발적 

세대라 불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음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초불연에서도 “화생이라 한다”라고 하였을 뿐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재성님은 ‘마음에서 홀연히 생겨난’ 

것이라 하였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구경 1 번 게송에서도 

“정신이 사실들의 선구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였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마노(mano)이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뜻하는 말이 ‘찟따’, ‘윈냐나’, 

‘마노’인데 때에 따라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법구경 1번 

게송에 대하여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이 앞서 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오온에서 마음을 윈냐나라 한다. 이를 한자어로 ‘식’이라 한다. 

그런데 이식은 단지 하나의 마음이라기 보다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의식의 덩어리라는 뜻으로 ‘식온’이라 한다. 전재성님은 이를 의식의 

다발이라 하였다. 마치 근육이 다발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의식(윈냐나) 

역시 수많은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의식(윈냐나)에 대하여 무더기, 덩어리, 다발로 본다면 식온은 정보의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다. 마치 수많은 파일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CPU 와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불자소설가인 

임현담님은 스타트렉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동’의 예를 들어 환생을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영상과 음성을 재생하는가?  

  

스타트렉에서는 순간적인 공간이동 장면이 있다.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몸전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쪽 공간에서 정보가 재구성 

되어 완전한 몸을 보여 주고 있다. 마치 홀연히 ‘화생’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공간 이동은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을 들 수 있다. 

  

라디오에서는 주파수만 맞추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때 주파수라는 

것이 ‘반송파’이다. 이를 ‘carrier wave’ 라 한다. FM 이라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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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메가 헤르쯔 대역이다. 예를 들어 100 메가 주파수를 고정하면 

100 메가헤르쯔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100 메가헤르쯔에 고정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방송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변조(modulation)’한다고 한다. 반대로 

수신측에서는 이를 역순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조(demodulation)’한다고 한다. 이처럼 변조하여 방송하고 복조 

하여 수신하는 것이다.  

  

  

  

 
  

변조(modulation)와 복조(demodulation) 

  

  

  

그런데 변조된 반송파에는 음성정보가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반송파는 음성정보를 가득실은 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반송파는 들을 

수도 없다. 주파수가 100 메가 헤르쯔로서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테나만 설치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는 반송파가 공중에 편재 

되어 있기 때문이다.  

  

TV 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500 메가 헤르쯔 캐리어에 영상과 음성 

정보를 실어서 보냈을 경우, 시청자는 단지 리모콘으로 500 메가 

헤르쯔에 해당되는 채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눈과 귀로 볼 

수 없었던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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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렉에서 공간이동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송시스템을 보면 스타트렉에서 공간이동을 떠 올리게 한다. 

그래서일까 임현담님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식에 따른 재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면 식識의 이동이 뇌 안에서만 일어날 뿐인가?  

 그렇지 않다.  

 두뇌 안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핸드폰처럼 원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사망에 이르러 모선[육신]이 파괴되면 외부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바, 

이때 여러 가지 주의점이 제시된다. 심장이 멈추면서 식識의 이탈이 

서서히 일어나는데 보통 이때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몸이 

지속적으로 따뜻하다면 과정이 지속되는 진행형이며, 린포체들에게는 이 

시간이 유달리 긴 이유는 정보량이 많아서다.  

  

 티베트불교에서 심장이 멈춘 후에 곧바로 시신에 손을 대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은 cut 혹은 copy 과정에서의 식識의 왜곡을 막으려는 

이유다. 누워서 돌아가신 스승을 일으켜 좌탈입망의 자세를 만든다든지, 

이리저리 시신의 자세를 고치는 일은 순간이동 중에 전원을 건드리는 

일처럼 위험한 일이고, 그 결과 정보교란으로 인해 도력이 여간 높지 

않은 스승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사건을 맞이한다.  제자가 구루의 

덕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신을 조작하는 행위가 구루에게 도리어 

커다란 죄악을 범하는 셈이다.  

  

 금강승 제자들은 체온이 빠져 나갈 때까지, 말하자면 정보가 완전히 

모선을 빠져나갈 때까지 모선을 흔들고 뒤집고, 우두둑 꺾기를 하지 

않고 만뜨라를 봉송하며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윤회, 임현담님, 2009·11·26) 

  

  



191 

 

 
  

스타트렉 

  

  

티벳불교 신봉자인 임현담님에 따르면 린포체의 환생에 대하여 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치 스타트렉에서 공간이동 하는 

것처럼 식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식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는 식이 단순히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 또는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덩어리로 

보는 듯하다.  

  

“식(識)이 다른 숙주를 찾아 이동하는 일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부른다” 

  

임현담님은 이어서 식이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識이 이동을 한다면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중요한 핵심 정보만 

가지고 슬림하게 만든 후 전송된다. 따라서 지상에서 평생 입고 있었던 

낡은 육신과 관련된 정보,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은, 모선을 다루는 

법처럼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버려야한다. 혈연, 지연 등등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서글프지만 가족에 대한 

기억 따위는 모선에 남겨져 분해되는 모선과 운명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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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단출 슬림화된 핵심 식識이 다른 숙주를 찾아 이동하는 일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부른다.  

  

(윤회, 임현담님, 2009·11·26) 

  

  

임현담님에 따르면 식이 이동할 때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 된다고 한다. 

꼭 필요한 정보만 남게 되는데, 이 식으로 인하여 명색으로 재생 또는 

환생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스타트렉의 공간이동 개념을 이용하여 식이 이동으로 다음 생이 

시작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윤회에 대하여 “단출 

슬림화된 핵심 식識이 다른 숙주를 찾아 이동하는 일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부른다.”라고 결론 짓는다.  

  

이렇게 스타트렉의 공간이동에서 힌트를 얻어 식에 의한 윤회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작가는 글에서 “개인적으로 널널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힌두교, 불교, 노장, 양자 물리, 등등을 총동원하여 공들여 

쓰고 싶은 SF 작품이다.”라고 하였다. 

  

“이 어리석은자여 (moghapurisa)” 

  

임현담님은 식이 윤회한다고 하였다. 그런 식에 대하여 ‘정보의 

덩어리’라 하였다. 그래서  윤회하면 이 식온에 저장 되어 있는 정보가 

명색으로 재생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식, 즉 마음이 윤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부처님에게 “이 어리석은자여 

(moghapurisa)”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제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치욕스런 말이다. 왜 그럴까?  

  

맛지마니까야 ‘갈애의 부숨에 대한 큰경(M38)’에 따르면 사띠빅쿠가 

“세존이시여, 제게 이와 같이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뜻에서 ‘moghapurisa (a stupid)’라고 부처님이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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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발생하는 식이 윤회한다 

  

경에 따르면 사띠빅쿠는 식이 윤회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 들인 것이다. 왜 잘못인가? 이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존] 

Kassa nu kho nāma tvaṃ moghapurisa mayā evaṃ dhammaṃ desitaṃ 

ājānāsi? Nanu mayā moghapurisa anekapariyāyena paṭiccasamuppannaṃ 

viññāṇaṃ vuttaṃ aññatra paccayā natthi viññāṇassa sambhavoti.  
  

Atha ca pana tvaṃ moghapurisa attanā duggahītena amhe ceva 

abbhācikkhasi, attānañca khaṇasi1, khahuñca apuññaṃ pasavasi. Taṃ 

hi te moghapurisa bhavissati dīgharattaṃ ahitāya dukkhāyāti. 

  

“이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여,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나를 잘못 

대변하고, 스스로를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Mahātaṇhāsaṅkhayasutta- 갈애의 부숨에 대한 큰경, 맛지마니까야 M38,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것은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의식이 윤회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단순하게 식이 윤회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만일 식이 윤회한다면 이는 연기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아뜨만윤회와 다름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paṭiccasamuppannaṃ viññāṇaṃ)”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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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paṭiccasamuppada)라는 것이 인연과인데 이는 원인(因)과 

조건(緣)과 결과(果)로 설명된다. 이때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빠띳짜(paṭicca)이다. 십이연기에서는 빳자야(paccayā)라 하여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렇게 연기는 조건에 따라 발생된다. 그래서 현상은 일어날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저절로 일어난다거나 누가 

만들어서 생겨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띠 빅쿠는 이제까지 ‘식(viññāṇa)’이 윤회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식이 윤회한다면 

  

만일 식이 윤회 한다면 이는 ‘영혼’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몸에서 

몸으로 몸만 바꾸는 윤회가 된다. 이를 ‘환생(reincarnation)’이라 

한다. 이는 힌두교 윤회방식으로서 윤회의 주체인 ‘아뜨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윤회의 주체가 있다면 연기법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기법은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와 같이 조건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식 

그 자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발생한 식이 윤회함을 설명하고 

있다.  

  

식이 윤회한다면 연기법도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열반도 실현할 수 

없다. 조건 발생하여만 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십이연기에서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S12.2)”라고 설명 되어 있는 ‘역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식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소멸 되면 더 이상 의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열반이 실현된다.  

  

식이 윤회한다면 ‘해탈’은 가능할 것이다. 식이 맑아져서 청정하게 

되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근원과 합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범아일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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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회주체로서의 식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근원과 합일은 

가능하지만 결코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 윤회주체로서의 식은 조건 

발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매순간의 순간윤회 

 

 

식이 윤회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식이 

윤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건발생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건 발생된 식의 윤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순간윤회’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이르로 재생하는 ‘일생윤회’이다. 그렇다면 

순간윤회와 일생윤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순간윤회는 십이연기 정형구에서 식에 대한 것을 보면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S12.2)”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매순간 연이어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것이다. 이런 연기는 순차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적 발생일 수 있다.  

  

순간윤회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 발생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형성, 즉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그 행위라는 것은 

‘신체적 형성, 언어적 형성, 정신적 형성 (kāyasaṅkhāro vacīsaṅkhāro 
cittasaṅkhāro)’ 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업’이다. 이와 같은 

신구의 삼업이 결국 마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아만 일어나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 밖에 처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일 수 없다. 그래서 행위를 지었으면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마음(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 명색이라는 것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정신활동이 있으니 이것을 명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광대한 존재, 또는 네 가지 광대한 존재에서 파생된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 (S12.2).”라고 정의 되어 있다. 

  

일생윤회에서 식과 명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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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생윤회가 있다. 이는 삼세양중인과로 설명된다. 십이연기에 

대하여 삼세에 걸쳐서 두번 인과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삼세양중인과로 십이연기가 설명될 때 통상적인 십이연기 정형구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식과 명색’의 

관계이다. 이는 ‘도시의 경(S21.65)’에서 볼 수 있다. 

  

  

Tassa mayhaṃ bhikkhave, etadahosi: "kimhi nukho sati nāmaråpaṃ 

hoti. Kiṃ paccayā nāmaråpa"nti. Tassa mayhaṃ bhikkhave, yoniso 

manasikārā ahu paññāya abhisamayoþ "viññāṇe kho sati nāmaråpaṃ 

hoti. Viññāṇapaccayā nāmaråpa"nti. 
  

Tassa mayhaṃ bhikkhave, etadahosi: "kimhi nukho sati viññāṇaṃ 

hoti. Kimpaccayā viññāṇa"nti. Tassa mayhaṃ bhikkhave, yoniso 

manasikārā ahu paññāya abhisamayo: "nāmaråpe kho sati viññāṇaṃ 

hoti. Nāmaråpapaccayā viññāṇa"nti. 
  

[세존] 

  

그때 수행승들이여, 내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으면 

명색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가? 그때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지혜로 꿰뚫었다.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그때 수행승들이여, 내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가? 그때 수행승들이여, 

나는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지혜로 꿰뚫었다.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나가라경-Nagarasutta-도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65,전재성님역) 

  

  

첫번째 문단을 보면 늘 보는 십이연기 정형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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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하던 내용이 나온다. 

그것은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식과 명색을 바꾸어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왜 이렇게 한번은 ‘식연명색’으로 설명하고 또 

한번은 ‘명색연식’으로 설명하였을까? 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세존] 

그때 수행승들이여, 내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의식은 

여기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명색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와 같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고 세상을 떠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나가라경-Nagarasutta-도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65,전재성님역) 

  

  

 경에서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nāmaråp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åpaṃ)”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하여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식연명색(識緣名色) 명색연식(名色緣識)’이 된다. 바로 이구절이 

식이 재생연결식으로사의 ‘식’을 말한다. 이 재생연결식으로서 식 

또한 조건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간윤회와 일생윤회의 차이를 표로 보면 

  

순간윤회와 일생윤회에 있어서 식과 명색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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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식과 명색의 관계 비  고 

순간윤회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S12.2) 

식연명색(識緣名色) 

일생윤회 1)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viññāṇe kho sati nāmaråpaṃ hoti. 

Viññāṇapaccayā nāmaråpa )  (S12:65) 
  

2)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nāmaråpe kho sati viññāṇaṃ hoti. 

Nāmaråpapaccayā viññāṇa)  (S12:65) 

1)식연명색(識緣名色) 

2)명색연식(名色緣識) 

  

  

  

표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순간윤회의 경우 

식연명색(識緣名色)이고, 일생윤회는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일생윤회로서의 식은 명백히 ‘재생연결식’을 

뜻한다. 특히 “이 의식은 여기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명색을 넘어서지 

못한다.(S12.65)”라 하였는데, 이는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되돌아 

오는 의식이란 재생의식(patisandhiviññāṇa)과 통찰지를 말한다. 

재생의식은 조건으로부터 되돌아 오고 통찰지는 대상으로부터 되돌아 

온다. 그것은 명색을 넘어서지 못하고 더 나아 가지 못한다. 

(Srp.II.125)”라고 설명되어 있다. 재생연결식은 조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일생윤회 역시 연기작용임을 알 수 있다.  

  

경에서는 “이와 같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고 세상을 떠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 (S12.65)”라고 하였다. 바로 이 문구가 식이 재생연결식임을 

뜻하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이 일생윤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 ‘명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는 한, 이와 같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고 세상을 

떠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이다. (Srp.II.115-116)”라고 설명 

되어 있다.  

  

정보의 양이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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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순간윤회에서 있어서 십이연기정형구와 일생윤회에 있어서 

십이연기 정형구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가 ‘식과 명색’의 관계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식과 명색에 대하여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으로 하여 한번만 표시 되어 있으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여러 번일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재생 하는 과정이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운 로드 할 때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 더 시간이 

걸린다. 아날로그로 방송시절 TV 채널의 전환속도는 0.5 초 이내 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에 따라 처음 디지털수신기가 나왔을 때 채널 속도는 

약 3-5 초 정도로 굼떳다. 이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영상압축(MPEG)된 방대한 정보를 처리 하기 위해서는 타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요즘 디지털 기기의 

채널 속도는 많이 개선 되었다. 

  

마찬가지로 재생이 일어날 때 정보가 많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어날 때 왕복 한번 뿐 만 아니라 수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현담님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정보의 양이 많으면 copy & paste 혹은 cut & paste 속도가 굼벵이처럼 

느리게 되고 정보량이 미세하면 순식간 이동이 이루어진다. 물론 

컴퓨터의 성능과 그 정보를 받아내는 USB 성능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 

  

(윤회, 임현담님, 2009·11·26) 

  

  

스타트렉에서의 공간이동에 대하여 정보의 양에 대한 설명이다. 

다운로드 할 때 용량이 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듯이 일생윤회의 

재생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많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상상해 

본다. 그래서 경에서는 ‘식연명색(識緣名色)과  

명색연식(名色緣識)’상호작용에 대하여 한차례 밖에 표기 하여 놓지 

않았지만, 재생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많다면 무수히 반복될 것이라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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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 

  

비유를 드는 것에 대하여 방편이라 한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방편을 들어도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방송시스템의 예를 들어 재생하는 것을 설명 

하였지만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수많은 방편을 들어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불교인이자 소설가인 임현담님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재생과정에 

대하여 스타트렉에서 본 공간이동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정보가 

들어 있는 식이 이동하는 것으로 윤회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식(識)이 

다른 숙주를 찾아 이동하는 일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부른다”라고 정의 

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식이 이동하는 것을 윤회로 본다면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그것은 윤회에 주체가 있다는 아뜨만 윤회론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처님 앞에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아마도 사띠빅쿠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어리석은자여 (moghapurisa)”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윤회는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발생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는 연기의 법칙에 따른 윤회를 말한다.  

  

조건발생된 식이 윤회해야 연기법도 만족하고 또 열반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만 소멸하면 열반이 성취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연기법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열반도 실현 할 수 

없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임을 알 수 

있다. 

  

  

  

2014-02-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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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장 신분이 서열이 되는 사회 

  

  

서민등골 브레이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다. 등이 구부러진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언덕 길을 낑낑 대며 힘겹게 올라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에 공병이나 캔등을 수거하러 다니는 

노인들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폐지나 재활용 자재는 고물상에 넘기는데 손에 쥐는 

돈은 보통사람들의 점심값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나 세법개정에 

따라 고물상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받아 가는 금액도 

줄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느 매체에서는 ‘서민등골 브레이커’라 

하였다.  

  

뉴욕블루스 

  

우리나라에만 극빈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 어디에 가도 걸인이 

있듯이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도 극빈층이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 본 

뉴욕의 극빈층을 보았다. 화려한 번화가에서 페트병과 캔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인종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뉴욕블루스’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를 보면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도 있고, 중남미 출신도 있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중국인도 있다. 또 일본인도 보인다. 모두 나이가 

든 노인들로서 극빈층이다.  

  

뉴욕에서 재활용 자재를 수거 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금발의 

백인과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중국인이 서로 영역다툼을 벌이는 장면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전직을 보면 모도 직장인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었고, 또 어떤 이는 요리사 이었다.  

  

뉴욕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재활용 

자재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주어 

파는 노인들과 다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페트병이나 캔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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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종일 일해 보았자. 보통사람들의 밥 세끼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전세계 어느 나라에나 걸인이 있고 극빈층이 있다. 반면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상류층이 있다. 그래서 극과 극의 계층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극과 극이 적고 중간이 두터울수록 안정된 사회라 한다. 중산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사회가 안정된다. 그러나 소수가 부를 독차지 하고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을 때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한 때 국민들 대다수가 

중산층이라고 여겼으나 이제는 스스로 극빈층이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화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습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송희영 

주간은 자신의 컬럼에서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라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카스트화 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직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이 매겨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직장서열 상층부에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국에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여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귀족 제도’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글은 

논쟁중이다. 공무원과 연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잘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넷상에서 비공무원과 공무원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최근 어떤 이는 블로그에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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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다. 댓글을 남긴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 

  

그래서 보통 글을 잘 안 다는데 여기는 달아 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꿈이 되는 나라는 비정상적이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서 공무원의 메리트를 없애자는 말에는 정말 할 말이 안나옵니다. 

공무원이 정말 혜택이 많아서 지금 초등생들이 공무원을 꿈꿀까요?  

 

판사가 최고인 시절에는 다들 판사를 꿈꾸었고, 의사가 최고인 시절에는 

다들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공무원, 교사... 예전에는 형편 어려운 집 

자식들만 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각광을 받을 

뿐입니다. 워낙 격변하는 사회다 보니 안정성이 최고의 미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끌어내려 선호도를 조정하자? 허! 정말 

듣다듣다 이런 웃기는 소리는 처음이네요. 

 

무조건 최고만 지향하는 세태를 타파해야지요. 끌어내려 다같이 죽자는 

겁니까? 공무원이 복지 혜택이 과도해서 각광을 받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팍팍하고 그지같으니까 안정적인게 장땡인 사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이가 제시하신 내용들도 정확한 자료 없이 카더라 

내지는 일부 출처불명의 기사들이 전부이네요. 이런 소스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몇 글 쏟아내는거야 이해 하겠지만 이렇게 까지 집요하게 

공무원연금을 물고 늘어지실 거였으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셨어야지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보상개념이 맞지요. 왜냐, 퇴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보험들어서 마련한 퇴직연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란 말입니다. 

 

자꾸 퇴직금 이야기 안하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이건 퇴직금이라고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 연금 이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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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많을 수 밖에 없지요! 

 

퇴직금이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공무원들이 일반사업장에서 퇴직금 깎이고 심지어 못받고 나가면 그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일부 

퇴직금은 국가에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여 지불해 줍니다. 그 체당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국가에서 

당연히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부도가 났나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노동자가 

아니랍니까? 

 

다른 글에 보니 모 공무원이 한달 18 만원 내는데 33 호봉에 월 180 

받는다는 글을 보고 18 만원에 10 배를 받는다고 헛소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18 만원이지요. 연금을 정액으로 내는 곳도 

있나요? 당연히 퍼센티지로 내지요. 국민연금보다 퍼센티지 비율도 

높습니다. 지금은 18 만원이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오르지요. 그 올라간 

금액까지 다 반영해서 180 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그 180 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구요. 

 

제대로 내용조차 알지 못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리한 글만 

퍼다가 국민감정 자극하는 짓 그만하세요. 

 

애초에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유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금을 국가에서 갖다 썼기 때문입니다. 갖다 쓸 땐 국가 맘이고 다시 

돌려주라니 국민세금이라 아깝다구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전에 장황하게 공무원의 3 대 혜택에 대해 써 놓으셨더군요. 

 

첫번째, 현직에 있을 때 정년보장, 신분보장 

-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공무원은 각종 제한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투잡 금지지요. 

 

두번째로, 퇴직후에는 늙어 죽을 때 까지 연금이 지급되어 노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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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2.5 배나 지급된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는 퇴직연금이라는 데 있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세번째로, 본인 사망후에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다. 

- 이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족 연금이 있는 것 

모르셨나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보통사람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모른다 하시는데 본인들이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나 

보네요. 

 

뭔가 장황하게 늘어놓으셨는데, 네! 저도 차라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제가 그동안 낸 7% 중에 2.5%분 돌려받고 그걸로 

개인연금 들어놓고, 국민연금 4.5% 내고, 퇴직금 따로 받고, 투잡 

허용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통쌤,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45) 

  

  

글을 남겨 주신 분은 아마도 공무원 같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다. 

글에서 본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반박형식으로 되어 있다.  

  

글쓴 이는 공무원연금은 보험개념이 아닌 보상개념이고, 기금이 

고갈났다면 국가에서 보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더구나 

상속개념에 대해서는 ‘빵 터졌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어떤 수준일까? 

  

대기업과 비교하여 박봉이라고 

  

최근 채널 A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하종대 기자의 설명을 들었다. 

중국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는 동아일보의 하종대 기자가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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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문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교대상에 대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의 연평균 임금, 즉 연봉은 얼마나 될까? 흔히 박봉이라고 알고 

있는 공무원의 연봉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하기자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대기업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종대 

기자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 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 년 7 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 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평균의 급여 

총액을 18 억 4258 만 원과 20 억 9264 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공무원이 1 억 8238 만 원, 근로자가 1억 5917 만 원이었다.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동아일보 2014-02-12) 

  

  

이 기사는 하종대 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동아일보‘특별취재팀’이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임금은 100 인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얼마나 될까? 

  

몇 해 전 살고 있는 곳 구청에 플레카드가 나 붙었다. 구청 민원실 앞에 

커다란 글씨로 “박봉에도 일해 왔다. 노후생활 파탄내는 연금개악 

중단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이렇게 공무원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박봉이다. 과연 그럴까?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추이’에 대한 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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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나붙은 플레카드(2008 년)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추이(동아일보, 2014-02-1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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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공무원의 연봉은 4300 만원이다. 일반근로자는 이보다 약 

500 만원이 적은 3800 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의 소득이 

일반근로자들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참고 살아 왔다”라는 구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 내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보이는 것이다.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카스트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연봉은 일반근로자들 보다 높다. 그럼에도 

박봉이라고 한 것은 동아일보 하종대 기자가 채널 A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공무원연금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간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분과 고용이 보장문제이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은 신분과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보장 이라는 삼박자 혜택을 받는 공무원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박봉이라 한다. 

그럼에도 신분고용 등 삼박자 혜택을 감안한다면 직장의 서열을 정하면 

공무원이 ‘최상층’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덧 공무원은 직장신분 서열 최상위가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카스트가 형성되었다고 블로그에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반근로자와 격차를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다. 이에 대하여 하종대 특별취재팀은 

다음과 같이 기고 하고 있다. 

  

  

퇴직 뒤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80 세를 기준으로 5 억 8796 만 원이지만 

근로자는 2 억 3229 만 원에 그쳤다. 급여까지 합쳤을 때 공무원은 

24 억 3054 만 원을, 근로자는 23 억 2493 만 원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 2조 

메워, 동아일보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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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연봉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다. 그런데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공무원연금 제도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이를 같은 조건에서 단순비교하면 공무원은 5 억 8 천만원을 

연금으로 타가지만, 일반근로자는 2 억 3 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유족연금까지 감안하면 격차가 더 커진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 

  

대물림 되는 유족연금 

  

보통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유족연금’이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족들이 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르면 60%라 한다.  

  

국민연금에도 유족연금개념이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 유족연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연금이 상속재산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살아 있을 때는 일반근로자 평균임금 보다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에서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였다. 

  

자녀들이 부모 연금을 바라보고 

  

몇 해전 남유럽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등 남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TV 에서 특파원 리포트를 보니 스페인에서는 연금지금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 나는 

상황에서 고액의 연금 지급이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이다. 상당한 액수의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 가는 부부가 있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연금을 바라보고 살아 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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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연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을 때 자녀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연금에 의지 하여 살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은 본인 사망시 60%가 상속된다.  

  

“퇴직금을 돌려다오” 

  

현재 공무원 연금은 국고보조 없이는 유지 할 수 없다. 혈세로 메꾸는 

돈이 ‘조’단위가 되었다. 그래서 2014 년 국고보조금은 ‘4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떠 받치는 셈’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퇴직금이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연금+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글을 남겨 놓은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한다. 

퇴직금을 돌려 주고 국민연금과 합치든지 하라는 것이다. 

  

이 땅의 가장 완벽한 복지시스템 

  

공무원연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공무원 자신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송영희 논설주간은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며 한 번의 시험 합격으로 

장례(葬禮) 서비스까지 보장받는 특수신분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 계층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조문(7 조)을 다르게 읽는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납세와 병역 책임을 지운다.' 

  

(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조선일보, 2010-05-14) 

  

 

송희영칼럼에 따르면 이 땅의 공무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구현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죽으면 ‘장례서비스’까지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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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특수계층임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형 카스트제도’라 볼 수 있다. 

  

보수신문에서 들고 나서는데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 볼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더 이상 박봉이 아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박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먹혀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고갈난 공무원기금에 대하여 혈세로 메꾸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남유렵에서 재정위기가 

닥쳤듯이 국가는 파탄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오히려 보수신문에서 들고 나서고 있다.  

  

거센 저항에 직면 할 것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도 일이 

없어서 그 동안 거래 하였던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랫더니 

대부분 다른 부서에 있거나 하던 일을 접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었고, 또 그 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비록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그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끊임 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든 천국과도 같은 복지시스템이 한국형 

공무원연금제도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천년 만년 유지될까? 

  

남유럽에서 재정위기를 겪자 공무원연금 지급을 줄였다. 이는 변화이더. 

더구나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연금지급도 중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꿈과 같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천국과 같은 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래서일까 보수신문의 송희영 논설주간은 다음과 같이 경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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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 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언제까지 현대판 노예로 살아야 하느냐"고 분노할 하류계층이 

600 만명을 넘어 700 만, 800 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조선일보, 2010-05-14) 

  

  

이렇게 세상은 자꾸 변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천년 만년 혜택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무상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썼다. 그 동안 쓴 글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2)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3)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4)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투영된 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을 버려라!” 공무원의 삼중혜택 

6) “연금..   그거 하나보고” 취업준비생과 우리 속에 갇힌 사자 

7)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이렇게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한국형  카스트 

제도가 고착화 되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액의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 가는 자는 이 나라가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일지 몰라도, 하루 하루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연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땅은 죽지 못해서 사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루려 한다면 ‘박봉’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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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부세계는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지옥은 있을까? 아무도 죽어서 살아 온 사람이 없기에 사후의 세계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천상은 있을까? 역시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장사’가 된다고 한다. 아무도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사후세계에 대하여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한다. 단지 마음속에 있다고 하며 

마음쓰기에 따라 지금 겪고 삶자체가 지옥도 될 수 있고 천상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반은 맞다고 본다. 현세의 삶에서 ‘순간윤회’로 보았을 

때 적용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생윤회로 보았을 때 

지옥과 천상 등 흔히 말하는 ‘육도윤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옥과 천상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실재(實在)여야 

윤회에 합치되는데, 실재한다는 사실을 어찌 입증해야 

하나요?(SB 스님)”라고 회의 한다면, 마치 죽어서 돌아서 온 사람이 

없기에 육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다름 아닌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단멸론’적 견해이다.  

  

현세행복론자들은 

  

지옥, 천상 등 육도는 있을까? 이에 대하여 불자라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세에서 ‘행복제일’을 추구하는 

‘현세행복론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면 됐지”라고 하면서  죽음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런 시각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단멸론적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육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부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초기경전 도처에는 지옥, 천상 등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묘사이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M129)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를 보면 “수행승들이여, 그 다음에 지옥의 옥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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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커다란 숯불 산에서 오르내리게 

한다. 그때에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M129)”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옥묘사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어낸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마치 문학작품 처럼 

‘허구’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냥 저처럼 판단을 유보하세요” 

  

이렇게 경전에 쓰여 있는 말에 대하여 회의 하는 불자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법우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주셨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수준에 도달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인정하는 불자라면 

 

적어도 부처님이     나 자신의 인식수준을 뛰어 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굳이 애써가며, 신화를 차용했다느니, 후대에 전승이 잘못됬다느니, 

방편이라느니 

둘러댈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죠 

 

요새 현대과학은 

마음과 우주와의 관계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우주를 팽창시킨다는 

 

판타지보다도 더 판타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판타지가 

노벨상 수상자들끼리 공유하는 세계관이라는 건데......... 

 

소위 이른바 '합리적'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타지를 접하셨을때,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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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의 논리를 깨지 못하실꺼면 

그냥 저처럼 판단을 유보하세요......... 

  

(S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35) 

  

  

S 법우님은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판단을 유보 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자신의 인식과 한계를 넘어 서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님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옥은 실재할까? 

  

논장의 위치는? 

  

빠알리 삼장이 있다. 이는 ‘율장’과 ‘경장’과 ‘논장’을 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빠알리 삼장에서 논장의 위치는 어떠할까? 

논장은 율장이나 경장과 ‘동급’으로 본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놓은 것이 논장이다.  

  

경장이 ‘교과서’ 같다면 논장은 마치 ‘참고서’와 같다. 철저하게 

경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 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장은 

사실상 부처님 말씀이나 다름 없다.  

  

“외부세계는 엄연히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 한다” 

  

논장중에 아비담마가 있다. 부처님 말씀에 대하여 방편없이 있는 그대로 

‘법에 대하여(abhi-dhamma)’ 설명 된 것이 아비담마논장이다. 이 

아비담마 논장에 육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아비담마타상가하를 우리 말로 편역하여 놓은 것이 초불연에서 발행된 

‘아비담마길라잡이’이다.  대림스님과 각묵스님이 공저한 이 책에서 

불교의 우주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존재들이 거주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한다. 지옥, 축생 

등과 같은 육도와 삼계를 말한다. 그런데 ‘아누룻다’와 같은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런 세계는 ‘우리 내부의 마음에 있는 여러 현상이 

밖으로 반영된 것’이라 한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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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담마에 의하면 이 외부의 세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미세한 여러 계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기재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담마가 철학적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나 비실재로 외부세계를 이해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외부세계는 엄연히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 

한다. 그러나 외부세계란 항상 마음에 의해서 이해 되는 세계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마음들이 외부로 부터 자신에게 

나타나는 대상의 성질을 결정 한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외부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2 절, 대림-각묵스님역) 

  

  

 
  

COSMOS 

  

  

아비담마논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인간계와 축생계 

뿐만 아니라 지옥이나 천상 등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고 

‘일체유심조’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있어야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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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든지 마음이 있어야 세상도 있음을 말한다. 그런 외부세계에 

대하여  “외부세계는 엄연히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 

한다.”라고 천명한 것이다.  

  

자신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과 세계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따로 분리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생들이 거주 하는 세계는 ‘중층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는 여래 십력 중에 ‘종종계지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에 따르면 

종종계지력은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 분명히 

안다.(M12)”라고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이나 천상 등 

외부세계가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뭇삶들은 어떻게 

해서 외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아비담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 왜 특정한 세계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그가 

전생에 그 세계에 태어나기에 적합한 업, 다시 말하면 마음의 의도적인 

힘을 산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 2 절, 대림-각묵스님역) 

  

  

지옥이나 천상 등 육도, 그리고 삼계에 태어나는 요인은 전적으로 

‘업’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자신이 태어나기에 적합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업은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여 지은 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난 자는 지옥에 

태어나기에 적합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고, 천상에 태어난 자는 역시 

천상에 태어나기에 적합한 업을 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업과 업의 과보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식)과 업은 상호의존적이고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층구조로 된 세상에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아비담마에서는 “중생들이 사는 모든 세상은 중생들의 정신적인 행위가 

형성하고 만들어 내고 지탱한다.”라고 하였다.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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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와 삼계는 중층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세계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 것이 뭇삶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세계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은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의 결과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래십력’에 

따르면 ‘업이숙지력’이라 하여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관해 

조건과 원인을 살펴 여실히 그 과보를 분명히 안다.(M12)”라 하였다. 

이는 마음이 일으킨 의도적 행위라 볼 수 있는 신구의 삼업에 대한 

과보의 결과에 따라 세계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 부처님은 ‘편취행지력’이라 하여 “모든 운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 분명히 안다.(M12)”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란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지옥, 축생 등 육도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러한 다섯 갈래의 운명이 있다. 다섯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다. (M12)”라 하였다.  

  

지옥에 태어나는 조건을 보면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사자후에 대한 큰 경(M12)’를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먼저 ‘지옥’에 태어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리뿟따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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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리뿟따여,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작열하는 숯불의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사리뿟따여, 이와 같이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Mahāsīhanādasutta- 사자후에 대한 큰 경, 맛지마니까야 M12, 

전재성님역) 

  

  

문단은 편의상 나눈 것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라 하였다. 이는 ‘타심통(他心通, paracitta-

vijāhana)’ 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누군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누군가 

도둑질을 하였는데 잡히면 교도소에 갈 것을 아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자 역시 지옥에 갈 의도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경에서는 ‘숯불의 구덩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누군가 오로지 ‘한 길을 따라’ 불이 활활 타는 숯불 구덩이만 바라 

보며 살아 왔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숯불 구덩이는 악행을 말한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만 일삼는 자는 그 악행을 저지른 과보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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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한길로 평생을 살아 온 자가 

있다면 그는 ‘몰래몰래’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살생을 밥먹듯이 하는 자는 오로지 그 한길로 걸어 

갔다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M12)”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 숯불 구덩이는 다름 아닌 지옥이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과보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여래십력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뭇 삶들을 관찰한다.M12”로서 

‘사생지력’을 말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천안통’이다. 뭇삶들의 

업과 그에 대한 과보에 대하여 아는 능력을 말한다. 

  

다섯 갈래의 운명에 대하여 

  

부처님이 말씀 하신 다섯 갈래의 운명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No 구 분 비유(M12) 비  고 

1 지옥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작열하는 숯불의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곳 

(숯불 구덩이) 

2 축생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곳 

(똥구덩이) 

3 아귀 평탄하지 못한 땅위에 생겨나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곳 

(얼룩덜룩한 그늘을 

가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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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 평탄한 땅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곳(끄샤뜨리아의 

입장에서)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 

5 천상 안팎이 잘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이층누각에 안락의자, 긴 털의 흑모 

양탄자, 긴 털의 백모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달리 사슴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붉은 빛 머리베개와 발베개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누각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곳 

  

(이층누각의 안락한 곳) 

  

  

경에서는 다섯 가지 운명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이는 육도윤회에서 

아수라가 빠진 것이다. 후기불교에서는 아수라가 추가 되어 

육도윤회한다고 하였다.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경에서 ‘오로지 한 길을 따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ekayanenamagganena 의 번역어이다.  초불연에서는 ‘외길를 따라’ 

라고 번역하였다. MDB 에서는 ‘a path going in one way only’라 

옮겼다. ‘한길’ 또는 ‘외길’로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갖는다. 그런데 직업이 바로 

업이라는 것이다. 이때 직업은 오로지 한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농부라면 농사짓는 업을 짓는 것이고, 어부라면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한다. 가수라면 평생동안 노래를 부를 것이고 화가라면 평생 

그림만 그릴 것이다. 또 평생 매춘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임종순간 

마지막 죽음의식이 일어 날 때 신체의 특징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지 모른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외길로 가다 보면 그 외길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생 동안 범죄만 저지른 자는 마치 

‘숯불구덩이’만 바로 보고 사는 것 같아서 죽어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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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구덩이와 같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또 평생동안 먹고 싸는 

일만 하며 어리석게 산 자는 ‘똥구덩이’만 바라 보고 사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똥구덩이가 익숙하여 똥구덩이와 

같은 세계에 태어남을 말한다. 그래서 구더기에게 아무리 깨끗한 방에 

원앙금침을 깔아 주어도 이를 마다 하고 기어이 ‘똥통’으로 가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외길로 가다보면 그것이 직업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업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한 과보로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업을 쌓으라고 한다. 선업 보다 더 좋은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paccaya 

pariggha ñāna)’를 얻어 이 생에서 ‘작은 수다원(cula 

sotapanna)’이라도 된다면 다음 생을 위한 ‘발판’이라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본다.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려면 

  

경에서는 다섯 갈래의 운명, 즉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경에서 언급된 천상은 이층누각의 안락함에 

대하여 표현 되어 있으므로 욕계천상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는 존재는 어떻게 그런 세계에 태어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선을 놓치지 않은 [범부]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리라’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선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면, 그때 본삼매의 수행은 존재의 특별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을 얻는다. 

  

(청정도론 11 장 삼매 123 절, 대림스님역) 

  

  

누군가 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바란다면 “색계에 태어 나리라”라고 

외길을 걸으면서 선정삼매를 닦으면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인식하는 

것은 괴로움만  유발할 뿐이다”라 하여 인식을 혐오하는 수행을 

하였다면 그는 ‘무상유정천’에 태어 날 것이다.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을 거꾸로 산다고 한다. 그래서 마치 ‘청동상’이나 



224 

 

‘목각인형’처럼 정신기능이 없이 오로지 몸만 있는 곳이다. 또 

어떤이는 육체를 혐오 하여 오로지 정신기능만 있는 곳에 태어나리라고 

외길수행을 한다면 ‘무색계’에 태어날 것이다.  

