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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백권의 책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59권까지 만

들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60번째 책의 서문을 쓰기 위한 것

이다. 

 

생애 통산 60번째 책의 제목을 ‘60 담마의 거울 2014 IV’로 정했다. 

불교 교리와 교학에 대한 글모음이다.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18일까

지 쓴 것이다. 목차를 보니 모두 24개의 글로 356페이지에 달한다.  

 

나에게 있어서 2014년은 어떤 시기였을까? 밥만 먹고 글만 썼던 것 같다. 

담마에 대한 글만 5권을 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상에 대한 글은 4

권이 된다. 파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책을 만들어야 할 것들이다.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래도 세월호만한 큰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이를 글로 표현했다. 목차에서 10번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은 언제 마를까?’(2014-09-03)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다.  

 

세월호에 대하여 수많은 글을 썼다. 왜 세월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

어났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불교적 해법을 제시

해 보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세월호에 대한 집회가 있을 때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다. 특히 서울광장

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참여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여 

기록을 남겼다. 그것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같았기 때문

이다.  

 

세월호 사건이 난지 백일째 되던 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석

했다.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상윳따니까야 ‘눈물의 경’(S15.3)을 인용하여 글을 썼다.  

 

눈물의 경은 어떤 경일까? 이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

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S15.3)라는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 그때 당

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딱 들어 맞는 경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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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처님이 고성제를 설하면서 사고와 

팔고에 대하여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런 괴로움 중에서 일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怨憎會)과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愛別離)일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사건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에 해당

된다. 동시에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에도 해당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슬픔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인들은 이런 사건

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까? 

 

세월호는 아직도 사고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다. 

나의 일이 아니라서 모른척해서는 안된다. 언제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

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럴 때 불교인들은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답이 있다.  

 

여기 불행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마 연민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할지 모른다. 참

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런 한편 분노가 치밀지도 모른다. 사회가 이

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다.  

 

종종 뉴스에서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동반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럴 때 사람들은 연민을 느끼면서 동시에 분노한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연민과 분노라는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데 부처님은 이런 것을 뛰어 넘는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불행하

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

때 저러한 사람이었다.”(S15.11)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남과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았

을 때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역지

사지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과 

다르다. 

 

연민의 마음은 사무량심중의 하나로서 아름다움 마음부수 중의 하나이다. 

연민의 마음은 불행에 처해 있는 자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라며 

바라는 마음이다. 또 한편으로 연민의 마음은 악한자에 대하여 내기도 

한다. 악한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 연민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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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연민은 연민의 마음을 내는 사람과 연민의 마음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연민의 마음을 내는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

업공덕이 된다. 반대로 연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무래도 불평등한 관계가 되기 쉽다.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인지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연민

이나 동정을 보낸다면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이다. 주는 자와 받

는 자로 상하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평한 관계가 아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마음을 내면 연민의 마음을 내는 

자나 연민의 대상이 되는 자나 모두 평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  

 

한량없는 윤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불행

하고 가난한 존재로 살았던 때도 있었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때

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

느 경우에서나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동등해진다. 이렇게 관찰하면 분노가 있을 

수 없다. 

 

한때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난할 때 분노로 표

출되었다.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부동산투기 등 불

로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자의 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각도 바뀌었다. 결정적으로는 초기불교를 접하고 나서부

터 변했다. 대표적으로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S15.11)라는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분노를 거두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가 끝일까?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량없다.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알고 있

는 상식을 깨버린다. 이런 것이다. 부처님은 불행하고 가난한 자나 행복

하고 부유한 자에 대하여 ‘나도 한때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

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

이나 동정, 그리고 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없다. 단지 관

찰하는 마음만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어쩌면 한량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겪을 것을 다 겪어 보았는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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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이제 그대들

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

고, 해탈하기에 충분하다.”(S15.11)라고 했다. 불행과 행복을 겪을 만

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이다. 

 

윤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놀랍게도 불교에서는 악업은 물론 

선업도 쌓지 말라고 한다. 왜 선업도 쌓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선업

으로 인하여 재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선업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한량없는 윤회에서 언젠가 

악행을 한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업공덕이 다하면 악처로 떨어질 것

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윤회를 끝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육조단경에 불사선불사악(不思善不思惡)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문

관 23칙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악(善惡)의 사량(思量), 곧 선한 일이

든 악한 일이든 생각을 끊은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출처가 니까야에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놀란 것이 있다. 대승불교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있

는 가르침 상당수가 초기경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육조단경의 불사선불

사악에 대한 것도 그렇다. 이 말은 숫따니빠따에서 발견된다. 

 

 

 “윤회의 흐름을 끊은 수행승,  

그에게는 집착이 없고,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일이 끊어졌기 때문에 

타오르는 번뇌가 없습니다.”(Stn.715) 

 

 

이렇게 본다면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불사선불사악의 출처는 숫따니빠따

가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

도 버려 청정하게 삶을 살며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자가 그야말로 걸식 

수행승이네.”(S7.20)라고 했다. 공덕마저 버리라는 것은 선업도 쌓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선한 공덕도 쌓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선한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다. 선한행위를 하되 선한 행위를 했다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선업공덕을 쌓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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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작용심(作用心: kiriya citta)이라고 한다. 업을 쌓지 않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를 아라한의 마음이라고도 한다.  

 

아라한의 마음이 되려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맛지마니까야에 따르면 부처님이 “건축사여,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착

하고 건전한 습관이 소멸되는 길입니까?”(M78)라며 물은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을 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동시에 착하고 

건전한 습관도 버리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육조단경에서 말

하는 ‘불사선불사악’과 같은 것이다. 또 숫따니빠따에서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일이 끊어졌기 때문에”(Stn.715)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상

윳따니까에서 “공덕마저 버리고 악함도 버려”(S7.20)라는 말과 같다. 

이 모든 출처가 부처님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착하고 건전한 습관마저 버리라고 했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 

부처님은 이를 사정근으로 설명했다. 악하고 불건전한 습관을 사정근으

로 버리듯이 착하고 건전한 습관도 사정근으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거룩한 길(阿羅漢 向)은 착하고 건전한 습관들의 소멸을 

닦는 것이고, 거룩한 경지(阿羅漢 果) 그것들은 소멸되었다고 말해진

다.”(Pps.III.207)라고 했다.  

 

오늘 책 한권의 서문을 썼다. 서문을 쓸 때는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써야할 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글쓰기 하는 방식으

로 쓰면 될 것 같다. 그것은 항상 현재시점에서 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

니 서문이 길어졌다.  

 

 

2022-06-02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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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 뇌가 아니라 심장인가?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13. 움켜진 주먹을 펴지 않는 스승 

14.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15. 비인간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16. 지금 철학하자는 건가? 불자들이 믿는 종교로서 불교 

17. 악한자들이 누리는 행운과 선한자들이 겪는 불행 

18. 여자보기를 가족처럼 

19. 기쁨으로 보시할 때 

20. 똥처럼 말하는 사람  

21. 식물도 불살생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22. 출가와 환속을 여섯 번 반복한 찟따핫따 

23. 수명의 사마시시를 성취한 뿌띠갓따 띳사 장로이야기 

24. 일반인들이 깨닫기 힘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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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쳐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라 한다. 그러나 

마음은 통제 되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내마음이라 볼 

수 있을까? 법구경 35 번 게송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Dunniggahassa lahuno   둔닉가하싸 랄후노 
yatthakāmanipātino,   얏타까마니빠띠노 
Cittassa damatho sādhu,  따차 다마토 사두 
cittaṃ dantaṃ sukhāvahaṃ.  땅 단땅 수카와항. 
(Cittavaggo, Dhp35)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 온다. 
(Dhp35, 전재성님역) 
  
  
마음은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여 
어디나 좋아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하니 
잘 다스린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Dhp35, 거해스님역) 
  
  
、心は、捉え難く、軽々（かろがろ） 
とざわめき、欲するがままにおもむく。 
その心をおさめることは善いことである。 

心をおさめたならば、安楽をもたらす。 

(Dhp35, 中村元역)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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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Dhp35, 법정스님역) 
  
  
輕躁難持 경조난지 
惟欲是從.유욕시종 
制意爲善 제의위선 
自調則寧 자조즉영 
(Dhp35, 한역) 
  
  
Hard to hold down, 
 nimble, 
alighting wherever it likes: 
 the mind. 
Its taming is good. 
The mind well-tamed 
 brings ease. 
(Dhp35, Thanissaro Bhikkhu 역) 
  
  
  
미쳐 날뛰는 마음 
  
게송에서 마음은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마음이 

미쳐 날뛴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되면 내마음 같지만 사실상 나의 

마음이 아니다. 마치 남의 나라 군대와 같다. 남의 나라 군대는 국왕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국왕의 군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미쳐 날뛰는 

마음 역시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라 볼 수 없다.  
  
마음이 제어되기 어렵고 경망하다는 것에 대하여 주석에 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 마음은 제어되기 어렵다(dunniggaha): 오직 어려움을 통해서만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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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이 경망하다(lahu) : 쉽게 일어나고 쉽게 사라진다. 
  
  
마음은 제어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제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만 제어 된다고 하였다.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통제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런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mind 
  
  

마음의 특징 네 가지 
  
배우지 못한 범부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특징은 1)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고, 2) 마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3) 마음은 제멋대로 이고, 4) 마음은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시라도 마음은 가만 있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오로지 마음을 다스려야만 통제된다. 이에 대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다.(Cittassa damatho sadhu)”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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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스리는가?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제어되어 견고해지면 

길과 경지가 성취되고 최상의 원리인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DhpA.I.295)”라 하였다.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서 

통제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범부는 마음에 휘둘려 

살지만, 반면 성자는 마음을 다스리며 산다고 볼 수 있다.  
  
게송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cittaṃ dantaṃ sukhāvahaṃ)”라 하였다. 여기서 

안락이라는 말은 ‘sukhā’를 의미한다. 다른 번역에서는 ‘행복’, 

‘평화’, ‘ease’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 이는 

위빠사나수행처에서 늘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사실상 수행자의 ‘의식의 연속체’에 존재하는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은 오직 현재에만 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데는 알아차림이 

아주 조금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그것은 물질적 현상도 정신적 현상도 

아니다. 물질적, 정신적 현상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알아차림이 아니며 여기에 집중도 생기지 않는다. 이 때 그는 법을 보지 

못한 것이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 76P)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오직 현재에만 두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다면 그것은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번개의 비유’를 들고 있다.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개의 구름덩어리가 

부딪쳐서 번개를 일으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번개는 구름이 

부닺치는 순간에 일어났다가 그 순간 바로 사라진다. 그름이 부딪치기도 



15 

 

전에 번개를 찾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또한 구름이 부딪치고 나서 

번개를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 76P) 
  
  
번개가 번쩍 하면 이어서 천둥소리가 난다. 눈과 귀에 들리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다. 바로 실재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오온 안에 있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다. 그것들은 조건과 부합하여 일어난 뒤에 

바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일어나고 난 뒤에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오직 일어나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바로 

그 순간을 알아차려아만 정신적 물질적 현상의 성품을 이해 할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 76P) 
  
  
현상은 오직 일어나는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였다. 잡념, 망상이 들어 왔을 때 “아, 나에게 

망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려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다면 잡념이 잡념을 불러와 순식간에 거대한 ‘사념의 구조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빠알리어로 ‘빠빤짜(papañca)’라 하며 

우리말로 ‘희론’ 또는 ‘망상’이라 한다. 
  
허리가 아픈 환자처럼 
  
한 생각이 일어 났을 때 그 생각은 생각을 불러 일으켜서 망상으로 

발전된다. 이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순간을 관찰하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두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허리가 아픈 환자처럼 하라고 하였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일상적인 활동을 모두 할 수 있으나 허리의 통증 

때문에 
1) 아주 천천히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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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주 천천히 일어서며, 
3) 물건을 잡을 때도 천천히 잡는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요인(행복한 숲), 76P)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가 아플 것을 염려 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도 허리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다. 아픈 사람처럼 움직여서 현재의 움직임을 알아차려야 법을 볼 

수 있음을 말한다. 
  
  
  
2014-08-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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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카페테리아에서 
  
주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한다. 점심시간에 수백명에 한꺼번에 밥을 

먹는 부페식 식당을 말한다. 가격도 싸고 메뉴도 메일 바뀌어서 부담 

없다. 더욱 더 부담 없는 것은 혼자 먹기 때문이다. 일인사업자이다 

보니 혼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식당에 갈 경우 

테이블만 차지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수백명이 

한꺼번에 식사 하는 카페테리아가가 부담이 없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메뉴가 메일 바뀐다. 국을 포함하여 일식 5 찬 또는 

6 찬이 보통이다. 가장 좋은 점은 야채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김치는 

기본이고 다양한 녹색의 채소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식당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는 먹거리가 있다. 그것은 고기이다.  
  
  

  

 
  
  
카페테리아에서 매일매일 어떤 고기이든지 하나 정도는 올라 온다. 만일 

고기가 하루라도 빠진 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반응이 온다. “풀만 

먹으라는 말이냐?”의 등의 불만이 쏟아진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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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에 따르면 매일매일 고기를 올려 놓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마치 남의 살 먹는 것처럼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지만 고기를 그다지 즐겨 먹지 않는다. 특히 

불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피한다. 고기를 먹는 

것이 마치 ‘남의 살’ 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몸집이 큰 동물의 고기가 그렇다. 크기가 작은 생선류는 덜 하지만 

닭이나 돼지, 소와 같은 축생들이다. 이는 불교의 육도윤회에 따른 

것이다.  
  
누구나 행위에 대한 과보가 남아 있는 한 유전하고 윤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축생도 포함 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로는 지옥에서부터, 

축생, 아귀, 아수라 그리고 인간과 천상에 이르기 까지 한량없이 

유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S15:11)”라 하였다.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다면 윤회의 끝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명에 덥히고 갈애에 속박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한량 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개로, 돼지로, 소로 태어난 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Dīgharattaṃ vo bhikkhave, gunnaṃ sataṃ gobhūtānaṃ sisacchinnānaṃ 

lohitaṃ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로 태어나 소가 되어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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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Tiṃsamattasutta-삼십 명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3,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소로 태어난 적이 있음을 말한다.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렸을 정도로 태어났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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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에서는 소뿐만이 아니다. 물소, 양, 염소, 사슴, 닭, 돼지가 

되어 목을 잘려 이제까지 흘린 피가 수미산에 있다는 사방의 사대양 

보다 더 많을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경에서는 우리들의 식탁에 매일매일 오르는 소, 닭, 돼지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동족’을 먹는 것 

같아 마음이 찜찜하다. 그래서 고기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않고 풀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삼겹살을 먹는가?  
  
종종 EBS 에서 ‘극한직업’을 본다. 이 세상에 수 많은 직업이 있지만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삼디직종(三 D業種)’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본 것 중에 ‘대리석’채취 작업장 편을 보았다.  
  
강원도 채석장에서 잘려진 대리석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분진과 함께 산다. 건물 외벽에 붙여질 대리석을 

가공할 때 소음과 함께 먼지가 일어나는데 작업자들은 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돌가루이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대리석불판이 등장한다.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서이다. 작업자에 따르면 매일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삼겹살을 먹음으로 

인하여 돌가루 먼지를 씻겨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사진: EBS 극한직업 대리석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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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에서는 삼겹살 파티를 종종 보여 준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목재작업장, 탄광, 채석장 등이다. 작업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불판에 삼겹살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작업자 중의 한사람은 “매일 구워 먹어요.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먼지 씻겨 내려가라고요”라고 말한다. 삼겹살을 

먹음으로서 체내의 분진을 제거 하고 한잔 술에 고된 노동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 같다.  

   

  

 
  

사진: EBS 극한직업 대리석광산 

  

  

삼디업종 종사자들에게 삼겹살 파티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땀흘린 노동의 대가고 내일을 위한 충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육도윤회를 거론 하며 육식의 부당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보인다.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놀면서 ‘맛집’을 찾아 다니는 ‘식도락가’들을 비난할 지언정 먼지를 

마셔 가며 오로지 ‘팔뚝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삼겹살과 소주파티를 비난할 수 없다.  

  

“스님네가 고기 좀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자들은 대체적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다. 삼디업종의 노동자들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식을 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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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일 것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종종 육식을 하는 모양이다. 

언젠가 불교 TV에서 본 법문에 따르면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사찰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절에 오셨으니까 계를 받으시라고 

많이 할 것입니다. 오계를 받아라 하고, 스님네는 십계를 받고, 비구는 

이백여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불살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니까 스님네가 고기 좀 먹는 것 가지고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도에서는 그 

당시 육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 가지고 도가에서는 육식을 

하게 되면 피가 탁해지니까 수행자로서는 피가 탁해지면 정신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안먹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금지를 한 

것입니다.” 

  

(불교 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제 163 회 OO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불교 TV 2009-11-05) 

  

  

이 이야기는 ‘고기 좀 먹는 것 가지고, 아마간다의 경(Sn2.2)(2012-03-

19)’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스님은 육식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로 

법문하였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는 육식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는데, 

다만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으로 불가에서 육식을 금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출가자는 육식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뭐? 축생과보를 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이다. 

  

  

“그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생에 대하여 내가 설명을 해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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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파리 한 

마리 죽였다면 살생했다고 해서 야단법석이라, 또 배암 한마리 죽였다면 

또 살생했다 야단이라. 그게 아닙니다. 축생보를 받고 있으면 그 

축생보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살생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TV 무상사 일요초청법회, 제 163 회 OO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불교 TV 2009-11-05) 

  

  

  

스님은 살생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 한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으로 살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파리한마리, 뱀한마리 

죽이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한다. 

오히려 파리한마리, 뱀한마리 죽여 주는 것이 ‘축생과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식의 설명에 대하여 불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간다의 경(Sn2.2)에서 

  

원로스님은 스님들이 고기 좀 먹는 것 가지고 불자들이 시비 건다고 

하였다. 아무리 수행자라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육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숫따니빠따 ‘아마간다경(Sn2.2)’에서 바라문 띳사는 깟사빠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바라문 띳사] 

하느님의 친척인 그대는  

새의 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쌀밥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깟싸빠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stn241) 

  

(Āmagandhasutta-아마간다의 경, 숫따니빠따 Sn2.2,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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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깟사빠는 과거불 깟사빠붓다를 말한다. 깟사빠부처님 당시에 

아마간다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육식을 금하고 오로지 채식으로만 

수행을 하였다.  

  

인연담에 따르면 아마간다는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새로 출현한 부처님이 비린내 나는 것, 즉 물고기와 고기를 

먹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게송에서는 “오 깟싸빠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Pucchāmi 

taṃ kassapa etamatthaṃ  Kathaṃpakāro tava āmagandho.)”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비린 것이라는 뜻의 빠알리어가 ‘āmagandha’이다. 이는  

‘verminous odour; flesh’의 뜻으로 육류 또는 생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의 제목이 ‘아마간다경(Āmagandhasutta)’이 되었다.   

  

오계를 어기는 것이 비린 내 나는 것 

  

아마간다의 질문에 깟사빠부처님은 무어라 답하였을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Pāṇātipāto vadhachedabandhanaṃ  

Theyyaṃ musāvādo nikatī vañcanāni,  

Ajjhenakujjhaṃ paradārasevanā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붓다 깟싸빠] 

“살생하고, 학대하고, 자르고, 묶는 일,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stn242) 

  

(Āmagandhasutta-아마간다의 경, 숫따니빠따 Sn2.2, 전재성님역) 

  

  

한마디로 오계를 어기는 것이 비린 내 나는 것이라 하였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등 을 서슴없이 하는 자가 육식을 하는 자 보다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마다 말미에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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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육식을 금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금한 것은 

살생 등 오계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스님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더구나 뱀 등 축생에게 

축생과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살생해도 좋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원로의원 스님 말대로 닭이나 돼지, 소 등을 잡아서 먹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다. 닭이나 돼지 등 축생으로 태어난 과보를 

면하게 해 주어서 좋고 인간에게 또는 수행자에게 고기를 제공해 주어서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불교는 있을 수 없다.  

  

횟집에 갔을 때 

  

대승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 테라와다불교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는 마성스님이 불교평론에 발표한 논문 

‘불교는 육식을 금하는 종교인가’에서도 확인 된다.   

  

스님의 논문에 따르면 “초기불교에는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놓은 엄격한 계율은 없다.”라고 

하였다. 다만 몸소 죽여서는 안되고, 남을 시켜 죽어서도 안되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횟집에 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나라사람들은 회를 즐겨 먹는다. 누군가에 따르면 회를 먹을 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지적하면서 “저것으로 달라”고 말하면 살생업을 

짓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남을 시켜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마트에서 고기를 사먹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할까? 

  

맛지마니까야 ‘지바까의 경(M55)’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식을 금하지는 않았다. 다만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내 나는 것이 

아니라 살생하는 것이 비린내 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맛지마니까야 ‘지바까의 경(M55)’이 그것이다. 

지바까는 재가의 남자신도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님 가운데 

제일(puggalappasannānaṃ)’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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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지바까는 부처님에게 불만이 섞인 투로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수행자 고따마는 그 고기가 자신을 위해 죽인 동물의 고기인 것을 

알고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부처님 

교단에서 수행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교단에서 비난과 비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존을 진실이 아닌 말로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에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관하여 모든 이론에 밝은 자가 비방할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라고 거듭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Ye te jīvaka evamāhaṃsu: samaṇaṃ gotamaṃ uddissa pāṇaṃ 

ārabhanti. Taṃ samaṇo gotamo jānaṃ uddissakaṭaṃ maṃsaṃ 

paribhuñjati paṭiccakammanti, na me te vuttavādino, abbhācikkhanti 
ca pana mante asatā abhūtena.  

  

Tīhi kho ahaṃ jīvaka ṭhānehi maṃsaṃ aparibhoganti vadāmi: diṭṭhaṃ 

sutaṃ parisaṅkitaṃ, imehi kho ahaṃ jīvaka tīhi ṭhānehi maṃsaṃ 

aparibhoganti vadāmi.  

  

Tīhi kho ahaṃ jīvaka ṭhānehi maṃsaṃ paribhoganti vadāmi: adiṭṭhaṃ 

asutaṃ aparisaṅkitaṃ, imehi kho ahaṃ jīvaka tīhi ṭhānehi maṃsaṃ 

paribhoganti vadāmi. 

  

[세존] 

“지바까여, ‘수행자 고따마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수행자 고따마는 그 고기가 자신을 위해 죽인 동물의 고기인 것을 

알고도 먹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나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말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지바까여, 나는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보여진 것이고, 들려진 것이고, 추측된 것인 경우입니다. 지바까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바까여, 나는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보여지지 않은 것이고, 들려지지 않은 것이고, 추측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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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입니다. 지바까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한다고 

말합니다. 

  

(Jīvaka sutta-지바까의 경, 맛지마니까야 M55, 전재성님역) 

  

  

부처님의 교단에서 수행승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비난에 부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1)보여지지 않은 

것(adiṭṭhaṃ)이고, 2)들려지지 않은 것(asutaṃ)이고, 3)추측되지 않는 

경우(aparisaṅkitaṃ)라 하였다.  

  

“이미 죽은 것을 음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 이 구절은 부처님이 육식의 문제에 대하여 승단에 어떻게 처방을 

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에게 엄격한 채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육식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도살된 

것이 아닌 것이라면, 먹어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고기에 대하여 수행승들을 위해 특별히 도살된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들려진 것이 아니고, 추측된 것이 아니므로,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한 고기’라고 불렀다.  

  

물론 재가의 신도도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계행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아있는 것을 죽여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것을 음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 

  

(M55, 967 번 각주, 전재성님) 

  

  

각주에 주석의 근거를 제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재성님의 견해로 

볼 수 있다.  

  

청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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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에서 키워드는 ‘청정한 고기(tikotiparisuddha)’이다. 그렇다면 

고기에도 ‘청정한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각주에 따르면 분명히 있다. 이미 죽은 동물의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청정한 고기이고, 반면 죽여서 만든 고기는 부정한 

고기라는 뜻이다. 특히 수행승을 위하여 동물을 살생하는 경우는 매우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살된 

것으로 보여지는 고기, 도살된 것으로 들려지는 고기, 도살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경에서 ‘보여지지 않은 것(adiṭṭhaṃ)이고, 

2)들려지지 않은 것(asutaṃ)이고, 3)추측되지 않는 

경우(aparisaṅkitaṃ)’라 하였는데, 이는 앞 구절에 ‘도살된 

것’이라는 말이 빠진 형태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써 본 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바까여, 나는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도살된 것으로]보여진 것이고, [도살된 것으로]들려진 것이고, [도살된 

것으로]추측된 것인 경우입니다. 지바까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 

고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빅쿠보디의 

영역판인 MDB 를 보면 다음과 같다. 

  

  

 “Jivaka, I say that there are three instances in which meat 

should not be eaten: when it is seen, heard, or suspected [that the 

living being has been slaughtered for the bhikkhu]. I say that meat 

should not be eaten in these three instances. I say that there are 

three instances in which meat may be eaten: when it is not seen, 

not heard, and not suspected [that the living being has been 

slaughtered for the bhikkhu]. I say that meat may be eaten in these 

three instances.i[i] 

  

(Jivaka Sutta - To Jivaka, MDB M55, 빅쿠보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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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보디역을 보면 친절하게도 대괄호를 이용하여 ‘[that the living 

being has been slaughtered for the bhikkhu]’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해 놓았다. 이는 “빅쿠를 위하여 살아 있는 생명을 도살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구문은 원문에는 없다. 주석에서 

설명되어야 할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는 것이다. 이를 ‘주석적 

번역’이라 한다.  

  

닭을 사먹는 소비자의 경우 

  

빅쿠보디의 각주에 따르면 빅쿠를 위하여 살아 있는 것을 도살하여 

요리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대신 “but does not proscribe 

purchasing meat prepared from animals already dead.(574 번 각주)” 

라 하였다. 이미 죽은 동물로부터 얻어진 고기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고기는 부정한 고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청정한 고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청정한 고기는 죽은 

고기를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 죽은 고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만일 

닭이나 돼지나 소가 자연사하여 죽었다고 하였을 때 이를 고기로 먹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닭의 경우 ‘일령’으로 따진다. 평균 33 일만에 출하 된다. 알에서 부화 

하여 도살장으로 가기 까지 33 일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닭들은 인간에게 살코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살된다. 이렇게 

도살된 닭이 마트에서 팔린다. 이런 닭을 사 먹는 소비자는 마치 상품 

고르듯이 닭을 산다.  

  

닭을 사먹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살생업에 대한 죄의식은 거의 없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마찬가지이다. 레스토랑에서 연인들이 

비프스테이크를 시켜 놓고 소고기맛을 즐겨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직접 살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비린내 나는 행위가 아니다. 비린내 나는 것은 실제로 

살생업을 저질렀을 때이다.  

  

스님을 위하여 닭을 잡은 경우 

  

그렇다면 촌로가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닭을 잡았을 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엄밀히 말하면 살생업에 해당된다. 단지 시골에서 

닭을 키우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닭을 

잡아 스님에게 공양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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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스님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스님이 신도집을 방문하였는데 

재가신도는 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나머지 닭을 잡았다고 하였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무지한 촌로는 그렇게 

한 것이다. 과연 스님은 이 닭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부처님은 살생을 금하였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빅쿠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는 남방 테라와다에서 

탁발이나 청식에 의존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마성스님의 논문에 

따르면 “남방불교의 경우 재가자들은 자신이 마련한 음식을 스님들에게 

공양한다. 스님들의 발우에는 채식은 물론 육식으로 가득 찬다. 

재가자들이 올린 공양물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두 먹는다.(불교평론, 

불교는 육식을 금하는 종교인가)”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다.  

  

탁발이나 청식의 경우 재가자가 주는 대로 먹는 다고 한다. 그 중에 

고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기에 대하여 ‘[도살된 것으로]보여진 

것이 아니고, [도살된 것으로]들려진 것이 아니고, [도살된 

것으로]추측된 것이 아닌 경우에 먹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비난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스님을 

위하여 닭을 잡은 것은 먹어서는 안된다. 이미 보여진 것이고, 들려진 

것이고 추측된 것이기 때문이다.  

  

먹는 사람 따로 잡는 사람 따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먹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설령 고기라고 할지라도 도살된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들려진 

것이 아니고, 추측된 것이 아닌 경우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재가거사님은 스님들에게 종종 ‘영양보충’을 

시켜 드린다고 한다. 산중에서 채식만 하는 스님을 위하여 오리백숙 등 

기름진 음식을 일부로 사 드린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신체를 지탱하는 

약으로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가자들도 얼마든지 기름진 것, 비린내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닭을 잡듯이 살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를 쳐 달라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한 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고기를 먹을 

때 늘 찜찜하다. 마치 공범이 된 듯한 느낌이다. 비록 살생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공범자가 된 듯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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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렇다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횟집에 가면 살아 있는 활어를 볼 수 있다. 종업원은 뜰채로 고기를 

낚아 그 자리에서 회를 쳐준다. 비록 손으로 가리키며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고기를 먹는 행위 그 자체는 살생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다고 죽은 물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농촌에서 오랜 만에 보는 자식을 위하여 장닭을 잡았다. 닭을 잡아 

모가지를 비틀고 끓는 물속에서 푹 고아 닭백숙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경우 자식은 살생업을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여 부모가 닭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상 

간접살생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고 죽은 닭을 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허물 있는 음식에 대하여 

  

부처님은 허물있는 음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였다. 

  

  

“지바까여, 누군가가 여래나 여래의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면, 

그는 다섯 가지 경우에 많은 악행을 낳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그 

생명을 가져와라.’라고 한다면, 그가 많은 악행을 낳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생명이 목덜미가 낚아 채여 끌려와서 괴로움과 근심을 

체험한다면, 그가 많은 악행을 낳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가 ‘가서 

이 생명을 죽이라.’라고 한다면, 그가 많은 악행을 낳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 생명이 살해될 때에 괴로움과 근심을 체험한다면, 그가 

많은 악행을 낳는 네 번째 경우입니다. 그가 여래나 여래의 제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면, 그가 많은 악행을 낳는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지바까여, 누군가가 여래나 여래의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죽인다면, 그는 이러한 다섯 가지 경우에 많은 악행을 낳는 것입니다.” 

  

(Jīvaka sutta-지바까의 경, 맛지마니까야 M5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모두 다섯 가지 악행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이는 직접살생과 

간접살생 모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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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서 그 생명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는 것 

2) 그 생명이 목덜미가 낚아 채여 끌려와서 괴로움과 근심을 체험하는 

것 

3 “가서 이 생명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것 

4) 그 생명이 살해될 때에 괴로움과 근심을 체험하는 것 

5) 여래나 여래의 제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다섯 가지의 악행은 재가자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닭을 예로 든다면 1)“가서 그 닭을 

가져와라.”라고 누군가 지시하였다면, 2) 그 닭의 날개죽지를 잡자 

꼬꼬댁 하며 비명을 지를 것이다. 이때 보기가 민망할 것이다. 3) 

다음에 누군가 “가서 이 닭을 죽이라.”라고 말할 것이다. 4) 그러면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일 것이다. 5) 그리고 펄펄 끓는 물에 넣고 

닭백숙을 만들 것이다. 그 닭백숙을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하였을 때 

이는 큰 허물이라는 것이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허물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자식을 우위하여 부모가 닭을 잡았을 때 역시 허물을 짓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마트에서 닭을 산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의 닭을 마치 상품 고르듯이 

살 것이다. 물론 이 닭은 죽은 닭이 아니라 일령 33 일 밖에 되지 않는 

산닭을 도살장에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살생업을 짓는 셈이 된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살생업을 짓는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은 육식을 허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허용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 

  

부처님은 사실상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기를 먹을 때는 늘 찜찜하다. 먹고 나서도 개운치 않다. 그것은 한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을 닭으로 태어나 닭이 되어 목을 잘려 흘리고 흘린 피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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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아 사대양에 있는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S15:13)”라고 경전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카페테리아에 매일매일 올라 오는 

육류를 입에 대기가 찜찜하다.  

  

그러나 극한직업 프로에서 보는 노동자들의 삼겹살 먹는 모습은 전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농촌에서 자식을 위하여 닭을 잡는 부모가 

살생업을 짓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 비록 그들이 비린내 

나는 고기를 먹는다든가 살생업의 허물을 짓고 살긴 하지만 그런 허물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것 보다 생계를 위해서 동물을 살생하는 것 보다 더 비린 

것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라 하였다. “이것이야말로”라 하였을 때 이것이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Pāṇātipāto vadhachedabandhanaṃ  

Theyyaṃ musāvādo nikatī vañcanāni,  

Ajjhenakujjhaṃ paradārasevanā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깟사빠 부처님] 

“살생하고, 학대하고, 자르고, 묶는 일,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2) 

  

  

Ye idha kāmesu asaññatā janā  

Rasesu giddhā asucīkamissitā, 2  

Natthikadiṭṭhi visamā durannayā  
Ed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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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바르지 못하고, 교화하기 어려우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3) 

  

  

Ye lūkhasā dāruṇā piṭṭhimaṃsikā,  

Mittadduno nikkaruṇā timānino,  
Adānasīlā na ca denti kassaci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거칠고 잔혹하며,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4) 

  

  

Kodho  mado thambho paccuṭṭhāpanā ca  
Māyā usūyā bhassasamussayo va,  

Mānātimāno ca asabbhi santhavo  

Esāmagandho na hi masayojanaṃ. 

  

성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속이고, 질투하고, 호언장담하고, 

극히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5) 

  

  

Ye pāpasīlā iṇaghātasucakā  
Vohārakūṭā idha pāṭirūpikā  
Narādhamā ye'dha karonti kibbisaṃ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악행을 일삼고, 빚을 갚지 않고, 중상하며,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정의를 가장하며,  

이 세상에서 죄과를 범하며 비천하게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stn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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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idha pāṇesu asaññatā janā  
Paresamā'dāya vihesamuyyutā,  

Dussīlaluddā pharusā anādarā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세상의 살아있는 생명을 수호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 하고,  

계행을 지키지 않고, 잔인하고, 거칠고, 무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7) 

  

  

Etesu giddhā viruddhātipātino  

Niccuyyutā pecca tamaṃ vajanti ye,  

Patanti sattā nirayaṃ avaṃsirā  

Esāmagandho na hi maṃsabhojanaṃ. 

  

뭇삶으로서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그런 일에 바쁘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처박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stn248) 

  

  

Na macchamaṃsaṃ nānasakattaṃ  

Na naggiyaṃ na muṇḍiyaṃ jaṭājallaṃ  

Kharājināni nāggihuttassupasevanā vā  

Ye cāpi loke amarā bahū tapā  

Mantā'hutī yaññamutūpavesanā  

Sodhenti maccaṃ avitiṇṇakaṅkhaṃ.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하는 것이나,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틀거나,  

먼지를 뒤집어쓰거나, 거친 사슴 가죽을 걸치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를 얻기 위해 많은 고행종류의 고행,  

진언을 외우거나, 헌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두 의혹을 여의지 못한 자를 청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stn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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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esu gutto viditindriyo care  

Dhamme ṭhito ajjavamaddace rato,  
Aṅgātigo sabbadukkhappahīno  
Na lippatī1 diṭṭhasutesu dhīro.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관을 제어하며 유행하십시오,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뛰어넘어서 모든 고통을 버려버린 현명한 님은  

보여지고 들려진 것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stn250)  

  

  

  

2014-08-12 

진흙속의연꽃 

 

 

 

 

 

 

 

 

 

 

 

 

 

 

 

 

 

 

 

 

 

 



36 

 

3. 어떻게 설법을 할 것인가? 차제설법과 방편설법 
  
  
  
신도들이 무지할수록 
  
신도들이 무지할수록 성직자의 권위는 올라 간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교리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 같다. 유럽의 

중세시대의 경우 바이블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직자들만이 

읽고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불경도 승려들만 읽고 볼 수 

있었다. 글을 모르는 일반사람들은 오로지 성직자들의 전해 주는 말만 

믿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의 권위만 높아 갔다. 
  
요즘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시대이다. 어려운 한자어로 된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된 

니까야번역서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도 수십권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부처님 원음을 접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게 되었다. 교리에 대하여 알고 가르침의 본질에 대하여 알게 

되자 그와 반비례 하여 성직자의 권위는 점차로 떨어지게 되었다.  
  
부처님 말씀이라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경전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특히 

학자들이다. 공부를 많이 하여 박사학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의 오피니언리더라 볼 수 있는 교수들은 공공연하게 경전을 

부정한다. 경전에 쓰여 있는 말이 모두 다 부처님의 말일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교수는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부처님 말씀(불경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이라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과(에) 부합하고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이다. 
  
([연재] 강병균 교수의 '환망공상과 기이한 세상'-11, 사량분별과 

연기법, 불교닷컴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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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인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리는 

옳은 것이라 한다. 이런 논리라면 초기경전에서 묘사 되어 있는 

하늘사람(데와따), 하늘아들(데와뿟따), 하느님(브라흐마), 제석천, 

악마(마라) 등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부처님은 그들 보다 더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굴복시킨다.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라고? 
  
초월적 존재나 신화적 이야기가 등장하였다고 하여 모조리 낡고 쓸모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강병균 교수는 ‘그렇다’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래된 것이면 무조건 옳다는 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늙은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인기가 없다. 늙은 오이도 인기가 없다. 늙은 미나리는 

정말 인기가 없다. 그러므로 오래된 책에 쓰인 것이라고 해서 

교조적으로 무조건 믿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연재] 강병균 교수의 '환망공상과 기이한 세상'-11, 사량분별과 

연기법, 불교닷컴 2014-08-11)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강병균교수에 따르면 오래 된 것이라 하여 

권위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 한다. 오히려 오래 된 

것일수록 모순과 허점이 많아 폐기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책에 쓰인 것이라고 해서 교조적으로 무조건 믿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단언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한번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빠알리니까야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불교 경전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신자들이라는 말인가? 
  
과학적으로 검증 된 것만 믿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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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균교수 견해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 전승되어 온 초기경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더구나 요즘 같이 과학이 

발달한 21 세기 문명의 시대에 소달구지 끌던 시대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초기경전에 대하여 ‘한구절도 틀림 없다’는 식으로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고 선언 하였다.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든가 “교조적으로 

무조건 믿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선별해서 믿자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 된 것만 믿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초월적 존재나 신화적이야기가 전혀 

들어 가지 않은 무미건조한 교리에 대한 것만 남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아미담마교학이 될 것이다.  
  
니까야는 틀림 없는 부처님가르침이다 
  
초기불교를 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09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접하였으니 이제 5 년 되었다. 그러나 매일 4-5 시간 가량 글을 쓰면서 

초기경전을 열어 보았기 때문에 누적된 시간으로 따진다면 꽤 된다.  
  
구입한 사부니까야를 포함하여 법구경과 숫따니빠따 등 일부 

쿳다까니까야를 마치 소설 읽듯이 처음부처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필요한 부분을 읽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페이지마다 수 많은 흔적이 남았다. 그것은 

‘노랑메모리펜’칠이다. 경전에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경스럽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노랑메모리펜으로 대체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기경전 도처에 노랑메모리펜칠로 가득하다.  
  
초기경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보면 볼수록 더욱 더 믿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초월적 이야기, 신화적 내용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자주 열어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느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니까야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틀림 없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일관성’이다. 어느 경전이든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을 정도이다. 불교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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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이 되는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에서 벗어 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처럼 삼법인의 바탕하에 불교의 근본교리라 볼 수 있는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의 가르침이 펼쳐져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상호보완적’이다. 이는 니까야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구경에 실려 있는 

게송이 디가니까야나 상윳따니까야에도 그대로 실려 있는데 왜 그런 

게송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초기경전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마치 그믈처럼 서로 연결 되어 있어서 

접하면 접할수록 틀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고 주정하니 어이 없을 따름이다. 
  
방편설법과 비방편설법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이해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시계생천’등의 가르침을 먼저 가르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근본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를 

‘차제설법(次第說法)’이라 한다. 중생의 기질이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전에는 수 많은 비유가 

등장한다. 또 수 많은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고 수 많은 신화와 전설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내친다면 이는 하나만 

알고 여럿은 모르는 것과 같다. 더구나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 대어 

미신이나 망상으로 취급한다면 스스로 무식을 폭로하는 것과 다름 없다. 

왜 그럴까? 부처님은 ‘방편’으로 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편이란 무엇일까?  
  
흔히 부처님의 8 만 4천법문에 대하여 ‘방편설’이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1) 탐하는 기질, 2) 성내는 기질, 3) 어리석은 기질, 4) 믿는 

기질, 5) 지적인 기질, 6) 사색하는 기질, 이렇게 여섯 가지 기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게 설하진 

부처님의 법문을 방편설(方便說), 또는 대기설법(對機說法 pariyāya-

desan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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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설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 그것을 ‘대법(對法)’이라 한다. 이는 

‘아비담마’를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이 대법에 대하여 법을 체계화한 

궁극적이고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승법(勝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아비담마는 초심자에게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비담마교설은 듣거나 배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아무런 방편을 쓰지 않고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설에 대하여 비방편설, 또는 비대기설법(nippariyāya-desanā)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교설은 크게 방편설과 비방편설로 나뉠 수 

있다. 방편설은 중생의 기질과 근기를 고려하여 설하였기 때문에 비유와 

신화와 전설 등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방편설의 경우 중생의 근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가가 배제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내밀어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든가 “교조적으로 무조건 믿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를 폭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므로” 
  
방편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전 도처에 실려 

있다. 맛지마니까야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M5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편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이다.  
  
  
Evaṃ pariyāyadesite kho ānanda mayā dhamme ye aññamaññassa 

subhāsitaṃ sulapitaṃ na samanujānissanti, na samanumaññissanti, na 

samanumodissanti, tesametaṃ pāṭikaṅkhaṃ: bhaṇḍanajātā kalahajātā 
vivādāpannā aññamaññaṃ mukhasattīhi vitudantā viharissanti. Evaṃ 

pariyāya desito kho ānanda mayā dhammo. Evaṃ pariyāya desite kho 

ānanda mayā dhamme ye aññamaññassa subhāsitaṃ sulapitaṃ 

samanujānissanti, samanumaññissanti, samanumodissanti, tesametaṃ 

pāṭikaṅkhaṃ: samaggā sammodamānā avivadamānā khīrodakībhūtā 

aññamaññaṃ piyacakkhūhi sampassantā viharissantīti.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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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여,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다른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것을 서로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말다툼하고 

언쟁을 하고 논쟁하고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를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 

잘 설해지고 잘 말해진 것을 서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기뻐한다면, 그들에게는 조화로움, 기뻐함, 평화로움, 물과 우유 같은 

화합이 생겨나고, 서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Bahuvedaniya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59, 

전재성님역) 
  

  

 
Buddha 

  
  
  

경에 따르면 건축가 빤짜깡가와 존자 우다인이 느낌에 대하여 서로 

다툰다. 이런 논쟁을 듣던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자 위와 같이 말씀 하신 것이다.  
  
방편으로 설명한 선정삼매의 즐거움 
  
경에서 부처님은 가르침에 대하여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라는 말이 ‘pariyāyadesite’이다. 

이는 pariyāya(method) +desita (shown) 의 형태이다. 방법이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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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여 줌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느낌에 대하여 서로 

다투는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편으로 설한다.  
  
  
Yo kho ānanda evaṃ vadeyya: etaparamaṃ sattā sukhaṃ somanassaṃ 

paṭisaṃvedentīti. Idamassa nānujānāmi. Taṃ kissa hetu: atthānanda 

etamhā sukhā aññaṃ sukhaṃ abhikkantatarañca paṇītatarañca. 
Katamañcānanda etamhā sukhā aññaṃ sukhaṃ abhikkantatarañca 

paṇītatarañca: idhānanda bhikkhu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idaṃ kho ānanda etamhā sukhā aññaṃ 

sukhaṃ abhikkantatarañca paṇītatarañca.  
  
아난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뭇 삶이 체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난다여, 그 즐거움보다 훨씬 아름답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어떠한 것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인가? 아난다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아난다여,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즐거움이다. 
  
(Bahuvedaniya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59, 

전재성님역) 
  
  
이 문장은 초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초선정에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희열과 행복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편으로서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최상의 희열과 행복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 ‘그것이 뭇 삶이 체험하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그 

즐거움보다 훨씬 아름답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 

즐거움이 바로 선정삼매에서 경험하는 희열과 행복이라는 것이다. 
  
산에서 홀로 사는 수행자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세상사람들은 세속에서 

인생삼락이니 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라도 있는데 심산유곡에서 

홀로 사는 수행자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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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수행자들에게는 

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고 하였다. 선정삼매에 들었을 때 

그 희열과 행복은 세속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행복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맛지마니까야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에 따르면 부처님도 

똑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세상에서는 기분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감각적 쾌락을 유발하고 흥분을 야기하는,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 청각에 야기되는 소리, 후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냄새 

미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맛, 촉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감촉이 있지만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선정삼매의 즐거움이라 

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선정삼매를 설명하였다.  
  
설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모두 방편이라 하였다. 이는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자들의 기질과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팔만사천가지의 근기를 가진 뭇삶들에게 가르침을 

펼쳤을까?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우다인의 경(A5.159)’에서 

“아난다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Ānupubbī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Pariyāyadassāvī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ā. 

Anuddayataṃ paṭicca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Na āmisantaro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Attānaṃ ca paraṃ ca anupahacca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세존] 
아난다여, 사람은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자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재물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나는 자신과 타인을 해침이 없이 설법을 하겠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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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āyīsutta- 우다인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59, 전재성님역) 
  
  
부처님이 말씀 하신 다섯 가지 내용은 부처님의 설법방법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려는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차제설법(次第說法)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라 하였다. 여기서 

‘순서에 맞게 (Ānupubbīkathaṃ  kathessāmīti)’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각주에 따르면 ‘차제설법’이다. 차제설법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Ānupubbīkathaṃ  kathessāmīti : MN.56; DN.3 에 따르면, 보시를 설한 

다음에 계행을 설하고 계행을 설한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설하고,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욕망의 여읨의 공덕을 

설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설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윤리적인 것보다 

수승한 수행적 관점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A5.159, 375 번 각주, 전재성님) 
  
  
부처님은 처음부터 사성제를 설하지 않았다. 아직 가르침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신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르침부터 

설한 것이다. 그것이 보시와 지계이다. 그래서 이웃에 봉사하고 도덕적 

삶을 사는 자는 천상에 태어 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계생천의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어느 전통에서나 기본덕목이다. 