  

만일 누군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나는 OO 대학에 들어 가리라”라고 

외길을 걸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 “나는 경찰공무원이 되리라 ”라고 외길을 

걸으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경찰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가수, 

화가, 건축가 등 여러 가지 직업은 자신의 행위(업)에 대한 과보로 

주어진다. 도둑, 사기꾼, 강도가 되는 것 역시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이다. 이렇게 외길로 가면 그 외길에 적합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업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 

  

“심심해 심심해” 

  

유튜브에서 ‘간증동영상’을 보았다. 강남에서 마담을 하였다는 여인의 

간증에 따르면 룸살롱을 출입하는 부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은 “심심해 심심해”라는 말이라 한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심심하다’는 말이라 한다.  

  

즐길거리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즐길거리가 없을 때 무료함과 

권태로움을 참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서 천상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물질적으로 부자인 자들은 늘 즐길거리를 찾는다. 그래서 몇 시간 걸려 

차로 달려 ‘맛집’을 찾아 가고, 최고의 미녀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천상락’을 누리는 자들이 

죽어서 가장 수승하다는 ‘범천’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김진태교수가 지은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국을 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 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오염된 자가 있는 곳은 곧바로 

그대로가 오염된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일 수가 없다. 이 세계는 

육도(六道)의 각 세계가 단층적으로 분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육도와 함께 출세간의 세계까지도 중첩되어 있는 

중층적(重層的)인 세계이다. 마찬가지로 각 세계의 각 개체속에도 다른 

세계들이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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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많은 자를 그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세계에 보내 놓더라도, 그런 

자는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그곳이 권태로워지고 괴롭게 

되면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천국 같은 세계가 권태로워지고 

괴롭게 되면서 지옥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그 자신이 스스로 

욕심이나 증오심을 제어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고요해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진태교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66-67 쪽) 

  

  

글에서 말하는 천국은 욕계천상이 아니라 ‘범천’이라 본다. 부처님이 

재해석한 초기경전에서 범천은 색계와 무색계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범천은  욕망이 없는 세계이다. 그래서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범천의 세계는 중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심심해”를 연발하며 마치 욕계천상과 같은 천상락을 누리고 

사는 자가 범천이 좋다 하여 범천에 태어 났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책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욕심이 있는 자에게 

범천은 도무지 심심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김진태 교수의 글에 따르면 ‘중층적 세계’라는 말이 나온다. 책에서는 

중층에 대하여  ‘中層’이라 하였으나 이는 오타로 본다. 문맥상 

‘重層’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중층적(重層的)’으로 바꾸었다. 

중층적 세계라는 것은 육도와 삼계를 말한다. 이는 ‘많은 세계로 

구성된 다양한 세계의 세계에 관해 분명히 안다. (M12)’라 설명된 

‘종종계지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김진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중층의 세계는 육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서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각 세계의 각 

개체속에도 다른 세계들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윤회라는 것이 일생윤회도 있지만 순간윤회도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중층으로 된 외부세계는 엄연히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며, 동시에 각 개체의 마음 속에도 이와 유사한 세계가 있음을 

말한다.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갈애는 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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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한다. 이렇게 변덕이 죽 끓듯이 하다 보니 

웃고, 울고, 성내고, 욕심 부린다. 그래서 한 순간에도 지옥과 천상을 

경험한다. 이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도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보로서 지금 여기에서 지옥과 

천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행위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난다. 

마음과 업에 따라 존재가 태어날 곳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Iti kho ānanda, kammaṃ khettaṃ, viññāṇaṃ bījaṃ, taṇhā sineho.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taṇhāsaṃyojanānaṃ hīnāya dhātuyā 

viññāṇaṃ patiṭṭhitaṃ. Evaṃ āyati2 punabbhavābhinibbatti hoti. 

  

  

[세존] 

“아난다여, 그래서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갈애는 수분이다. 

무명의 장애가 있고 갈애의 결박이 있는 뭇삶에게는 하층의 세계에 

의식이 확립된다. 이와 같이 해서 재생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A3.76, 

존재의 경, 전재성님역)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알음알이는 씨앗이고 갈애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갈애의 족쇄에 계박되어 

중간의 [색]계에 알음알이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再有]하게 된다. 아난다여, 이런 것이 존재이다.” (A3.76, 존재 

경, 대림스님역) 

  

  

  

아난다가 “세존이시여, ‘존재, 존재’라고 하는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됩니까?”라는 물음에 답하신 것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세계라는 결과를 낳는 업이 없이 감각적 쾌락의 존재가 

시설될 수 있는가?”라고 묻고 답한 것이다.  

  

지옥에 태어날 업을 지은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로서 지옥에 

태어날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업은 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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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종자이고 갈애는 수분이다. (kammaṃ khettaṃ, viññāṇaṃ 

bījaṃ, taṇhā sineho, A3.76)”라 하였다. 이는 업(kamma), 

의식(viññāṇa), 갈애 (taṇhā)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었을 때 존재로서 

태어나 육도윤회함을 말한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과보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육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중층구주로 된 육도 중의 하나에 태어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인간과 축생이 존재하듯이 지옥이나 

천상등 육도와 삼계는 엄연히 실재 하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4-02-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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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문화시대에, 담마끼띠 빅쿠의 겨울 

  

  

짱깨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낯선 외국인을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전철이나 공원 등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구별 되지 않는다. 다만 말투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 이들 동포에 대하여 보통 ‘조선족’이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는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에 있는 우리동포를 ‘미국동포’라고 부르듯이 중국에 

사는 우리동포에 대하여 ‘중국동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온 중국동포들은 차별 받고 있다. 이는 TV 에서 고발프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차별의 절정이 아마도 짱깨라는 말일 것이다.  

  

짱깨라는 말은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속어이다. 그런데 이 말을 

중국동포에게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이는 

인력시장에서 볼 수 있다.  

  

TV 프로에 따르면 인력시장에서는 한국노동자들이 중국동포를 부르는 

호칭이 짱깨라 한다. 짱깨의 뜻은 인터넷국어사전에 따르면 

“‘주인장’을 뜻하는 중국어 ‘짱궤이’에서 온 말로,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자장면, 짬뽕 따위의 중국 음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짱깨라 부를까? 그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하향평준화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결과 인력시장에 나온 한국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온 동포에 대하여 

동포라 생각하지 않고 중국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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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특히 공장이 밀집된 곳이다. 겉모습은 우리와 구별이 가지 않지만 

중국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에게는 또 한국말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곳곳에서 중국동포들을 본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와 똑 같은 모습이지만 말씨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알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동포는 무려 60 만명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 인력시장이나 공장은 물론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식당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동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몽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각지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 스리랑카 사람들도 있다. 

  

EBS 다문화사랑, 담마끼띠 스님의 겨울 

  

EBS 에서 다문화에 대한 프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프로도 넘쳐 나지만 특히 EBS 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 프로 중의 하나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다문화사랑’이다. 이번주 프로는 스리랑카 빅쿠에 대한 것이다. 26 회 

‘담마끼띠 스님의 겨울’이라는 프로이다. 

  

담마끼띠빅쿠의 강의를 듣고 

  

담마끼띠 빅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직접 

대면하여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다. 몇 해전 어느 수행처에서 담마끼띠 

빅쿠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생활속의 깨달음, 

인연법과 인과법 그리고 인연과(因緣果))라는 제목으로 기록해 놓은 바 

있다. 2011 년 4 월의 일이다.  

  

담마끼띠빅쿠의 강의를 듣게 된 동기는 빠알리문법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었다. 빠알리어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강의에 참석한 것이다. 그러나 

단 1 회에 그쳤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첫 번째 

강의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인터넷으로 강좌를 듣는 것 

보다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당시 담마끼띠빅쿠는 동국대 박사과정이었다.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과정 공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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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긴 예불의식을 가졌다. “나모 땃사 

바가와또~”로 시작되는 예경문과 띠사라나(삼귀의) 등 예불의식을 하다 

보니 이십여분이 훌쩍 지나갔다. 이렇게 첫 번째 빠알리어강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올린 글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담마키띠 비구는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다. 

그래서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Sabbāsava sutta, MN 2 PTS: M i 6)설명에서 ‘인연과’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인연과는 빠알리어로‘헤뚜 빠띳짜 팔라(hetu pattica phala)’라고 

설명하였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단지 원인(因, hetu)과 

조건(緣, pattica)과 결과(果, phala)라는 정도로 이해 하였다. 그런데 

김응철 교수는 ‘연기법’과 관련하여 ‘인과법’과 ‘인연법’을 

설명하였는데, 담미키띠 비구가 말하는 인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생활속의 깨달음, 인연법과 인과법 그리고 인연과(因緣果), 2011-05-

07) 

  

  

 흔히 ‘인과’나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인연과’라 한다. 왜 인연과라 하는가?   

  

인연과는 연기법에 대하여 세 글자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십이연기에서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라 하였을 때, 형성을 뜻하는 ‘상카라’가 인(因)이고, 

‘조건으로’의 뜻이 ‘빳자야’로서 이를 연(緣)이라 하고, 의식을 

뜻하는 ‘윈냐나’가 과(果)인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연기법이다.  

  

인연과에 대하여 빠알리로 ‘헤뚜 빠띳짜 팔라(hetu pattica 

phala)’하였다. 이렇게 담마끼띠 빅쿠는 유창한 우리말로 인연과를 

멋지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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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끼띠빅쿠는? 

  

담마끼띠빅쿠가 TV 에 출연한다는 예고방송을 보았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방송에 따르면 담마끼띠빅쿠가 한국에 온 것은 7년 째라 

한다. 동국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으려 

하였으나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2011 년 강의를 들었을 때 담마끼띠빅쿠는 박사과정 중이었다. 지금은 

과정을  마치고 논문중비중이라 한다.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것이다.  

  

담마끼띠빅쿠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하다. 또  교학적 이해도 매우 깊다. 2011 년 강의를 들었을 때 

맛지마니까야 ‘삽바사와경(모든 번뇌의 경, M2)’을 강의 하였는데 

빠알리어로 된 것이었다. 이를 낭낭한 목소리로 특유의 억양으로 읽은 

다음에 문구를 설명해주는 형식으로 강의하였다. 문장을 통하여 빠알리 

문법을 알려 주고자 한 것이다.  

  

담마끼띠라는 말은 Dhammakitti 일 것이다. Kitti 라는 말은 ‘Fame, 

renown, 稱譽, 稱讚, 名聲’의 뜻이다. 따라서 담마낏띠라는 말은 

‘법에 대한 칭찬’의 뜻이라 볼 수 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담마끼띠빅쿠는 31 세라 한다. 강의에서는 12 세에 

출가 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동진출가’한 것이다.  

  

2011 년 강의에서 담마끼띠빅쿠는 스리랑카 빅쿠의 생활에 대하서도 일부 

알려 주었다. 스리랑카에서는 20 세가 되면 구족계(빅쿠계)를 받는데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법구경이다. 

빠알리어로 된 법구경을 모두 외워야 빅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암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역순으로도 외워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경을 외우기 때문에 스리랑카 빅쿠는 교학적 토대가 

탄탄하다고 한다. 

  

담마끼띠빅쿠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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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담마끼띠빅쿠의 일상에 대하여 보여 주었다. 현재 평택 

‘도원사’에 머물고 있는데 빅쿠가 모든 것을 다 처리 한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붉은 색 가사를 입은 빅쿠가 새벽 3 시에 일어나 도량석 

하는 장면이다. 그것도 목탁을 들고 대웅전 주변을 도는 것이다. 소리를 

들어 보니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평택 도원사 

  

  

 
  

도량석을 하고 있는 담마끼띠빅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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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것 같다. 수십명의 스리랑카 

불자들이 담마끼띠빅쿠가 주석하는 도원사를 찾아 법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모두 이삼십대 젊은 층이다. 그 중에는 부부도 보인다.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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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손목을 서로 묶고 

  

그런데 법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원’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 또 

참가한 모두에게 손목과 손목을 서로 묶는 것이다. 이렇게 묶는 것은 왜 

그럴까? 방송에 따르면 손목에 실을 묶으면 액운을 막아 준다고 한다. 

그래서 각종 사고 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위안이 된다고 

한다.  

   

  

 
   

  

이런 손목 묶기는 스리랑카불자들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신도들에게도 손목에 실을 묶어 주며 축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스님에 대하여 나이가 든 여성신도는 “우리 끼띠스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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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4만명이 거주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3D 업종이다. 흔히 말하는 더럽고 어렵고 힘든일이다. 이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법당을 찾아 

빅쿠로부터 마음을 위안을 받는 것 같다.   

  

연등축제에서 본 외국 불자공동체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자들이다. 필리핀을 제외하고 

몽골, 미얀마, 태국,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은 불자들이다. 그래서 불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매년 종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불자공동체를 

볼 수 있다. 주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연등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마치 국제민속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행렬이 스리랑카 불자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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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불자공동체(2011 년 서울 연등축제) 

   

  

  

스리랑카 불자공동체 행렬을 보면 독특하다. 4 월이나 5월의 한국날씨가 

덥지도 않음에도 웃통을 벗은 스리랑카 민속무용단의 춤은 매우 

열정적이다. 이렇게 매년 연등축제에서 스리랑카 불자공동체의 행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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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닦아 주는 불자들 

  

스리랑카 불자들의 빅쿠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 같다. 그리고 매우 

존경하는 것 같다. 법당에 들어 서는 빅쿠에 대하여  발을 닦아 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이 겨울이라서 맨발은 아니고 양말을 

신었지만 수건으로 발을 씻겨 주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스리랑카 현지라면 맨발일 것이다. 그래서 세수대야에 담은 물로 씻겨 

줄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다만 형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이런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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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의 발 아래 엎드려 

  

방송에서 어느 스리랑카 사람은 담마끼띠 빅쿠의 발 아래 엎드려 예를 

표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스님에게 삼배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모습 합장하며 일배 

하는 것이다. 더구나 땅바닥에 엎드려 발 가까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지극한 존경심의 발로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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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끼띠빅쿠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담마끼띠빅쿠가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에서 담마끼띠 빅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스리랑카에 대승불교가 없어서 살아 있는 나라는 한국이나 대만, 

일본이 있지만 생활로서 살아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베트남 밖에 

없어요.  유학갈려면 한국 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대승불교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담마끼띠 빅쿠, 담마끼띠 스님의 겨울, EBS 2014-02-19) 

  

  

빅쿠는 대승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한국을 찾았다고 하였다. 여러 

대승불교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대승불교가 활발하게 살아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 생각해서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재는 박사논문 준비중이라 하였다.  

  

스리랑카 불교문화원을 짓고자 

  

담마끼띠빅쿠는 대승불교사상을 공부해서일까 빅쿠는 도량석을 할 때 

반야심경을 한다. 또 한국신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천수경을 독송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회색승복으로 갈아 입을 것 

같지는 않다. 한국에다 스리랑카 전통양식을 가진 사원을 짓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담마끼띠 빅쿠는 한국에 온지 7년 되었다고 하였다. 대승불교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에 오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스리랑카불교문화원’ 건립에 대한 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불교문화원건립은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의 공통된 소망이라 

한다. 4 만명의 노동자들이 편하게 쉬고 머무는 공간을 짓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이 위하여 몇 년째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한다. 문제는 돈이라 한다. 땅값은 비싸고 건축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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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함부로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리랑카 전통양식의 사원을 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리랑카의 건축물을 소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의 문화와 예술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라 한다. 스리랑카 사원이 우리나라에 건립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는 스리랑카 사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정도론에 언급되어 있는 대사(大寺, Mahavihara) 

  

5 세기 붓다고사는 스리랑카에서 청정도론을 집필하였다. 그 집필장소가 

대사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대사가 종종 등장한다. 청정도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붓다고사의 게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CONCLUSION 

  

After we quoted this stanza, 

  

“When a wise man, established well in virtue, 

Develops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Then as a bhikkhu ardent and sagacious 

He succeeds in disentangling this tangle” (I.1), 

  

we then said: 

  

“My task is now to set out the true sense, 

Divided into virtue and the rest, 

Of this same verse composed by the Great Sage. 

There are here in the Victor’s Dispensation 

And who although desiring purity 

Have no right knowledge of the sure straight way— 

Comprising virtue and the other two, 

Right hard to find, that leads to purity— 

Who, though they strive, here gain no purity. 

To them I shall expound the comforting Path 
Of Purification, pure in expositions 
Relying on the teaching of the dw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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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reat Monastery; let all those 

Good men who do desire purity 

Listen intently to my exposition.” (I.4) 

  

Now, at this point that has all been expounded. And herein: 

  

Now, that the exposition as set forth 

Is almost free from errors and from flaws 

After collating all the expositions 

Of all these meanings classed as virtue and so on 

Stated in the commentarial system 

Of the five Nikáyas—for this reason 

Let meditators pure in understanding 

Desiring purification duly show 

Reverence for this Path of Purification. 
  

(CONCLUSION, The Path of Purification Visuddhimagga, 빅쿠 

냐나몰리역) 

  

  

  

결 론 

(Nigamanakathā) 

  

  

이렇게 하여,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계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라고 

  

이 게송을 인용한 뒤 나는 말했다. 

  

이제 대성인께서 설하신 계 등의 분류를 가진  

이 게송의 뜻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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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의 교단에 아주 얻기 어려운 출가를 하고서 

비록 청정을 원하고 노력하지만 

계 등을 포함하고 안전하고 바른 청정에 이르는 

도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여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극히 청정한 해석이며 

대사(大寺)에 머물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청정도론을 설하리라. 청정을 원하는 모든 어진 분들은  

나의 해설을 주의 깊게 잘 들을지어다. 

  

이제 그것을 모두 설했다. 여기서, 

  

[본 논에서 설명된] 계 등의 

분류를 가진 뜻들의 판별은 

오부 니까야에 속하는 주석서들의 

체계 안에서 이미 잘 설해졌나니 

나는 그 모두를 대부분 

그 확정된 해석과 함께 여기 가져왔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가르침과] 서로 섞이는 

허물을 모두 벗어나서 설명되었나니 

그러므로 지극한 청정을 원하는 

통찰지가 깨끗한 수행자는 

이 청정도론에 존경을 표할지어다. 

  

해체를 설하는[상좌부]의 으뜸이 되며 

명성을 지녔으며, 대사파(大寺派)에 속하시며 

장로들의 계보를 이은 현명하고 

순수하고 검소하게 사셨으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수행에 전념하시며 

인욕, 온화함, 자애 등 덕으로 장엄된 마음을 가진 

상가빨라 존자의 분부를 받아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나는 

이 논을 지어서 공덕의 무더기를 얻었나니 

원컨대 이 공덕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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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청정도론은  

성전의 58 개의 바나와라와 함께 

아무런 장애 없이 완료되었나니 

세상의 모든 선량한 소원이 

장애 없이 신속히 성취되길! 

  

(청정도론 결론, 대림스님역) 

  

  

청정도론 결론(Nigamanakathā)에서 붓다고사는 대사에 대하여 두 번 

언급 하였다. 먼저 “대사(大寺)에 머물던 분들의 (Mahāvihāravāsīnaṃ, 

the dwellers In the Great Monastery)”라 하여 마하위하라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사파(大寺派)에 

속하시며(Mahāvihāravāsīnaṃ, In the Great Monastery)”라고 되어 

있어서 두 번 언급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붓다고사가 활동하던 

5 세기의 일이다.  

  

복발형(覆鉢形)의 마하위하라(Mahavihara, 大寺 ) 

  

이처럼 청정도론에 언급 되어 있는 것이 대사(Mahavihara)이다. 대사는 

‘아누라다푸라’에 위치해 있는데 전통양식을 가진 오래 된 사원이라 

한다.  

  

마하위하라에 대하여 악까까소(Akkakaso)빅쿠 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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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악까까소(Akkakaso)빅쿠의 포토스트림 (2006 년 스리랑카 웨삭) 

  

  

  

사진을 보면 탑의 모습이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건축양식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얀마의 파고다와도 유사해 보이지만 형태는 다르다.  

   

  

불교사원 형태의 원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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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건축물을 복발형(覆鉢形)이라 한다. 이런 

형태는 인도 ‘산치대탑’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에서 유래한다.  

  

불교사원 형태의 원형은 복발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가 

동아시로 전승되면서 부처님을 모신 사원은 누각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 석탑 역시 3 층, 5 층 누각형태를 띠고 있다. 복발형 

스투파를 가진 사원의 대표적인 예가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마하위하라(대사)라 볼 수 있다.  

  

아쇼카대왕 시대에 사리를 모아 인도 전역에 8만 4 천개의 탑을 세웠는데 

모두 복발형이라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복발형 탑을 중심으로 

사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누각건물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석탑은 다만 상징으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담마끼띠빅쿠가 스리랑카 불자들을 위한 전통사원을 짓겠다는 것은 바로 

이 복발형 스투파가 있는  사원이라 생각 된다. 한국에서 언젠가 복발형 

스투파가 있는 스리랑카 전통사원을 보게 될 날이 있을지 모른다. 

  

테라와다불교의 종갓집 

  

흔히 스리랑카에 대하여 테라와다불교의 ‘종주국’ 또는 

‘종갓집’이라 한다. 이는 스리랑카불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우리아왕조 당시 아쇼카대왕의 아들 마힌다장로가 최초로 불교를 이곳 

스리랑카에 소개 한 것에서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3 차 결집에서 빠알리삼장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공인 되었다. 그 결과 

아쇼카 대왕은 저 멀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르기 까지 인도 밖 

열 나라에 전법사를 파견하였다. 그 중에 한 곳이 스리랑카이다. 

마힌다장로는 3차 결집이후 BC265 년 경 3 차 경전 결집의 내용을 그대로 

스리랑카에 가져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3 차결집의 공인된 불교가 원본의 훼손 없이 그대로 

오늘날 까지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하여 테라와다 불교가 널리 퍼져 나갔는데 대표적으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불교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오늘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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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불교는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제 그 

중 우리나라도 해당될 것이다.  

  

복발형 스리랑카 전통사찰을 보게 될 지도 

  

우리나라에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이 4 만명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종교시설은 열악하다. 그래서 한국절에 가서 법회를 

보고 있다. 그래일까  스리랑카불자공동체에서는 여법한 스리랑카 

불교문화원설립을 발원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리랑카전통양식으로 건립할 것이라 한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복발형 스리랑카 전통사찰을 보게 될 지 모른다. 그럴 경우 스리랑카 

불교, 즉 테라와다 불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될 

지도 모른다.   

  

  

2014-02-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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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북한과 중국은 왜 끈끈한 관계일까?  

  

  

  

보난자(bonanza)로 해달라고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취임후 일년 만에 처음 열린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공무원들은 그 동안 사용하지 않던 

통일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릴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대박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대박(大舶)’이라는 말은 “‘큰 배,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설명되어 있다. 대박이 큰 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사전을 통해서 안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박은 ‘큰 것 한방’을 뜻한다. 

그래서 주로 주식시장이나 경마장, 또는 도박장 등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대박이라는 말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부터 이제 대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언급한 대박에 대한 

영어표현은 무엇일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대박에 대한 영어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제 까지 도박장 용어인 ‘잭팟(jackpot)’으로 사용하였으나, 

‘광맥의 개발, 거대한 부의 원천’을 의미하는 보난자(bonanza)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누구나 통일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의 

노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난 이후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대박~”으로 패러디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통일이 우리 뜻대로 쉽게 되지 않음을 말한다. 한반도를 둘러 싼 

지정적, 역사적 요인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말한다. 

  

허동현 교수의 현대사특강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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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원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EBS 에서 특강을 들었다. 

허동현 교수가 진행한 한국 현대사 특강이다.  

  

  

 
  

허동현 교수의 현대사특강, EBS 

  

  

강연을 들어 보니 이제 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인터넷검색으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강연을 통하여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다. 

교과서 실리지 않은 역사적 사실  두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다. 그것도 이데올로기가 

달라 분단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하동현 교수는 EBS 특강에서 “일제가 죄값을 받아 

분단되어야 하나 대신 우리가 일제의 죄값을 치루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일본이 분단 되었어야 하나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 되고 마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은 달콤 하다기 보다 

쓰디쓰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8 선을 누가 그었을까?  

  

스탈린이 마음 만 먹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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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미국이 분단을 주도 했다는 것이 통설이라 

한다. 이는 8 월 14 일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미국이 소련에게 

분할점령해서 일본국을 무장해제시키자고 제안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그 다음날 스탈린이 OK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단지 제안을 해 본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스탈린이 선뜻 받아 들인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분단의 비극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스탈린이 미국의 

분할제안을 받아 들인 것일까? 

  

사실 스탈린이 마음 만 먹었으면 남북한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 당시 1000 키로 떨어진 오키나와와 주둔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다음날 

두만강을 건넜다.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 온 것은 9 월 18 일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혹카이도 북부를 얻기 위하여 남한과 맞바꾸자고 

  

그렇다면 왜 스탈린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일까? 이것이 

미스테리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허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혹카이도의 반쪽, 사할린과 혹카이도 사이의 

해협을 미국의 감시를 안받고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얻어 낼려고 

미국이 38 선으로 나누어 무장해제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 들인 거에요.” 

  

(허동현 교수, 21 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 3 강- 광복, 분단, 

대한민국.., EBS 2014-02-13) 

  

  

소련이 미국의 분할점령요구를 받아 들인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라 한다. 소련이 혹카이도 북부를 얻기 위하여 

38 선 이남에 대하여 미국의 점령을 허용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월 18 일 한반도에 들어 오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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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역사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45 년 

9 월 12 일부터 열린 ‘런던외상회담’이라 한다. 특강에 따르면 이 

회담으로 사실상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고 한다.  

  

런던외상회담은 승전국들이 전후 세계질서에 대하여 논의한 회담이라 

한다. 하지만 말이 세계질서이지 사실상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회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중에 한반도와 관련된 것이 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대륙을 지배한 

육군국이었던 소련에게 있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 

하였는데, 리비아의 항구도시 ‘트리폴리’와 ‘홋카이도 북반부’ 

통치권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런 제안을 거부한다. 

지중해와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으로서 싸웠으나 승전국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적대시하게 된 것이다.  

  

대마를 잡기 위하여 버리는 돌, 사석(死石) 

  

소련의 제안은 거부 된다. 그러자 소련은 북쪽에 단독정부수립을 

지령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근 밝혀 진 것이라 한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극비문서가 공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래에는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이승만에 있다고 보았으나 문서가 공개 되면서 남북 

분단이 국제적 역학관계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의 전리품처럼 전락한 것에 대하여 

허동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혹카이도 반쪽 그거 하고 교환될 가치밖에 남들에게 

안보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소 두나라가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보세요. 바둑을 두다 보면 대마를 잡기 위하여 버리는 돌이 있어요. 

사석! 그게 우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허동현 교수, 21 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 3 강- 광복, 분단, 

대한민국.., EBS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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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현 교수에 따르면 분단 당시 한반도는 ‘사석(死石)’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원이 없는 38 선 이남은 혹카이도 

북부 정도의 지정학적 가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분할점령제안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것이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이다.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두 번째 이야기 

  

허동현 교수는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특수 관계이다. 비록 허교수가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강연을 들어 보니 

역사교과서에서는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과 중국은 그토록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왜 북한과 중국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까? 

  

종종 TV 를 보면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 된 것이다. 과거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서로 ‘포옹’하며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보통이상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정부수립과 북한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허동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46 년 사월에 국공내전이 터진 거에요. 처음에는 팔로군이 이겼어요. 

국민당군의 주력은 운남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수송기로 

이송을 해 주었어요. 미국의 지원과 훈련을 받은 군대와 붙으니까 

팔로군은 기본적으로 농민군이 주력이에요 상대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졌어요. 그래 쫒겨 간거에요. 하얼빈 북쪽으로 쫒겨 가고 

대부분 주력은 어디로 갔느냐? 북한으로 넘어 옵니다.  

  

그때 북한은 팔로군의 중국공산군의 후방기지가 되고, 보급기지가 되고, 

중국내전 때 또한 병참기지 역할까지 한거에요. 거기서 훈련받고, 

재교육받고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국국민당군이 

부패 해가지고 상대가 못되는 거에요. 그래서 쫒겨 가기 시작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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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현 교수, 21 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 3 강- 광복, 분단, 

대한민국.., EBS 2014-02-13)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다. 이런 사실은 역사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들어 본적이 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을 때 북한이 중국공산당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놀랍다. 더구나 보급기지가 되고, 병참기지가 되어 

힘을 비축한 다음에 부패한 국민당군을 몰아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수립에 있어서 

북한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북한 

  

이 부분이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였다. 

  

  

국공내전기간 북한의 개입과 지원   

  

국공내전에서 만주는 양측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곳이었고 결국 

만주에서의 승패가 전쟁 전체의 승부를 갈랐다, 라고 평합니다. 당시 

만주에는 30 년대이후 일본이 건설한 막대한 공업시설이 있었고 만주의 

공업력, 전력, 철도는 중국 전체를 합한 것의 몇배에 달했습니다.(43 년 

기준으로 전체 석탄생산량의 49.5%, 제철은 87.5%, 강재 93%, 시멘트 

66%, 전력 72%, 철도의 50%)   

  

모택동은 45 년 6 월 11 일 중국공산당 제 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동북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토대를 확보한 셈이고, 우리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다."라고 연설하였고, 장개석 역시 "동북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우리가 동북을 탈취하지 않으면 중국이 근대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만주를 놓고 양자의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모택동은 만주에 20 명에 달하는 중앙위원을 비롯해 간부 2만명과 

최정예 병력 20 만명을 투입합니다. 장개석 역시 "동북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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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위원회"와 "동북보안사령부"를 설치하여 웅식휘를 행영주임으로, 

두율명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열하성을 통해 최정예를 자랑하는 미식 

기계화사단을 비롯해 13 만 7 천명을 투입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만주를 놓고 양자간의 치열한 쟁탈전은 단순히 중국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소는 물론이고 남북한 역시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주를 어느쪽이 차지하는가는 남북한 공히 국가안보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만약 만주를 국부군측이 차지한다면 

북한은 양면에서 포위당하는 셈이고 반대로 공산군이 승리한다면 남한이 

포위되는 것이었죠. 특히 북한은 만주에서의 승패가 자신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양측의 전투 상황을 민감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죠.  

  

따라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입장에서 조선은 동북지방이 장개석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승만도 

"중국이 공산주의 진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발언합니다. 북한의 관변언론지인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은 해로와 

공로를 통해 수십만명의 국민당군을 만주로 수송하여 중국의 내란을 

부추기고 중국문제에 간섭하고 있다"라며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시기 심각한 내부 혼란으로 제코가 석자이던 이승만이 

장개석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김일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빨리 정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던 북한은 국공내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공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만주에는 중일전쟁 당시부터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던 팔로군계열의 

동북민주연군을 비롯해 십만이 넘는 좌파계열의 각종 민간 무장세력이 

있었고 이들중에는 만주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대거 

포함되어 국부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무정, 박효삼, 

박일우 등이 지휘하는 조선의용군인데 동북에서의 전투과정에서 이들은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48 년 심양전투 이후에는 김웅, 방호산의 

제 1지대는 인민해방군 제 166 사단으로 개편되었고 인원수도 12000 명에 

달하는 정규사단이었습니다. 또, 제 3지대는 제 164 사단 491 여단에 

편입되었고 박일우, 이익성의 제 5 지대는 제 156 사단과 제 141 사단에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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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주에는 약 140 만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국공내전시기 공산측에 참전한 조선인은 총 62,942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약 5%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의 참전은 만주에서 중공측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임표의 제 4야전군 산하에서 만주부터 저 

남쪽 해남도 공략에까지 투입되었다가 국공내전 말기에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김책이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이들의 귀환을 요구함으로서 49 년 

중순부터 북한으로 귀환하여 북한군의 중핵이 되었으며 이후 남침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국공내전 초반 만주에서는 압도적인 국부군의 공격으로 공산군은 

도처에서 연패를 당하고 북만주의 중소국경까지 밀려나갑니다. 또한 

남만주에서도 압록강, 두만강 인근까지 밀립니다. 따라서 국부군과 북한 

경비대간의 충돌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46 년~47 년 5 월까지 국부군은 16 차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으며 

17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쌍방의 교전으로 국부군 6명이 

전사하고 북한측은 4명 전사, 10 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어쨌든 만주에서의 내전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공산측은 만주에서 전략적 상황이 불리하자 공산당 동북국은 

북한을 남만주작전을 지원하는 후방기지로서 이용할 것을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1946 년 봄 동북민주연군 부총사령관인 주보중은 북한으로 

넘어가 김일성을 만나 북한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김일성은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7 월에는 평양에 조선주재 동북국 

판사처를 설치하여 부상자 후송, 전략물자의 이전, 남만주와 북만주간의 

교통, 통신선 확보, 각종 물자 구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남포, 

신의주, 만포, 나진에 4 개의 분판사처가 설치됩니다. 이 

판사처는 그동안 아무 체계없이 마구잡이로 접촉하던 양측의 혼란을 

정리하였고 국공내전 말기인 48 년말 요심전역의 승리로 만주를 공산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더이상 북한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자 2 년 7 개월만인 

49 년 2 월 폐쇄됩니다.  

  

1946 년 가을에 남만주일대에 대한 국부군의 대규모 토벌전으로 임표의 

동북민주연군이 연전연패를 당하자 단동과 통화에서 철수하면서 

1 만 8 천여명의 부상자, 후방지원 인원과 2 만여톤의 전략물자을 

북한으로 철수시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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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으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총력을 기울여 이들을 지원합니다.  

  

46 년에 국부군이 심양, 장춘을 점령하고 주요 철도와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서 중공군은 남만주와 북만주로 분리된채 여러 해방구들이 

고립됩니다. 따라서 중공측은 물자는 물론 병력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어 

국부군측에 의해 각개격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북한을 통로로 

활용함으로서 이런 전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북한은 일제시대 일본군이 남겨둔 열차 

2 천대분의 군수물자를 유무상으로 중공군에게 제공하였고, 47 년에는 

북한-중공간에 "중국동북물자북조선통과협정서"가 체결되어 47 년 10 월 

25 일부터 1 년간 나진, 웅기항을 통해 총 1,435 만 4 천톤의 물자를 

중공으로 수송키로 합니다. 또한 국부군에 의해 고립된 만주내 여러 

해방구에 대해서 북한은 남만주, 북만주를 연결하는 이동로로서 인력은 

물론 식량과 석탄, 의약품, 소금, 각종 공업품에 대해서 48 년 

한해동안만도 30 만톤이상을 수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20 톤의 

화약, 200 톤의 초산, 15 만쌍의 고무신 등도 있었는데 고무신은 

김일성이 직접 북한의 모든 신발공장에 명령하여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이 물자들은 만주만이 아니라 이후 화북과 화동, 화남 등의 전역에서도 

사용됩니다.  

  

당시 중공측의 북한내 교통로는 두가지로, 육상교통로는 안동(단둥)-

>신의주->남양->도문으로 연결하는 선과 통화->집안->만포->도문을 

연결하였고 해상교통로는 대련->남포, 나진을 연결하였습니다. 특히 

해상교통로는 산해관이남의 중공 중앙과 만주를 연결함으로서 만주에서 

고립된 중공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결로였습니다. 

  

국부군 제 184 사단 3,800 여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개석은 즉시 명령을 

내려 이들을 토벌하였는데 토벌군에게 쫓긴 이들 반란군은 조중국경까지 

쫓겨갑니다. 김일성은 북한군 제 2 사단장 강신태에게 명령하여 이들이 

북한내로 들어오도록 조치합니다. 따라서 전멸직전에 몰렸던 이들은 

안전한 북한으로 들어와 한숨 돌린후 부대를 정돈하여 다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우리정부의 공보처에서 발간한 "소련군정 시말"에서는 "1947 년 

11 월부터 다수의 화물열차들이 자동차, 고사포, 야포, 기관총 등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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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고 있으며 그 수송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로 운송한 물량도 적지 않다. 또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중공군 

지원을 위해 군의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자 각도에서 20 명씩 

차출하여 교육후 중공으로 파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공측 역시 북한의 지원 댓가로 5 만톤의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는 당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북한에게는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듯 국공내전기간 쌍방은 매우 가까워졌고 북한은 

중공의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사실 이런 북한의 지원은 김일성 단독으로 결정했다기 보다 

소련의 협조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8 년 

12 월 26 일에야 소련군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고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주재 소련군과 소련 고문들은 북한의 중공측 지원에 

적극 동의하였고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 북만주의 해방구로 대량의 

일본군 무기와 탄약, 식량,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만주에서 

중공의 승리는 이들의 지원없이는 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물론 

국부군측도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물적 지원외에 정규군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개입하였을까. 이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북한이 최소 10 만여명의 병력을 만주로 파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당시 국민당정권 부주석이었던 손과도 "소련이 

동북에서 10 만이상의 북한군을 파견하여 공공연히 참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미정보부에서도 1946 년 가을부터 소련군에게 

훈련받은 북한군이 기차와 트럭을 통해 만주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함경남북도에서만 3 만명이상이며 평안남북도에서도 숫자미상의 

인원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된 것이 아닌 

단지 추측에 의한 것이며 단지 북한에 입북한 중공군의 이동을 착각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선 당시 북한은 그와 같은 대병력을 

파견할 여력이 없었고 만약 몇만에 달하는 북한 정규군이 압록강을 

도강했다면 틀림없이 국부군과 충돌했을 것인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점, 

소련측 문서에서도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병력을 파견했다면 중공측이 굳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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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어떤 기록이나 문서, 회고록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9 년 미국이 발표한 "중국백서"에서도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설령 중공군에 포함되어 

"지원군"의 형태로 참전한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정규군을 

파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만주를 놓고 국공 양측의 치열한 전투에서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은 중공측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런 북한의 지원이 1 년뒤 벌어지는 한국전쟁에서 

모택동이 참전을 결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공내전에서의 북한의 역할은 한국전쟁과도 뗄 수 없는 것임에도 

그다지 관심사가 되지 못한채 대부분의 관련 서적에서도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주요 참고문헌  

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원, 김경일 저  

2) 국공내전 시기 북한-중국간의 관계, 이종석 저  

3) 한국전쟁 38 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저  

4)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 로이드 이스트만 저  

5) 중국백서, 이영희 저  

6)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저 등등...  

  

  

([중국근대사] 국공내전기간 북한의 개입과 지원 ) 

  

  

이글은 중국근대사에 대한 것이다. 국공내전 기간 동안 북한의 개입과 

지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EBS 특강에서 허동현교수가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국공내전에서 북한이 직간적적으로 개입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간접적으로는 북한이 중국공산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만주를 장악함에 따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는 조선인 의용군이 팔로군으로서 내전에  

참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팔로군 출신 조선의용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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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중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내전에서 

전투경험이 있는 북한군이 6.25 당시 참전하여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밀릴 때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중국이 

개입한 이유는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하였겠지만 허동현교수의 강연과 위 

자료에 따르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중국정부 수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북한을 돕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하동현 교수의 EBS 역사 특강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는데 

  

종편방송에서 어떤 이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통일이라 하였다. 이는 

독일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역사특강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에 함석헌님이 한 말이라 한다. “광복은 도둑처럼 찾아 

왔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과연 통일대박론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도둑처럼 통일이 찾아 올 수 있을까?  