반드시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행복론이 종교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담론인 것과 똑 같다.  
  
부처님은 시계생천의 가르침에 이어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욕망의 

여읨의 공덕을 설하고, 이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였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가르침을 펼친 것은 수행이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차제설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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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시를 설함 
2) 계행을 설함 
3)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설함 
4)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재난과 욕망의 여읨의 공덕을 설함 
5) 네 가지 거룩한 진리와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을 설함 
6) 수행적 관점을 설함 
  
  
이렇게 여섯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제설법은 포교현장에서 

도입 되어 가르쳐야 할 필수적 항목이라 본다. 
  
방편설법이란 무엇인가? 
  
경에서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 (Pariyāyadassāvī kathaṃ 

kathessāmīti)”라 하였다. 여기서 ‘논리적인 설법 이라는 말은 

‘방편설 pariyāya-desanā)’을 말한다. 그래서 초불연에서는 이 문구에 

대하여 “나는 방편을 보면서 설하리라”라고 번역하였다.  
  
이 방편설에 대한 각주를 보면 “각각의 의미와 그 각각의 원인을 

보여주면서 설법하는 것이다.(Mrp.III.293)”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와 그 각각의 원인을 보여 주면서 설법하는 것이라 하였다. 바로 

이것이 대기설법이다. 듣는 자의 기질과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 많은 예를 들고 비유를 하여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방편을 뜻하는 빠알리어 빠리야야(pariyāya)는 ‘order; course; 

quality; method; figurative language; a synonym; a turn.’의 뜻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 1의 뜻이 ‘order(순서)’임이 눈에 띈다. 이는 

‘각각의 의미와 그 각각의 원인을 보여 주면서 설법하는’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pariyāya desanā(방편설)’라 하였을 때 이는 

‘instruction(설명), presentation(발표)’의 뜻이 된다.  
  
방편설 또는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마치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성전협 

전재성님은 ‘논리적인 설법’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방편으로 든 여러가지 사실은 사실상 논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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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들어 설명한 것도 마치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논리적 설명의 과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강병균교수는 과학적 상식에 입각하여 아간냐경에서 천인들의 타락에 

대하여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다.”라거나 “부처님 말씀(불경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이라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다. 또 극히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설법을 할 것인가? 
  
부처님 설법방식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순서에 맞는 

설법(차제설법)’과 ‘논리에 맞는 설법(방편설법)’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바탕하에서 자비설법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설법, 자타를 

위한 설법으로 이어진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법방식 경전문구 비 고 
차제설법 “나는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겠다” 

Ānupubbī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방편설법 “나는 논리적인 설법을 하겠다” 
Pariyāyadassāvī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ā 

방편설 

자비설법 “나는 자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겠다” 
Anuddayataṃ paṭicca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무대가설법 “나는 재물을 위해서 설법을 하지 않겠다” 
Na āmisantaro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법보시 

자타이익설법 “나는 자신과 타인을 해침이 없이 설법을 

하겠다” 
Attānaṃ ca paraṃ ca anupahacca kathaṃ 

kathessāmīti paresaṃ dhammo desetabbo 

  

출처 : Udāyīsutta- 우다인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5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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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법방식은 부처님당시나 현재나 유효하다. 누군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때 위와 같이 차제설법, 방편설법, 자비설법, 

무대가설법, 자타이익설법 방식으로 설한다면 훌륭한 법사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 하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전승되어 온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 마다 주옥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알려 줄 사람이 없다면 전승된 경전에 의존해야 한다.  
  
불자가 된다는 것이 불, 법, 승 삼보에 의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종교경전을 

무조건 다 믿는 것은 광신”이라느니, “부처님 말씀(불경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이라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과(에) 부합하고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말과 같다. 이런 말은 ‘개인적인 견해(私見)’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삿된 견해(邪見)’가 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가르침에 근거한 말이나 글은 정견(正見)이다.  
  
불자들은 사견을 믿을 것인가 정견을 믿을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S22.43)”이라 하여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것을 분명하게 말씀 하신 것이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맞춤설법 
  
부처님 가르침이 비록 2500 년전에 설한 것일지라도 문명화된 21 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부처님 가르침은 

방편설에 있다. 각자 근기에 맞추어 ‘맞춤설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 도처에는 다음과 같이 방편설법을 찬탄하는 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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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vareyya, 

mūḷhas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jotaṃ dhāreyya,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i'ti,(17) evameva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āhaṃ bhag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ca bhikkhusaṅghañca. Upāsakaṃ maṃ bhavaṃ 

gotamo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nti.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따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눈을 갖춘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따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재가 신자로서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귀의문 정형구, 숫따니빠따) 
  
  
경에서 “세존이신 고따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evameva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방법은 ‘방편(pariyāyena)’을 

뜻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방편으로서 누구나 진리를 알 수 있게 

가르침을 주셨다.  
  
  
  
2014-08-1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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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듭 태어나려는 자는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데 
  
최근 놀라운 뉴스를 보았다. 그것은 세월호유가족들이 경찰들에게 끌려 

가면서 실신하였다는 소식이다. “내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비오는 날 

길거리에서 하루밤을 꼬박 셀 정도로 절실한 것이었으나 일종의 

폭력이라 볼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권력을 행사하여 실신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도전드라마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전이 나주로 귀양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 하는 내용이다. 정도전은 개성이 있는 북쪽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라 걱정을 한다. 이를 본 농민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왜놈이든 뙈놈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가 이 땅의 

주인으로 들어 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결국 주인만 바뀔 뿐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편안하게만 해 주면 

어느 누가 들어 와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잘 보호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이제 거의 다 투사가 되었다. 

그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밤새워 거리에서 보낸다. 그럼에도 이 

땅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불온시할 뿐이다.  
  
기득권자가 되면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사대의무를 충실히 한 국민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마구 

학대한다면 정도전 드라마처럼 “우리에게는 왜놈이든 뙈놈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세상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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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세월호 국민휴가 마지막날 광화문광장에 갔었다. 그 

자리에 한달 가까이 단식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를 보았다. 한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생수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하였다. 그 때 

유민이 아빠는 “이곳 광화문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히 생각하여 보았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지 결사적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다. 그것도 

모자라 불온한 집단의 사주를 받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이 다 할 때 까지 단식하려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단식을 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이 세상과 단절을 뜻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다.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블로그에서 자살충동에 대한 글을 

읽었다. 사업실패로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생각만 하였다는 사람의 글이다. 글에 따르면 컴퓨터의 

‘딜리트(del)’키를 누르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하였다.  
  
자살을 생각할 때는 오로지 이 세상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지배당한다. 그래서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경전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깟짜야나곳따의 경(S12.15)에 따르면 비존재에 대한 갈애는 존재에 대한 

갈애와 함께 극단에 속한다.  몸의 파괴와 함께 정신도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극단적 견해는 절대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절대무는 절대로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기법에 따르면 

절대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절대로 존재한다는 절대유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발생되고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이 남아 있는 한 절대무와 절대유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딜리트 키를 누르면 깨끗이 제거 

되듯이 세상과 작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자살을 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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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죽음이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이 세상이 파괴 

되는 것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 눈이 떠지기 때문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다시 세상이 시작 된다. 이렇게 끊임 없이 눈을 

‘감았다’ ‘떳다’ 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마다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 듯 하며, 또 한편으로 세상이 파괴 

‘되었다’ ‘생겨났다’ 하는 착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다. 눈을 감은 

다음에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을 떠난 것이 된다. 그런데 역으로 

눈을 감았다고 눈을 뜨지 않는 것은 세상이 파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 자살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혐오하여 이 세상을 

파괴하고픈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눈을 감았다고 볼 수도 있다. 
  
불교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불교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하대지산천초목의 

‘기세간(器世間)’이다. 이런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 

하였고 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 ‘객관적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세상을 초기불교 용어로 

‘오까사로까(okasa-loka)’라 한다. 이런 기세간에서 사람들은 살아 

간다. 이런 세상을 중생으로서의 세상이라 한다. 불교용어로서 

‘삿따로까(satta-loka)’라 한다.  이처럼 ‘오까사로까(okasa-

loka)’와 ‘삿따로까(satta-loka)’ 두 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상이라 말할 수 있다.  
  
객관적인 세상에서 나는 객관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갠지스 

강의 모래알 처럼 객관적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상은 ‘주관적 세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전문술어로 ‘상카라로까 (sankata-loka)’라 한다. 이를 ‘형성된 

세상’이라 하는데 모든 ‘유위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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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뜨면 사물이 보인다.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린다. 이처럼 

각감기관으로 인식하는 세상이 있다. 눈, 귀, 코 등 각감기관이 형상, 

소리, 냄새 등 감각대상과 접촉 하였을 때 하나의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 인식이 일아남에 따라 세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형성된 세상인 ‘상까따로까(sankata-loka)’이다.  
  
상까따로까는 주관적 세상이다. 오로지 인식되고 분별되어야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형성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파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에 따라 이 세상이 생겨났다가 파괴되기를 수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을 바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것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이다. 종교로 따진 다면 유일신교는 객관적 세계관에 

해당되고 불교는 주관적 세계관에 해당된다.  
  
객관적 세계는 존재론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관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인식론을 근거로 한다. 

그것은 접촉에 따른 세상의 발생이다. 이는 초기경에서 세상의 발생의 

원리에 대하여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세계의 발생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이 세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겨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이 함께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이 세계의 

발생이다. (S12.44)”라고 정의 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의 세계관은 접촉에 따른 인식론 내지 분별론임에 

틀림 없다. 이는 다름 아닌 주관적 세계관이다. 
  
마음이 있어야 세상도 있다 
  
주관적 세계관에 따르면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이 파괴 되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아도 세상이 파괴 되는 것이고, 잠을 자기 위하여 눈을 감는 

것도 세상이 파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죽음에 이르러 눈을 감는 것은 

이 세상의 완전한 파괴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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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인식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접촉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야 세상 역시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발생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한 마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파괴하고픈 마음으로 자살을 하였어도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되어 있다면 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싫어도 다시 재생해야 한다. 특히 자살하여 세상을 파괴하려 하는 경우 

그 순간 악하고 불선한 마음을 가졌을 경우 악처에 태어나기 쉽다. 

악하고 불건전한 마지막 마음에 대한 표상을 대상으로 하여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한 세상이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싫어서 

아무리 숨고 싶어도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 있다. 데미안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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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EN HATCHING 

  
  

새가 알에서 부화하여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 

나온다’라 하지 않고 ‘한세계를 파괴한다’고 표현하였다. 왜 이런 

표현을 하였을까?  
  
소설 데미안의 모티브는 맛지마니까야라 한다. 이에 대하여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데미안과  

맛지마 니까야(2012-05-18)’라는 제목으로 올린 바 있다.  
  
맛지마니까야가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902 년의 일이다. 독일의 ‘칼 

오이겐 노이만’에 의해서이다. 우리나라 보다 백년 빠르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불교 전파 측면에서 본다면 독일이 백년 앞선 선진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을 그 때 당시 청년 헤르만 헤세가 보았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젊은 시절 불경을 읽고 감화를 받아 데미안(1916 년)과 

싯다르타(1922 년)를 출간하였다고 한다.  
  
병아리비유를 보면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은 맛지마니까야에 실려 있는 병아리비유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한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한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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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를 둘러 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에 대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세계로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맛지마니까야에서 병아리의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Seyyathāpi bhikkhave kukkuṭiyā aṇḍāni aṭṭha vā dasa va dvādasa vā, 
tānassu kukkuṭiyā sammā adhisayitāni, sammā pariseditāni, sammā 
paribhāvitāni, kiñcāpi tassā kukkuṭiyā na evaṃ icchā uppajjeyya: 

aho vatime kukkuṭapotakā pādanakhasikhāya vā mukhatuṇḍakena vā 
aṇḍakosaṃ padāletvā sotthinā abhinibbhijjeyyunti. Atha kho 

bhabbāva te kukkuṭa potakā pādanakhasikhāya vā mukhatuṇḍakena vā 
aṇḍakosaṃ padāletvā sotthinā abhinibbhijjituṃ. Evameva kho 

bhikkhave evaṃ ussoḷhī pannarasaṅgasamannāgato bhikkhu bhabbo 
sambodhāya, bhabbo abhinibbhidāya, bhabbo anuttarassa yogakkhemassa 

adhigamāyāti. 
  
[세존] 
“예를 들어 수행승들이여, 한 마리의 암탉이 있는데 여덟 개나 열 개나 

열두 개나 계란을 올바로 품고 올바로 온기를 주고 올바로 부화시키면, 

그 암탉은 ‘오! 나의 병아리들이 발톱이이나 부리의 끝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텐데.’라고 원하지 않더라도 

병아리들이 발톱이나 부리의 끝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껍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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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의 조건을 성취하면 그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위없는 안온을 얻을 수 있다.” 
  
(Cetokhilasutta-마음의 황무지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6, 

전재성님역) 
  
  
바로 이 대목이 헤르만 헤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병아리비유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병아리비유를 보면 철저하게 병아리가 혼자서 알을 깨고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종에서 말하는 줄탁동기(啐啄同機)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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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기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선종(禪宗)의 공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오로지 홀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암탉은 “오! 나의 병아리들이 발톱이이나 

부리의 끝으로 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텐데.”라고 할 뿐 알을 깨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이와 같이 병아리비유를 들어서 말씀 하신 

것일까? 그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남이 깨 줄 수 

없다는 말이다.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용맹을 수반하는 열다섯 가지 조건을 

성취하면 그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으며,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위없는 안온을 얻을 수 있다.”라 하였다. 또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열다섯 가지라 하였다. 그 열다섯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을 보면 “다섯 가지 마음의 황무지의 버림, 다섯 가지 

속박의 버림, 다섯 가지 신통의 기초를 말한다.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아리의 비유는 맛지마니까야 ‘마음의 황무지에 대한 경(M16)’ 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맛지마니까야 ‘학인의 경(M53)’에서도 보여지고 

상윳따니까야 도끼자루 비유의 경(S22.101)’에서도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이 들어 간다. 그런데 상윳따니까야 

‘도끼자루 비유의 경(S22.101)’에서는 병아리 비유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여덟 개나 열 개나 열두 개의 계란이 있는데, 

닭이 그것을 올바로 품지 못하고, 올바로 온기를 주지 못하면,  올바로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닭은 발이나 발톱이나 머리나 

부리로서 계란의 껍질을 부수어 병아리로 안전하게 부화시키고 싶어도 

발이나 발톱이나 머리나 부리로서 계란의 껍질을 부수어 병아리로 

안전하게 부화시킬 수 없다.  
  
(Vāsijaṭopama sutta-도끼자루 비유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10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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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오로지 ‘도끼자루 비유의 경(S22.101)’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전 비유와 다르다. 그것은 병아리의 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미 

닭이 품어 주는데, 이런 품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닦아야 하는가? 경에 따르면 네가지 새김의 

토대(사념처), 네 가지 정근(사정근), 네 가지 신통의 기초(사신통), 

다섯 가지 능력(오력), 다섯 가지 힘(오력), 일곱가지 깨달음의 

고리(칠각지), 여덟 가지 고귀한 길(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37 조도품을 말한다. 알을 부화하기 위하여 품는 것처럼 수행자는 

37 조품을 닦아야 함을 말한다. 
  
상윳따니까야 ‘도끼자루 비유의 경(S22.101)’ 에서 본 병아리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 첫 번째는 병아리알을 부화 하기 

위해서는 잘 품어 주어야 하듯이 37 가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이용한 수행을 하여야 함을 말한다. 두 번째는 부화된 병아리는 홀로 

알을 깨고 나오듯이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수행자가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여 

깨달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은 알을 품는 것과 같고, 

깨닫는 것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 듯 하였을 때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듯 수행자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수행자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였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소설가 박범신은 어렸을 적 소설을 하루 밤만에 읽고 난 다음날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때 느낌에 대하여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 

듯하다고 하였다. 마치 비갠후에 무지게 뜨는 하늘과 땅을 본듯한 

느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행자들로 부터도 듣는다. 열반을 

체험하였을 때 새롭게 태어 난 듯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눌라 스님은 음성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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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일어 났는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일어 났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깨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입니다. 마치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16단계 및 도와과, http://cafe.daum.net/kalyanamitta) 
  
  
열반체험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청정해져 순수에 이르렀을 때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마치 비갠후에 하늘과 땅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본 것처럼 새로워 보이고 친근하고 익숙해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청정한 마음 상태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듯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병아리가 부화할 때 스스로 알껍질을 깨고 나온다. 이에 대하여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태어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듭 태어남’이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이다. 세상이 괴롭다고 하여 자살함으로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함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듭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경전에 실려 있다. 앙굴리말라경이 바로 그것이다. 

앙굴리말라경에서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Tena hi tvaṃ aṅgilimāla, yena sā itthi itthināparaṃ tenupasaṅkama. 
Upasaṅkamitvā taṃ itthiṃ evaṃ vadehi: yatohaṃ bhagini, ariyāya 

jātiyā jāto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ā voropetā.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ā'ti.  
  
[세존]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싸왓띠로 가라. 가서 그 

부인에게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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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라.” 
  
(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연쇄 살인자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교화로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탁발을 하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난산을 하여 불구가 된 아이를 

보았다. 그래서 예전의 살인마이었던 앙굴리말라는 “오!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참으로 뭇 삶들은 얼마나 괴로운가?”라고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일어 났다.  
  
주석에 따르면 여인이 앙굴리말라를 보고 난산하여 불구자를 낳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앙굴라말라는 예전의 연쇄살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앙굴리말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경에서 여인이 앙굴리말라에 대한 분노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굴리말라에게 “자매여, 내가 태어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한다. 이에 앙굴리말라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세존이시여, 저는 의도적으로 뭇삶들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저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말입니까?”라고 표현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나는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라고 

앙굴리말라에게 거듭말한다. 이에 앙굴리말라는 여인을 찾아가 부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  
  
  
Upasaṅkamitvā taṃ itthiṃ evaṃ vadehi: yatohaṃ bhagini, ariyāya 

jātiyā jāto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ā voropetā. 
  
[앙굴리말라] 
“자매여,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 내가 의도적으로 뭇 

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으로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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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굴리말라경-Aṅgulimāla sutta, 맛지마니까야 M86, 전재성님역) 
  
  
앙굴리말라는 왜 부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대로 말을 

전하였을까? 이는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ariyāya 

jātiyā jāto)”라는 말에 답이 있다. 앙굴리말라는 거듭태어난 것이다. 

어떻게 거듭태어났을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감으로서 예전의 살인마가 아니다. 

머리를 깍고 탁발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행자이다. 그런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라는 

말을 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귀한 태어남’은 ‘ariyāya jāti’를 

뜻한다. ‘성스런 태어남’이란 뜻이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성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교단에 들어와 성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ariyāya jātiyā jāto)”라고 말하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예전의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아니다. 현재의 앙굴리말라는 

성자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이다. 마치 병아리가 알껍질을 스스로 힘으로 

깨고 나왔듯이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고 현재의 몸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런 앙굴리말라는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경에서는 “마침내 존자 앙굴리말라는 거룩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Aññataro ca kho panāyasmā aṅgulimālo 
arahataṃ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거듭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일 것? 초기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후자이다. 이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 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겪는다.  
  
그런데 지금 괴롭다고 하여 자살한다면 이 세상도 파괴 되는 것일까? 

불교적 관점에 따르면 이는 ‘비존재의 갈애’에 지나지 않는다. ‘몸이 

파괴 되어 마음도 죽는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단멸론적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정한 삶을 살아 아라한이 되어 

재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kamma, 업)를 짓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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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런데 그런 세계는 악처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자살하는 순간의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대상으로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으로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맛지마니까야와 상윳따니까야에 언급되어 있는 

병아리부화의 비유이다. 이 비유를 모티브로 하여 헤르만 헤세가 소설 

데미안을 썼는데, 데미안의 한 구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병아리 비유를 잘 설명해 준다.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려면 자살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수행을 하여 마침내 깨달았을 때 세계는 파괴 된다. 

그 세계는 물론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자신의 세계를 

파괴 하였을 때 거듭 태어난다고 한다.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몸과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예를 앙굴리말라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연쇄 살인마 

앙굴리말라도 “내가 고귀한 태어남으로 거듭난 이래”라고 말한 

것이다.  
  
한세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거듭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거듭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듭태어남이란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닫는 

것이다”라고. 
  
  
  
22014-08-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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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띳사와 멧떼이야, 그리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주석적 번역의 예 

 
 
초기경전을 보면 종종 숫따니빠따의 문구를 인용한 경을 볼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중간의 경(A6.61)’에 그런 내용이 있다.  
  
부처님이 한때 바라나씨의 이씨빠따나 미가다야에 계실 때 

장로수행승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이때 어느 장로수행승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vuttamadaṃ āvuso bhagavatā pārāyane metteyyapañhe:  
"So ubhante viditvāna  
majjhe mantā na lippati 
Taṃ brūmi mavāpurisoti  
so, dha sibbanimaccagā" 
  
  
[장로 수행승]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숫타니파타의 피안으로 가는 길에서 멧떼이야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나는 그를 위대한 님이라 부르니 
그는 세상에서 침모를 뛰어넘네.’ 
  
(Majjhesuttaṃ -중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1, 전재성님역) 
  
  
전재성님역에서 ‘숫타니파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 대신 ‘pārāyane metteyyapañhe’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pārāya 는 숫따니빠따의 제 5 품의 이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번역문에서 

‘숫타니파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원문에 없는 ‘주석적 

번역’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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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을까? 찾아 보니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숫따니빠따』「도피안 품」의 「멧떼야의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번역 되어 있다. 역시 원문에 없는 주석적 

번역을 하였다.  
  
부처님의 원음 중의 원음 4 품과 5 품 
  
사부니까야에서 숫따니빠따의 문구를 인용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그것은 숫따니빠따가 매우 고층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숫따니빠따의 4품(Aṭṭhaka Vagga)과 5 품(Pārāyana Vagga)의 경우 

부처님 부처님의 원음 중의 원음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재세시에 사리뿟따존자가 이 두 품에 대한 주석을 하였는데 그것이 

‘닛데사’이다. 이 닛데사는 쿳다까니까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숫따니빠따의 4 품과 5 품은 이미 부처님 제세시에 

제자들이 암송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논의 할 때 

숫따니빠따를 인용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경에 등장한다. 

상윳따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이 “싸리뿟따여, ‘피인으로 가는 길’에서 

아지따의 질문 가운데 이와 같은 시가 있다. (S12:31)”라고 제 5 품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띳사와 멧떼이야의 인연담 
  
숫따니빠따 제 5품의 제목은 ‘피안으로 가는 길’이다. 피안이라는 

뜻의 pārāyana 는 ‘final aim’의 뜻으로 최종목적지 즉, ‘열반’을 

뜻한다. 그렇다면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학인들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세 번째의 경이 학인 ‘띳사 멧떼이야 질문의 

경(Tissametetayyasutta, Sn5.3)’이다. 이는 띳사와 멧떼이야가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이 앙굿따라니까야에 언급되어 있다.  
  
띳사와 멧떼이야에 대한 인연담이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Metteyyapañhe : Prj.II.535 에 따르면, 세존께서 싸밧티에 계실 때에 

띳사와 멧떼이야라는 두 친구가 싸밧티에 왔다가 저녁 무렵 많은 

사람들이 제따바나(Jetavana)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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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제따바나의 부처님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듣고 승단에 들어 갔다. 
  
멧떼이야는 그의 친교사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 피부에 대한 다섯 가지 

명상수행을 닦아 친교사와 함께 아라한이 되었다. 반면에 띳사는 

싸밧티에서 세존을 만나 가르침을 들으며 지냈는데, 속가의 큰 형이 

죽자 집으로 돌아 갔다가 친지들이 설득을 해서 재가의 생활로 돌아 

왔다. 
  
나중에 멧떼이야가 우안거가 지나자 부처님과 함께 긴 여행을 하다가 

띳사의 마을에 들렀다. 멧떼이야는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 저의 

재가의 친구가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잠시 기다려주십시요’라고 

말하고는 띳사를 만나 그를 데리고 부처님께 다시 왔다. 
  
이때에 멧떼이야가가 띳사를 위해 부처님께 질문하면서 이경이 시작 

된다. 이 경을 듣고 띳사는 진리에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가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다. 
  
(앙굿따라니까야 6 권 250 번 각주, 전재성님) 
  
  
띳사와 멧떼이야의 인연담을 보면 매우 익숙하다. 그것은 두 친구의 

상반된 행로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두 친구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 
  
초기경전을 읽다 보면 이제 까지 듣거나 보아서 알고 있었던 

불교이야기가 사실은 초기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야기는 신라시대 성덕왕 시대 설화이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다.  
  
  
이 작품은 부득과 박박의 성불을 통하여 당시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한 여인에 대한 부득과 박박의 태도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데, 박박은 자신의 수도 정진을 위해 여인을 배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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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득은 계율을 깨고 그 여인을 절 안으로 받아들여 해산을 돕고 

목욕까지 시킨다. 결국 먼저 성불을 하는 것은 부득이다. 이로써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집착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득이 수도 생활을 하는 박박에게까지 도움을 주어 함께 

성불을 한다는 면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노힐부득 
  

  
두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숫따니빠따의 멧떼이야와 띳사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 가는 

멧떼이야는 달달박박과 유사하고, 도중에 재가의 삶을 살아 가는 띳사는 

노힐부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결말은 정반대이다.  
  
결말이 정반대인 이유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 가는 멧떼이야가 재가의 삶을 살고 있는 띳사를 

구원하고 있다. 그러나 계율에 집착하지 않고 보살도를 

행하는 노힐부득이 게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달달박박을 구원한다. 

이렇게 내용이 정반대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승보살사상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한다. 반면 

초기불교사상은 열반을 성취하여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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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차이가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의 방식에서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구 분 수행 구원 사상 

멧떼이야 출가의 삶 아라한이 

됨 
구원자 초기불교가르침 

띳사 도중 재가의 

삶 
  구원받는자   

달달박박 계율집착   구원받는자   
노힐부득 계율비집착 성불함 구원자 대승보살사상 

  
  

초기불교에서는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출자가자가 재가자를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승보살사상의 경우 계율을 어기고 보살도를 

실천한 자가 출가자를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번역자의 서로 다른 번역 
  
출가의 멧떼이야는 재가의 띳사에게 피안으로 가는 길을 유도한다. 

숫따니빠따의 ‘학인 띳싸 멧떼이야 질문의 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존자 띳싸 멧떼이야]  
“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동요하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 묻지 않는 자입니까? 
누구를 위대한 님이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에서 피륙을 뛰어넘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존]  
“멧떼이야여,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갈애를 떠나 항상 새김을 확립하고  
성찰하여 열반에 든 수행자,  
그에게는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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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게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를 나는 위대한 님이라 부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욕망의 피륙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Tissametetayyasutta- 학인 띳싸 멧떼이야 질문의 경, 숫따니빠따 

Sn5.2, 전재성님역) 
  
  
출가자 멧떼이야와 재가자 띳사가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서 피륙을 

뛰어넘은 자는 누구입니까? (idha sibbanī maccagā)”라고 질문한다. 

여기서 ‘피륙’이라는 ‘sibbanīm’이다. 각주에 따르면 

‘꿰메다(sibbati)’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주석에 따르면 ‘sibbanīm’은  갈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숫따니빠따 2344 번 각주에 따르면 전재성님은 ‘sibbanīm’에 대하여 

“침모(재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각주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출간된 앙굿따라니까야 중간의 경 252 번 각주에서는 이 말을 뒤집는다. 

‘sibbanīm’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Sibbanīm : ‘꿰메다(sibbati)’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Ndd.2.276 에 

따르면, 갈애(tanha)를 의미한다. 숫타니파타와는 달리 여기서는 피륙이 

아니라 Lba III.61 의 번역인 침모(여자 재봉사)를 선택한다. 
  
(앙굿따라니까야 6 권 252 번 각주, 전재성님) 
  
  
입장이 바뀐 이유로서 ‘Lba III.61’의 번역을  들고 있다. 그래서 

Sibbanīm 번역에 대하여 피륙이 아니라 ‘침모’로 바뀌었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여자재봉사를 뜻하는 침모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말을 

이해하려면 게송에서 언급된 양극단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게송에 따르면 양극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피안으로 가는 길은 양극단을 

알아 때묻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때묻지 않는 것은 청정한 삶을 

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세계에서도 청정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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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며 (Kāmesu brahmacariyavā, stn1041)”라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정한 삶(brahmacariya)’은 감각적 쾌락을 극복하는 것이다.  
  
청정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성적교섭을 삼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숫따니빠따 4장 ‘띳사멧떼이야경(Sn4.7)’에서 “여태까지는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수레가 길을 벗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 

부릅니다.(stn816)”라고 말씀 하셨다. 마치 출가의 생활을 접고 재가의 

생활로 돌아간 띳사를 향해 말하는 것 같다. 피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성적교섭을 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양극단 
  
부처님은 게송에서 양극단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양극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앙굿따라니까야 중간의 경에서는 

수행승들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양극단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양극단의 내용 
1 “벗들이여,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2 “벗들이여,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두 번째 

극단이고, 현재가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3 “벗들이여, 행복이 첫 번째 극단이고, 고통이두 번째 

극단이고, 고통도 행복도 없는 것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4 “벗들이여, 명칭이 첫 번째 극단이고, 물질이두 번째 

극단이고, 의식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5 “벗들이여, 여섯 가지 내적 감역이 첫 번째 극단이고, 여섯 

가지 외적 감역이 두 번째 극단이고, 의식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6 벗들이여, 개체가 첫 번째 극단이고, 개체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개체의 소멸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입니다.” 
Majjhesuttaṃ -중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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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첫 번째 극단 두 번째 극단 중간 
1 접촉 접촉의 발생 접촉의 소멸 
2 과거 미래 현재 
3 행복 고통 고통도 행복도 없는 

것 
4 명칭 물질 의식 
5 여섯 가지 내적 

감역 
여섯 가지 외적 

감역 
의식 

6 개체 개체의 발생 개체의 소멸 
  
  

  
여섯 명의 수행승이 여섯 가지 견해를 말하였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이므로 앙굿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Chakkanipāta)’에 포함 시켰을 

것이다.  
  
여자재봉사 침모의 뜻은? 
  
여섯 가지 양극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이는 

경에서 “갈애가 양극단을 꿰매서 이러이러한 존재를 생겨나게 합니다. 

(Taṇhā hi naṃ sibbati tassa tasseva bhavassa 

abhinibbattiyā).”라는 말이다. 여기서 꿰메다라는 말이 sibbati 이다. 

누가 꿰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침모(sibbanīm)’이다. 침모를 

뜻하는 sibbanīm 은 ‘꿰매다라’는 뜻의 sibbati 에서 유래 하였으므로 

침모는 이 헝겁과 저 헝겁을 서로 꿰매는 역할을 하는 ‘여자재봉사’를 

뜻한다.  
  
경에 따르면 양극단을 꿰매면 ‘존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양극단을 꿰매는 것에 대하여 ‘갈애’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갈애와 

침모는 사실상 ‘동의어’가 된다. 갈애가 의인화 된 것이 침모이기 

때문이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업으로서 존재 즉, ‘업유’는 갈애에 기인하고 

있다. 십이연기정형구에 따르면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존재의 발생은 갈애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양극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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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섯 가지 양극단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일까? 그래서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누가 잘 

말하였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은 어떻게 답하였을까? 이에 

부처님은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나는 그를 위대한 님이라 부르니 그는 세상에서 침모를 뛰어넘네.”라고 

게송을 읊으신 뒤에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Phasso kho bhikkhave eko anto, phassasamudayo dutiyo anto. 

Phassanirodho majjhe. Taṇhā sibbanī. Taṇhā hi naṃ sibbati tassa 

tasseva bhavassa abhinibbattiyā. Ettāvatā kho bhikkhave bhikkhu 

abhiññeyyaṃ abhijānāti, pariññeyyaṃ parijānāti. Abhiññeyyaṃ 

abhijānanto pariññeyyaṃ parijānanto diṭṭheva dhamme dukkhassa 
antakaro hotī, ti. 
  
[세존] 
“수행승들이여,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이다. 갈애가 양극단을 

꿰매서 이러이러한 존재를 생겨나게 한다. 벗들이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안다.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아서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룬다.” 
  
(Majjhesuttaṃ -중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6.61, 전재성님역) 
  
  
번역어에서 실수가 있다. 그것은 “벗들이여”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지칭할 때는 “bhikkhave”라 하여 “수행승들이여”라고 

번역된다. 제자들끼리 호칭할 때는 “āvuso”라 하여 “벗들이여”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번역어에서 “벗들이여”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다. 초불연에서는 “비구들이여”라고 하여 제대로 

번역하였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이 말한 여섯 가지 양극단에 대한 견해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하여 손을 들어 주었다. 그것은 접촉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양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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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접촉(phassa)인가?  
  
부처님이 이렇게 접촉(phassa)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존재는 결국 접촉에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십이연기에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라는 정형구에서 알 수 있다.  
  
수행승들이 과거나 미래, 행복과 고통 등을 이야기 하지만 접촉이 

없이는 성립 될 수 없다. 그래서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다”라 하였다. 그런데 이 양극단을 연결하는 

것은 갈애라는 침모(여자 재봉사)이다. 갈애가 있기 때문에 업으로서 

존재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십이연기법이다.  
  
부처님이 접촉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는 세상의 발생원리를 

접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교도의 경에서 사리뿟따존자가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부처님에게 배운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싸리뿟따] 
 벗이여, 세존께서는 괴로움은 연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연유로 해서 생겨나는가? 접촉을 연유로 해서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면, 세존께서 

말씀대로 설하는 것이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세존을 잘못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가르침에 일치하는 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대들의 

주장의 결론이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Aññatitthiyasuttaṃ-이교도경, 상윳따니까야 S12:24, 전재성님역) 
  
  
괴로움은 접촉을 연유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접촉을 연유로 하여 일어난다. 접촉 없이는 행복이나 고통 등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론이나 망상도 접촉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꿀과자의 경(M17)에서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의식이 



72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라 하였다. 이렇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희론하고, 희론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부처님은 디가니까야 

브라흐마잘라경(D1)에서도 “수행승들이여, 접촉이 없이 그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모든 것은 접촉에서 
  
이처럼 모든 것은 접촉에서 출발한다. 양극단을 꿰매는 역할을 하는 

갈애 역시 접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갈애가 침모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Mrp. III. 403 에 따르면, 접촉은 접촉을 통해 생겨난 자신의 존재[몸]을 

의미하고, 접촉의 발생은 자신의 존재에 이루어진 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미래의 존재를 말하고, 접촉의 소멸은 열반을 말한다. 
  
(앙굿따라니까야 6 권 254 번 각주, 전재성님) 
  
  
양극단은 접촉과 접촉의 발생이다. 이런 양극단을 이어주는 것은 

갈애이다. 그런데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라 하였다. 더 이상 접촉이 일어 

나지 않는 다는 것은 존재로서 태어남이 없다는 말이다. 바로 그 상태가 

열반이라 하였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부처님은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안다. (abhiññeyyaṃ abhijānāti, 

pariññeyyaṃ parijānāti)”라 하였다. 
  
‘곧바로 알아야 한다(abhiññeyya)’는 뜻은? 
  
부처님은 곧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무엇을 곧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일 것?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M49)’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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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앎으로 두루 알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곧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의 

집착다발, 지각의 집착다발, 형성의 집착다발, 의식의 집착다발이 

있는데, 이것들은 두루 알아야 할 것이다. 
  
(Mahāsaḷāyatanika suttaṃ - 커다란 여섯 감역에 대한 경, 맛지마니까야 

M149, 전재성님역)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즉, ‘오취온’을 

말한다. 오온에 집착하였을 때 존재로서 태어남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곧바로 알았다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닦아야 할 것이다. 또 

실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갈애이고, 닦아야 할 것은 멈춤과 통찰이고, 실현해야 할 것은 명지와 

해탈이다.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pariññeyya)’는 뜻은? 
  
부처님은 곧바로 알되 ‘완전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완전하게 안다는 말이 ‘pariññeyya’이다. 이는 ‘what should be 

known accurately’의 뜻으로 ‘철저하게 안다’는 뜻이다.  
  
곧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집착의 산물이라는 것, 즉 

오취온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완전하게 안다’ 또는 ‘철저하게 

안다’는 뜻의 pariññeyya 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이에 대하여 

PCED194 에서는 ‘S.III,26’를 들고 있다.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Katamā ca bhikkhave, pariññā: Yo bhikkhave rāgakkhayo dosakkhayo 

mohakkhayo. Ayaṃ vuccati bhikkhave pariññāti.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완전한 앎인가? 수행승들이여, 탐욕을 부수고, 

성냄을 부수고, 어리석음을 부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완전한 앎이라고 한다. 
  
(Pariññā sutta -완전한 앎의 경, 상윳따니까야 S22.23,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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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부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주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완전한 앎으로 열반을 

본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뜻의 ‘pariññeyya’는 탐진치가 부수어진 상태, 즉 열반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아서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룬다”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깨달은 자가 되려면 
  
이렇게 완전하게 알았을 때 부처님은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룬다”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열반이다. 열반을 성취한 자는 

‘깨달은 자’즉, 붓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숫따니빠따 셀라의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Abhiññeyyaṃ abhiññātaṃ,   아빈네이양 아빈냐땅. 
bhāvetabbañca bhāvitaṃ;    바웨땁반짜 바위땅. 
Pahātabbaṃ pahīnaṃ me,     빠하땁방 빠히낭 메,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따스마 붓도스미 브라흐마나.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셀라경,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2014-08-18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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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도와 십이연기의 관계는? 초기불교의 일곱가지 중도사상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전하는 뉴스에 따르면 누군가 교황에게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랑리본을 

떼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 한다. 이에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중립은 어떤 의미일까? 
  
중립(中立)이라는 말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 입장을 

지킴’을 뜻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교황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말한 

사람은 좌와 우의 이념논리에서 중간을 지키라는 말과 같다. 아마 

세월호리본을 단 사람들을 좌로 보고 달지 않은 사람을 우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황은 이런 충고를 거절 하였다. 이번 만큼은 

유족들의 고통을 들어 주겠다는 의지로 보여 준다. 이런 교황의 조치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정치권에서 중도는? 
  
중립과 유사한 말이 있다. ‘중도(中道)’이다. 흔히 중도라고 하면 

정치권용어로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중도를 표방하면 대게 

‘사쿠라’논쟁에 휘말린다. 이때 중도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간의 입장을 뜻한다. 마치 박쥐가 새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은 

것처럼, 정치권에서 중도를 표방하면 ‘기회주의자’라고 낙인 찍히기 

쉽다. 
  
구경론으로서의 중도 
  
중도라는 말은 정치용어로 알고 있지만 불자들에게는 중도라는 용어는 

매우 익숙하다. 부처님이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라 알려져 있는 초전법륜경에서도 잘 표현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Yocayāṃ kāmesu kāmasukhallikānuyogo hīno gammo pothujjaniko 

anariyo anatthasaṃhito, yo cāyaṃ attakilamathānuyogo duk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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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iyo anatthasaṃhito, ete te bhikkhave, ubho ante anupagamma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요짜양 까메수 까마수칼리까누요고 히노 감모 뽀툿자니꼬 아나리요 

아낫타상히또, 요 짜양 앗따낄라마타누요고 둑코 아나리요 

아낫타상히또, 에떼 떼 빅카웨, 우보 안떼 아누빠감마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붓다 짝쿠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땃띠.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아누라다푸라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라는 말은 ‘두 번’ 나온다. 위 문장은 앞서 나온 

중도에 대한 것이다. 그런 중도는 빠알리로 맛지마빠띠빠다(majjhim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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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ṭipadā)라 한다. Majjhimā 가 ‘middle; medium; moderate; 

central’의 뜻이고, paṭipadā 가 'Road', 'path'를 의미하므로, 이를 

합치면 한자어로 중도(中道)가 되는 것이다. 
  
위 문장은 ‘고락중도(苦樂中道)’에 대한 것이다. 극단적 쾌락과 

극단적 고행의 양극단은 성현의 가르침도 아니고 동시에 무익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서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중도를 깨달았다 (majjhimā paṭipadā 
abhisambuddhā”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빠알리어 ‘abhisambuddhā’의 의미는 abhisambujjhati 의 

과거분사(p.p)형태이다. 그래서 ‘gained the highest wisdom’라고 

번역된다. ‘최상의 지혜를 얻었다’라는 뜻이다. 이 최상의 지혜에 

대하여 경에서는 1)궁극적인 고요(upasamāya), 2)곧바른 앎(abhiññāya), 

3)올바른 깨달음(sambodhāya), 4)열반(nibbānāya)이라 하였다. 

고락중도의 길을 가면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언급된 중도는 ‘목적론’ 또는 

‘구경론’이라 볼 수 있다.  
  
방법론으로서의 중도 
  
이어지는 가르침을 보면 두 번째로 언급된 중도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tamā ca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ṅ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Ayaṃ kho sā bhikkhave, majjhimā paṭ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karaṇī ñāṇakaraṇī upasamāya 
abhiññāya sambodhāya nibbānāya saṃvattati. 
  
까따마 짜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아비삼붓다 

짝꾸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따띠: 아야메와 아리요 앗탕기꼬 막고 세이야티당: 삼마딧티 

삼마산깝뽀 삼마와짜 삼마깜만또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사띠 

삼마사마디. 아양 코 사 빅카웨, 맛지마 빠띠빠다 따타가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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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삼붓다 짝쿠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삼보다야 

닙바나야 상왓땃띠.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이 문장에서도 역시 ‘중도’가 등장한다. 이전 문장에 이어 두 번째 

이다. 그런데 고락중도에 대하여 부처님은 팔정도라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고락중도에 대하여 왜 팔정도라 하였을까? 이는 앞 문장과의 

관계로 유추 할 수 있다.  
  
이전 문장에서는 목적론 또는 구경론으로 중도가 설명되어 있다. 그와 

관련된 말이 1)궁극적인 고요(upasamāya), 2)곧바른 앎(abhiññāya), 

3)올바른 깨달음(sambodhāya), 4)열반(nibbānāya)이다. 그런데 이번 

문장에서는 팔정도의 여덟 가지 실천항목이 소개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중도의 방법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중도가 목적론 또는 구경론을 거론 하였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한 것이 ‘팔정도’라 보여진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언급한 중도는? 
  
이렇게 본다면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언급한 중도는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언급한 중도 
중  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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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론 
(목적론)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열반의 성취 

방법론 
(실천론)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팔정도 실천 

  
  

표를 보면 초전법륜경에서 중도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구경론으로 중도가 설명되었고, 이어서 방법론으로서 

중도가 설명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구경론과 

방법론 모두를 설한 것이다.  
  
성철스님의 중도론 
  
그럼에도 대승불교에서는 오로지 구경론으로서 중도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성철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중도의 목적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팔정도가 방법론(方法論)이냐 또는 

목적론(目的論). 구경론(究竟論)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구경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이지 목적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도의 근본 뜻을 망각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확실히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셨지 중도를 닦아서 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도를 바로 깨친 그 사람이 부처이므로 중도의 

내용인 팔정도는 목적론인 것입니다.  
  
(백일법문, 4 원교(圓敎)의 중도설, 성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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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목적론(구경론)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초전법륜경을 보면 분명히 목적론(열반)과 

실천론(팔정도)이 언급되어 있다.  
  
성철스님의 중도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마성스님은 

성철스님의 중도론에 대하여 “성철스님은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대승불교적 시각인데, 자칫 

잘못하면 초기불교의 실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견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성스님, 

<百日法門>에 나타난 中道思想)”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중도는 바른길을 의미하는 것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중간길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좌와 우의 

중립 또는 가운데 길을 뜻하는 중도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에 대하여 ‘바른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왜 그런가? 바른길이 있으면 바르지 

않은 길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누군가 자신의 

중도주의자라 말하였을 때 좌와 우의 중도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하여 중도에 대하여 바른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른길을 가는 자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편가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중도사상에 대하여 바른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중도사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중간길이 아니다. 그렇다고 바르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 바른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초전법륜경에서 표현 된 것처럼 목적론이고 

실천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중도라는 말은 초전법륜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빠알리니까에는 부처님의 다양한 중도사상이 있다. 

이를 전재성박사가 지은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참고하여 표를 

만들었다. 
  

  
빠알리 니까야에 표현된 다양한 중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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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  분 내    용 경전적 근거 
1 유무중도 

(有無中道) 
유(有)는 무조건적인 유일 

수가 없고, 무(無)는 

무조건적인 무일 수가 없다. 

존재인 유(有)는 현상계의 

소멸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되고 비존재인 무(無)는 

현상계의 생성원리를 

살펴보면 부정된다. 

"깟차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S12:15) 

2 자타중도 
(自他中道) 

자기원인설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결과함을 말한다. 

타자원인설은 비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원인설과 

타자원인설은 인과관계의 

선형성의 두 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존자 고따마시여,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까?" 
"깟싸빠여,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 고따마시여,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입니까?" 
"깟싸빠여,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 고따마시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합니까?" 
"깟싸빠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자 고따마시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생겨난 것입니까?” 
"깟싸빠여, 그렇지 않습니다.” 
(S12:17) 

3 단상중도 
(斷常中道) 

자기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동일성은 곧 '모든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주의(常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타자원인설에 바탕을 두는 

인과의 차별성은 곧 '모든 

것은발생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斷見)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연기법에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모두 부정된다. 

“깟싸빠여,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괴로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영원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깟싸빠여,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S12.17) 
4 일이중도 

(一異中道) 
인과의 동일론과 차별론은 

부정된다. 현상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던가 차별적이라고 

한다면, 인과성의 원리는 

성립할 수 없다. 

1)“존자 고따마여, 모든 것은 

하나입니까?” 
“바라문이여,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세 번째로 

세속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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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 고따마여, 모든 것은 

다양합니까?” 
“바라문이여, 모든 것이 

다양하다는 것도 네 번째로 

세속철학입니다. 바라문이여, 이 

양극단을 떠나서 여래는 

중도로서 가르침을 

설합니다.”(S12:48) 
  
2) “수행승이여, ‘영혼과 

육체는 서로 같다.’라는 견해가 

있다면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수행승이여,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래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난다.”(S12.35) 
5 거래중도 

(去來中道) 
어디서 오는 것(래)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거)도 아니다.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조건에 

따라 소멸되는 연기법칙에 

따른다. 
인과성에 공간적 접근성이 

수반되지 않는다. 

1) "수행승들이여, 시각(眼)이 

생길 때 어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으며,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어떤 곳에 축적되어 가지도 

않는다.”(제일의공경, 

산스크리트어본) 
  
2) “밧차여,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그 불은 이 곳에서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밧차여, 그 물음에 대하여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M72) 
6 생멸중도 

(生滅中道) 
우다나에서 생멸의 부정이 

다른 중도설에서 부정되는 양 

극단과 함께 등장하고 있어 

후대에 용수가 생멸의 부정을 

왜 팔부중도에 포함시켰는지 

추측하게 할 수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무한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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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을 여의고, 

대상(對象)을 여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Ud81) 
7 고락중도 

(苦樂中道) 
초기불교에서 연기설과 

관련된 고락중도는 다른 

중도사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일반적으로 고락중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수행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특수한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S56.11) 
(출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 전재성박사)  

 

  
빠알리니까야에서는 일곱 가지 중도가 나온다. 이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1 번항 ‘깟짜야나곳따경(S12.15)’의 유무중도(有無中道)와 

7 번항 ‘초전법륜경(S56.11)’의 고락중도(苦樂中道)일 것이다.  
  
용수의 팔부중도(八不中道)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중도사상은 용수의 ‘팔부중도(八不中道)’보다 더 

다양한 것이다. 그렇다면 용수의 팔부중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생(生)-멸(滅)-거(去)-래(來)-일(一)-이(異)-단(斷)-상(常)’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덟가지가 그릇된 망념을 일으키므로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 일체현상이 자성이 없다는 도리를 밝히고 불생, 불멸, 불거, 

불래, 불일, 불이, 부다, 불상의 팔불의 정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전재성님의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에 따르면 용수의 

팔부중도는 이미 초기경전에 실려 있는 것이다. 위 표에서 6 번항 

생멸중도가 그것이다.  
  
우다나 열반의 경(Ud8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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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6번항을 보면 우다나 ‘열반의 경(Ud81)’이 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의 게송이 있는데 이 게송의 문구가 용수의 팔부중도에 해당되는 

문구가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일불이(不一不異)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무한공간의 세계도 없고, 무한의식의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2) 불래불거(不來不去)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3) 불상부단(不常不斷)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4)불생불멸(不生不滅)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을 여의고, 대상(對象)을 여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Ud81) 
  
  
  
불일불이(不一不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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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의 불일불이(不一不異)란 무엇일까? 그것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체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다르다거나 동일하다는 집착성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우다나에서 용수의 

불일불이(不一不異)와 유사한 문구가 있다. 그것은 우다나 게송에서 

지수화풍과 사무색처에 대한 것이다. 
  
게송에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라는 말이 열반을 뜻한다. 그런 

열반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다. 

Uda.391 에 따르면 꿈속에서조차 경험 해 보지 못한 세계라 한다. 가장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부드럽고 미세하고, 사유의 영역을 뛰어넘고, 

지극히 고요하고, 현자에게만 알려지고, 지극히 미묘한 불사의 세계가 

열반이라 한다.  
  
그런데 게송에서는 지수화풍 사대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설명에 따르면 현상세계의 다양성의 부정을 뜻한다. 이는 다름 

아닌 차별성의 부정을 뜻한다. 이것이 ‘불이(不異)’이다.   
  
이어지는 게송을 보면 사무색처의 부정이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설명에 따르면 내적 본질의 자기동일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동일성의 부정’이다. 이것이 불일(不一)이다. 
  
이와 같은 불일불이는 열반의 속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다나의 게송이 용수의 불일불이(不一不異)를 말한 것이 

아니다.  
  
불래불거(不來不去) 
  
용수의 불래불거(不來不去)가 있다. 이 말은 일체중생이 무명망상으로 

윤회하여 왔다 갔다 하지만 본래 진리의 당체는 오고 가는 체성이 

아닌데,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의 현상으로 집착함을 타파 

하는 것이라 설명되어 있다. 이 불래불거에 해당되는 말이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neva āgatiṃi, na gatiṃ).”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다나의 게송이 용수의 불래불거(不來不去)를 말한 것이 

아니다.  
  
불상부단(不常不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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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의 불상부단(不常不斷)은 무엇일까? 모든 밥은 인연의 집합으로 

모이고 흩어지는고 하는데, 영원히 상주한다거나 단멸한다고 착각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타파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절이 우다나에서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na gatiṃ, na ṭhiti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다나의 게송이 용수의 불상부단(不常不斷)을 말한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不生不滅) 
  
마지막으로 용수의 불생불멸(不生不滅)은 생멸의 양극단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법의 생은 인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것이며 멸하는 

것도 인연이 다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인연의 유무에 따라 

생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생멸에 대한 착각과 집착을 고쳐 

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 불생불멸에 대한 것이 우다나에서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na cutiṃ, na upapatti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다나의 게송이 용수의 불생불멸(不生不滅)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다나의 게송에는 용수의 팔부중도에 대한 대강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용수의 팔부중도가 우다나에서 표현된 네 가지 중도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초기불교 일이중도(一異中道)사상의 예를 보면 
  
초기경전에서는 용수의 팔부중도 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부처님의 

중도사상이많다. 그런 부처님의 중도중에 4번항 

‘일이중도(一異中道)’가 있다. 그런데 용수의 불일불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No kallo pañhoti bhagavā avoca. "Katamaṃ jarāmaraṇaṃ? kassa ca 

panidaṃ jarāmaraṇanti?" Iti vā bhikkhu yo vadeyya, "aññaṃ 

jarāmaraṇaṃ aññassa ca panidaṃ jarāmaraṇanti" iti vā bhikkhu yo 
vadeyya, ubhayametaṃ ekatthaṃ. Byañjanameva nānaṃ. 

  

"Taṃ jīvaṃ, taṃ sarīranti" vā bhikkhu diṭṭhiyā sati 
brahmacariyavāso na hoti. "Aññaṃ jīvaṃ, aññaṃ sarīranti" v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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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u diṭṭhiyā sati brahmacariyavāso na hoti. Ete te bhikkhu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nti. 
  

[세존]  

  

“그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 수행승이여, ‘늙음과 죽음이란 무엇이고,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거나 수행승이여,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과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 양자는 같은 것이며 표현만 다른 것이다. 

  

수행승이여, ‘영혼과 육체는 서로 같다.’라는 견해가 있다면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수행승이여,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견해가 있어도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여래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난다. 

  

(Avijjādipaccaya desanā sutta-무명을 조건으로의 경, 상윳따니까야 

S12.35, 전재성님역) 

  

  

경에서 “그 질문은 적당하지 않다(No kallo pañho)”라 하였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질문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말한 것은 한수행승이 “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무엇이고,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자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 

본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는 수행승의 질문이 적절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늙음과 죽음이 있는가?”라고 물어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악취나는 질문  

  

왜 이와 같은 질문이 잘못 된 것일까? 그것은 영혼이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 따르면 접시 위에 

똥덩어리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황금쟁반 위에 맛있는 음식을 담은 접시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약간의 

똥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늙음과 죽음이 있는가?”라고 물어 보는 것은 

영혼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악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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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라 볼 수 있다. 마치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질문자가 유아임을 

가정하며 무아윤회론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함은 음식에 똥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악취 나는 질문이고, 동시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인 

것이다.  

  

극단적 견해를 가졌을 때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 그리고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자’에 

대하여 육체와 영혼의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늙음과 죽음은 

‘육체’,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자는 ‘영혼’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육체(물질)를 강조하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영혼(정신)을 강조하다 보면 

영원론자가 된다. 이는 ‘없다’와 ‘있다’와 같은 것이다.  

  

‘영혼과 육체를 서로 같은 것(Taṃ jīvaṃ, taṃ sarīranti)’으로 

본다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육체가 파괴되면 정신도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반대로 ‘영혼과 

육체가 서로 다른 것(Aññaṃ jīvaṃ, aññaṃ sarīranti)’으로 본다면 

영원주의자가 된다. 육체가 파괴되더라도 정신만은 죽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적 견해와 극단적인 영원주의적 견해에 

대하여 부처님은 모두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하였다.   

  

팔정도가 없는 삶 

  

그렇다면 왜 허무주의와 영원주의 견해를 가지면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rp.II.68-69 에 따르면, 여기서 청정한 삶은 여덟 가지 고귀한 

길(八正道)을 가는 삶을 말한다. ‘영혼과 신체가 같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 영혼도 단멸한다는 허무주의자의 견해를 말한다. 

허무주의자들은 고귀한 길을 통하지 않고도 윤회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귀한 길을 닦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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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과 신체가 다르다.’는 것은 신체만이 파괴되고 영혼은 새장에서 

날아가는 것 같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영원주의자의 

견해이다. 하나의 형상이라도 지속적이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고귀한 길을 닦아 윤회를 끝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고귀한 길을 

닦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윳따니까야 2 권 189 번 각주, 전재성님) 

  

  

청정한 삶을 살아 가기 위한 조건으로 팔정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허무주의자나 영원주의자들에게는 팔정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팔정도를 통하지 않고도 윤회를 끝낼 수 있다고 보는 자들이 허무주의 

자들이라 한다. 허무주의자들은 단지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본다. 이런 견해를 가졌을 때 보시의 공덕 등 인과가 무력화 

된다.  

  

영원주의자들이 팔정도를 닦지 않는 것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연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건발생하여 형성된 

것은 조건이 다하면 소멸되기 마련임에도 변치 않고 죽지도 않는 영혼이 

있다고 본다면 결코 윤회를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중도와 십이연기 

  

초기경전에서 볼 수 있는 일곱 가지 중도를 보면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양극단에 대한 중도이다. 그 양극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고락, 유무, 단상, 일이, 자타, 생멸, 거래 등이다. 

그런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원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극단에 대하여 부처님은 중도의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였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중도는 팔정도와 십이연기이다. 특히 십이연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일곱가지 중도사상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중도와 십이연기 
No 중  도 구  분 초기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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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무중도 
(有無中道) 

십이연기 
순관과 역관 

“깟짜야나여, 여래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소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깟짜야나곳따,S12.15) 

2 자타중도 
(自他中道) 

십이연기 
순관과 역관 

“깟싸빠여, 여래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소 

가르침을 설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아쩰라 깟싸빠의 경, S12.17) 

3 단상중도 
(斷常中道) 

십이연기 
순관과 역관 

“깟싸빠여, 여래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소 

가르침을 설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아쩰라 깟싸빠의 경, S12.17) 

4 일이중도 
(一異中道) 

십이연기 
순관과 역관 

  

“바라문이여, 여래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소 가르침을 설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세속철학의경 , S12.48) 

5 거래중도 
(去來中道) 

    

6 생멸중도 
(生滅中道) 

    

7 고락중도 
(苦樂中道) 

팔정도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초전법륜경, S56.11) 

  

  

표를 보면 중도사상은 십이연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무, 자타, 단상, 일이 중도의 경우 양극단을 설명하고 난 다음 반드시 

조건발생에 따른 십이연기정형구가 삽입 되어 있다. 고락중도로 

설명되는 초전법륜경(S56.11)에서는 십이연기정형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팔정도 정형구가 소개 되어 있다.  

  

중도에서 십이연기를 설한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부처님은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십이연기를 

말씀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정신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허무주의적 견해는 

연기의 순관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뒤이어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면 

거짓이 된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무관하게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보는 영원주의적 견해는 연기의 역관에 따르면 조건에 따라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 무너진다. 이처럼 양극단이 모순이고 거짓임은 

연기법으로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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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양극단에 대한 중도로서 십이연기를 설한 두 번째 이유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설명할 때 십이연기의 순관 뿐만 아니라 역관도 함께 설하고 있다. 

연기의 역관으로 관찰해야 열반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양극단에 대한 중도로서 십이연기를 설한 세 번째 이유는 

‘단멸론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 보여진다. 부처님 당시 

외도들은 열반을 설하는 부처님을 단멸론자로 오해 하였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십이연기 순관과 역관을 함께 설한 것이라고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목적론(열반)과 실천론(팔정도)으로서의 중도라 

볼 수 있다. 이는 초전법륜경(S56.11)에서 확인 된다. 그런데 

초전법륜경 외에도 니까야에는 다양한 중도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일곱 가지로 정리 된다. 이런 중도사상은 용수의 팔부중도와 다른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중도사상을 설하면서 대부분 십이연기를 함께 

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십이연기를 설한 이유로서 세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단멸론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견해는 주석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다. 

  

  

  

2014-08-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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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버섯구름형 인구피라미드를 보고 
  
  
  
매일 그 날이 그날 같지만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이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 

또 내일이 어제 같은 매일 동일한 생활패턴이 반복된다. 물론 여기서 

내일이 어제 같다라는 말은 어법상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 생활패턴을 말하기 위함이다. 
  
매일 동일한 생활패턴이 반복 되지만 그다지 지루하지는 않다. 만일 똑 

같은 영화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싫증날 것이다. 그런데 

10 번 보여 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고문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100 번 보여준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지 모른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라도 두 번 이상 보면 보기 싫어 진다. 왜 

그럴까? 영화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 만들어진 영화는 언제 

어디서 보아도 똑 같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매일 똑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삶은 왜 지루하지 않을까? 이에 대하여 ‘지겨움과 권태 

허무에 빠질 겨를이 없는, 니체의 영원회귀와 순환적시간관(2010-02-

23)’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가 있다. 동국대 김종욱교수의 

불교 tv 사이트 강좌를 듣고 녹취한 것이다. 
  
굴렁쇠굴리기 
  
김종욱교수에 따르면 인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순환적시간관’을 갖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일상은 고정된 채로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해 감을 말한다. 이를 

굴렁쇠굴리기로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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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p and Hook 

  
  
굴렁쇠 그 자체는 원형이다. 마치 영화필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삶은 

마치 굴렁쇠가 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면 

굴렁쇠가 돌면서 앞으로 나아 가듯이 매일 동일한 패턴의 삶 역시 

미세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 또 

내일이 어제 같은 매일 동일한 생활패턴이 반복되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루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순환적시간관’이라 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뜬다. 눈을 뜨자 마자 그날 해야 할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인다. 일터로 달려 가서 일하다 보면 어는덧 

점심시간이다. 오후일을 끝내고 나면 어둑해 진다. 이렇게 눈을 떠서 

잠들기 까지 매번 똑 같은 패턴이 반복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간다. 뜨거운 열대야의 밤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올 때 계절이 바뀌어 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면 또 다른 계절을 맞게 된다. 그러나 하는 일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 년이 가고, 10 년이 감에 따라 어느 순간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번 뒤돌아 보게 된다.  
  
사람들은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아 간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두 

‘돈벌기선수’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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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렇게 10 년, 20 년, 30 년 살다 보니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10 년, 20 년, 30 년 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다양한 인구피라미드 
  
오로지 돈벌기선수가 되어 살다 보면 옆을 돌아 볼 시간도 뒤돌아 볼 

시간도 별로 없다. 오로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모으고 또 모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100 만불 정도는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그런 미래는 

장미빛일까? 
  
최근 오마이 tv에서 유시민님의 영상강의를 보았다. 

조계종불학연구소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제목은 ‘유시민 특강 '한국사회의 

현실과 국가의 역할' 전체보기’이다. 정치인에서 작가로 변신한 유시민님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이다. 강좌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 그것은 

‘인구피라미드’에 대한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지리시간에 인구피라미드를 본적이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표에 따르면 연령대별 인구가 마치 피라미드처럼 

분포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피라미드형뿐만 아니라 ‘종형’ 

‘항아리형’ 등 다양한 형식의 분포도를 볼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말한다. 
  

  

 
  

다양한 인구피라미드(통계청) 
  

  
통계청 사이트에서 제공된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 

보았던 그대로이다.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표주박형 

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마 ‘종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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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형’도 있다. 종형에서 변형 된 것이다. 중간연령층이 볼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진국형이다. 아이를 덜 낳다 보니 낮은 연령대가 

푹 들어가 있다. 나머지 별형이나 표주박형은 전쟁 등 특수한 환경에 

따른 것이다. 
  
기괴한 형태의 인구피라미드 
  
유시민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격적인 인구피라미드가 발표 

되었다.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는 괴이한 형태의 인구피라미드이다. 

2060 년도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형태라 한다. 스크린캡쳐한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60 년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도 

  
  
2060 년도 연령대별인구분포도이다. 지금으로부터 46 년 후에 발생할 

일이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기괴한 모습이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듯 하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2060 년도의 인구에서 80 세가 가장 많다. 80 세라면 

오래 전에 은퇴하여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다. 모아 놓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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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나이이다. 더구나 늙어 감에 따라 각종 병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나이이다. 
  
그림에서 60 세 이상 80 세까지 피크를 이룬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 대와 40 대는 60-80 대와 비교하여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더 

비관적인 것은 20 대 이하 이다. 20 대이하의 인구는 60-80 대와 비교하여 

1/3 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2060 년도는 초고령화사회이다.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층이 급감한 모습이다. 그래서 

기괴한 그림이 만들어 진 것이다.  
  
2060 년도의 기괴한 인구피라미드에 대하여 유시민님은 “어디서 본듯한 

익숙한 그림이지요?”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버섯구름’이다.  
  
버섯구름이란? 
  
버섯구름이 있다. 사전에 따르면 ‘핵폭탄이 터진 직후에 생기는 버섯 

모양의 거대한 구름’이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를 ‘atomic 

cloud’또는 ‘Mushroom cloud’ 라 한다. 1945 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Mushroom cloud 
1945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사진: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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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이 터지면 버섯모양을 한다. 구름의 상층부가 버섯의 

머리부분에 해당되고 그룸의 하층부는 버섯의 줄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치 버섯이 핀 것처럼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것이 

버섯구름이다. 
  
버섯구름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만 보는 것은 아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도 버섯구름을 볼 수 있다.  
  

  
  

  

 
  

화산폭발 
사진: 위키백과 

  
  
화산이 폭발할 때 거대한 버섯구름을 만든다. 상층부가 넓고 하층부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버섯구름은 핵폭발이나 화산폭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이 

났을 때도 볼 수 있다. 거대한 산불이나 큰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도 

버섯구름 형태의 구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버섯구름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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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인구피라미드는? 
  
이 시대의 인구피라미드는 어떤 모양일까? 통계청사이트에서 제공된 

그림을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0 년 인구 피라미드 
  

  
인구피라미드 그림을 보면 더 이상 피라미드형태가 아니다. 종형도 

항아리형도 아니다. 중간이 늘어나 있는 마름모꼴이라 볼 수 있다.  
  
마름모꼴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어디일까? 놀랍게도 40 대와 50 대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50 대의 경우 거의 90 만명 가량이다. 그러나 10 살 

이하의 인구구성비를 보면 약 45 만명 가량으로 40-50 대와 비교하여 

거의 ‘반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기형적인 인구구성비가 불과 

삼사십년만 지나면 버섯구름형태를 띨 것이라 한다. 
  
폭발을 상징하는 버섯구름 
  
버섯구름은 ‘핵폭발’을 상징한다. 또 ‘화산폭발’의 모습이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인구구성은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화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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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것처럼 결국 폭발하고 말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미래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미래에는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인당 둘 또는 

셋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것이기 때문이다.  
  
인구피라미드의 극적인 변화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1960 년대부터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인구피라미드 추이 

  
  
표를 보면 1960 년도의 연령대별 인구성비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이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것은 베이비붐의 영향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 년부터 1964 년까지를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세대로 본다. 

1960 년의 경우 베이비붐시대의 중간에 위치 해 있으므로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 년 후인 1970 년이 

되면 종형으로 바뀌고, 1980 년이 되면 항아리형으로, 그리고 2014 년 

현재 마름모꼴로 변화 되었다.  
  
이런 기형적인 연령대별 구성비는 1960 년으년부터 백년이 되는 해인 

2060 년이 되면 마치 원자폭탄이 폭발하듯이 화산이 분출하듯이 

버섯구름모양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2060 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사실상 

‘재앙’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종말론을 암시 하는 듯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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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제행무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태어나서 늙어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 

아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애써 피하려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눈이나 귀 등 오감으로 즐길거리를 끊임 없이 찾는지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국 익은 과일처럼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에 

처합니다.(stn576)”라 하였고, 또 “옹기장이가 빚어낸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stn577)”라 하였다. 한번 형성된 것은 

결국 파괴로 끝남을 말한다. 이런 원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된다.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유일신교이다. 하나의 원인으로 이 세상이 

시작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론이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론에 기반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조론이 있다면 당연히 종말론이 있어야 

한다. 유일신교에서도 역시 종말론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게 마련이다.  
  
미래의 인구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마치 종말론이 연상된다. 핵폭발로 

모든 것이 파괴 되어 버리듯이 버섯구름 모양의 인구피라미드는 

종말론을 암시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종말론은 유일신교에만 있는 

것일까?  
  
불교의 종말론 
  
불교에도 종말론이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일곱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A7.66)’에 따르면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다. 
  
뜨거운 여름날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른다. 그래서 단 한시간만이라도 

태양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타고 만다. 그런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일곱개의 태양이 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 되어 있다.  
  
  
Hoti kho so bhikkhave, samayo yaṃ kadāci karahaci dighassa addhuno 

accayena sattamo suriyo pātubhavati. sattamassa bhikkhave suriyassa 

pātubhāvā ayañca mahāpaṭhavī sineru ca pabbatarājā ādipp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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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jalanti, ekajālā bhavanti. Imissā ca bhikkhave, mahāpaṭhaviyā 
sinerussa ca pabbatarājassa jhāyamānānaṃ ḍayhamānānaṃ aggi vātena 

khittā yāva brahmalokāpi gacchanti. 5 
  
Sinerussa ca bhikkhave, pabbatarājassa jhāyamānassa ḍayhamānassa 
vinassamānassa mahatā tejokhandhena abhibhūtassa yojanasatikānipi 

kūṭāni palujjanti, dviyojanasatikānipi kūṭāni palujjanti, 
tiyojanasatikānipi kūṭāni palujjanti, catuyojanasatikānipi kūṭāni 
palujjanti, pañcayojanasatikānipi kuṭāni palujjanti. 
  
Imissā ca bhikkhave, mahāpaṭhaviyā sinerussa ca pabbatarājassa 
jhāyamānānaṃ ḍayhamānānaṃ neva chārikā paññāyati1 na masī 

seyyathāpi bhikkhave, sappissa vā telassa vā jhāyamānassa ḍayhamānassa neva chārikā paññāyati na masi, evameva kho bhikkhave, 
imissā ca mahā paṭhaviyā sinerussa ca pabbatarājassa jhāyamānānaṃ ḍayhamānānaṃ neva chārikā paññāyati na masī. 
  
  
수행승들이여, 그런데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언젠가 한번은 일곱 번째의 

태양이 나타나는 때가 닥친다. 수행승들이여, 일곱 번째의 태양이 

나타나면, 이 대지는 산의 제왕 수미산과 더불어 불이 붙고, 

불타오르고, 온통 불꽃에 휩싸인다.  
  
수행승들이여, 이 대지가 산의 제왕 수미산과 더불어 불이 붙고, 

불타오르고, 연소되면서 불꽃이 바람에 날려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도달한다. 수행승들이여, 산의 제왕 수미산과 더불어 불이 붙고, 

불타오르고, 연소되고 파괴되면서 커다란 불더미에 제압되어 백 요자나 

크기의 봉우리도 괴멸되고, 이백 요자나 크기의 봉우리도 괴멸되고, 

삼백 요자나 크기의 봉우리도 괴멸되고, 사백 요자나 크기의 봉우리도 

괴멸되고, 오백 요자나 크기의 봉우리도 괴멸된다.  
  
수행승들이여, 이 산의 제왕 수미산이 불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버터나 참기름이 

불이 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듯, 수행승들이여, 

이 산의 제왕인 불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는다. 
  
(Sattasuriyuggamana sutta -일곱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6,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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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하늘에 일곱개의 태양이 떠 오르면 우주가 파괴된다고 

하였다. 그 범위가 “하느님의 세계에 까지 도달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느님의 세계는 ‘brahmalokā’를 말한다. ‘범천’이라고 

한다. 이는 ‘색계초선천’이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이 오면 

색계초선천까지 파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괴 되는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버터나 참기름이 불이 타서 연소되면, 결코 재나 

검댕이를 남기지 않듯”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완전히 파괴 되어 

‘무(無)’가 됨을 뜻한다.  
  
왜 겁화(劫火)가 일어날까? 
  
그런데 청정도론에 따르면 우주는 주기적으로 파괴된다고 하였다. 

그것도 ‘일겁’마다 파괴 된다고 하였다. 이를 ‘겁화(劫火)’라 한다. 

겁화는 세계가 파멸될 때 일어나는 큰 불을 뜻한다. 그런데 겁화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겁마다 우주가 생성되었다가 파괴 

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겁화가 일아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Kiṃkāraṇā evaṃ loko vinassati? Akusalamūlakāraṇā. Akusalamūlesu hi 
ussannesu evaṃ loko vinassati. So ca kho rāge ussannatare agginā 

vinassati. Dose ussannatare udakena vinassati. Keci pana dose 

ussannatare agginā. Rāge ussannatare udakenāti vadanti. Mohe 

ussannatare vātena vinassati. Evaṃ vinassantopi ca nirantarameva 

sattavāre agginā vinassati. Aṭṭhame vāre udakena. Puna sattavāre 
agginā. Aṭṭhame vāre udakenāti evaṃ aṭṭhame aṭṭhame vāre vinassanto 
sattakkhattuṃ udakena vinassitvā puna sattavāre agginā nassati. 

Ettāvatā tesaṭṭhi kappā atītā honti. Etthantare udakena 
nassanavāraṃ sampattampi paṭibāhitvā laddhokāso vāto 
paripuṇṇacatusaṭṭhikappāyuke subhakiṇhe viddhaṃsento lokaṃ 

vināseti.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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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reason for the world’s destruction in this way? The 

[three] roots of the unprofitable are the reason. When any one of 

the roots of the unprofitable becomes conspicuous, the world is 

destroyed accordingly. When greed is more conspicuous, it is 

destroyed by fire. When hate is more conspicuous, it is destroyed 

by water—though some say that it is destroyed by fire when hate is 

more conspicuous and by water when greed is more conspicuous. And 

when delusion is more conspicuous, it is destroyed by wind. 
  
(영역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세계가 파괴되는가? [세 가지]해로움의 뿌리 

때문이다. 해로운 뿌리들이 치성할 때 이와 같이 세계는 파괴된다. 

탐욕이 치성할 때 그것은 불로 인해 파괴된다. 성냄이 치성할 때 그것은 

물로 인해 파괴된다. –어떤 자들은 성냄이 치성할 때 불로 파괴되고, 

탐욕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 된다고 주장한다.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그것은 바람으로 인해 파괴된다.  
  
(청정도론 13 장 64 절, 대림스님역) 
  
  
청정도론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겁화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탐진치 3 독을 

들고 있다. 그래서 “탐욕이 극에 달하면 불로서 세계가 파괴 된다(So 

ca kho rāge ussannatare agginā vinassati)”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겁화가 일어나는 원인 

원인 수 단 파괴범위 
탐욕(Dosa)이 극에 달하였을 

때 
불(aggi) 색계초선천까지 

성냄(Rāga)이 극에 달하였을 

때 
물(udaka) 색계 2선천까지 

어리석음(Moha)이 극에 

달하였을 때 
바람(vāta) 색계 3선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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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였을 때 세계가 파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람이다. 이는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색계 3 선천까지 모조리 파괴 된다. 
  
만일 핵을 보유한 지도자가 핵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핵전쟁이 일어나 모조리 파괴 될 것이다. 만일 

지도자가 격노하여 핵폭탄 단추를 누르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역시 

모조리 파괴 될 것이다. 또 지혜가 무지하여 어리석다면 어떻게 될까? 

더욱 더 많이 파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가 파괴 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성냄에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였을 때임을 알 수 있다. 
  
삼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겁화는 피할 수 없다. 마치 유일신교에서 창조론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론이 있듯이 이 세상이 생겨 났다면 반드시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파괴가 ‘엔트로피법칙’에서처럼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하여 ‘열평형상태’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겁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어서 세상은 주기적으로 파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겁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Evaṃ aniccā bhikkhave saṅkhārā, evaṃ addhuvā bhikkhave saṅkhārā, 
evaṃ anassāsikā bhikkhave, saṅkhārā. Yāvañcidaṃ bhikkhave alameva 

sabbasaṅkhāresu nibbindituṃ, alaṃ virajjituṃ, alaṃ vimuccituṃ.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견고하지 않고, 수행승들이여, 형성된 것들은 

불안정하다. 수행승들이여, 그러한 한, 일체의 형성된 것들에서 

싫어하여 떠나야 하며, 사라져야 하며, 해탈해야 한다. 
(Sattasuriyuggamana sutta -일곱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7:66, 전재성님역) 
  
  
가르침에 따르면 현상이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저 산의 바위가 견고 해 보이지만 수 억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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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 자리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듯이 우주 또한 결코 견고 

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 경에 따르면 

‘견해를 갖춘 사람(diṭṭhapada)’이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흐름에 

든 님’,  즉 ‘예류자’를 말한다. 예류자가 되면 일곱생 이내에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류자가 되기 이전에는 삼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다면 

삼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가르침을 실천하여 해탈과 

열반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형성된 것들에서 

싫어하여 떠나야 하며, 사라져야 하며, 해탈해야 한다.(sabbasaṅkhāresu 
nibbindituṃ, alaṃ virajjituṃ, alaṃ vimuccituṃ)”라 하였다. 

예류자가 되면 그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삼계로부터 해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앞으로 46 년 후면 2060 년이 된다. 이때 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에 따르면 100 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반드시 

그런 같지는 않다.  

  

최근 EBS 에서 EIDF 즉,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방영되고 있다. 대부분 

방송들이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프로임에 반하여 EIDF 에서는 

사람들이 애써 피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치매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늙어 간다는 것은 고통이다. 특히 치매환자가 그렇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기억이 하나씩 지워지다 마침내 자기자신도 몰라 보게 

되었을 때 매우 비극적이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는 점차 늘어 가는 

추세라 한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치매환자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치매환자 이야기를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아무런 해놓은 일이 없이 나이만 먹은 노인을 보면 늙어 노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고통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 하신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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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S56.11)”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그렇다면 늙기 전에 치매로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신이 온전할 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Upanīyati jīvitamappamāyu  

jarūpanītassa na santi tāṇā, 
Etaṃ bhayaṃ maraṇe pekkhamāno  
lokāmisaṃ pajahe santipekkhoti. 

  

삶은 덧없고 목숨은 짧으니, 

늙음을 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쉴 곳이 없네.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상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 (S2.19) 

  

  

‘삶은 덧없다(Upanīyati)’고 하였다. 이는 휩쓸려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is brought up to; is carried away.’라고 표현 된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세월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S1.4)”라 하였다.  

  

청춘이라는 시기가 있는데 누구나 한번쯤 거쳐 간다. 대학을 예로 

든다면 연령대가 20 대초중반이다. 그래서 대학은 항상 활기로 넘쳐 

난다. 매년 20 세의 되는 젊은이가 들어오고 또 매년 그 만한 숫자가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젊음이 유지된다. 그러나 한 때 

뿐이다. 누구나 20 대를 향유하지만 그 시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라 하였다.  

  

그런데 청춘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30 대도 우리를 버리고 

40 대도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은 차츰 우리를 버리게 

된다. 그래서 늙고 병든 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렇다고 젊은 시절에 돈을 벌어 놓은 것도, 학문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도, 도를 닦아 깨달은 것도 없다. 그저 마른 호수에 날게 부러진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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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와 같은 신세가 된다. 또 쏘아져 버려진 화살 같은 존재가 

노인이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기 전에, 늙어 노인이 되기 전에, 치매로 기억이 

상실이 되기 전에 해야 할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게송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세상의 자양을 

버리고 고요함을 원하리.”라 하였다. 지혜를 가진 자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고요함, 즉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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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자와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 
  
  
  
왜 모두 얼굴이 다를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다. 쌍둥이라고 하여도 자세히 보면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당연히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얼굴을 다르게 태어나듯이 성향 또한 모두 

다르게 형성된다. 이에 대하여 ‘업의 작용’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업의 

작용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Kammasakkā māṇava, sattā kammadāyādā kammayoni kammabandhu 
kammapaṭisaraṇā. Kammaṃ satte vibhajati yadidaṃ hīnappaṇītatāyāti.  
  
뭇삶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M135) 
  
  
업은 ‘행위(Action)’를 말한다. 이를 빠알리어로 깜마(kamma)라 한다. 

행위에 의하여 농부도 되고 기술자가 되듯이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서 경에서는 업을 소유하는 자, 상속하는 자, 

친지로 하는 자, 의지처로 하는 자라 하였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Kammaṃ satte vibhajati yadidaṃ 

hīnappaṇītatāyāti.)”라 하였다. 이 말은 바라문청년 수바가 

부처님에게 “존자 고따마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Ko nu kho 

gotama hetu ko paccayo, yena manussānaṃ yeva sataṃ 

manussabhūtānaṃ dissanti hinappaṇītatāni., M135)”라고 물어 본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본다면 빈부귀천 등이 생겨 나는 이유가 

업의 작용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업의 따라 얼굴이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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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 되는 것에 대하여 ‘세속적인 정견’이라 한다. 

이를 한자어로 ‘업자성정견’이라 한다.  
  
“생긴 대로 논다” “꼴값한다” 
  
흔히 “생긴 대로 논다”거나 “꼴값한다”라고 말한다. 얼굴이 생긴 

대로 성향 또한 따라간다는 말이다. 특히 꼴값이라 하였을 때 이는 

얼굴값을 말한다.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성향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생긴 모습이 평생 가듯이 성향 또한 평생 간다는 것이다. 얼굴이 

도중에 바뀌지 않듯이 성향 역시 도중에 바뀌지 않고 평생 가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형성된 얼굴과 성향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한번 형성된 성향은 
  
한번 형성된 성향은 고쳐지기 힘들다. 마음을 다 잡았느니 새사람이 

되었느니 개과천선하였느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 그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한번 형성된 성향이 바뀐다는 것은 도중에 

얼굴이 바뀌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 성향은 전적으로 

행위에 대한 산물이다. 이전에 자신이 지은 행위가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천하게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은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둔하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한다는 것 
  
천차만별의 세계에서 나의 마음과 똑 같은 마음을 갖는 자를 보기 

힘들다. 그러나 나 보다 우월한 자가 있고 동등한 자가 있고 열등한 

자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가급적 나 보다 낫거나 동등한 

사람을 사귀라고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리석은 자를 

교화하여 나의 수준에 맞추어야 할까? 만일 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법구경에 따르면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 하리라.(dhp61)”라 하였다. 여기서 길은 도를 닦는데 

있어서 길도 될 수 있으나 인생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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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길을 가는데 있어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견해에 파묻혀 

산다. 그래서일까 초기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은 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견해는 ‘삿된견해’이기 쉽다. 

예를 들어 영원주의나 허무주의적 견해를 말한다.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철저하게 자아를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유아견’에 바탕을 둔다. 몸과 마음에 대하여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다. 그렇다고 모두 자신의 

뜻대로 될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 낼 것이다. 이것이 

‘성냄’이다. 좋으면 끌어 당기고 싫으면 밀쳐 낸다. 이런 행위 자체가 

업으로서 태어남을 가져 오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본다. 이처럼 

세상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 간다.  
  
탐진치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사람들은 탐진치로 살아간다. 이런 세상에서 부처님가르침이 얼마나 

먹혀 들어 갈까? 그래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고 나서 망설였다. 이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S6.1)”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법은 ‘지혜 있는 자’들 즉,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힘들것이라 본 것이다.  
  
부처님은 어렵게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그것은 나에게 피곤이 되고 나에게 

곤란이 될 것이다.(S6.1)”라 하신 것이다. 유아견에 사로 잡혀 

탐진치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쇠 귀에 

경읽기’이고 ‘마이동풍’이라 피곤할 것이라  본 것이다.  
  
법을 설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럼에도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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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asā kho bhagavā buddhacakkhunā lokaṃ volokento satte 

apparajakkhe mahā rajakkhe tikkhindriye mudindriye svākāre dvākāre 

suviññāpaye duviññāpaye appekacce paralokavajjabhayadassāvino 

viharante  
  
그때 세존께서는 깨달은 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밖에 

오염되지 않은 뭇삶, 많이 오염된 뭇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추한 모습의 뭇삶, 

가르치기 쉬운 뭇삶, 가르치기 어려운 뭇삶, 그리고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뭇삶들을 보았다. 
  
(Brahmāyācanasutta-하느님의 청원에 대한 경, 상윳따니까야 S6.1, 

전재성님역)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군상들이 있다. 속된 말로 어떤 

인간군상은 부자이고 또 어떤 인간군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이밖에도 

외모와 성향으로도 인간들이 구별된다. 그런데 경에서는 정신적인 능력, 

외모, 학습능 등 다양하다. 이런 분류방식은 모두 업에 따른 것이다. 

맛지마니까에서 “업이 뭇삶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M135)”라 하였는데, 외모나 능력 역시 업이 차별화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일관성을 갖는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군가는 알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그것은 업에 따라 받아 들이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청련화와 홍련화, 백련화의 

비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표를 만들어 보면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중에 잠겨 있는 

(수중에서 자람) 
수면에 나와 있는 
(수면에 걸쳐 

있음) 

수면을 벗어난 
(물에 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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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많이 오염된 뭇삶 조금 밖에 

오염되지 않은 

뭇삶 

  

근기   둔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 
선행상 추한 모습의 뭇삶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 
학습능력 가르치기 어려운 

뭇삶 
  가르치기 쉬운 

뭇삶 
죄악 내세와 죄악을 

두려워하는 무리의 

뭇삶 

    

  
  
  

  
  
  

  

연꽃 중에 수련이 있다. 주로 물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어떤 꽃을 보면 

수면에 걸쳐 있는 것도 있고 수면 밖으로 완전히 나와 물에 젖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아직 피지 않았다면 물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요염도, 감각능력 등으로 구분 하였을 때 이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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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연기법’이 

그렇다. 이는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idaṃ ṭhānaṃ 

yadidaṃ idappaccayatā paṭiccasamuppādo, S6.1)”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설법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어 

  

첫 번째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뭇삶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sattesu ca kāruññataṃ paṭicca, 
S6.1)”라고 표현 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뭇삶은 satta 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생이라 한다. 그리고 자비심은 kāruñña 

(compassion)에 대한 번역어인데 ‘연민’의 뜻이다.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어 법을 설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불쌍하게 보았을까?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아견에 따라 탐진치로 살아 갈 때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은 결국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윤회를 

종식시켜 주는 가르침을 펴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누군가는 알아 들을 수 있다고 보아서 

  

두 번째는 누군가 알아 들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법을 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보았을 때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보았다. 1)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tikkhindriye), 2)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svākāre), 3) 가르치기 쉬운 뭇삶(suviññāpaye)을 말한다.  

  

첫 번째로, 예리한 감각능력을 지닌 뭇삶이란 무엇을 말할까? 이에 대한 

빠알리어가 tikkhindriya 이다. 이는 

‘tikkhi(sharp)+indriya(faculty)’의 결합어이다. 이는 감각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기 보다 감각능력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깝다. 눈, 귀, 코 등 다섯 가지 감각능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 단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근기가]높은 사람’이라 

번역하였다. 상근기의 수행자는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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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의 뭇삶’이라 번역된 ‘svākāra’는 

‘being of good disposition, 善行相’의 뜻이다.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라기 보다 ‘선행을 많이 하여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선행상(善行相)’이라 하였다. 이 단어와 관련하여 

초불연에서는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번역 되어 있다.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선행과 공덕을 많이 쌓은 자는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자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 쉬운 뭇삶이다. 이는 빠알리어 

‘suviññāpaye’번역어이다. 이는 ‘su (well) +viññāpaya(accessible to 
instruction)’의 뜻이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를 말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양가집 자제나 타고난 학습능력이 있는 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된 자들은 근기가 

뛰어나고 선량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가르침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어떤 무리의 청련화, 홍련화, 백련화는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을 벗어나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S6.1)”이라고 묘사 되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로지 현자들만이 

  

부처님이 설법한다고 하여 누구나 가르침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르침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만이 가능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왜 그럴까? 

이는 경에서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paṇḍitavedanīyo, 
S6.1)”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paṇḍitavedanīya 는 

‘paṇḍita(현자)+vedanīya(받아들여지는)’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준비 된 자가 아니면 이해 

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펼치기를 주저한 

것이다.  

  

이처럼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가르침이다. 그런데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흐름을 거슬로 



115 

 

올라가야(Paṭisotagāmiṃ)”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흐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흐름이다.  

  

세상의 흐름은 오욕락의 추구이다. 오감에 따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삶이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삶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식욕과 

성욕이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면 안락욕, 재물욕, 명예욕을 추구한다. 

이것이 세상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이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면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간다고 하였다.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자 

  

앙굿따라니까야에 따르면 흐름에는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세상의 흐름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anusotagāmī puggal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kāme ca paṭisevati, pāpañca kammaṃ karoti, ayaṃ vuccati 

bhikkhave anusotagāmī puggalo.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따라 내려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져서 악한 

업을 저지르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에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Anusotasutta-흐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5, 전재성님역) 

  

  

흐름을 따라 내려 가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을 말한다. 강의 폭류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아래로 휩쓸려 떠 내려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게 오욕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는 것(kāme ca paṭisevati)”이라 하였다. 또 “악업을 

저지르는 것(pāpañca kammaṃ karoti” 이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탐진치로 살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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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Katamo ca bhikkhave paṭisotagāmī puggalo?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kāme na paṭisevati, pāpañca kammaṃ na karoti, sahāpi 

dukkhena sahāpi domanassena assumukho'pi rudamāno paripuṇṇa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 carati. Ayaṃ vuccati bhikkhave 

paṭisotagāmī puggalo. 
  

“수행승들이여,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를 두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Anusotasutta-흐름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5, 전재성님역)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TV 에서 자연다큐프로를 보면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 강을 올라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 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강둑을 올라가기 위하여 온몸을 

솟구치기 까지 한다. 거센물살을 거슬러 마침내 자신이 부화한 곳에 

이르렀을 때 기진맥진해 진다. 이 때 알을 낳고 최후를 마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세상을 거슬러 갔을 때 “완전한 청정한 

삶을 실천 하는 것(paripuṇṇaṃ parisuddhaṃ brahmacariyaṃ)”이라 

하였다. 여기서 청정한 삶이라 번역된 빠알리어가 

‘브라흐마짜리야(brahmacariya)’이다. 이말은 ‘religious life; 

complete chastity’의 뜻으로 한자어로 ‘범행(梵行)’이라 번역된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흐름의 경(A4.5)’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소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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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네 종류의 사람 내     용 비  고 
1 흐름을 따라 내려 가는 

사람 
anusotagāmī puggalo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진 자 
-악행을 일삼는 자 

범부 

2 흐름을 거슬러 올라 가는 

사람 
paṭisotagāmī puggalo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빠지지 않은자 
-악한 업을 저지르지 

않는자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자 

예류자 

3 확립되어 서 있는 사람 ṭhitatto puggalo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부순 불환자 
불환자 

4 피안에 서 있는 거룩한 

사람 
puggalo tiṇṇo pāragato 
thale tiṭṭhati brāhmaṇo 

번뇌를 완전히 부순자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이룬자 

아라한 

  

  

  

표를 보면 1 번항은 일반사람을 말한다. 세상의 흐름대로 오욕락과 

탐진치로 살아 가는 범부를 말한다. 2 번항의 경우 범부와 달리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는 사람을 말한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흐름에 든자 

즉, 예류자라 볼 수 있다. 3 번항은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 즉, 

유신견과 회의적 의심과 계금취견,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된 

불환자를 뜻한다.  

  

4 번항은 아라한에 해당된다.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마저 소멸되어 

번뇌가 다한 자이다. 이는 청정한 삶이 실현 되었음을 뜻한다. 번뇌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청정한 삶이 실현 

되는 순간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된다. 이를 ‘아라한선언’이라 한다. 이는 수행의 완성이고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피안에 도달하여 땅위에 서 있는 

거룩한 사람(puggalo tiṇṇo pāragato thale tiṭṭhati brāhmaṇo)”라고 

표현 하였다.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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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간다. 세상사람들이 

오욕락을 추구하며 탐진치로 살아 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거꾸로 살아 간다. 그래서 탐진치를 소멸하는 삶, 청정한 

삶을 살아 간다. 그래서일까 빅쿠들은 일반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머리를 깍고 분소의를 입고 

탁발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야 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철저하게 거꾸로 살아 갈 때 

가르침은 완성된다. 그렇다면 재가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할까? 그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 

가면 된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스런상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계준수와 십선행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탐진치의 흐름에 

저항하는 삶이다.   

  

  

  

2014-08-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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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한 맺힌 자에게 “삽베삿따바완뚜수키땃따”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꽉 막힐 때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려야 하나 기어가다시피 할 때 운전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대부분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정체 끝에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속으로 달린다. 

그렇다면 왜 정체가 일어났을까?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러시아워가 아닌 때 

막히는 경우 사고가 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도 없는데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흐름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도로는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가 그렀다. 그래서 과속을 

제한 하기도 하지만 저속도 제한한다. 누군가 매우 저속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 방해는 

뒤따라 오는 차에 영향을 준다. 차츰차츰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처음 

브레이크를 밟은 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아주 

먼거리 있는 사람들은 차가 밀릴 때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모른 채 

교통체증이 풀리기만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흐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 케이스가 있다.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경주하는 

차들이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서로 경쟁이 붙어 차선을 바꾸어 

달릴 경우 뒤이어 오는 차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맹이를 던지면 파문이 파문을 일으켜 멀리 퍼져 가듯이 누군가 

성냄으로 운전하였을 때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삶에서도 볼 수 있다. 
  
호수에 파문이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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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이 화를 내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회사분위기는 

얼어 붙고 분위기는 냉냉해진다. 매스컴에서는 종종 대통령이 

격노하였다는 말을 전한다. 이럴 경우 공직사회는 경직 된다. 심지어 

공포심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격노 하였다고 하여 

내가 하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요즘 대부분 연결 되어 있다. 가정이나 

직장, 일터등 어느 곳이든지 네트워크가 깔려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극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심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비록 직접적인 

대면이 없을지라도 글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시대에 누군가의 글을 보고 자극 

받을 수 있다. 자극 받는 다는 것은 나의 감정상태가 변화 하였음을 

말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의 글에 자극 받아 감정변화를 일으켜 

생활의 리듬이 깨졌다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는 것과 같고,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이 이는 것과 같다.  
  