  

통일대박이라 한다. 이 때 대박은 영어로 잭팟(jackpot)이 아니라 

‘보난자(bonanza)’라 한다. 그런 대박은 아마도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흡수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북한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허동윤교수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이었다고 한다. 전쟁으로 

사망한 숫자를 보면 한국군 및 유엔군 50 만, 북한군 52 만, 중공군 

90 만이 죽었다고 한다. 이 중에 중공군의 사망숫자에 주목한다.  

  

허교수에 따르면 중국내전 당시 국민당소속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가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90 만명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통일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공부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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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교수에 따르면 지정학적요인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대신 요즘은 

지경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경제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G2 로 부상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허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통일 될 뻔한 것을 막은 것이 누구죠? 중국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양쪽에 다 

해가 안된다는 현명한 외교전략이 필요하죠.” 

  

(허동윤 교수, 21 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 4 강- 다시 보는 

6.25 전쟁, EBS 2014-02-20) 

  

  

허교수에 따르면 통일에 큰 변수가 중국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대에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어요. 있는 건 뭐에요. 국익이에요. 자기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원한 적은 중국을 말하고, 영원한 우방은 미국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거의 통일을 이룰 뻔 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더구나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영원한 적인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UN 의 합법적 정부로 탄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한국전에 참전 하여 피를 흘렸다.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1954 년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60 여년간 전쟁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번영하여 지금은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 

모두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우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본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미국은 영원한 우방인 것이다.  

  

그러나 국익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과거 조선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거대국가에 대하여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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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과의 관계 역시 

국익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2 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나라 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허동윤 교수는 이제 국민들이 

역사 공부 할 때라 하였다.  

  

  

  

2014-02-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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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불상(無佛像)의 시대로 

  

  

  

마네킹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불교의 상징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불교의 상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상(佛像)’이다.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에 참배 하는 것이 불자들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이렇게 불상이 불교의 상징처럼 되다 보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 등 여러가지 이름의 불상이 있다.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갖가지 보살상 역시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절의 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 절을 수호하는 신장상 등 수 없이 많은 상이 있다. 또 

천불전에는  천개의 작은 불상으로 가득하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마네킹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절에 가면 사람의 형상을 한 수없이 많은 불상, 보살상, 신장상 

등을 만난다. 이런 형상 앞에는 반드시 ‘불전함’ 또는 ‘복전함’이라 

쓰여 있는 통을 볼 수 있다. 이런 통에 불자들은 돈을 넣고 자신의 

소원을 빈다. 그리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한다. 이것이 

한국불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신행방법이다. 

  

수 많은 불상이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모두 다르다. 기계로 찍어 낸 

불상의 경우 생긴 모습이 똑같다. 천불전에 모셔져 있는 천개의 작은 

불상을 보면 한결같이 똑 같은 모습인데 하나의 ‘금형(틀)’에서 찍어 

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존불로 모셔진 불상의 상호는 모두 다 

다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본래 상호는 어떻게 생겼을까?  

  

검은 얼굴의 예수 

  

TV 에서 즐겨 보는 프로가 있다. EBS 의 ‘세계테마기행’이 그것이다. 

최근 본 것 중에 ‘모험의 땅, 필리핀’이 있다. 2 부에 ‘검은 예수의 

기적, 블랙나사렛 축제’가 있는데 수백만명이 열광한다. 그런데 필리핀 

최대의 축제에서 검은 얼굴을 한 예수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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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예수의 기적, 블랙나사렛 축제 (EBS 의 ‘세계테마기행’) 

  

 
  

  

Black-Nazarene 

  

  

  

  

검은 얼굴을 한 예수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이다. 이제까지 예수의 

얼굴은 ‘백인’형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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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검은 예수상은 1606 년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멕시코에서 

왔다고 한다. 그런데 항구에 들어 올 때  배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상 만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 

대신 얼굴이 새까맟게 타버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블랙 나사렛’이라 

불리웠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가 ‘블랙나사렛축제’라 한다.  

  

황갈색의 과달루페 성모마리아상 

  

기독교에서 성모마리아의 이미지가 있다. 역시 백인 여자의 얼굴이다. 

그러나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마리아 (Virgen de Guadalupe) ‘상을 

보면 백인이 아니다. 피부색은 인디오들처럼 거므스름한 황갈색이고 

머리카락이 검은색이 특징이다.  

  

  

 
  

과달루페 성모상(Virgen de Guadalupe) 

1531 년 멕시코시티에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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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얼굴의 예수와 황갈색 피부의 성모마리아상은 스페인의 

식민지이었던 나라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혼합주의’로 본다. 지역의 토속신과 가톨릭이 융합하여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느 나라 불상이 가장 아름다울까? 

  

예수의 모습이 나라마다 다르듯이 불상의 모습 역시 나라 마다 다르다. 

그러나 불상을 보면 특징이 있다. 그것은 경전에 표현 된 32 상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래서 육계가 있고 귀가 긴 것등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나라 마다 형상이 다른 것은 해당국가의 문화와 전통이 스며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불상이 가장 아름다울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상은 무엇일까? 단연 석굴암 본존불을 들 수 

있다. 8 세기 중엽에 조성 되었고 높이가 3 미터 26 센티미터에 달한다. 

현재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수법이 정교하며 장중웅려한 기상이 넘치는 매우 보기 드문 

걸작’이라 한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석굴암 본존불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상이라 볼 수 있다. 

  

  

 
  

석굴암 본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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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표하는 불상은 어떤 것일까? 수 많은 중국불상이 있지만 

용문석굴 봉선사동에 있는 ‘노사나불’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측천무후 시대인 672 년에서 675 년사이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석굴암 보다는 약 80 년 가량 앞선다. 높이는 17 미터에 

달한다. 상호는 상호는 원만하고 약간 미소를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살아 생동하는 듯하다.  

  

  

 
  

용문석굴 봉선사 대불(노사나불)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은 어떤 것일까? 불교국가인 일본에도 수 많은 

불상이 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불상은 ‘토다이지(동대사)’에 있는 

대불일 것이다. 토다이지 대불은 철로 만들어진 철불로서 높이가 

14.7 미터로 거대하다. 원래 대불은 752 년 경 건립되었다고 한다. 

석굴암의 본존불 조성시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헤이안시대인 12 세기 

말에 병화에 소실 되었다고 한다. 현재 보는 대불은 그 때 당시 보다 

축소된 형태로 에도시대인 18 세기에 재건 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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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이지(동대사)철불 

  

  

한중일 삼국의 불상을 보면 어쩐지 자신들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보인다. 태국의 불상은 태국사람 형상을 한 것이고, 스리랑카의 불상은 

역시 그쪽 사람들 모습이 형상화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 많은 불상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는 불상이고, 또 하나는 눈을 아래로 내려 뜨고 있는 불상이다.  

  

석굴암의 경우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불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이와 같이 눈을 아래로 내려 뜬 

모습 보다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 거룩해 보인다. 그래서 절로 

우러러 보이고 신심이 나는 것 같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석굴암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불상 

  

눈을 감고 명상하는 불상이 스리랑카에도 있다. 비록 사진으로 보는 

것이지만 명상속의 부처님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인다. 

폴론나루와 (polonnaruva)의 불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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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론나루와 (polonnaruva) 불상 

출처: Akkakado 빅쿠의 포토스트림 

  

  

  

폴론나루와는 스리랑카의 중세시대에 해당되는 11~12 세기의  싱할라 

왕조의 수도이었다고 한다. 명상하는 부처님상은 ‘갈위하라(Gal 

Vihara)’에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갈위하라는 스리랑카의 고대도시인 폴론나루와에 

있는데 부처상이 조각된 암반사원(a rock temple) 이라 한다. 암반에는 

큰좌상(a large seated figure), 동굴안에 있는 작은 좌상(smaller 

seated figure), 그리고 입상(standing figure)과 와상(reclining 

figure) 이렇게 네 개의 조각상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위 사진은 

큰좌상(a large seated figure)이다. 특징은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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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론나루와 (polonnaruva) 불상 

출처: Akkakado 빅쿠의 포토스트림 

  

  

  

미남형은 아니지만 

  

폴론나루와의 명상하는 부처님상을 보면 거룩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그다지 미남형은 아니다. 스리랑카 특유의 이미지를 가진 불상으로 

본다. 불상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듯이 이 명상속의 

붓다를 보면 스리랑카 불상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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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론나루와 (polonnaruva) 불상 

출처: Akkakado 빅쿠의 포토스트림 

  

  

  

무불상(無佛像)시대가 있었는데 

  

하나의 잘 만들어진 불교음악이 신심을 고취시키듯이 하나의 잘 

만들어진 불상 역시 신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런 불상이 아마 명상하는 

모습의 부처님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리가 모셔져 있는 ‘스투파’나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그리고 족적을 상징하는 ‘보륜’ 등이었다. 이렇게 

부처님 사후 오백년이 지나도록 불상은 없었다. 이를 역사적으로 

‘무불상(無佛像)시대’라 한다.  

  

그렇다면 왜 불상이 출현 하지 않았을까? 이는 불상만드는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한다. 부처님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불상을 만들 엄두를 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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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경우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 될 때 까지 초창기에는 

예수상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예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 정도만 허용 

되었을 뿐 초상화 등을 만드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불교 역시 초창기에 부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후대로 내려 

가면서 부처님 그분을 닮고자 하여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대승불교가 흥기할 시점에서부터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불상을 만들지 않고 단지 부처님의 근본 정신만을 계승한 

시기이었기 때문에 ‘무불상시대’라 한다. 

  

상품화된 불상 

  

지금은 불상시대이다. 그래서 온갖 불상으로 넘쳐난다. 그리고 불상은 

공장에서 대량생산 된다. 어느 절에 가든지 똑 같은 모양의 불상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불상모습으로 ‘상품화’ 된 

것이다.  

  

  

 
  

천불전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불사’이다. 항상 볼 수 있는 

기와불사 외에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천불(千佛)’불사이다. 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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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을 조성하여 천사람에게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람이 천부처님을 천일동안 새로 모시게 될 천인,천불,천일 불사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동참합시다.”라는 구호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천불불사 내용을 보면 일불당 수십만원 한다. 일불당 오십뭔 

한다면 천불이면 5 억원이 된다. 그래서 천개의 불상은 천개의 불사자 

이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불상이 상품화 되다 보니 시주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마치 한 개의 수십만원 짜리 상품으로 보이는 것이다. 

만약 지금 부처님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무어라 말할까? 

  

부처님이 허용한 것은  

  

부처님은 결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라고 말씀 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소원성취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경전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부처님은 열반후에 탑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였다. 

그것도 깊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 사는 대로의 사거리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여, 전륜왕의 유체에 대처하듯, 여래의 유체에 

대처하고 큰 사거리에 여래의 탑묘를 조성해야 한다. (D16-112)”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부처님이 허용한 것은 탑묘의 조성이다. 이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 

있는 스투파를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 사후 오백년간 무불상시대에 

스투파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탑묘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사리분배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이 열반한 후 화장을 하였다. 화장을 하고 나니 유체라 볼 수 

있는 사리가 나왔다. 마하빠리닙바나경에는 사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부처님의 유언대로 사리를 분배 받아 큰 탑묘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분배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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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ṇantu bhonto mama ekavākyaṃ1 

Amhākaṃ buddho ahu khantivādo. 

Na hi sādhu'yaṃ uttamapuggalassa 

Sarīrabhāge siyā sampahāro. 

 

Sabbeva bhonto sahitā samaggā 

Sammodamānā karomaṭṭhabhāge. 
Vitthārikā hontu disāsu thūpā 

Bahū janā cakkhumato pasannā 

  

[도나] 

“존자들이여, 내 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처님은 인욕을 설하는 님입니다. 

최상의 참사람이신 분의 사리분배에 

다툼이 생겨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모두 함께 화합하여 

기뻐하며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사방에 탑묘를 널리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눈 있는 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41, 

전재성님역) 

  

  

도나가 읊은 게송이다. 주석에 따르면 도나(doṇa)는 바라문 출신이라 

한다. 부처님의 사리분배를 놓고 분쟁을 잘 조정한 것으로 설명 되어 

있다. 그런데 도나라는 말은 기증자를 뜻하는 영어 ‘donor’와 

유사하다. 그러나 빠알리 doṇa 는 ‘a measure of capacity; 1/8th’의 

뜻이다.  

  

사람 이름 doṇa 가 기증자를 뜻하는 donor 와 유사한 것은 빠알리어가 

영어와 함께 ‘인도-유럽어족’ 계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너라 

하였을 때 기증자를 떠 올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바라문 도나는 

분배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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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에 대하여 분배하고 조정역할을 맡은 도나는 여덟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그리고 사방에 탑묘를 널리 세워야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눈 있는 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다.  

  

부처님은 탑묘를 만들어 대로의 사거리에 세우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붐비는 ‘저자거리’ 같은 곳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원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도나는 게송에서  많은 

사람이 눈 있는 님에게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사방에 탑묘를 널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숯이라도 가져 가십시요” 

  

경에서는 여덟 개의 탑묘에 대한 위치가 나온다. 라자가하, 베쌀리, 

까삘라왓뚜, 알라깝빠, 라마가마, 베타디빠, 빠바, 꾸씨나라라 이렇게 

여덟 개의 시에 사리가 안치된 탑묘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추가로 

두 곳이 더 있다. 바라문 도나가 사리를 담은 그릇으로 탑묘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모리야족도 탑묘를 세웠는데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전하고 있다. 

  

  

"Natthi bhagavato sārīrānaṃ bhāgo, vibhattāna bhagavato sārīrāni, 

ito aṅgāraṃ harathā" 

  

[바라문 도나] 

“세존의 사리 가운데 분배할 것이 없습니다. 세존의 사리는 모두 

분배했습니다. 여기서 숯이라도 가져 가십시요.” 

  

(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141, 

전재성님역) 

  

  

더 이상 가져 갈 사리가 없게 되자 숯이라도 가져 가라고 하였다. 

여기서 숯은 화장용 장작더미의 ‘숯(aṅgāra)’을 말한다. 이렇게 숯을 

가져다가 탑묘를 세웠는데 경에서는 열번째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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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부처님의 본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에 대하여 디가니까야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경(D30)’에서는 보통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고 

오로지 전륜성왕이나 부처에게서만 볼 수 있는 32 가지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각국 불상에서는 이런 32 상이 

반영된 불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상의 상호를 보면 그 나라의 민족의 얼굴과 유사하다. 

중국불상은 중국인의 얼굴을 닮았고, 태국불상은 태국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 어느 불상의 상호가 부처님의 본래 얼굴인지 알 수 

없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이 있다. 

아상가교수의 강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뿍꾸사띠(Pukkusati)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고행을 하며 

방랑하는 종교 전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찾아 뵙고 싶어서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행을 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씩 

걸렸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옹기장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옹기를 말리는 넓은 곳에서 종교인들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과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우연히 뿍꾸사띠도 그곳에 와서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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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요. 사람들은 누워 있었고 부처님은 

어둠 속에서 그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자신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그 젊은이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과 젊은이와의 대화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설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례적인 설법이 아니라 대화가 점진적으로 설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뿍꾸사띠는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가 부처님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상가 교수, 불교영어도서관특강, 근본불교의 가르침, 제 1 강 

부처님의 생애, 불교 tv 2007-12-27) 

  

  

이것은 이전에 올렸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유행승뿍꾸사띠(Pukkusati) 에피소드’에 실려 있다. 뿍꾸사띠 

이야기는 맛지마니까야 ‘세계에 대한 분석의 경(M140)’에 실려 있다. 

아상가 교수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범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처님 모습 

  

뿍꾸사띠는 밤에 우연히 대화한 상대가 부처님인 줄 몰랐다. 자신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에 대하여 설법을 듣기 이전까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32 상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면 뿍꾸사띠는 금방 

알아채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설법을 듣고서 비로서 부처님임을 

눈치 채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참으로 스승께서 나에게 

오셨다! 참으로 바른 길로 잘 가신 분께서 나에게 오셨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께서 나에게 오셨다!(M140)”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들자 뿍꾸사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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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자처럼, 멍텅구리처럼, 악한 자처럼 제가 

세존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벗이여’라고 말을 건넨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는 삼가도록 하겠사오니 

세존께서는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hātuvibhaṅga sutta- 세계에 대한 분석의 경, 맛지마니까야 M140:35, 

님역) 

  

  

유행자 뿍꾸사띠는 부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움막에서 대화를  나눈 이가 부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벗이여(bhante)”고 말했던 것이다. 

이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 

범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상이라는 신체적 특징이 

있지만 어두컴컴한 밤에 보았을 때 쉽게 드러나지 않음을 말한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건만 

  

불자들은 불상에 의존한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바라고 또 기도한다. 하지만 절에 있는 불상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 주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흙으로 나무로, 또는 

쇠붙이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다.  

  

그럼에도 불상에 예배를 하는 것은 그 분의 가르침(담마) 때문이다. 

그러나 불상 그 자체에 예배한다면 우상숭배가 될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ttadīpā bhikkhave,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Attadīpānaṃ bhikkhave, viharataṃ attasaraṇānaṃ anaññasaraṇānaṃ 

dhammadīpānaṃ dhammasaraṇānaṃ anaññasaraṇānaṃ, yoniyeva 

upaparikkhitabbā1- "kiñjātikā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Kiṃpahotikā"ti. 



279 

 

  

[세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않는 다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한다. 

  

(Attadīpa suttaṃ-자신을 섬으로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43,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대신 자신과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 

(Attadīpānaṃ attasaraṇānaṃ)”라 하였고,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 (dhammadīpānaṃ dhammasaraṇānaṃ)”로 하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자귀의 법귀의에 따르면 부처의 형상을 한 불상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은 부처님가르침이라 볼 수 없다. 설령 불상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이 가르침을 경배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근기는 다양하므로 ‘오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불상의 출현은 부처님 가르침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만 4천 탑을 건립한 이유 

  

불상이 출현하게 된 것은 부처님 사후 오백년 지난 후의 일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탑묘는 허용 되었다. 그래서 사리가 안치 되어 있는 탑묘 중심으로 

사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초기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불상이 아니라 

탑묘나 보리수, 보륜처럼 부처님과 부처님의 행적과 관계된 것이었다. 

특히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은 무려 8만 4 천개나 되는 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디빠왕사’와 

‘마하왕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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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까왕은 비구 승가를 초대하여 공양한 후에 왕은 매우 심오하고 잘 

설해진 담마의 구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존자님, 태양의 후예[사꺄족의 부처님을 말함]께서 가르치신 담마에 

구분이 있습니까?...” 

  

“…인간 가운데 훌륭하신 스승께서 말씀 하신 가르침은 아홉 

앙가(Anga)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체 8 만 4천 가지의 가르침이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태양의 후예에 의해 잘 설해졌습니다.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고, 보약과 같은 

훌륭하고 중요한 위없는 진리를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비구승가의 이런 말을 들은 후에 왕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의 

마음속에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왕실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체 8만 4 천 가지의 소중한 가르침이 가장 빼어난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 나는 한 개 한 개의 가르침을 존경하기 때문에 8만 4 천개의 

승원을 짓겠다.” 

  

왕은 거의 매 도시마다 한 개의 승원을 지었다. 3 년 안에 승원의 건축을 

마친 후에 7 일간의 봉헌의 축제를 열었다. 

  

(일아스님, 아소까,  제 5 편 제 4 절 8 만 4천 탑의 건립과 불적 순례) 

  

  

일아스님이 지은 아소까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소까대왕이 8 만 4 천개의 

스투파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8 만 4 천개의 수투파(탑)이 건립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8 만 4 천 개의 

승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승원이 세워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 하였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 하였다. 이렇게 스투파가 세워진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  

  

불상의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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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불상시대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불상 없는 사원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불상도 불상나름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눈을 감고 불상과 눈을 뜨고 있는 불상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명상과 관계 되어 있다고 본다. 눈을 감고 있는 불상은 분명 

열반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불상은 중생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 보고 있는 것이라 보여 진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눈을 감고 있다. 손은 ‘항마촉지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명상하는 부처님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부처님은 상은 우리나라에서 석굴암 본존불이 유일할 것이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부처님상은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마하야나와 달리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 진다. 이렇게 명상속의 부처님상의 대표작이 스리랑카 

폴론나루와의 부처님상이라 보여진다.  

  

  

  

 
  

폴론나루와 (polonnaruva) 불상 

출처: Akkakado 빅쿠의 포토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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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모든 불상이 눈을 감고 있는 명상타입은 아니지만 12 세기에 

만들어진 갈위하라(Gal Vihara)의 석상을 보면 ‘불상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비록 미남형은 아니지만 두손을 앞으로 하고 지긋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든다.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비록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잘 

조성된 불상은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  

  

   

 
  

폴론나루와 (polonnaruva) 불상 

출처: Akkakado 빅쿠의 포토스트림 

  

  

  

불상출현을 예측하는 듯 부처님 말씀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원음은 아니지만 금강경에서는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不能見如來)”라 하였다. 이는 “만약 육신으로써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여래는 볼 수 없으리라.”라는 뜻이다. 이 구절로 본다면 불상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구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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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버전이라 여겨지는 게송이 상윳따니까야에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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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깔리의 경-Vakkali sutta, 상윳따니까야 S22:87, 전재성님역) 

  

  

이 구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으로 보여진다. 미래에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예배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에 

대하에‘비판’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부처님은 

자신의 몸과 목소리에 반한 제자에게 “나의 부서져 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느냐?”라고 물은 후에,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이 후에 ‘법신불’ 사상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은 어떤 형상이나 음성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침을 찾는 

것에 대하여 경계 하였다. 그래서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보라는 것이다. 그래야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흙덩이나 나무,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부처의 형상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를 경계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진리는 형상화 할 수 없다! 

  

이슬람에서는 우상숭배를 금한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이슬람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라도 전통문화는 

철저하게 파괴 된다. 심지어 자신의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우상숭배라는 명목으로 파괴 되기 일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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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함에 따라 인간과 동물에 대하여 형상화 

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표현을 금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식물이다. 그래서 이슬람 문양을 보면 ‘팔메트문양’이라 

하여 식물무뉘를 형상화 하였다. 한가지 허용한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문자이다.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쓰여 있는 문자에 대하여 표현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말씀이 담긴 문자를 문양으로 표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기하학적 무뉘와 이슬람 문자가 복합된 특유의 예술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슬람에서 우상을 금지한 것은 진리를 형상화 할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한다.  

  

  

 
  

중국신장성 하미 회왕묘 

“알라는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꾸란의 문구가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진리를 형상화 할 수 없다. 부처님이 진리의 몸이라 하였을 때 법신을 

형상화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라고 

하였다. 담마를 알아야 부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 



285 

 

의미로 본다면 부처님을 형상화한 그 어떤 불상도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명상하는 부처님상이다. 석굴암 본존불이나 

폴론나루와에 있는 갈위하라 부처님 상이다. 명상속의 부처님은 열반의 

부처님을 형상화 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는 부처님상과 다르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불상이다. 불상이 없었던 시절의 

불교시대를 말한다. 아소까대왕이 8 만 4 천 스투파를 만들어 불교를 

인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전파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스투파를 중심으로 한 사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불상 

대신 탑 중심의 가람을 말한다.  

  

무불상(無佛像)의 시대로 

  

불상시대에 불상으로 넘쳐 난다. 여기 저기에 크고 작은 불상을 보면 

온갖 것이 형상화 된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진리의 

몸인 부처님을 형상화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후대에 사람들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리고 상품화 하고 

있다. 진리의 몸인 부처님을 대량으로 찍어 내어 마치 상품처럼 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부처님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달가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자들이 초기불교 경전을 

접하고 부처님 원음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듯이 ‘무불상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 본다.  

  

부처님은 “진리를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진리를 본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불상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이유라 본다.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다면 초기불교시대처럼 무불상(無佛像)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14-02-2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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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글로서 정화불사를 

  

  

  

매일 글을 쓰는 블로거로서 늘 글을 쓰기 위한 소재거리를 찾는다. 

대부분 그날 그날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전의 문구를 삽입하여 글쓰기를 하고 있다. 비록 보통불자의 

‘B급 삼류 글쓰기’에 지나지 않지만 가급적 품위를 유지하려 

한다. 남겨진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인격이기 때문이다.  

  

마치 부처님 대하듯 

  

어느 카페가 있다. 다른 불교카페와 달리 어느 스님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전개 된다. 그런 스님이 종종 올려 놓은 글을 보면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스님은 해외 등으로 잘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안거도 빼 놓지 않는다. 최근 동안거에서 3 개월간 무문관 수행을 

끝내고 돌아 왔다. 그러자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은 ‘스승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 동안 보고 싶었던 스님을 다시 

만나 보게 되어서 감격스럽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신도들은 ‘스승의 귀환’ 또는 ‘영웅의 귀환’이라 하여 떠 

받들고 있는 글을 접하면서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 

머리를 삭발하였다는 이유으로 승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스승으로 우러러 받드는 듯한 모습이 불편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스님이 매번 감동적인 글을 올려 놓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해제 기간 동안 

몇 차례 글을 올려 놓았을 뿐인데도 마치 부처님 대하듯 깍듯이 모시는 

신도들의 행태가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내 알아 차렸다. 

‘그러려니’ 하는 것이다.  

  

스님들의 자유로운 삶 

  

우리나라 스님들은 잘 돌아 다닌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느 스님은 

‘역마살’이 있어서 해외로 자주 나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서 수행도 하고, 미얀마나 태국에서 살다 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도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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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o araññamhi yathā abaddho  

Yenicchakaṃ gacchati gocarāya,  

Viññū naro serinaṃ pekkhamāno  

Eko care khaggavisāṇakappo. 
  

숲속에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 뜻,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n39,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자유로운 삶(serinaṃ)’이라는 말이 있다. 주석에 따르면 

“원하는 대로 살고 남에게 종속이 되지 않는 삶(Prj.II.83)”이라 

한다. 그래서 숲속이라는 고정된 장소에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초원을 

유유히 거닐 듯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 하였다.  

  

게송에서는 현명한 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 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속박 되어 있지 않은 삶을 말한다. 오로지 진리만 

추구하며 가족이나 친구, 조직 등에 속박 되어 있지 않아 마치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듯한 자유로운 삶이다. 바로 그런 삶이 

출가수행자의 삶일 것이다.  

  

출가자는 자유롭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서 안거 때가 되면 모이고, 

안거가 끝나면 모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진다. 그런데 돌아 갈 곳이 

있는 스님은 반겨 주는 신도들이 있다. 그래서 스승의 귀환 영웅의 

귀환이라는 환대를 받으며 그들을 위한 법문을 해 준다. 

  

너무 자유롭게 살다 보니 

  

스님들은 자유롭게 산다.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살다 보니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한다. 스님같지 않은 스님, 막행막식 하는 스님들을 말한다.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스님에 대하여 불자들은 

불편해 한다. 하지만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스님들 일에 관여 

하지 않는 것이 불자된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는 대승보살계에서 

십중대계에서 여섯번째 항목을 보면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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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다. 그래서 재가자가 출가자의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큰 

죄가 된다”라고 하였다.  

  

스님의 허물 

  

스님들이 아무리 잘못 하여도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승가의 잘못에 대하여 과감하게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매스컴에 칼럼을 써서 승가의 잘못된 행태에 

지적하는 글을 말한다. 그런데 지나치면 지적을 받는 것 같다. 최근 

불교포커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중놈’ 시절 잊은 조계종 승려에게 웬 3 배?', '스님 성불 막는 

오빠부대 빠순이'. <뉴시스>에 연재하고 있는 ‘하도겸 칼럼’ 중 일부 

글의 제목이다. 이를 놓고 조계종총무원 기획실과 필자인 하씨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조계종기획실은 지난 1월 말 하씨가 소속한 한 박물관장 앞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 “저희 종단과 스님들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과 조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하씨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 칼럼니스트의 ‘중놈’에 조계종 ‘발끈’, 불교포커스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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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포커스에 따르면 한 컬럼니스트의 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컬럼에서 

‘중놈’ 등과 같이 승가를 모독하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조계종 기획실에서 발끈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여기서 ‘발끈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따르면 ‘사소한 일에 왈칵 성을 

내다’의 뜻이다. 기사에서 표현한 대로 발끈한 것이라면 조계종 

기획실에서는 사소한 일에 성질을 낸 것이다.  

  

대체 어떤 컬럼이길레 

  

그렇다면 대체 어떤 컬럼이기에 발끈 하며 시정조치까지 취하였을까? 

문제의 글  “‘중놈’ 시절 잊은 조계종 승려에게 웬 3 배?”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3 년 11 월의 일이다. 서울대학교 의예과 1학년 학생 김종화는 조계사 

뒤뜰에 있는 양철지붕으로 대충 만들어진 열악했던 청년 회관을 찾았다. 

당시 불교를 전혀 몰랐던 김종화 현 한국불교연구원 제 4 대 이사장은 

우리나라 불교학을 세운 고(故) 불연(不然) 이기영 전 동국대학교 

교수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강의를 처음 접했다.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강의 도중 귀명삼보게(歸命三寶偈)를 강조했던 

원효선사의 가르침에 마치 어둡고 깜깜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길을 찾듯이 그런 감격을 느끼고 불교를 믿게 됐다. 

불교에서 말하는 ‘초발심(初發心)’이 이것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불법승은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로 

흔히들 알고 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의 불법승은 세 개가 아닌 

하나로, 한마음 즉 일심(一心)이다. 고 이기영 교수에 의하면 일심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고 한 원효스님은 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歸一心源),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饒益衆生)를 하라고 강조했다. 결국, 일심으로 보살(菩薩)이 

되라는 뜻으로 불법승이 하나임을 선포한 것이다. 최근 몇몇 조계종 

스님은 마치 3보가 출가한 스님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원효스님은 귀명삼보게를 통해서 승보는 ‘무량한 공덕을 담으며 

여실하게 수행하는 자’(無量功德藏 如實修行等)라고 한정했다. 나아가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며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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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작년 말 연임에 성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캠프에 있었던 

조계종 중앙종회 3 선 의원이자 한 사찰의 주지도 포함된 10 여명의 

중앙승가대학 출신 비구·비구니 스님 고성방가의 음주 사건이 신문과 

방송을 채운 적이 있었다. 충남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 

레크레이션룸에서 밤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이 날 하루에 소주 한 박스와 맥주 세 박스 분량의 술이 

발견됐다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불교 연수 시설에서 승려들이 

밤새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자성과 쇄신을 강조한 조계종은 바로 

원장만 해임한 채 호법부가 철저하게 조사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에 기부금 등을 보시했던 신자들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려 얼굴도 

못 들게 했던 그 스님들의 사건은 이제 조용해졌다. 지난 6 월에도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스님에게 조계종은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이번 사건에는 자승 총무원장 연임에 공로를 

세운 스님까지 포함됐으니 아예 처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있다. 

지난 5 월 1 일에는 ‘삼귀의와 오계’를 주제로 한 조계종 토론회에서 

어떤 스님은 비구니 교단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오직 출가 비구만이 

삼보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조계종의 계율 해석에 의하면, 

문수보살에게 불이(不二)법문을 가르치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의 사리불(舍利弗)까지도 부처님이 그토록 가라고 해도 그의 높은 

법력이 두려워 문병가기를 꺼리게 했던 ‘유마경’(維摩經)의 주인공 

유마거사도 삼보가 아니다. 그런데 보살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유마거사도 3 보가 아닌데 성매매를 하고 밤새 음주에 고성방가를 

조계종의 스님들은 여전히 정말 3 보라고 해도 좋단 말인가?  

 

조선 시대 숭유억불에 의해 승려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몰래 마을에 

가야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노비와 다름이 없었다. 그게 다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다. 고려 시대 국교로 숭상받던 불교는 훌륭했지만, 3 보라며 

까불던 승려의 폐해가 너무 컸기에 그렇게 됐다. 경허·만공·수월 스님 

등에 이어 깨달음을 얻어 선지식이 된 성철 스님은 불교의 자존감을 

되살리고자 1947 년 ‘봉암사 결사’ 이후로 재가자들에게 3배를 하도록 

했다. 성철스님과 같은 스승께 불법승에 대한 예를 취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로 승려들에게 3 배의 예를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폐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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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의 노인에게도 3배를 받는 스님들은 출가와 동시에 카스트제도의 

최상위계층인 브라만 신분이 돼 부처님 전에 보시하는 재가자들을 하인 

대하듯 한다. 마음공부를 해야 할 조계종 승려들에게서 이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하심(下心)’은 찾을 수 없다고 여러 재가자가 말한다. 재가 

시절부터 용성스님에게 ‘금강경’(金剛經)을 배우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출가했던 제 3대, 4 대, 6 대 3 번이나 종정을 역임한 

고암스님은 신자들에게 큰절을 못 하게 하고 악수만 했다고 한다. 

한곳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고 오직 항상 자신을 낮추는 

하심행(下心行)을 실천한 그분은 이미 가고 이제 조계종에는 그의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다. 조선 시대 중놈 시절을 잊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을 연임에 성공하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승 총무원장이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하도겸 칼럼]‘중놈’시절 잊은 조계종 승려에게 웬 3 배?, 뉴시스 

2014-01-14) 

  

  

컬럼을 보니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불교의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다만 컬럼에서 

“3보라며 까불던 승려”라든가 “중놈 시절을 잊은”이라는 표현이 

돋보일 뿐이다.  

  

조계종에서 발끈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바로 이런 표현을 문제 삼아 조계종 기획실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불교 포커스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실은 이 문건에서 “저희 종단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중놈’ 

‘땡중’ 등 비하적인 표현과 현실성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종단과 

스님들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불교에 대한 애정과 비판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귀 기울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진정 글쓰는 의미와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칼럼니스트의 ‘중놈’에 조계종 ‘발끈’, 불교포커스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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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조계종에서 발끈한 내용이다. 스님에 대하여 ‘중놈’ ‘땡중’ 

등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승가를 모독하였다는 것이다. 

  

‘땡중’이라 하였다고 

  

이처럼 발끈한 조계종에서 문제 삼은 컬럼이 또 있다. ‘땡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컬럼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컬럼은 어떤 내용일까?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불교조계종 주변에는 비구 승려들 쫓아다니는 오빠 부대가 적지 

않다. 계율 따위는 신경 안 쓰는 무애한 승려들에게야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끔 이들 사이에 섬싱(something)이 생겨 결국 종단을 

나가는 일이나 은처(隱妻)하는 일까지도 더러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대처(帶妻)를 한다고 결혼하지도 않은 태고종 스님들까지 전통사찰에서 

모두 쫓아낸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 

. 

. 

큰스님도 그런데 젊은 비구 승려는 왜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착각이든가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런 ‘땡중’ 한테 몇억 싸서 절에 

간다고 한들 결국 반말이나 배신만 돌아올 따름이다. 

  

([하도겸 칼럼]스님 성불 막는 오빠부대 ‘빠순이’ㅡ 뉴시스 2014-01-

19) 

  

  

전문을 읽어 보면 한국불교와 승가를 모독하는 글이 아니다. 다만 못된 

승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다. 계율따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막행막식을 일삼는 스님에 대하여 ‘땡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계종 기획실에서 발끈 한 것은 ‘땡중’이라는 말 때문이다. 

아무리 막행막식하는 스님이 라도 불자들이 스님에 대하여 땡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식으로 잘못된 것이라 한다.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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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에서 ‘중놈’ ‘땡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조계종 

기획실에서는 ‘조치’하였다고 한다. 어떤 조치인가? 컬럼니스트가 

일하고 있는 곳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 소청심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한다. 그곳은 국립민속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영역에 속한다. 

한마디로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땡중’시리즈 네 가지 

  

이렇게 조계종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자 컬럼니스트는 컬럼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SNS 페이스북을 점령한 스님들…’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땡중’은 페이스북에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예전에 

수행하다 아프게 된 속이 요즘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마침 겨우 찾은 몇 개 남은 파스를 

붙였더니 좀 낫더라며 선방 수좌 연기를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성철스님이나 선지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했다면서 상황을 리얼하게 만듭니다. 그런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신도가 

메신저와 댓글로 계좌번호 달라고 합니다. 한 분이 그 스님의 거처에 

갔더니 최신 에어 맥북을 비롯해서 없는 게 없더랍니다. 그 스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 파스 한 장 붙이면 

낫는, 어쩌면 없는 고통으로 일확천금을 해 나갑니다. 육신통을 하는 

부처님도 절대로 못 할 ‘뻥튀기’라는 대단한 신통력입니다.  

 

한 ‘땡중’을 사칭한 사기꾼은 베스트셀러작가 승려처럼 아주 부드럽게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까! 밥 사줄까?”라는 댓글을 자주 

남깁니다. 그러면서 젊은 처자들에게 접근합니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고 마시다가 정신을 잃습니다. 결국, 모텔에서 눈을 뜬 한 

처자는 매우 당황해서 재빨리 도망쳐 나옵니다. 여기저기 통해서 

알아보니, 예전에 조계종 승려 하다가 잘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종단의 유력 사찰 출신이고 이미 종단 사람이 아니므로 가만히 

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마치 화두를 잡듯이 말입니다.  

 

한 ‘땡중’은 페북에 계속 누더기가 된 누비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연출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자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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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는 천 등 줘도 안 입는 그런 헌 옷을 주워다가 빨아 지은 옷은 똥을 

닦은 헝겊과 같으므로 분소의(糞掃衣)라고 합니다. 무애한 원효 스님 

아니 소성 거사나 가능했을 그 수행을 흉내만은 참으로 기막히게 잘 

냅니다. 군데군데 헤어지고 낡아 구멍까지 난 곳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찡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땡중의 페북에는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땡중은 자기가 

어느 절 주지이니 놀러 오라고 하기는 좀 그랬는지, 차 한 잔 하러 

오라고 합니다. 얼마 전 단체로 그 절을 찾은 한 분은 화장실로 

착각해서 구석 뒷방을 열었다가 옷장에 수업이 걸려있는 새 옷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패션쇼 불사를 하실 예정이었나 봅니다.  

 

어떤 승려들의 글은 항상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수십 명이 

댓글로 안부를 묻습니다.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는 중생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몇몇 스님의 보리행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대개는 인사말이나 친분을 

과시하는 말들입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요? 이런 땡중들은 SNS 특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수행의 장이 아닌 

영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 즉 페친이 손님이기에 

한명씩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이 없나 봅니다. 

종일 웹이든 모바일이든 페이스북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하듯이 수행했다면 벌써 성불했을 것입니다. 울고 불며 

어머니도 버리고 애인도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 스님이 됐다는 아픔 

즉 아상(我相)만 못 버린 줄 알았습니다. 속세의 장삿속은 전혀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법시대가 맞긴 맞나 

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하도겸 칼럼]SNS 페이스북을 점령한 스님들…, 뉴시스 2014-02-24) 

  

  

컬럼 전문을 올렸다. 이른 바 ‘땡중’시리즈이다. 막행막식을 일삼는 

스님에 대하여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땡중’이라 지칭한 것이다. 모두 

네 부류의 땡중 사례가 소개 되어 있다.  

  

그 중에 네 번째것을 보면 땡중의 활동무대는 SNS 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수행의 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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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이라고 하였다. 이런 땡중들은 일이 없는지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죽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 주며 “차나 한 잔 하러 오라”고 유도한다는 것이다. 

  

독실한 불교신자임에도 

  

기사에 따르면 컬럼니스트는 독실한 불교신자이다. 또 명상교실에서 

지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불교신자인 컬럼니스트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에 따르면 “컬럼을 통해 사회와 종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컬럼에서 뜻을 분명히 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놈’ ‘땡중’과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승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아예 글을 쓰지 못하도록 조계종의 이름으로 소속 

되어 있는 해당기관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서 

  

 또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기관지라 볼 수 있는 불교신문에서 불교비하 

칼럼을 쓴 하도겸 씨에 대하여 서면경고 기사를 게제 하였다. 이 기사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규 조계종 홍보팀장은 “지난 13 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서면경고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칼럼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비하 칼럼 하도겸 씨 ‘서면경고’, 불교신문 2014-02-20) 

  

  

불교신문에 따르면 “영 통신사 뉴시스에 불교를 비하하는 칼럼을 

게재해 물의를 빚은 하도겸 씨가 근무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다.  그리고 공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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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컬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계종의 조치에 컬럼니스트는 발한다. 그래서 불교포커스 

기사에 따르면, 컬럼니스트는  “내용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일부 

표현만을 들어 불교를 매도하고 스님들을 비하했다는 왜곡적인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교신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 하였다고 하였다.  

  

승가모독 vs 표현의 자유 

  

한 불자의 컬럼이 이슈가 되고 있다. 잘못된 스님들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 한 것에 대하여 조계종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중놈’ ‘땡중’이라는 표현이다. 컬럼니스트는 이에 

대하여 스님같지 스님, 막행막식하는 스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에 대하여 조계종에서는 승가모독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불교의 현실을 고발하는 한 컬럼니스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컬럼니스트는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요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호법부니 홍보팀 등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님들 얘기 좀 잘 써달라는 부탁이다. 의도는 잘 알겠는데 

글을 좀 부드럽게 써달라는 것이다. 사실도 맞고 의도도 좋은 것인지 

알겠다면 그냥 부드럽게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직장으로 

찾아가겠으니 한번 만나자고 한다.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얼마 전에는 “도가 지나치지 않으냐!”고 다짜고짜 따지는 전화를 

받았다. 어디가? 뭐가? 도를 넘어선 것인가 물었더니, ‘중놈’이나 

‘땡중’이라는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 지금 승려를 중놈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에는 중놈이라고 불렀다고 했을 뿐이다.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금 그런 시대의 아픔을 겪지 말자는 의도였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도 아닌 손톱에 낀 때만 보고 있다. 모든 승려를 

‘땡중’이라고 한 것도 아니며 나쁜 짓 하는 조계종의 일부 승려를 

사전적 의미로 ‘땡중’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왜 

걸렸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도 도를 넘었다고 따지기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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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나쁜 짓 하는 승려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하도겸 칼럼]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조계종, 중앙일보 2014-01-

27) 

  

  

이 글은 컬럼의 일부이다. 컬럼에서 글쓴이는 중놈과 땡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말미에 스님같지 않은 스님, 

막행막식을 일삼는 스님에 대하여 무어라 불러야 하느냐고 묻는다. 알면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중님’ ‘가짜중’이라 하면 

  

여기 못된스님이 있다. 그런 스님에 대해서는 굳이 님자를 붙여 

‘스님’이라고 해야 할까? 여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등 승려로서 

지켜야할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막행막식을 일삼는 스님이 있다. 역시 

이런 스님에 대하여 머리를 깍았다고 하여 님자를 붙여 스님이라고 불러 

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런 스님에 대하여 어떻게 불러야 할까? 굳이 

이름을 붙여 준다면 ‘중놈’에 대해서는 ‘중님’이라 하고, 

‘땡중’에 대해서는 ‘가짜중’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글로서 정화불사를  

  

컬럼니스트는 중앙일보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은 “승려들의 명예와 

위의를 훼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바른 수행하는 스님들의 

위상을 드날리게 하기 위한 정화불사”라 하였다. 글을 통하여 승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중놈’이나 ‘땡중’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하여 이를 꼬투리로 하여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은 

비판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일까? 

  

  

  

2014-02-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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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트남참전기념탑을 바라보며 

  

  

  

사는 지역에 베트남참전기념탑이 있다. 대로 네 거리 넓은 공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건립 된 것이다. 한차례 더 

보수작업을 거쳐 기념탑 주변이 성역화 되었다. 그리고 기념탑 좌우로 

수 백개의 달하는 참전용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명단이 전사자를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설명문에서 “참전용사들의 영명이 

새겨져 있고” 라는 문구가 있어서 월남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 

  

요즘은 다문화시대이다. 길거리를 가다가 낯선 말을 종종 듣게 될 때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실감한다. 또 

TV 에서도 ‘러브인아시아’ 같은 다문화시리즈를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아니다.  

  

EBS 에서 ‘다문화 고부열전’ 이라는 프로가 있다. 이프로를 보면 

우리나라에 시집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주로 

외국며느리와 한국시어머니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알콩달콩 재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특징을 보면 여자는 나이가 젊고 남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 20 년 가까지 차이가 난다. 남자가 40 대이면 

여자가 20 대인 셈이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70 대로서 여자의 나이에 

비하면 거의 할머니 뻘이다. 이런 고부열전에 등장하는 외국며느리의 

대부분이 ‘베트남’ 출신이다.   

  

다문화프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에서 

신부와 한국신랑이 결혼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제점도 많다. PD 수첩 같은 고발프로에 따르면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것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 주고 있는 

베트남신부나 베트남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두 행복하고 훈훈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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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월남에 대한 추억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나라일까? 대부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그것은 ‘월남전쟁’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한 

월남특수로 인하여 경제가 부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파병하여 목숨걸고 싸웠던 자유월남은 1975 년 4 월 30 일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허망하게 패망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유월남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기술자로 월남에 돈 벌러 간 친척아저씨 

  

월남에 대한 추억이 있다. 월남이 패망하기 이전에 주변에 벌어졌던 

사건들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은 친척아저씨이다. 아마도 

1970 년 경이라 생각된다.  

  

어린 시절 본 그 친척은 기술자로서 월남에 돈벌러 갔다. 어린 아내와 

어린 삼남매를 고국에 남겨 두고 돈을 벌기 위하여 머나먼 이국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도 돌아 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일년이 가고 이년이 가도 돌아 오지 않은 것이었다.  

  

친천아저씨가 돌아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월남 현지에서 베트남 아가씨와 살림을 차린 것이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월남이 패망하였다. 그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다.  

  

월남패망후 수년이 지난 뒤에 그 아저씨는 한국에 왔다. 물론 혼자 돌아 

왔다. 그러나 이미 가정은 파탄난 상태이었다. 현지에서 월남처녀와 

결혼 하여 살았고 더구나 연락까지 두절 된 상태에서 한국에 남아 있는 

아내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같이 산 것이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한국에 돌아 왔지만 홀로 생활하였다. 낮에는 술로 지내고 밤에는 

하염없이 거리를 걷는다고 하였다. 

  

베트남 내전(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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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은 1975 년에 공산화 되었다. 그 후로 39 년이 지났다. 이렇게 

한세대 이상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유월남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월남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다. 

지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라는 긴 이름을 가진 니라로 

바뀌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자본주의와 다름 없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제외 하고 더 이상 이념으로 

갈라서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였다. 이 전쟁에서 베트남이 미국에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국제전이라고 하기 

보다 ‘내전(內戰)’이라 한다. 왜 내전이라 한 것일까? 

 

 

내전(內戰)이란? 

  

어떤 이들은 한국전쟁도 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베트남전쟁과 함께 

내전의 범주에 중국내전, 미국내전과 함께 한국전쟁도 내전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 내전은 어떤 성격일까? 

  

내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또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투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내란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 내전의 

범주로서 ‘캄보디아 내전이나 르완다 내전과 같은 정부군과 반군과의 

전투뿐 아니라, 미국 남북 전쟁, 중국 국공 내전,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도 넓은 범위에서 내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그래서 내전의 범주 안에 한국전쟁도 포함시킨 것이다.  

  

정당한 쪽과 정당하지 않은 쪽의 전쟁 

  

그러나 좀 더 다른 해석이 있다. 한국전쟁은 내전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BS 현대사 특강에서 허동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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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빌워(Civil War)에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이 내전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치판단이 들어 갑니다. 정당한 쪽이 있고 그렇지 못한 쪽이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정당한 쪽은 어디죠? 노예제 해방을 외친 

북부이죠.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기 

위한 전쟁 이었는가? 이것이 ‘정통주의’이에요. 그렇지 않고 불란서를 

대신해서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가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수정주의’이에요.  

  

이 수정주의 시각으로 보면 베트남 전쟁의 원형 이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정당한 쪽은 내전쪽으로 볼 때는 

계급해방전쟁인데, 민족해방전쟁을 했다고 얘기 되는 김일성쪽이 정당한 

쪽이고 이승만은 제국주의 국가의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되는 

거에요.  

  

근데 요즘 정설은 무어냐 하면 국제전이라는 거에요. 왜 그렇게 되냐?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스탈린이 한 

말이 나온 거에요.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모택동 결재 받고 한 전쟁이다 이게 요즘 시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족내부의 정당성을 가린 내전이 아닌 거에요. 국제전이고 

좀 더 적확하게 이야기 하면 대리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동윤교수, 21 세기에 다시 보는 한국근현대사 4 강- 다시 보는 

6.25 전쟁, EBS  2014-02-20) 

  

  

허동윤 교수에 따르면 내전은 정당한 쪽과 정당하지 않은 쪽의 전쟁이라 

한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것이다. 

노예제폐지로 링컨이 당선되자 이에 반발한 남부의 여러주가 연합하여 

반발한 것이다. 그래서 정당한 쪽은 북부라는 것이다. 이렇게 내전은 

정당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확연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전의 양상에 대하여 ‘정통주의’라 하였다.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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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전의 양상에 ‘수정주의’라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이라 한다. 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당한 쪽은 남쪽 

베트남이다. 외세를 끌어 들이긴 하였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쪽은 북베트남이다. 

이는 제국주의 사주를 받아 성립된 꼭두각시 정권과의 전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 내전의 

경우  ‘민족해방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에 패했다. 그리고 남베트남은 패망하여 사라졌다. 

그렇다면 베트남 내전의 경우 정당한 쪽은 북베트남이 되고 정당하지 

않은 쪽은 남베트남과 미국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어떤 

범주에 들어갈까?  

  

소련이 해체 되기 이전까지 한국전쟁에 대하여 베트남 전쟁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고 한다. 수정주의적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비밀문서가 공개 되었는데 스탈린의 지시로 6.25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허동윤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하여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EBS 자막에서는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자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었던 6.25 전쟁”이라고 소개 

하고 있다.  

  

허동윤교수의 EBS 특강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한다. 미소의 

대리전이자 국제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측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UN 군이 참전하였고, 북측의 경우 소련의 사주와 중국이 참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냉전시대에 미소의 이념대결의 산물로서 한국전쟁을 

바라 본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의 경우 내전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 베트남 

전쟁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이념전쟁이라기 보다 베트남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외세로부터 베트남민족을 해방시키기위한 민족해방전쟁에 더 

가까운 것이다.  

  

디스커버리(Discovery)채널에서 본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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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다. 제목은 인도차이나 컬러로 

보는 어느 민족의 전쟁(Indochine a people’s war)으로 2 편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Then the Americans came)’이다.  

  

이 동영상은 디스커버리(Discovery)채널에서 만든 것으로서 Best of 

Discovery 라 소개 되어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뜻이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장면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만행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증언을 하고 있기 떄문이다. 

  

지엠대통령의 가혹한 통치 

  

다큐는 1962 년부터 시작 된다. 남베트남 지엠(또는 디엠, 吳廷琰, Ngo 

Dinh Diem)대통령이 가혹한 통치를 하던 시기이다. 이때 지엠정권의 

반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탄압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불교탄압과 

관련하여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문수스님과 틱 쿠앙 둑(Thinch 

Quang Duc)스님의 소신공양, (2010-06-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엠은 1954 년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다가 1963 년 암살되었다. 또 지엠은 친미주의자로서 

가톨릭신자이었고, 가톨릭의 편애 때문에 불교도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투옥 하는 가 하면 처형하기 까지 한 반 불교적 인물이다. 이유는 

불교가 공산주의를 부추긴다는 명목이었다. 

  

  

   

   '틱 쿠앙 둑’'스님 1897~1963 의 분신 

고 딘 디엠 정권의 불교탄압에 항의 하여 분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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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Viet Cong)의 유래 

   

  

다큐에 따르면 1962 년부터 북쪽공산정부에서는 반군들을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반군들은 자체작으로 인민해방군을 조직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베트남 공산(Viet Nam Cong San)’이라고 하였다. 이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Vietnamese Communists)’의 군대라는 뜻이다. 

이를 줄여서 일명 ‘베트콩(Viet Cong)’이라 하였다.  

  

베트콩은 북베트남 군대의 지원을 받아 남베트남(1950 년대말~1975) 및 

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른(1960 년대초~1973) 게릴라 군대를 지칭한다.  

  

“미군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승리를 자신했어요” 

  

미국은 언제부터 베트남전에 개입하였을까? 프로에 따르면 처음에는 

고문관과 남베트남군 훈련 돕는 특수군도 파견하여 개입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이런 미국의 개입에 대하여 다큐에서는 

‘디엔비엔푸’전투에서 승리한 참전용사의 증언을 들려 준다. 

  

  

“소규모 인원으로 프랑스와 싸웠어요. 늘 무기가 부족했죠. 주민들이 

직접 총을 제작 했습니다. 그렇게 구식 총과 대나무 창을 사용했죠. 

그래도 우린 프랑스군을 이겼습니다.  

. 

. 

미군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승리를 자신했어요. “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2부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 

  

  

디엔비엔푸전투는 1954 년 프랑스와의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패배하고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떠났다. 이 전투에 참전한 

참전용사는 미군이 들어 왔을 때 승리를 자신하였다고 하였다. 

구식무기로도 프랑스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무리 신식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들어 온다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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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의 본격화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 된 것은 1965 년 부터이다. 이때 사이공에서 

대규모 전투가 발발 하였는데 미국이 다낭의 공군기지를 엄호 하기 

위하여 최초로 미 해병 3 천 5 백명이 차이나비치에 상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 

남베트남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지엠대통령이 암살 되고 군사정권 

들어섰기 때문이다. 또 케네디가 저격 되어 존슨이 그 뒤를 이어 

받았지만 점차 위기로 빠져 든 것이다.  

  

베트콩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이에 맞서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 와중에 사이공에서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사이공에서 조차 베트콩을 동정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이공 주민들은 패배주의 빠졌다고 한다. 지엠보다 

더 부패한 군사정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정권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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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이공주민들은 미국세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한세기 

넘게 지배해 왔던 프랑스도 결국 항복 하였는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미국이 공산세력을 당해내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남베트남 주민은 패배주의에 빠졌는데, 그 결과 정부군의 치안이 

유지 된 곳은 도시만 가능하였고 외곽은 모두 베트콩이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패와 경찰의 학대가 극에 달하자 수도인 

사이공에서 조차 베트콩을 동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콩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된 1965 년도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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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공 정책에 동참한 국가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반공 정책에 동참한 다른 국가들도 남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프로에서는 태국, 뉴질랜드, 호주,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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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에 따르면 베트남내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 

한다. 1960 년대 중반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당시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내에서 여론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전 열풍이 불고 대규모 군대파병이 어렵게 되자 우방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자유우방의 지원을 

상기하면서 미국의 베트남 지원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는 1954 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4 만 8,000 여 명 주둔에 총 34 만명 파병 

  

최초로 한국군이 파병된 때가 1964 년이라 한다. 이 때 병원병력과 

태권도 교관 등 비전투부대가 파병되었다. 그러나 1965 년  

비둘기부대’로 명명된 2 천명이 파병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어 같은 

해 전투부대인 해병청룡부대와 맹호부대가 연이어 파병 되었다. 또 

군수지원부대인 십자성부대, 군수물자수송을 담당한 백구부대가 

파병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여 

월남파병 국군은 4 만 8,000 여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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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 따르면 한국군 파병은 8 년 동안 총 34 만명이라 한다. 일년에 

4 만가량이 베트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파병숫자가 많다 

보니 갖가지 무용담이나 일화가 많다. 그래서 월남에서 무공을 세웠던 

이야기, 월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많았다.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1 번도로 이야기 

  

친척 중에 월남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지만 

항렬로 따져서 조카뻘이다. 그러나 나이는 훨씬 많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  

  

그 친척은 군인신분으로 월남에 갔지만 병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1 번도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길을 닦는 공병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1 번도로는 어떤 것일까? 월남 1 번 도로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다.  

  

검색에 해보니 베트남 1 번 도로는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대동맥과도 

같은 것이다. 중국 국경인 흐우응히꾸만에서 남쪽 끝 남깐 까지 그 

길이가 무려 2300 키로 미터에 달한다. 경유지로서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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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번 도로 

   

  

  

1 번도로 검색 결과 ‘오작교작전’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1967 년 3 월 8 일부터 4 월 18 일 까지 오작교 작전은 베트남 

전쟁 중인 1967 년 3 월 8 일 ~ 4 월 18 일 베트남 푸옌 성에서 맹호부대, 

백마부대 예하 대대들이 벌인 협공 작전으로 베트콩 831 명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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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말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아마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작전이라 보여진다.  

   

  

하얀 아오아이를 입은 여자들을 보면 

  

친척에게 주로 들은 말은 ‘1번 도로’와 ‘아오자이’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월남 이야기 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일번도로를 

따라 작전나갈 때마다 아래가 터진 하얀 아오아이를 입은 여자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늘 아오자이에 대한 

추억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소재로 하여 글을 쓴 것이 

‘아오자이의 추억과 베트남 불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오자이는 어떤 것일까?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아오자이는 

‘아오 다이(Ao dai)’로 명명되어 있다. 아오다이는 여성들에게 

일상화된 베트남의 민속의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아오다이는 

판탈롱(즈봉)위에 사제복 스타일의 실크옷을 몸에 꽉 맞도록 입는 

것( tight-fitting silk tunic)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아오다이(ao dai) 

출처 : 영문판위키피디아 Ao 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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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오다이는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들어서면서 파리패션에 영감을 

받아 Cát Tường 과 하노이대학과 연계된 다른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현대의상으로서 ngũ thân 으로 다시 디자인 되었다고 한다. 이후 

업데이트된 아오다이는 1950 년대 국민의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사이공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몸에 붙는 버전이 만들어짐으로서 오늘날 

베트남 여성들에게 보는 것 같은 아오다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디스커버리채널의 다큐에서도 아오자이를 입은 모습이 등장한다. 1965 년 

사이공의 거리에서 아오자이를 입은 여인들의 모습은 다음 사진과 같다.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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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부대나 맹호부대와 같은 전투부대 소속들은 전투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큐 프로에서는 놀랍게도 한국군의 

끔찍한 ‘행위’에 대한 증언을 들려 주었다. 다큐에서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라는 제목이 암시 

하듯이 베트남 민족주의 입장에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 보여 준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당시 시안슝 마을 주민인 ‘레이반기’증언자는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죠”라고 입을 뗀후 다음과 

같이 있는 그대로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 마을과 공항사이에 한국청룡부대가 있었죠. 저는 베트콩 

대장이었어요....제 아내는 ....그들은....” 

  

(베트콩대장 레이반기의 증언,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2 부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차마 다 올릴 수 없어서 점점점(...)으로 처리 

하였다.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적나라게 증언한 

것이다. 이런 증언을 들을 때 먼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이 든다. 비록 월남 파병으로 인하여 자유월남을 지키고 국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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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하고 외화를 벌어 들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늘진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을 싣는 것은 참전용사에 대하여 폄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오작교 작전으로 베트콩 베트콩 831 명을 사살하여 전과를 세운 

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높이 평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증언처럼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이어지는 증언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 공포스럽다. 훼에서 11Km 떨어진 

티탕 마을 ‘응오티다오’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낮에는 미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해방군이 마을을 점령했죠. 전 한쪽 

눈과 왼쪽 팔을 전쟁중에 잃었어요. 미군과 한국군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군인까지 ....”  

  

(‘응오티다오’의 증언,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2 부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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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위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꼭꼭 

가두어 놓고 절대 꺼내지 않는다. 역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베트남전 

당시에도 숨기도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위 증언과 같은 

내용이다. 월남에서 전과가 우리에는 빛나는 공적이 되지만 반대로 

월남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끔찍한 비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전세계인들이 보는 

디스커버리채널이다. 그것도 Best of Discovery 라 하여 가장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것이다.  

  

  

  

  

  

   

  

반복적인 원한을 품으면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는 다큐 프로에서 

어느 베트남 장교 고옌팻레이의 증언에 따르면 “증오심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기 떄문이다. 동료가 죽어 나갈 때 증오심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싸울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데 더구나 

증언자는 “죄책감도 없고 악몽도 안꾸었죠.”라고 말한다. 이렇게 

증오가 증오를 낳는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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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Dhp3) 

  

  

반복적인 원한을 품으면 적의가 그 사람들에게 일어 날 때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동료가 피를 흘리거나 죽어 나갈 때 

눈이 뒤집힐 것이다. 그래서 증오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끔찍한 보복을 

하게 된다. 이는 전쟁의 비극이다.  

  

  

  

 
  

  

  

베트남 사람들을 전부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다큐에서 또 한사람의 증언이 있다. 제놋 마을의 주민 ‘퀸덧아이’의 

증언이다.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을 전부 베트콩으로 몰았어요. 한국군은 

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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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덧아이’의 증언,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2 부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 

  

  

증언자에 따르면 처음 한국군이 실수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은 베트남 사람 모두에 대하여 ‘베트콩’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남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남베트남의 경우 도시만 정부의 통제권역에 있었을 뿐 도시 외곽은 모두 

베트콩의 통제권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밖에 외곽에 있는 

마을사람들 모두 베트콩으로 오인하고 작전을 편 것이라 보여진다. 그 

결과 증언자의 말대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증오심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라도 전쟁터에서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 

죄책감 없이 살륙을 하는 것은 증오심 때문일 것이다. 동료가 베트콩에 

무참하게 살육당했을 때 이를 보복하는 것이다. 이는 증언자가 말한대로 

“증오심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는 소설로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결같이 전쟁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인간성이 말살되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밤중에 듣는 처절한 노래 “외로운 사나이가~” 

  

베트남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술취한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이다. 그 아저씨는 밤만 되면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오밤중’에 불렀다.  

  

잠결에 듣는 그 아저씨의 노래는 처절해 보였다. 그 때 당시 유행하였던 

배호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낮은 저음으로 시작 되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주로 불렀다. 술이 잔뜩 취해 달동네 산동네라 불리우는 

막다른 골목의 계단에 앉아서 부르는 배호 노래를 들으면 배호 보다 더 

잘 부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젖까지 사용하여 부르는 노래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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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처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네사람들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월남 갔다 와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때 당시 그 아저씨는 20 대 후반으로 보였다.  항상 검은색 야전잠바를 

입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지 낮이고 밤이고 항상 집에만 

있었다. 네모난 얼굴에 짙은 눈썹으로 다부진 체격이지만 늘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험상굿게 생겼지만 마음씨만은 착해 

보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쳐다 보기만 할 

뿐이었다. 어떤 때 보면 반 얼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눈은 동공이 

풀려져 있어서 퀭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 아저씨는 밤만 되면 노래를 불렀다. 술이 거나 하게 취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배호 노래를 멋드러지게 부르는  것이었다. 목젖까지 

이용하여 “외로운 사나이가~”라고 부를 때 매우 처절하게 들렸다. 

아마도 월남에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이렇게 월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술자로 간 친척아저씨, 조카뻘 

되는 친척, 그리고 배호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아저씨 이렇게 세 

가지이다.  

  

헬기로 물을 받아 샤워하는 것을 보고 

  

월남은 우리가 목숨걸고 지키고자 했던 땅이다. 그러나 월남은 허망하게 

패망하고 말았다. 미국이 막대한 물량과 50 만명이 주둔하고 수백차례 

북폭을 하였음에도 월남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큐에서 어느 

증언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미군은 헬기로 물을 받아 샤워를 하더군요. 미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시기를 몰랐을 

뿐이죠.  

  

(번역가 ‘응웬반딘’ 의 증언 , 어느 나라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민족의 

전쟁이야기 2 부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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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에 따르면 헬기로 목욕물을 수송해 와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 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의 막대한 물량공세 

  

세계최강의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 가공할 폭격을 하였다. 

증언자에 따르면 1965 년 존슨의 베트남 폭격 승인으로 인하여 하노이에 

200 번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전폭기로 매일 폭격하다 시피 하였는데 

수만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이 승리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데올로기 보다 외세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족주의에 있었다고 본다. 이는 

다큐프로에서 ‘호치민루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다.   

  

젊은 여인이 총을 매고 벼를 베는 장면 

  

1968 년 전쟁이 본격화 되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으로 군수물자를 

공급하였다. 북폭으로 수만명이 죽어 나가고 땅은 황폐 해졌지만 엄청난 

물자가 남으로 운반 된 것이다. 주로 지하기지에서 만든 것들이다. 

그런데 다큐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젊은 여인이 

총을 매고 벼를 베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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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하면서 세계최강 미국에 맞선 것이다.  

  

지원자들은 호치민 루트를 따라 

  

그리고 남쪽으로 파견할 지원자를 모집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지원자들이 호치민 루트를 따라서 남하하였다. 

  

   

 
    

   

  

호치민 루트(Ho Chi Minh Trail)는 ‘산악이나 정글 지대의 작은 길들로 

형성된 정교한 통로연결망’을 뜻한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기간에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캄보디아 사이의 연락과 수송 등에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호치민 루트를 따라 막대한 군수물자와 지원자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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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의 분수령 구정대공세 

   

  

베트남전에서 흔히 듣는 말중에 ‘구정대공세’가 있다. 1968 년 1 월에 

일어난 일이다. 호치민루트를 따라 내려온 북쪽지원자와 남쪽 베트콩이 

구정을 기하여 대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구정대공세로 인하여 대부분의 

남베트남 도시와 미 대사관이 타격을 입었다.  

  

다큐프로에서는 구정대공세 당시 북베트남지원자들의 활약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프로가 북베트남 입장에서 제작 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은 여자도 총을 들고 싸우는 장면이다. 심지어 

포탄에 장전 하는 장면 까지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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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큐프로에 따르면 이 구정대공세가 베트남전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 마음속에서는 전쟁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무의미한 전쟁에서 더 이상 젊은이들의 피를 보지 않기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정대공세를 기점으로 하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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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베트남에게 유리하게 돌아 간다. 결국 북베트남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Anti-War Movement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연장전 

  

구정대공세 이후 파리에서 회담이 열리는 등 전쟁종식을 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1969 년 호치민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미군 

2 만 5 천명이 철수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소모전양상이었다. 이후 

1972 년 크리스마스 대폭격이 있었지만 동시에 파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이런 전쟁양상에 대하여 다큐에서는 ‘연장전’ 이라 하였다. 이미 큰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소모전을 

말한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을 하면서 서로 소모전을 벌인 

것과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이런 연장전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73 년 

3 월 파리조약 체결로 인하여 미군부대가 모두 떠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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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년 4 월 30 일 사이공이 함락 

  

1975 년 4 월 30 일 사이공이 함락 되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 년 동안 길고 긴 내전이 종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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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베트남에는 군사정부가 세워졌고, 1976 년 7 월 2 일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사이공은 호치민 시로 개칭되었다. 

  

실상을 알고 나서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 수도 있다. 특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이 그렇다. 디스커버리채널의 ‘어느 민족의 

전쟁(Indochine a people’s war)’의 2 편 ‘그 후 미국인들이 

왔다(Then the Americans came)’도 그 중에 해당 될 것이다. 그런데 

디스커버리채널에서 접한 월남전 실상은 충격적이다.  

  

특히 한국군이 저질러졌던 끔찍한 행위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사실은 공중파에서 볼 수 없고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프로가 

베트남민족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군은 다큐에서 표현 된 처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투부대의 활약상에 대하여 탁월한 전과로 보고 

있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달성 하짐 못한 높은 공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쟁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자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 하여 육체적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을 말한다. 

이런 사실은 수 없이 소설로 영화로 음악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잔혹한 전쟁의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전쟁피해자들을 주변에서도 보았다. 월남에 기술자로 

파견되었다가 가정이 파탄난 친척아저씨, 그리고 밤마다 술에 취해 퀭한 

눈으로 배호노래를 처절하게 부르던 이웃사람이다. 이렇게 전쟁은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트남사람들에 대한 피해이다. 이는 

고스란히 증언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대통령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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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 전쟁이 끝난지 40 년이 된 이시대에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면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다. 

2001 년 김대중대통령은 최초로 과거에 대하여 사과발언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우회적 사과를 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이들 대통령들은 모두 호치민묘소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2013 년 9 월 국빈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호치민묘소에 참배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말은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제스처다. (중앙일보 2013-09-10)”라고 하였다. 

  

  

 
  

박 대통령, 호찌민 묘소 참배(중앙일보 2013-09-10)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베트남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여 

호치민 묘소에 참배하였다는 것은 비록 그 행위가 정치적인 것이라 

하여도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진 것은 베트남 국민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한 반성이라 

볼 수 있다. 

  

5 만명의 베트남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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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5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신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트남에 대하여 ‘사돈나라’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베트남 신부가 가장 많다. 모두 사이공이 함락 된 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그런 베트남 신부의 국적은 옛날 월남이 아니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다. 이처럼 오래 전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한국에서는 베트남참전 기념탑이 설립 되고 있다. 

  

용사들의 넋을 기념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곳에도 베트남 참전 기념탑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기념탑은 2009 년에 만들어졌다. 1964 년부터 1973 년 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 한 공로로 세운 

것이라 한다.  기념탑 뒤에는 시가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낼 때 

가족도 눈물을 흘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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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했던 조국은 더 가슴이 아팠노라 

  

살아 돌아온 전우들을 맞는 기쁨보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님들 생각에 

조국은 한번 더 가슴이 찢어졌노라. 

  

그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 용사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국위선양과 경제신장의 초석이었나니, 

목숨바쳐 싸워보지 않고서 

어찌 섣불리 애국을 말하랴. 

그대들의 충훈을 밑돌 삼아 

이만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노라 

  

세월이 흘러 흘러 

전우들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 기념탑이 유일한 증인으로 남을 때 

님들이이야말로 진정 영웅이었노라고 

역사는 거듭거듭 기록하리니 

  

오, 피를 나눈 전우들이여, 

베트남 참전 영웅들이여! 

그대들의 무덤은 겨레의 품 

조국은 님들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김대규 詩   이영락 書 

  

  

(안양 베트남 참전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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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파병용사의 공훈에 대하여 ‘국위선양과 경제신장의 초석’이라 

하였다. 월남전에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넋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탑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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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나니 

  

전쟁은 끝났다. 남아 있는 것은 비문 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국위선양과 

경제신장의 초석이라 하여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은 각자 서 있는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증오심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구경에서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한 자는 고통속에서 잠든다.(dhp201)”와 같은 

게송이 있듯이 듯이 원한은 원한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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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증오는 증오로 풀리지 않는다. 증오를 놓아 버렸을 때만 풀리는 것이다.  

  

“우린 그들을 용서 했어요” 

  

그래서일까 다큐 말미에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프랑스와 전쟁중이거나 미국과 전쟁 중일 때 적들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난 사람들 보다 남은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린 그들을 용서 

했어요.”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곳이 우리들 땅이죠. 미국은 이 나라를 

점령하고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화해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한 짓을 용서하고 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평화를 되찾을 겁니다.  

  

(사이공에 거주 중인 ‘구옌반드윈’의 증언) 

  

  

베트남사람들은 적들편에 선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화해 하려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큐 프로에서 포로가 된 미군조종사가 있었다. 큰 덩치의 조종사를 

아주 작아 보이는 베트콩이 총으로 몰고 가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주변의 베트콩들이 몰려 들어 폭행하려 한다. 그러자 책임자가 

이를 말리면서 “우리가 미워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정책이지 포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전쟁광들이다”라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사람들이 미워한 것은 ‘잘못된 

미국의 정책’과 ‘전쟁광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사람의 증언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전 당시 한국의 

행위도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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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업보에 대하여 

  

  

  

해피스님의 장애인관에 대하여 

  

최근 불교포커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장애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의 최명숙대표가 쓴 글이다. 이 글에서 최대표는 

해피스님의 장애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언젠가 보리수아래 회원이 한국테라와다불교교단의 해피스님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기 위해 장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쓰임새를 알고, 그 쓰임새를 

다하는 삶을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삶의 선택된 당사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고 차별 받지 않게 삽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인과(因果)를 말합니다. 전생에 지은 바 

업보(業報)요, 업장(業障)이니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탓에 현재의 아픔을 과보로써 겪는 것이니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죄 지은 표식으로 나타난 장애를 껴안고 

눈치 보며 타의적으로 차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교리적 

차이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절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업보로서의 장애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업에 의해 태어남을 설명합니다. 특히,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에서는 “이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라며, 

14 가지로 행위를 구분한 '업보로서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 중 장애는 

없습니다. 해피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장애를 업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답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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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장애인관을 생각해 봅니다, 최명숙의 보리수 아래서 보내는 

편지, 불교포커스 2014-02-27) 

  

  

 
  

a hindrance 

  

  

해피스님은 한국테라와다불교 비구로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피스님의 법명은 

‘뿐냐디빠(Puññadīpa)’이다. 굳이 우리말로 풀어 설명한다면 ‘공덕의 

섬’ 또는 ‘공덕의 등불’이 될 것이다. 뿐냐가 ‘공덕’을 뜻하고 

디빠가 ‘섬’ 또는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피스님’넷상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불자모임 보리수아래 대표인 최명숙님의 글에 따르면 

해피스님의 장애인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엇이 잘못다는 

것일까? 그것은 해피스님의 업보론이다. 해피스님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장애를 업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피스님의 장애인관은 어떤 것일까? 

  

태내외의 부조화라고 

  

해피스님의 블로그에 문제의 장애관이 있다. ‘장애는 업보가 

아닙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한 교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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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mechanism 은 행위 즉 업이 오염되면 오염의 정도에 상응하여 

식(識)이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문 식, 말하자면 업을 

상속한 식이 윤회의 당사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가운데 행위의 오염은 

또한 의도와 소망도 머물게 하는데, mano 의 행위의 일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무는 식은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하고 그 쌓임[식온(識蘊)]의 상태로 윤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윤회의 mechanism 은 식(識)이 오직 삶의 과정에 대한 

앎[기억]이고,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하는 가운데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몸과 만날 뿐이지 몸의 장애를 초래하는 조건으로는 

전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몸의 장애[뇌의 장애 

포함]는, 삶의 과정을 통해 전생의 업의 영향력을 속성[의도와 

소망]으로 가지고 오는 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머니의 태 중에서든 태 

밖에서든 물질적 결합관계의 부조화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해피스님, 장애는 업보가 아닙니다. 2014-02-22) 

  

  

해피스님은 체계, 장치라는 뜻의 ‘메커니즘(mechanism)’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마음체계와 윤회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모두 

조건발생에 따른 식이 연기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체계는 현생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순간윤회’라 

보여지고, 윤회체계는 한 존재의 일생에 대한 ‘일생윤회’에 대한 

것이라 보여진다. 순간윤회나 일생윤회 모두 연기적으로 설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피스님이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은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로 설명되는 

십이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십이연기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상카라)과 식과 명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상카라를 뜻하는 업이 오염된다고 

하였는데 오염된 업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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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스님이 말한 ‘오염’이라든가 ‘머문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십이연기 정형구에서는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S12.2)”라 되어 있는데, 이는 원인(인)과 

조건(연)과 결과(과)에 대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형성(상카라)가 오염되어서 의식(윈냐나)에 머문다”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업이 오염되어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생소한 것이다.  

  

업은 깜마의 번역어이다. 깜마는 의도에 발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들 수 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도한 

행위는 모두 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업은 악업도 있지만 선업도 

있다. 그래서 각자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난 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장애 업보설을 부정하는 해피스님 

  

그런데 해피스님은 장애가 업보와 무관한 것이라 하였다. 육체적 

장애이든 정신적 장애이든 출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보고 

있다. 또 태어나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업보와 무관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해피스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근본경전[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업보로서의 장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경(M136)()>과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M135)()>에서 

부처님은 업에 의한 태어남을 설명합니다. 특히,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에서는 「이와 같이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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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라며, 14 가지로 행위를 구분한 

'업보로서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해지는 업보로서의 태어남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금생에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해피스님, 제 5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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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해피스님이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전 문단에서 업보로서 장애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장애에 대하여 전생에 지은 업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전생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짓는 마음으로 살아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스님은 맛지마니까야 M135 와 M136 을 들어 경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피스님은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을 인용하여 

“업보로서의 태어남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럴까?  

  

이 문구에 대히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람의 생긴 모습은 왜 다를까? 또 성향은 다를까?  한번 생긴 모습과 

성향은 일생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바라문 청년이여, 뭇 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 

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라 하였다.  

업에 따라 차별이 생겼음을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행위, 즉 

업(kamma)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업설은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다.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른 연기법인 것이다. 그래서 

얼굴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이라 본다. 장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맛지마니까야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M129)’에 

따르면 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법다운 실천이 없고, 바른 실천이 없고, 착한 

실천이 없고, 공덕 있는 실천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약육강식만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인간의 몸을 얻는다면, 그때마다 비천한 가문 즉 짠달라의 

가문, 사냥꾼의 가문, 죽세공의 가문, 수레공의 가문, 백정의 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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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난하고 음식이 모자라고 곤궁하게 사는 가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는 음식과 의복을 얻기도 힘들다.  