공기를 통해서도 가능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이웃의 감정변화에 

자신의 감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본다. 

한사람이 화를 냈을 때 그 화가 공기를 타고 전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저주’를 하였을 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본다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저주가 있다면 이와 반대 되는 개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애이다. 

성냄을 뿌리로 하는 저주가 상대방에게 원망의 마음과 해꼬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면 반대로 자애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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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내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된다.  
  
삽베삿따바완뚜수키땃따(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초기경전에서는 자애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온다. 사부니까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경전이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자애경(Sn1.8)’이다.  
  
자애경에서 키워드는 “모든 님들은 행복해지이다(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 stn145)”라는 말일 것이다. 이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라고 바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라 하였을 때 이는 

‘삽베 삿따(sabbe sattā)’를 말하고, 바란다는 뜻은 ‘바완뚜 

(bhavantu)’이다. 행복은 수키(sukhi)의 번역어이다. 수키땃따 할 때 

땃따(tattā)는 ‘[nt.] the real nature; reality. (pp. of tapati), 

heat; hot; glowing’의 뜻으로 ‘진실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삽베삿따바완뚜수키땃따(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 stn145)’를 다시 번역해 보면 “모든 존재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서 삿따를 존재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때 존재는 인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는 

지옥중생에서부터 위로는 비상비비상처정의 천신들, 그리고 사쌍팔배의 

성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유정중생’을 뜻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것도 

‘진실로(tatt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다. 왜 그럴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나 형제,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을 때 

원한 맺힌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때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식 사랑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끼리의 사랑을 

말한다. 신의 피조물로서 신의 사랑을 뜻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였을 때 보통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특수한 관계속에서 설정된 사랑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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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처님이 말씀 하신 자애는 보편적 사랑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 대한 보편타당한 사랑을 말한다. 

이를 ‘자애(metta)’라 한다. 
  
불교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삐야(piya)이다. 그런데 

삐야는 자애를 뜻하는 멧따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신보다 사랑스런 것은 없다” 삐야(piya,사랑)가 아니라 

멧따(metta, 자애)(2012-12-0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삐야는 무슷 뜻일까? 이에 대하여 상윳따니까야 

말리까의 경(S3.8)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빠쎄나디] 
 “말리까여,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이 있소?” 
  
[말리까]  
“대왕이시여,  
나에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 전하께서는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Mallikāsutta- 말리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8(1-8),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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茉莉花 
  

  
꼬살라의 빠세나디국왕이 왕비인 말리까 부인에게 “그대에게는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이 있소? (deviṃ etadavoca: atthi nu 

kho te mallike ko cañño attanā piyataroti?)”라고 묻는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요샛말로 하면 “자기 나 사랑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은 예상 이외의 답변을 듣는다. 왕비는 “대왕이시여,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Natthi kho me 

mahārāja ko cañño attanā piyataro).”라 하여 왕이 원하는 답변을 

일축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왕비는 왜 왕의 의도와 달리 말하였을까? 이는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도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자기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왕비는 “대왕이시여,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Tuyhaṃ pana mahārāja atthañño koci attanā 

piyataroti?)”라고 되물음으로서 사실상 왕이 듣고 싶은 답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에 빠세나디 국왕은 곧바로 알아 듣고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은 

없소.( Mayhampi kho mallike natthañño koci attanā piyataroti. 

S3:8)”라고 말함으로써 왕비의 말을 추인한다.  



124 

 

  
지혜로운 여자 말리까부인 
  
말리까부인은 지혜로운 여자로 알려져 있다. 주석에 따르면 

말리까부인은 꽃다발을 만들어 파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 16 세 때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드렸다고 한다. 부처님은 그녀가 

왕비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는 말리까가 현세에 빠세나디를 만나는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빠세나디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다니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일의 왕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리까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빠세나디 왕은 자신이 

가난한 소녀를 왕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사랑스럽소”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 본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비는 “자신보다 사랑스런 것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서 왕으로 하여금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런 

다른 사람은 없소.(S3:8)”라는 말을 유도해 낸 것이다. 그래서일까 

빠알리어 법명을 지을 때 여성불자들은 ‘말리까’라는 법명을 

선호한다고 한다. 
  
멧따(metta)란 무슨뜻일까? 
  
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말은 

빠알리에 삐야(piya)에 대한 것이다. 이 삐야라는 말은 ‘dear; 

amiable; beloved.’의 뜻이지만 이를 한자어로 표현 한다는 ‘愛’를 

뜻한다.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자식간의 사랑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의 사랑은 빠알리어 삐야에 가깝다.  
  
그러나 모든 존재들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용어는 

멧따(metta)이다. 빠알리어 멧따는 영어로 'loving-kindness'로 

번역된다. 이는 사무량심 중의 하나이다. 또 멧따는 ‘amity(우호); 

benevolence(자비심)’의 뜻도 있다. 또 ‘Friendliness, friendly 

feeling, good will, kinduess, love, charity’의 뜻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멧따는 우정, 우호, 자비심 등의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멧따는 

‘자애’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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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사랑과 자애는 다른 말이 된다. 자애를 뜻하는 멧따는 

사랑을 뜻하는 삐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간을 뛰어넘어 전 우주적 

영역으로 확대 된 보편적 사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그들끼리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불교에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랑이다.  
  
원한 맺힌 자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들끼리의 사랑이다. 그들의 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끼리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원수를 대할까? 이는 초기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Yasmiṃ bhikkhave, puggale āghāto jāyetha, mettā tasmiṃ puggale 

bhāvetabbā. Evaṃ tasmiṃ puggale āghāto paṭivinetabbo. 
  
수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은 

제거된다. 
  
(Paṭhama āghātapaṭivinayasutta-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61, 전재성님역)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부모를 죽였거나, 형제를 죽였거나, 자식을 

죽인 원수를 말한다. 원한 맺힌 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해당된다. 

요샛말로 “그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혼한 전처나 전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떼먹고 도망간 ‘채무자’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군상은 눈에 흙이 들어 가는 순간에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원한 맺힌 자’, ‘그인간’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하여 원한의 마음까지 제거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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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자애를 뜻하는 멧따라는 용어는 수 없이 등장한다.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이 

단순하게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라고 그치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애의 마음을 낸다는 말은 수행을 뜻한다. 그래서 자애수행을 하여 

자신에게 남아 있는 원한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자애수행으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을 때 원한의 마음이 일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슬로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하여 원한의 마음을 제거한다.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인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기 보다 성냄에 뿌리를 둔 원한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지만 원한맺힌 자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제거된다(tasmiṃ puggale āghāto 

paṭivinetabbo)”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āghāto 이다.  Āghāto 는  ‘Anger, ill-

will, hatred, malice’의 뜻으로 성냄, 사악한 의도, 증오, 원한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한을 원한으로서 제거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설명될 수 있다. 
  
  
Na hi verena verāni   나 히 웨레나 웨라니 
sammantīdha kudācanaṃ,   삼만띠다 꾸다짜낭 

Averena ca sammanti,   아웨레나 짜 삼만띠 
esa dhammo sanantano.   에사 담모 사난따노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윔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dh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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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원한 맺힌 자에게 복수를 한다고 하여 원한이 풀리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원한의 여윔으로 그친다 (Averena ca sammanti)”라 

하였다. 원한의 마음을 내려 놓았을 때 비로소 원한이 그친다고 하였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과 다른 

것이다. 원수라는 말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원한을 여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말과 같다. 성냄에 뿌리박은 ‘원한(verā)’이라는 말은 

자애와 반대 되는 말로서, 원한 맺힌 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자애의 마음을 낸다고 하여 상대방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자애의 마음을 방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을 

때 비로서 원한을 내려 놓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유일신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보다 훨씬 더 수승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애수행은 40 가지 사마타수행 중의 하나에 속해 있다. 
  
어떻게 원한의 마음을 제거할 것인가? 
  
자애에 대하여 언급 될 때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있다. 그것은 자애와 

함께 연민과 기뻐함과 평정이다. 이를 사무량심이라 한다. 그래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정형구로 정형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한 맺힌 자에게 원한의 마음을 여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펴적인 경이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A5.161)’이다. 

그런데 이 경을 보면  사무량심 중에 기뻐함(무디따)이 빠져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만일 기뻐함이 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기뻐함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되어 버릴 것이다. 원한 맺힌 자, 그인간에게 

기뻐하는 것이 원한을 여의는 것이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량심 중에서 기뻐함(무디따)가 빠지고 그 대신 

‘새김없음(asati)’과 ‘업의 주인임을 반조함’이 추가 되어 모두 

다섯 가지 항목이 되었다. 경을 근거로 하여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 방식에 대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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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내용(A5.161) 비  고 
1 자애 

mettā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2 연민 
karuṇā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3 평정 
upekkhā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평정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4 새김의 놓음 
asati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 

새김을 놓아 

버리고 

5 업의 주인 
kammassakatā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상속자이고, 

행위가 모태이고, 행위가 

친족이고, 행위가 의지처이다.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원한을 놓아 버리는데 다섯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방식을 뜻한다. 그래서일까 이 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니까야의 

주석서이자 동시에 수행지침서라 볼 수 있는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 되어 있다.  
  
  
앞서 설한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반들이여, 이것이 적개심을 

제거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니 비구에게 적개심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A.iii.186-90)”라는 증지부 다섯의 모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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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절복진노경(折伏瞋怒經, āghātapaṭivinayasutta)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청정도론 9 장 21 절, 대림스님역) 
  
  
여기서 ‘절복진노경’이라 한 것은 ‘Paṭhama 
āghātapaṭivinayasutta(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 앙굿따라니까야 

A5.161)을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원한의 제거에 대한 

경(A5.161)’ 5 세기 붓다고사가 인용하였을 정도로 매우 비중 있는 

경이다. 이는 청정도론에서 자애수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경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원한 맺힌 자에게 연민하는 이유는? 
  
경에 따르면 모두 다섯 가지 방법이 소개 되어 있다. 첫 번째, 자애에 

대한 것은 “모든 중생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이라고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두 번째 연민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원한 맺힌 자에게 연민을 

내어야 할까? 
  
연민이라는 말은 까루나(karuṇā)의 번역어이다. 까루나의 뜻은 ‘[f.] 

compassion; pity’의 뜻이다. 동정, 불쌍함, 애석함 등으로 해석된다. 

원수에 대하여 원한의 감정 대신 연민의 마음을 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할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비록 인간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며칠도 못가서 여덟 

가지 큰 지옥이나 열여섯 가지 작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연민을 통해 적개심은 가라 앉는다. 
  
(청정도론 9 장 20 절, 대림스님역)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이다. 원한 맺힌 자가 

신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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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행위에 대한 과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하여 과보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증오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연민해야 한다. 왜그럴까? 악행을 하여 죄업을 지은 

자는 내가 관여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살해 하였다면  현생에서도 과보를 내생에서도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악행을 하면, 두 곳에서 

슬퍼하니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dhp15)”라 

하였다. 이는 자신의 더러운 업을 보고 통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복수를 한다거나 증오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을 것에 대한 연민의 마음만을 내면 된다.  
  
평정의 마음을 닦았을 때 
  
세 번째 항목에서 ‘원한이 생겼을 때 평정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수행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평온수행을 닦고자하는 자는 먼저 자애 등에 대해 세 번째선(禪)과 네 

번째 선(禪)을 얻어야 한다. 이미 익숙한 제 3선으로부터 출정하여 처음 

세 가지 [자애 ․ 연민 ․ 더불어 기뻐함에] 대해 위험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기를!’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즐거움에 대해 

마음에 잡도리함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고, 적의와 찬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기쁨과 관련되어 거칠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온의] 

고요한(sata) 고유성질을 통해서 평온의 이익을 보아야 한다. 
  
(청정도론 9 장 84 절, 대림스님역) 
  
  
평온수행은 네 번째 선정에 속한다. 그러나 자애, 연민, 기뻐함 수행은 

네 번째 선정에 속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선정에 대한 정형구는 “행복도 

고통도 버려지고, 기쁨도 근심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든다면,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올바른 집중이라고 한다. (S45:8)”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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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청정한(upekhāsatipārisuddhiṃ)’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초불연에서는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네 번째 선정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평정하지만 

그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청정한 상태임을 뜻한다. 이런 평온의 

상태에서는 행복, 기쁨, 근심, 괴로움,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지극히 

평온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한자어로 

‘사념청정(捨念淸淨)’이라 한다. 

  

이런 평온의 상태에서는 행복, 기쁨, 근심, 괴로움,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네 번째 선정의 경우 오로지 평온만이 있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뻐함의 마음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평정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정수행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새김을 놓으라 하였을까? 

  

네 번째 항목 ‘새김의 놓음(asati)’과 다섯 번째 항목 ‘업의 

주인(kammassakatā)’이 있다. 이 두 항목은 원한을 제거 하는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항목이다. 자애, 연민, 평정만으로 원한을 제거 하기 힘들 

경우 추가로 더해 지는 수행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두가지가 추가 되었을까? 먼저 ‘새김의 놓음(asati)’에 대한 것이다.  

  

초기경전 도처에서는 사띠(sati)를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사띠가 될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수행처에서 늘 하는 말이 알아차림(sati)이다. 그런데 

원한의 마음을 제거 하는데 있어서 알아차리자 말자고 한다. 그래서 

“새김을 놓아 버리고(asati)”라고 하였다. 

  

‘새김을 놓는다’는 말이 ‘asati’이다. 그런데 이 말은 

‘amanisikāro’와 함께 쓰여 “asati amanisikāro”라 되어 있다. 이는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 이 

구절에 대한 청정도론의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맛지마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된 구절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거룩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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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른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므로,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는다. 

  

(모든 번뇌의 경, 맛지마니까야 M2, 전재성님역) 

  

  

‘모든 번뇌의 경(M2)’에 따르면 번뇌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원한 맺힌 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된다. 그럴 경우 

번뇌만 증가 될 것이다.  

  

원한의 마음을 내지 않으려면 ‘원한 맺힌 자’ 또는 ‘그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새김을 놓아 버리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 asati amanisikāro 

tasmiṃ puggale āpajjitabbā)”라고 하였을 것이다.  

  

원한 맺힌 자 또는 ‘그인간’을 생각하면 화가 솟구쳐 오른다. 그사람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래서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고 

증오의 마음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마치 폭주 하는 기관차처럼 마구 

불선한 마음으로 가득해진다. 그렇다고 하여 상황이 변화 되는 것은 

아니다. 증오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신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는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 것이다. 

  

자신이 업의 주인임을 반조해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목에 ‘업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kammassakatā’의 번역어이다. 빠알리어 깜맛사까따는 ‘행위가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 아닌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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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그런 행위는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선행을 하면 선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과보를 받는 것은 인과법에 따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은 행위는 반드시 과보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원한 맺힌 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낸다는 

것은 증오심을 낸 것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 원한 맺힌 자가 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날까? 부모나 형제, 자식을 해친 자라면 그 

자리에서 해칠 지 모른지다. ‘그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래서  “죽일놈!”이라 고 소리치거나 생각으로 살해하는 

것을 연상한다면 이는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선업을 짓는 것이 된다. 

  

불선업은 불선업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된다. 이는 자신이 행위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를 저주하고 증오의 

감정을 내비친다고 하여도 결국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보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kammassako ayamāyasmā kammadāyādo kammayonī kammabandhū 

kammapaṭisaraṇo. Yaṃ kammaṃ karissati kalyāṇaṃ vā pāpakaṃ vā, 

tassa dāyādo bhavissatī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행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상속자이고, 행위가 모태이고, 행위가 친족이고, 행위가 의지처이다.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A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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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는 정형화 되어 있다. 그래서 맛지마니까야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M135)’등 초기경전에서 정형구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도 설명 되어 있다. 

  

어떻게 반조할 것인가? 

  

청정도론에 따르면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조할 것인가? 먼저 자기의 것을 

반조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와 같이 자기를 훈계해도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나 남에게 업이 각자 자기의 주인임을 반조해야 한다. 우선 이와 

같이 자기 것을 반조해야 한다. 

  

‘여보게, 그에게 화를 내어 무엇을 할 것인가? 화냄으로 인한 그대의 

업이 장차 그대를 해로움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대의 업이 바로 

그대의 주인이고, 그대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대의 권속이고, 업이 그대의 의지처이다. 그대는 그대가 행한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행위는 정등각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벽지불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천과 제석과 전륜왕과 지방의 왕 등 가운데 어느 지위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이 행위는 교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여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지경에 처하게 하고, 지옥 등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한다. 이 [화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쥐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한다.’라고. 

  

(청정도론 9 장 23 절) 

  

  

원한 맺힌 자에게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렇다고 

하여 분노한다면 불선업을 짓게 된다. 불선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 

오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 분노다스리는 방법중의 

하나가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이다. 

  

화내는 업을 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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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에 따르면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하는 것의 불이익을 열거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처님도 분노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대스승인 

부처님도 원수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음에도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원한 맺힌 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화내는 업을 하면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은 원한 맺힌 자에도 해당된다. 

반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비유가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한 비유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   분 업의 반조에 대한 비유 비 고 
자기의 것에서  
반조하기 

화내는 업을 행할 때 양손에 

시뻘건 숯과 똥을 쥐고서 다른 

자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첫 

번째로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한다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함 

화내는 사람에  
대하여 반조하기 

화내는 업을 행할 때 바람을 

안고 서서 다른 자에게 먼지를 

뒤집어씌우려는 사람처럼 바로 

자신이 뒤집어쓸 뿐이다. 

자신이 뒤집어쓸 

뿐임 

  

  

  

표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내는 이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하여 같이 화를 내면 똑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불선업까지 짓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손에 똥을 들고 또 

한손에는 시뻘건 숯을 들고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적개심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화내는 업을 짓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태우고 악취나게 할 

뿐이라 하였다.  

  

‘메타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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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도입과 함께 자애수행이 유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애수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것중에  ‘메타기도’가 있다.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혼합이라 

보여진다.  마치 소원성취  기도하는 것처럼 자애의 마음을 내 보내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애수행도 기도의 

대상인가, ‘100 일 소원성취 메타기도’를 보고(2011-06-2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자애와 관련하여 초기경전에서는 “그는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애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M7)”라는 정형구가 있다. 이 문구대로 

본다면 자애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한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자애를 방사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다. 아무리 강력한 

자애의 마음을 방사해도 받아 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서남북상하좌우 등 십방으로 

자애의 마음을 내어 남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나의 마음을 실어 보내어 

‘내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  

  

자애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자애수행을 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자애수행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원한 맺힌 자에게 증오의 마음을 멈추는 것이다. 대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낸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분노가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상태가 

됨을 말한다. 그래서 자애수행은 40 가지 사마타 명상주제의 하나이다. 

이런 자애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āvuso vyāpādassa yadidaṃ mettācetovimutti 

  



137 

 

“존자여, 분노를 여의는 것이 곧,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입니다.” (A6.13) 

  

  

이 구절을 보면 자애수행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탈’이다. 그것은 자애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해탈을 얻고자 함이다. 

이를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mettācetovimutti)’이라 한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자심해탈(慈心解脫)’이라 한다. 자애수행을 하는 

것이 남의 마음을 움직인다거나 내뜻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의 

마음을 냄으로 인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 

  

이처럼 자애수행의 근본목적은 자애수행을 함으로 인하여 해탈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자애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열 한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Sukhaṃ supati, sukhaṃ paṭibujjhati, na pāpakaṃ supinaṃ passati. 

Manussānaṃ piyo hoti, amanussānaṃ piyo hoti, devatā rakkhanti, 

nāssa aggī vā visaṃ vā satthaṃ vā kamati, tuvaṭaṃ cittaṃ 

samādhiyati, mukhavaṇṇo vippasīdati, asammūḷho kālaṃ karoti, 

uttariṃ appaṭivijjhanto brahmalokūpago hoti. 
  

수행승들이여, 편안히 잠자고, 행복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고, 귀신들에게조차 사랑을 받고, 신들이 

보호해주고, 불이든 독약이든 거의 해를 입지 않고, 빠르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고, 당황함이 없이 임종에 들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Mettānisaṃsa sutta-자애 공덕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11.15, 

전재성님역) 

  

  

자애수행을 닦아 자심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해탈과 

열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애수행을 한 공덕은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열 한가지 이익이 소개 되어 있다. 이 중에 “신들이 보호해 

주고(devatā rakkhanti)”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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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수호해 줌을 말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일지라도 

“모든 중생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 stn145)”이라고 자애의 마음을 낸다면 감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서는 안되는 경우 

  

하지만 아무리 자애의 마음을 방사하여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 

그것은 죽은자와 연인에게 방사하였을 때이다. 죽은 자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도 감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낼 때는 

반드시 살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부부나 연인 사이에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자애의 마음이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진실로 

행복하기 바라는 자애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기 보다 우정의 마음, 

우호의 마음에 더 가깝다.  

  

수호경으로서의 자애경 

  

자애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수행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자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을 때 해탈과 열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디.  또 하나는 감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사방, 팔방, 십방으로 방사하여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된다면 신들도 감동하여 보호해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자애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수호경이 있다. 그것은 ‘뱀왕의 

경(A4.67)’이다. 이는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수호를 위하여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뱀왕의 혈통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펼치는 것을 허락한다.(A4.67)”라고 말씀 

하심으로서 수호경으로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자들이 늘 

독송하는 자애의 마음을 냄에 따라 보호받는 수호경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1. 

Virūpakkhehi me mettaṃ mettaṃ erāpathehi me, 

Chabyāputtehi me mettaṃ mettaṃ kaṇhāgotamakehi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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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루빡카들에게 나의 자애를! 

에라빠타들에게 나의 자애를! 

차비야뿟따들에게 나의 자애를! 

깐하고따마까들에게 나의 자애를!  

  

2. 

Apādakehi me mettaṃ mettaṃ dipādakehi me, 

catuppadehi me mettaṃ mettaṃ bahuppadehi me. 

  

발 없는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두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네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3. 

Mā maṃ apādako hiṃsi mā maṃ hiṃsi dipādako, 

Mā maṃ catuppado hiṃsi mā maṃ hiṃsi bahuppado. 

  

발 없는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4. 

Sabbe sattā sabbe pāṇā sabbe bhūtā ca kevalā, 
Sabbe bhadrāni passantu mā kañci pāpamāgamā. 

  

모든 뭇삶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은 모두  

선하고 슬기로운 것만 보고 

일체 악한 것을 만나지 않기를!   

  

( Ahi(metta)sutta-뱀왕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67, 전재성님역) 

  

  

  

2014-09-0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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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월호유가족들의 눈물은 언제 마를까?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차분한 아침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에는 보통 차로 이동한다. 그러나 폭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걸어 가기로 하였다.  
  
사무실로 향하여 걸어 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한다. 주로 그날의 쓸거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쓰는 입장에서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소재를 생각해내고 전체적인 시나리오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걸어 가는 20 여분 동안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다. 대지에 생기를 불어 넣는 

봄비와 달리 가을비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강렬한 햇빛으로 곡식이 익어 가야 할 때에 비가 

오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을비는 봄비와 달리 반갑지 않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세월호유가족들의 농성장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벌써 몇 일 

째 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보내고 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흘러내라는 비를 맞아야 하고 또 추위를 견디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반갑지 않다. 
  
마치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하소연 하는 듯 
  
어제 유가족들의 ‘삼보일배’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보았다.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사이트(FactTV Korea Live) 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저것 해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라 보여진다.  
  
수십명의 유가족들이 북소리에 맞추어 절을 한다. 그러나 절을 받아 

주는 사람들은 경찰들이다. 어떤 이는 절을 할 때 두손바닥을 위로 

향한다. 아마 불자 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큰 절하는 식으로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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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 개신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같다. 그럼에도 함께 참여 하여 북소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비록 삼보일배라는 불교형식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유족들이 바라는 

목적은 똑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기가 애처러웠다. 경찰들에게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자 

어느 어머니가 절규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경찰들 앞에 주저 앉았다. 앞에는 여경들이 진을 

치고 있다. 어머니는 여경의 손을 붙잡고 서럽게 울면서 하소연 한다. 

그러자 여경은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 이런 장면이 마치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하소연 하는 듯 보였다. 이런 장면이 꽤 오랫 동안 지속 되었다. 
  
눈물이 그칠 날 없는 사람들 
  
유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 세월호참사 100 일 째 되던 날 

서울광장 문화제 참석한 이래 유가족 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참사 이래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은 엄청 날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볼 때 마다 초기경전의 문구가 

떠 올려 진다. 그것은 ‘눈물의 경’이다. 경에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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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윤회하며 흘린 눈물의 양은? 
  
부처님이 이렇게 윤회하며 흘린 눈물의 양에 대하여 사대양에 

비유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S15.3)”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대양은 태평양 등의 사대양이 아니라 불교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사대양이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대양이 있어서 사대양이라 하는 것이다. 이는 우주적 스케일이다.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사대양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사대양의 물 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을 말할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전하고 윤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유전하고 윤회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 

‘무명(avijjā)’과 ‘갈애(taṇhā)’를 들 수 있다. 
  
눈물의 경(S15.3)에 따르면 우리가 윤회하는 요인으로 무명에 덮히고 

갈애에 속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무명에 덥힌다는 말이 

‘avijjānīvaraṇānaṃ’이다. 이는 

‘avijjā(무명)+nīvaraṇāna(속박)’의 복합어이다. 이렇게 무명에 덮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요인이다. 과거의 요인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래 역시 윤회할 것이라 한다. 왜 윤회하게 될까? 그것은 

‘갈애에 속박(taṇhāsaṃyojanānaṃ)’이라는 말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는 taṇhāsaṃyojanānaṃ가 ‘taṇhā(갈애)+saṃyojanāna(결박)’의 

복합어이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갈애는 새로운 태어남을 유발하기 

때문에 윤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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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의 무명에 덮혀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갈애에 

속박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미래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존재는 끊임없이 유전하고 윤회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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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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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ṃsarataṃ. S15.3)”라 하였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유일신교에서는 최초의 원인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주이다. 

창조주가 있어서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시작이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유일신교에서는 ‘종말론’이 있다.  
  
그러나 창조주를 부정하는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을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시작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국대 

김종욱교수는 찍는 점이 시작점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순환적시간관에 

따른 것이다. 마치 굴렁쇠가 굴로 가듯이 시작도 끝도 없는 원형의 

순환적 시간관에서 찍는 점이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불교의 시간관은 ‘무시무종(無始無終)’임을 뜻한다.  
  
불교의 시관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무시무종의 시간관을 잘 

표현 한 말이 있다. 그것은 상윳따니까야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모음(S15)’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는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라 하였다.  
  
정형구에서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Anamataggoyaṃ, 

saṃsāro)”라 하였다. 여기서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anamatagga’이다.  이 Anamatagga 라는 말은 ‘anu+na+mata+agga’로 

분해 될 수 있다. 여기서 anu 와 na 는 부정을 뜻하며 ana 의 형태가 

되어 이중부정이 된다. Mata 는 maññati 의 과거분사형으로서 ‘know; 

understand’의 뜻이다. Agga 는 ‘the highest; the top-mos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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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the top’의 뜻으로 ‘꼭대기’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복합어 

“anamatagga”라는 말을 직역한다면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또는 

‘끝을 알 수 없는’ 뜻이 된다. 그러나 PCED 에 따르면 ‘one whose 

beginning is unknown’라 설명 되어 있다.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anamatagga’ 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시작을 알 수 없는”이라 

번역하였다. 초불연에서도 역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이라 

번역하였다. 빅쿠보디도 “without discoverable beginning.”라고 

번역함으서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라든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의문한다면 ‘우문(愚問)’에 해당된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우리들은 무명에 

덮혀서 여기 있게 된 것이고, 갈애에 속박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에 대하여 CDB 에서 

빅쿠보디는 다음과 같이 각주 하였다. 
  
  
Anamataggo 'yaṃ bhikkhave saṃsaro. Spk resolves anamatagga into 

anu amatagga, explaining:  
  
"Even if it should be pursued by knowledge for a hundred or a 

thousand years, it would be with unthought-of beginning, with 

unknown beginning (vassasataṃ vassasahassaṃ ñāṇena anugantvā pi 
amataggo aviditaggo). It wouldn't be possible to know its beginning 

from here or from there; the meaning is that it is without a 

delimiting first or last point.  
  
saṃsara is the uninterruptedly occurring succession of the 

aggregates, etc. (khandhadinaṃ avicchinnappavatta paṭipaṭ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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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HS equivalent of anamatagga is anavaragra (e.g., at Mvu I 

34,7), "without lower or upper limit." For various explanations, 

see CPD, s.v. an-amat'-agga. 
  
(CDB 254 번 각주, 빅쿠보디) 
  
  
초불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는 Anamataggo 'yaṃ 

saṃsaro 를 옮긴 것이다. 주석서는 여기서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옮겨지는 anamatagga 를 anu+amatagga 로 분석한 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백년이나 천년을 지혜(ñāṇa)로써 추구한다 하더라도(anugantvā) 그 

시작을 생각하지 못하고(amata-agga) 그 시작을 알지 못한다(avidita-

agga)는 말이다. 여기로부터 혹은 저기로부터 시작(agga)을 알 수 

없다는 말인데, 시작점과 마지막점의 한계를 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윤회(saṃsara)란 무더기[蘊]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가는 연속이다. 

(khandhadinaṃ avicchinnappavatta paṭipaṭi)” 
  
(초불연 상윳따니까야 2 권 477 번 각주, 각묵스님) 
  
  
초불연 각주를 보면 용어사용과 순서 등에 이어서 빅쿠보디의 각주와 

거의 유사한다.  
  
주석에 따르면 윤회는 시작점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유일신교에서 시작점을 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시작점을 알 수 없다면 끝점도 역시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회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윤회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없다. 다만 현재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순환적시간관에서 찍는 곳이 시작점이 되듯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146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윤회라면 윤회는 영원히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끊임 없이 나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흘린 눈물의 양은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tadeva bhikkhave, bahutaraṃ yaṃ vo iminā dīghena addhunā 

sandhāvataṃ saṃsarataṃ amanāpasampayogā manāpavippayogā 

kandantānaṃ rudantānaṃ assu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Assusutta-눈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는 빠알리어 ‘amanāpasampayogā’와 

‘manāpavippayogā’에 대한 것이다. 
  
amanāpasampayogā 는 amanāpa+sampayoga 의 형태이다. Amanāpa 는 

detesful 의 뜻으로 우리말로 ‘미워하는, 지긋지긋한’의 의미이다. 

Sampayoga 는 ‘union; association; connection’의 뜻으로 ‘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amanāpasampayogā’는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이라는 뜻이 된다. 
  
Manāpavippayogā 는 ‘manāpa+vippayoga’의 형태이다. Manāpa 는 

‘pleasing; charming’의 뜻으로 ‘좋아하는’의 의미이다. 

Vippayoga 는 ‘separation’의 뜻으로 ‘분리’를 말한다. 따라서 

‘Manāpavippayogā’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뜻한다. 
  
초전법륜경과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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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은 ‘고통’을 

초래한다. 이는 초전법륜경 고성제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appiyehi 

sampayogo dukkho piyehi vippayogo dukkho, S56.11)”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눈물의 경(S15.3)’에서 내용과 

‘초전법륜경(S56.11)’에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 한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초기경전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작하는 기계처럼 

보인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에 대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눈물의 경(S15.3) 초전법륜경(S56.11)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 
(怨憎會) 

Amanāpasampayogā 
(미워하는 것과 

결합) 

appiyehi sampayogo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남)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 
(愛別離) 

Manāpavippayogā 
(좋아하는 것과 

분리) 

piyehi vippayogo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 

  
  
표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 amanāpasampayogā 과 appiyehi 

sampayogo 임을 알 수 있다. 단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들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세월호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이는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piyehi vippayogo)에 해당된다. 그 과정에서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헤어짐이 고통 (piyehi vippayogo dukkho) ‘이라고 

하였다.  
  
눈물의 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어머니’이다. 경에서는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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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형제, 자매로 이어진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 이른다. 이중에서 아들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Dīgharattaṃ vo bhikkhave, puttamaraṇaṃ paccanubhūtaṃ. Etadeva 

bhikkhave, bahutaraṃ yaṃ tesaṃ vo puttamaraṇaṃ paccanubhontānaṃ 

amanāpasampayogā manāpavippayogā kandantānaṃ rudantānaṃ assu 

passannaṃ, paggharitaṃ. Na tveva catusu mahāsamuddesu udakaṃ.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다. 그대들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Assusutta-눈물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3,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윤회하면서 이번 생에서 아들의 죽음만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시작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때 마다 비통해 하고 울부짓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또 이런 눈물의 양은 사대양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났을 때 
  
그런데 경에 따르면 부모, 형제 , 자매,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재산의 상실, 질병 등으로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을 

뜻한다.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은 반드시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재산의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에 대하여 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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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S15.3) 비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 
Amanāpasampayogā 
  

1)재산의 상실(bhogavyasanaṃ) 
2)질병의 비참(rogavyasanaṃ) 

怨憎會苦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 
Manāpavippayogā 
  

1) 어머니의 

죽음(mātumaraṇaṃ) 
2) 아버지의 

죽음(pītumaraṇaṃ) 
3) 형제의 죽음(bhātumaraṇaṃ) 
4) 자매의 

죽음(bhaginimaraṇaṃ) 
5) 아들의 죽음(puttamaraṇaṃ) 
6) 딸의 죽음(dhītumaraṇaṃ) 
7) 친지의 죽음(ñātivyasanaṃ) 

愛別離苦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목을 보면 ‘재산의 상실’과 ‘질병의 

비참’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 되어 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사기 당하여 모두 날려버리게 되었을 때 원통할 것이다. 이때 비탄해 

하며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때 사기꾼과 만나게 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에 해당된다.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린다거나 

암에 걸렸을 경우 이는 질병의 비참함에 속한다. 이런 질병은 누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역시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Amanāpasampayogā)’에 해당된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초래하고 

만다. 이는 고성제에서 8 고 중의 하나로서 원증회고에 해당된다. 
  
이들의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일까? 
  
세월호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슬픔을 느끼는 

자들은 아들과 딸들을 잃은 사람들이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으면 산에 묻으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살아 가야 한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 까지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 간다.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속에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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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가족들은 또 눈물을 흘린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다. 내 새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경찰이 가로 

막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다.  
  
유가족들은 두 번 울고 있다. 한번은 사랑하는 내새끼를 잃어서 울고, 

또 한번은 꽉막힌 경찰들의 벽 앞에서 울고 있다. 전자는 사랑하는 것과 

헤아짐 때문에 우는 것이고, 후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 때문에 

우는 것이다. 대체 이들의 눈물이 마를 날은 언제일까? 
  
  
  
2014-09-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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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발생 기원과 국가범죄 
  

  
  
굶주린 치타가 사냥할 때 
  
자연다큐 프로를 보면 종종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특히 ‘치타’에 대한 것이 많다. 
  
굶주린 치타는 사냥감을 물색한다. 드넓은 초원에는 누우, 가젤영양 등 

초식동물들로 가득하다. 사실상 모두 먹잇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먹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우선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살펴 본다. 초식동물 중에서도 약하게 보이는 것이나 어린 것이 

대상이 된다.  
  
치타는 일단 목표를 정해 놓으면 슬며시 근접하여 기회를 엿보인다. 

마침내 사정 거리에 들어 왔을 때 질주가 시작 된다. 이를 눈치챈 

초식동물은 필사적으로 달린다. 이에 치타 역시 폭발력 스피드를 

발휘하여 쫒아 간다. 치타의 경우 순간속력이 시속 100 키로미터라 한다. 

이렇게 쫒고 쫒기는 장면을 보여 줄 때 TV 에서는 “둥둥둥…”북소리와 

함께 음향효과까지 넣어 준다.  
  

  

 
cheetah 

  
  
폭발적인 순간스피드를 가진 치타가 사냥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놓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온순한 초식동물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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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해치려는 포포식자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사냥하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 하여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육식동물들의 살아 가는 방식이다.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 
  
치타, 표범,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등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살아 간다. 초식동물의 생명을 빼앗아 먹이로 하여 살아 가는 것이다. 

반면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고 살아 간다. 이렇게 육식이냐 초식이냐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달라진다. 육식동물의 경우 강한 송곳니가 있어서 

한번 물면 숨통을 끊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반면 초식동물의 경우 

풀을 먹기에 좋게 어금니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잡식동물이라 한다. 육식과 채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육식동물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 이든지 

상하위계질서가 성립 되어 있어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곳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 조직이나 단체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이 힘을 행사 

하는 자가 있고 힘에 굴복하여 지배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지배하는 

자와 지배 받는 자가 있을 때 마치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를 보는 

듯 하다.  
  
사람 사는 곳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된다. 생존경쟁 그 자체가 

사실상 초원에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런데 때로 강자가 잘 못된 힘을 행사하면 약자를 

죽음으로 내 몰기도 한다. 윤일병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직이 있는 곳에 폭력이  
  
윤일병사건이 언급 될 때 항상 이병장이 등장한다. 가해자인 이병장이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병장 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사건에 하사, 상병 등 다수가 합세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폭행사건으로 묻힐 뻔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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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켜 본 동료 김일병이 세상에 공개 하면서 현재 네 명에 대하여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윤일병 사건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조직에서도 상하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성립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병장의 권한은 대통령 보다 더 

한 것이다. 그래서 병장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정의가 된다.  
  
가해자 이병장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 상황이 그를 악마로 만든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그것도 지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군림 한 것이다. 그런 지위가 비록 쥐꼬리만한 

권력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생명을 위협한다.  
  
이병장을 악마로 만든 것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의 논리에 따른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작은 단위라 볼 

수 있는 가정에가부터 조직화 되어 있는 회사에 이르기 까지 여러 명이 

단체로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항상 위계질서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위계질서는 곧 힘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힘은 사실상 법이고 

정의나 다름 없다. 
  
회사에서 사장은 왕이나 다름 없다.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장의 말한마디에 따라 회사의 분위기가 좌우 된다.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 없게 보기 때문이다. 외부에 보았을 때 작고 보잘 것 

없는 회사일지라도 회사의 사장은 전제군주시대의 왕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이럴진대 정부조직은 어떠할까?  
  
폭력에 내재 되어 있는 악마성  
  
오늘날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 하는 곳은 정부일 것이다. 그것은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통제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대화와 타협 보다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은 모두 정당한 것일까? 
  
정치인에서 작가로 변한 유시민님의 동영상 강좌를 보았다. 

조계종불학연구소의 초청으로 강연한 유시민님의 강연을 

‘오마이 TV’에서 본 것이다. 이 강연에서 유시민님은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 되는 폭력이다”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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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말하고 함일까? 그것은 폭력에 내재된 악마성을 고발하기 

위해서이다.  
  
윤일병을 죽음에 내몰게 이병장도 폭력에 내재된 악마성 때문이다. 

폭력이 폭력을 불러서 가학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력에 의존하고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는 것은 점차 악마가 되어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악마성은 이병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권력에도 악마성이 있는 것이다. 

비록 공권력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폭력 그 

자체는 악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폭력 그 자체는 악마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권력은 폭력이므로 

국가는 악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이는 국가의 

성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이에 대하여 유시민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들 

끼리 서로 해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평화롭게 살아 가기 위하여 

만든 것이 국가입니다”라 하였다. 온갖 욕망으로 투영된 삶을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농사 지어 수확을 하여 창고에 쌓아 놓았는데 

누군가 강탈해 갔다면 이를 지켜 줄 누군가를 필요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정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생겨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마하쌈마따 왕의 출현 
  
유시민님의 국가발생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초기경전에서 

사성계급의 발생원리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국가제도의 기원이라 보여 지는 내용이 있다. 디가니까야 

‘아간냐경(D27)’에 있는 ‘마하쌈마따 왕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Mahāsammatarāj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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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pakā vata bho dhammā sattesu pātubhūtā, yatra hi nāma 

adinnādānaṃ paññāyissati, garahā paññāyissati, musāvādo 

paññāyissati, daṇḍādānaṃ paññāyissati. Yannūna mayaṃ ekaṃ sattaṃ 

sammanneyyāma, yo2 no sammā khīyitabbaṃ khīyeyya, sammā 

gaharitabbaṃ garaheyya, sammā pabbājetabbaṃ pabbājeyya. Mayaṃ 

panassa sālīnaṃ bhāgaṃ anuppadassāmā" 
  
  
(마하쌈마따 왕의 출현) 
  
[뭇삶들] 
‘존자들이여, 나쁜 원리가 뭇삶들에게 나타나서,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비난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말이 

나타날 것이고, 처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꾸짖어야 할 자를 

바르게 꾸짖을 수 있고, 비난해야 할 자를 바르게 비난 할 수 있고, 

추방해야 할 자를 바르게 추방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에게 쌀을 몫으로 나누어 줍시다.’ 
  
(Aggaññasutta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디가니까야 D27, 전재성님역) 
  
  
경에서 마하삼마따왕(Mahāsammatarājā)의 출현은 사실상 국가의 

출현이나 다름 없다. 왕을 하나 선출하여 그에게 치안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애써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누군가 이를 빼앗아가 버린 다면 

처벌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또 거짓말하는 나타나서 속이고 소유물을 

가져갔다면 처벌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넘보는 자가 

나타났다면 또한 처벌이 필요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뭇삶들의 탐욕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쌀을 주고 고용한 자가 바로 ‘마하삼마따왕’이다. 
  
“꾸짖어야 할 자를 바르게 꾸짖고” 
  
경에 따르면 뭇삶들은 왕을 하나 뽑았다. 왕으로 선발된 자는 여러 무리 

중에서도 여러모로 뛰어난 자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그들 가운데 더 

출중하고 더 보기에 좋고, 더 사랑스럽고, 더 능력이 있는 자(D27)”라 

하였다. 이렇게 선발 된 자에게 오계를 어기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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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i bho satta, sammā khīyitabbā khīyaṃ, sammā garahitabbaṃ 

garahaṃ, sammā pabbājetabbaṃ pabbājehi. Mayaṃ pana te sālīnaṃ 

bhāgaṃ anuppadassāmā 
  
[뭇삶들] 
  
‘존자여, 오시오. 꾸짖어야 할 자를 바르게 꾸짖고, 비난해야 할 자를 

바르게 비난하고, 추방해야 할 자를 바르게 추방해 주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쌀을 몫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Aggaññasutta -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디가니까야 D27, 전재성님역) 
  
  
이 대목을 보면 마치 ‘야경단’을 조직하는 것처럼 보인다. 산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마을에 촌로들이 모여서 힘이 세고 무술도 잘 하는 

자를 선발하여 그에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마을에서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등의 오계를 어기는 자가 생겨 났을 때 이를 벌할 수 있는 자가 

필요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선발된 자에게 쌀을 주고 치안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투표로 대표를 선발하여 

대표에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똑 같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선거제도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 
  
오늘날 선거제도에 따라 정부가 구성된다. 그런 정부는 국가를 대리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럴 경우 

‘퇴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더구나 폭력적이라면 국민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민들은 ‘정권퇴진운동’을 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몰아 낼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고 국가를 대리한다. 그런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이라 일컬어 지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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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무수한 국가범죄로 점철된 현대사 
  
국가는 원래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아간냐경(세계의 

기원에 대한 경, D27)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오계를 어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임된 

정부의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 되기도 한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를 ‘국가범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유시민님의 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래 수 많은 국가범죄를 저지른 나라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6.25 전쟁 때 보도연맹학살사건, 이런 건 수만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구덩이에 몰아 넣고 총살 시켰는데, 이는 국가가 

학살한 거거든요. 국민방위군사건 이런 것은 청년들을 징집해 놓고 밥을 

안주어 굶겨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봉암선생 법살, 장준하선생 

암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등등을 비롯해서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거꾸로 매달고 두들겨패고 

죽이고 갖다버리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특강, 유시민 특강 '한국사회의 현실과 국가의 역할' 전체보기, 

오마이TV 2014-08-22) 
  
  
유시민님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가범죄가 보도연맹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사건이라 한다. 이런 범주에 5.18 광주에서 학살 역시 

국가범죄의 범주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외에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조작하는 등 무수한 국가범죄가 벌어 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는 무수한 국가범죄로 점철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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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인터넷 신문에서 “15 세 미만 희생자 21 명... 불갑산은 인간 

사냥터”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저질러진 

대표적인 국가범죄에 해당 된다. 기사에 따르면 그날의 비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하고 있다. 
  
  
"이곳에 애기울음 저곳에 애기울음… 배고파 울고… 거기 가 쪼까 있는 

동안 참 눈물 바다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름날 새벽에 그 난리가 

나갖고. 한 발도 못가요 시체 때문에. 그냥 계곡에 물이 흐르면 순 피 

물만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오매 세상에 이러고도 살아야 쓰까.'" - 

삼서면 여맹위원장 출신 이근신씨 증언 
  
("15 세 미만 희생자 21 명... 불갑산은 인간 사냥터" , 오마이뉴스 

2010-01-11) 
  
  
당시 이글을 읽고 살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을 

블로그에 ‘학살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신업(身業)으로 보는 이유, 

‘불갑산은 인간사냥터’를 보고(2010-01-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 때 당시 판단하기로 학살명령을 내린 자도 살인 죄를 지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청정도론’을 들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그 의도가 행위를 성취 하였다면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라는 

구절에 근거 비록 학살에 집접 참여 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학살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 것이다.  
  
도덕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 
  
직접 학살에 참여한 병사는 살인을 하여 살생업을 지었다. 명령을 내린 

자는 직접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명령이 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경우 명령을 내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죽일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살생업을 지은 것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것은 2010 년 당시 

용산참사가 일어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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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일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경찰 고위간부이었다.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법과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일선 책임자는 그대로 작전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이럴 경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살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최고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전쟁당시 이데올로기에 따라 수 많은 학살이 

벌어졌는데,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병사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지휘관도 학살에 참여한 것이고, 더 올라가서 정부도 학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적 

타격을 가한 병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살인자가 된다. 
  
직간접이든 살생한 자의 과보는? 
  
학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생을 한 자의 과보는 매우 냉혹하다. 어떤 끔찍한 

내용일까?  
  