  

그는 용모가 악하고 모습이 추하고 왜소하고 질병이 많고, 눈멀거나 

팔병신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반신불수이고, 음식, 의복, 수레, 화환,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지 못한다.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 M129-33,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하면 그에 

대한 과보로 장애를 가진 자로 태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해피스님이 ‘업에 대한 작은 분석경(M135)’의 14 가지 사례 중에 

‘장애’라는 말이 없음을 지적하며 부처님은 “업보로서의 태어남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에 따르면 신구의로 악업을 지었을 때 “눈멀거나 팔병신이거나 

절름발이이거나 반신불수(M129)”로 태어 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해피스님은 이 문구에 대히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에서 말한 장애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모두 해당 된다고 본다. 

비록 경에서는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어 축생에서 인간 되기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지만 신구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지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피스님이 어머니의 태내에서 잘 못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산모의 부주의로 잘못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초기경전 그 어디에서도 태내의 부조화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피스님의 장애인관은 

법륜스님의 견해와 일치한다. 법륜스님은 장애에 대하여 유전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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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부주의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법륜스님의 유물론적 견해 ‘   라는 제목으로 비판한 바 있다.  

  

장애 보다 더 무서운 차별대우 

  

해피스님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들어 장애는 업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리수아래 최명숙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설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장애인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으로 후생에서 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까요? 

  

(종교의 장애인관을 생각해 봅니다, 최명숙의 보리수 아래서 보내는 

편지, 불교포커스 2014-02-27) 

  

  

불교인으로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 경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존재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무명과 갈애로 인하여 시작을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나도 그런 장애를 가졌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S15:11)”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명숙 대표는 이런 관점에 대하여 물음표(?)를 하였다. 반드시 

경전적 근거를 들어 장애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더 요인이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표는 ‘문화적 요인’을 들었다. 

장애라는 것이 반드시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평등’과 ‘권리’ 같은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대우하는 것 자체가 

장애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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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반드시 생물학적으로만 구분할 수 없다.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하여 이들만 장애인이라고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명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악의와 

원한,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환, 의심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저주이거나 업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라는 불교의 교리와 신앙의 측면에서 모두가 

장애인이라는 말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장애인관을 생각해 봅니다, 최명숙의 보리수 아래서 보내는 

편지, 불교포커스 2014-02-27) 

  

  

최명숙대표는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에 

동의한다. 육체적으로 결함을 가진 자에게만 장애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음을 말한다. 육체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알코올장애’라 할 것이더. 도박에 미쳐 있다면 

‘도박장애’가 될 것이고, 여자에 미쳐 있다면 ‘섹스장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역시 장애로 본다.  

  

또 장애라는 것이 반드시 뇌구조에 결함에 따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수행승은 낮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보터 마음을 

정화시킨다.(A4.37)”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경에서 부처님은 

‘장애가 되는 것들’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장애’라는 것은 탐욕, 

성냄 등 ‘오장애’를 말한다. 이 장애에 대한 빠알리어가 

‘āvaraṇa’이다. 아와라나는 ‘덮개’를 뜻한다. 그래서 다섯가지 

장애에 대하여 오개(五蓋)라고도 한다.  

  

누구나 오장애를 가지고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악의와 원한, 

해태와 혼침, 흥분과 회환, 의심 이렇게 다섯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마음의 장애로서 다섯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질투 하는 것도 

장애에 해당되고, 집착하는 것도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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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계와 무색계 존재도 장애인?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육체나 뇌의 결함이 있어야만 

장애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체조건을 모두 구족하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여 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욕계천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인간 보다 수승하다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도 장애인이 되고 만다.  

  

색계와 무색계는 남녀구별이 없는 ‘중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 또 색계의 경우 몸이 있긴 하지만 성의 

구별이 없고 기쁨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따진다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중에 ‘안이의(眼耳意)’만 기능하게 된다. 

또 색계사선천의 ‘무상유정천’의 경우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중에 정신기능이 빠진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만 있게 된다. 또 무색계의 경우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중에 오로지 ‘의(意, 마노)’만 기능한다. 

이렇게 인간기준으로 본다면 색계나 무색계 천상에 사는 존재는 모두 

장애인이 되고 만다. 

  

지옥에 사는 중생도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잔인하여 

살생의 과보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아귀는 인색과 집착의 

과보로, 축생은 우치와 탐욕의 과보로, 아수라는 성냄의 과보로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모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지은 과보로 악처에 태어난 것인데 탐욕과 성냄 등의 장애에 따른 

것이다.  

  

몰리야 씨바까의 경(S36.21)에서는 

  

초기경전전에서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다고 하였다. 이는 쑤바가 

“존자, 고따마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생겨납니까?(m135)”라고 묻자, 

부처님이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자이고…”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과거의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몰리야 씨바까의 

경(S36.21)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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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바까여, 세상에 어떠한 느낌들은 담즙에서 생겨납니다. 씨바까여, 

세상에 어떠한 느낌들은 담즙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느낌들은 담즙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씨바까여,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세상의 진실로서 인정되었다는 것도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S36.21)”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나의 모습은  ‘업보의 성숙(Kammavipākajāni)’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일곱가지 요인이 더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불운한 사건(Visamaparihārajāni)이나 ‘우연한 

피습(Opakkamikāni)’을 들 수 있다. 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되었다면 

이런 캐이스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두 전생에 지은 

업보때문이라고? 느낌이 발생하는 여덟 가지 요인과 접촉(phassa)’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바 있다.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방식 

  

그러나 선천적 장애에 대하여 ‘불운한 사건’이나 ‘우연한 피습’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업보의 성숙(Kammavipākajāni)’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해피스님이나 법륜스님의 

장애인관을 보면 어머니 태내에서 부주의나 유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맞지만 전부 맞다고 볼 수 없다.  

  

육체적 결함이나 뇌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에 대하여 모두 

유전적 요인이나 태내의 환경탓으로 돌리는 것은 생물학적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생물학적 요인 플러스(+)’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초기경전에서 수 없이 강조 되고 있는 ‘업보의 

성숙(Kammavipākajāni)’에 대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과보가 성숙되었을 때 업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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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고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 

납니다. .(Kammaṃ satte vibhajati yadidaṃ hīnappaṇītatāyāti, 
M135)”라 하셨기 때문이다. 

  

“두(Du), 사(Sa), 나(Na). 사(Sa)" 

  

생활속의 아비담마에서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의 후회’라는 

이야기가 있다. 업보가 무르익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의 후회 

  

네 명의 부유한 젊은이들이 읊은 네 가지 음절로 된 두(Du)-사(Sa)-

나(Na)-사(Sa)라는 유명한 게송이 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한 

젊은이들이었지만 아무런 공덕행도 짓지 않았을 뿐더러 오직 불선업만 

지었다. 예를 들면 도덕적 계율을 파하고 성적인 비행에 몰두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어서 로하꿈비 지옥(Lohakumbhī-niraya)에 떨어져 육만 

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생에 나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공덕의 길을 닦지 않고 

성적인 비행에 몰두했네.” 

  

그는 자신의 악행을 크게 후회하였다. 하지만 오직“두(Du)"라는 단어만 

입 밖에 내고는 다시 무시무시한 솥 밑바닥으로 가라않았다. 그는 

선행을 짓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또 다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고통스런 과보는 끝이 없내. 

나는 인간으로 있을 때 악업을 지었다.”하지만 그도 완전한 문장을 

말하지는 못하고 오직 “나(Na)"라고 하는 말만 입 밖에 내었다. 그는 

자신의 지은 불선업을 후회하였다. 

  

악업의 고통스런 과보는 “두(Du), 사(Sa), 나(Na). 사(Sa)"라고 말한 

네 명의 젊은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내생에 가서야 비로소 무르익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서도 악업을 지은 자는 자신의 악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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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으로 쇠해간다. 그들은 땀을 비 오듯 흘리는 정도에 이르기 까지 

몸이 타들어 가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생활속의 아비담마, (15) 제 2 장 - 인색, 후회, 해태와 혼침, 회의적 

의심) 

  

  

늘 술에 절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늘 흐리멍덩한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마약중독자가 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난 자가 

“심심해! 심심해!”를 연발하며 마약에 중독되어 늘 흐리멍덩한 

정신으로 한 세상 살다 갔다면 어떻게 될까?  

  

아비담마에 따르면 임종순간에 업,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절어서 

일생을 보낸 자라면 늘 흐리멍덩하게 살았으므로 역시 흐리멍덩한 

존재로 태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위 이야기에서와 같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두(Du) 또는  사(Sa), 나(Na), 사(Sa)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기독교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지는데 

  

해피스님은 장애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업이 오염되면 오염의 정도에 상응하여 식(識)이 

머문다”고 하였고, 업을 상속한 식이 윤회의 당사자라 하였다. 그래서 

“식(識)이 오직 삶의 과정에 대한 앎[기억]이고,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하는 가운데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몸과 만날 뿐이지 

몸의 장애를 초래하는 조건으로는 전혀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윤회의 메커니즘으로 과거전생이 지은 업이 장애로 작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기독교를 의식한 것이라 보여 진다. 

해피스님은  “이런 교리적 차이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절에 다니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스님의 

생물학적 장애인관은  장애에 대하여 쓰임새로 보는 기독교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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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해피스님은 자신의 글에 대하여 “이 글은 지금 다시 보아도 

장애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적절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초기경전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 ‘생물학적 

접근방식’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불교의 장애인관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 보여지지 않는다.  

  

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람들은 신체불구나 뇌결함이 

있는 자를 장애자라 한다. 그러나 누구나 미래의 장애자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장애의 개념이 더 확장 된다. 탐욕, 성냄 등 도 역시 

‘장애’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체불구, 뇌결함 뿐만 아니라 탐욕, 

성냄 등 오염원에 덮힌 자도 장애인으로 본다. 그래서 누구나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탐진치로 대표 되는 오염원을 소멸 시킨 

번뇌 다한 아라한만이 장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그 장애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명’에 있다고 하였다. 

무명이라는 덮개에 씌여 있고 갈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한다고 하였다. 장애에 따른 마음의 메커니즘과 윤회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Iti kho ānanda,  

kammaṃ khettaṃ,  

viññāṇaṃ bījaṃ,  

taṇhā sineho.  
  

Avijjānīvaraṇānaṃ sattānaṃ  

taṇhāsaṃyojanānaṃ hīnāya dhātuyā  

viññāṇaṃ patiṭṭhitaṃ.  

  

Evaṃ āyati punabbhavābhinibbatti hoti. 

  

  

 “아난다여,  

그래서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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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애는 수분이다.  

  

무명의 장애가 있고  

갈애의 결박이 있는 뭇삶에게는  

하층의 세계에 의식이 확립된다.  

  

이와 같이 해서 재생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A3.76, 존재의 경, 전재성님역) 

  

  

  

  

2014-03-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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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모녀 자살과 과도한 공무원복지혜택  

  

  

  

한국사회의 자화상 

  

최근 세모녀 자살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TV 와 

라디오에서는 반짝 보도에 그쳤으나 인터넷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일까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뉴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삼법이 처리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하여 최근 야권통합에 따른 정치적 수사로 보기도 한다. 

  

세모녀 자살사건은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교포커스 

기사에 따르면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애도문을 발표하였는데 요지는 

“이번 세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한국사회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애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끼니 걱정 속에,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비정규 단기 고용을 전전 

하다가 빚과 생활고에 찌들다가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선  단기 순이익이 몇 조 이고, 

성과급이 몇 천이고 하면서 백화점 고가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서글픈 자화상 말이다. 

  

2012 년 한국의 자살 숫자는 1 만 4160 명이었다. 인구 10 만 명당 

33.3 으로 OECD 국가 중 1 위이며  그중 노인 자살 율은 10 만 명당 

81.6 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이다. 근래 자살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가족 집단자살이 라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 

전체에게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비극이다.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여, 2014 년 2 월 28 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포커스 2014-02-28) 

  

  



348 

 

 
  

사진: 연합뉴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 

한다. 그래서 애도문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현실화, 중증 환자 

의료보험, 노동력 상실자의 복지 등의  입법제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복지시스템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것이다.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서 이를 보완 

해야 된다고 대통령부터 종교단체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른바 사대보험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몸을 다치면 일을 못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보상받을 길도 없다는 것이다.  

  

자살한 박씨는 식당에 다녔는데 퇴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생계가 막막해지자 자살하게 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한국일보기사에서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비정규직과 공무원의 복지스템이 얼마나 

차이가 큰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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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도 도움이 안됐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만약 박씨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라면 퇴근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퇴근중 

지하철 계단에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심지어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세 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한국일보 2014-

03-03) 

  

  

이 기사를 보면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사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마치 복지천국에 사는 

공무원사회가 극명하게 대비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용차로 출퇴근 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되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것은 

‘공무’라 볼 수 있다. 출퇴근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쳐서 병원이나 집에서 장기간 치려 

받아도 월급의 70%가 지급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는 공무원 복지시스템은 사실상 무한대로 적용됨을 

말한다.  

  

술마시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몇 해전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국가유공자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보훈처인데, 보훈처 

직원들에게 유독 국가유공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부정으로 

수급자를 만든 것이다. 공무중에 다치면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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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료와 

술마시다 다쳐도 공가유공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부적적 국가유공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도의 6 급 공무원 A 씨는 2004 년 ‘부서 회식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6 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A 씨는 2008 년 3 월부터 매달 장애연금 63 만여 원을 

받았고 자녀 교육비 800 만여 원도 수령했다. 사실 A 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동료와 따로 술을 마시다 다친 것이었다. 

 

#경기 남양주시의 7 급 공무원 B 씨는 2006 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주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는 그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감사원, 부적절 933 명 적발… 자격취소-재검 지시, 동아일보 2011-11-

02) 

  

  

공무원이 일을 하다 부상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고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 면제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술마시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고, 축구하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공무원천국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신분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카스트’가 형성되었음을 글로 

표현한 바 있다. 이렇게 고용보장, 신분보장, 노후보장으로 대표 되는 

완벽한 복지시스템은 ‘꿈의 직장’ 또는 ‘신의 직장’과 다름 없다. 

더구나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다 다쳐도 이를 공무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더구나 술마시거나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세상이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천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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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스스로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일 것이다. 이 말은 1942 년 영국의 처칠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W. Beveridge)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보고서에서 

유래한다. 이 보고서 내용은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꿈의 복지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공무원사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복지시스템을 

부각시키는가? 그것은 비정규직 등 사대보험 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세모녀 자살 사건도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세모녀가 자살사건은 국가망신 

  

세모녀가 자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자살사건이 많았지만 이처럼 생계형자살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생계형자살에 대한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줄지어 살기 힘들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망신’에 해당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다. OECD 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약자로서 이를 국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 18 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세기 한국은 OECD 클럽 회원국이다. 그런데 생계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다름 아닌 

국가망신이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과 같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크게 

문제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복지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다.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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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양국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말은 중간층이 축소 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양국화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층은 변동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 대 80 사회라 한다. 

  

20 대 80 의 양극화사회에서 직장으로 신분과 서열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공무원은 이중 삼중으로 보호 받는 상류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카스트가 

형성된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보장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복지혜택을 받아 마치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면 사대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최하의 카스트라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세모녀자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세모녀의 경우 사대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송희영 주간의 컬럼에 따르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복지시스템을 축소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정부에서 공무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모녀자살사건은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세모녀자살사건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래서 

“세모녀가 부디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수있었으면..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밀린돈 다 갚고 떠난 이에게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겹게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만큼은 생계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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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겹다. 더구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까지 있다면 더욱 더 살아 가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종종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에 대한 방송을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폐지등을 주으며 맡겨진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겨진 손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못해서 살아 가고 있다고 한다.  

  

비록 현생에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여기 가난한 자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 모양이다. 더구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모녀 처럼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지지 않는다. 오로지 착하게만 사는 것이다. 비록 가난에 찌든 

삶이지만 착하게만 살다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갈까?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짠달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어렵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습니다. 그는 아름답지 않거나 흉칙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애꾸눈이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입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며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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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전재성님역) 

  

  

이 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케이스에 대한 것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현생에서 가난한 삶에 대한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다음생에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에서는 착한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일까? 경에서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한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닌 십선행을 말한다.  

  

십선행을 하는 이 

  

신심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십선행은 다음과 같다.  

  

  

1)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이 

2) 주지 않은 것을 빼았는 것을 삼가는 이 

3)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이 

4) 거짓말을 삼가는 이는 거짓말을 삼가는 이 

5) 이간질을 삼가는 이는 이간질을 삼가는 이 

6) 욕지거리를 삼가는 이는 욕지거리를 삼가는 이 

7) 꾸며대는 말을 삼가는 이는 꾸며대는 말을 삼가는 이 

8) 탐욕이 없는 이 

9) 화내는 마음이 없는 이 

10) 올바른 견해를 지닌 이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십선행이다. 이중 1번부터 3 번까지가 

‘신체적인 것’에 해당되고, 4 번부터 7 번까지가 ‘언어적인 것’, 

8 번부터 9 번까지가 ‘정신적인 것’에 해당된다. 이처럼 신구의 삼업이 

‘선업’이 되었을 때 가르침에 따르면 ‘빛의 세계로’ 간다고 하였다. 

그곳은 천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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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생에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 ?” 

  

그런데 반대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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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케이스이다. 이는 현생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악처에 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이다. 

  

아주 잘사는 사람들이 있다. 또 돈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이곳 

저곳에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돈많고 잘사는 사람들이 

축적한 부가 정당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불법과 탈법, 편법, 

불로소득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 된다.  

  

언제가 외국영화를 보았는데  “요트를 타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야 .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 ?” 라는 대사가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의 축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사례는 공무원 사회 역시 마찬가지 일것이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한다든가 술마시거나 

축구하다고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더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향유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한 것이다. 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자일지라도 

  

경에서는 지금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을 묘사 해 놓았다. 

부유한자, 권세있는 자, 성직자라 한다. 요즘말로 하면 재벌, 권력자, 

종교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생활을 보면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최상의 

복지시스템을 갖춘것과 같다.  

  

이처럼 천상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이룩해 놓은 부와 권력은 정당한 

것일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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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얻기 위하여 중상모략과 권모술수를 하였다면 이는 ‘악업’이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지금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자일지라도 신구의 삼업이 

악업이라면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라 하였다. 가면 갈수록 아래로 내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왜 가난한 자가 천상에 태어나는가 

  

지금 여기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더구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마저 있다면 고단한 삶이다. 그럴 

경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자살하는 것은 큰 죄업에 해당한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으로 본다.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못배우고 못먹고 차별 받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다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애꾸눈이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지금 가난으로 인하여, 지금 

장애로 인하여 가닌과 차별로 인하여 죽지 못해 산다고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떳떳 하다면 내생은 보장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으로 본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산다고 해도 

부처님은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하신 것이다. 

  

아프리카나 북한돕는 것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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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EBS 를 보면 매 시간 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볼 수 

있다. 유명배우의 목소리로 3 만원만 내면 굶어 죽어 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는 유니세프(UNISEF) 공익광고를 말한다. 

법륜스님은 북한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굶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아사자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세 모녀 사건을 보면 이제 공익방송광고나 법륜스님의 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아프리카나 북한돕는 것도 좋지만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가망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무언의 

항의라 보여진다. 그것도 죽음으로서 이 사회의 ‘거짓’과 ‘위선’과 

‘모순’에 대하여 항거한 듯 해 보인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20 대 80 사회의 양극화가 이제 한계에 다다랗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내려 갈 바닥이 없어서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 사회는 위기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공무원-

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세모녀 자살사건은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죽음을 택한 세모녀는 조금이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다. 비록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기 보다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 본다.  

  

  

  

공무원 개혁시리즈 

  

1)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2)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3)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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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투영된 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을 버려라!” 공무원의 삼중혜택 

6) “연금..   그거 하나보고” 취업준비생과 우리 속에 갇힌 사자 

7)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8) 박봉에도 참고 일했다? 공무원의 평균연봉과 완벽한 복지시스템 

  

  

  

2014-03-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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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누가 서민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산에 올라 가보면 

  

산에 올라 가면 세상 아래가 내려다 보인다. 발밑에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온통 백색의 아파트천지이다. 마치 성냥갑을 세워 놓은 것처럼 

‘총림’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볼 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생각이 일어 날 것이다. 아파트 한채라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라면 

“언제 경기가 회복되어 집값이 오를까?”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은 “저 많은 아파트 중에 어째서 내가 살 집 

하나 없을까?”라고 한탄할지 모른다.  

  

산밑으로 내려와서 도시의 걸어 보면 수 많은 간판과 마주친다. 크고 

작은 간판을 보면 마치 “어서 오라”는 듯이 손짓 하는 것 같다. 그런 

간판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식당간판이다.  

  

수많은 간판을 볼 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거리가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감지 된다. 주로 식당간판이다. 점심을 먹기 위하여 한번쯤 들어 

가 보았던 식당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을 종종 

본다. 그런 경우 장사가 안되서 그만 둔 것이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가진 식당이 들어서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자주 

식당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간판을 볼 때 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가?”이다. 그럼에도 간판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치킨집을 들 수 있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국 점포간 

평균 170 미터마다 치킨점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012 년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는 3 만 1139 개의 치킨점이 있다고 한다. 그것도 

전해에 비하여 7%가 늘은 것이라 한다. 이렇게 치킨점이 늘다 보니 

대한민국은 ‘치킨지옥’이 되었다고 한다.  

  

거리의 간판은 변화무쌍하다. 자주바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많은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살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간판을 볼 때 마다 드는 의구심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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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아직까지 못살겠다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일까?  

  

생계형자살을 보는 불교적 시각 

  

최근 생계가 어려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식당에 다니다 다치자 

생계가 막막해진 세모녀가 함께 자살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생계형자살’이라는 것이다.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 오른 것은 오래 되었지만 주로 학업에 찌든 청소년이나 

황혼고독등의 이유로 노인의 자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계형 자살이 

알려지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불교계인 것 같다.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조계종에서는 가난 때문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를 위하여 위령제를 올려 주기로 했다고 한다. 조계종 노농위원회 

주관으로 5 일 오후 7시에 광화문 해치광장 마당에서 열린다고 한다. 

  

미디어붓다에서는 “한국불교, 신자유주의 반대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이학종기자의 컬럼이 실렸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 1 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폐해라고 보는 것이다.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감 

  

불교저널에서는 석촌동 세 모녀 자살과 관련하여 김문갑박사의 ‘가난한 

조선, 부자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컬럼이 실렸다. 국민소득 

2 만 4 천불의 부자나라에서 생계로 인하여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넌센스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옛날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관리는 즉각 처형되었다. 

순(舜)임금 때 홍수조절의 임무를 띤 곤(�)이 그 임무에 실패하자 

순임금을 곤을 처형한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이제 자살율 1위 국가를 만든 정책담당자들 또한 처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처럼 저자거리로 끌고 가 목을 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은 복지부장관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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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본인의 책임도 아닌 일로 모 장관을 

해임했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내팽개친 복지부장관은 해임이 

마땅하다. 아울러 서울시장도 사과해야 한다. 조선의 지방수령 자리는 

고을 내 복지를 제 1차로 책임지는 자리였다. 하물며 지방자치제 하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문갑박사, 가난한 조선, 부자 대한민국, 불교저널 2014-03-04) 

  

  

김문갑박사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하고 있다. 요순시대같으면 

처형감이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고 서울의 하늘아래 

살고 있었으므로 서울시장도 공개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벌기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 갈 수밖에 없다. 산다는 것은 

생존하는 것을 말한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아야 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미적분 문제가 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은 푸는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은 도저히 풀 수 없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냥 풀면 되는데 그것 하나 풀지 못하여 

끙끙 거리는 것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단 사회로 나오면 누구나 돈을 벌어야 

한다. ‘돈벌기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번다. 너무 돈이 잘 벌려 주체하지 못한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돈못버는 사람이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돈못버는 입장에서 보면 미적분문제 푸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돈버는 문제이다.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산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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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예는 

많이 있다. 성공스토리를 들어 보면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까지에는 그만한 육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신체건강하고 더구나 머리까지 비상한 자라면 지금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조건이 떨어지고 더구나 지능도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것이다. 마치 100 미터 달리기를 할 때 

온전한 몸을 가진 자와 다리가 불편한 자와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또 

칠판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 때 지능지수가 150 에 달하는 수재와 

지능지수가 그 절반에 해당되는 자와 경쟁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게임이 되지 않는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이다.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자본을 많이 가진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신자유주의이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풀어 버렸을 때 

결국 자본이 많은 자가 독식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 양극화가 심화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낙오 되어 더 이상 이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보여 진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사회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가진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100 미터 경주나 미적분 문제 풀기 경쟁에 아예 참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자는 100 미터 달리기는커녕 

육교 올라가는 것 조차 에베레스트만큼이나 험준한 것이다. 또 뇌에 

장애를 가진 자들은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들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 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노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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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기 수월한 자와 세상살기 고단한 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 누구나 열심히 가리지 않고 

일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능도 보통 이상이라면 똑 

같은 조건에서 노력하면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사람들이 모두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똑 같은 것이 

아니다. 신체가 부실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능이 낮다면 역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잘난 자가 승리하기 

마련이다.  

  

같은 조건이면 신체조건이 월등한 자가 이기고 또 머리가 비상한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룰을 가진 신자유체제 하에서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자는 낙오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나고 똑똑한 자를 따라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잘난 자는 마치 미적분 문제를 척척 푸는 

것처럼 세상살기가 ‘수월’하고, 못난 자는 자신의 머리로는 미적분을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세상살기가 ‘고단’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정책을 유지하는 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야 한다. 결국 모두 죽음으로 귀결 

되고 말 것이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 자유경쟁체제로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에서는 

밥을 못먹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단지 

‘노력부족’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이는 신자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모녀의 자살 역시 지난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에 따른 

영향도 상당히 끼쳤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현 박근혜정부 역시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 된 것이 아마도 용산참사일 것이다. 이명박정부 초기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야만의 시대를 대표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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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을 유도 하였을 때 자본이 적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정책이 유지하는 한 제 2, 제 3 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누가 서민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가진 자들의 사회적 의무로 본다. 

그렇게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 놓고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번 자살 사건에 대하여 

정책담당자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정치인들이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꿇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시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 사진을 보고 감동하여 글을 하나 올린 것이 

‘서민앞에 무릎꿇은 시장을 보고, 강만수에 대한 이외수의 승리(2011-

10-29)’라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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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박원순시장 

무릎을 꿇고 서민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박원순 첫날 '시민과 함께' 민생행보(종합2보), 연합뉴스 2011-10-27 

  

  

사진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쪽방촌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앉아 서민의 

말을 경청하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사진을 

스크랩하여 글과 함께 올린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장면이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그 다음 날 

시장으로서 첫 출근할 때 시청사가 아니라 쪽방촌부터 찾았기 때문이다. 

만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선거 이전에 이런 퍼포먼스를 펼쳐야 했을 

것이다. 과연 우리 정치인 중에 누가 서민 앞에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가 있을까? 

  

  

  

2014-03-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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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불자들의 또 하나의 축제, 2014 불교박람회 

  

  

  

매년 이맘 때쯤 열리는 것이 불교박람회이다. 장소는 늘 변함 없이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있는 SETEC 이다. 

  

  

 
  

  

  

평일에 갔더니 

  

평일임에도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섰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갔다 오기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평일날 나서는 것도 

자유로운 일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직에 얽매여 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으로 개운치 

않다. 사무실을 비운 다는 것이 마치 근무중 무단이탈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 본다. 

  

불교박람회가 열릴 때 마다 관람하였다. 매년 3 월에 열리는 관람회를 볼 

때 마다 점점 발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올해 역시 지난해 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조직화 된 것 같다. 올해의 경우 제 1 관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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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예술품’에 대한 것 위주이고, 제 2 관은 ‘생활관련품’ 

위주이다. 그러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제 3관은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에 대한 것이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먼저 제 1관부터 

보았다. 

  

모델이 되어 준 상주요 부부도예 

  

제 1 관은 전통문화예술품과 불교용품이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다. 이 때 

항상 보는 것은 차와 관련된 용품들이다. 각종 차와 다기에 관련된 

부수가 여럿 있는데 예전과 달리 점차 줄어 드는 추세인 것 같다.  

  

다기와 관련 하여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작년 불교박람회 당시 모델이 

되어 주었던 ‘상주요(부부도예)’ 부부가 올해도 또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2013 불교박람회 관람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  

  

  

 
  

  

  

어디를 가나 차(茶)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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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관련된 부스에서는 차를 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부스를 가나 

차대접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차인심이 가장 좋은 곳이 불교가 아닐까 

생각된다. 

  

  

  

 
  

  

  

돌에 구멍을 뚫고 열선을 넣어 

  

차를  데우는데 있어서 돌을 이용한 것도 있었다. 커다란 돌에 구멍을 

뚫고 열선을 넣어 데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보존 되어서 

열기가 오래 간다고 한다. 가격을 물어 보니 130 만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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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그림의 고행상 

  

제 1 관의 특징은 불교문화예술품이다. 작가가 직접 나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눈길을 확 끌어 당기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고행상’이다. 부처님이 성도 이전에 6 년간 고행을 하여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모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다음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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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진 글씨를 보니 한문이다. 묘법연화경을 붓으로 써 놓은 것이다. 

글씨 크기와 명암을 조절하여 글씨그림을 그린 것이다. 좀더 근접촬영 

하였다. 눈부위와 육계부위를 보면 다음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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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안내인에게 물어 보니 ‘지호스님’이라 

한다. 붓을 이용하여 5개월 동안 그린 것이라 하였다. 

  

법성게를 210 개의 만다라로 

  

또 하나 인상적인 그림이 있다. 그것은 법성게 만다라이다. 의상스님의 

법성게를 210 개의 만다라로 표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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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性圓融無二相(법성원융무이상)”으로 시작 되는 법성게는 그림의 

중앙에서 ‘法’자부터 시작 된다. 여러 바퀴를 돌다 가장 나중에 

舊來不動名爲佛 (구래부동명위불) 의 ‘佛’이 최초의 시작점 법과 

만나게 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앉고보니, 예부터 그 자리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더라 

(舊來不動名爲佛)”라 하여 ‘법’이고 끝점은 ‘불’이 된다.  

  

법성게 만다르를 그린 작가에게 작품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나 정확하게 답하지 않고 다만 ‘천단위’라 하였다.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 1 관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만화’부스이다. 불교를 소재로 한 

만화이다. 그런데 벽면에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그림이 눈에 띈다. 

그것은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성출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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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산수도상 

  

  

  

유성출가상을 보면 도시의 빌딩이 보인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빌딩숲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설산수도상 역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종 산업폐기물 위에 앉아서 빌딩실루엣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림을 그린 이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양경수라는 이름의 불교일러스트로서 젊은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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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재래시장에 온 듯한 제 2 관 

  

제 1 관을 나와 제 2관으로 이동하였다. 2 관에는 주로 불교생활 용품에 

대한 것이 많다. 주로 먹거리 많다. 부스마다 시식코너가 있어서 마치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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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부스 

  

이처럼 먹거리 위주로 되어 있는 2 관에서 코너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부스가 ‘향적원’이다.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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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향적원 부스에서는 음식도 팔고 있다. 간이 의자가 있어서 

향적원에서 제공하는 김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3000 원으로 

비싼 편이다. 아마도 사찰음식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3 관에서는 천원짜리 김밥이나 연밥을 

판매한다. 이렇게 부스에서 음식도 팔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지 

않아도 된다.  또 이것 저것 시식하고 시음하다 보면 밥을 먹고 오지 

않아도 크게 배고프지 않다. 

  

후한 차(茶)인심 

  

돌아 다니다 보면 볼 것도 많지만 다리도 아프다. 이때 무료로 제공되는 

차를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 어느 부스를 가나 기본적으로 차가 제공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차인심이 가장 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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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로 붐비는 전시장 

  

불교박람회는 3월 6 일 개막 되었다. 3 월 9 일(일)까지 4 일간 열린다. 

개막 이틀째 이지만 평일임에도 매우 붐빈다. 특히 스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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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이 난 스님이 각설이 타령조로 

  

불교박람회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고 관심도 많아 져서 또 하나의 불교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어느 스님은 흥이 났는지 각설이 타령조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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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는 

  

공연장에는 초청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금발머리의 외국인이다. 

사회자의 소개에 따르면 ‘라디아 호프’라 한다. TV 에도 자주 출연 

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찬불가로 부르고 영어로 타이타닉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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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차분한 제 3 관 

  

제 3 관으로 이동하였다.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위주의 전시이다. 

그래서일까 다른 전시실과 달리 분위기가 차분하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 하는 것으로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별도의 전시관을 마련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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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밥상 

  

대승불교에서는 탁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에서 공양간을 만들어 

식사를 하는데 스님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런 궁금증을 풀어 주는 

식단을 보았다. 스님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 평균밥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님의 아침밥상 

   

 
스님의 점심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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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저녁밥상 

  

  

  

하루 세끼를 먹는 스님의 밥상이다. 아침은 매우 소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심을 보면 국을 포함하여 8찬임을 알 수 있다. 저녁의 경우 

6 찬이지만 점심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 끼 모두 고기가 없고 

채식위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스님의 ‘평균밥상’이라 한다. 

지나가는 스님에게 진짜 이렇게 먹는지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대충 

비슷한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스님은 약간 과하다고 한다.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 

  

그런데 소박한 스님의 밥상과 달리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다. 

특별한 날의 사찰음식이라 하여 ‘삭발하는 날’이나 ‘강원의 책걸이 

하는 날’ 등에 먹는 특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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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떡위주이지만 송이구이, 잡채 등도 보인다. 

  

사찰의 후식(後食) 

  

그런데 사찰음식에서 후식(後食)이 있다. 이를 사찰음식 후식전이라 

설명문에 따르면 “산속의 소박하고 귀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발달되어온 후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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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위주의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서는 체험위주로 선보이고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 연등을 제작하는 것, 문양을 만드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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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글쓰기는 일상이다 

  

  

  

봄은 봄인데 

  

봄은 봄인데 봄같지 않은 날씨이다. 아직도 두꺼운 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침에 창밖을 보니 눈까지 내렸다. 그러나 낮이 되면 

그야말로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대체 봄은 언제부터 

시작되려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전한시대 왕소군이 

읊은 시라 한다. 흉노족을 달래기 위하여 정략결혼하게 된 왕소군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胡地無花草), 봄이 와도 봄같지 

않구나(春來不似春)”라고 노래 하였다고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절기상으로는 봄임에 틀림 없으나 체감온도는 아직 

봄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눈까지 내리니 마치 계절에 거꾸로 돌아 

간 것 같다. 그러나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대세는 봄으로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미 봄을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봄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 

절기상으로는 입춘(2월 4 일 또는 5 일)을 봄의 시작으로, 

천문학상으로는 춘분(3월 21 일 또는 22 일)을 봄의 시작으로 삼지만, 

최근 기상학에서 보는 봄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일평균기온이 5 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때는 3 월 12 일이라는 것이다. 일평균 기온이 5도 

이면 봄으로 본다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나뭇가지에 물오른 것이 이전 같지 않아 보인다. 

  

글쓰는 것을 낙으로 

  

글쓰는 것을 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쓰고 있다. 

글쓰기에 과도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본업은 뒷전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글만 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스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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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몹시 부러울 때가 있다. 생계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껏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이 부러운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느 스님의 무문관일기를 읽고 있다. 지난 동안거 3 개월 동안 무문관 

수행을 하였다는데 이를 일기 형식으로 연재 하고 있다. 스님은 글에서 

“무문관(無門關)-문 없는 문에 들어온 이상 들어올 문도 없고 나갈 

문도 없다. 모든 곳 문이면서도 모든 곳이 막혀있다. 문이냐 벽이냐는 

내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며 “보고 들을 때마다 문이 열린다. 벽은 

거울이 되어 각성으로 빛난다.”라 하였다.  

  

하루 한끼를 원칙으로 하는 무문관에서 스님은 “오전 11 시에 들어오는 

점심도시락을 두 번에 나누어 먹는다, 점심과 저녁으로. 먹는데 30 분 

걸린다.”라 하였다. 이렇게 두끼를 먹고 사는 무문관 수행자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스님은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 추위를 느끼지도 않으며 따뜻한 방이 있는 나는 

얼마나 호사스러운가? 21 세기형 은거 수행자의 삶이 여기에 있구나. 

니체가 말한 <우아한 고독>, 나는 우아한 고독을 즐기고 있다. 닫은 

창호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한다. 구름을 가르고 나온 햇살이 

반짝이다가 다시 구름에 가려지기 되풀이 하는 것이다. 

  

(3. 명상일기-무문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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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형 무문관 수행 조건을 말한다. 문고리를 자물쇠를 잠그고 

하루 한번 배달된 음식만 먹고 사는 수행자에게 달리 할 일이 없다. 

글에 따르면 하루 8 시간 수행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따뜻한 방이 

있는 나는 얼마나 호사스러운가?”라 하였다. 

  

그런데 무문관 하며 수행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도 허용 되는 것 같다. 종종 무문관 

수행자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 되고 더구나 따뜻한 방에서 추위 

걱정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열중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더럽고 힘들고 아니꼬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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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불자에게 있어서 삶은 현실이다. 현실을 떠난 삶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부대끼며 살아 간다. 이 사회에서는 ‘과장’이나 

‘사장’ 등의 이름으로,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 간다. 아무리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고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현실이고 현실은 삶이다.  

  

그런 한편 생활인은 ‘탈출’을 꿈꾼다. 멀리 멀리 떠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일요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사람도 많지만 등산복 차림도 

많다. 산으로 산으로 가다 보니 일요일 관악산에는 줄을 이어 간다. 

작은 도시탈출인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멀리 탈출 할 수 없다. 다시 

현실로 돌아 와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더럽고 힘들고 아니꼬아도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을 불교용어로 말하면 인욕(忍辱)이다.  ‘치욕스런 일을 참는 

다’는 뜻의 인욕은 생활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 없다. 상사가 

야단 쳐도 가족을 생각하면 참는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자신의 월급 

반은 욕을 얻어 먹은 대가로 타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생활인은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 갈 수 있다.  

  

인욕의 달인 

  

만일 자신의 성질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싸움이 그칠 날 없을 것이다. 

인욕하며 살기에 사회가 안정되어 보이고 질서가 잡혀 보이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생활인은 ‘인욕의 달인’이라 볼 수 있다. 마하야나에서 

인욕바라밀을 강조 하지만 현실의 삶 자체가 인욕바라밀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욕하며 살아가는 생활인들에게 무문관 이야기는 누구나 바라는 꿈과 

같은 생활이다. 단지 출가하였다는 이유로, 챙겨야 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 껏 돌아 다니는 수행자들을 보면 가장 자유로운 것 같다.  