  
Catūhi bhikkhave dhammehi samannāgato yathābhataṃ nikkhitto evaṃ 

niraye. Katamehi catūhi? 
attanā ca pāṇātipātī hoti, parañca pāṇātipāte samādapeti, 
pāṇātipāte ca samanuñño hoti, pāṇātipātassa ca vaṇṇaṃ bhāsati. 
Imehi kho bhikkhave catūhi dhammehi samannāgato yathābhataṃ 

nikkhitto evaṃ niraye.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성품을 갖추면, 그 성품이 작용하는 

대로 지옥으로 던져 진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고, 남에게도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도록 교사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칭송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성품을 갖추면, 그 성품이 작용하는 대로 지옥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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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āṇātipātasutta-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26,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살인을 한 자나 교사한 자나 모두 지옥행이다. 그리고 

동조하거나 칭송하는 자들 역시 지옥행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성품이 작용하는 대로 지옥으로 

던져 진다(samannāgato yathābhataṃ nikkhitto evaṃ niraye)”라 

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직접적인 살인을  한 자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명령한 자 역시 살생업으로 인하여 지옥의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한다. 더구나 살생에 동조하고 칭송하는 자 역시 지옥과보를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본다면 직접적인 살인을 한 자나 살인 

하도록 명령을 내린 자 모두 지옥과보를 피할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킨 

자를 전범으로 재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살인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열 가지 악행을 표로 만들면 
  
앙굿따라 니까야에 따르면 살생업만 지옥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다. 모두 

열 가지에 악행에 대하여 지옥과보를 받을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자 
Pāṇātipāta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고, 

남에게도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도록 

교사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데 

칭송 하는 자 

殺生 

2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자 
Adinnādāna 

스스로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남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도록 

교사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에 

동조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칭송 하는 자 

偸盜 

3 잘못을 저지르는 자 
Kāmamicchācāra  

스스로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도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저지르도록 교사하고, 사랑을 나눔에 

邪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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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르는데 동조하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칭송 하는 

자 
4 거짓말을 하는 자 

Musāvāda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동조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칭송 하는 자 

妄語 

5 이간질을 하는 자 
Pisuṇāvācā 

스스로 이간질을 하고, 남에게도 

이간질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간질을 

하는데 동조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을 

칭송 하는 자 

綺語 

6 욕지거리 하는 자 
Pharusāvācā 

스스로 욕지거리를 하고, 남에게도 

욕지거리를 하도록 교사하고, 

욕지거리를 하는데 동조하고,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칭송 하는 자 

惡口 

7 꾸며대는 말을 하는 자 
Samphappalāpa  

스스로 꾸며대는 말을 하고, 남에게도 

꾸며대는 말을 하도록 교사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는데 동조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을 칭송 하는 자 

兩舌 

8 탐욕스러움 
Abhijjhālu 

스스로 탐욕스럽고, 남에게도 

탐욕스럽도록 교사하고, 탐욕스런데 

동조하고, 탐욕스런것을 칭송 하는 것 

貪愛 

9 악의에 찬 마음 
Byāpannacitta  

스스로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도 악의에 찬 마음을 갖도록 

교사하고, 악의에 찬 마음을 지니는데 

동조하고, 악의에 찬 마음을 칭송 하는 

것 

瞋碍 

10 잘못된 견해 
Micchādiṭṭhi 

스스로 잘못된 견해를가지고, 남에게도 

잘못된 견해를갖도록 교사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는데 동조하고, 잘못된 

견해를 칭송 하는 것 

癡暗 

출처: 앙굿따라니까야 A4.261-A4.270 
  
  

  
표에서 보는 열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십악행이라 한다. 반면 십악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십선행이라 한다.  
  
십악행에서 왜 음주가 포함 되지 않았을까?  
  
열 가지를 보면 오계 중에 네 가지가 포함 되어 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이다. 그러나 음주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십악행에서 

음주가 제외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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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飲酒)는 불음주(不飮酒)의 계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즉 술 마시는 

것을 말한다. 음주는 5악 중 나머지 4가지 악인 망어 · 살생 · 

투도 · 사음을 범하는 동기가 되므로 5 악에 포함시켜 경계하게 한 

것이다. 
(오계, 위키백과)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가 십악에서 빠진 이유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한다. 술을 마시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음탕한 마음을 먹게 되고, 도둑질하고 결국 

살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범망계를 법문한 지관스님의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확인 된 것이다. 
  
술취한 사람이 닭으로 인하여 
  
불교방송 불교강좌시간에 전조계종총무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지관스님은 닭의 비유를 들어 오계가 어떻게 파괴되는 지를 설명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닭한마리가 마당에 들어 

왔습니다. 술취한 사람은 닭을 보더니 닭고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들어 온 남의 닭을  가져 갔습니다.(偸盜)  그리고 닭을 잡아 

먹었습니다(殺生). 조금 있다가 보니 어떤 아낙이 와서 “지나가는 

닭한마리 못 보았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잡아 먹었으니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妄語)  그런데 술이 취해서 

몽롱한 눈으로 여자를 보니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 여자를 

덥쳤습니다.(邪淫). 
  
  
술취한 사람은 닭으로 인하여 네 가지 계를 어기게 되었다. 남의 닭에 

손에 대어서 투도죄를 지었고, 닭을 죽였기 때문에 살생죄를 지었고, 

닭을 본적이 없다고 말하여 망어죄를 지었고, 더구나 아낙을 보고 

음심을 품었기 때문에 사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오계 중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십악에서 음주가 빠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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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경과 차이가 나는 항목 
  
표에서 십악을 보면 천수경과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 그것은 열 

번째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잘못된 견해는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 등의 허무주의 적 견해를 포함하여 

육사외도의 견해를 말한다. 이런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면 악처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수경에서는 치암중죄금일참회(痴暗重罪今日懺悔) 라 

하여 잔지 “어리석어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초기경전에서는 잘못된 견해가 어리석음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21 세기 문명의 시대라 하지만 
  
요즘의 시대를 21 세기 문명의 시대라 한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끔찍한 범죄가 매일 수 없이 벌어진다. 주로 살생, 도둑질, 

음란행위 등 오계를 어기는 것들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옛날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가 21 세기를 살아 가는 문명의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음을 말한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성내며 살아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십악행과 십악행을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 한 것이다. 더구나 스스로 행한 

자나 교사한 자나 동조한 자나 칭송한 자들도 동급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범죄가 일어 났을 때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교사사고 동조하고 칭송하였다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와 동급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모조리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하였다.  
  
세월호사건은 국가범죄 
  
그런데 범죄는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예를 현대사에서 수 없이 보아 왔다.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월호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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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일까 국가범죄일까?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면 교통사고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범죄에 해당된다. 무려 

400 여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들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탄압한다. 왜 그럴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수사권을 

주었을 때 그 칼 끝이 자신들을 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갖은 이유를 대며 절대로 들어 줄 수 없다고 한다. 바로 이런 행위가 

세월호참사사건에 대하여 국가범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은 
  
사람들은 억울하면 서럽게 울며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말과 같다. 그것도 집단으로 울게 만들었을 때 

더욱도 클 것이다. 세월호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기득권자들은 왜 눈물을 흘리게만 하고 눈물을 닦아 주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때 울면서 후회 할지 모른다. 
  
  
2014-09-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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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왜 뇌가 아니라 심장인가?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법구경 37 번 게송은 마음에 대한 것이다. 이 게송에서 키워드는 

동굴(guhā)이다. 그래서 마음은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였다. 그 동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Dūraṅgamaṃ ekacaraṃ  두랑가망 에까짜랑 
asarīraṃ guhāsayaṃ,  아사리랑 구하사양 

Ye cittaṃ saññam-essanti 예 찟땅 산냥 엣산띠 
mokkhanti Mārabandhanā.  목칸띠 마라반다나. 
  
(dhp37, cittavagga) 
  
  
멀리 미치고 홀로 움직이고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 
마음을 제어 하는 님들은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 나리라.  
  
(dhp37, 전재성님역) 
  
  
心は遠くに行き、独り動き、 
形体なく、胸の奥の洞窟にひそんでいる。 
この心を制する人々は、 
死の束縛から逃れるであろう。 

 
 
(dhp37, 中村元역)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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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37, 법정스님역) 
  
  
獨行遠逝 독행원서 
覆藏無形. 복장무형 
損意近道 손의근도 
魔繫乃解. 마계내해 
  
(dhp37, 한역)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고 홀로 움직이며 
물질이 아니면서도 물질 속에 숨는다. 
누구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 
  
(dhp37, 거해스님역) 
  
  
Wandering far, 
going alone, 
bodiless, 
lying in a cave: 
 the mind. 
Those who restrain it: 
 from Mara's bonds 
 they'll be freed. 
  
(dhp37, Thanissaro Bhikkhu 역)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동굴과 관련된 말이 “asarīraṃ guhāsayaṃ”이다. 이에 대한 번역을 

보면 약간씩 다르다.  전재성님은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이라 하여 원어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보면 “形体なく、胸の奥の洞窟にひそんでいる”이라 하여 “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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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마음 깊은 동굴에 숨어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마음이 

가슴(胸)에 있음을 말한다. 이 때 가슴은 무엇을 의미할까? 심장을 

말하는 것일까? 나까무라 하지메역을 중역한 법정스님역을 보면 “가슴 

속에 숨어든”이라 하여 마음이 마치 심장에 있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다.  
  
거해스님역을 보면 “물질 속에 숨는다”라 하여 의역을 빠알리원문과 

동떨어진 번역을 하였다. 빠알리 원문에는 동굴이라는 뜻의 guhā 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몸이라는 물질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몸은 서울에 있으나 마음은 부산에 있는 경우 
  
게송에서 마음은 ‘멀리 미치는 것(Dūraṅgama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ūraṅgamaṃ : DhpA.I.304 에 따르면, 방향등으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 못지 않게, 멀리 있는 대상을 파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 미친다.’고 한 것이다.  
  
(법구경 605 번 각주, 전재성님) 
  
  
마음이 미치는 곳은 동서남북사유상하 어느 곳이든지 가능함을 말한다. 

그것도 매우 멀리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에 가 있다면 마음은 부산에 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더 확장해 보면 유럽 어느나라의 관광지일 수도 있고 

저 우주 너머 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미치는 

것(Dūraṅgamaṃ)’이라 하였다. 
  
마음은 한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게송에서 마음은 ‘홀로 움직이는 것(ekacaraṃ)’이라 하였다. 

ekacaraṃ은	 ‘ekacara+aṃ’형태이다.	Ekacara 는 ‘one who lives 

alone’의 뜻으로 ‘홀로 사는 자’의 의미이다. ekacaraṃ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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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caraṃ: DhpA.I.304 에 따르면, 일곱 여덟 마음들이 황화수의 

꽃다발이 묶인 것처럼 결코 한 순간에 모두 일어날 수는 없다.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은 단독적으로(ekakaṃ) 일어난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상속되는 마음이 단독적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그 의식인 마음은 홀로 

움직인다. 
  
(법구경 606 번 각주, 전재성님) 	 
  
마음은 한순간에 한가지 일밖에 할 수 없음을 말한다.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 할 수 없음을 뜻한다. 기적소리가 크게 나지만 다른 일에 

몰두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차가 지나 갔는지 알 수 없듯이 한순간에 

한가지 일을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 이때 조건발생함에 따른 마음의 

상속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한순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것일까? 
  
상윳따니까야 포말비유의 경(S22.95)에 따르면 “빗방울이 떨어질 때 

물거품이 생겨나고 사라지는데”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물거품은 

하나의 물방울로 생겨났다가 오래지 않아 사라진다. 그 기간에 대하여 

손가락 튕기는 것으로 비유 된다. 엄지와 중지를 마찰시켜 “딱”하고 

소리내는 것을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손가락을 튕기는 찰나에 

십만억의 느낌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S22.59, 384 번 각주)”라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수히 많은 것이다. 

이럴 경우 마치 소프트웨어 메인루틴에서 인터럽트가 걸려 서브루틴을 

실행하고 되돌아 오는 것 같다. 다시 메인루틴으로 되돌아 왔을 때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 가지만 인터럽트가 걸린 만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감정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서 증오의 감정이 

일어 났다면 그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일부로 다른 대상에 

마음을 가져 가는 것이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관심을 보이면 증오의 감정은 사라진다. 그런데 수행처에서는 

호흡으로 되돌아 오라고 한다. 호흡에 마음을 두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 하다 보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말한다. 
  
사리(舎利)의 원형 사리라(Sarī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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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에서 마음에는 ‘신체가 없다(asarīraṃ)’ 고 하였다. asarīraṃ는	‘asarīra+aṃ’의	형태이다.	Asarīra 는 sarīra 의 부정형이다. Sarīra 는 

‘the body’의 뜻으로 ‘신체’를 의미한다. 화장하고 남은 신체의 

일부를 ‘사리(舎利)’라고 하는데 바로 이 빠알리어 사리라(Sarīra)를 

음역한 것이다.  
  
마음에는 신체가 없다는 것은 주석에 따르면 “푸른 색 등과 같은 

색깔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비신체적이라 부른다. (DhpA.I.304)”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이다.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였는데 
  
비물질은 마음은 우리의 몸 어느 곳에 있을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동굴에 숨어 있다(guhāsayaṃ)”라고 하였다. Guhāsaya 는 

‘guhā(동굴)+āsaya(依所)’의 형태이다. 그래서 guhāsaya 는‘동굴에 

의지하는 것’의 뜻이 된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guhāsayaṃ: DhpA.I.304 에 따르면, 동굴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위대한 

존재로 이루어진 신체의 동굴을 말하는데, 마음은 

심장물질(hadayarupa)에 의존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는 

존재로 표현된다. Sds.II.475;III.536 에 따르면, 마음은 심장토대의 

물질로 심장물질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법구경 608 번 각주, 전재성님)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명색’이라 한다. 여기서 색은 몸을 말하고, 명은 수상행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몸과 마음은 상호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한다. 이런 의존 관계는 눈, 귀 등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식은 눈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이식은 귀를 의지 

하여 일어난다. 만일 눈이 없다면 안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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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경에 따르면 마음은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asarīraṃ 

guhāsayaṃ)”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굴은 주석에 따르면 

심장(hadaya)을 뜻한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guhāsayaṃ)’이라 하였는데, 이는 심장을 토대로 한다는 말이다.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라고?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최근 불교닷컴에 기고한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는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을 했으며 지금도 

인도인들은 대부분이 그리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사량분별이다. 
  
(강병균 교수의 '환망공상과 기이한 세상'-11, 불교닷컴 2014-08-11) 
  
  
수학을 전공하는 과학자 강병균 교수에 따르면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라 하였다.  
  
강병균교수가 말한 G 스팟은? 
  
그렇다면 마음은 뇌를 토대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강병균 교수는 

또 다른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고 하였다. 
  
  
이제 과학의 발달로 뇌와 의식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 종교인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 비밀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임사체험, 유체이탈, 

황홀경, 비전, 그리고 신비적 합일 등이 인정사정없이 해체된다. 뇌의 

특정부분을 전기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그런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자극을 받으면 ‘신의 임재’나 ‘신과의 합일’을 

느끼게 만드는 뇌부위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 부위는 ‘神點 God 

spot’이라 불리며 뇌 여러 곳에 존재한다. 특히 측두엽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엑스터시가 ‘측두엽간질 발작’이라는 수그러들지 않는 설이 

있다. 간질환자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 발작 중에 느끼는 환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더없이 황홀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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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youtube 에 들어가면, 황홀감에 대한 기억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리 증언하는 간질환자를 볼 수 있다. 멀쩡하고 순박하고 착하게 생긴 

미국 젊은이이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란다). 
  
(강병균 교수의 '환망공상과 기이한 세상'-10, 불교닷컴 2014-08-04) 
  
  
강병균교수는 ‘G스팟’ 이야기를 한다. G 스팟이라는 말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여성의 질의 일부분으로, 자극을 받을 경우 높은 수준의 성적 

각성과 강렬한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는 성감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처럼 외설의 대명사와 같은 용어인 

‘G스팟’에 대하여 ‘God spot’이라 하였다. 마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강렬한 오르가슴을 일으키는 것처럼, 뇌의 특정부위를 

자극하면  “임사체험, 유체이탈, 황홀경, 비전, 그리고 신비적 합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강병균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강병균교수의 주장대로라면 미래의 사람들은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 뇌의 측두엽을 자극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자극부위가 ‘G스팟(God spot, 神點)’이라 한다. 그런데 뇌를 자극하면 

매우 황홀하다고 한다. 이는 질을 자극하여 오르가슴에 이르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 뇌고학자들은 뇌를 이용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뇌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부처님은 마음은 “동굴에 숨어 있는 것(asarīraṃ guhāsayaṃ)”이라	
하였다.	주석에서는	이을	마음의	심장토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초기경전	
어디에도	마음이	뇌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인도인들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일까?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 

중 ‘마음은 뇌에 있을까 심장에 있을까, 재생연결식과 심장토대의 

마음을 보면(2009-06-16)’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글은 마하시사야도의 

십이연기법문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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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시사야도는 마음의 심장토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문하였다. 
  
  
「발취론」은 몸의 어느 특정 기관이나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서에 따른다면 몸의 어느 특정부위가 

마음의 토대 라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심장이나 머리의 

어떤 부위일 것입니다. 마음을 심장에 위치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를 그 육체적 토대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입니다.  
  
(마하시사야도, paṭicca-samuppāda-십이연기, 35. 마노의 문[意門]과 

식(識)의 관계) 
  
  
눈이 있어서 형상을 보았을 때 마음이 일어나듯이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다. 사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유할 때 역시 사유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어난 마음은 몸의 어느 곳을 의지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심장이 모든 정신활동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였다.  
  
주석가들은 많고 많은 몸 중에서 하필이면 심장에 토대를 둔다고 

하였을까? 뇌에 토대를 둔다고 할 수 있음에도 굳이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발취론에서는 어느 

특정부위를 명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다고도 보는 것이다. 또 몸 전체에 대하여 토대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굳이 신체의 부위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심장이라 한다. 왜 뇌가 아니라 심장인가? 
  
왜 뇌가 아니라 심장인가? 
  
오늘날 뇌 과학자들이 심장토대설에 의문하는 것은 심장수술에 기인하는 

영향도 있다.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대용물로 바꾸어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심장토대설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대체된 

심장이라 할지라도 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심장토대설은 여전히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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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테라와다 불교전통에서는 뇌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대과학자들이 뇌를 중시하는 것과 다르다. 

그대신 심장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마노(意)와 의식(意識)은 심장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정설로 하고 있다. 이런 이론은 아비담마에서 

잘 정리 되어 있다. 그렇다면 테라와다 전통에서 왜 뇌가 아니라 

심장일까? 이에 대하여 마하시 사야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논장의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미와 마음이 전개되는 

유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미는 파리를 잡기 위하여 

그물의 일종인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는 태어난 지 며칠만 지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난 지 1 년이 된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미는 거미집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에 걸리는 생명체는 모두 먹어치우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왕가, 즉 의식(意識)은 거처로써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거처와 그 주변을 연결하고 있는 거미집의 거미줄처럼 

심장에 의해 주입된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퍼집니다. 그리고는 

눈에 있는 형상이 심장에 있는 바왕가를 자극하면 그것은 안문(眼門) 

인식과정을 통해서 안식(眼識)등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왕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소리[聲]와 냄새[香] 등에 대해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감각기관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하시사야도, paṭicca-samuppāda-십이연기, 35. 마노의 문[意門]과 

식(識)의 관계) 
  

  
  

 
cob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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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서 심장은 중심부에 있다. 그런 심장은 모든 피가 모였다가 

다시 내뿜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 피는 몸의 곳곳에 뿌려진다. 

신체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두뇌에도 역시 다량의 피가 

뿌려진다. 이처럼 세포 깊숙히 피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마치 

거미줄 처럼 우리 온 몸에 핏줄이 뻗어 있어서 피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피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질 하는 곳이 심장이다.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심장토대설과 관련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Manodhātumanoviññāṇadhātūnaṃ nissayalakkhaṇaṃ hadayavatthu, 

tāsaññeva dhātūnaṃ ādhāraṇarasaṃ, ubbahanapaccupaṭṭhānaṃ. 

Hadayassa anto kāyagatāsatikathāyaṃ vuttappakāraṃ lohitaṃ nissāya 

sandhāraṇādikiccehi bhūtehi katūpakāraṃ utucittāhārehi 

upatthambhiyamānaṃ āyunā anupāliyamānaṃ 

manodhātumanoviññāṇadhātūnañceva taṃsampayuttadhammānañca 

vatthubhāvaṃ sādhayamānaṃ tiṭṭhati.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The heart-basis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the (material) 

support for the mind-element and for the mind-consciousness-

element. Its function is to observe them. It is manifested as the 

carrying of them. It is to be found in dependence on the blood, of 

the kind described in the treatise on mindfulness of the body 

(VIII.111), inside the heart.  

  

It is assisted by the primaries with their functions of upholding, 

etc.; it is consolidated by temperature, consciousness, and 

nutriment; it is maintained by life; and it serves as physical 

basis for the mind-element and mind-consciousnesselement, 

and for the states associated with them. 

  

(영역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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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토대는 마노의 요소(意界, Manodhātu)와 마노의 알음알이의 

요소(意識界, manoviññāṇadhātū) 의지처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들을 지님으로 나타난다.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있다. 그 피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주석에서 설했다. 

  

그것은 받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근본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 의해 지탱되고 생명기능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것은 마노의 요소와 마노의 알음알이의 요소와 또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이 생기는 토대가 된다.  

  

(청정도론, 14 장 60 절 심장토대, 대림스님역) 

  

  

청종도론에 따르면 마음의 의지처가 심장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인 설명이 보인다. 그것은 ‘피(lohita)’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의지해서 있다”라 하였다. 

분명히 “피를 의지한다(lohitaṃ nissāya)” 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피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의식(意識)은 모두 심장토대를 토대로 한다” 

  

공급된 피는 눈에도, 귀에도, 코에도 공급이 된다. 만일 피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할 것이다. 피가 공급되기 

때문에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이 일어난다. 그런 피는 다시 심장으로 

모인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의 토대는 뇌라기 보다 차라리 심장에 

가깝다. 물론 마음의 토대가 몸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집어 말한다면 뇌보다 심장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테라와다불교의 

견해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은 물질적인 

감각장소이지만 마노[意]는 정신적인 감각장소인것이다. 그리고 

감각대상이란 식(識)이 일어날 때 의지하는 물질적 토대를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眼識]는 눈[眼]이라는 감성의 물질을 토대로 하고 

같이하며, 이식(耳識)은 귀[耳]를, 비식(鼻識)은 코[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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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식(舌識)은 혀[舌]를, 신식(身識)은 몸[身]이라는 감성의 물질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의식(意識)은 모두 심장토대를 토대로 한다.  

  

(마하시사야도, paṭicca-samuppāda-십이연기, 113 번 주석) 

  

  

 
  

cardiac 

  

  

안식이 일어날 때는 눈을 토대로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의식이 

일어나면 신체의 특정 부위에 토대를 둔다고 보았는데 아비담마에 

따르면 심장을 토대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의 중심에 대하여 뇌가 

아니라 심장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뇌가 멈추면 ‘뇌사’라 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뇌 

보다 심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심장은 피가 들어 오고 나간다. 세포 

안에 있는 모든 피는 반드시 심장으로 되돌아 온다. 그리고 심장을 

통하여 뇌를 비롯하여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 된다. 이렇게 본다면 

심장은 마치 정보가 들어 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일까 테라와다불교에서는 뇌보다 심장을 더 주목 하였을 것이다.  

  

세 가지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법구경 게송에서 “악마의 밧줄에서 벗어나라(mokkhanti 

Mārabandhanā)”이라는 말이 나온다. 주석에 따르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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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에서 벗어날 것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악마의 영토에 대하여 삼계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삼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십이연기로 설명된다. 주석을 참고 하여 세 가지 소용돌이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존재를 윤회하게 하는 세 가지 소용돌이 

  세 가지 소용돌이 십이연기 
1 번뇌의 소용돌이 무명과 갈애와 집착의 윤회 
2 업력의 소용돌이 형성과 행위-존재의 윤회 
3 과보의 소용돌이 명색과 의식과 여섯 가지 감역과 접촉과 

느낌과 재생-존재의 태어남과 늙고 

죽음의 윤회 
  

  

이렇게 세 가지 소용돌이가 있다. 그래서 번뇌의 소용돌이는 업력의 

소용돌이를 낳고, 업력의 소용돌이는 과보의 소용돌이를 낳고, 과보의 

소용돌이는 다시 번뇌의 소용돌이를 낳음으로서 끝없는 윤회가 전개 

된다. 

  

21 세기 뇌만능주의자들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을 열어라”라는 말이 있다. 이를 영어로 

“open mind”라 한다. 이때 “마음을 열어라”라는 말은 “가슴을 

열어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두뇌를 열어라”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과 가슴은 동의어라 볼 수 

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마음은 뇌의 작용에 따른 것이라 한다. 심지어 

명상에서 느끼는 희열이나 행복감도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뇌만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한다는 

초기경전의 가르침은 무시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뇌의 작용으로 본다면 자칫 ‘유물론’으로 되기 

쉽다. 그런 유물론은 “보시에는 공덕도 없다” 라든가, “몸이 

무너지면 정신 또한 죽게 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등의 

허무주의적 견해로 귀결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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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전에서 마음이 뇌를 토대로 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마음이 심장을 토대로 한다는 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법구경에서 처럼 마음은 “신체가 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asarīraṃ 

guhāsayaṃ, dhp37)”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여기서 동굴은 심장을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한다. 마음의 심장토대설이다.  

  

심장토대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피의 역할이다. 

피는 우리 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에도 핏줄이 거미줄 처럼 연결 되어 있어서 피가 흐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과 접촉하여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심장토대로 본 

것이다.  

  

심장은 순환작용을 한다. 이런 원리는 이미 옛날에도 알았다. 5 세기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에 따르면 32 가지 관찰 대상 중에 ‘피’에 대하여 

“장소로써 순환하는 피는 머리털, 몸털, 이빨, 손발톱의 살이 없는 

부분과 딱딱하게 마른 피부를 제외하고 정‧ 동맥의 망을 따라 업에서 

생긴 온 몸에 퍼져있다.( 제 8 장 130)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피가 정맥과 동맥에 따라 순환 작용을 하고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환원하여 가르침을 재단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특히 뇌만능주의자들이 그렇다. 21 세기가 문명의 시대라 

하여 마치 2 천 5 백년 전의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이 심장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라 한 것은 일부분만 본 것이다. 마치 빈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같다.  

  

  

  

2014-09-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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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움켜진 주먹을 펴지 않는 스승 
  
  
  
“탁”하고 치니 “억”하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다. 민주화운동시절 

고문치사사건을 말한다. 이와 같은 “탁”과 “억”은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말이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만 아는 말로서 마치 암호문처럼 

보인다. 
  
선종에서도 “탁”“억”과 유사한 말이 있다. 선사들끼리 하는 말 중에 

‘할(喝)’과 ‘방(棒)’이라는 있는데, 할과 방이 마치 선사들끼리만 

통하는 은어 또는 암호문 처럼 보인다. 어느 선사가 “할”하고 고함 

지르자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어느 선사가 

“탁”하고 방망이(棒)로 때렸을 때 맞은 자가 그 순간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함소리를 뜻하는 할과 방망이질을 뜻하는 방은 선사들끼리의 

고유언어이다. 깨달음을 말이나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누군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질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사량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깨달음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 되는 순간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맛을 보았는데 이를 말이나 문자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그럴 경우 차라리 “캬!”라고 맛을 표현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이처럼 선종에서는 진리나 깨달음은 문자나 말로 표현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리나 깨달음 말이나 

문자로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종지로 

삼고 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부처님이 한송이 꽃을 들었을 때 부처님의 전법제자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이를 ‘염화미소’라 한다. 말하지 않고도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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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함을 말한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사이에 진리가 전승되는 것에 대하여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 한다. 선종에 따르면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이련하반곽시쌍부(泥連河畔槨示雙趺)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알려져 있다. 

스승과 제자사이에 언설 없이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진리가 

전승되어 왔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이심전심의 전통이 후대에 이르러 

할과 방이 되었다. 
  
 “할”과 “방”에 따른 “탁”과 “억”이라는 의성어는 일반사람들이 

알아 듣기 힘들다. 특별한 사람들의 모여 사는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이다. 그것도 매우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이다. 이와 같은 할과 방은 

마치 주먹질 하는 것과 유사하다. 시비가 붙었을 때 말로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하나 표현력이 부족할 때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것과 같다. 말보다 주먹인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말이 있다. 조폭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 보다 주먹한방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말한다. 이런 조폭세계에서는 주먹이 곧 법이고 정의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종에서나 통용되는 할과 방은 다름 아닌 주먹이라 볼 

수 있다. 선사들이 내 뱉는 고함소리나 다짜고짜 몽둥이질을 하는 것은 

곧 법이고 깨달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상근기의 수행자에게나 해당된다. 눈빛만 

보아도 서로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나 통용 될 뿐 

일반사람들에게는 마치 코미디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언설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를 

언설로 표현한다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가르침에 비밀이 없다 
  
초기경전을 접하면서 깨달음이나 진리도 언설로 표현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선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승되는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디가니까야 완전한 열반의 큰경(D16)에 따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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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anānanda bhikkhusaṅgho mayi paccāsiṃsati: desito ānanda, mayā 

dhammo anantaraṃ abāhiraṃ karitvā natthānanda tathāgatassa 

dhammesu ācariyamuṭṭhi. 
  
[세존] 
“그런데 아난다여, 수행승의 승단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난다여, 나는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 

아난다여, 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 
  
(Mahā Parinibbāna Sutta-완전한 열반의 큰 경, 디가니까야 D16.51, 

전재성님역) 
  
  
경에서 핵심구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라는 말이고 또하나는  “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라는 말이다.  
  
비밀스런 가르침 
  
먼저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nantaraṃ abāhiraṃ karitvā : Srp.II.203 에 따르면, ‘나는 

사실(법:객관)이나 사람(인:주관)과 관련해서 양자를 구별하여 ‘나는 

이러한 사실을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내면화한다든가, 나는 이러한 사실을 남게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여 

사실을 외면화한다든가, 아니면‘나는 이와 같은 자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내면화(인정)한다거나 ‘나는 이와 

같은 자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외면화(축출)하여, 스승께서는 이와 같이 구별하지 않고 

가르쳤다.’라는 뜻이다. (Srp.II.203) 
(디가니까야 D16, 1065 번 각주) 
  
  
주석의 내용을 보면 마치 스승이 제자를 가려서 전법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스승이 있는데 제자들 모두에게 가르침을 전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받을 만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만 비밀스런 가르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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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스승의 빈주먹 
  
경에서“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natthānanda 

tathāgatassa dhammesu ācariyamuṭṭhi)”라 하였다. 이때 사권(師拳)에 

해당되는 말이 ācariyamuṭṭhi 이다.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ācariyamuṭṭhi: 한역에서는 사권(師拳)이라 한다. Srp.II.203 에 따르면, 

‘젊었을 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최후의 시간에 죽음의 침상 위에 

누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제자에게 말하는 외도의 스승들에게는 

사권이 있지만, 이와 같이 여래에게는 늙어 최후의 시간에 ‘내가 

이것을 말할 것이다.’라고 주먹을 쥐고 비밀로 되어 정해진 어떠한 

것도 없다고 그는 보여 준다.’ 
  
(디가니까야 D16, 1066 번 각주) 
  

  

 
  

fist 
  

  
스승은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주먹속에 무언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킬 것이다. 더구나 죽을 때 까지 주먹을 피지 않는다면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외도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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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 것이다. 무언가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을 때 까지 주먹을 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죽고 나면 주먹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주먹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마치 무언가 

있을 듯 보이는 스승의 꽉 쥔 주먹은 사실상 ‘빈주먹’에 지나지 

않는다. 
  
전법게를 문화재로 등재한다고? 
  
스승의 주먹, 즉 사권이야기를 보면 선사들의 전법이야기가 떠 오른다. 

최근 교계뉴스에 따르면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발표 되었다. 그것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스님인 진제선사의 전법게에 대한 

것이다. 기사의 일부를 옮기먄 다음과 같다.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가 향곡선사로 부터 받아 보관해오던 전법게 4점과 

전법 내력을 쓴 상속문 4 점 등 전법게 8 점이 부산시 문화재로 

등재된다. 
  
문화재로 등재될 전법게는 경허가 혜월에게 준 전법게, 혜월이 운봉, 

운봉이 향곡, 향곡이 진제스님에게 준 ‘전법게’와 전법게를 내릴 때 

함께주는 ‘등등상속’ 4 점이다. 
  
이 전법게는 향곡스님에 1967 년 하안거 해제법문 때  법거량을 통해 

인가를 받은 진제스님에게 전법하면서 함께 준 것이다. 이 전법게를 

접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 문화재 등재를 권유해 

이뤄졌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오는 가을 부산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진제 종정예하 '전법게' 문화재 등재 추진, 불교신문 2014-07-26) 
  
  
전법게는 스승에서 제자로 법맥이 전수 되었음을 인증하는 일종의 

문서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제선사는 마치 박사학위 증서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이 간화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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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성성불했다고? 조사불교의 한계(2013-04-25)’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불자들은 기뻐해야 할까? 
  
선사들의 전법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치 스승과 제자사이에 

비밀스런 법의 전승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마음으로 전승된 법에 대하여 말로서 인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문서로 작성하여 마치 공문처럼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런 전법게가 문화재로 등재 될 것이라 한다.  
  
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는 진제선사의 전법게에 대하여 불자들은 

기뻐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스승과 제자사이에 이루어진 문서화 작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후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인지 부처님은 “안팍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르침을 

다 설했다”라 하였고 또 “여래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사권은 

없다(D16)”라 하였다. 이는 비밀스런 가르침을 부정하고 스승의 

빈주먹에 대하여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선사들은 비밀리에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 법이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법맥이 유지 되어 왔다고 말한다.  
  
구린내 나는 스승의 주먹 
  
비밀스런 가르침이나 스승의 주먹은 외도들에게나 해당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외도들이 무언가 보여 줄 듯 하지만 끝내 보여 주지 않는 것은 

빈주먹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스승의 빈주먹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빈주먹에 금화나 황금이 있다고 말할 순 있지만 ‘와서 이것을 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슨 이유인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변이나 

대변이라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면서 마음을 

흡족케 하기 위해서는 ‘와서 이것을 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풀이나 나뭇잎으로 가려야만할 것이다. 왜 그런가? 더럽기 때문이다. 
  
(청정도론 7 장 82 절, 대림스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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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꽉 쥔 주먹에는 무언가 있을 것 같다. 한번도 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주먹에 뭐가 들어 있을까? 청정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없다. “보시에는 공덕은 없다”든가 “자아와 세계는 영원하다” 등의 

악취나는 가르침일 뿐이다. 다만 꽉 쥐며 펴 보이지 않는 주먹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황금과 같은 재화이다. 그래서 주먹을 끝까지 펴 보이지 

않는지 모른다. 
  
스승의 주먹에는 청정으로 이끄는 가르침 대신 황금이 잔뜩 들어 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절대 초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금이나 은 등 

재화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청정한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스승의 움켜진 주먹에 들어 있는 것은 구린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은 한번 움켜진 주먹을 결코 펴지 않는다.  
  
  
  
2014-09-0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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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오랜 만에 ‘산길’을 걸었다. 산길을 걸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은 힐링이 

된다는 것이다. 답답하고 근심어린 마음도 산길을 걷자 마자 금새 

누그러 드는 것을 보면 숲속이야말로 최고의 마음치유장소라 본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 ‘햇볕’이다. 

  

햇볕을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다. 그것은 일제시대 당시 

저항시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시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시인은 햇살에 대하여 온몸과 대비 하여 표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라고 표현하였다. 

  

온몸에 햇살을 받으면 살맛이 난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빛을 직접 접촉하기 때문이다. 햇빛의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내 몸에 

전달 되었을 때 삶의 활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을 초입의 햇볕은 매우 강렬하다. 너무 강렬해서 따가울 정도이다. 

이렇게 강렬한 햇볕과 숲이 어우러지면 살맛이 난다. 숲속에 들어 옴에 

따라 세상사의 근심과 걱정을 놓아 버리고 강렬한 햇볕으로 인하여 

열기를 느낄 때 자연스럽게 힐링이 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운동’이라 한다. 

방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걸으라는 것이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어 몸에 활력을 불어 넣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햇볕이다. 햇볕도 안드는 곳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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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있으면 마치 식물이 시들어 가듯이 점점 우울해지지만, 일단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강렬한 햇살을 받으면 기분이 금방 전환 된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기분이 쳐져 있을 때 걸으면서 햇볕을 보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숲길을 걷는 것이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숲이 주는 생명력이다. 

  

초가을에 마주 치는 것들 

  

늘 다니는 산길이 있다. 대로 하나만 건너면 관악산으로 연결 되는 

산길이다. 산길을 걸어가면 늘 보던 것들과 마주 친다. 9 월초 초가을에 

마주 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열매’이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산길에서 보는 작은 

텃밭에서는 결실의 산물인 열매가 기세 좋게 커나가고 있다. 기괴하게 

구부러진 가지와 마치 작은 축구공을 연상케 하는 호박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 하다. 

  

  

  

 
  

  

  

  

기품이 있는 들에 핀 국화 

  

산길을 걷다 보면 가을에 피는 꽃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가을의 꽃이라 

볼 수 있는 들국화를 보면 기품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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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스런 것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다. 이는 초원에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늘은 높고 곡식이 익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에는 곡식만 익어 가는 것이 

아니다. 나무의 열매도 익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열매를 볼 때 

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것은 매우 ‘탐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은 꽃이 필 때와 또 다르다.  

  

꽃이 피면 모두 ‘예쁘다’거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쳐다 본다. 

그러나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 커나갈 때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열매가 어느 정도 커서 탐스런 모습을 보일 때 그제서야 

다시 한번 쳐다 보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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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실수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감나무이다. 농촌이건 도시이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나무를 선호하는 것은 그 

열매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도로에 유실수를 심자고 

한다. 이왕 나무를 심을 바에 열매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도로에는 유실수가 수도 없이 많이 심어져 

있다.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은행나무에는 열매가 열린다. 그것도 암나무에서이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있지만 모두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열매가 

두드러진 나무는 꽃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은행나무꽃을 

보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나무를 바라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꽃이고 또 

하나는 열매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관상용 꽃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감나무와 같은 유실수를 심을 것이다. 이렇게 

‘꽃이냐 열매냐’의 차이로 선택이 달라진다.  

  

나무를 심는다면 꽃도 보고 열매도 따는 나무가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대하여 우리나라 속담으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일 것이다. 

꽃도 보고 열매도 따는 대표적인 나무가 배나무이다. 배꽃의 경우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기 때문에 벚꽃과 유사하다. 그러나 벚꽃의 

경우 열매는 보잘 것 없다. 반면 배나무는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어 

대표적인 “님도 보고 뽕도 따는”나무에 해당된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나무이다. 그러나 감꽃을 보기는 

쉽지 않다. 잎사귀가 먼저 나고 이어서 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런 꽃도 

매우 작아 잎사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결실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풍성하게 해준다. 마치 바이블에서 “시작은 미미 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을 연상케 해 주는 것 같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일단 피면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본다면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상기 시켜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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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하면 자식이 생긴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듯이 사랑을 하면 

자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자식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랑만 할 

뿐 자식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꽃만 피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단지 꽃구경 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실속이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랑만 할 뿐 자식이 

없다면 역시 실속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랑의 열매인 아이를 갖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연령에 따른 

인구분포도가 항아리형이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래세대가 점점 줄어 들게 되어 국력은 쇠퇴 할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의 결실이다. 서로 

사랑하여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식을 잃어 

버린 어미의 마음은 어떠할까? 

  

부모의 마음은? 

  

세월호참사로 자식을 잃어 버린 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떼죽음을 

당하였는지 궁금하여 알고자 한다. 그래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10 일이 넘도록 노숙하며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대통령은 

만나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가족이 

없다. 한번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자식도 없다. 이렇게 대통령은 가정도 자식도 없다. 그래서일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한다.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자비(慈悲)’에 호소 하는 것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다지 자비롭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면으로 본다면 매우 냉정해 

보인다. 냉정하다 못해 ‘무자비(無慈悲)’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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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통령이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세월호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는 대통령을 두고 있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겨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가르침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도(道, magga)’와 ‘과(果, 

phala)’이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  

  

사향사과(四向四果)와 사쌍팔배(四雙八輩) 

  

도를 이룬다는 것은 꽃이 핀다는 말과 같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여 

이를 실천하였을 때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이듯이, 도를 이루면 또한 과보를 얻는다. 마치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과 같다. 대학에서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공부 

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도를 닦다 보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 하였을 때 도(道)에 대하여 

막가(magga)라 하고, 과(果)에 대하여 팔라(phala)라 한다. 그래서 

‘도과’에 대하여 ‘막가-팔라’라 한다. 이 때 빠알리어 

‘팔라(phala)’라는 말은 ‘열매(fruit)’를 뜻한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듯이 도를 닦으면 역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을 근거로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No 도를 닦아  열매를 맺는다 비고 
1 첫 번째 도의 지혜 예류도의 지혜 첫 번째 성자 
2 첫 번째 과의 지혜 예류과의 증득 두 번째 성자 
3 두 번째 도의 지혜 일래자의 지혜 세 번째 성자 
4 두 번째 과의 지혜 일래자의 증득 네 번째 성자 
5 세 번째 도의 지혜 불환자의 지혜 다섯 번째 성자 
6 세 번째 과의 지혜 불환자의 증득 여섯 번째 성자 
7 네 번째 도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 일곱 번째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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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 번째 과의 지혜 아라한의 증득 여덟 번째 성자 
  

  

표를 보면 네 가지도와 네 가지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향사과(四向四果)라 한다. 그리고 도와 과 네 쌍으로 여덟 성자가 

있다. 이를 ‘사쌍팔배(四雙八輩)’의 성자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대하여 얻은 과보에 대하여 사향사과라 하고  또는 

이를 실천한 자에 대하여 사쌍팔배의 성자라 한다.  

  

도의 인식과정과 과의 증득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는 무엇이고 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riyaphalarasānubhavananti na kevalañca kilesaviddhaṃsanaññeva, 

ariyaphalarasānubhavanampi paññābhāvanāya ānisaṃso. Ariyaphalanti 

hi sotāpattiphalādi sāmaññaphalaṃ vuccati. Tassa dvīhākārehi 

rasānubhavanaṃ hoti. Maggavīthiyañca phalasamāpattivasena ca 

pavattiyaṃ. Tatrāssa maggavīthiyaṃ pavatti dassitāyeva.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B. The Taste of the Noble Fruit] 

the “noble fruit.” Its taste is experienced in two ways, that is 

to say, in its occurrence in the cognitive series of the path, and 

in its occurrence in the attainment of fruition. Of these, only its 

occurrence in the cognitive series of the path has been shown 

(XXII.3f.) 

  

(영역청정도론, 빅쿠냐나몰리역)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함: 오염원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과의 맛을 체험하는 것도 통찰지수행으로 얻는 이익이다. 성스러운 과란 

예류과 등 사문의 과를 말한다. 이 맛을 두 가지로 체험한다. 즉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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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정과 과의 증득 에서 생길 때 [체험한다.] 이 가운데서 도의 

인식과정에서 성스러운 과가 생기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XXII. 15-17) 

  

(청정도론 23 장 3 절, 대림스님역) 

  

  

도와 과에 대하여 ‘인식과정’과 ‘증득’으로 보았다. 도는 

인식과정으로 보고 과는 증득으로 본 것이다. 도를 닦아 가는 과정에서 

얻게 지혜를 ‘도의 인식과정(Maggavīthiyañca: the cognitive series 

of the path)’라 본 것이고, 인식과정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과의 

증득(Phalasamāpattivasena: the attainment of fruition)’으로 본 

것이다.  

  

‘도의 인식과정과 과의 증득’이라는 말은 빠알리어 “Maggavīthiyañca 

phalasamāpattivasena ca pavattiyaṃ.”에 대한 번역어이다. 여기서 

Maggavīthiyañca 는 ‘Magga(길)+vīthi(길)’의 형태이다. 똑 같이 ‘길-

길’이라는 뜻이지만, 뒤의 길은 PCED194 에 따르면 ‘vīthicitta’ 

형태로서 ‘process of cognition’이 된다. 따라서 Maggavīthi 는 

‘인식의 과정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는 도를 닦음으로 인하여 

지혜가 생겨남을 뜻한다. Phalasamāpattivasena 는 

‘Phala(과)+samāpatti(증득)’의 합성이다. 열매를 뜻하는 팔라에 

대하여 증득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과의 증득이라 한다.  

  

수행자의 삶의 결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꽃은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보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랑만 할 뿐 자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열매는 

자식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도를 닦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도를 닦는 것으로 그친다면 열매 를 맺지 않는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도를 닦으면 결과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과의 증득(Phalasamāpatti)이다. 이런 과의 증득은 도를 닦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도를 닦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을 때, 열매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알 수 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 

보아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과의 증득 역시 경험 해 보아야 그 맛을 

알 수 있다. 그런 맛은 어떤 것일 것?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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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benefit)으로 표현 하였다. 디가니까야 ‘사만냐팔라경(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 D2)’에 따르면 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세존] 

“대왕이여, 예를 들어, 산꼭대기에 맑고 고요하고 청정한 호수가 

있는데, 그 곳에 눈 있는 자가 언덕에 서서 조개류나 모래와 자갈이나 

물고기의 무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 호수는 맑고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곳에 조개류나 모래와 

자갈이나 물고기의 무리가 움직이거나 서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마음이 삼매에 들거나 청정해지고 

고결해지고 티끌없이 오염을 여의어 유연해지고 적응성이 뛰어나 부동에 

도달하여, 마음의 번뇌를 부숨에 대한 궁극의 앎으로 마음을 지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하여,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는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존재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고 

무명에 대한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궁극의 앎이 일어나며,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압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또 다른, 현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보다 뛰어나고 보다 탁월한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과는 다른, 현세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행자의 삶의 

보다 뛰어나고 보다 탁월한 결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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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maññaphalasutta-수행자의 삶의 결실에 대한 경, 디가니까야 D2, 

전재성님역) 

  

  

수행자의 삶의 결실은 궁극적으로 윤회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어 더 이상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한 삶을 살아 더 이상 

번뇌가 일어 나지 않게 되었을 때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 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된다. 이것이 ‘아라한선언’이다.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오도송’이다.  

  

자신이 얼마나 청정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번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본다면 도를 닦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신의 마음 속에 찌꺼기 처럼 

남아 있는 탐욕, 성냄 등 오염원을 제거해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도를 닦는 것이고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다면 도만 

닦는다고 하여 무조건 열매를 맺을까? 

  

“나는 누구인가?” 

  

흔히 도를 닦는다고 한다. 하지만 도도 도 나름이다. 도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말한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나를 찾는 수행이다. 

  

어떤 스님의 출가이유를 들어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존재의 근원을 찾아 출가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든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의문하며 평생 도를 닦는다. 하지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쓸데 없는 일에 정신을 기울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찾는 수행은 ‘번뇌’만 야기할 뿐이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 경(M2)’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에 따르면 “수행승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M2)”라고 부처님이 말씀 하셨다.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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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정신활동을 기울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연기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연기적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여기 이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라고 의문하며 무한소급해 올라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다. 왜 그런가? 결국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적 실재’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원인에 모든 것이 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유일신교의 교리이다. 

그 하나의 원인에 대하여 창조주, 하느님, 브라흐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마하야나와 젠부디즘에서는 불성, 참나, 본래면목 등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연기적 사고를 하면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전 행위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십이연기에 따르면 ‘무명’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다. 

이전 과거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의 결과로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몹시 궁금해 한다. 대부분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한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고 불안해 한다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될 것이다. 유일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해당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것은 번뇌만 야기할 뿐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떻게 사고 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연기적 

사고’를 말한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고, 

연기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연기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누군가 미래가 불안하여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 하였을 때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적 실재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원인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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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그 미래의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갈애’이다. 그 갈애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태어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며 존재의 근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또 “나는 어디로 갈까?”라며 불안해 하며 궁극적 실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면 쓸데 없는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이전의 무명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현재의 갈애가 원인이 되어 미래의 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순관과 역관을 함께 설한 이유는? 

  

연기적 사고를 하는 자에게 “나는 누구일까?’라고 의문하며 존재의 

근원을 찾는 수행은 맞지 않는다. 그 대신 연기에 바탕을 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연기적 사고를 하면 청정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 탐욕, 성냄 등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멸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것 자체가 연기적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연기의 역관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은 십이연기를 설할 때 순관과 함께 반드시 역관도 함께 

설하였다. 부처님이 연기의 순관을 설할 때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반면 부처님이 연기의 역관을 설할 때는 청정한 삶에 대한 것으로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순관은 윤회하는 삶에 

대한 것이고, 연기의 역관은 윤회를 소멸시키는 삶에 대한 것이다.  

  

부처님의 연기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굳이 “나는 누구일까?”라고 

의문하며 도를 닦는 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꽃만 필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고, 사랑만 할 뿐 자식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즉시에 과보를 주는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도’와 ‘과’는 항상 함께 한다. 

그런데 과는 ‘즉시적’이라 하였다. 도를 이루었을 때 즉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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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Imassa pana ñāṇassa anantaraṃ tasseva vipākabhūtāni dve tīṇi vā 
phalacittāni uppajjanti. Anantaravipākattāyeva hi 

lokuttarakusalānaṃ ‘‘ samādhimānantarikaññamāhū ’’ ti (khu. 

pā. 6.5) ca ‘‘ dandhaṃ ānantarikaṃ pāpuṇāti āsavānaṃ 

khayāyā ’’ ti (a. ni. 4.162) ca ādi vuttaṃ. Keci pana ekaṃ dve 

tīṇi cattāri vā phalacittānīti vadanti, taṃ na gahetabbaṃ.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Immediately next to that knowledge, however, there arise either two 

or three fruition consciousnesses, which are its result. For it is 

owing to this very fact that supramundane profitable 

[consciousness] results immediately that it is said, “And which he 

called the concentration with immediate result” (Sn 226), and 

“Sluggishly he reaches what has immediate result for the 

destruction of the cankers” (A II 149), and so on. 

  

(영역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이 지혜 바로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둘 혹은 셋의 과의 마음들이 

일어난다. 출세간의 유익한 마음들은 즉시에 과보를 주기 때문에 

"즉시에 [과보를 주는] 禪을 설했다.(Sn.226)"고 하셨고 "그는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즉시에 과보를 주는[ 성스러운 도에] 천천히 

도달한다.(A.ii.149)"고 설하셨다. 

  

(청정도론 22 장 15 절) 

  

  

청정도론은 5 세기에 붓다고사가 스리링카 마하위하라(대사)에서 

저술하였다. 니까야 주석서이면서 동시에 수행지침서이기도 한 

청정도론에서는 초기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니까야에 실려 

있는 문구를 종종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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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고사는 두 가지 경을 근거로 들었다. 하나는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즉시에 [과보를 주는] 禪을 설했다.(Sn.226)"이고 또 하나는 

앙굿따라니까야에 실려는 있는 "그는 번뇌를 멸하기 위하여 즉시에 

과보를 주는[ 성스러운 도에] 천천히 도달한다.(A.ii.149)"라는 

문구이다.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청정도론에서 강조한 것은 ‘결과의 즉시성’이다. 가르침을 실천하면 

반드시 과보를가져 오고 그것도 ‘즉시에(Immediately)’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즉시에 [과보를 주는] 禪을 

설했다.(Sn.226)"라 하여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게송의 문구를 

인용하였다. 게송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Yaṃ buddhaseṭṭho parivaṇṇayī suciṃ  양 붓다셋토 빠리완나이- 쑤찡 

Samādhi mānantarikaññamāhu,   사마-디 마-난따리깐냐마-후 

Samādhinā  tena samo na vijjati   사마-디나 떼나 사모 나 

윗자띠 

Idampi dhamm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담메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훌륭하신 깨달은 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stn226, 전재성님역) 

  

  

숫따니빠따 라따나경(보배의 경, Sn2.1)은 테라외다 불교에서 

예불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보에 대한 찬탄과 귀의로 이루어져 있는 

라따나경은 수호경이기도 하다.  

  

게송에 따르면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이라고 번역된 말이 빠알리어 

‘마난따리깐냐마후(mānantarikaññamāhu’이다. 이는 ‘māna(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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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rika(intermediate) +añña(perfect knowledge)’의 뜻이다. 

직역하면 ‘완전한 지혜를 즉각적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  

  

‘청정한 삼매(suciṃ  Samādhi)’에 들어가면 즉시에 완전한 지혜를 

증득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S4.21)”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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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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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인간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불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불자가 될 수 있을까? 이는 명확하게 초기경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윳따니까야 ‘마하나마의 경’에서 재가신자 마하나마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재가신도가 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S55.37, A8:25)”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불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삼보에 의지 하는 것이다. 
  
법회가 열릴 때 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삼귀의문’이다. 삼귀의문법회뿐만 아니라 불교행사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삼귀의문을 낭송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자신이 불자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귀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리수 선원의 삼보공덕문 
  
그런데 테라와다불교전통의 경우 ‘삼보공덕문’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한국불교 예불의식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보공덕문이란 

무엇일까? 보리수 선원의 삼보공덕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삼보공덕문 
  
  
1) 삼보를 맞이함 
  
요 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Yo so bhagava araham samma sambuddho,  

이매히 삭까래히 땅 바가완땅 아비뿌자야미  

Imehi sakkarehi, tam bhagavantam abhipujay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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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떠나신 분,  

스스로 정각을 이루신 분에게  

이 같은 공양구를 바치고  

으뜸가는 예를 올리나이다.  
  
  
요 소 스왁카또 바가와따 담모  

Yo so svakkhato bhagavata dhammo,  

이매히 삭까래히 당 담망 아비뿌자야미  

Imehi sakkarehi, tam dhammam abhipujayami.  

 
 
존귀하신 분에 의해서  

매우 잘 선포된 위없는 담마에  

이 같은 공양구를 바치고  

으뜸가는 예를 올리나이다.  
  
  
요 소 수빳이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Yo so supaipanno bhagavato savakasangho,  

이매히 삭까래히 땅 상강 아비뿌자야미  

Imehi sakkarehi, tam sangham abhipujayami  

 
 
존귀하신 분에 의해서  

잘 수행된 제자들 상가에  

이같은 공양구를 바치고  

으뜸가는 예를 올리나이다.  
  
  
2) 삼보에 대한 큰 절 
  
아라항 삼마 삼붇도 바가와  

Araham samma sambuddho bhagava,  

붓당 바가완땅 아비와대미  

Buddham bhagavantam abhivad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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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신,  

스스로 정각을 이루신 세존  

부처님, 존귀하신 분 앞에  

머리 숙여 예 올리나이다.  
  
스왁카또 바가와따 담모  

Svakkhato bhagavata dhammo,  

담망 나마싸미  

Dhammam namassami.  

 
 
존귀하신 분에 의해서  

매우 잘 선포된 위없는 진리, 담마  

그 담마 앞에 머리 숙여 예 올리나이다.  
  
수빳이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Supatipanno bhagavato Savakasangho,  

상강 나마미  

Sangham namami.  

 
 
존귀하신 분에 의해서  

잘 수행된 제자들, 상가  

그 상가 앞에 머리 숙여 예 올리나이다.  
  
  
3) 부처님공덕 
  
이띠삐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붇도  

Itipiso bhagava araham samma sambuddho  

웨자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Vijjacarana sampanno sugato lokavidu  

아누따로뿌리사 담마사라티  

Anuttaropurisa dammasarati  

싸타 대와 마누싸낭, 붓도 바가와.  

Satta deva manussanam buddho bhag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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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덕을 구족하신 거룩하신 분.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떠나신 분.  

스스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와 훌륭한 덕을 갖추신 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분명히 아시는 분.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귀하신 분.  

가르침은 바르기에 모든 이들의 지혜가 생기도록  

잘 가르치신 분.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르신 분.  

인간과 신의 스승이 되시는 모든 법을 다 아시는 분. 
  
  
낱히매 사란앙 안냥  

Natthi me saranam annam  

붓도 매 사란앙 와랑  

Buddho me saranam varam  

붓대 요 칼리또 도소  

Buddhe yo khalito doso  

붓도 카마뚜 땅 마망  

Buddho khamatu tam mamam  

 
 
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저의 의지처.  

만약에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잘못 한 바 있다면,  

부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따마항 바가완땅 아비뿌자야미  

Tamaham Bhagavantam abhipjayami  

따마항 바가완땅 시라사 나마미  

Tamaham Bhagavantam sirasa namami  

존귀하신 부처님께 최상의 예를 올리며,  

존귀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경 올립니다.  
  
  
4) 담마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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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왁카또 바가와또 담모  

Soakkhato bhagavato dhammo  

산띠티꼬 아깔리꼬 에히빠시꼬  

sandithiko akaliko ehipassiko  

오빠나이꼬 빳짜땅  

opaneyiko paccattam  

왜디땁보 웬뉴히  

veditabbo vinnuhi  

 
 
부처님께서 설하신 담마는 바르게 잘 설하신 진리,  

열심히 수행하면 현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리,  

시간이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금방 결과를 주는 진리,  

지혜 있는 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낱히 매 사란앙 안냥  

Natthi me saranam annam  

담모 매 사란앙 와랑  

Dhammo me saranam varam  

담매 요 칼리또 도소  

Dhamme yo khalito doso  

담모 카마뚜 땅 마망  

Dhammo khamatu tam mamam  

 
 
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담마는 오직 나의 의지처,  

만약에 제가 담마에 대해 잘못한 바 있다면  

담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따마항 담망 아비뿌자야미  

Tamaham dhammam abhipujayami  

따마항 담망 시라사 나마미  

Tamaham dhammam sirasa nam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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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담마에 최상의 예 올리며,  

훌륭한 담마에 머리 숙여 예경 올립니다.  
  
  
5) 상가공덕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suppatipanno bhagavato savakasamgho,)  

우쭈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ujuppatipanno bhagavato savakasamgho,)  

냐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nayappatipanno bhagavato savakasamgho,)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samicippatipanno bhagavato savakasamgho,)  

야디낭 짯따리 뿌리사유가니 앗타 뿌리사뿍갈라,  

(yadidam cattari purisayugani attha purisapuggala,)  

애사 바가와또 사와까상고,  

(esa bhagavato savakasamgho,)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닥키네이요, 안잘리까라니요,  

(ahuneyyo, pahuneyyo, dakkhineyyo, anjalikaraniyo,)  

아눗따랑 뿐냑켓땅 로까싸.  

(anuttaram punnakkhettam lokassa.)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스러운 제자들 상가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도록 계, 선정, 지혜의  

좋은 수행을 잘 닦으시는 높으신 상가이며  

몸, 입, 마음을 곧바르게 수행하는 높으신 상가이며,  

모든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  

닙바나를 원하는 가장 높으신 상가이며,  

다른 이들이 올리는 존경에  

합당하도록 수행하시는 높으신 상가이며,  

멀리서 가져온 귀한 공양을 올릴 가치 있는 높으신 상가이며,  

가장 귀하신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가장 높은 공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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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티 매 사란앙 안냥  

Natthi me saranam annam  

상고 매 사란앙 와랑  

Sangho me saranam varam  

상개 요 칼리또 도소  

Sanghe yo khalito doso  

상고 카마뚜 땅 마망  

Sangho khamatu tam mamam.  

따마항 상강 아비뿌자야미  

Tamaham sagham abhipujayami  

따마항 상강 시라사 나마미  

Tamaham sangham sirasa namami.  

 
 
저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상가는 오직 저의 의지처,  

만약에 제가 상가에 대해 잘못한 바 있다면  

상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상가에 최상의 예를 올리며,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추신 4 가지 도(道)와  

4 가지 과(果)를 얻으신 성스러운 상가를  

저희 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경 올립니다.  
  
(삼보공덕문, 보리수선원) 
  
  
한국테라와다불교 보리수선원의 삼보공덕문이다. 한국불교 법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긴 길이의 예불문이다. 그것도 빠알리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긴 예불문을 법회를 할 때 마다 낭송한다.  
  
삼보예찬을 하는 이유는? 
  
테라와다불교전통에서 법회를 할 때마다 삼보예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삼보예찬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불자’임을 확인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마하나마경에서 확인 된 

것처럼 불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않고 부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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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과 상가를 귀의처로 삼고, 의지처로 하고 피난처로 삼기 

때문이다.  
  
삼보예찬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이다. 이는 

삼보예찬문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왜 부처님에게 

귀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열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왜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고, 왜 상가를 

피난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곱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법회할 때마다 삼보예찬을 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지처는 스님이 아니라 상가 
  
삼보는 불자들에게 귀의처이고, 의지처이고, 피난처이다. 하지만 

한국불자들은 삼보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그것은 법회 할 때 

오로지 ‘한글삼귀의문’만을 낭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삼귀의문을 보면 세 번째 항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잘못된 문구이다. 오로지 한국이나 

대승불교권에서만 볼 수 있는 문구이다.  
  
한글삼귀의문에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한다. 그러나 

불자들은 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른다. 그것은 

설명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는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  
  
테라와다불교에서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은 없다. 

대신 “상강 사라낭 가차미(Sangham saranam gacchami)”라 하여  

“상가에 귀의합니다”라 한다. 그것도 한 번 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한다. 그러나 보리수선원의 예불문을 보면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 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불자들이 귀의하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할 대상은 스님이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가르침과 자신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법우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자신이 한 때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주지스님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자 신도들도 스님을 따라 

갔다고 한다. 이렇게 스님이 떠나자 그 절은 텅 비다시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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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이 혀를 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한글삼귀의문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글삼귀의문에 분명히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한 불자들이 스님을 따라 

다른 절로 가는 것은 한국적 불교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 하였는데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S22.43)”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의지의 대상은 

스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불자들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외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명망있는 스님이라도 스님을 의지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속해 있는 상가를 의지처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글삼귀의문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문구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보리수선원의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구절도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이 “상강 사라낭 

가차미(Sangham saranam gacchami)”라 하였기 때문에 불자들이 

귀의하고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할 대상은 스님이 아니라 상가인 

것이다.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는 예불문 
  
테라와다불교의 예불문은 철저하게 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예불문과 비교된다. 이처럼 경전을 근거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것에 의지 하지 않음을 말한다. 긴 길이의 삼보예찬문 역시 경전을 

근거로 한다. 대표적으로 상윳따니까야 ‘깃발의 경(S11.3)’을 들 수 

있다. 
  
청청도론의 다섯 가지 수호경 
  
삼보예찬문이 들어 있는 깃발의 경은 테라와다불교 전통에서 

‘수호경’에 속한다. 그렇다면 수호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호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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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5 세기 붓다고사의 저서 ‘청정도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Buddhakhettaṃ nāma tividhaṃ hoti – jātikhettaṃ, āṇākhettaṃ, 

visayakhettañca. Tattha jātikhettaṃ dasasahassacakkavāḷapariyantaṃ 

hoti. Yaṃ tathāgatassa paṭisandhigahaṇādīsu kampati. Āṇākhettaṃ 

koṭisatasahassacakkavāḷapariyantaṃ, yattha ratanasuttaṃ (khu. pā. 

6.1 ādayo) khandhaparittaṃ (cūḷava. 251; a. ni. 4.67) 
dhajaggaparittaṃ (saṃ. ni. 1.249) āṭānāṭiyaparittaṃ (dī. ni. 3.275 

ādayo) moraparittanti (jā. 1.2.17-18) imesaṃ parittānaṃ ānubhāvo 

vattati. Visayakhettaṃ anantamaparimāṇaṃ. Yaṃ ‘‘ yāvatā vā pana 

ākaṅkheyyā ’’ ti (a. ni. 3.81) vuttaṃ, yattha yaṃ yaṃ tathāgato 

ākaṅkhati, taṃ taṃ jānāti. Evametesu tīsu buddhakhettesu ekaṃ 

āṇākhettaṃ vinassati. Tasmiṃ pana vinassante jātikhettampi 

vinaṭṭhameva hoti. Vinassantañca ekatova vinassati, saṇṭhahantampi 
ekato saṇṭhahati. Tassevaṃ vināso ca saṇṭhahanañca veditabbaṃ. 
  
(청정도론 빠알리원문) 
  
  
For the Buddha-fields are of three kinds, that is, the field of 

birth, the field of authority, and the field of scope. 
  
Herein, the field of birth is limited by the ten thousand world-

spheres that quaked on the Perfect one’s taking rebirth-linking, 

and so on. The field of authority is limited by the hundred 

thousand million world-spheres where the following safeguards 

(paritta) are efficacious, that is, the Ratana Sutta (Sn p.39), the 

Khandha Paritta (Vin II 109; A II 72), the Dhajagga Paritta (S I 

218), the Átánátiiya Paritta (D III 194), and the Mora Paritta (J-a 

II 33). 
  
(영역 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부처님의 국토는 세 가지인다. 탄생의 국토, 권위의 국토, 경계의 

국토이다.  이 가운데서 탄생의 국토는 여래가 입태 할 때 등에 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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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개의 우주까지이다. 권위의 국토는 백 천 구지의 우주까지이다. 

그곳에 「라따나 경」(Ratana Sutta, 寶經=寶呪, Sn p.39),「칸다 

빠릿따」(Khandha Paritta, 蘊護呪, Vin ii 109; A ii 72) ,「다작가 

빠릿따」 (Dhajagga Paritta, 幢頂護呪, S i 218),「아따나띠야 

빠릿따」 (Átánátiiya Paritta, , D iii 194), 「모라 

빠릿따」(孔雀護呪, J-a ii 33) 등의 빠릿따들의 위력이 미친다.  
  
(청정도론, 제 13 장 초월지 31 절, 대림스님역) 
  
  
청종도론에 실려 있는 수호경(paritta)의 종류는 모두 다섯 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수호경 내    용 비  고  
1 보배의 경 

ratanasutta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 
숫따니빠따-Sn 2.1 
(khu. pā. 6.1 ādayo) 

2 뱀왕의 경 
khandhaparitta  

뭇삶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낼 것을 강조 
앙굿따라니까야(A4.67) 
(cūḷava. 251; a. 
ni.4.67) 

3 깃발의 경 
Dhajaggaparitta  

불법승 삼보의 공덕을 

찬탄함 
상윳따니까야(S11.3) 
(saṃ. ni. 1.249) 

4 아따나띠야의 경 
āṭānāṭiyaparitta 
  

해를 끼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부터 

뭇삶들을 보호함 

디가니까야(D32) 
(dī. ni. 3.275 ādayo) 

5 공작경 
moraparittanti  

공작명왕의 신주를 설명한 

경전 
자따까 
(jā. 1.2.17-18) 

  
  

  
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라따나경(보배의 경)이다.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경으로서 테라와다불교의 예불문이자 동시에 수호경이다. 이 

수호경은 쿳다까니까야(소부) 의 

쿳다까빠타(Khuddakapatha :小誦經))에도 실려 있다.  
  
쿳다까빠따는 초심자들의 수련을 위한 가르침으로서 20 페이지도 안되는 

짧은 경 9 개로 이루어져 있다. 축복이나 예식의 독송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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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경으로서 라따나경(Sn2.1) 
  
수호경 중에 ‘라따나경’이 있다. 수 많은 수호경중에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 경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은 글을 썼다. 빠알리원문 해설과 

함께 올린 글의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라따나경(보배경)1 
2) 부처님의 가르침에 견줄만한 것은 없다! 라따나경(보배경)2 
3)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 라따나경(보배경)3 
4) “그 많던 비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라따나경(보배경)4 
5) 신출가(身出家)와 심출가(心出家), 라따나경(보배경)5 
6) 수다원에게 남아 있는 번뇌는? 라따나경(보배경)6 
7) 궁극의 경지를 맛 본 수다원이 되면,  라따나경(보배경)7 
8) 십악참회게(十惡懺悔偈)의 원형, 라따나경(보배경)8 
9) 살라(Sala)꽃이 만개한 고싱가숲의 담마토크(法談), 

라따나경(보배경)9 
10) 과거불(過去佛)과 정법시대, 라따나경(보배경)10 
11) 꺼진 등불로 묘사된 열반, 라따나경(보배경)11 
12) 가르침의 바다에 퐁당 빠져, 라따나경(보배경)12 
  
  
이처럼 라따나경은 숫따니빠따에도 실려 있고, 쿳다까빠타에도 실려 

있어서 이 시대 최고의 수호경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라따나경은 

음악으로도 나와 있다. 세계적은 음악가인 Imee Ooi 가 부른 것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도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뱀왕의 경’은 자애의 마음을 내기 위한 것이다. 어떤 수행승이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부처님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이 네 

가지 종류의 뱀왕의 혈통을 위하여 자애의 마음을 펼쳤다면, 그는 

뱀에게 물려 죽지 않았을 것이다.( A4.67)”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시작 

된다. 뱀에게도 평소 자애의 마음을 내었더라면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았을 것임을 말한다.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뱀 뿐만이 뭇삶에 대해서도 자애의 마음을 낼 

것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내는가?  두 개의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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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ādakehi me mettaṃ mettaṃ dipādakehi me, 

catuppadehi me mettaṃ mettaṃ bahuppadehi me. 
  
발 없는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두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네 발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자애를!   
  
  
Mā maṃ apādako hiṃsi mā maṃ hiṃsi dipādako, 

Mā maṃ catuppado hiṃsi mā maṃ hiṃsi bahuppado. 
  
발 없는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두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네 발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많은 발을 가진 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기를! 
  
( Ahi(metta)sutta-뱀왕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67,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모든 뭇삶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은 모두 선하고 

슬기로운 것만 보고 일체 악한 것을 만나지 않기를! (A4.67)”라고 

자애의 마음을 내라 하였다. 그렇게  자애의 마음을 내면 “자신을 

지키고(attaguttiyā), 자신을 보호하고(attarakkhāya), 자신을 

수호(attaparittāyāti)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이 

빠릿따(수호경)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도 자신을 수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호경 중에 ‘아따나띠야의 경(D32)’이 있는데 
  
수호경 중에 네 번째 ‘아따나띠야의 경(D32)’이 있다. 디가니까야에 

실려 있는 경으로서 다른 수호경과 성격을 달리 한다. 비인간들로부터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이 아닌 것들 즉, 야차, 건달바, 꿈반다, 

나가(뱀) 등을 말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령, 귀신 등도 해당된다.  
  
수호경으로서 아따나띠야의 경은 비인간들로부터 수행승과 재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대천왕 중의 하나인 ‘웻사와나 대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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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에게 빠릿따를 허용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부터 경이 

시작된다.  
  
다른 수호경과 달리 아따나띠야의 경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마치 호법신장의 역할을 하는 듯한 사천왕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에 등장하는 사천왕은 북방을 지키는 

호법신장인 웻사와나이다.   
  
“신장님이 잘 지켜 주실 거야!” 
  
한국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신장님이 잘 지켜 주실 

거야!”라는 말이다. 무언가 큰 일을 한다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호법신장들이 보호해주고 지켜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눈을 부릎뜨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귀신이나 야차, 악귀 등 인간을 해코지 하는 존재들 차단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웅전 탱화를 보면 신중단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이다. 그런 신들 중에서 사대왕천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인지 연등축제를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장엄등이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다. 
  
사천왕의 역할은? 
  
한국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터넷백과사전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사천왕 역  할 비  고 
1 지국천왕 

[持國天王] 
동방을 수호하는 

신 
-드르트라스트라 
-비파를 든 모습 

2 증장천왕 
[增長天王] 

  

남방을 수호하는 

신 
-비루다카 
-왼손은 주먹을 쥐어 허리에 

대고 오른손에는 칼을 든 형상 
3 광목천왕 

[廣目天王] 
  

서방을 수호하는 

신 
-비루팍쉬 
-왼손에는 창, 오른손에는 

금강저 
4 다문천왕 

[多聞天王] 
북방을 수호하는 

신 
-바이스라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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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야차와 나찰을 거느려 

통솔함 
-분노의 상(相)으로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어 무장한 모습이며, 

왼손에는 보탑(寶塔)을 받쳐 

들고 있음 
  

  
참고로 조계사 일주문에 있는 사천왕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방의 지국천왕(조계사) 
비파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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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의 증장천왕(조계사) 
왼손은 주먹을 쥐고 허리에 대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음 

  
  

 
  

서방의 광목천왕(조계사) 
용의 목덜미를 쥐고 여의주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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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의 다문천왕(조계사) 
왼손에 보탑을 들고, 오른손에 창을 쥐고 있음 

  
  
  

큰 절에 가면 사천왕상상을 볼 수 있다. 사천왕문 좌우에 각각 2 기씩 

놓여 있는 데 매우 험상굿게 생겼다. 커다란 몸집에 두 눈을 부라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절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두 무서운 

형상만은 아니다. 악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 웃는 모습도 있다. 종종 

해학적 모습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동방의 수호신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고, 남방의 

증장천왕은 칼을, 서방의 광목천왕은 창과 금강저, 그리고 북방의 

다문천왕은 몽둥이와 보탑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절마다 

사천왕상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특히 북방의 다문천왕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된다. 
  
신서유기에서 본 사대천왕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은 천계를 지키는 역할도 한다. 중국에서 제작된 

대하드라마 ‘신서유기’에 따르면 사대천왕이 등장한다. 그는 옥황상제 

앞에서 원숭이 대성을 잡아 오겠다고 한다. 말썽만 부리는 원숭이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때 사대천왕은 오른손에 항상 보탑을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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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취한다. 드라마에서 원숭이는 그 보탑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항상 궁금해 한다.  
  

  

 
  

  
전쟁의 신 비사문천(毘沙門天) 
  
사천왕중에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이다. 

이는 아따나띠야의 경(D32)에서 ‘웻사와나’에 해당된다. 그런데 

북방을 지키는 신의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문천왕과 

비사문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문천왕이라 하지만, 일본에서는 

비사문천이라 한다. 그렇다면 비사문천은 어떤 개념일까? 
  
일본의 전국시대당시 에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신겐 등 쟁쟁한 

무장들과 전쟁을 벌였던 무장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 1530-

1578)’이 있었다. 그는 지금의  ‘니가타현’을 본거지로 한 

‘에치고’의 영주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에스기 겐신이 사문천의 

화신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는 우에스기 겐신이 전쟁의 신으로서 

비사문천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 년 일본성지순례를 한 바 있다. 그때 당시 쿄토에 있는 

동대사(東大寺)에서 비사문천상을 촬영하였다. 동대사의 비사문천상을 

보면 얼굴이 매우 험상굿게 생겼다.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분노하는 

모습이다. 오른손에는 보탑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사천왕문에서 

보는 다문천왕과 비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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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대사의 비사문천상 
오른손에 보탑을 들고 왼손에는 창을 들고 있다.(2012 년 촬영) 

  
  

  
지난 2008 년 일본 NHK 에서 ‘천지인(天地人)’이라는 대하드라마가 

방영되었다. 모두 50 부작으로 일년간 방영된 이 드라마에서는 

비사문천의 화신이라 일컬어지는 우에스기 겐신이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우에스기 겐신은 분노하는 모습의 비사문천을 모시고 

기도한다. 그리고 한자 ‘毘沙門天(비사문천)’의 머리글자인 

‘毘(비)’가 새겨진 군기를 사용한다. 이는  전쟁의 신 비사문천의 

힘을 빌어 전국을 통일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바램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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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스기 겐신의 ‘毘(비)’자 군기 

  
  
비사문천이 전쟁의 신이 된 이유는? 
  
일본에서 비사문천이 전쟁의 신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이전에 ‘천지인에서 보는 전쟁의 신 비사문천(毘沙門天), 다문천왕 

본래의 이미지 일까(2009-01-2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가 있다.  
  
사천왕 중에서도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 일본의 경우 비사문천이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도대륙의 지형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대륙의 북방은 늘 이민족들의 침입루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왕조이든지 북방을 튼튼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일까 인도신화에서 북방을 

지키는 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사천왕상 중에서도 특히 북방을 지키는 신이 가장 호전적이다. 

그래서일까 사천왕상을 보면 분노의 상(相)으로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어 무장한 모습이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쟁의 신으로 

따로 모셔졌다. 이는 우에스기 겐신이 스스로 비사문천의 화신이라 하여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비자 깃발을 만들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 이었다. 

이는 우에스기 겐신의 근거지인 현재 니가타현이 교토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북방’에 위치해 있는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웻사와나(vessavaṇa) 
  



222 

 

일본에서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비사문천은 디가니까야 

‘아따나띠야의 경(D32)’에 따르면 ‘웻사와나(vessavaṇa)’이다. 

vessavaṇa 는 한자어로 ‘비사문천(毘沙門天), 다문천(多聞天)’으로 

번역된다.  
  
경에 따르면 웻사와나가 부처님에게 ‘보호주’를 수용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웻사와나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보호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사대천왕의 이름과 역할과 권속 
  
경에서 보호주는 매우 긴 길이다. 그러나 하나의 패턴이 있다. 그것은 

네 가지 방향에 대한 것과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찬탄이다. 특히 네 

가지 방향에 대한 것을 보면 사대천왕의 이름과 역할과 권속등을 알 수 

있다. 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방향 사대천왕  권  속 비  고 
동방 다따랏따 

dhataraṭṭha 
건달바들의 주인 
Gandhabbānaṃ ādhipati 

持國天王 

남방 위룰라 
virūḷha 

꿈반다들의 주인 
Kumbhaṇḍānaṃ ādhipati 

增長天王 

서방 위루빡까 
virūpakkha 

용들의 주인 
Nāgānañca1 ādhipati  

廣目天王 

북방 웻사와나 
vessavaṇa 

따똘라 등 열두 야차 영주 多聞天王 
(毘沙門天) 

근거: 아따나띠야경(D32)  
  
  
표를 보면 사대천왕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 웻사와나의 경우 다른 천왕들과 달리 

따똘라(tatolā), 땃딸라(tattalā), 따또딸라(tatotalā), 오자씨(Ojasi), 

떼자씨(tejasi), 따또자씨(tatojasī), 쑤라(sūra), 라잔(raja), 

아릿따(ariṭṭha), 네미(nemi)등 열 두명의 야차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에 따르면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 아닌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열 두 명의 

야차대장들을 거느린 강력한 군대를 말한다.  
  
“고귀한 님이여,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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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을 지키는 웻사와나는 동방이나 남방, 서방의 천왕과 성격을 달리 

한다. 동남서방의 천왕들은 건달바등의 권속의 주인에 지나지 않지만 

북방을 지키는 웻사와나는 열 두 야차들을 거느린 영주로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북방을 지키는 신 

웻사와나는 부처님에게 귀의 하였다. 그래서 불법을 보호 하는 수호신이 

되었다. 이에 대한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Namo te purisājañña  
namo te purisuttama'. 

Kusalena samekkhasi. 

Amanussā pi taṃ vandanti 
  
고귀한 님이여,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위없는 님이여,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착하고 건전한 것으로 살피시니 
인간이 아니라도 당신을 예배합니다.  
  
(Āṭānāṭiyasutta-아따나띠야경, 디가니까야 D32,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수미산의 동서남북방을 지키는 네 방향의 사대천왕들은 

자신들의 권속들을 데리고 모두 부처님에게 귀의하였다. 그래서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이 되었다. 특히 북방의 웻사와나는 비인간들의 

해코지로부터 인간을 보호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인간(amanussa: 非人間)란 무엇인가? 
  
아따나띠야의 경에 ‘비인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amanussa 의 

번역어이다. PCED194 에 따르면 ‘[m.] 1. a demon; a ghost; 2. a 

deity’ 라 설명 되어 있고, 한자어로는 ‘非人, 不是人間之人’ 또는 

‘非人，妖怪，鬼，2. 神’라  되어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모두 

비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비인간에 대하여 “만일 비인간, 곧, 야차나 야차녀나…., 

건달바나…, 꿈반다나, (D32)”와 같은 대목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천왕의 권속들도 비인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간들이 인간들을 해코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가의 여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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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따라서 가고, 서면 따라서 서고…”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는 것을 말한다.  
  
수행승과 신도를 괴롭히는 비인간이 따라 붙을 때 보호주를 외우면 

효력이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런 비인간을 퇴치 하는데 있어서 북방의 신 

웻사와나가 퇴치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그러한 비인간은 

그의 머리를 일곱조각으로 분쇄할 것입니다. (Apissu naṃ mārisa 

amanussā, sattadhāpi'ssa muddhaṃ phāleyyuṃ, D32)”라 하였다.  
  
비인간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면 
  
경에 따르면 비인간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보호주를 외는 방법까지 

설명 되어 있다. 이는 웻사와나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웻사와나] 
“   이와 같이 ‘이 야차가 붙잡는다. 이 야차가 들어온다. 이 야차가 

괴롭힌다. 이 야차가 해악을 끼치고, 이 야차가 상처를 입히고, 이 

야차가 놓아 주지 않는다.”라고 알리고, 부르짓고, 외쳐야 합니다.”  
  
(Āṭānāṭiyasutta-아따나띠야경, 디가니까야 D32, 전재성님역) 
  
  
여기서 야차는 비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비인간은 요즘말로 귀신, 

유령, 악마 등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인간이 들러 붙었을 때 

보호주를 외워서 퇴치 해야 함을 말한다.  
  
보호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각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Smv.969 에 따르면, 처음에 아따나띠야경은 송창되지 않는다. 자애의 

경(Mettasutta)과 깃발의 경(Dhajaggasutta)과 보물의 

경(Ratanasutta)이 칠일간 송창되어야 한다. 만약 비인간이 떠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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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된 것이지만, 비인이 떠나지 않는다면, 아따나띠야경이 외워져야 

한다. 
  
(디가니까야 2466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에 따르면 비인간이 달라 붙었을 때(빙의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장 먼저 ‘자애의 경(Sn1.8)’과 ‘깃발의 경(S11.3)’과 

‘보배의 경(Sn2.1)’을 송창해야 함을 말한다. 이 세 가지 경중에 

깃발의 경과 보배의 경은 은 앞서 언급된 대로 청정도론에 수호경으로 

실려 있다.  
  
테라와다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호경 
  
참고로 테라와다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호경은 다음과 같다. 
  

  
No 수호경 내   용 비   고 
1 위대한 축복의 경 

(Maṅgala Sutta, Sn2.4) 
번영하는 삶의 실천 테라와다 

예불문 
2 보배의 경 

(Ratana Sutta, Sn2.1) 
삼보예경과 찬탄 테라와다 

예불문 
3 자애의 경 

(Metta Sutta, Sn1.8) 
자애로운 삶의 실천 테라와다 

예불문 
4 깃발의 경 

(Dhajagga paritta 

S11.3) 

삼보공덕과 찬탄 테라와다 

예불문 

5 아따나띠야 경 
(Aṭānāṭiya Sutta, D32) 

비인간으로부터 보호   

6 칸다 호주 
(Khandha paritta, 

A.ii.72) 

뭇삶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뱀왕의 

경(A4.67) 

7 모라 빠릿따 
(Mora paritta, J159) 

    

8 왓따 경 
(Vattha Sutta) 

    

9 앙굴리말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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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ṅgulimāla paritta, 
M86) 

10 칠각지 호주 
(Bojjaṅga paritta) 

    

11 뿟반하 경 
(Pubbaṇha Sutta, 
A.i.294) 

    

  
  

  
표를 보면 위대한 ‘축복의 경(Sn2.4)’과  ‘보배의 경(Sn2.1)’과 

‘자애의 경(Sn1.8)’은 숫따니빠따와 쿳다까빠타에 실려 있다. 그리고 

‘깃발의 경’에서 삼보공덕 찬탄문과 함께 테라와다 불교의 

예불문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자들의 생활경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천수경을 암송하듯이 테라와다불교의 수호경 

역시 암송된다.  
  
비인간들이 떠나지 않을 때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비인간 등이 들러 붙었을 때 수호경을 암송하면 

효과적이라 한다. 수호경을 암송할 때 비인간들은 대부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떠나지 않을 경우 아따나띠야경(D32)을 송창하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따나띠야경은 사실상 귀신을 쫒는 

수호경이라 볼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비인간에게 빙의 되었을 때 아따나띠야경(D32)을 

송창하면 비인간이 떠나 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아따나띠야경(D32)을 송창하면서 동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북방을 지키는 사천왕 웻사와나에 대한 도움요청이다. 

이는 “야차와 대야차들과 장군들과 대장군들(D32)”이라 표현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웻사와나의 통제하에 있는 부하들을 말한다. 

마치 누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것과 같다. 경에 표현 

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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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 somo varuṇo ca bhāradvājo pajāpati, 
Candano kāmaseṭṭho ca kinnighaṇḍu nighaṇḍu ca. 
Panādo opamañño ca devasūto ca mātali, 

Cittaseno ca gandhabbo naḷo rājā janesabho. 
Sātāgiro hemavato puṇṇako karatiyo guḷo, 
sīvako mucalindo ca vessāmitto yugandharo.. 

Gopālo suppagedho ca hiri netti ca madiyo. 

Pañcālacaṇḍo āḷavako pajjanto sumano sumukho dadhīmukho, 
Maṇi māṇi caro dīgho atho serissako4 saha. 
  
  
인드라, 쏘마, 바루나, 
바라드와자, 빠자빠띠, 
짠다나, 까마셋타, 
까누간두, 니간두, 
  
빠나다, 오빠만냐, 
데바쑤따, 마빨리, 
찟따쎄나, 간답바, 
날라, 라자, 자나싸바, 
  
싸따기라, 헤마바따, 
뿐나까, 까라띠야, 굴라, 
씨바까, 무짤란다, 
벳싸밋따, 유간다라, 
  
고빨라, 쑵빠게다,  
히리, 넷띠, 만디야, 
빤잘라짠다, 알라바까, 
빳준나, 쑤마나, 쑤무까, 
다나무카, 마니, 마니짜라, 
디가 그리고 세릿싸까입니다.  
  
(Āṭānāṭiyasutta-아따나띠야경, 디가니까야 D32, 전재성님역) 
  
  
총 42 명이다. 이와 같은 이름을 보면 익숙한 이름도 보인다.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알라바까’와 ‘헤마바따’가 대표적이다. 이는 숫따니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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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와까의 경(Sn1.10)’과 ‘헤마와따의 경(Sn1.10)’에 등장하는 

야차이름이다. 모두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엄경약찬게’의 원형인가?  

  

아따나띠야경에 등장하는 42 명의 야차와 대야차들과 장군들과 

대장군들의 명단을 보면 마치 대승불교에서 ‘화엄경약찬게’를 보는 듯 

하다.  

  

한국불교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찬게”로 시작되는 

화엄경약찬게가있다. 게송에서는 집금강신신중신에서 

대자재왕불가설까지 모두 39 명의 신장이름이 열거 되고 있다. 이 

39 명의 신장은 아따나띠야경에 등장하는 42 명과 비교하였을 때 3 명이 

적다.  

  

약찬게 중의 일부를 보면 “가루라왕긴나라 마후라가야차왕 

제대용왕구반다 건달바왕월천자(迦樓羅王緊那羅 摩睺羅伽夜叉王 

諸大龍王鳩槃茶 乾達婆王月天子)”라는 문구가 있다.  비인간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긴나라, 야차, 구반다, 건달바’가 등장한다. 이는 

아따나띠야경에 등장하는 간답바(Gandhabbā), 꿈반다(Kumbhaṇḍā),  
나가(Nāgā), 약카(Yakkha)와 유사하다. 이렇게 본다면 아따나띠야경은 

화엄경 약찬게의 원조라 볼 수 있다.  

  
마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경에 등장하는 비인간들은 사대왕천의 통제하에 있으면 불법의 수호자 

되지만 통제 밖에 있으면 인간을 해코지 한다. 해코지 할 경우 야차와 

대야차들과 장군들과 대장군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다. 마치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북방을 지키는 웻사와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웻사와나] 
“…이러한 야차와 대야차들과 장군들과 대장군들에게 이와 같이 ‘이 

야차가 붙잡는다. 이 야차가 들어온다. 이 야차가 괴롭힌다. 이 야차가 

해악을 끼치고, 이 야차가 상처를 입히고, 이 야차가 놓아 주지 

않는다.”라고 알리고, 부르짓고,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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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시여, 이것이 수행승들과 수행녀들과 재가 남자신도들과 재가의 

여자신도들이 수호되고 보호되고 해코지 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수호주 아따나띠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Āṭānāṭiyasutta-아따나띠야경, 디가니까야 D32, 전재성님역) 
  
  
북방을 지키는 웻사와나는 부처님에게 수행승들과 재가신도들을 지켜 

주겠다고 다짐을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웻사와나가 불법에 귀의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의 수호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다. 
  
경에 따르면 야차는 여러 유형이 있다. 대부분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살이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야차 

중에서도 뛰어난 야차들이 있다. 특히 뛰어난 야차들 가운데에서도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야차들이 불법을 

수하고 불자들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불법에 귀의한 야차들은 비인간들로부터 인간을 보호 해 준다. 여기서 

비인간이라 하면 인간이 아닌 간답바(Gandhabbā), 꿈반다(Kumbhaṇḍā), 
나가(Nāgā), 약카(Yakkha) 등을 말한다. 화엄경 약찬게에서는 긴나라, 

야차, 구반다, 건달바 등을 말한다.  
  
그런데 초기경전에 따르면 화엄경이나 팔부신중에 등장하는 비인간들이 

모두 호법신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에 귀의한 야차를 제외하고 모두 

인간을 해코지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엄경약찬게나 대승불교의 팔부신중에서 비인간은 호법신장이라 

볼 수 없다. 
  
수호경 중에 수호경은? 
  
한국불자들에게 천수경은 생활경전이다. 늘 수지하며 독송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생활경전을 들라면 금강경을 들 수 있다. 이외 

화엄경약찬게, 반야심경 등 예불문에 사용되는 경을 들 수 있다. 이런 

생활경전은 수호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불문에 사용되는 경 

자체가 강력한 수호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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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와다불교에서도 대부분 예불문이 수호경으로 되어 있다. 보배의 경, 

자애의 경, 축복의 경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늘 수지하고 독송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불교에서나 테라와다불교에서나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경은 모두 수호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호경중에서도 아따나띠야경은 매우 독특하다. 대부분의 수호경이 

삼보에 대한 찬탄이나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따나띠야경은 마치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듯이 호법신장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을 암송하면 

언제든지 달려 올듯이 표현 되어 있다. 특히 귀신이나 악령 등 

비인간에게 빙의 되었을 때 아따나띠야경을 독송하면 매우 효과적이라 

한다. 
  
수호경을 암송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을 느낄 때 예불문을 암송함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수호경은 대부분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수호경을 독송하는 것 자체가 공덕을 

쌓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수호경 중에 

수호경이 있다. 그것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따나경(보배의 경, Sn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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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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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금 철학하자는 건가? 불자들이 믿는 종교로서 불교 
  
  

  
글을 쓸 때는 폭풍처럼 
  
글을 쓸 때는 폭풍처럼 쓴다. 이른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마자 머리 

속에 구상해 놓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그러다 보면 옆을 

돌아 볼 시간도 없이 몰입하게 된다. 아마 이런 경우를 

‘글쓰기삼매’라 해야 할까? 
  
글이 완성되고 난 후 인터넷에 올리면 한숨 돌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 하였기 때문에 휴식을 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밖으로 나간다. 빌딩 바로 뒤에 ‘동네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 

십분 보내게 된다. 
  
공원에는 여러 구루의 나무가 있다. 모니터만 바라보다 나무를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풀린다. 또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러나 평일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다. 자그마한 동네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저사람은 죽는 것이 소원이래요” 
  
한가한 동네공원에 노인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있다. 겉으로 보기에 90 세 

가까이 보인다. 두 분이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잘 

차려입었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서인지 힘이 없어 보였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할머니를 향하여 “저사람은 죽는 것이 

소원이래요”라고 말한다. 할머니를 보니 등이 구부러져 있고 지팡이에 

의지 하고 있지만 매우 정정해 보인다. 다른 노인이 말하기를 

“94 세래요”라 한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동네공원에서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고 노인들만 

보인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보니 분위기가 쳐져 보인다. 마치 죽음을 

앞둔 것처럼 표정도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런 노인들을 볼 때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진다.  
  