  

마음내키는 대로 

  

출가자들은 자유로운 삶이기에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살지 않는 것 

같다. 도시에 사찰이 없는 이유도 바로 출가자들의 걸림 없는 삶 때문일 

것이다. 발길 닿는대로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하다 보니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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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져도 걸망을 꾸린다고 

한다.  

  

도시의 포교당에서 인간적인 갈등이나 재정문제에 봉착 하였을 때 

걸망을 꾸려 훌쩍 떠났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마치 역마살이 낀 

것처럼 여기 저기 구름처럼 떠 돌아 다니는 출가자에게 있어서 정착지가 

따로 없다. 그러나  일년에 두차례의 안거기간에는 정착한다.  

  

탁발전통이 없는 한국불교에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문제 등 소위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로지 수행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수십안거를 해도 깨달았다는 사람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 한다. 그 래서일까 안거가 끝나 해제법문에서  “밥값 

내놓아라!” 라는 노스님의 호통을 듣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먹을 것 걱정안하고 더구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안거를 보내지만 그것도 부족한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무문관 수행을 하는 출가자들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수행하는 무문관 

수행자들은 길게는 6년간 방문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네트워크만 깔려 있으면 

  

재가불자에게 무문관수행은 꿈과 같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는 생활인에게 10 일간 단기 

집중수행코스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10 일간 직장을 쉬고 집중수행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도심에서 열리는 수행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시간이 돈인 사회에서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참여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것이 인터넷이다. 네트워크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삶의 일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들락거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간과 

돈과 정력낭비를 막아 주는 가상공간에 스님과 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미친듯이 자판을 두들기며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주제가 정해지면 미친듯이 

자판을 두들긴다. 그러다 보면 오전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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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사무실에 나와 정신없이 자판을 두들기다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인 

것이다. 이런 일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글을 썼다하면 10 페이지가 넘을 때 있다. 보통 10 페이지 안팍이다. 

물론 인용문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인다. 순수하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면 A4 한장 채우기도 힘들지만 경전을 근거로 하면 무한정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건강이 괜찮으신지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댓글을 통하여 어느 법우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장황한 글을 

올리시느라 연꽃님은 건강이 괜찮으신지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초기불교를 알리는 인터넷카페 운영자 H 님의 글이다.  

  

한번 글을 올릴 때 마다 10 페이지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법우님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안면이 있는 법우님에 따르면 

자꾸 분량이 늘어나다 보니 따라가기 힘들다고 한다. 더구나 내용도 

갈수록 현학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덜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좀 더 줄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글이 너무 길면 대충보거나 설렁설렁 넘어 가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개인적인 견해 보다 경전을 풀이한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부처님에게 감사 해야 될 

것 같다.  

  

“오리지널 저작권은 붓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은 마음껏 공유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일까 댓글에서 S 법우님은 “오리지널 저작권은 붓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카페나 블로그등에 보면 글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글을 가져 가지 못하도록 오른쪽마우스버튼을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S법우님은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때에는 이미 개인의 글이 

아닙니다. 불자 모두의 글입니다. 오리지널 저작권은 붓다에게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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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은 이미 개인의 손을 떠난 것이다. 인터넷 속성상 모든 

정보는 오픈되고 공유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글이라도 공적인 

개념으로 된다. 더구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경전의 글이라면 더욱 더 

공적인 것이 된다. 그럼에도 오른쪽마우스를 금지해 놓았다든가 제한을 

두어 회원끼리만 공유한다면 이는 ‘부처님저작권위반’이라 볼 수 

있다.  

  

마음껏 퍼가도록 

  

그러나 오른쪽마우스버튼을 해제 하여 마음껏 퍼갔을 때 단점도 있다. 

잘못된 것이 사이버공간을 떠 돌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르침을 왜곡하는 커다란 ‘구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오로지 블로그나 카페에 방문해서 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올려진 글은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업데이트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스크랩금지가 맞다.  

  

오른쪽마우스버튼을 금지 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부처님에게 있으므로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전에 스크랩한 글은 

잘못된 채로 있게 된다. 이런 점이 고민스런 것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법우님 

  

블로그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글로서 소통하고 있다. 글을 올려 주신 

분들의 필명을 보면 익숙해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한번도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단지 인터넷 공간에서 필명과 올려진 

글로서만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나이가 몇살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설령안다고 해도 인터넷공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로지 올려진 글로서밖에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려진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인격이다.  

  

이처럼 필명이 익숙하다 보니 올려주신 글을 읽는 것도 커다란 

재미이다. 그 중에 E법우님이 아주 재미난 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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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에 여느 때처럼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즐겨찾기를 해놓은 연꽃님의 블로그를 눌렀는데 

블로그가 없어진겁니다.  

그냥 다음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네요.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여 잠시 뒤에 지하철에 갈아탄 다음 재차 

연꽃님의 블로기 즐겨찾기를 확인해보니 확실하게 연꽃님의 블로그가 

폐쇄되어 버린겁니다. 

. 

.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사무실에 도착하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 

. 

물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서보니 연꽃님의 블로그에 제대로 

들어가 지더군요. 

그러나 한 시간여 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핸드폰의 문제라던가 그 시간에 다음의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 법우님) 

  

  

E 법우님에 따르면 블로그가 사라져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아마 

일시적 접속장애에 따른 현상이라 보여진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런 경우 다시실행하면 된다. 그럼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갖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대부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E 법우님은 접속이 되지 않자 정신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정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법우님에게 감사드린다.  

  

이삼십대도 공감할 수 있는 글을 

  

그런데 비록 글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수 없이 많이 지켜 보아 주시는 

님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님들인지 알 수 없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성별과 연령대는 알 수 있다. 특히 이십대와 삼십대에 주목한다. 무응답 

40%를 제외하면 이십대가 4%, 삼십대가 10%로서 적은 비율이지만 가장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더욱 더 비율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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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이삼십대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많이 쓰고 싶다. 왜냐하면 

이삼십대는 한국불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글쓰기에 힘이 붙어서 

  

글을 쓰다 보면 격려도 받고 동시에 비판도 받는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너무 ‘몰입’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님들도 있다. 사실 그렇다. 

하루 일과중의 반 이상을 글쓰기에 몰입 하고 그것도 쉬는 날 없이 쓰기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쉬엄쉬엄 쓰라고 한다. 또 

양도 줄이라고 한다. 이렇게 염려 하지만 사실 숙달 되어 있어서 크게 

게의치 않는다. 이는 글쓰기에 힘이 붙었기 때문이다. 

  

“정신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요” 

  

하던 일을 자주 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한다. TV 에서 보는 생활의 

달인이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라 한다. 처음 하기가 어렵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쉽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무비스님은 서장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힘을 얻었다.” 하면 힘이 덜 들지요. 운전 처음 배울 때 그렇지요.  

처음에는 힘이 잔뜩 들다가 나중에는 옆에 다 살피면서 곧잘 갑니다.  

그것이 힘을 얻어서 그런 겁니다. 힘이 덜 드는 겁니다. 공부에도 

그래요.  

공부도 처음에는 좀 힘이 들지요. 좀 하다보면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든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무비스님, 서장 대 강좌 3 - 2 강) 

  

  

무비스님은 수행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간화선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잘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앉아 있다 보면 잘 되는데 이에 

대하여 “정신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요.”라 하였다. 정신에 근육이 

생길리가 없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된다. 

  

서당개 3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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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도 마찬가지라 본다. 처음에 글을 쓸 때 A4 한장 채우기도 

힘들었지만 요즘은 10 장 정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글쓰기를 수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 글쓰기에 힘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초인적인글쓰기’라 

하는데 누구나 오래 하다 보면 가능한 일이라 본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런 글쓰기를 8 년 하고 있으니 

서당개 풍월 읊는 시기는 지나서 일 것이다. 그래서 H법우님이 “건강이 

괜찮으신지 염려스럽습니다”라고 걱정 해 주었지만 염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글쓰기는 끼니때가 되면 밥먹는 것처럼 ‘일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힘을 길러야 한다고 

  

부처님도 힘을 말씀 하셨다. 부처님의 힘에 대하여 ‘여래십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다섯 가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오력’이다. 

  

오력은 여래십력에서 다섯 가지 힘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다섯 가지 힘이 있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새김의 힘, 집중의 힘, 지혜의 

힘이다. (A5.14)”라 하였다. 이런 힘을 길러야 깨달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중에 ‘사띠(새김)의 힘’이 있다. 이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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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님역) 

  

  

이 경과 동일한 내용이 상윳따니까야 ‘분별의 경(S48.10)’에도 실려 

있다. 오력중에 ‘염력(satibala)’에 대한 것이다. 경에서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satinepakkena samannāgato)’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총혜라 하였다. 지혜와 결합된 사띠를 말한다. 

이는 단지 알아차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기억하고 

되새기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혜와 결합된 

사띠에 대하여 새김의 힘이라 하였다. 

  

지혜와 결합된 사띠 

  

전재성님은 사띠에 대하여 새김이라 번역하였다. 그러나 초불연에서는 

마음챙김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지혜와 결합된 오력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해제에서 번역어 마음챙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새김의 힘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문은 일반적으로 팔정도에서 정의되는 것과는 다른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새김이 마음챙김이 아니라 새김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5 권 해제, 전재성님) 

  

  

해제글에 따르면 사띠의 번역어가 새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사띠번역어 논쟁에서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은 정확한 번역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영어사전에 있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라 폄하 하는 학자도 있다. 또 어떤 비판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챙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대상”이라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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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기억에 대한 어떤 어원을 갖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대상에 마음을 두고 이를 지켜 보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력에서 ‘사띠발라 (satibala, 念力) 

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 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새김을 

확립한다면”이라 하였다. 바로 이 문장이 기억의 기능으로서 사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한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기억과 

알아차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김’이라는 용어가 사띠번역어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강한 성취감에 

  

힘을 기르면 엄청난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부처님도 힘을 기를 것을 

강조 하였다. 그것이 오력이다. 이런 힘이 있어야 수행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일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듯이 매일 다섯 가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정진해야 한다. 그래서 오력에서 정진의 힘이 있는데 이는 

‘육단심’으로 선방에 앉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선법과 불선법을 

가려내여 선법이면 증장시키고 불선법이면 쳐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습관들이는 것을 수습(修習)이라 한다. 마치 신입사원이 들어 오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수습기간이 있듯이 수행을 하려면 습관부터 먼저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글쓰기도 일종의 습관이다. 글쓰기습관을 들여 놓으니 매일 글을 쓰게 

되고 글쓰는 것이 낙이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초인적인 

글쓰기’라거나 ‘건강이 염려 된다’고 말하지만 글쓰기에 힘이 

붙어서인지 전혀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의 글을 완성하면 강한 

성취감을 느낀다. 바로 이맛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것 같다. 

  

  

  

2014-03-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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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주류 입장에서 B급 삼류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70 대 노인에게 3배를 받는 분 

  

하도겸 컬럼을 읽었다. 불교닷컴에 실려 있는 기사에서 본 것이다. 이 

컬럼에서 컬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70 대 노인에게 3 배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재가자의 보시로 살아가는 승가가 언제부터 3 배를 

받았는지요? 서로 악수하는 것으로 인사하자는 전 종정 고암 스님의 

하심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총무원장 스님부터 

재가불자들에게 먼저 3배를 하시면 승가는 더욱더 부처님의 하심을 배워 

나갈 것이며, 세상은 오히려 더 스님들을 3 보로서 공경할 것입니다. 

  

(자승 총무원장께 드리는 우리의 꿈이야기, 하도겸 박사의 ‘삶이야기 

禪이야기’ [특별기고], 불교닷컴 2014-03-14) 

  

  

특별기고문이라는 형식으로 불교닷컴에 게제된 기사는 뉴시에도 실려 

있는 것이다. 하도겸컬럼니스트는 인터넷뉴스신문인 뉴시스에서 매일 

컬럼을 올리고 있다. 

  

글에서 스님삼배를 지적하였다. 불자들이 스님을 친견하면 삼배를 

올리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으나 서로 가볍게 인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스님이 재가불자에게 삼배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반문하고 있다. 스님이 재가자에게 삼배를 한다면 스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가불자들이 스님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라 한다. 

  

서로 삼배를 하였는데 

  

언젠가 스님을 친견한 적이 있다.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이다. 신도가 많아서 스님을 친견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한번 보자고 ‘시자실’에서 연락이 왔길레 만나러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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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락이 된 것은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이다. 2006 년 당시 

블로그에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무궁화 5호 위성발사와 동네 

종합유선방송(2006-09-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글을 

스님이 본 모양이다. 그래서 시자를 시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이다.  

  

스님과의 만남은 스님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사방에 책으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스님을 들은 대로 배운대로 삼배를 하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스님은 그냥 앉으라고 하였다. 그래도 삼배를 강행하자 이번에는 스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카페트 위에서 똑같이 삼배를 하였다. 처음 

만났지만 서로 삼배를 한 것이다. 

  

진실로 존경하면 삼배가 아니라 구배도 

  

방송을 통한 포교에 관심이 있어서 스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성을 이용한 방식은 막대한 비용과 콘텐츠를 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스님과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스님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다. 스님을 친견하거나 대면 하는 경우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대부분 스님이 불러서 또는 스님의 필요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스님을 친견하는 것과 달랐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님에게 삼배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다만 나이든 

노보살이 새파란 스님에게 삼배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듣거나 글을 

통하여 알고 있다.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자의 미덕이다. 그러나 잘 모르는 스님, 처음 

본 스님에게 까지 삼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로 

존경하는 스님이라면 삼배가 아니라 구배도 가능할 것이다. 테라와다 

불교에서 신도들이 스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스승으로서의 

스님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불교신문은 조계종 기관지 

  

하도겸컬럼니스트는 불교신문에 대하여도 비판하였다. 이는 

불교신문과의 ‘악연’때문이라 본다.  

  



402 

 

최근 불교신문에서 하도켬컬럼을 승가모독 행위로 문제 제기 하였다. 

그러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컬럼니스트가 속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압력을 가였다.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놈과 땡중”승가모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로서 

정화불사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허컬럼니스트는 글에서 불교신문에 대하여 조계종 기관지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불교신문>은 비록 대한불교조계종의 기관지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언론이 되도록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총무원 

일부 힘있는 스님의 지시에 따라 바르지 않은 글을 함부로 쓰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승 총무원장께 드리는 우리의 꿈이야기, 하도겸 박사의 ‘삶이야기 

禪이야기’ [특별기고], 불교닷컴 2014-03-14) 

  

  

일반적으로 기관지라 하면 부정적 생각이 떠 오른다. 구 소련시절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지’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관지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선전하거나 표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불교신문은 조계종 기관지임에 틀림 없다.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불교신문 

  

조계종 기관지라 불리우는 불교신문기사를 읽어 보면 종단에 불리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2013 년 8 월에 일어났던 적광스님 

납치, 감금, 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교신문에서는 사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총무원에서 불러 준대로 적은 듯이 보였다.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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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어사 자장암 인수인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광스님이 

지난 21 일 총무원 호법부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데 이어 이튿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 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만난 적광스님은 “호법부 선배 

스님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원결(怨結)을 많이 지었다. 거듭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일체 종단 일에 관여하지 않고, 언론이나 

수사기관에도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장암 건으로 물의, 적광스님, ‘공개 참회 수행전념’ 약속, 불교신문 

2013-08-27) 

  

  

적광스님은 총무원장스님과 불교계의 비리와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려 

하였다. 그러나 총무원 호법부 스님과 재가종무원들에게 끌려가 

불교박물관 지하에서 감금, 린치,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건 아닙니다” 적광스님의 절규와 강제환속’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교신문에서는 적광스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였다는 식으로 보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보도한 불교신문을 보고서 조계종 기관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기관지라 하면 단지 종단의 입장과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거나 

표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하도겸컬럼니스트가 

“<불교신문>은 비록 대한불교조계종의 기관지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언론이 되도록 자율권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점잖게 충고한 것이라 

보여 진다. 

  

꼬리 내린 불교신문, 유구무언의 총무원 

  

불교신문에서 승가모독행위로 문제제기하고 이어서 총무원에서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하도겸님은 불교신문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양자를 불러 중재 요청을 했는데,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불교신문에서 

유감표시와 함께 정정보도를 약속했다고 한다. 사실상 하도겸컬니스트의 



404 

 

승리하고 불교신문이 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교닷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불교신문>은 19 일자 2면에 “본 신문은 1 월 

25 일자 ‘하도겸 칼럼 도 넘다’ 제하의 기사에서 하도겸 칼럼니스트가 

불교와 스님들을 비하하고 매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겸 칼럼니스트는 법사로 활동 중인 신실한 불교신자로서 불교와 

스님을 비하하고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고, 칼럼도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하는 내용을 실은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게재해야 한다. 

제목·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와 같게 하기로 했다. 

  

(‘불교신문’ “하도겸, 불교 비하 의도 없었다”에 합의, 언론중재위 

조정… 정정보도와 반론 게재키로, 불교닷컴 2014-03-12) 

  

  

기세 좋게 나가던 불교신문이 꼬리를 내린 것이다. 요즘말로 ‘깨갱’한 

것이다. 또 불교신문 기사를 빌미로 공문까지 보내며 압력을 행사하였던 

총무원은 아무 말이 없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일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  역시 

‘깨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불교신문이 보도하고 총무원이 거든 이번 사건에서 총무원의 

기세는 등등하였다. 불교닷컴 2월 20 일자 기사에 따르면 

조계종홍보팀장은 조계종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칼럼을 예의주시해 나갈 계획”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기세등등하게 나가던 불교신문에서 언론중재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정정보도를 내기로 한 것은 불교역사상 초유의 일이라 보여진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문이 일개 개인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잘못을 뉘위치고 용서를 비는 정정보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더구나 하도겸 컬럼니스트에게 반론할 수 있는 글을 

게시토록 하기 까지 하였다. 그래서 3월 19 일자 불교신문 첫화면에 

2 일간 실릴 것이라 한다.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다음의 파워블로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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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과 총무원은 “땡중” “중놈”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여 

승가모독으로 몰아 부쳤다. 그러나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자승 총무원장께 드리는 우리의 꿈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불교신문에 실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글은 이미 뉴시스와 

불교닷컴에 실려 있다. 그런데 글에서 개인적으로 깜짝놀랄만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불교정론을 위해 애쓰는 ‘도박승에게 보도 보복 폭행을 

당하고서도 치료비조차 청구 않은 이석만 대표’가 이끄는 <불교닷컴>의 

조현성 기자, <미디어붓다>의 이학종기자, <불교포커스>의 정성운 주간, 

<불교저널>의 김종만 편집장,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다음의 

파워블로거와 같이 <불교신문>의 기자들도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세상을 

맑고 밝게 비추는 목적으로만 쓰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신문’ “하도겸, 불교 비하 의도 없었다”에 합의, 언론중재위 

조정… 정정보도와 반론 게재키로, 불교닷컴 2014-03-12) 

  

  

불교계 신문사이트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진흙 속의 연꽃’도 함께 거론 하였다. 그것도 ‘파워불로거’라 

하였다.  

  

그런데 필명을 보면 ‘진흙 속의 연꽃’이라 하여 띄어쓰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필명을 ‘진흙속의연꽃’이라 하여 붙여쓰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붙여쓰기 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필명이라 하지만 

이름과 같은 것이라서 띄어 쓰기 보다 붙여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 되었기 때문이다.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인디언 이름이 있다. 이를 띄어 쓰면 

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늑대와함께춤을’이라고 붙여 쓰면 이름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진흙속의연꽃’라고 붙여 쓴 것이다.   

  

이렇게 필명이 거론 되는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다. 항상 비주류 

입장에서 B 급 삼류 글쓰기를 하고 있는 보통불자에게 과분한 처사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나열된 스님들이나 재가단체, 그리고 

정론직필의 기자와 동등하게 거론 하였다는 사실이 파격적이다. 이처럼 



406 

 

필명을 거론 한 것은 조계종기관지라 비난을 받고 있는 불교신문 

기자들이 각성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비판한 것은 아니다 

  

필명이 종종 인터넷 매체에서 거론 되기도 한다. 올린 글을 인용하여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과 관련된 내용이다.  

  

글을 쓰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글을 쓰면 쓸스록 비판적으로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하여 자꾸 알게 됨에 따라 비판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려도박이나 승려폭행, 승려술판 사건 등 

부처님과 불자를 부끄럽게 하는 스님들과 승가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글을 쓸 초창기에는 누구보다도 승가와 스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신정아 사건이 일어 났을 때나 종교차별 행위가 벌어졌을 때 

여러 차례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옹호 하지 

않는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의 

행태가 세상에 알려 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종단과 승가, 스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블로그 초창기에 승가와 스님에게 냉소적이며 비아냥 대는 자와 

댓글공방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러자  어느 네티즌이 “절에서 사는 

사람이냐?”라고 물었다.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절에서 태어났느냐’는 뜻이었다. ‘부모가 

스님아니냐’는 것이다.  

  

글을 쓸 초창기 때만 해도 모든 스님들은 독신비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처 종단도 있어서 스님들도 재가불자와 똑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스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출가수행자라면 당연히 독신이고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는 ‘반승반속’에 실망한 것이다. 

더구나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부터 경전상의 빅쿠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행위가 다반사인 것을 

확인 하였을 때 확실히 ‘비주류’로 돌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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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입장에서 B 급 삼류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비주류는 주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한국불교가 

주류라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비주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불교는 주류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메인스트림불교’는 ‘테라와다불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불교적인 것이 주류로 되어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비주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주류 입장에서 B 급 삼류 글쓰기를 지향한다. B 급이라 하면 

스님도 학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 본적도 없고 

불교학을 공부한적도 없는 보통불자이기 때문에 B 급이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주류 B 급 불자가 지향하는 글쓰기는 당연히 ‘삼류글쓰기’가 

된다. 왜 삼류인가?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스님들의 법문도 아니고 

학자들의 논문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글을 쓰기 때문에 삼류글쓰기로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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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 제행무상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듯이 비주류가 

언젠가 주류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주류라 하여 천년만년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스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B급’이다. 그렇다고 하여 마음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B 급의 보통불자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만은 

‘에이플러스(A+)급’을 지향한다. 그래서 수행자 보다 더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지향하고, 학자보다 더 학구적인 자세를 지향한다.  

  

또 지금 삼류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초일류’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스님법문 보다 더 감동적인 글과 학자들의 논문 보다 더 가치 

있는 글쓰기를 지향한다.  

  

  

  

2014-03-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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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 년은 더 살수 있었을 텐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낯선 번호가 뜬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뜨도록 해 놓았으나 전화번호만 뜰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안면이 있는 법우님이다.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기존의 번호를 고수하다 이번에 010 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M 법우님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하였다. 진주에 있는 N 정사의 

도반들과 함께 테라와다빅쿠을 모시고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다녀 온 

것이다. 그래서 현지에서 찍은 사진과 구입한 책 등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성지순례를 계기로 하여 그동안 마음고생하였던 

것을 모두 털어 버렸다고 하였다. 그것은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다.  

  

M 법우님은 남편의 죽음에 애통해 하였다  2012 년 말 계단을 내려 가다 

발을 헛딛어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충격이 심해서 너무 심해 지난 2 년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였다.   

  

M 법우님과 인연이 된 것은 지난 2012 년 일본성지순례에서이다. 2012 년 

6 월 나라-쿄오토의 관서지방과 북큐슈 지방을 3 박 4 일 일정으로 순례 

하였는데 M 법우님 부부도 동참 하였다. 두 분 모두 공직에서 정년 퇴임 

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라 합류한 것이다.  

  

그런데 두 분은 모두 조계종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M 법우님은 

영어가 전공이라  국제포교사이고 법우님의 남편은 일반포교사이었다. 

국제포교사인  M 법우님은 주말 조계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안내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인연을 맺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우님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이 아쉬웠다. 법우님의 말대로 “20 년은 더 

살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 실감난 것이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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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있다. 용어사전에 따르면 특정 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를 

말한다. 특정 연도의 각종 사망통계에 나타난 추세대로 사망 주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느냐를 추정하는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나의 기대수명은 얼마나  될까?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1.4 세로 살 것이라 한다. 

여자는 84.6 년, 남자는 77.9 년이다. 그렇다면 2012 년 기준 기대수명은 

얼마나 될까?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만 40 세(1972 년생)의 경우 남자는 

39.2 년 남았고, 여자는 45.4 년 남은 것이다. 이에 대한 기사의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 년 기준 기대수명, 서울신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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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60 대의 경우 앞으로 20 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로 보아 

법우님이 “20 년은 더 살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한 것은 기대수명을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다 죽는다 

  

기대수명은 문자그대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기대수명만큼 살 것이라고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일찍 죽을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ppaṃ vata jīvitaṃ idaṃ 

Oraṃ vasassatāpi miyati, 

Yo cepi aticca jīvati 

Atha kho so jarasāpi miyati. 

  

[세존]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백 살도 못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Stn804_  

  

(Jarā sutta-늙음의 경, Sn4.6, 전재성님역) 

  

  

결국 늙어 죽는다고 하였다.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잎이 노랗게 물들어 

매달릴 힘이 없을 때 조그마한 충격에도 떨어지고 말듯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어느날 감기에 걸려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런 인간의 목숨은 백년이 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죽음은 예고 없이 

  

사람들은 대부분 늙어 죽는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다 늙어 죽는 것은 

아니다. 사고사등으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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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 온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는 다음과 게송이 

있다. 

  

  

Animittamanaññātaṃ  

maccānaṃ idha jīvitaṃ, 

Kasirañca parittañca  

tañca dukkhena saññātaṃ. 

  

이 세상에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엉켜있습니다. (stn574)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핵심구절은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의 빠알리어가 

‘Animittam’이다. 이는 nimitta 가 mark, sign; image 의 뜻으로 부정 

접두사 a가 붙은 형태로서 Animitta 가 무상(無相)의 뜻이지만, 각주를 

보면 Animittam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imittam : 

  

Prj.II.457 에 따르면, ‘행해야 할 일이 이루어진 특징이 

없이(kiriyakaranimittavirahitam)’의 뜻이다. 업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Animittam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업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업대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이전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kamma)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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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과보가 무르익을 때 업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지금 여기(diṭṭhevā dhamme)에서 받는 과보 

  

그 업보는 현세, 내생, 먼 후세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에서는 

“현세에서 받거나 다음생에 받거나 훨씬 먼 후생에 받는다. (diṭṭhevā 
dhamme, upajje vā, apare vā pariyāye, A6.63)”라고 되어 있다.  

  

번역자들은 diṭṭhevā dhamme 에 대하여 현세 또는 금생이라 번역하고 

있지만, 이 ‘딧테와 담메(diṭṭhevā dhamme)’라는 말은 ‘지금 

여기’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과보로 받는 것이 이전에 

지은 행위의 결과로 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업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석은 결국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그 언제’가 바로 ‘지금 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기대수명으로 얼마나 

더 살지 추정은 가능하지만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업대로 살 

뿐이다. 그래서일까 성전협의 니까야 각권 말미에 있는 ‘33 개의 불교 

세계관’을 보면 인간수명에 대하여 ‘미결정(未決定)’으로 되어 있다.  

  

인간 수명이 왜 미결정(未決定)일까? 

  

이런 미결정은 인간 이하의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세계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인간 이상의 욕계천상에서 부터는 수명이 

확정 되어 있다. 기대수명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인간 위에 

있는 사천왕(cātu-māha-rajikā)의 경우 수명이 500 천상년이다.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따지면 9 백만년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천의 경우 수명이 무려 84,000 겁이다.  

  

이렇게 천상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행공덕에 

대한 과보라 본다. 욕계천상의 경우 ‘믿음(信)’과 ‘보시(施)’와 

‘지계(戒)’의 공덕에 대한 과보로 수명과 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수(壽)와 복(福)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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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가장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수’와 ‘복’이다. 

환갑잔치 등에서 수와 복이 들어간 한자어가 바로 천상과 같은 수와 

복을 누리고자 함이라 볼 수 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떤다 

  

천상에서는 수와 복이 확정 되어 있어서 그 기간만큼 살고 지은 

공덕만틈 복을 누린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하여 인간이하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중생의 경우 마땅히 정해진 수명도 복도 없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늘 죽음에 ‘벌벌’ 떤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Phalānamiva pakka naṃ  

pāto patanato bhayaṃ, 

Evaṃ jātānamaccānaṃ  

niccaṃ maraṇato bhayaṃ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자들은 죽어야 하고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stn576)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게송의 네번째 구절을 보면 niccaṃ maraṇato bhayaṃ이다. Nicca 는 

‘constant; continuous’의 뜻으로 ‘늘’ 또는 ‘항상’이라고 

번역된다. maraṇato 는 maraṇa+to 형으로, maraṇa 는 death, 즉 죽음을 

뜻한다. bhayaṃ은 ‘Fear, fright; danger, calamity’ 로 

‘두려워하다, 무서워 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niccaṃ maraṇato 
bhayaṃ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떤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かれらにはつねに死の怖れがある”라 하여, “그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떤다”라고 번역된다. 법정스님은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라 번역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th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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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er is death.”라 하여 “항상 있는 위험은 죽음이다”라고 번역 

하였다.  

  

이렇게 죽음은 언제 어디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칠지 모른다. 이 

모두가 과거에 지은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지금 

여기(diṭṭhevā dhamme, here and now)’에서 과보로서 익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떠는 것이다. 

  

도망 갈곳이 없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런 공포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다.  

  

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 누군가 죽었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내려 앉는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도망 가보았자 부처님손바닥안이다. 그 어디에도 죽음으로부터 도망 갈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숙명으로 받아 

들인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Nahi  so upakkamo atthi  

yena jātā na miyare, 

Jarampi patvā maraṇaṃ  

evaṃdhammā hi pāṇino.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가 결코 없습니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뭇 삶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stn575) 

  

(Sallasutta-화살의 경, 숫따니빠따 Sn3.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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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이는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회피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라 여기기도 한다. 반드시 죽는 

것임도 애써 부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evaṃdhammā hi pāṇino’라 하였다. 여기서 pāṇino 는 

pāṇi+ino 로서, pāṇi 가 ‘a living being, 有生命的, 生物’ 을 

뜻하므로 ‘뭇삶’ 또는 ‘중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evaṃdhammā hi pāṇino 에 대하여 직역하면 “이것이 뭇삶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뭇 삶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라 하여 담마에 대하여 ‘운명’으로 번역하였다.  

  

나까무라하지메는 “�に生ある者どもの定めは、このとうりである”라 

하여 “실로 살아 있는 자들의 결정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법정스님은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라 하여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타닛사로 빅쿠는 

“For there's no way”라 하여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말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그러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 나의 일이다. 이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이다. 나아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S56.11)”라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죽음은 현실이고 도저히 피할래야 피해 갈수 없음에도 사람들은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맛지마니까야에 

보인다.  

  

야마왕과 죽음의 전령사 

  

데와두따경(M130)에서 야마왕은  “이 사람아, 그대는 이 세상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지 않았는가?(amho purisa, na tvaṃ addasa 

manussesu pañcamaṃ devadūtaṃ pātubhūta)”라고 묻는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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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라고 번역한 것은 devadūta 에 대해서이다. Devadūta 는 ‘gods' 

messenger’의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신의 전령사’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죽음의 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죽음의 왕을 뜻하는 야마(Yama)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야마왕의 질문에 뭇삶은 다섯 번째 천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다섯번째 천사 즉, 죽음의 전령사는 어떤 것일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mho purisa na tvaṃ addasa manussesu itthiṃ vā purisaṃ vā 

ekāhamataṃ vā dvīhamataṃ vā tīhamataṃ vā uddhumātakaṃ vinīlakaṃ 

vipubbakajāta 

  

[야마왕]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되어서 부풀게 되고 푸르게 되고 고름이 생겨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Devadūta sutta-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죽음의 왕 즉, 염라대왕이라 볼 수 있는 야마왕은 죽음의 영역에 넘어 

온 뭇삶을 다그치고 있다. 벌써 다섯 번째이다. 다섯 번째 사인(징조)을 

보고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애써 애면한 듯한 뭇삶에게 말한 것은 

다름 아님 죽음에 대해서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피고름이 생겨난 끔찍한 주검에 대한 

것이다. 

  

죽은지 삼일이 지나면 구더기가 

  

요즘 문자를 받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본다. 하나는 

‘경사(慶事)’이고 또하나는 ‘조사(弔事)’이다. 결혼식과 같은 

경사와 장례식과 같은 조사는 늘 주변에 있는 일이다. 특히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는 것이 예의라 한다. 경사와 달리 

한번 밖에 일어 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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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죽은 이의 시신을 보기 힘들다. 그런데 생명 기능이 

끊어졌을 때 24 시간이 지나면 고름 등 분비물이 나온다고 한다. 죽은지 

36 시간 즉, 삼일이 되면 구더기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시신을 가능한 

3 일 이내에 매장을 하든가 화장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한다.  

  

이렇게 죽은 자의 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더구나 구더기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사실이 현실임에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에 대하여 경에서는 ‘천사(devadūta)’를 보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다섯 천사의 경고 

  

이런 천사의 경고는 모두 다섯가지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M130) 고성제(S56.11) 

첫 번째 

천사 

  

‘이보게, 인간 가운데 갓난아이가 

침대에서 스스로 똥과 오줌으로 

분칠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태어남도 괴로움 

(jātipi dukkhā) 

두 번째 

천사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태어나 팔십이나 구십이나 

백세가 되어 늙고, 허리가 

서까래처럼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몸을 떨며 걷고, 병들고, 

젊음을 잃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희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피어나고, 사지가 

얼룩이 진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늙는 것도 괴로움 

(jarāpi dukkhā) 

세 번째 

천사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병들고 괴로워하는데 

중태이고, 스스로 똥과 오줌으로 

분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앉혀 

병드는 것도 괴로움 

(vyādhipi dukk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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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 

천사 

  

‘이보게, 왕들이 인간 가운데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으면 갖가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 즉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장으로 

때리고,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appiyehi 

sampayogo dukkhā) 

다섯 번째 

천사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되어서 부풀게 되고 푸르게 

되고 고름이 생겨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죽는 것도 괴로움 

(maraṇampi dukkhā) 
  

  

다섯 종류의 천사에 대한 것을 초전법륜경에서 고성제와 비교해 보았다. 

간난아이가 똥으로 분칠을 하며 울 때 이는 태어남도 괴로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인이다. 또 야마왕은 늙는 것, 병드는 것, 형벌로 

고통받는 것을 말한다. 삶의 과정에서 한번쯤 겪어 본 것들이다. 그래도 

알아채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늦은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 다섯 천사의 이야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보게, 그대는 방일한 탓으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베이비박스(baby box) 

  

TV 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라는 것을 보았다.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아니라 아기를 넣어두는 상자를 말한다. 왜 이런 

상자가 필요할까? 그것은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체 상장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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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 (baby box) 

 

 
 베이비박스가 열렸을 때 

  

  

  

이렇게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두자 작년의 경우 약 삼백명의 아기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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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V 에서는 22 살의 미혼모를 보여 주고 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임신이 되어 세 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는 장면이다.  

  

이미 때는 늦었다 

  

이처럼 버려진 아기나 미혼모의 아이를 보았을 때 이는 하나의 신호나 

다름 없다. 경에서는 이를 알아차려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첫번째 

천사를 못 보았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럼에도 알아 채지 못하자 점차 

강도를 높여 늙은이, 병든 자, 죽은 자를 보지 못하였는지 물어 본다. 

결국 죽은 자를 보고서 그 때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 닥쳤을 때 자신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방일 즉, 

게으름 탓으로 보고 있다.  삶의 과정에서 무수하게 경고신호를 

보냈건만 애써 외면하듯이 살아 간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을 많이 진채 죽음을 맞이 하였을 때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대가 그 과보를 

겪어야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함으로서 과보를 피해 갈 수 없음을 

말한다. 

  

그저 그러려니 

  

천사의 경(Devadūta sutta, M130)에서는 야마왕과 천사가 등장한다. 

이를 우리말로 하면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초기불교에서 마하야나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초기경전에서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이야기에 대하여 회의론자나 

단멸론자들은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과학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려 할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삽입 된 것이라든가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 가려서 

읽어야 된다든가 거품을 빼고 읽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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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방편으로 설명한 것은 가르침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기 쉽게,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야마왕과 천사가 등장한 것이다. 단지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된다.  

  

조 블랙의 사랑(Meet Joe Black, 1998 년)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영화를 하나 보았다. EBS 의 ‘세계의 명화’에서 

본 ‘조 블랙의 사랑(Meet Joe Black, 1998 년)’ 이다.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홉킨스, 클레어 포라니가 주연으로서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줄거리: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는 ‘빌’. 어느 

날 잠결에 듣게 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후로도 수시로 들려오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장녀인 ‘앨리슨’은 곧 다가올 그의 65 세 생일 파티 준비에 정신이 

없지만 빌은 그런 모든 것이 번거롭게만 느껴진다.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차녀 ‘수잔’은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남자는 

아쉽게 헤어지며 돌아서지만 차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 하고 

쭈뼛쭈뼛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만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빌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자신을 저승사자라 밝힌 한 남자가 

낮에 수잔이 만났던 남자의 몸을 빌려 그의 앞에 나타난다. 빌에게 남은 

시간은 65 세 생일 전까지의 며칠. 저승사자는 그때까지 빌과 함께 

머물며 ‘조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  

  

수잔은 자신의 집에 만난 ‘조’에게 금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조 역시 

그녀에게 빠져든다. 한편 조와 지내면서 조금씩 달라진 빌은 수잔의 

애인인 ‘드류’와 계획하던 합병을 취소하고, 이에 불만을 느낀 드류는 

이사회를 소집해 그의 퇴직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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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조가 수잔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빌은 

노발대발하지만 조는 그에게 수잔을 함께 데려갈 것을 선언하는데... 

  

(조 블랙의 사랑 , EBS 2014-02-20) 

  

  

 
  

조 블랙의 사랑(Meet Joe Black, 1998 년) 

  

  

  

영화의 줄거리는 저승사자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있다. 그것은 

“세금과 죽음은 확정적이다”라는 말이다.  

  



424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금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소득이 생겨나면 

꼬박꼬박 징수해 가는 것이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은 죽음처럼 피해 갈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 더구나 언제 밀어 닥칠지 모르는 세무조사는 

죽음과 같고, 세무조사자를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과 죽음은 피해 갈 수 없다는 말이 영화 대사에서 몇 차례 

등장한다. 

  

한눈에 알아 본 저승사자 

  

영화에서 저승사자는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과 성이 조 블랙(Joe Black)이기 

때문에 특히 성을 보면 블랙으로서 어두운 세계에서 왔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어느 가난한 흑인 노인은 한눈에 저승사자를 알아 

본다. 검은 옷이나 검은 이미지가 아닌 사람의 몸을 빌어 사랑에 빠진 

저승사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하루 빨리 데려가달라고 말한다. 

한평생 착하게 살다가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자는 저승사자는 

달갑지 않다. 그동안 이룩해 놓은 부와 명예, 궈력을 두고 가기엔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절정의 삶을 누리고 있는 회장에게 

있어서 저승사자는 반갑지 않은 존재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 자에게 있어서 저승사자를 본다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다. 그런 부자도 한눈에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왔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체념한다. 왜냐하면 저승사자는 

인간의 능력위에 있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상행 꽃마차와 지옥행 열차 

  

영화에서 저승사자를 보았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 한다. 

그런 저승사자는 예기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다.  

  

죽음을 맞을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저승사자와 마주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도 저승사자는 두려울 존재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다 안되면 성내는 삶을 살며 선업 보다 악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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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은 자에게 있어서 저승사자는 무서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승사자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지 모른다. 그래서 숫따니빠따에서 

사람들은 “항상 죽을까봐 벌벌 떤다(niccaṃ maraṇato 
bhayaṃ(stn576)”라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흑인 노인처럼 저승사자에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였듯이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걸림 없이 산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걸림없다 하여 막행막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없이 마음의 

장애 없이 산사람들이다. 악업 보다 선업이 월등히 많았을 때 검은 

이미지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꽃마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법구경 16 번 게송 인연담에 재가신도 담미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담미까는 평소 수백명이나 되는 비구들에게 공양하기를 즐겨 하였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인연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순간에 여섯 천상계에서 온갖 장식으로 치장한 천 마리의 

씬두(sindhu) 산 준마가 이끄는 백 오십 요자나 길이의 여섯 수레가 

다가왔다. 거기에 서있는 하늘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구경 16 번 게송인연담, 담미까 재가신도 이야기, 전재성님역) 

  

  

삼보에 대한 신심과 보시공덕으로 살아 온 담미까가 죽자 여섯 천상에서 

서로 모시겠다고 꽃마차를 보내 온 것이다. 이렇게 공덕행을 하면 

꽃마차로 서로 모셔 가려 하지만 꽃마차 숫자는 극히 적음을 말한다.  

  

반면 악행을 지어 악처로 가는 자는 매우 많을 것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데려갈 기차가 끝도 없이 대기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부분 지옥행 열차, 축생행 열차, 아귀행 열차, 아수라행 열차를 타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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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河�道 999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익은 과일처럼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어야 하는 운명에 있다.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애써 모른 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나는 청춘과 젊음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과거에 지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과보가 무르익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수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업대로 산다’고 

한다. 이처럼 업대로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30 년후가 될지, 

1 년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지금 숨쉬는 동안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427 

 

언제 저승사자를 보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일까?  부처님은 천사의 경에서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 

하셨다. 

  

  

1. 

Coditā devadūtehi  

ye pamajjanti mānavā, 

Te dīgharattaṃ socanti  

hinakāyūpagā narā.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일하네. 

비속한 몸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오랜 세월 슬퍼한다. 

  

  

2. 

Ye ca kho devadūtehi  

santo sappurisā idha, 

Coditā nappamajjanti  

ariyadhamme kudācanaṃ. 

  

천사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이 세상에서 참사람들은 

언제나 고귀한 가르침에 

교훈을 찾고 방일하지 않는다. 

  

  

3. 

Upādāne bhayaṃ disvā  

jātimaraṇa sambhave, 
Anupādā vimuccanti  

jātimaraṇasaṅkhaye. 
  

집착에서 두려움을 보고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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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하지 않아 해탈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부수었다. 

  

  

4. 

Te khemappattā1 sukhino  

diṭṭhadhammābhinibbutā, 
Sabbaverabhayātītā  

sabbadukkhaṃ upaccagunti. 

  

안온에 도달하여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Devadūta sutta-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2014-03-1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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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하야나 가사와 테라와다 가사는 어떻게 다른가?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불상, 연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빅쿠의 독특한 외형적인 스타일도 포함 될 것이다. 삭발하는 것으로서 

보통사람과 구별될 뿐 만아니라 타종교에서 볼 수 없는 불교만의 

특징이다. 또 승복을 입음으로서 역시 차별화 되는데 이런 복식 역시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발우와 가사 

  

초기경을 보면 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정형구로 표시 되어 

있는 대표적인 말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Atha ko sambahulā bhikkhå pubbaṇ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īvaramādāya sāvatthiṃ piṇḍāya pavisiṃsu.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싸밧티로 들어갔다. 

  

(Bandhanasutta-속박의 경, 상윳따니까야 S3.10, 전재성님역)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왓티로 들어갔다. 

  

(Bandhanasutta-결박 경, 상윳따니까야 S3.10, 각묵스님전재성님역) 

  

  

경에서 nivāsetvā 가 있다. 이는 ‘having dressed oneself; having got 

clothed or dressed’로 ‘옷을 입고’ 라는 뜻이다. 그런데 초불연의 

경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라 하였다. 여기서 옷을 입는 다는 것은 

삼종의 가사 중에 아랫가사 (antaravāsaka)와 윗가사( uttarāsaṅga)를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의와 상의이다. 이런 옷은 빅쿠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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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복이다. 또 수행복도 되고 잠옷도 되는 것이다. 이는 단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pattacīvaramādāya 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Pattacīvaram 는 ‘Bowl and robe’을 뜻한다. 발우와 가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robe)는 대가사로서 상가띠를 말한다. 옷으로 입는 

다기 보다 추위를 피하거나 침구로 활용된다. 밤에 추우면 입기 때문에 

중의 또는 중복가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다용도로 쓰이는 가사에 대하여 번역자의 번역이 다르다. 

전재성님은 ‘발우와 가사를 들고’라 하였고, 각묵스님은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垂)하다’는 말은 

네이버 국어 사전에 따르면 “[동사] 가사(袈裟) 따위를 걸쳐 

입다.”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사를 

수하다’라는 말은 ‘가사를 걸쳐입다’라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예불이나 법회의식을 할 때 괴색 또는 주황색 가사를 승복 

위에 입듯이 입는 개념에 속한다.  

  

왜 탁발할 때 마다 가사를 가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초불연 번역을 보면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 히여 ‘입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오역’으로 본다. 하의와 상의를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에서 가사를 뜻하는 상가띠는 입는 것이 아니라 팔에 

걸치거나 어깨에 매기 때문이다. 그래서 탁발 나갈 때 발우와 함께 

상가띠를 지니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D 법우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정사에 계시는 스님들이 곧 돌아올 탁발 길에 

나서면서 왜 그 무겁고 부피 크고 거추장스러운 대가사를 꼭 수하고 

탁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기에는 노상 비가 장대 같이 내리는 데도 굳이 대가사를 수하는 것은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거처하는 정사나 나무 밑 바위 아래 

수행처마저 한 발짝이라도 떠나면 이미 그것은 자기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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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남김없이 버려야 하는 성자에게 추호의 

미련조차 남기지 않는 수행자는 자리를 떠날 때 언제나 자기의 소지품을 

깨끗이 챙겨 다니다가 또 다른 수행처나 도반이나 선지식을 만나면 

여지없이 옮겨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이 귀한 가난한 그 시대에 대가사를 두고 탁발 갔다면 

잃어버리기 딱 좋았을 것이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D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69 ) 

  

  

글을 주신 법우님에 따르면 침구개념의 상가띠를 탁발 나갈 때 굳이 

가져가는 이유에 대하여 ‘수행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오로지 

탁발에 의존하여 살아 가는 수행자에게 있어서 세 벌의 가사와 발우가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유는 자리를 뜬 다는 

것은 무소유이기 때문에 머문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탁발을 나갈 때나 이동할 때는 항상 발우와 가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빅쿠 보디는 “taking their bowls and robes”라 하였다 

  

경에서  pattacīvaramādāya 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Pattacīvaram+ādāya 가 되는데, 여기서 ādāya 가 ‘having taken’의 

뜻이기 때문에 “발우와 가사를 가져가는”의 뜻이 된다. ‘입는다’는 

뜻의 ‘수(垂)하다’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초불연의 번역 

“발우와 가사를 수하고”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 하여 빅쿠 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CDB 를 찾아 보면 “Then, in the morning, a number of bhikkhus 

dressed and, taking their bowls and robes, entered Siivatthi for 

alms. (S3.9)”라 되어 있다. 여기서 pattacīvaramādāya 에 대하여 빅쿠 

보디는 “taking their bowls and robes”라 함으로써 “발우와 가운을 

가지고”라고 번역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발우와 가사(가운, 

상가띠)은 입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사에 대한 한글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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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에 대하여 백과사전을 찾아 보았다. 먼저 한글로 설명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 [袈裟] 

  

산스크리트 kaṣāya 의 음역으로, 

가사(加沙)·가사(迦沙)·가사야(袈裟野)·가라사예(迦邏沙曳)로도 

음역된다. 동의어로는 

이진복(離塵服)·소수의(消瘦衣)·간색의(間色衣)·무구의(無垢衣)·공

덕의(功德衣)·인개(忍鎧)·연화복(蓮華服)·복전의(福田衣)·전문상(田

文相) 등이 있다. 본래는 

부정색(不正色)·염색(染色)·탁색(濁色)·괴색(壞色)의 의미인데, 

법의를 오정색(五正色：靑黃白赤黑) 이외의 잡색(雜色)으로만 물들여 

쓰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가사를 만드는 재료를 의체(衣體)·의재(衣財)라 하며, 대체로 사람이 

버린 옷 또는 죽은 사람의 옷 등 낡은 옷을 조각조각 벤 뒤, 

백팔번뇌(百八煩惱)의 의미를 본떠서 108 개의 천 조각을 모아 꿰매어 

만든다. 양끝에는 끈을 달고 겹으로 하여 사방에 통문(通門)을 낸다. 

이때 콩알을 넣어 사방으로 굴려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 입는 방법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고 끈을 매어 고정시킨다. 

  

가사의 종류에는 

승가리(僧伽梨)·울다라승(鬱多羅僧)·안타회(安陀會)의 삼의(三衣)가 

있다. 승가리는 산스크리트 saṃghāṭi 의 음역으로 

대의(大衣)·잡쇄의(雜碎衣)·고승의(高勝衣)·중의(重衣)라고도 하며, 

탁발이나 왕궁에 출입할 때 입는 정장이다. 9~25 개의 천 조각을 붙여 

만들기 때문에 구조의(九條衣)라고도 한다.  

  

울다라승은 산스크리트 uttãrasanga 의 음역으로 

상의(上衣)·중가의(中價衣)·팔중의(八衆衣)라고도 하며, 

예배(禮拜)·청강(聽講)·포살(布薩)을 할 때 입는다. 7 개의 천 

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칠조의(七條衣)라고도 한다. 

  

안타회는 산스크리트 antarvāsa 의 음역으로 

중의(中衣)·중숙의(中宿衣)·내의(內衣)라고도 하며, 일상적인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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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나 잠을 잘 때 입는다. 5 개의 천 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조의(五條衣)라고도 한다.  

  

무더운 인도지방에서는 가사만을 입었기 때문에 의(衣)라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에서는 장삼[衣]을 입고 그 위에 가사를 걸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의(衣)와는 구별된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옷감과 색깔이 본래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율(律)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청(靑)·이(泥)·천(茜) 등을 법도에 맞는 색깔로 인정했다. 중국에서는 

한·위대(漢魏代)에 적색의(赤色衣)를, 그후에는 

흑(黑)·청(靑)·갈색의(褐色衣)를 입었고, 당·송(唐宋) 이후에는 

조정에서 고승에게 자의(紫衣)·비의(緋衣)를 하사하였다. 

명대(明代)에는 불교가 선(禪)·강(講)·교(敎)의 세 유파로 분리됨에 

따라, 선승은 다갈색의(茶褐色衣)와 청조옥색가사(靑�玉色袈裟), 

강승은 옥색의(玉色衣)와 녹조천홍색가사(綠�淺紅色袈裟), 교승은 

조의(�衣)와 흑조천홍색가사(黑�淺紅色袈裟)를 입도록 규정하였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흑의(黑衣)를 입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법흥왕(法興王)이 입었다는 피방포(被方袍)가 

기록에 보이는 가장 오래된 가사이다. 고려시대에는 위로는 

금란가사(金爛袈裟)에서 아래로는 백저착의(白紵窄衣)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다.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실려 있는 승의제도(僧衣制度)에 

의하면, 국사(國師)·율사(律師)는 

장수편삼(長袖偏衫)·가사(袈裟)·자상(紫裳)을 입었고, 대덕(大德)은 

단수편삼(短袖偏衫)·토황색괘의(土黃色掛衣)·황상(黃裳)을 입었다. 

비구(比丘)는 토황색 포의(布衣)나 자의(紫衣) 또는 납의(衲衣)를 

입었으며, 재가화상(在家和尙)은 백저착의에 검은 비단 허리띠를 

둘렀다. 조선시대의 승의제도는 고려와 비슷했다. 다만 세종(世宗)이 

승인의복흑색금지령(僧人衣服黑色禁止令)을 내려 회색을 입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삼베 색깔이 승의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다음백과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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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에 설명된 것은 북방 대승불교 가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승가리(僧伽梨), 

울다라승(鬱多羅僧),안타회(安陀會)라는 옷의 이름이 나온다. 이는 

대가사, 윗가사, 아래가사에 대한 것이다.  

  

변형되어 흔적만 남은 가사  

  

인도와 달리 동아시아의 경우 겨울에 춥기 때문에 장삼을 입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친 형식이다. 그래서일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가사의 흔적만 

남은 것 같다. 마치 가사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하여 퇴화된 모습이다. 

이는 일본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마하야나의 승복을 

보면 가사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변형된 것도 있고, 아예 

가사를 입지 않은 것도 있다. 

  

  

 
  

동아시아 삼국가사 

사진: http://www.buddhanet.net/e-

learning/buddhistworld/robes_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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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흔적만 남은 가사의 모양은 우리나라 스님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조계종의 경우 편단우견의 긴 형태이지만 일부 스님은 일본 

가사처럼 마치 식사할 때 매는 천조각처럼 흔적만 남은 형태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입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더운 남방에서는 아래가사와 윗가사가 옷 그자체이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생활도 하고 예불도 보고 잠옷으로도 활용되어 24 시간 입고 

지낸다고 한다. 더구나 대가사라 불리우는 상가띠는 추위를 피하는 

겉옷으로 활용되고 이불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이렇게 남방에서는 

가사가 생활화 되어 있어서 생활복이나 다름 없다. 이는 북방불교에서 

법회 등 특별한 날에만 있는 가사 개념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일까 

남방에서는 계율에 더 철저한 것 같다.  

  

  

 
  

테라와다 삼국 가사 

사진: http://www.buddhanet.net/e-

learning/buddhistworld/robes_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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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가사를 보면 부처님 당시에 입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4 시간 가사를 입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룸살롱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24 시간 가사를 입고 

지낸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처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일본의 하나마츠리(花祭)행사를 보면 

  

가사에 대하여 일본어 사이트를 찾아 보았다. 일본어판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がより寒冷な地方に�播するにつれて下衣が着られるようになり、中

�に�わる頃には本�の用途を失って僧侶であることを表す装飾的な衣装

となった。日本に�わってからはさらに��な色や金襴の布地が用いられ

るようになり、そ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僧侶の位階や特�を表すものにな

った。 

  

 (袈裟)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가 한냉한 지방으로 전파됨에 따라 하의가 착용되고, 중국에 전래 

되었을 때는 본래의 용도를 잃어 버리고 승려인 것을 나타내는 장식작인 

의장으로 되었다. 일본에 전승되면서부터는 더구나 여러 가지 색이나 

금란의 옷감이 사용되고, 그 조합에 의하여 승려의 위계나 특권을 

나타내게 되었다. 

  

  

가사가 변형된 것은 기후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불교가 북방으로 전래 

됨에 따라 바지를 입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사는 단지 승려임을 나타내는 표시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되었고, 

더구나 다양한 색깔의 가사에 따라 위계질서용으로 활용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하나마츠리행사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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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하나마츠리(花祭) 

花まつり(花御堂灌�法要)a Buddhist memorial service_NO2 

   

  

  

가사를 지칭하는 말 찌와라(cīvara) 

  

가사와 관련 하여 영문위키피다아를 찾아 보았다. 가사는 산스크리트어 

까사야(kāṣāya)라 하고, 빠알리어로는 까사와(kasāva)라 한다. 

중국에서는 袈裟; (pinyin), 일본에서는 kesa, 베트남에서는 cà-sa 라 

하고, 티벳에서는 chougu 라 한다. 산스크리트와 빠알리어로 이들 

가운(robe)은 일빈적으로 ‘찌와라(cīvara)’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찌와라는 색깔과 관계없이 가사를 지칭하는 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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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와라(cīvara)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사는 부처님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가운(robe)의 

형태로 인도에서 기원하였다. 오리지널 가사의 형태는 버려진 천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천조각들은 커다란 사각형 형태의 세 가지 천의 

형태로 꿰메어진다. 이를 안타르와사(antarvāsa), 

웃따라상가(uttarāsaṅga), 상가띠(saṃghāti)라 한다. 이를 합하여 

트리플 로브(triple robe) 또는 트릭찌와라(tricīvara )라 한다. 이 

트릭찌와라는 테라와다 위나야(율장)에 완전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트릭찌와라(tricīvara )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과 

번역을 실었다. 

  

  

1) Antarvāsa 

  

The antarvāsa is the inner robe covering the lower body. It is the 

undergarment that flows underneath the other layers of clothing. It 

has a large neck, and almost entirely covers the tors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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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 of the Buddha, the bottom of the antarvāsa usually 

protrudes, and appears in the rough shape of a triangle. 

  

  

 
  

안타르와사(antarvāsa) 

  

이 안타르와사는 신체의 아래를 커버하는 안쪽 가운이다. 이것은 

속옷으로서 아래에 흘러 내리게 입는 또 하나의 옷이다. 또 이것은 큰 

목을 가지고 있고, 거의 몸통을 커버한다. 불상을 보면 안타르와사의 

아래는 보통 아래로 내려 가고 , 거친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2) Uttarāsaṅga 
  

A robe covering the upper body. It comes over the undergarment, or 

antarvāsa. In representations of the Buddha, the uttarāsaṅga rarely 
appears as the uppermost garment, since it is often covered by the 

outer robe, or saṃghā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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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rāsaṅga, 웃따라상가) 

  

  

웃따라상가(uttarāsaṅga) 
  

신체의 윗부분을 커버하는 가운이다. 이것은 속옷 전체를 커버하는데, 

불상을 보면 웃따라상가는 오로지 윗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상을 보면 속옷 전체를 커버 하는 위에 입는 속옷이다. 이것은 

종종 상가띠라 불리우는 겉옷에 둘러싸인다.  

  

  

3) Saṃghāti 

  

The saṃghāti is an outer robe used for various occasions. It comes 

over the upper robe (uttarāsaṅga), and the undergarment 
(antarvāsa). In representations of the Buddha, the saṃghāti is 

usually the most visible garment, with the undergarment or 

uttarāsaṅga protruding at the bottom. It is quite similar in shape 
to the Greek himation, and its shape and folds have been treated in 

Greek style in the Greco-Buddhist art of Gandhā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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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ṅghāṭi, 상가띠) 

  

  

상가띠(saṃghāti) 

  

상가띠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겉옷이다. 이것은 윗옷 (uttarāsaṅga)과 

아래옷(antarvāsa) 전체를 커버한다. 불상을 보면 상가띠는 아래로 

내려가는 안따르와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가장 잘 노출 되는 옷이다. 또 

이것은 그리스의 히메이션(himation)과 매우 유사하다. 형태와 포개짐이 

그리스 스타일의 간다라 양식 불상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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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니즘 스타일의 가사를 입고 있는 초기불상 

An early representation of the Buddha wearing kāṣāya robes, in the 
Hellenistic style 

  

  

  

  

  

2014-03-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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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똥처럼 말하는 사람, 꽃처럼 말하는 사람, 꿀처럼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경우 봄이 시작 되는 날이 3 월 12 일 부터라 하였다. 일평균 

온도가 5도 이상일 때이다. 그래서일까 3 월 12 일 이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포근해졌다.   

  

예쁜 한복을 입은 것처럼 

  

몇 일간 한 낮의 기온이 20 도 가량 되었다.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틀간 지속 되다 보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꽃은 진달래이다. 따스한 양지에 연분홍 

진달래가 있었다. 갑자기 예쁜 한복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작년 

11 월 20 일 일제히 은행나무에서 낙엽이 진 후 무려 5 개월 만에 생명을 

본 것이다. 그래서 꽃 본 듯이 반가웠다. 

  

  

  

 
  

  

  

노란 산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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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고개를 다른 곳을 돌리자 노란 꽃이 보였다. 이른 봄에 핀다는 

‘산수유’이다. 뒤에 건물이 바람을 막아 주고 남쪽의 햇볕을 

받아서일까 활짝 피었다. 역시 꽃 본 듯이 반가웠다. 

  

  

  

 
  

  

  

개나리처럼 생긴 연분홍빛깔의 꽃 

  

거리를 지나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 개나리가 만발하였다. 아파트 축대 

담벼락에 마치 개나리 덩굴 처럼 아래로 처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옅은 분홍빛깔의 꽃이다. 개나리 처럼 보이지만 개나리는 아니다. 이 

꽃이름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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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었던가! 낙엽이 진후 앙상한 가지만 보고 

살다가 꽃을 보니 오래 전에 떠났던 님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봄은 어느새 성큼 다가와 버렸다. 이제 꽃잔치를 즐길 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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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묶는 여자의 여덟 가지 무기 

  

흔히 꽃을 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꽃이 아름답듯이 여자 또한 아름 

답다. 그러나 꽃이 사람의 마음을 묶듯이 여자 또한 사람의 마음을 묶어 

놓는다. 특히 남자를 묶어 놓는다.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일까? 초기경전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디.  

  

  

Aṭṭhahi bhikkhave ākārehi itthi purisaṃ bandhati, katamehi aṭṭhahi:  
  

1) rūp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2) hasit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3) bhaṇit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4) Gīt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  

5) ruṇṇena1.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6) ākapp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7) Vanabhaṅgena bhikkhave, itthī purisaṃ bandhati.   

8) Phassena bhikkhave itthi purisaṃ bandhati.  

  

Imehi kho bhikkhave aṭṭhahi ākārehi itthi purisaṃ bandhati. Te 

bhikkhave sattā subaddhā ye phassena baddhāt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묶는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1)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외모로 남자를 묶는다.  

2)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웃음으로 남자를 묶는다.  

3)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언설로 남자를 묶는다.  

4)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노래로 남자를 묶는다.  

5)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울음으로 남자를 묶는다.  

6)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자태로 남자를 묶는다.  

7)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꽃과 과일로 남자를 묶는다. 

8) 수행승들이여, 여자는 감촉으로 남자를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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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여덟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묶는다. 수행승들이여, 저 감촉으로 묶인 뭇삶들이 가장 견고하게 

묶인다. 

  

(Purisabandhana sutta-남자의 묶임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8.17, 

전재성님역)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당하여 묶이는 것이 여덟 가지라 한다. 외모나 

웃음은 마치 꽃과 같다. 여인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을 때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다. 이처럼 꽃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남자는 묶인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다. 말솜씨, 노래, 심지어 

울음(ruṇṇa)으로 묶는다고 하였다. 여자의 눈물을 흘리면 남자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자의 무기중의 하나는 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 번항을 보면 ‘자태 (ākappa)’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옷차림새로 여자는 남자를 

구속한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고양이의 경(S20.10)에서 “그는 

거기서 가볍게 옷을 걸치거나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가볍게 옷을 걸치거나 야하게 옷을 걸친 여인들을 보게 되면 

탐욕이 그의 마음을 엄습한다. (S20.10)”라는 구절에 해당 될 것이다. 

몸매가 드러난 옷을 입었을 때 남자의 시선을 끌기 때문이다. 

  

7 번항의 ‘꽃과 과일’로 묶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석이 보이지 

않아 어떤 뜻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초불연에서는 이 구절에 대하여 

“숲에서 가져온 [꽃 등]으로 여자는 남자를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에 대한 핵심어는 Vanabhaṅgena 이다. 이는 

Vana+bhaṅga 의 합성어이다. Vana 가 숲을 뜻하고, bhaṅga 는 와해 또는 

분해를 뜻하기 때문에 ‘숲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것은 

‘꽃’을 말한다. 이는 숫따니빠따 라따나경에서 “Vanappagumbe yathā 

phussitagge,(Sn2.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숲의 총림이 가지 

끝마다 꽃을 피어내듯”이라 번역된다. 따라서 여름날 첫 더위가 시작 

되면 숲속에서는 나뭇가지마다 일제히 꽃이 피어난다. 꽃을 꺽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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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자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여덟가지 힘이 여자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은 ‘성냄’이다. ‘힘의 

경(A8.2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Aṭṭhimāni bhikkhave, balāni, katamāni aṭṭha: ruṇṇabalā bhikkhave, 
dārakā, kodhabalo mātugāmo, āvudhabalā corā, issariyabalā rājāno, 

ujjhattibalā bālā, nijjhattibalā1 paṇḍitā, paṭisaṅkhānabalā 
bahussutā, khantibalā samaṇabrāhmaṇā, imāni kho bhikkhave, 
aṭṭhabalānī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힘이 있다.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1) 어린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고,  

2) 여인은 성냄으로 힘을 삼고,  

3) 도둑은 무기로 힘을 삼고,  

4) 왕은 권력으로 힘을 삼고,  

5) 어리석은 자는 불만으로 힘을 삼고,  

6) 현명한 자는 성찰로 힘을 삼고,  

7) 많이 배운자는 숙고로 힘을 삼고, 

7) 수행자나 성직자는 인내로 힘을 삼는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여덟 가지 힘이 있다. 

  

(Bala sutta-힘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8:23,  전재성님역) 

  

  

사람마다 힘을 삼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여인은 

‘성냄’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여자가 남자를 묶는 

여덟 가지에 성냄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를 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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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남자를 묶는 무기가 있을까? 남녀평등의 시대에 여자에 대해서만 

문제삼으면 공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남자들이 

여자를 묶는 무기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외모로 여자를 묶는다.  

2)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웃음으로 여자를 묶는다.  

3)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언설로 여자를 묶는다.  

4)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노래로 여자를 묶는다.  

5)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울음으로 여자를 묶는다.  

6)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자태로 여자를 묶는다.  

7)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꽃과 과일로 여자를 묶는다. 

8) 수행승들이여, 남자는 감촉으로 여자를 묶는다.  

  

(Itthibandhana sutta-여자의 묶임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8.18, 

전재성님역) 

  

  

이경을 보면 여자에서 남자로, 또 남자에서 여자로 단어만 바꾸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묶는 사람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여자의 경우 ‘꽃뱀’, 남자의 경우 ‘제비’라 

부를 것이다. 

  

똥처럼 말하는 사람 

  

꽃은 누구나 좋아 한다. 꽃은 보기에 아름답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꽃을 싫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꽃과 대비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똥’이다. 똥은 누구나 싫어 한다. 보기에도 역겹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꽃처럼 말하는 자도 있고 똥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꿀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 먼저 똥처럼 말하는 자이다. 

  

  

수행승들이여, 누가 똥처럼 말하는 사람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공회 가운데서나 군중가운데서나 친족 가운데서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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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나 법정가운데서나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 사람아, 와서 

자네가 말해 보게!’라고 추궁받으면, 그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말하거나,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이 똥처럼 말하는 

사람이다.  

 

(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8, 전재성님역) 

  

  

똥처럼 말하는 자에 대하여 ‘거짓말’ 하는 자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팔정도에서 ‘정어’를 어긴 자에 해당 될 것이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자는 대게 중상모략을 잘한다. 그리고 입이 

거칠어서 툭하면 욕설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청정하지 못한 자가 하는 

말은 모두 ‘개똥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꽃처럼 말하는 사람 

  

부처님은 두 번째로 꽃 처럼 말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수행승들이여, 누가 꽃처럼 말하는 사람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공회 가운데서나 군중가운데서나 친족 가운데서나 조합원 

가운데서나 법정가운데서나 증인으로 소환되어, ‘이 사람아, 와서 

자네가 말해 보게!’라고 추궁받으면, 그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알면 ‘안다’고 말하며,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보았으면 ‘보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이 꽃처럼 말하는 사람이다.  

 

(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8,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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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 말하는 자는 똥처럼 말하는 자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꽃처럼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누구나 좋아 할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자에 대하여 꽃처럼 말하는 자라 하였을 것이다.  

  

꿀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로 꿀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 어떤 말을 하길래 꿀처럼 

말한다고 하였을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누가 꿀처럼 말하는 사람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거친 말을 버리고 거친 말을 삼간다. 그는 온화하고 듣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상냥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말을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사람이 꿀처럼 말하는 사람이다.  

 

 

(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8, 전재성님역) 

  

  

꿀처럼 말하는 자는 거친 말을 안하고 온화한 말을 하는 자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팔정도에서 정어를 실천하는 자에 해당된다.  

  

겸손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 

  

여기 똥과 꽃과 꿀이 있다. 똥은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구린내가 

나서 싫어 한다.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자가 똥과 같은 사람이다. 함께 있으면 구린내가 옷에 베어서 똑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대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꽃과 같은 사람이 있다. 누구나 꽃을 좋아 하듯이 보기에도 좋고 

향내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과 같은 사람을 ‘꽃 본 듯이’ 

대한다. 그런데 꽃 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꿀이다. 꽃은 

보는 것과 향내 맡는 것으로 그치지만 꿀은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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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꿀이 혀 속에서 녹아 내릴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꿀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항상 

‘겸손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꿀과 같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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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상을 털어 놓으라고?  

  

  

  

실명으로 내공을 한번 겨루어 보자고 

  

댓글에서 재미나는 글을 하나 보았다. 누군가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히 적주불자들(사이비)은 몇년간을 인터넷을 들락거리더라도  

자신의 가족, 주변, 동료들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모습도 떳떳하게 사진한장 올리지 못합니다. 

  

2)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똑똑하고 정정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박쥐처럼 뒤에 숨지 말고 환한 대낮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AA 이든 BB 이든 CC 이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얼굴을 올리고  

가족들 이야기도하고 주변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실명으로 내공을 

한번 겨루어 봅시다. 

  

(댓글,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73 )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어느 불자의 글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인터넷 글쓰기에서 

실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필명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익명을 

보장하는 곳이 인터넷이고 또한 인터넷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실명과 

사진 한장 올리지 않는 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사까지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자꾸 알고 싶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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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써 온지 8 년이 되었다. 2006 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 

하였으므로 만 8 년 된 것이다. 그 동안 쓴 글이 현재 2,540 개에 

달한다. 거의 매일 한편씩 글을 쓰기 때문에 8년간 썼으니 그 정도 

숫자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글을 써 오면서 실명이나 주소, 가족관계 등 신상에 대하여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블로그에 사진이나 이메일 등 신상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을 일체 올려 놓지 않았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그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거나 공감하는 경우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대게 정치인, 

유명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해당 

된다.  

  

그런데 이들 유명인들은 신상이 이미 공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검색창에 이름만 쳐 넣으면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인명사전’에 등재 되어 있는 유명인은 이렇게 신상이 공개 

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더 알고 싶어 한다. 애인은 누구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신상털기’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사이버테러 신상털기 

  

신상털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욕구가 발동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이 낱낱이 털려 인터넷에 공개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하다. 

  

신상털기는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종의 

‘사이버테러’로 간주 한다.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찾아 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455 

 

법률위반 행위로서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털기는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신상털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와 SNS 의 발전에 따른 영향이 크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실명, 주소, 사진, 과거의 발언 등을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공개 하였을 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사람이 신상털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더구나 무고한 가족과 주변인물까지 피해를 본다면 

신상털기는 역시 불법이고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신상털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렇다면 신상털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한다. 

3)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하지 

않는다. 

4) 이메일 확인 시 발신인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유의한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위크서비스)를 

사칭한 이메일을 특히 유의한다. 

5) 무엇보다 지하철 막말녀와 막말남 사건과 같이 평소 비도덕적인 

행동과 언어 등이 신상 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바른 행동과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신상 털기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상털기,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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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아이디와 필명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공간에서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따라서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것이다.  

  

누가 신성털기의 타겟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체 누가 신성털기 타겟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단서가 

5 번항이다. 막말을 하는 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자등이 타겟이라 

한다. 속된 말로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다.  

  

종종 신상에 대하여 알고 싶은 네트즌들이 있다.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중에 막말을 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사람들이다. 또 경전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인터넷 시대의 ‘사생아’라 볼 수 있는 ‘회의론자’와 

‘단멸론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진다. 상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 해진다.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대부분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자들의 신상이 털린다고 한다. 

불교사이트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나 초딩 같은 말, 똥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의 면상을 알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렇다고 하여 

신상털기를 하면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올려 놓은 글이 

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어 보면 굳이 안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남겨 놓은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고 인격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진을 올려 놓지 말라고 

  

경찰청공식블로그 폴인러브에 신상털기에 대한 글이 있다. 신상털기에 

대비하여 주의를 요하는 글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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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사진에서 자신을 알 수 없는 풍경 사진으로 변경 

2) 이름을 실명이 아닌 타인이 알아보기 힘든 단어를 활용 

3) 프로필 정보에 사진은 물론 개인정보를 제한 

4) 프로필 설정에서 아이디 검색 허용을 차단으로 변경 

5) 카카오 스트로 사용시 공개포스팅을 제한 

  

( 꼭 알아 두세요~~~ 무분별한 “신상털기”대비 점검사항, 폴인러브, 

경찰청공식블로그) 

  

  

 
  

  

경찰청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개인의 사진을 올려 놓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개인블로그나 카페에도 해당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올려 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신상을 공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이처럼 신상이 털리지 않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도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올려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표적이 되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개인의 가족사까지 

공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행위와 같은 것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는 

신상털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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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벌칙) 

  

제 1 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꼭 알아 두세요~~~ 무분별한 “신상털기”대비 점검사항, 폴인러브, 

경찰청공식블로그)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였다. 더구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였다. 이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해당 될 것이다.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 

  

글을 쓰다 보면 격려도 받지만 비난도 받는다. 특히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럴 경우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에도 보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때 

접하는 단어는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런 행위에 대하여 내 버려 두었다. 그러나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 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설령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2014-03-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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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교입문 십년을 맞이 하여 

  

  

  

블로그는 개인공간 

  

이 블로그는 한보통불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다. 

블로그(blog)라는 신조에 대한 국어사전을 보면 “네티즌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리는 웹 사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블로그는 개인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개인블로그’이다.  

  

개인적인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날그날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로그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난 10 년간 블로그의 진화역사를 보아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블로그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것과 다름 없다. 인터넷의 

속상상 올려진 정보는 공유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적인 이야기라도 

공개되면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런 변화가 인터넷이 

본격화 된 2000 년 이후 새롭게 시작 되었다.  

  

정식으로 불자가 되고자 

  

2005 년 블로그를 개설한 이래 9 년 되었다. 그 동안 올려진 콘텐츠가 

이제 7,000 건이 넘었다. 블로그를 만들고 한 두해에는 열심히 남의 글을 

퍼 날랐다. 주로 불교관련 이야기들로서 약 4,500 건 가량 된다. 이렇게 

열심히 올린 것은 2004 년 불교와 정식으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2004 년 3 월 불교교양대학에 입교함으로서 불교에 정식으로 입문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일종의 ‘정서적 불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전에는 한번도 절에 간적이 없었다. 그리고 스님을 만난적도 없었다. 

그러나 항상 마음으로는 ‘불자’이었다. 그래서 각종 지원서의 

종교란에는 늘 ‘불교’라고 자신 있게 적었다. 그러나 책을 통하여 

접한 불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배워 

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관악산 모 사찰 종무소에 물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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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기도도량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렀다. 

  

마침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불교교양대학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즉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열리는 

불교강좌시간인 것이다.  

  

직장인으로서 어렵게 시간을 내게 된 것은 불교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한 번 들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등록한 것이다.  그때가 2004 년 3 월 이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만 10 년전이다.  

  

법당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을 

  

그런데 법당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너른 법당에 

사람들이 거의 꽉 차 있었던 것이다. 약 ‘육칠백명’ 가량 되었다. 

고작 몇 십명 앉아 있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으나 수 백명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좌우 길이가 약 삼사십미터 되는 법당안에는 지역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강남, 강북, 수도권 등 지역단위로 자리가 배정된 것이다. 

한번도 불교에서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 산중에나 가야 절을 볼 수 

있고 사람 사는 곳에 절이 없다 보니 불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수백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다. 

  

방관적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  

  

수도권 팻말이 있는 곳에 자리 잡았다. 늦게 도착하였으므로 맨 뒤에 

앉았다. 그러다 보니 강좌를 진행하는 스님이 아득하게 멀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입교후 세 번째 강좌부터 참석하였다. 처음 들어 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그러나 옆을 쳐다보니 모두 준비한 교재를 보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장스님의 강좌를 열심히 노트하는 사람도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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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찾아 온 불교교양대학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그저 

뒤에 앉아서 ‘방관적’ 자세로 지켜 보았다.  

  

그런데 강좌를 듣다 보니 재미가 있었다. 달변에 마치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하듯이 마치 원맨쇼 하는 것처럼 원장스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문이 끝났을 때 만족스러웠고 “들을 만 

하다” 라고 결론 내었다.  

  

그 이후 적극적 자세로 전환 하였다. 책을 구입하고 노트를 하는 등 

처음 방관적 자세에서 변화가 온 것이다. 수백명의 청중을 휘어 잡는 

원장스님의 역량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본다. 이렇게 처음 접한 

불교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자 이후 불교서적을 섭렵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루 온 종일 불교와 관련 된 것으로 꽉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저장창고로서의 블로그 

  

그런데 2000 년 이후 인터넷이 본격화 되면서 인터넷에도 불교관련 

정보로 넘쳐 났다. 이런 자료를 한 곳에 모을 공간이 필요 했다. 그때 

‘블로그’라는 새로운 개념의 막 등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2004 년 당시 블로그가 2004 년 히트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여 2005 년 처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것이 블로그를 하게 된 동기이다.  이때 블로그는 

일종의 ‘자료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이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모은 

자료를 모아 둘 공간이 필요 했던 것이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다 

보나 4500 건 가까이 되었다. 