형편없이 늙어 버린 노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대부분 지나치기 

쉽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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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다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천사라 하였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노인을 보았을 때 

천사 보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사의 이야기 
  
부처님은 천안을 가졌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해서 인간을 뛰어 넘는 하늘 눈으로 죽거나 태어나고 비천하거나 

존귀하고, 아름답거나 추하고, 행복하거나 불행한 모든 뭇삶을 

본다.(M130)”라 하였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행을 하는 자는 선처에 나고, 악행을 하면 악처에 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악처에 난 자들과 관련하여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야마왕의 면전에 섰을 때 
  
맛지마니까야에 ‘천사의 경(M130)’이 있다. 다섯 가지 천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천사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늙음’에 

대한 것이 있다. 
  
경에 따르면 야마왕이 “여보게, 그대는 세상에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난 곳을 보지 못했는가?(M130)”라고 묻는다. 악업으로 죄악을 지은 

자가 지옥의 야마왕 면전에 섰을 때이다. 이때 어느 뭇삶은 “대왕이여,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삶의 과정에서 수 없이 보아 왔음에도 

두 번째 천사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야마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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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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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르면 두 번째 천사는 ‘늙은이’이다. 백세 가까이 된 사람들은 

신체적 기능이 다하여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 마치 자동차가 수명이 

다하여 낡아 빠진 것처럼 늙음 역시 폐차 일보 직전처럼 비참하기 그지 

없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서? 
  
형편없이 늙어버린 노인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것일까? 만일 나와 무관한 남의 일로 

보았다면 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때 노인은 

천사에 해당되고, 형편없이 늙어 버린 모습을 보는 것은 천사의 경고에 

해당된다. 
  
마치 폐차를 앞둔 차 처럼 형편없이 늙어 버린 노인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친다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생의 천사, 노의 

천사, 사의 천사를 보내 경고를 하였음에도 나와 관련 없다 하여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일삼다가 야마왕에 섰을 때 

무어라 말할까? 이에 대하여 어느 뭇삶은 야마왕에게 “대왕이여, 저는 

방일하였습니다”라고 후회한다. 후회한다고 하여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될까?  
  
다섯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경에 따르면 모두 다섯 종류의 천사가 등장한다. 그런 천사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것이다. 이 다섯 천사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No 다섯 천사 내용(M1300 비  고 
1 갓난아이 

  
‘이보게, 인간 가운데 갓난아이가 침대에서 

스스로 똥과 오줌으로 분칠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태어남(生) 

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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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음(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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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자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병들고 괴로워하는데 중태이고, 스스로 똥과 

오줌으로 분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앉혀 주어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병듦(病) 

4 범죄자 
  

‘이보게, 왕들이 인간 가운데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으면 갖가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 즉 채찍으로 때리고,… 산 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형벌(26 가지) 

5 죽은자 ‘이 사람아, 인간 가운데 여자나 남자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되어서 

부풀게 되고 푸르게 되고 고름이 생겨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죽음(死) 

  
  

다섯 천사를 보면 다름 아닌 생노병사에 대한 것이다.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사고(四苦)를 말한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된 것이 ‘형벌’의 

고통이다. 그런데 형벌의 고통은 마치 ‘지옥고’와 같다는 것이다.  
  
경에 따르면 모두 26 가지 형벌을 소개 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 

“…뜨거운 기름에 끓여 죽이고, 개에 먹히게 해서 죽이고, 산 채로 

꼬챙이에 끼워 죽이고,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M130”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지옥고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왜 천사(天使)라 하였을까? 
  
표를 보면 고통을 겪는 자들은 갓난아이, 노인, 병자, 범죄자, 

죽은자이다. 그런데 이들을 ‘천사(天使)’라 하였다. 여기서 천사라 

번역한 것은 빠알리어 ‘Devadūta’를 번역한 것이다.  
  
Devadūta 는 ‘Deva(deity) +dūta(a messenger)’의 뜻으로 빠알리사전에 

따르면 ‘[m.] gods' messenger’의 뜻이다. ‘신의 전령사’라는 

뜻이다.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천사인 것이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노-병-사’이다. 여기에 

하나 더하여 형벌이 있다. 그래서 갖난아이의 모습으로, 늙은이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를 눈치 채지 못한다.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이 아직 자신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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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행위는 그대가 스스로” 
  
자신에게 닥치지 않으면 남들의 불행에 무관심하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의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젊음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그러나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그대의 악한 행위는 그대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나 수행자나 성직자나 신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는 그대가 스스로 행한 것이다. 그대가 그 과보를 

겪어야한다.(M130)”라 하였다. 그런 과보는 어떤 것일까? 
  
대지옥에 대한 게송 
  
천사의 경에 따르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자는 지옥고를 겪을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경에서는 지옥고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옥 중의 지옥인 대지옥이 있다. 대지옥에 대한 게송은 

다음과 같다. 
  
  
Catukkaṇṇo catudvāro vibhanto bhāgaso mito, 
Ayopākārapariyanto ayasā paṭikujjito. 
Tassa ayomayā bhūmi jalitā tejasā yutā, 

Samantā yojanasataṃ pharitvā tiṭṭhati sabbadā 
  
“대지옥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변에 세워진 네 문이 있고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쇠 지붕으로 덮여 있다. 
  
그 바닥도 쇠로 되어 있는데  
작열할 때까지 데워진다. 
그 경계가 백 요자나에 이르며,  
어느 때나 존속한다.”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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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옥은 사방이 모두 ‘쇠’로 되어 있다. 이는 쇠가 달구어질 때 

극심한 고통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승들이여, 

대지옥에서는 동쪽의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서쪽의 벽에 부딪친다…. 

그때에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M130)”라 하였다. 

이쪽으로 가도 괴롭고 저쪽에 가도 괴롭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다. 

차라리 죽어 버리면 지옥의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지옥에서는 왜 죽을 수 없을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So tattha dukkhā tippā kaṭukā vedanā vedeti.  
Na ca tāva kālaṃ karoti. Yāva na taṃ 
  
그때에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에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Nir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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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모든 지옥고에 적용되고 있는 정형구이다. 마치 노래가사의 

후렴구처럼 지옥고를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들어 간다. 
  
지옥에서는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Na ca tāva 

kālaṃ karoti. Yāva na taṃ)”라 하였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인간세상에서는 살기 힘들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그만이지만, 지옥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악업에 대한 과보를 다 할 때 까지 결코 지옥문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 대지옥이 있는데 
  
천사의 경에 소개된 대지옥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았다. 

  
  

No 대지옥 표현(M130) 비   고 
1 대지옥 

mahāniraya 
“사각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변에 세워진 네 문이 

있고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쇠 

지붕으로 덮여 있다. 
그 바닥도 쇠로 되어 있는데 

작열할 때까지 데워진다. 
그 경계가 백 요자나에 

이르며, 어느 때나 

존속한다.” 

  

2 똥이 가득 찬 

대지옥 
mahanto 

gūthaniraya 

“많은 바늘이 솟아난 입을 

가진 동물이 그의 가죽을 

자르고, 가죽을 자르고 나서 

피부도 자르고, 피부를 

자르고 나서 살도 자르고, 

살을 자르고 나서 근육도 

자르고, 근육을 자르고 나서 

뼈도 자르고 뼈를 자르고 

나서 골수를 먹는다.” 

대분뇨지옥 

3 숯불이 시뻘겋게 

달궈진 대지옥 
- 대열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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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nto 

kukkulaniraya 
4 커다란 

가시나무 숲 
mahantaṃ 

simbalīvanaṃ 

“그 가시나무는 높이가 일 

요자나이고 가시가 십육 

손가락 크기이고 뜨겁고 

불타고 작열한다. 그는 그 

나무를 오르고 내린다.” 

대연면수지옥 

5 커다란 
칼잎나무 숲 
mahantaṃ 

asipattavanaṃ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그의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수족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와 코를 자른다.” 

대검엽지옥 

6 커다란 잿물이 

흐르는 강 
mahatī khārodikā 

nadī 

“흐름을 따라 운반되기도 

하고 흐름을 거슬러 

운반되기도 하고 흐름을 

따르고 흐름을 거슬러 

운반되기도 한다.” 

대회화지옥 
(베라따니강) 

  
  

  

 
  

Niraya 
  
  

경에 소개된 대지옥은 여섯 곳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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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옥의 끔찍한 장면 
  
경에서는 묘사된 대지옥은 끔찍하다. 다음과 같은 끔찍한 장면이다. 
  
  
수행승들이여, 지옥의 옥졸들은 이와 같이 묻는다.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이와 같이 대답한다. ‘존자여, 나는 목이 

마릅니다.’ 수행승들이여, 지옥의 옥졸들은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쇠막대로 그 입을 벌리고, 뜨겁고 불타고 시뻘겋게 달궈진 

청동을 그 입에 집어넣는다. 그것은 입술도 태우고 입도 태우고 

목구멍도 태우고 가슴도 태우고 대장도 태우고 소장도 태우고 항문으로 

나온다. 그때에 그는 괴롭고 아프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에게 

악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는 죽지도 못한다.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 옥졸들이 시뻘건 쇠막대를 입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허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시뻘건 쇠막대를 입에 넣는다. 그것도 목구멍부터 넣어 가슴, 창자 등을 

태워 버린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악업이 

다 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고 또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대지옥이라 한다.  
  
지옥은 실재할까?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버릴 것으로 

생각하여 어서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지옥은 실재하는 것일까?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Taṃ kho pana ahaṃ bhikkhave, nāññassa samaṇassa vā brāhmaṇassa vā 
sutvā vadāmi. Api ca yadeva me sāmaṃ ñātaṃ, sāmaṃ diṭṭhaṃ, sāmaṃ 

viditaṃ tamevāhaṃ vadāmī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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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나는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로부터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발견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Niraya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지옥이 실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경에서 

“내가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발견한”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다. 
  
 천사의 경에서는 대지옥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 되어 있다.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부처님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수행자나 

성직자로부터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 한 것이다. 부처님이 직접 

본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알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발견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Api ca yadeva me sāmaṃ ñātaṃ, 

sāmaṃ diṭṭhaṃ, sāmaṃ viditaṃ tamevāhaṃ vadāmīti.)”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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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은 실재한다 
  
여기서 실제라 번역한 말이 사망(sāmaṃ)이다. sāmaṃ은 ‘evenly; 

equally’의 뜻이다. 또 ‘oneself; by oneself’의 뜻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번역어를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다.  
  
이 구문과 관련하여 맛지마니까야 영역본 MDB 에서는 “I tell you this 

as something that I have actually known, seen, and discovered by 

myself”라 되어 있다. 부처님이 실제로 알았고, 보았고, 발견한 것을 

말씀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옥은 실재하는 것이다.  
  
지금 불교철학하자는 건가? 

  

불교에 대하여 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삼계는 실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경전에 묘사 되어 있는 

지옥이야기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라 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천상이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내생과 윤회를 부정하는 

말이다.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스님이나 학자가 많다. 

보통불자들은 천상과 지옥과 같은 육도가 있고 삼계가 있어서 당연히 

윤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들일수록 내생과 윤회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경전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이 그렇다.  

  

회의론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부분 자신의 감각적인지와 

과학적검증에 의존한다. 자신의 눈이나 귀로 확인 된 것이 아니면 못 

믿는 것이다. 설령 경전에 쓰여진 부처님말씀일지로 믿지 않는다. 

후대에 편집되었거나 누구나 소설을 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걸러 내자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한마디로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철학으로 보는 것과 같다.  

  

불교가 철학적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하여 불교를 철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불교는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그리고 사념처 등 

근본교리로만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를 철학으로 본다면 삼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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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된다. 당연히 내생이나 윤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따라서 

불법승 삼보도 의미가 없다. 단지 수행자만 있을 뿐 신앙으로서 불교는 

없게 된다. 이것이말로 타종교에서 바라는 것이 아닐까?  

  

또 불교에 대하여 과학적 시각으로만 본다면 역시 종교로서 불교는 

설자리가 없다. 과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초월적존재와 신비한 현상은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교는 종교이다. 그것도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다.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은 불교에 대하여 철학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려고만 한다. 대체 무엇 하자는 것인가? 지금 

철학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하자는 것인가? 지금 장난하는가?   

  

부처님이 지옥이야기를 한 이유는? 

  

삼계를 부정하는 자들은 내세와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부처님의 지옥이야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실제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아마 후대에 가르침에 대하여 

회의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말씀 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부처님은 경에서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 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다섯 명의 천사와 천사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겁주기 위한 것일까? 

경의 말미를 보면 왜 부처님이 왜 다섯 천사이야기와 지옥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일하네. 

비속한 몸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오랜 세월 슬퍼한다. 

  

천사의 경고를 받고 나서야 

이 세상에서 참사람들은 

언제나 고귀한 가르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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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을 찾고 방일하지 않는다. 

  

집착에서 두려움을 보고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에 

집착하지 않아 해탈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부수었다. 

  

안온에 도달하여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Devadūta sutta -천사의 경, 맛지마니까야 M130, 전재성님역) 

  

  

  

2014-09-19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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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악한자들이 누리는 행운과 선한자들이 겪는 불행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눈부시게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다.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길에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생태하천에 이른다. 더럽고 지저분하였던 

도시의 하천이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하천이다.  
  
생태하천에서 늘 이맘때 볼 수 있는 꽃이 있다. 그것은 나팔꽃이다. 

나팔모양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나팔꽃을 보면 팽팽하기 그지없다.  
  

  

 
  

  
나팔꽃은 9 월에 볼 수 있는 꽃이다. 사오월에 앞다투어 피는 화려한 

봄꽃과는 달리 소박해 보인다. 누군가 심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생화처럼 때 되면 저절로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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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라는 노래가 생겨났을 것이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것이 나팔꽃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핀다. 그것도 햇살이 비칠 때 한껏 팽팽해진다. 이런 나팔꽃이 필 때 

쯤이면 더위도 한풀 꺽인다. 그리고 계절은 선선한 가을로 접어 든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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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계절은 늘 극적으로 바뀐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것은 극적인 변화이다. 찜통 같은 더위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잠을 잘 때 추위를 걱정할 정도로 불과 몇 일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잔다. 이럴 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것은 세월호유가족들 

때문이다. 
  
세월호유가족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벌써 몇 일 

째인지 모른다. 아마 몇 주 된 것 같다.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때 따뜻하고 보드라운 잠자리를 하였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세월호유가족들은 4 월 16 일에서 모든 것이 멈추었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나 형제 또는 자매가 죽으면 산에 

묻으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묻는다. 마음에 묻은 

자식은 죽을 때 까지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과 함께 

부모도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 더구나 한두명도 아니고 일이십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죽었다면 국가적이 재난이라 볼 수 있다.  
  
죽은 자만 억울한가? 
  
모든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보내지만 이나라의 기득권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처럼 여기고 심지어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죽은 자만 억울 한 것이다. 
  
일로 인하여 만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1980 년 광주에 있었다. 그때 

당시 C 대 3 학년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들려 주는 오월의 

광주이야기는 매우 실감났다. 이에 대하여 ‘김동수열사 이야기와 피를 

토하는 듯한 김용옥의 ‘역사는 말한다’(2013-12-1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 사람은 김동수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김동수 열사는 당시 

C 대 불교학생회장으로서 같은 과 친구이었다고 한다. 그사람에 따르면 

김동수열사는 현장에서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였다. 이후 살아 

남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날을 회상하며 일종의 의식을 치룬다고 한다. 

그것은 첫잔을 터는 것이라 한다. 소주를 마시기 전에 첫잔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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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죽은 놈만 불쌍하지”라는 

말이었다. 그 때 당시 죽었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본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살아 남은 것 자체를 행운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살아 남아 생을 향유하는 입장에서 “죽은 놈만 불쌍하지”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을 감는 순간 자신이 형상한 세계는 파괴 되었기 때문이다.  
  
사오십대의 부모들 
  
그사람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라고 말한 것은 안타까움에 하는 

말이다.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참사로 

죽은 사람들 역시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필 그 배를 타게 되어 죽게 된 

것이다. 그런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부모가 나선 것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오십대이다.  
  
죽은 자들은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오십대의 부모들이다.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유가족은 “엄마이니까”라고 말한다. 만일 부모들이 

집단으로 죽었다면 자식이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부모는 산에 묻으면 

그만이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선 것이다. 
  
이 땅의 보모들은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 살아 간다. 그래서일까 

극한직업을 보면 늘 듣는 말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라고 

말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묵묵히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식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 없다. 이처럼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성인군자들이 아니다.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고 때로는 이성적일 수도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말한다. 
  
누구나 이중적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성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감정에 치우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유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리기사폭행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안타까웠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음모론’적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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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켜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국가범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려 무죄를 

선언한 것을 보면 기득권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유가족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자에게 가혹한 패륜그룹 
  
보통사람들의 모임인 유가족들은 정부권력기관과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나  

권력기관은 진실을 덮어 버린다. 더구나 유가족들을 범법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종편채널의 일방적 보도와 

일베로 지칭되는 패륜그룹 등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종편과 일베의 주장을 보면 매우 가학적이다. 이는 욕먹은 자를 욕하고 

맞은 자를 때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댓글에서도 볼 수 

있다.  
  
유가족에 대한 일부 인터넷댓글을 보면 저주에 가깝다. 좀더 검색해보면 

거의 하루 종일 댓글로 사는 듯한 사람들이다. 올린 내용을 또 올리는 

형식으로 도배하듯이 한다. 그래서 가학적이다.  
  
가학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 보다 힘이 

없는 어린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에서 볼 수 있다. 약자에게 가혹한 인터넷댓글 역시 학대에 

해당된다. 
  
악한자들이 누리는 행운 
  
권력자들이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공작을 행하는 것이나 네티즌들이 

인터넷 댓글로 가학하는 행위는 모두 ‘악업’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 그렇다면 

악업을 저지른 자들이 언제까지나 잘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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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한다. 원인과 조건에 따른 과보가 

일어나는 것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선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과보를 받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악인도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때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Pāpo pi passati bhadraṃ  
yāva pāpaṃ na paccati,  

Yadā ca paccati pāpaṃ  
atha pāpo pāpāni passati.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Dhp120, 전재성님역) 
  
  
게송에서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Pāpo pi passati bhadraṃ)”라 

하였다. 이는 악의 열매가 익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과 같은 유해한 

행동에 말려든 사람도 예전의 선한 행위의 힘으로 생겨난 행복을 즐길 

때에 비로소 즐거움을 체험한다.(DhpA.III.14)”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법과 탈법과 불로소득으로 현재의 부와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자들이 호의 호식하는 것은 이전에 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과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악의 열매가 익기 

이전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운은 이생에서나 저생에서나 유해한 

행동이 결과를 낳지 않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다.  
  
악한자들이 행운을 누리는 것은 이전에 선한행위를 한 과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과보가 다하면 이제 악과보의 차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각주에 따르면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그의 행위가 효과를 낼 때에 즉, 이 생에서의 흥망성쇠나 저 생에서의 

비참한 운명속에서 그는 유해한 것을 체험한다. (DhpA.III.14)”라 

하였다. 이를 테면 지옥고 같은 것이다. 악행의 과보가 무르익어 지옥, 

축생, 아귀와 같은 악처에 태어 났을 때 겪는 고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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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자들이 겪는 불행 
  
악인악과, 선인선과라 하였다. 선과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Bhadro pi passati pāpaṃ  
yāva bhadraṃ na paccati,  

Yadā ca paccati bhadraṃ  
atha bhadro bhadrāni passati.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 (Dhp121, 전재성님역) 
  
  
우리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세상에 법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씨 고운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불행이 

그칠 줄 모른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Bhadro pi passati pāpaṃ yāva bhadraṃ na 

paccati)”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에 대한 각주를 보면 “신체적 선행, 언어적 선행, 정신적 선행과 

같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그의 

선한 행위가 결과를 가져 오지 않는 한,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의 힘에서 생겨난 고통을 겪을 때 불쾌를 

경험한다.(DhpA.III.14)”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겪는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지은 악행이 무르익어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열매가 다하면 그 

다음에는 선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평생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짓지 않았다면 언젠가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 “Yadā ca paccati bhadraṃ 

atha bhadro bhadrāni passati””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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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대한 각주를 보면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그의 선한 행위가 

결과를 가져올 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생에서 이득과 존경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저 생에서는 천상의 행복을 

누린다. .(DhpA.III.14)”라 하였다. 
  
인연담이 ‘벨라마의 경(A9.20)’에 
  
두 개의 게송을 보면 악인악과 선인선과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악행을 일삼는 자가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직 이전의 악행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금 선행을 하는 자가 불행에 처해 있는 

것은 아직 이전의 선행이 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에서 이득과 존경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저 생에서는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두 게송에 대한 인연담에 따르면 

‘벨라마경’이 나온다. 
  
“한 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에게 보시한다면” 
  
벨라마경을 찾아 보았다. 앙굿따라니까야 4 권 392-396 페이지에 있는 

경이다. 경에서는 주로 보시공덕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 보시공덕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가져올까?  
  
일반적으로 보시라 하면 출가한 빅쿠에게 탁발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보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탁발승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행을 베풀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보시를 하되 대상에 

따라 과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벨라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장자여, 바라문 벨라마가 행한 그 보시, 그 굉장한 보시보다 한 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에게 보시한다면, 그것이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올 

것입니다. 
  
(Velāma sutta-벨라마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9.20,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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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마경은 법구경 120 번과 121 번 게송의 공통인연담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경에서 ‘굉장한 보시’라 하였는데, 이는 바라문 

벨라마가 팔만사천개의 황금그릇 등의 보시를 말한다.  
  
그런데 경에 따르면 그런 굉장한 보시보다 ‘한 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과보를 가져 올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한 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은 성자의 흐름에 든 ‘예류자’를 

말한다. 수다원에게 먹을 것 등 보시하는 것이 일반사람들에게 굉장한 

보시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한다. 
  
수행자는 굶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학생일 수도 있고 수행자일 수도 

있다. 학생이나 수행자는 공통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깊은 산속에 도를 닦는 스님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동굴에 

들어가 도를 닦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지게에 쌀을 짊어지고 찾아 

온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누가 도와 주어도 도와 줌을 말한다. 절대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만일 어떤 스님이 신도들에게 보시타령을 하며 신도들에게 야박하다고 

이야기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스님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보시하지 말라고 하여도 기어이 보시하고 말 것이다. 
  
가난한 학생이 있다. 너무 가난하여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여 일류대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 누군가 

반드시 도와 준다. 학문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후원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음을 말한다.이렇게 본다면 

수행자는 굶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오는 행위 
  
벨마마경에서는 보시의 과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 보시는 다름 

아닌 선행이다. 이런 선행은 반드시 선과보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런데 



253 

 

보시를 하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 하는 집단에 보시하면 

더 큰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다. 
  

  

No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오는 행위(A9.20) 비  고 
1 한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에게 보시한다면 수다원 
2 백사람의 견해를 갖춘 님에게 보시한다면 수다원 
3 한번 돌아오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사다함 
4 백사람의 한번 돌아오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사다함 
5 한사람의 돌아 오지 않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아나함 
6 백사람의 돌아 오지 않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아나함 
7 한사람의 거룩한 님에게 보시한다면 아라한 
8 백사람의 거룩한 님에게 보시한다면 아라한 
9 한사람의 연기법을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연각불 
10 백사람의 연기법을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연각불 
11 한사람의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부처님 

12 깨달은 님 앞에서 수행승의 참모임 공양한다면 승가에 공양 
13 사방의 참모임을 위해 승원을 세운다면 승원건립 
14 청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한다면 
삼귀의 

15 청정한 믿음으로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 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등의 

취기가 있는 것을 삼가는 학습계율을 갖춘다면 

오계 

16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자애 

17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자각을 닦는다면 
무상 

  

  

  

  

보시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다. 길거리의 걸인에게 동전 한개나 

빵한조각을 보시해도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자에게 보시하면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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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즉 학생이나 성자들에게 보시하면 그 

과보는 일반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하였는데 

  

학문을 추구하는 학생이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인물로 성장할 지 알 수 

없고, 지금 도를 닦는 수행자가 나중에 어떤 가르침을 펼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옛말에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젊은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왕이여, 왕족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뱀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불은 작다고 깔보거나 작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대왕이여, 수행승은 어리다고 깔보거나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S3.1)”라고 말씀 하셨다. 

  

보시를 해도 성자에게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표에 따르면 수다원 

보다는 사다함, 사다함 보다는 아나함, 아나함 보다는 아라한이라 

하였다.  

  

백사람의 부처님에게 올리는 보시 보다 더 수승한 보시는? 

  

13 번 항을 보면 “깨달은 님 앞에서 수행승의 참모임 공양한다면”이라 

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성스런 승가에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양은 백사람의 부처님에게 올리는 보시 보다 더 수승한 것이라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송이 있다.  

  

  

Ye puggalā aṭṭhasataṃ pasatthā  예 뿍갈라- 앗타사땅 빠삿타- 

Cattāri etāni yugāni honti,   짯따-리 에따-니 유가-니 혼띠 

Te dakkhiṇeyyā sugatassa sāvakā  떼 닥키네이야- 수가땃사 사-

와까-  

Etesu dinnāni mahapphalāni,   에떼수 딘나-니 마합팔라-니 

Idampi saṅghe ratanaṃ paṇītaṃ  이담삐 상게 라따낭 빠니-땅 

Etena saccena suvatthi hotu.   에떼나 삿쩨나 수왓티 호뚜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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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로 가신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참모임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Ratanasuttaṃ-보배경-寶石經, 숫따니빠따-Sn 2.1, 전재성님역) 

  

  

라따나경에서는 사쌍팔배의 성자의 모임인 성스런 상가에 공양하면 

커다란 과보를 받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벨라마경에서 “깨달은 님 

앞에서 수행승의 참모임 공양한다면, 그것이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Yo ca buddhapamukhaṃ1 bhikkhusaṅghaṃ bhojeyya, idaṃ 

tato mahapphalataraṃ. A9.20)”라는 문구와 내용이 일치한다.  

  

승원을 건립하는 것 

  

14 번 항을 보면 “사방의 참모임을 위해 승원을 세운다면”이라 하였다. 

여기서 ‘사방의 참모임(cātuddisaṃ saṅghaṃ)’이라는 말은 

‘사방승가’를 말한다. 각주에 따르면, 사방승가는 시간적으로 삼세에 

걸쳐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보편적 승가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방승가에는 재가신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방승가도 재가신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비구, 비구니의 

승가의 확장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편 현전승가는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된 사방승가의 지역승가로서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 현전승가 역시 

비구, 비구니의 승가공동체이다.  

  

경에 따르면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건립하는 것은 커다란 과보를 

가져 올 것이라 하였다. 승원을 건립하여 수행승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소까대왕을 들 수 있다. 

  

온 세상을 승가에 보시한 아소까대왕 

  

일아스님의 ‘아소까’에 따르면 아소까의 승가에 대한 보시이야기가 

나온다. 아소까왕의 말년을 기록한 ‘아소까와다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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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을 제외하고 나는 바다로 둘러싸인 온 세상을 부처님의 

제자들인 승가에 보시합니다. 

  

(아소까와다나) 

  

  

고대인도에서 왕은 나라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복된 영토는 모두 

왕의 것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나라는 곧 군주를 의미한다. 그런데 

마우리야왕조의 아소까는 나라를 통째로 승가에 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소까왕은 이것을 문서에 써서 치아인장을 찍고 

봉하였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온 세상을 승가에 보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런 행위는 그 

시대의 관습이라 한다. 나라를 보시하고 돈을 주고 다시 찾아 오는 

관행을 말한다. 그래서 ‘아소까와다나’에 따르면 “그 후에 대신들은 

4 꼬띠의 금을 승가에 보시하고 이 세상을 다시 사들였다”라고 표현 

되어 있다. 

  

삼보귀의 보다 오계준수가 더  

  

표에서 15 번 항은 삼귀의에 대한 공덕을 말한다. 비록 백명의 

부처님에게 보시하여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불자가 되느니만 못함을 

말한다. 여기서 불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에 귀의함으로써 성립되된다. 삼보에 귀의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내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 보다 더 수승한 행위가 있다. 그것은 오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계준수가 삼귀의 하는 것 보다 더 큰 과보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마하나마의 경에서도 알 수 있다.  

  

  

[마하나마] 

“세존이시여, 재가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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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나마여, 부처님에게 귀의 하고 가르침에 귀의 하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가 됩니다.” 

  

[마하나마] 

“세존이시여, 재가신자가 계행을 갖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 

“마하나마여, 재가신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하나마여, 이렇게 재가신자는 계행을 갖춥니다” 

  

(Mahanamasutta-마하나마의 경, 상윳따니까야 S55;37,전재성님역) 

  

  

이처럼 불자가 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준수함을 알 수 

있다. 

  

왜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이 더 수승한가? 

  

표에서 17 번항은 ‘자애(metta)’에 대한 것이다. 이런 항목이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것 보다 더 큰 과보를 가져 온다라는 사실에 

놀랍다. 이제까지 불자들은 오로지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내고 보시하고 지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이처럼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함을 말한다.  

  

경에서는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yo ca 

antamaso gandhūhanamattampi mettacittaṃ bhāveyya)”이라 하였다. 

여기서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각주에 

따르면 “두 손가락으로 값비싼 향료덩어리를 집어서 냄새 맡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내었을 때 그 공덕은 부처님에게 보시를 하는 것 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자애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멧따경에서 “삽베 삿따- 바완뚜 수키땃따-(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Sn1.8)”에 근거하는 말이다. “모든 뭇삶들이 진실로 

행복하기를!”라고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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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은 향기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에 대하여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이라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애공덕은 얼마나 큰 

것일까? 이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Yo bhikkhave, pubbaṇhasamayaṃ okkhāsataṃ dānaṃ dadeyya, yo 

majjhantikaṃ samayaṃ okkhāsataṃ dānaṃ dadeyya, yo sāyaṇhasamayaṃ 

okkhāsataṃ dānaṃ dadeyya, yo vā pubbaṇhasamayaṃ antamaso 

gadduhanamattampi mettaṃ cittaṃ bhāveyya, yo vā majjhantikaṃ 

samayaṃ antamaso gadduhanamattampi mettaṃ cittaṃ bhāveyya, yo vā 

sāyaṇhasamayaṃ antamaso gadduhanamattampi mettaṃ cittaṃ bhāveyya, 

idaṃ tato mahapphalataraṃ. 

  

“수행승들이여, 아침에 백 개의 가마솥 분량의 음식을 보시하고 점심에 

백 개의 가마솥 분량의 음식을 보시하고 저녁에 백 개의 가마솥 분량의 

음식을 보시하는 것보다 아침에 잠시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을 닦거나 

점심에 잠시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을 닦거나 저녁에 잠시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을 닦 닦는 것이 보다 커다란 과보가 있다.” 

  

(Okkhāsatasutta-백 가마솥의 경, 상윳따니까야 S20:4, 전재성님역) 

  

  

백개의 가마솥분량의 음식을 매끼니 때마다 보시하는 것 보다 잠시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함을 말한다. 이때 

‘잠시(gadduhanamattampi)’라는 말이 있다. 각주에 따르면 소의 

젖꼭지를 잡아 당기는 시간을 말한다. 또 손가락을 튕기는데 필요한 

짧은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gadduhanamattampi mettaṃ’라는 말은 

‘잠시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문구가 

벨라마경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단지 스치는 

향기처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yo ca antamaso 

gandhūhanamattampi mettacittaṃ bhāveyya, A9.20)”라 한 것이다. 

  

자애의 마음을 내는 것이 부처님에게 보시를 하는 것 보다 수승하다고 

하였다. 이는 수행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수행을 하여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 공덕이 백개의 솥단지 분량의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에 

보시하는 것 보다 훨씬 수승함을 말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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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의 공덕이 훨씬 수승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표를 보면 17 번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慈心解脫)’과 18 번 

‘무상의 자각’을 보면 이는 수행에 대한 것이다.  

  

무상에 대한 자각을 닦는다면 

  

표에서 18 번 항은 무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단지 손가락 튕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에 대한 자각을 닦는다면, 그것이 더욱 커다란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yo ca accharāsaṅghātamattampi aniccasaññaṃ 

bhāveyya, idaṃ tato mahapphalataranti., A9.20”라 하였다. 무상에 

대한 자각이 가장 수승한 것이다. 

  

무상에 대한 자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무상과 함께 강력한 통찰이 일어나면, 존재의 나머지 특징을 통찰하여 

고귀한 참사람의 지위에 도달하고 마침내 완전한 통찰을 얻어 열반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앙굿따라니까야 8-9 권 461 번각주, 전재성님) 

  

  

보시를 하고 계행을 닦는 것도 커다란 공덕을 쌓는 것이지만 무상에 

대한 통찰함만 못함을 말한다. 무상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 성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열반을 성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시를 열심히 하여 공덕을 쌓는 것도 좋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승원을 승가에 보시한다든가 심지어 나라를 승가에 

보시하는 공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임을 말한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서? 

  

세월호유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착잡하기 그지없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어 쌀쌀한 밤에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20 일 넘게 길바닥에서 노숙하며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자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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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착잡한 것은 유가족대표들이 폭행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함정에 

걸린 듯도 하다. 이미 공인이 되어 버린 유가족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실수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도 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을 잃었을 때이다. 성인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유가족들 대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늘 상처받은 마음에 누군가 

자극을 하였을 때 이성 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다.  

  

이처럼 상처받은 자들에게 더욱 더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다. 

종편채널과 보수단체와 일베, 그리고 기득권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약자에 대하여 가혹하다는 것이다. 마치 욕먹은 자를 욕하고 매맞은 

자를 때리는 듯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댓글로 비난하는 자들을 보면 

잔인하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잔인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면 대부분 무관심하다. 옆에서 누군가 

죽어 가도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면 애써 외면한다. 그런데 이를 즐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세월호유가족들에 대한 패륜적인 보도로 일관하는 종편채널, 철없는 

늙은이들처럼 보이는 보수단체, 벌레보다 못한 일베, 그리고 냉정하기 

그지 없는 기득권자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약자를 괴롭히고 무자비한 자들의 행위는 악행이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하여 악행을 일삼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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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찬다. (Dhp121) 

  

  

세월호사건과 같은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마치 세월호사건이 

남에게나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패륜적 행위를 일삼는다면 물방울이 

물단지에 조금씩 떨어지는 것처럼 악으로 가득찰 것이다.  그런 악행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날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 

  

행위를 하면 반드시 과보가 뒤따른다. 지금 과보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행위가 무르익으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이다. 기득권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역시 과보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지금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런 기득권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다음과 같은 게송이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Dhp120, 전재성님역) 

  

  

세월호유가적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기득권자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이 설령 불법, 탈법,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것일지라도 지금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 뿐이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듯이 기득권 역시 내려 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유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였다면 그 이상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하신 “악의 열매가 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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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dhp120)”라는 말씀은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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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자보기를 가족처럼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우리는 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옛날에도 있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질문’이라 하여 부처님이 답을 하지 않았다. 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질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말씀 하시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런가? 설령 답을 한다고 해도 질문자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논쟁거리만 유발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당면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하여 독화살의 비유를 

설하면서 동시에 사성제를 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라 의문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문하는 것은 쓸데 없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를 찾으려 할수록 번뇌만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수행녀는 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었을까? 
  
아난다존자가 꼬삼비의 고시따승원에 있을 때이다. 이 때 어떤 

수행녀(빅쿠니)가 한 사람에게 부탁했다. 어떤 부탁일까? 경에 따르면 

아난다 존자가 자신의 처소를 방문해 달라는 부탁이다. 이유는 자신이 

병이 들어 괴로워 하기 때문에 가엽게 여겨 찾아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러자 어느 수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아난다존자는 침묵으로 승낙하였다. 
  
아난다 존자가 수행녀가 있는 처소로 방문하였다. 그러자 수행녀는 

기다렷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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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ivāsesi kho āyasmā ānando tuṇhībhāvena. Atha kho āyasmā ānando 
nivāsetvā pattacīvaraṃ ādāya yena bhikkhunūpassayo tenupasaṅkami 
addasā kho sā bhikkhunī āyasmantaṃ ānandaṃ dūratova āgacchantaṃ. 

Disvā sasīsaṃ pārupitvā mañcake nipajji. 
  
그래서 존자 아난다는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그 수행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 갔다. 그 수행녀는 존자 아난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침상에 누웠다. 
  
(Bhikkhunīsutta -수행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59,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수행녀는 아난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난다가 

가까이 다가오자 재빨리 침상에 누웠는데 경에 따르면 “보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침상에 누웠다 (Disvā sasīsaṃ pārupitvā mañcake 

nipajji.)”라 표현 되어 있다. 여기서 머리를 감싼다는 말이 

‘pārupitvā’이다. 이는 ‘having wrapped in’뜻이다. 그것도 

‘머리까지 감싼(sasīsaṃ)’것 이다.  
  
수행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이부분에 대한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보고서는 머리를 덮고 [거짓으로 아픈척하며] 침상에 

누웠다.”라고 표현 하였다. 대괄호치기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문에 없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석적 번역을 해 놓은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녀가 아난다존자를 사모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처소로 끌어 들여 애정행각을 벌이고자 한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자와 부딪쳤을 때 
  
아난다존자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아난다존자에게 특별하게 당부한다. 그것은 

“보지말라” “말하지말라” “알아차려라”로 요약된다. 이는 

아난다존자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고 물어 본 것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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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빠리닙바나경에 따르면 여자와 부딪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Adassanaṃ ānandā)”라고 말씀 하셨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면 “아난다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Anālāpo 

ānandā)”라고 부처님은 말씀 하셨다.  
  
남자가 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여자를 보지 않고는 살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출가수행자라 할지라도 여자를 쳐다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또 때에 따라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자와 말을 하게 

되면 친밀감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애정으로 발전하기 

쉽다. 
  
왜 단둘이서 만나면 안되는가? 
  
도반들끼리 모임이 있다. 불교교양대학법우님들이다. 모임에서는 

여성법우님들이 더 많다. 모두 나이든 세대들이다. 이렇게 남녀가 

모였다고 하여 애정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모이면 형제나 자매 처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한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둘만 만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아무리 종교를 기반으로 한 

모임일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단 둘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애정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눌 뿐이지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없다.  
  
여자보기를 가족처럼 
  
아난다는 아픈 수행녀의 요청으로 처소에 갔다. 그런데 수행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픈체 하고 있다. 이렇게 둘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부처님이 “아난다여, 새김을 확립해야 한다. (Sati ānanda 

upaṭṭhapetabbā)”라고 말씀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자는 여자를 쳐다 보지도 말고, 설령 쳐다 

보았다고 할지라도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설령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주석을 근거로 하여 표를 만들었다. 이 

세가지에 대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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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대할 때 대응 방법(D16 주석) 
쳐다보지 않는다 

Adassanaṃ 
탁발하러 가서 가까운 장소에서 보았을 때 (Smv.582-

583) 
말을 하지 않는다 

Anālāpo 
여성과 대화하면, 친교가 생겨나고 친교가 생기면, 

정이 깊어지고, 번민하고, 계행을 파괴하고 괴로운 

곳을 채우는 자가 된다. (Smv.582-583)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Sati 

upaṭṭhapetabbā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 어머니의 연배의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자매 

연배의 여성에 대해서는 자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딸의 연배의 여성에 대해서는 딸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쳤다. 

(Smv.582-583) 
  
  

 
  
  

bhikkh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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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탁발을 나갈 때 여자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여자와 마주쳤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을 하다 

보면 친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해졌을 때 결국 애정이 생겨서 

계행이 파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였더라도 알아차림(sati)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머니의 연배라면 어머니로 보고, 자매의 연배로 

보면 누이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딸의 연배라면 딸로 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로 보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다. 여자보기를 가족처럼 하라는 뜻이다.  
  
이 몸이 생겨난 원인 네 가지 
  
아난다는 거짓으로 아픈 척 하는 수행녀를 위하여 법문을 해 주었다. 그 

것은 “이 몸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주제의 법문이다. 마치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Āhārasambhūto ayaṃ bhagini kāyo. Āhāraṃ nissāya āhāro pahātabbo. 

Taṇhāsambhuto ayaṃ bhagini.Kāyo taṇhaṃ nissāya taṇhā pahātabbā 
mānasambhūto ayaṃ bhagini kāyo. Mānaṃ nissāya māno pahātabbo. 

Methuna sambhūto ayaṃ bhagini kāyo. Methune ca setughāto.Vutto 

bhagavatā. 
  
  
[아난다] 
“누이여, 이 몸은 자양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양분에 의존하여 

자양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은 갈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은 자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만에 의존하여 자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은 성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성교를 법도의 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hikkhunīsutta -수행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5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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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다는 이 몸이 생겨난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자양분(Āhāra), 갈애(Taṇhā), 자만(Māna), 성교(Methuna) 이렇게 네 

가지이다. 그런데 네 가지중에 오로지 성교만이 다르다.  
  
몸의 발생요인을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몸이 생겨난 요인에 대하여 존재론과 인식론적으로 볼 수 있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물질적 요소와 관련 되어 있고,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정신적 요소와 관련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나가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대부분 

생물학적 요인으로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또는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하며 무한소급하며 올라 간다. 그러나 결코 답을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왜 그럴까? ‘풀과 나뭇가지의 

경(S15.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잠부디빠에서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따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 

이분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으로 헤아려나간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사람의 ‘어머니의 어머니’ 식의 헤아림이 끝나기 전에 여기 

잠부디빠의 풀과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져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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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에 덮인 뭇삶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므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Tiṇakaṭṭhasutta- 풀과 나뭇가지의 경, 상윳따니까야 S15.1,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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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부디빠는 한역으로 ‘염부제’라 하며 인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경에 따르면 “어머니의 어머니는 누구일까?”라며 무한소급해 

가며 잎사귀로 피라미드로 쌓는다면 인도대륙의 잎사귀가 남아 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를 찾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한다. 만일 

나를 찾아 무한소급하여 올라간다면 이 세상을 있게 하는 하나의 원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누군가는 ‘존재의 근원’이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궁극적 실재’라 할 것이다. 이에 인격을 

부여하면 야훼, 브라흐마 등 창조주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누구일까?’라며 무한 소급하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을 있게 한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존재론의 

바탕이 된다.  
  
이 세상을 존재론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잘 돌아 갈 것이다. 이 세상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경에 따르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양분과 성교이다. 부모의 성교에 따라 임신이 되어 자양분을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몸에 있게 된 네 가지 요인 

중에 자양분과 성교는 물질을 기반으로 한 존재론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몸의 발생요인을 인식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이 몸이 있게 된 요인으로 ‘갈애’와 ‘자만’을 

들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양분과 성교와 다른 것이다. 왜 다른가? 

정신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갈애로 인하여 이 몸이 여기에 있게 된 

것으로 본다. 
  
“나는 누구인가?’라며 나를 찾는 수행을 하지만 이는 번뇌만 야기할 

뿐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애 때문이다. 부처님이 

초전법륜경 집성제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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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o ariyasaccaṃ: "yāyaṃ taṇhā 
pono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 tatrābhinandinī, seyyathīdaṃ: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이당 코 빠나 빅카웨, 두카사무다야 아리야삿짱: 야양 딴하 뽀노바위까 

난디라가사하가따 따뜨라 따뜨라비난디니, 세이야티당: 까마딴하 

바와딴하 위바와딴하”.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Dhammacakkappavattana suttaṃ, 가르침의 수레바퀴에 대한 경, 

초전법륜경, 상윳따니까야 S56:11, 전재성님역)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명 때문이다. 이는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가르침을 모른 것을 말한다.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세세생생 윤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윤회의 근본 요인은 무명과 갈애이다. 그래서 과거의 

무명으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고 지금 갈애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미래의 태어남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합일의 존재론, 열반의 인식론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이 전개된다. 

이는 인식론에 기반한다. 또 하나는 세상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존재론에 

기반한다. 
  
그런데 존재론적 사고방식에서는 합일을 실현할 수 있지만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존재론은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적 실재라 

불리우는 창조주를 제일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과 합일 

또는 창조주로부터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열반은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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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성제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갈애이기 때문에 갈애를 소멸하면 된다. 갈애를 소멸하면 미래의 

새로운 태어남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식론에서는 갈애를 소멸하여 태어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을 성취될 수 있다.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한다” 
  
아난다는 수행녀의 의도를 간파하였다. 수행녀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하여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난다는 이 몸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에 갈애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아난다] 
“누이여, 이 몸은 갈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연유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누이여, 세상에 수행승이 ‘아무게 수행승은 번뇌를 부수었으므로 

번뇌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현세에서 곧바른 

앎으로 스스로 실현하여 성취하였다.’라고 듣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나도 반드시 번뇌를 부수고 번뇌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현세에서 곧바른 앎으로 스스로 

실현하여 성취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합니다. 
  
(Bhikkhunīsutta -수행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59, 전재성님역) 
  
  
아난다는 갈애의 극복에 대하여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한다(taṇhaṃ nissāya taṇhā pahātabbā)’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마치 ‘독으로서 독을 제독’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taṇhaṃ nissāya taṇhā pahātabbā: Mrp.III.136 에 따르면, 이와 같이 

일어난 현재의 갈애를 통해 윤회의 뿌리가 되는 이전의 갈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 현재의 갈애는 비록 궁극적로는 악하고 불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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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해탈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생(結生: patisandhi)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은 현재의 갈애마저 극복해야 한다. 
  
(앙굿따라니까야 4 권 554 번 각주, 전재성님) 
  
  
주석을 보면 마치 독으로서 제독하는 듯하다. 갈애가 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해탈하고자 하는 갈애가 일어 났을 때 이를 

‘갈애에 의존하여 갈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종요법으로 
  
이처럼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식을 ‘동종요법’이라 한다. 

이는 간화선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수행법이 간화선이라고?(2012-08-28)’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렇다면 동종요법이란 무엇인가? 버스웰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학적 접근방법인데요, 동종요법(homopathy)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의학법인데요, 동종요법은 병을 치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이 아주 소량의 

독극물을 사용하여 몸의 질병 극복반응을 촉발시켜 병을 치료 하는 

것입니다.  
  
몸에 안 좋은 독약을 사용하여 보다 심각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소량의 비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소는 아주 

위험한 독소이지요. 
  
하지만 극히 미세한 분량을 처방하면 몸에 질병극복 반응을 촉발시켜 

질병이 치유 될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의학이론으로 아마 신빙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론입니다. 
  
(로버트 버스웰,버스웰특강<원효의 화쟁사상 제 27 회, 불교 TV 2011-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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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요법은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의학요법이라 한다. 특히 독을 

사용하여 제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 미소한 분량의 

독을 몸에 투여하여 병을 치유코자 하는 것이다. 
  