  

900 명이 입교하여 400 여명이 졸업 

  

불교와 정식으로 인연을 맺은지 만 10 년이 되었다. 2004 년 3 월에 

입교하여 4 개월 교육과정으로 졸업한 법우님들이 있다. 입교할 당시에는 

등록인원이 ‘9백여명’이라 하였다. 그러나 6 월 졸업할 당시 

‘400 여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도중에 반이 빠져 나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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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한번 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절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역별로 법회모임을 만들어 묶어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해 송년회 할 당시에 모인 기별 인원은 약 150 명 가량 

되었다. 커다란 부페를 빌어서 행사를 치른 것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참석인원은 줄었다. 그럼에도 각종 명목의 법회와 

일년에 서너 차례 있는 순례 법회, 연등축제 등을 통하여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도중에 그만 둔 사람도 생겨 났다. 그래서 십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별 

법회 모임 회원으로 남아 있는 인원은 35 명이다. 400 여명이 졸업하여 

10%에 못미치는 인원이 끝까지 인연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꼭 십년 전 이자리에 있었는데 

  

올해 첫 정기법회 모임이 절에서 열렸다. 작은 법당에서 모인 인원은 

20 여명이다. 35 명 중에 삼분의 이 가량이 참석한 것이다. 법당에 

도착하자 만감이 교차하였다. 꼭 십년 전 이자리에 있었는데 장소는 

변함 없으나 십년전 사람들의 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교교양대학은 열리고 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 

십년전 이맘 때 쯤과 비교하였을 때 십분의 일가량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원장스님은 열정적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것을 볼 때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총무법우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2004 년 봄 학기에 인연을 맺은 법우님들 모임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년에 네 차례 정기적인 법회모임과 순례 등 각종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은 총무법우님이다.  

  

십년전부터 법회모임을 이끌고 있는 총무법우님은 모든 일에 

‘헌신적’이다. 아마도 총무법우님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오래 전에 

모임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총무법우님은 현재 국가기관 병원에 있는 

병원법당에서 법사로서 봉사 중에 있다. 아픈사람들을 위하여 병실을 

돌아 다니며 위로 해 주는가 하면 병원법당 스님과 함께 사십구제 등을 

지내 주고 있다.  

  

여법하게 열린 불자들만의 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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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일에 헌신 하고 있는 총무법우님은 사실상 스님이나 다름 

없다. 직접 목탁을 들고 법회를 진행하는 등 머리만 깍지 않았을 뿐 

스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총무법우님 

주관으로 올해 첫 기별 정기법회가 작은 법당에서 열렸다. 

  

  

 
  

  

비록 재가불자들만의 법회 모임이지만 법회는 여법하게 치루어진다. 

삼귀의부터 시작하여 사홍서원과 산회가에 이르기 까지 지난 십년 동안 

늘 그렇게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삼귀의를 할 때 노래소리를 들으면 

처음 불교와 접하였을 때 모습이 떠 오른다. 공식적으로 불교를 접한 

것은 2004 년이지만 불교를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은 70 년대 

중반이기 때문이다. 

  

한글삼귀의문 노래를 들을 때 마다 

  

불교와의 인연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계종 

종립중학교로 배정 받았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 종로 5가 부근에 

있었던 동국대 부속중학교이다. 이 때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한글삼귀의’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로 되어 있는 

한글삼귀의문에다 특유의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이다. 그래서 한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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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있는 운동장 전체 조회시간에 한글삼귀의문 노래를 불렀다. 조회가 

끝나면 ‘사홍서원’ 노래로 마무리 하였다.  

  

이후 종종 TV 에서 봉축법요식에서 한글삼귀의문 노래를 들었다. 중학교 

시절 부르던 노래의 음조가 똑 같아서 매우 마치 친척을 만났듯 

익숙하였다. 비록 중학교 이후 불교와 전혀 인연이 없었지만 종종 듣는 

삼귀의문 노래의 영향이어서인지 정서적으로는 불자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회 모임에서 법우님들이 “거룩한 부~처님께~”시작되는 삼귀의문을 

합창 하였을 때 또 다시 익숙한 ‘데자부’를 느꼈다. 아마도 

한글삼귀의문 음조가 불자들에게 “우리는 불자다”라는 강한 

연대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중학교에서 접한 불교 

  

중학교에서 접한 불교는 기복불교와 거리가 멀었다. 부처님의 일생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불교학교라서 그런지 불교선생님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법사’라 부른다.  

  

중학교 일학년 당시 교법사 선생님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금은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직중에 있는 ‘조용길 교수님’이다. 

그러나 70 년대 중반 당시 중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법사 

선생님이었다.  

  

교법사 선생님을 통하여 불교를 처음 접하였다. 부처님의 일생부터 

배우는 불교시간에 선생님은 불교경전의 일화를 소개 하면서 재미있게 

이끌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교내 백일장이 열렸다. 그 때 

상을 받았다. 글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상으로 받은 것은 작은 

화첩으로 된 ‘부모은중경’이었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 당시부터 

글쓰는 재주는 있었던 것 같다. 중학교 다닐 때 일기를 꼬박꼬박 썼는데 

이런 일기쓴 것이 오늘날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집 떠난 나그네가 다시 돌아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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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다닐 때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연하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받아 들였다. 그래서 불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부처님의 일대기 역시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30 년 동안 불교와 인연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4 년 

불교와 다시 인연을 맺었다. 마치 집 떠난 나그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시 돌아 와서 본 불교는 ‘대승불교’이었다. 우리나라 

불교환경이 그렇듯이 대승불교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특징으로 하는 불교를 접한 것이다.  

  

두 번 접한 불교선생님 

  

그런데 불교교양대학에서는 일주일 두 번 강의 중에 한번은 외부 

초빙강사가 맡았다. 동국대 교수라 하였다. 그러나 넓은 법당의 맨 뒤에 

항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강사는 저 멀리 있었다. 그래서 마이크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잘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불교 TV 사이트에서 눈에 익은 교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생활속의 아함경’을 강의 하는 동국대 교수님이었다. 너무 

익숙한 모습이어서 누굴까 생각하다 얼굴의 이미지와 이름이 매칭 

되면서 “아, 그분이구나”라고 순간적으로 떠 올랐다. 중학교 시절 

불교선생님이라 부르던 교법사선생님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나중에 안시실이지만 이 교수님이 2004 년 불교교대학에서 

강의 하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용길 교수님이다. 그러나 

2004 년 당시 맨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수님이 중학교 시절 바로 그 

교법사선생님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후에 알 았다. 중학교 시절 그토록 존경하던 선생님이 불교교양대학의 

강의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 못 알아 본 것이다.  

  

처음 초기경전을 접하였을 때 

  

불교교양대학에서 조용길 교수님은 초기불교를 담당하였다. 교재는 

‘아함성전’이다. 교수님이 편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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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교재를 중심으로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다. 주로 이야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약 4 개월에 걸쳐 16 번 가량 있는 강의에서 

두꺼운 아함성전을 모두 소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다만 이런 경전이 있다라는 정도로 아는 것으로 

족한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이왕 산 책이기에 열어 보았다. 그러나 재미가 없었다. 

이제까지 재미만 추구하며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함경에 있는 내용은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기 그지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리하게 계속 되는  반복구문을 보면 더욱 더 재미 없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읽기를 시도 하다 몇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그래서 아함경은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떠들어 보지도 않았다. 

  

다시 아함성전을 열어보니 

  

십년이 지난 오늘 다시 아함성전을 열어 보았다. 이미 초기불교를 

접하고 빠알리니까아를 읽고, 또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제 

초기불교경전은 익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따뿐하고 재미 

없었던 아함성전을 다시 열어 본 것이다.  

  

단권으로 된 책을 보니 상윳따니까야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61.이식과 훈습’이라는 제목의 경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감흥어-

깨달음의 노래’를 보면 ‘남전 상응부 22.79’와 

‘한역잡아함경 2.14’라 되어 있다. 이 경에 대하여 성전협의 

상윳따니까야를 찾아 보니 ‘희생되는 것에 대한 경 (Khajjanīya sutta, 

S22.79)’으로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함성전은 일본에서 빠알리니까야를 일본어로 

번역한 ‘남전대장경’과 ‘한역아함경’을 참고하여 편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아함성전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전 5부니카야(nikaya)와 북전 4 아함(Agama)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재구성하여 이번에 발간하게 된 아함성전은 

21 세기에 직면한 인간과 사회와 자연 생태계를 황폐화 분열 내지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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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 시키는 각종 종말론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 윤리, 도덕적 사유와 

실천을 되살리는데 필요힌 사상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아함성전 머리말, 조용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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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 따르면 아함성전이 니까야와 아함경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방대한 상윳따니까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핵심이되는 경을 모아 단권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였다.  

  

대략난감한 초기경전 

  

그러나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에게 있어서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것 같다. 읽어 보아도 눈에 들어 오지 않고 

지루한 반복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受를….想을…. 

行을….識도 늘리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형식의 구절을 

접하였을 때 요즘 말로 ‘대략난감’한 것이다. 장황스런 말의 폭탄에 

질려 버리고 만 것이다.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오온이나 십이연기 등 근본법문을 가르쳤을 때 

받아 들이기 힘든 것이다. 또 초기불교를 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도 역시 근본 가르님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수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 대신 재미 있는 불교 이야기로 대신 

하였다. 

  

친척 보듯이 반가운 법우님들과의 인연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지 40 년이 되었다. 그러나 불교와 정식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딱 10 년 되었다. 그런데 10 년 동안 맺은 인연이 또 

있다. 법우님들과의 인연이다. 함께 공부하고 순례다니고 보니 십년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만나면 친척 보듯이 반가운 것이다.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다. 십년전 50 대의 법우님들은 60 대가 

되었고, 60 대는 70 대가 되었다. 또 십년전 40 대의 법우들은 50 대가 

되었고, 30 대는 40 대가 되었다.  

  

십년전 20 대 아가씨가 있었다. 두 해 전 순례법회 갈 때 오랜만에 

얼굴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 온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였다. 십년이라는 세월이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서 어느덧 학교에 갈 

시간만큼 긴 세월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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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음 인연을 맺어서 함께 가다 보니 한가지 단점이 하나 있다. 

막내는 늘 막내인 것이다. 십년전 30 대로서 막내 역할을 한 법우님이 

지금도 짐을 실어 나르고 나누어 주는 등 여전히 막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년지기 법우님들은 친척과도 같다. 경조사가 있을 때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즐거운일은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이고, 슬픈일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이다. 이렇게 경조사를 함께 하는 십년지기 법우님은 

친척과도 같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 보다 더 반가운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는 자는 

오랜 세월 비탄에 젖는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면 

적과 함께 하듯 괴롭다. 

현명한 자와 같이 살면 

친족과 함께 하듯 즐겁다. (dh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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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양 중앙시장 호떡집 

  

  

  

산이 있으면 올라 가야만 할까? 

  

산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 가야만 할까? 요즘은 ‘산행’ 개념이 바뀐 것 

같다. 반드시 정상에 올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둘레길’이라는 것이 생겼다. 산의 중턱에 길을 내서 산을 빙둘러 

다니게 해 놓은 것이다.  

  

일요일 수리산을 찾았다. 걸어서 당도 할 수 있는 수리산 동쪽 사면 

입구에는 약수터가 있다. 이곳에서 약간 가파른 길로 올라 가다 보면 

수리산 둘레길이 나온다. 인위적으로 만든 둘레길은 리어카 한대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다. 한 번 올라 서면 가파른 경사 없이 산중턱 길을 돌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다. 그래서 둘레길은 

일종의 ‘산책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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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을 돌다 보면 일부로 멀리 산을 찾아 갈 필요가 없음을 느낀다. 

산악이나 산행,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 여러 시간을 버스로 이동한 

후에 정상을 목표로 산행한다. 그러나 산행을 마치고 돌아 올 때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좋았던 기분은 다 반납된다. 그래서 가는데 4시간, 

산행 4시간, 돌아 오는데 5 시간 걸려서 거의 버스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처의 둘레길을 걸으면 먼 산을 산행 하는 

것과 똑 같은 기분을 느낀다. 더구나 교통체증도 없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 할 수 있다. 

  

야생화를 보면 강렬한 생명력을 

  

날씨가 완전히 풀렸다. 바람이 불긴 하지만 부드럽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앙상하다. 싹이 나려면 앞으로 한달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봄기운이 강하다.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자연학습장에는 

싹이 돋았다. 이제 갓 싹이 돋은 야생화를 보면 강렬한 생명력을 

느낀다. 

  

  

  

 
  

큰꿩의 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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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린초 

  

  

 
  

 각시원추리 

  

  

  

우주가 열린 듯이 힘껏 피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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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피는 꽃을 야생화라 한다. 온실에서 자란 꽃과 달리 비바람을 

맞고 자란 야생화는 대게 꽃이 작고 하얀 것이 특징이다. 이른 봄에 볼 

수 있는 야생화 중에 할미꽃이 있다. 무덤가에 피는 작은 보라색 

꽃이다. 그러나 커다란 할미꽃도 보인다.  

   

  

 
  

  

  

둘레길에 마련된 자연학습장에는 갖가지 야생화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 중 어떤 것은 벌써 꽃이 피어 만개 되었다. 마치 우주가 열린 듯이 

힘껏 피어 있는 모습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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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면 

  

산책하듯이 가볍고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둘레길을 걸었다. 다시 

사무실로 갔다. 밀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감이 없어서 

초조 하였으나 한꺼번에 몇 건이 겹치는 바람에 주말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둘레길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 ‘중앙시장’을 들렀다. 언제나 

그렇듯이 활기가 넘친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시장을 

가보라고 한다. 운동이나 걷기등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울증에 좋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면 우울한 마음 같은 것은 

한방에 날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시장 호떡집 

  

중앙시장에 가면 늘 보는 광경이 있다. 그것은 중앙통로에 호떡을 파는 

노점이다. 이름하여 찹쌀호떡이다. 그런데 늘 볼 때 마다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다. 대체 어떤 맛이길레 줄을 서는 것일까? 어떤 맛인지 

알기 위하여 줄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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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노점은 세 명이서 하고 있다. 할머니와 주인아저씨와 

주인아주머니이다. 지켜보니 각자 역할이 분담 되어 있다. 할머니는 

호떡을 만들고 주인아씨는 기름판에 호떡을 되치기 하고, 

주인아주머니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호떡은 보통 호떡과 다르다. 크기가 더 커서 마치 빵처럼 

생겼다. 찹쌀호떡이기 때문에 재료는 찹쌀이 들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앙꼬가 있는데 마치 꿀이 들어 간 처럼 달다. 가격도 한 개에 700 원 

하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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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를 사서 먹어 보았다. 약간 딱딱 하지만 찹쌀이 들어가서 일까 

씹으면 씹을수록 씹는 맛이 났다. 속에 앙꼬는 마치 샌드위치에 들어 

가는 젤리 같아서 단 맛이 났다. 700 원 짜리 하나만 먹어도 한끼를 때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호떡 3 개에 2 천원 하니 이천원으로 충분히 

한끼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기분전환하려면 

  

사람들은 기분전환 하기 위하여 멀리 떠나려 한다. 그래서 전세버스에 

몸을 싣고 여러 시간을 달려 산에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산행하면서 맑은 공기와 장쾌한 경관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길렀으나 다시 되돌아 올 때 모두 반납해 버리고 만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물건사러 시장에 간다. 주로 대형마트이다. 예전에는 

할인점이라 하여 물건값이 쌌지만 요즘은 할인이라는 말은 쏙 들어 가고 

그 대신 마트라 한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싸지 않다. 또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가격흥정도 안된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가면 사는 맛이 나는 것 같다. 마치 갓 잡은 생선이 

파닥이는 것처럼 활력이 넘쳐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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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하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산의 둘레길을 걷는 것이 다 

낫다. 또 우울한 기분이 들면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것 보다 차라리 

재래시장 구경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아무리 대형마트가 편하기로 

호떡가게 같은 분위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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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꽃이 필 때, 진리의 눈이 생겨 날 때 

  

  

  

봄비를 촉촉히 맞은 개나리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린다. 반가운 비다. 이번 비로 인하여 그야말로 

세상이 확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마치 죽어 던 

것이 다시 부활하는 듯 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른 아침 

봄비를 촉촉히 맞은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개’자 붙으면 별 볼일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개꿈’이니 ‘개죽음’이니 ‘개똥이’니 하는 말 들이 

그것이다. 식물이름 앞에도 ‘개’자가 붙은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개나리’이다. 이외 개살구, 개복숭아 등이다. 또 ‘졸’자가 붙은 

말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위가 낮은 병사를 뜻하는 ‘졸병’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하찮고 볼품없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식물에서는 

‘졸참나무’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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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자나 졸자가 붙어 별볼일 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꽃이 필 

때가 있다. 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 본다. 이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꽃이 만개 하였을 때 

비로서 관심을 갖는다. 아파트 단지 앞에 한껏 피어난 개나리를 보고 

잠시 멈추었다.  

  

청춘의 꽃이 필 때 

  

사람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꽃이 필 때가 있다. 청춘이다. 추리닝 걸쳐도 몸매가 

나고 화장을 안해도 얼굴이 빛나는 청춘이다. 더구나 별볼일 청춘이라도 

한복이나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활짝 피어난 한송이 꽃과 같다. 

이렇게 청춘이 인생의 꽃이라면 이는 외형적인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꽃은?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유기능이 있어서 내면적인 꽃이 필 

수 있다. 그것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는 ‘진리의 눈’이 생겨 

났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이다.’라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에 관하여 나에게 눈이 

생겨났고, 앎이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명지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S56.11)”라 하였다.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꼰단냐에게 “또한 그 가르침을 설할 때에 

존자 꼰당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Imasa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āyasmato koṇḍaññassa virajaṃ 

vītamalaṃ dhammacakkhuṃ udapādi: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 하였다.  

  

여기서 공통적인 말은 ‘우다빠디(udapādi)’이다. 이는’ 생겨나다’의 

뜻으로 번역되었다. 진리의 눈, 즉 ‘법안(dhammacakkhu)’이 

‘열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겨나다’라고 한 것이다. 

  

‘우다빠디(udapādi)’에 대한 빠알리사전 PCED194 를 찾아 보면 

‘arose; originated.。生起，出�’의 뜻이다. 없던 것이 생겨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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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마치 꽃이 피듯이 진리의 눈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인생의 꽃은 진리의 눈, 즉 담마짝꾸(법안)가 생겨 

났을 때 일 것이다. 

  

“모든 현상에 대하여 앎과 봄을 지니고” 

  

담마짝꾸가 생겨 난 것에 대하여 초전법륜경에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나의 앎과 봄이 세 번 굴려서 열두 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청정해졌기 때문에”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앎과 봄’이 ‘냐나닷사낭( ñāṇadassana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지(知)와 견(見)’ 이라 한다.  ñāṇa 가 ‘wisdom; insight, 

智, 智慧’를 의미하고, dassana 는 sight; intuition; insight, 見, 

看’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았을 때 냐나는 ‘아는 것’, 닷사나는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본다는 

것일까? 냐나닷사나와 관련하여 숫따니빠따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Mohantarā yassa na santi keci 

Sabbesu dhammesu ca ñāṇadassī, 
sarīrañca antimaṃ dhāreti 

Patto ca sambodhimanuttaraṃ sivaṃ 

Ettāvatā yakkhassa suddhi 

Tathāgato arahati puraḷāsaṃ. 

  

  

그에게는 어떠한 것에도 어리석음이 없고,  

그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앎과 봄을 지니고 

최후의 몸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이처럼 최상의 청정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오신 님은 헌과를 받을 만합니다. (stn478) 

  

(Sundarikabhāradvājasutta -쑨다리까 바라드와자의 경, 숫따니빠따 

Sn3.4,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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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 쑨다리까가 부처님을 찬탄 하는 게송 중의 하나이다. 두번째 

구절에서 ñāṇadassī 가 ‘앎과 봄’에 대한 빠알리어이다.  

  

신호등의 비유 

  

그런데 각주에 따르면 앎과 봄’에 대하여 일체지자로서의 세존의 

증득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앎과 봄은 일체의 현상에 대한 앎과 

봄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호등의 비유를 

들고 있다. 

  

  

맹인에게는 붉고 푸른 신호등에 대한 앎이 있어도 봄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유아에게는 붉고 푸른 색을 구별하더라도 신호등에 대한 

앎이 없으므로 봄이 소용없다. 앎과 봄을 모두 갗추어야 한다 

  

(1221 번 각주, 앎과 봄, 전재성님) 

  

  

맹인은 신호등에 알지만 볼 수 없어서 봄이 없다. 유아는 신호등을 

보지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앎이 없다. 그래서 앎과 봄을 모두 

갖추어야 제대로 길을 건널 수 있음을 말한다.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 

  

냐나닷사나(앎과 봄)에 대하여 또다른 각주에서는 상윳따니까야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Jānato'haṃ bhikkhave,  

passato āsavānaṃ khayaṃ vadāmi.  

No ajānato no apassato. 

  

수행승들이여,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알고 또한 보는 사람에게서 번뇌가 소멸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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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āsijaṭopama sutta-도끼자루 비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01, 

전재성님역) 

  

  

  

알고 볼줄 알아야 번뇌가 소멸함을 말한다. 경에서는 물질, 느낌 등 

오온에 대하여 이러한 것이 발생이고 소멸이라는 것을 알고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왜 ‘와서 보라’ 하였을까? 

  

앎과 봄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yathābhūtaṃ)’ 알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믿어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ehipassika)!”라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은 별로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초전법륜경에서 “나에게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앎과 봄이 생겨났다. (Ñāṇañca pana me 
dassanaṃ udapādi akuppā me cetovimutti, ayamantimā jāti natthidāni 

punabbhavoti, S56.11)”라는 구절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앎과 봄이라 말한 것이 냐나와 닷사나이다. 그래서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는 것은 앎과 봄이 생겨났다는 말과 동의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상에 대하여 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알 수 도 있다. 이는 초기경에 따르면 

법안이 생겨난 자라 하였다. 콘단냐가 설법을 듣고 진리의 눈이 생겨 

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초전법륜경에 소개 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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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에서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 부부에 대한 프로를 본 적이 있다. 

남자는 시각장애를 가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여자는 신체장애를 가져서 

불편하지만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 살아 가는 감동적인 프로이었다.  

  

신호등을 보지 못하면 길을 건널 수 없다. 반면 신호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교통사고가날  수 있다. 그러나 신호등을 볼 줄 

알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대로를 안전하게 건너 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앎과 봄이 없을 때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은 피어야 돋보인다. 그래서 쳐다 보게 된다. 동물은 오로지 먹는 

것과 자손을 남기는 것이 본능이다. 그래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을 ‘낙(sukha,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상 동물과 

다름 없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 정신능력이다. 정신능력이 있기 때문에 

앎과 봄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매우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에 대한 앎과 봄이 생겨났다는 

것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진리의 눈, 

법안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하였다. 마치 

꽃이 피면 새로운 우주가 열리듯이 새로운 눈이 생겼을 때 또 하나의 

우주가 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2013-03-26 

진흙속의연꽃 

 

 

 

 

 



485 

 

35. 2030 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글이 고파서 

  

글쓰기는 일상이다. 때 되면 밥먹듯이 밥먹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배고프면 밥생각이 나듯이 글이 쓰고 싶어지는 것이다. 밥을 안먹으면 

배고프듯이 글을 쓰지 않으면 ‘글고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글이 고프다’라 할 때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같은 것이라 

본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에 대하여 ‘마슬로’는 생리적 욕구 등 

오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락’과 유사하다.  

  

식욕, 성욕, 수면욕, 재욕, 명예욕을 특징으로 하는 세상의 오욕락은 

누구나 추구하는 근본적인 욕구로서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마슬로나 오욕락을 보면 ‘지식욕’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힌다는 말이 있지만 알고자 하는 

욕구는 크게 취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초기경전에 따르면 

식욕과 더불어 알고자 하는 욕구는 동등하게 취급되어 있다. 자양분의 

경(S12.1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Cattārome bhikkhave, āhārā bhūtānaṃ vā sattānaṃ ṭhitiyā 
sambhavesīnaṃ vā anuggahāya. Katame cattāro? Kabaliṅkāro āhāro 
oḷāriko vā sukhumo vā, phasso dutiyo, manosañcetanā tatiyā, 
viññāṇaṃ catutthaṃ. Ime kho bhikkhave, cattāro āhārā bhūtānaṃ vā 

sattānaṃ ṭhitiyā sambhavesīnaṃ vā anuggahāya.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미 태어난 뭇삶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한 네 가지 자양분이 있다. 그 네 

가지 자양분이란 무엇인가? 첫째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의 자양분, 둘째 

접촉의 자양분, 셋째 의도의 자양분, 넷째 의식의 자양분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들 네 가지 자양분은 이미 태어난 뭇삶의 섭생을 

위하거나, 혹은 다시 태어남을 원하는 뭇삶의 보양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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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Āhārasutta-자양분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11,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네 가지 자양분이 언급되어 있다. 이런 자양분은 삶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 하였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 ‘물질의 자양분(Kabaliṅkāra āhārā)’의 

경우 밥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어서 신체적인 몸의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의식도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네 번째 ‘의식의 

자양분(viññāṇa āhārā)’이 그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식식(識食)’이라 한다. 이 식식은 경에 따르면 다시 태어날 때 

명색을 산출하는 특수한 조건이 되는 자양분이라 하였다. 이를 다른 

말로 ‘재생연결식’이라 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접촉에 따른 

인식의 작용은 모두 재생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글이 고프면 글을 쓴다. 그런데 글쓰는 행위는 

업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업이라는 것은 결국 과보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는 구업에 대한 과보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글을 쓰는 이유는 가장 먼저 자기만족이고 다음으로 보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2030 세대에 관심을 갖는다. 

  

학생에게 댓글을 받았는데 

  

비밀댓글을 하나 받았다. 20 세대로서 학생의 글이다. 최근 블로그에서 

벌어지고 치열한 댓글공방에 대한 우려의 글이다. 비록 비밀댓글의 

형식으로 글을 남겼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개 한다. 장문의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흙속의연꽃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블로그 꾸려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글을 쓴다는 것 그 자체와 

정리된 많은 자료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5~6 년전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불교방송국의 반야심경 

금강경 유식 정도만 들은 재가불자도 아닌 일반학생입니다. 당시의 

인연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되었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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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실행에 옮겨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연히 진흙속의연꽃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데...그런데 대체 이거 뭔가 싶고 

공부에 대한 혼란과 불교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망설여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진흙속의연꽃님이나 댓글을 다시는 분들 글을 보면 저같은 초보에게는 

굉장한 깨달음을 가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용어에 

막혀 한숨짓다가도, 승부가 날 듯 안나는 댓글 경합 속에 미묘한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따라오는 느낌은 불법을 알아갈수록 자만심만 

늘고 남의 꼬투리나 잡고, 마치 스스로가 더 깊이 있는 앎을 깨우친 양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불교 공부하면 이렇게 자신만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생각이 다르면 비비꼬는 습성이 커지는구나 

싶습니다. 비꼬는 방법도 온갖 불교용어 내지 현학적 문구를 동원하여 

도대체 뭔소린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들먹이며 상대를 

깔아뭉게고는 자신은 "나 이만큼 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일부는 

스스로 대견해하며 자기만족에도 빠지고....나 역시 지금보다 더 이렇게 

되겠구나 싶고.... 죄송하지만, 심지어 젊잔코 공부많이 하신 

진흙속의연꽃님도 "안 그런 척 할 뿐"이라는 불필요한 망상까지 

따라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믿고싶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불교공부해서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게 불교공부에 대한 회의가 따라오는 대목입니다. 불법을 몰랐다면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점도 몰랐을 것이며 역시 비꼬는 마음 또한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야 뭘 모르니 

상대에게 상처주고 읽는사람 비위 상하는 표현도 적게할 것 

아니겠습니까? 글도 자신의 생각만 드러낸다면 무난하겠으나, 

토의하다보면 아집과 감정, 상대에 대한 인정요구, 결국 비난도 

드러내겠지요. 거의 이렇게들 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논란의 당사자들은 엄청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자제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는 있으니까요. 물론 감정적인 대립 

부분이야 당사자들 스스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니 누구도 간섭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진흙속의연꽃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불교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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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눈과 생각으로 돌아가지는 않기에 대립되는 상황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겠지요. 진흙속의연꽃님글을 바라보는 견해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뭘 알아서 옳다 그르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가는 대화를 보니 서로 반론을 제기하고있고, 그것은 

누군가의 의견은 틀리다는 유추입니다. 가뜩이나 모르는데 무엇을 

"바른가르침"이라 배워야할지. 제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같은 '걸이'임에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양면성을 나타내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대립되는 의견이 모두 옳다해도 참이 성립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일견 진흙속의연꽃파와 YBS 파로 양분되어 의견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진흙속의연꽃파들은 진흙속의연꽃님의 의견에 토를 달지만 않을 뿐 

아닐까요? 워낙 공부많이하신 분들이고 또 나름의 깨우침이 있는 

분들이시니, 일부 진흙속의연꽃님 의견과 다르거나 원불사측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런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않음은, 

침묵을 가장한 부정이고 굳이 밝히지않은 이유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꽃을 보려함이지 진흙을 보고싶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깊은 공부로 깨달은 분들의 의견임에도 대립되는 의견이 있음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부정을 위한 부정이든 바른가르침을 위한 

부정이든, 어느 한 쪽이 맞거나 틀리고, 혹은 둘다 맞거나 틀린 

것이므로, 이래서는 갓 배우는 입장에서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른가르침"이 "바른가르침"을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 같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혼란만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조용히 불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려면, 누군가가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흙속의연꽃님도 

한번쯤은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그 바른 길이 어느쪽인지 진흙속의연꽃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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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흙속의연꽃님이 이런 혼란도 상관없으며 글은 오직 쓸 뿐 이라는 

입장이시라면 할 말 없습니다. 파워/인기/클릭회수 지향 블로거라면 이 

글 자체가 죄송스럽기조차 합니다. 저도 이 분위기에 적응해서 비꼬는 

풍월도 배워가며 공부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허나 자칭 타칭 

공부하시며 전법 하시는 불자분이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파워블로거이신 진흙속의연꽃님의 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진흙속의연꽃님의 주장은 펴시되, 반론이 발생하면, 고집하는 주장이 

아닌 토론한 결과나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의" 바른가르침을 

찾아 주신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 곳이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라 믿습니다. 

 

모든 질문이나 비판에 대하여 답한다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간간이 

심각한 의견 대립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흙속의연꽃님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여, 교통정리를 해 주신다면 부처님 말씀이 무엇이었든 이 

블로그에서만큼은 혼란이 적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맞다면 직접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시고, 자신이 틀렸다면 쿨하게 인정을 하거나, 또한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후련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그리고 글을 올리는 이유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논조로 쓰신다면, 여러 비판에도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경전해석 

공부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토론 과정과 모습에서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 생각 일 뿐이나 선지자로서 "꽃처럼 말씀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S 법우님, http://blog.daum.net/bolee591/16155879 ) 

  

  

정성스럽게 작성된 장문의 글을 주신 법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항상 지켜 보아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블로그방문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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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주신 법우님은 학생이라 하였다. 일반학생이라면 20 세대로 보인다. 

이렇게 20 세대가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불자인구가 톱을 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40 

50 60 세대로서 나이든 시니어 계층이다. 그럼에도 주니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2030 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을 갖게 

만든다. 참고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최근 주별통계 

  

  

최근 일주일 간 통계 자료이다. 방문자 분포도를 보면 20 세대가 6%, 

30 세대가 9%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50 에 비교하면 1/2 내지 1/3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30 에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크게 고무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법우님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491 

 

  

2030 에서 불교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것이 나이 든 세대의 전유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경험상 

나이든 세대들이 불교를 접하는 이유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기 

때문이다.  

  

10 년전인 2004 년 정식으로 불교에 입문한 이래 법우님들의 사연을 들어 

보니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IMF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하여 온 

가족이 거리에 나 앉은 것으로 인해 불교에 입문한 법우님, 아주 잘 

아는 사람에게 거액을 맡겼다고 고스란히 날리게 되어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교교양대학에 입교하게 된 법우님이 기억난다. 

자녀의 수능시험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에 불교대학에 다니게 되었다는 

법우님도 있었다. 이렇게 갖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불교와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2030 의 경우 불교와 인연을 맺는 것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라 보여진다. 인생의 굴곡이나 아쉬워서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더 알고 싶어서라고 보여 진다. 주로 배우는 

학생이라 본다. 그래서 블로그를 찾는 것인지 모른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자 

  

블로그에는 불교와 관련 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어떤 

법우님은 검색창에 불교관련 키워드를 넣으면 다음은 물론 네이버 등 

걸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방문하였을 것이라 본다.  

  

방문자 중에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꾸준히 보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달할 것이다. 실제로 알고 지내는 ‘노보살님’의 경우 블로그에 올라 

온 내용을 빠짐 없이 보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글을 남기지 않고 있을 

뿐 이렇게 지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있다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중에는 스님도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확인한 

것인데 어느 비구니승가대학의 학인 스님도 자주 본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 번 올려진 글은 시간과 공간을 띄어 넘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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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학기중에 20 의 비율이 급증한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10%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20 의 상당수가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켜 보고 있는 사람중에는 2030 도 상당수 일 것이다.  

  

2030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가급적 경전을 인용하고 주석을 참고 하여 주관적인 

내용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한다. 그래서 

경전의 근거를 밝히고 가급적 빠알리 원문을 싣는다. .한번 올린 글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투구 양상에 대하여 

  

S 법우님은 장문의 글을 통하여 현재 블로그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솔직하게 비판 하였다. 모두 구구절절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다. 

먼저 댓글공방에 따른 ‘이전투구’ 양상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 하였다.  

  

법우님은 글에서 댓글 읽는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글에 대하여 ‘무례’하고 ‘자만심’에 가득찬 것이라 

하였다. 남의 글을 꼬투리를 잡고, 비야냥 대는 등의 행위가 과연 

불교인으로서 할 짓인가에 대한 의문이라는 것이다.  

  

S 법우님은 상대방을 깔아 뭉게는 듯한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불교에 대하여 잘 알고 많이 공부하였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전투구 양상에 대하여 블로그 주인장의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그래서 “안 그런 척 할 뿐”이라 하여 방조하고 있는 듯 

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침묵을 가장한 부정”이라 하면서  굳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런 

이전투구양상에 블로그 주인장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피하는 것이 상책 

  

이런 지적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한다. 그러나 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실 본문을 왜곡하여 불선심을 조장하는 글에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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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시간도 없다. 설령 대응한다고 해도 S법우님의 글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진흙탕에서 싸움 하는 똑 같은 

개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게송이 있다.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Dhp227) 

  

  

법구경 227 번 게송 중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불교에 대하여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마치 ‘입에 도끼를 

문것처럼’ 비난을 일삼을 때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노의 

경(M2)’에서도 피함으로서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기 싫은 

것은 안보면 그만이다. 

  

“어떻게 나이는 쳐 드셨어요?” 

  

S 법우님은 학생신분이다. 그래서 마치 입에 도끼를 문듯 서로 찍으려는 

악의에 가득찬 글을 보면 배우는 학생신분의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 

된다고 하였다. 안볼것을 보는 것 같고 못볼꼴 다 보고 있다는뜻이다. 

그것도 나이가 든 40 50 60 시니어 세대의 교리왜곡, 음해, 욕설이 

난무하는 이전투구를 보면서 2030 의 혀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2030 이 우려 하고 있다. 이는 40 50 60 시니어 세대의 책임이 크다. 

나이를 먹었으면 그에 걸맞게 모범을 보여야 하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시니어 세대의 이전투구에 대하여 

2030 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어떻게 나이는 쳐 드셨어요?”라고 

말하지 않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나이와 무관하다.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불교에 대하여 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나이가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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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들여 실천하면 누구나 장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법구경 게송에서도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가 장로는 아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으나 헛되이 늙은 자라 불린다. (Na tena thero so hoti 

yenassa palitaṃ siro paripakko vayo tassa moghajiṇṇo ti vuccati. 
Dhp260)”라 하였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60 번 게송에 대한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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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그가 나보다 더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다만 연장자로서 예우는 갖추어 주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모두 

틀렸다”라든가 “엉터리이다”라고 말한 다면 단지 나이만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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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이의 ‘아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장로라 불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이가 나 보다 비록 

어리더라도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 하고 있다면 약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S 법우님은 블로그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양상에 대하여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블로그 

조회수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하고 있고, 또 “오직 

쓸뿐!”이라는 명제 때문에 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블로그가 만들어진지 십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도 많이 변하였다. 처음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 

블로그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글쓰기에 대하여 어떤 이는 격려한다. 반면 어떤 이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비방하기에 바쁘다. 특히 댓글을 통하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은 살벌하기까지만 하다.  

  

동창이나 알고 지내는 법우님도 종종 블로그를 본다고 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댓글공방이 너무 치열하여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라 하였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나면 가급적 

댓글달기를 자제하라고 말한다. 혹시라도 말려 들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댓글을 폐쇄하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본문 글만 보고자 한다. 그러나 댓글이 있음으로 해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악의에 가득찬 댓글을 보면 ‘불선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댓글을 폐쇄하라는 뜻으로 

말한다. 하지만 미디어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서비스에서 댓글을 폐쇄 

하는 기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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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왜곡된 주장이나 악의에 가득찬 쓰레기 같은 말을 방치 

할 수는 없다. “다 틀렸다”라거나 “모두 엉터리다” 등의 표현을 

예사로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밥먹듯이 하는 자의 ‘불순한 의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불순한 의도는 다름 아닌 ‘블로그폐쇄’이다. 불로그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게 하거나 아예 블로그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갖은 중상모략과 자극적인 언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금칙어’이다. 다음블로그에 금칙어 

기능이 있는 엉터리, 헛소리 등의 부정적인 용어와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욕설에 대하여 금칙어를 설정한 것이다.    

  

2030 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S 법우님의 긴 글을 감사히 읽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일부로 시간을 

내서 글을 주신 것은 보다보다 참지 못해서라 본다. 그렇게 된 것에 

있어서 블로그 주인장의 책임이 크다.  

  

비록 십년전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블로그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영향력 있다 하여 누군가는  ‘파워(Power)’자를 붙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파워블로거라 생각한 적이 없다. 다만 ‘글이 고프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썼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 작성한 글이 

2500 개에 이르렀고 검색하면 대부분 걸리게 되었다. 이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오늘도 내일도 썼을 

뿐인데 누군가 파워자를 붙여 주고 또 누군가는 검색창으로 해서 들어 

오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경전을 인용하고 후학들을 

위하여 근거로 남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2030 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보고 동시에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본다. 

  

  

2013-03-27 

진흙속의연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