간화선도 일종의 동종요법 
  
버스웰교수가 동종요법이야기를 한 것은 간화선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간화선에서는 ‘의심’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의심은 독에 해당된다. 실제로 의심은 극복해야 

될 불선법이다. 그래서 마치 독과 같은 불선법인 의심을 이용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방식에 대하여, 마치 독을 독으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동종요법과 같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갈애가 분발의 요인으로 
  
갈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갈애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말한다. 분발하는 요인으로 사용 되었을 때이다. 누군가 열심히 

정진하여 성과를 이루었을 때 ‘나도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는 갈애가 

일어 났을 때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성취하였을 때 그런 갈애는 버려야 한다. 마치 뗏목으로 저 강을 

건넜다면 더 이상 뗏목에 고마워하며 집착할 필요가 없듯이 해탈을 

성취하였다면 해탈을 성취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갈애는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자양분과 자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양분에 대해서는 

‘자양분에 의존하여 자양분을 극복한다(āhāraṃ nissāya āhāro 

pahātabbo)’라 하였고, 자만에 대해서 ‘자만에 의존하여 자만을 

극복한다(mānaṃ nissāya māno pahātabbo)’라 하였다. 
  
성교로 성교를 극복하는 것은 왜 안될까? 
  
하지만 이 몸을 생겨나게 한 네 가지 중에 ‘성교’만큼은 예외이다. 

그래서 “성교에 의존하여 성교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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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unasambhūto ayaṃ bhagini kāyo, methune ca setughāto vutto 

bhagavatā" 
  
[아난다] 
“누이여, 이 몸은 성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성교를 

법도의 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hikkhunīsutta -수행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59, 전재성님역) 
  
  
이 몸이 부모의 성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나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설명에서와 같이 “성교에 의존하여 성교를 극복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존께서는 성교를 법도의 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끝낸다. 
  
각주에 따르면 수행승이나 수행녀가 성교를 하면 

‘승단추방죄(斷頭罪:parajika)’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도의 파괴(setughāto)’라 하였다. 여기서 setughāto 는 

‘setu (a bridge) +ghāto (destruction)’의 뜻이다. 이에 대하여 

초불연에서는 “다리[橋]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라 하여 직역하였다. 
  
다리를 파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다시는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출가자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청정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승단에 머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면 마치 ‘머리가 잘리는 듯한 죄를 짓는다’하여 

‘승단추방’으로 다스리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수행녀 
  
아난다는 꾀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수행녀에게 네 가지 법문을 

하였다. 특히 네 번째 법문에서 “누이여, 이 몸은 성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성교를 법도의 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였다. 이는 아난다가 수행녀의 의도를 간파해서 한 말이다. 그러자 

수행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행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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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존자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참회하오니,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요.” 
  
(Bhikkhunīsutta -수행녀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159, 전재성님역) 
  
  
수행녀는 의중을 간파당하였다. 그래서 경에 따르면 “그 수행녀는 

침상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존자 아난다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수행녀는 아난다를 유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난다는 이에 넘어 가지 

않고 오히려 수행녀의 잘못을 일러 주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수행녀에게 아난다는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가르침에 따라 

참회하므로, 그 참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참회를 받아 들인다. 
  
능엄경에서 아난다의 이미지는? 
  
초기경을 보면 아난다가 여자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일까 능엄경에서는 아난이 여인에게 유혹당하는 것으로부터 경이 

시작된다. 대승경전 능엄경에서 묘사된 아난다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수려한 용모와 뛰어난 지혜를 갖춘 남자. 이런 남자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뭇 여성들의 흠모를 받는다. 그러나 그 남자가 수행자라면 

그렇게 사람을 끄는 매력은 뜻하지 않는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바로 그런 경우다. 아난존자가 

공양을 위해 걸식을 하고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서 

'마등가'라는 처녀를 만나 물 한잔을 얻어 마시게 된다. 그녀는 아난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버린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주술을 하는 어머니께 졸라서 결국 아난존자를 

집까지 유혹해 오도록 만든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으로 아난이 

마도(魔道)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고 '능엄주'라는 주문를 외워서 

그를 구한다. 아난존자는 마등가의 유혹과 주문에 홀린 것이 자신의 

수행력 부족임을 깨닫고 부처님께 도 닦는 법을 여쭙게 되는데, 

부처님과 문답이 이루어지면서 '능엄경'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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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스님의 쉽게 읽는 불교경전 <17> 능엄경  , 국제신문 2010-08-13)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라 볼 수 있는 능엄경에서 아난존자는 

우유부단형이다. 얼굴은 수려하게 잘 생기고 지혜도 갖추었지만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래서 탁발중에 ‘마등가라’는 

처녀를 만나 반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초기경전에서 아난다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수행녀의 경을보면 아난다를 유혹하려는 수행녀를 교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딸” “오, 나의 누이” 
  
수행녀의 경에서 아난다는 빅쿠니에게 “누이여”라고 호칭하였다. 이 

말은 ‘bhagini’의 번역어이다. Bhagini 는 여성명사로 ‘sister’의 

뜻이다. 그렇다면 아난다는 수행녀에게 수행녀를 뜻하는 

“빅쿠니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누이여”라고 말 하였을까? 이는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서 부처님이 당부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은 수행승이 탁발할 때 여자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였다. 또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말을 하더라도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알아차려야할 대상이 있다. 그것은 어머니뻘 되는 

여자는 어머니라 보고, 자신과 비슷한 연배이면 누이로, 자신보다 어려 

딸 정도의 여자에게는 딸로 보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여자를 가족처럼 

보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아난다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수행녀에게 마치 

가족처럼 “누이여”라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난다는 수행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는 대승 능엄경에서 

아난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매우 대조 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자를 대할 때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여자,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서 

여자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 보다 나이가 

스무살 이상 먹은 여인에게는 “오, 나의 어머니”라 하고, 자신보다 

스무살 아래의 여자에 대해서는 “오, 나의 딸”이라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위아래로 스므살차이 나는 여인에게는 “오, 나의 

누이”라 하며 자애의 마음을 낸다면 우리사회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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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쁨으로 보시할 때 
  
  
  
두 가지 정견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출세간의 가르침과 세간의 가르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맛지마니까야 

‘커다른 마흔의 경(M117)’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Katamā ca bhikkhave, sammādiṭṭhi: sammādiṭṭhimpahaṃ bhikkhave, 

dvayaṃ vadāmi: atthi bhikkhave, sammādiṭṭhi sāsavā puññābhāgiyā 
upadhivepakkā atthi bhikkhave, sammādiṭṭhi ariyā anāsavā lokuttarā 
maggaṅgā.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올바른 견해인가? 수행승들이여, 나는 올바른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번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공덕이 있어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올바른 견해가 

있고, 수행승들이여,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고, 고귀한 길의 경지에 드는 올바른 견해가 있다.  
  
(Mahācattārīsaka sutta- 커다른 마흔의 경, 맛지마니까야 M117,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정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간적 정견’이고 또 

하나는 ‘출세간적 정견’이다. 이는 다름 아닌 세간적 가르침과 

출세간적 가르침의 동의어라 볼 수 있다. 
  
세간적 정견이란? 
  
부처님이 말씀 하신 세간적 정견은 무엇일까? 경에 따르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sāsavā)’이라 하였다. 탐진치 등의 살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견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등으로 표현되는 세속적 정견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업과 

업의 과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적 정견은 ‘업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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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임을 반조함으로서 성립된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 하면 

‘업자성정견’이라 한다. 
  
출세간적 정견이란? 
  
출세간적 정견은 무엇인가. 이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anāsavā)’ 이라 하였다. 고귀한 경지를 말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간적 정견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탐진치를 

소멸하는 길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석에 

따르면 출세간적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열반의 성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앎은 주석에 

일반적으로 ‘인식작용’으로 본다. 
  
존재론과 인식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탐진치로 살아가는 뭇삶들을 위한 세간적 

정견이 있는가 하면, 탐진치의 소멸하기 위하여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출세간적 정견이 있다. 여기서 세간적 정견은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것으로 ‘존재론’이라 볼 수 있다. 출세간적 정견은 사성제를 

실천하여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식론’이라 볼 수 있다.  
  
“키로 까불러 미신은 날려 보내고” 
  
이처럼 부처님은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펼치셨다. 그럼에도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래서 슬프게도, 불교계에는 아직도 이런 신들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화엄경 등의 종교경전은 

키로 까불러 미신은 날려 보내고 위대한 사상만 취할 일이다. 
. 
. 
.. 팔리경전 등 특정 경전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하는 것은 광신이다. 

뿐만 아니라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등 근본가르침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친설(親說)인지 알 길이 없다.” 
  
(몽매주의,  K 교수, 불교닷컴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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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에 기고된 K교수의 글은 파격적이다. 특히 경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다. 불자들이 경전을 근거로 신행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어리석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 쓰여 있는 문구를 그대로 믿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일 뿐이라 한다.  
  
K 교수가 맹신한다고 비판하는 경전군 속에는 빠알리니까야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이외는 모두 키질하여 날려 버리자고 한다.  
  
K 교수 말대로 근본가르침 이외의 경들을 키질하여 날려 버렸을 경우 

부처님의 세간적 가르침을 잃게 될 것이다. 탐진치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뭇삶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왜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까? 
  
부처님은 뭇삶들을 위해서도 수 많은 가르침을 설하였다. 주로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앙굿따라니까야에 대하여 

재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경으로 보기도 한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사업의 경이 있다. 경의 제목이 마치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처럼 보인다. 내용은 어떤 것일까? 먼저 

사리뿟따존자가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Ko nu kho bhante hetu, ko paccayo, yena midhekaccassa tādisāva 

vaṇijjā payuttā chedagāminī hoti? 
  
[싸리뿟따] 
“세존이시여,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원인,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Vaṇijjāsutta-사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79, 전재성님역)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빠알리어로 ‘vaṇijjā’이다. 

와닛자(vaṇijjā)는 ‘trade; trading’의 뜻으로 ‘무역,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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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의미이다. 이렇게 보아을 때 ‘장사, 사업, 비즈니스’의 

뜻이라 볼 수 있다.  
  
사리뿟따가 의문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 의도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부처님께 묻는다.  
  
부처님의 컨설팅 
  
부처님은 반드시 출가자들만을 위한 출세간적 가르침만을 설하지 

않았다. 세간에서 탐진치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재가자들을 위해서도 

법을 설하였다. 장사가 잘 안될 때 컨설팅역할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은 만능해결사와 같다.  
  
초기경전에는 뭇삶들이 고민하느 모든 해법이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초기경전을 열어 보면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사리뿟따의 

질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세존] 
“싸리뿟따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을 찾아 가서 

‘존자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거기서 죽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한다. 
  
(Vaṇijjāsutta-사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79, 전재성님역) 
  
  
사업에 실패 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보시’로서 설명하고 있다. 누군가 

종교단체에 가서 기부하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경에서 말하고자 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이다. 그렇다면 

왜 약속이 중요할까? 그것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이 약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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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시작은 약속에서부터 
  
누군가 몇 시에 만나자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신용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마음속에서 불신이 

일어나면 좀처럼 바꾸기 힘들다.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약속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나기로 

하였으면 제시간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만남부터 시작되는 것이 

비즈니스이다. 이는 다름 아닌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상거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재할 달이 되었음에도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신용이 불량한 자로 간주 한다. 이렇게 한 번 의심을 시작하면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장사 또는 사업, 비즈니스를 하기 힘들다. 왜 

그럴까?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 하지 

않는다. 물건을 주었는데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의심이 들면 절대로 

물건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마음에서 벗어난 자는 거래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사업을 하였을 때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기대이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렇다면 사업에서 성공하는 자는 어떤 케이스일까? 이에 대하여 

초기경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 
“싸리뿟따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을 찾아 가서 

‘존자여,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것을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한다. 만약 그가 거기서 죽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성공한다.  
  
(Vaṇijjāsutta-사업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4.79,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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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를 들어 보면 기대이상으로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이다. 의도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 왔음을 말한다. 
  
의도한 것 이상 성공하는 케이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전 생에 의도한 

것 이상의 보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승원에 보시하겠다고 

서원하였는데, 약속한 것 이상을 보시한 케이스를 말한다. 이렇게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 하였을 때 의도 한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말한다.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특히 승가에 대한 보시가 그렇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 났을 때이다. 이런 경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게 된 케이스에 

해당된다. 
  
악행(papa)과 공덕행(puñña) 
  
보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능력껏’ 하는 것이다. 이는 

“능력에 따라 보시하고(S1.41)”라는 구절에서 근거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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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입에 걸 맞게 보시하면 되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도 보시하면 된다. 법당청소 등은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시를 하되 의도한 것 이상을 보시하면 의도한 것 이상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시를 한다면 이는 순수한 보시라 볼 수 없다.  
  
만일 대가를 바라는 보시라면 정치헌금과도 같은 것이다.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주고받기식이 정치헌금이다. 그래서 정치헌금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행(papa)로 본다.  
  
그렇다면 공덕행(puñña)은 어떤 것일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덕행은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시를 할 때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정치헌금처럼 한 자리 

바라거나, 또는 입법로비를 위한다면 불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악행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덕행은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보시하기 전에는 기뻐하고, 줄 때는 마음이 

청정하며, 주고 나서는 만족해야 한다”라고 표현 할 수 있다. 
  
학인스님을 만났는데 
  
보시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줄 때는 청정해야 한다. 이 것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또 보시하고 나서는 흡족해야 한다. 이 것 또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보시로서 가장 좋은 것이 스님에 대한 보시일 것이다. 
  
스님에게 보시를 할 때 돈으로 하는 것 보다 책이 더 낫다고 본다. 그럴 

일이 생겼다. 지난 여름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났다.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났는데 학인스님이랑 같이 왔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인스님은 D 대 경주캠퍼스에 다니고 있다. 저학년이다. 그리고 나이도 

매우 젊다. 요즘 출가연령이 49 세까지 되어 있어서 나이 들어 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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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만난 학인 스님은 대학생들과 똑 같은 

연령대이다.  
  
디가니까야를 보시하고 
  
스님을 만나는 경우가 드믈지만 학인스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다. 그것은 관심사가 같았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초기불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인스님에게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자 

상윳따니까와 맞지마니까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부니까야 중에 

디가니까야와 앙굿따라니까야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디가니까야를 보시하겠다고 말하였다.  
  
금일 디가니까야를 구매하여 학인스님에게 보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디가니까야는 단권으로 되어 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러모로 편리하다. 더구나 학인스님도 번역자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하여 단권으로 된 책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알렸다. 그랫더니 전화가 걸려 왔다. 

문자로 하기 보다 전화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학인스님과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먼저 학인스님들이 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그러자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학교의 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책은 언제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항상 가까이 놓고 언제든지꺼내 놓고 

보아야 함에도 학인스님들은 책이 없다. 이유를 물어 보니 돈이었다. 

돈이 없어서 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한다. 
  
보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디가니까야를 발송하고 나니 후련하였다. 여름에 약속한 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화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약속 지키기를 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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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보시하는 것은 부담이 없다. 돈을 보시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부하는 학인스님에게 책을 보시하는 것 

이상 좋은 보시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강경에서와 같이 막연하게 

무주상보시공덕을 이야기해야 할까? 그러나 보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가장 좋다고 본다. 
  
  
“보시하기 전에는 기뻐하고,  
줄 때는 마음이 청정하며,  
주고 나서는 만족해야 한다” 
  
  
2014-09-2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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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똥처럼 말하는 사람  

  
  
세월호와 관련하여 수 많은 글을 썼다. 그리고 문화제형식의 집회에 

참석하여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론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월호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정치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선거때나 약간 관심을 가질 뿐 냉소적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켜 

보면서 한국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이다.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만 산다면 

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부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 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는 악인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지만, 또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악행을 하기도 한다. 
  
선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법구경 한문게송에서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한다(dhp183)”라는 말이다. 이런 말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선행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매우 쉽다. 
  
긍정과 부정 두 가지만 있을 뿐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댓글놀이를 하는 자들이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뉴스나 인터넷게시판을 보면서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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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편 아니면 저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글을 쓸 때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 

것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 같은 기사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갈린다. 
  
어떤 글이든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틀림 없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이분법은 댓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세월호와 

관련된 글 역시 긍정과 부정으로 갈린다.  
  
그런데 부정적 글을 보면 가학에 가깝다. 마치 욕먹은 자를 욕하고, 

매맞는 자를 때리는 식이다. 마치 힘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학대하듯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가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매체에서는 실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글 쓰는 행위는 구업(口業) 
  
인터넷게시판에서 가학적인 글을 수 없이 본다. 모두 익명이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를 몇 살 먹었는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졌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남겨긴 글로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뉴스의 댓글이나 게시판에 

남겨진 글을 보면 대부분 불선심을 자극하는 글이다. 남겨진 글로 

인하여 화를 돋구는 것이다. 그럴 경우 차라리 안보는 것만 못하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보고 안보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댓글이나 게시판의 글을 보게 

된다. 이럴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 다수가 ‘구업’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업이라 말로서 짓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악행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구업이다.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업의 범주에 넣는다. 이렇게 본다면 

댓글놀이를 하는 자들은 매일 구업을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똥을 싸고 달아 난 것처럼 
  
댓글놀이를 하는 자들의 글은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다. 가면을 쓰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고 활개를 치듯이, 익명으로 댓글놀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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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글을 보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자들이 남겨 놓은 글을 보면 마치 ‘똥’을 싸고 달아 난 것처럼 

보인다. 
  
시골의 똥냄새 
  
번잡한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가 있다. 이 때 

차창밖에는 농촌의 한가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후각을 자극할 때가 있다. 바람을 타고 날라온 똥 냄새이다. 대게 

축산농가를 지날 때이다. 소나 돼지 등을 대량사육하는 곳을 지날 때면 

어김 없이 나는 냄새이다. 그런 냄새에 대하여 어떤 

이는 “구수하다”라고 하여 낭만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똥 

냄새는 불쾌한 것이다. 특히 사람 똥이 그렇다. 
  
아무리 작은 양의 똥일지라도 
  
사람들이 누는 똥은 냄새가 지독하다. 이는 사람들이 잡식성이기 

때문이다. 풀만 먹는 자라는 가축들과 달리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먹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누는 똥 역시 다양한 냄새를 

풍긴다.  
  
가축의 똥과 달리 사람의 똥은 역겹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은 것이 사람똥이다. 이런 똥 덩이가 옷에 묻었을 경우 어떨까? 

아무리 작은 양의 똥일지라도 악취를 풍길 것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가면을 쓰고 댓글놀이 하는 자들의 글은 똥이나 다름 없다. 

반도적이고 반인륜적인 글은 악취나는 똥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Tayo'me bhikkhave puggalā santo saṃvijjamānā lokasmiṃ. Katame 

tayo: gūthabhāṇī pupphabhāṇī madhubhāṇī. 
[세존]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똥처럼 말하는 사람, 꽃처럼 말하는 

사람, 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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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habhāṇīsutta-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8, 

전재성님역)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法數)’별로 분류 되어 있다. 하나부터 

시작하여 열 두 개의 법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법수가 유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수별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교리적인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숫자 3 과 관련 된 것을 모아 놓은 것이 ‘Tikanipata’이다. ‘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역시 숫자 3 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똥처럼 말하는 

사람(gūthabhāṇī), 꽃처럼 말하는 사람(pupphabhāṇī), 꿀처럼 말하는 

사람(madhubhāṇī) 이렇게 세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 하고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 마치 마카로니웨스턴 영화에서 ‘The bad(악한 

자)’ ‘The ugly(추한 자)’ ‘The good(선한 자)’가 연상된다. 

그러나 두 개는 맞지만 하나는 다르다.  
  
똥처럼 말하는 사람이란? 
  
경에서 분류한 ‘똥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일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다. 
  
  
Katamo ca bhikkhave puggalo gūthabhāṇī: idha bhikkhave ekacco 
puggalo sabhaggato vā parisaggato vā ñātimajjhagato vā 

pūgamajjhagato vā rājakulamajjhagato vā abhinīto sakkhipuṭṭho 
"ehambho purisa yaṃ jānāsi, taṃ vadehī"ti. So ajānaṃ vā āha 

"jānāmī" ti, jānaṃ vā āha "na jānāmī" ti, apassaṃ vā āha, 

"passāmī"ti. Passaṃ vā āha, "na passāmī"ti. Iti attahetu vā 

parahetu vā āmisakiñcikkhahetu vā sampajānamusā bhāsitā hoti. Ayaṃ 

vuccati bhikkhave puggalo gūthabhāṇī. 
  
수행승들이여, 누가 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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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서도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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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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pphabhāṇīsutta-꽃처럼 말하는 자의 경, 앙굿따라니까야 A3.28, 

전재성님역) 
  
  
똥처럼 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말한다.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자신을 

위해,  혹은 2)타인을 위해,  또는 3)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라 하였다. 마치 요즘 ‘종편채널’을 보는 것 같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종편채널을 보면 일방적이다. 특히 이 땅의 가장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한다. 특히 세월호와 관련하여 그렇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전에 표현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수기득권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득권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다고 보니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하이에나와 같다. 그런 종편의 행태는 악취나는 것이다. 그래서 

똥처럼 말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The bad(악한 자)’와 ‘The ugly(추한 자)’ 
  
똥처럼 말하는 자들은 주로 보수기득권층에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불법, 탈법,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와 지위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금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부류에  철없는 노인들의 

보수단체, 벌레 보다 못한 반인륜적인 일베가 있다.  
  
이렇게 기득권자, 그리고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종편, 그리고 철부지 

노인들과 패륜의 일베 등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쏟아 내는 말은 한결 같이 악취가 풍긴다는 것이다. 경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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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말하거나,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마카로니 웨스턴식으로 말하면 ‘The bad(악한 

자)’와 ‘The ugly(추한 자)’ 라 볼 수 있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경에서는 ‘꽃처럼 말하는 사람’과 ‘꿀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또 

‘똥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세 종류의 사람 내    용 비   고 

똥처럼 말하는 사람 
(gūthabhāṇī) 

1)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말하거나,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보지 

못하면서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보고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 
2)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 하는 자 

1)악한 자 
2)거짓말 

하는 자 
(The bad) 

꽃처럼 말하는 사람 
(pupphabhāṇī) 

2)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알면 

‘안다’고 말하며,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 
2) 자신을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1)정직한 자 
2)거짓말 

하지 않는 

자 
(The good) 

꿀처럼 말하는 사람 
(madhubhāṇī) 

거친 말을 버리고 거친 말을 

삼가는 자 
온화하고 듣기에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상냥하게 말하는 자 

 지혜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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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똥처럼 말하는 사람’은 마카로니 웨스턴식으로 ‘The 

bad(악한자)’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악취가 나는 자들이다. 

‘꽃처럼 말하는 사람’은 ‘The good (선한자)’이다. 정직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꽃 본 듯이 가까이 하고 싶은 자이다.  
  
꽃보다 꿀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꿀처럼 말하는 사람’이다. 왜 꿀이라 

하였을까? 그것은 달콤하기 때문이다. 꽃은 눈으로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꿀은 맛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감이 동원 된다. 이렇게 

본다면 꽃보다 꿀이다. 그런 꿀과 같은 사람은 거친 말을 삼가는 자, 

상냥하게 말하는 자이다.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에는 ‘똥처럼 말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그러나 ‘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믈다. ‘꿀처럼 말하는 

사람’은 더욱 더 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게시판에는 늘 악취가 

진동한다.  
  
초단위로 올려진 글을 보면 
  
인터넷에서 ‘똥처럼 말하는 사람’은 마치 똥을 싸 놓고 달아 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차를 긋고 줄행랑 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똥과 같은 글을 보면 악취가 풍긴다. 그런데 똥을 한 번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 저곳이 온통 똥천지이다. 이는 댓글열어보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가면을 쓰고 글을 올리는 자의 댓글에는 악취가 진동한다. 그런데 

‘다른댓글보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클릭하면 동일 필명의 수없이 

많은 다른 댓글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올린 시간을 보면 거의 

초분단위이다. 상당수는 똑 같은 내용이다. 아마 하루 종일 댓글달기 

놀이를 즐기는 자들 같다.  
  
댓글놀이를 즐기며 악담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알바’로 의심된다. 이는 초분단위로 올려진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하여 돈을 받아 가며 일을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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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이렇게 매순간 올려진 글을 모으면 그 수를 해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똥과 같은 같은 글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은 

숫따니빠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Guthakūpo yathā assa  
samapuṇṇo gaṇavassiko,  
Yo ca evarūpo assa  
dubbisodho hi sāṅgaṇo.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stn279) 
  
(Dhammacariyasutta-정의로운 삶의 경, 숫따니빠따 Sn2.6, 전재성님역) 
  
  
옛날 변소를 보면 
  
요즘은 대부분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한다. 그러나 불과 삼사십년전만 

하더라도 ‘변소’를 이용하였다. 구덩이를 크게 판 다음 널판지를 올려 

놓고 그 위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다. 이때 변이 바닥에 떨어질 때 

똥물이 튀기도 한다.  
  
변소에 똥이 가득 차면 똥을 퍼내야 한다. 그 때 ‘똥차’가 등장한다. 

호수를 이용하여 똥을 퍼내는 것이다. 이 때 똥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 

일년에 몇 차례 이런 똥냄새를 맡아야 했다.  
  
변소를 지금도 종종 볼 수 있다. 시골이나 산중에 있는 사찰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변소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똥구덩이에 똥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똥으로 가득하게 되어 악취가 

진동한다. 악행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무리 적은 양의 똥일지라도 그것은 악취를 풍긴다. 그런 똥이 쌓이고 

쌓이면 근처에 가지도 못할 것이다. 악행도 마찬가지이다. 똥구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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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자는 깨끗해지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고 하여 
  
똥과 같은 악행에 대하여 법구경에도 유사한 게송이 있다.   
  
  
Māpamaññetha pāpassa  
“na maṃ taṃ āgamissati”.  

Udabindunipātena  
udakumbho pi pūrati, 

Pūrati bālo pāpassa,  
thokathokam-pi ācinaṃ.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고 하여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찬다. (dhp121, 전재성님역) 
  
  
도공이 만든 항아리는 비가 올 때에 열어 두면, 빗방울이 떨어져 

점차적으로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마찬 가지로 어리석은 자의 악행도 

모아 놓으면 악으로 가득찰 것이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들은 왜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자신이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초분단위로 댓글을 다는 자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마치 욕먹은 자를 욕하고, 매 맞은 자를 때리는 듯한 가학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다. 이는 법구경에서 

“‘그것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고.’고 하여 (na maṃ taṃ 

āgamissati)”라는 말로 표현 되어 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 등으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세월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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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당한 사람들 역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나름이다. 사고가 났지만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희생자들은 억울한 죽음이 

된다. 그야말로 ‘재수 없게 죽었다’라거나 ‘죽은 놈만 

억울하지’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제 2, 제 3 의 

세월호사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는 자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패륜을 자행하고 있다. 왜 그들은 반도덕일까?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은 그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똥을 싸고 달아 나듯이 악플로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악행의 열매가 익기 전 까지는 
  
똥이 쌓이면 똥구덩이에 가득하게 된다. 악행도 쌓으면 악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지만 악행의 열매가 익기 이전 까지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이전의 선행으로 행운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행운이 다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행에 대한 과보이다. 똥으로 

가득찬 똥구덩이와 같은 악행이다. 
  
똥구덩이에서 사는 똥벌레들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똥구덩이에서 사는 똥벌레들과 같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똥벌레가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면, 그 똥벌레는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배를 채우고 똥으로 충만하고도 그 앞에 큰 

똥덩이가 남아 있다.’고 다른 똥벌레들을 무시한다.” 
  
(똥벌레의 경, 상윳따니까야 S17.5,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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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g beetle 
  

  
여기서 똥벌레는 ‘쇠똥구리’로 볼 수도 있지만 변소에 사는 

‘구더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구더기의 특징은 무엇일까?  
  
기어이 똥통간으로 향하는 구더기 
  
구더기는 깨끗한 곳을 싫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똥이 좋아 

똥통에서 사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구더기를 위하여 깨끗한 방에 

원앙금침을 깔아 주면 어떻게 될까? 기어이 똥통간으로 향하고 말 

것이다.  구더기는 똥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똥통간이 있는 변소는 

구더기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오물장과 같은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여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대부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삿된 

견해는 어떤 것일까? 아마 대부분 단멸론적 허무주의라 볼 수 있다. 

몸이 무너져 죽으면 정신도 함께 파괴되어서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내생과 윤회를 부정한다. 지금 여기에서 즐겁게 

살다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괘락주의로 빠지기 쉽다. 

이처럼 쾌락에 기반을 둔 단멸론적 견해를 가졌을 때 인과를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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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래서 “보시에는 공덕이 없다””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다”는 

등 인과를 부정하게 된다.  

  

인과를 부정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금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금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오물장과 같은 

자기의 견해에 집착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키질하여 쌀겨를 날리듯이 

  

악취나는 자들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한 자들은 깨끗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주변에 악취 나는 자들이 있다면, 키질하여 

쌀겨를 날리듯이 모두 화합하여 물리쳐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틀림 없음을 확인 하게 된다.  

  

  

  

정의로운 삶의 경(Dhammacariyasutta)  

  

  

Dhammacieyaṃ brahmacieyaṃ etadāhu vasuttamaṃ,  

Pabbajitopi ce hoti agārasmā anagāriyaṃ.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이것을 위없는 재보라고 한다.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stn274) 

  

  

So ce mukharajātiko vihesābhirato mago,  

Jīvitaṃ tassa pāpiyo rajaṃ vaḍḍheti attano. 
  

만약 거친 말씨를 쓰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st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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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ahābhirato bhikkhu mohadhammena āvaṭo,  
Akkhatampi na jānāti dhammā buddhena desitaṃ. 

  

논쟁을 즐기는 수행승은  

우매한 성품으로 덮여있어  

깨달은 님께서 친히 설한  

설법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stn276) 

  

  

Vihesaṃ bhāvitattānaṃ avijjāya purakkhato,  

Saṃkilesaṃ na jānāti maggaṃ nirayagāminaṃ.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  

번뇌를 알지 못한다. (stn277) 

  

  

Vināpātaṃ samāpanno gabbhā gabbhaṃ tamā tamaṃ,  

Save tādisako bhikkhu pecca dukkhaṃ nigacchati. 

  

참으로 이러한 수행승은  

타락한 곳에 태어난다.  

모태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죽은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된다. (stn278) 

  

  

Guthakūpo yathā assa samapuṇṇo gaṇavassiko,  
Yo ca evarūpo assa dubbisodho hi sāṅgaṇo.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차듯,  

부정한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 (stn279) 

  

  

Yaṃ evarūpaṃ jānātha bhikkhavo gehanissitaṃ,  

Pāpicchaṃ pāpasaṅkappaṃ pāpaācāragocar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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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자는, 실제로는 세속에 묶여,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는 자로서,  

그의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stn280) 

  

  

Sabbe samaggā hutvāna abhinibbijjayātha naṃ,  

Kāraṇḍavaṃ1 niddhamatha kasambuṃ cāpakassatha. 

  

그대들은 모두 화합해서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고,  

쌀겨처럼 그를 키질하여  

쓰레기처럼 날려버려라. (stn281) 

  

  

Tato palāpe vāhetha assamaṇe samaṇamānīne,  
Niddhamitvāna pāpicche pāpaācāragocare. 

  

그리하여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체하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있고,  

수행의 초원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쌀겨들을 날려버려라. (stn282) 

  

  

Suddhā suddhehi saṃvāsaṃ kappayavho patissatā,  

Tato samaggā nipakā dukkhassantaṃ karissathāti. 

  

청정한 자들이라면 서로 새김을 가지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서로 화합하여 슬기롭게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리라. (stn283) 

  

(Dhammacariyasutta-정의로운 삶의 경, 숫따니빠따 Sn2.6, 전재성님역) 

  

  

2014-09-26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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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물도 불살생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행운목꽃이 피었을 때 
  
식물도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강한 냄새를 

발산하였을 때이다.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행운목’에서 꽃이 필 때 

그랬다. 
  
사무실에 있는 행운목이 이제 7년이 되었다. 처음 화원에서 사올 때는 

승용차안에 들어 갔으나 7 년이 지난 지금 행운목은 천장에 닿기 

일보직전이다. 그런 행운목에서 꽃이 피면 커다란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 그런데 7년 동안 네 번의 꽃이 피었다. 이렇게 꽃이 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겼다. 
  

  

 
  

행운목꽃(2013-12-10) 
  

  
행운목에 꽃이 피면 향내가 매우 강렬하다. 특히 사무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꽃향기가 발산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렬하다.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냄새를 잡기 위해 방향제를 뿌려 놓은 것처럼 

신선하면서도 상큼한 냄새가 꼬를 찌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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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목꽃은 밤에만 핀다는 사실이다. 해가 질 무렵에 피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닫는다. 이렇게 본다면 행운목꽃은 야행성임에 틀림 없다. 
  
행운목꽃은 밤에만 피고, 꽃이 피면 강렬한 향내를 발산한다. 그래서 

행운목꽃이 필 때 늘 느끼는 것은 행운목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텅빈사무실에서 행운목꽃과 함께 있으면 

마치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꽃이 피고 향내를 발산하면 
  
행운목이 식물이긴 하지만 꽃이 피고 향내를 발산하면 자신을 과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꽃이 핀다는 사실 

자체는 일종의 생명활동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길에 나팔꽃이 피어 있다. 늘 다니는 

생태하천길에는 스스로 자라는 나팔꽃을 볼 수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것은 보라색조를 띠고, 또 어떤 것은 빨강색을, 또 어떤 것은 작은 

꽃잎을 가진 청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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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꽃은 해가 뜰 무렵 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팔꽃은 

행운목과 정반대이다.  
  
왜 함부로 나뭇가지를 꺽는가? 
  
식물에서 꽃이 필 때 살아 있음을 느낀다. 더구가 강렬한 향내를 발산할 

때 더욱 더 살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처럼 꽃이 피고 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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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는 식물을 대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함부로 식물의 가지를 꺽거나 훼손 하는 것을 삼가게 된다. 
  
식물에도 감정이 있을까? 
  
식물에도 감정이 있을까? 과학자에 따르면 식물에도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식물도 움직일 수 있을까? 다큐프로에 따르면 움직이는 

식물도 있다. 심지어 곤충을 잡아 먹는 식물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식물도 일종의 정신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정신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무정물(無情物)’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정신적 작용을 하는 생류를 

유정물(有情物)이라 한다.  
  
무정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식물, 광물 따위와 같이 

감각성이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유정물은 감각이 있는 

것으로 분류 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무정물과 유정물의 분류에 대하여 

정신작용의 유무로 판단한다. 그래서 정신작용이 있는 것에 한해서 

중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강경의 중생분류방식 
  
금강경에 따르면 중생분류방식이 소개 되어 있다. 대승정종분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降伏其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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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皆令入無餘涅槃 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 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則非菩薩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보리심을 발하여 보살의 길로 들어선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의 종류인, 이른바 

알에서 태어나는 것,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화현하여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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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내가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여열반(無餘涅槃)의 세계로 

인도하여 완전한 멸도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실은 한 중생도 열반을 얻은 자는 없다. 왜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강경, 대승정종분) 
  
  
금강경의 클라이막스는 대승정종분이다. 정정분은 금강경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것으로 비록 초반에 위치하고 있지만 피크를 이룬다. 

그래서 항상 이 분을 독송할 때 마다 감정이 고조 된다.  
  
금강경은 우주적 스케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사람도 제도한 바 

없다(實無衆生 得滅度者)”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삼계가 동원이 

되고 모든 중생이 동원된다. 이때 중생의 종류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네 종류의 중생이 소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중생을 모두 성불시키겠다는 커다란 발원을 한 것이다.  
  
금강경에서 알에서 난 것도 중생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닭과 같은 

조류를 말한다. 그리고 습한 곳에서 난 모기나 파리 역시 중생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모두 성불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식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대승불교에서 

식물은 성불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물도 자애의 대상? 
  
식물도 중생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초기불교에서는 

식물이 중생의 범주에 들어 간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구로서 살아 있는 것의 범주에 들어 감을 알 수 있다. 
  
  
Ye keci pāṇa bhūtatthi  
tasā vā thāvarā vā anavasesā  

Dīghā vā ye mahantā vā  
majjhamā rassakāṇukathūlā 



306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하거나 거친 것이거나, (stn146) 
  
  
Diṭṭhā vā ye vā addiṭṭhā 
ye ca dūre vasanti avidūre 
Bhūtā vā sambhavesī vā  
sabbe sattā bhavantu sukhitattā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stn147) 
  
(자애의 경, 숫따니빠따 Sn1.8, 전재성님역) 
  
  
자애의 경(Mettasutta)을 보면 마치 자애의 대상이 언급되어 있다. 마치 

금강경에서처럼 성불의 대상이 태-란-습-화로 언급되어 있듯이, 자애의 

경에서는 자애의 대상이 모든 생류가 됨을 알 수 있다. 
  
자애의 경에서 모든 생류(pāṇa)의 대상으로서 14 가지로 분류 되어 있다. 

그런데 전재성님역을 보면 식물도 자애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tasā vā thāvarā vā 

anavasesā)”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식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함부로 나뭇가지를 꺽는다거나 꽃을 따는 행위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식물은 정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베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벼를 베어 수확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물을 베는 행위는 살생의 범주에 들어 가지 않음을 말한다. 또 

식물은 베어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을 살생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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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식물도 중생의 영역에 넣어 살생을 금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인류는 전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식물에 한해서는 살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초기경전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자애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자애의 경에서는 자애의 대상으로서 14 가지 

항목 중에 식물이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애의 대상으로서 식물 
  
자애의 대상으로서 식물에 대하여 언급된 경이 또 있다. 사리뿟따의 

경(Sn4.16)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Theyyaṃ na kareyya na musā bhaṇeyya 
Mettāya phasse tasathāvarāni, 

Yadā vilattaṃ manaso vijaññā 

Kaṇhassa pakkhoti vinodayeyya.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리라.  
마음의 혼란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곧 악마의 동반자라 생각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stn967) 
  
(싸리뿟타의 경, 숫따니빠따 Sn4.16, 전재성님역) 
  
  
사리뿟따의 경에서는 오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애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하리라(Mettāya phasse tasathāvarāni)”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살생이라는 말 대신 ‘자애(Mettā)’라는 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식물도 동물과 같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애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식물도 아픔을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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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님의 번역에 따르면 자애의 대상으로서 식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는 번역이 어색해진다.  
  
  
Nidhāya daṇḍaṃ bhutesu  
tasse thāvaresu ca, 

Yo na hanti na ghāteti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릅니다. (stn629, 와셋타의 경) 
  
  
Virato methunā dhammā  
hitvā kāme parocare. 

Aviruddho asāratto  
pāṇesu tasathāvare 
  
성적 교섭에서 떠나  
온갖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하지 말고, 애착하지도 말라. (stn704, 날라까의 경)  
  
  
‘와셋타의 경’에서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폭력’이라는 말은 ‘daṇḍaṃ’의 번역어이다. 

daṇḍaṃ은 ‘杖, 棒’의 뜻으로 곤장이나 몽둥이를 말한다. 식물도 

몽둥이로 맞으면 아픔을 느낄까? 
  
‘날라까의 경’을 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적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적대라는 말은 ‘viruddha’이다. 또 애착이라는 말은 

‘sāratta’이다. 식물이 어떻게 적대적일 수 있고 애착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식물에 대하여 사람을 대하는 듯한 번역이다.  
  
왜 식물이라 번역하였을까? 
  



309 

 

전재성님의 번역을 보면 식물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자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폭력을 하지 말고, 적대하지도 말고 애착도 

가지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신작용이 없는 식물에 대하여 마치 

중생대하듯이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자애의 

경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tasā vā thāvarā vā: 역자는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라는 의미로 ‘동물이건 식물이건’이라고 번역하였으나 

Prj.I.245 에서 붓다고싸는 ‘갈애가 있는 것(satanhesu)’든 ‘갈애가 

없는 것(nittanhesu)’이든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 

갈애가 없는 것은 아라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40 번 각주, 숫따니빠따, 전재성님) 
  
  
440 번 각주는 전재성님의 견해이다. 이 부분만큼은 주석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번역자의 견해가 실려 있다. 그래서 ‘tasā vā thāvarā 

vā’에 대하여 직역하면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라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물이건 식물이건”이라고 

‘의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빠알리어 tasā 는 ‘movable, trembling’의 뜻이다. 움직이는 것 또는 

떠는 것의 뜻으로 전재성님은 ‘동물’로 번역하였다. Thāvarā 는 

‘immovable; long-lasting’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는’ 또는 ‘오래 

지속되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물로 의역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약한 것 또는 강한 것이라 하여 직역하였다. 

오로지 전재성님만이 동물과 식물로 의역한 것이다.  
  
번역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참고로 tasā(movable)와 thāvarā(immovable)에 대한 번역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자 번역 비고 

빠알리어 tasā vā thāvarā vā Movable, immovable  
전재성님역 동물이건 식물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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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元역 怯えているものでも、 
強剛なものでも 

겁에질린 것이나 강건한 

것이나 
법정스님역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각묵스님역 약하거나 강하거나   
석지현스님역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Ñanamoli Thera  frail or firm  약한 것이나 견고한 것이나 
Acharya 

Buddharakkhita  
weak or strong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Piyadassi Thera  feeble or strong  
(or the seekers and the 

attained) 

연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Thanissaro 

Bhikkhu 
weak or strong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sā(movable)에 대하여 ‘약한 것(weak)’이라 하였고, 

thāvarā(immovable)에 대하여 ‘강한 것(strong)’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번역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movable’의미의 tasā 와 ‘immovable’의미의 thāvarā 를 정확하게 

표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은 틀린 번역일까? 
  
전재성님은 tasā 에 대하여 동물이라 하였고, thāvarā 에 대하여 

식물이라 하였다. 아직 까지 이런 방식의 의역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틀린 번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라 번역하였을 때, 오로지 

전재성님만은 “동물이건 식물이건”이라 번역하였다. 이는 동물에 

대하여 ‘움직이는 것(movable)’으로 보았고, 식물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immovable)’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움직임 여부로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의역한 것은 어쩌면 

tasā(movable)와 thāvarā(immovable)의 뜻이 잘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결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의 pāṇa 가 앞에 붙었기 때문이라 

본다. 
  
생류의 범주에 식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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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ā 와 thāvarā 가 들어간 게송을 보면 공통적으로 pāṇa 가 앞에 

수식된다. 그래서 “pāṇesu tasathāvare”로 정형화 되어 있다. 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이라고 번역된다. 여기서 

‘생명 있는 것’이 ‘빠나(pāṇa)’의 번역이다. 그런 빠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빠나(pāṇa)에 대하여 빠알리어사전 PCED194 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pāṇa 
: [m.] life; breath; a living being.。 
  
pāṇa 
:m. [＜pa-an Sk. prāṇa] 生物, 有情, 生類, 生命. 
  
  
영어설명을 보면 ‘life(삶); breath(숨); a living being(살아 있는 

존재)’의 뜻으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한자로는 ‘生物, 

有情, 生類, 生命’라 번역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빠나(pāṇa)’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생류(生類)라 보여 진다. 생류라 하는 것은 식물도 

해당된다.  
  
불살생의 범주에 식물도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살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살생의 의미는 인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pāṇesu tasathāvare”라는 정형구에 따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의 뜻으로 모든 생류가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불살생의 범주에 식물이 들어 가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식물이 불살생의 범주에 속하는 근거가 되는 경이 있다. 맛지마니까야 

데바다하의 경(M101)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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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에서도 떠난다. 하루 한 번 시사하고, 

밤에는 식사하지 않으며,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떠난다. 

노래·춤·음악·연극 등을 보는 것에서 떠난다….” 
  
(데바다하의 경, 맛지마니까야 M101, 전재성님역) 
  
  
경에 따르면 “그는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에서도 떠난다 So 

(bījagāmabhūtagāmasamārambhā paṭivirato hoti)”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bījagāma’은 ‘seed-kingdom’의 뜻으로 종자로 번역되었고, 

‘bhūtagāma’는 ‘vegetation’의 뜻으로 ‘식물로 번역 되었다. 

그래서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samārambha)에서 떠나야 함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게송에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stn629)”라든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물에게 

자애를(stn967)”이라는 문구가 성립된다. 이는 부처님이 “종자나 

식물을 해치는 것에서도 떠난다(M101)”이라 하였기 때문에,  

생류(pāṇa)로서 식물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되고 죽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14-09-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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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가와 환속을 여섯 번 반복한 찟따핫따 
  
  
  
조회수가 급증하였는데 
  
최근 블로그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특정한 글의 조회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3 년 작성된 

‘적광스님’에 대한 글이다. 
  
2013 년 8 월 적광스님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 적광스님은 조계사 바로 

옆에 있는 우정공원에서 조계종의 문제점을 폭로하기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려 하였다. 종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님들의 도박과 일련의 

비리를 폭로 하려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안 호법부 스님들이 

강제연행 하였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납치와 감금과 린치가 

가해졌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건 아닙니다” 적광스님의 절규와 

강제환속(2013-08-23)’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조계종에 대하여 희망을 버렸다”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한 시대가 끝나 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조계종이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21 일 발생한 납치, 감금, 린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계종에 대하여 희망을 버렸다. 이번 납치, 감금, 

린치 사건은 작년 승려도박 사건 보다 더 엄청난 사건으로서 조계종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은처, 도박, 횡령, 성폭행 

등으로 얼룩진 한국불교가 추락하고 있음을 말한다. 적광스님이 끌려 

가면서 “이건 아닙니다”라는 절규가 마치 한국불교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다. 
  
(진흙속의연꽃, “이건 아닙니다” 적광스님의 절규와 강제환속(20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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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조계종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고 하였다. 한국불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조계종을 버렸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현 조계종에 대하여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이 되지 않는 집단 
  
조계종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정이 되지 않는 집단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계종이라는 집단을 알면 알수록 

‘요지경’이다. 차마 입게 담기 힘든 은처, 도박, 횡령, 폭행 등이 

다반사로 일어 나는 곳이 조계종의 승가집단이다. 물론 일부에 한한다.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스님들의 일탈은 전체스님들을 욕먹게 하기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종단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몰리는 것이다. 
  
어디서 유입된 것일까? 
  
적광스님폭행사건과 관련된 글의 조회수는 최근 4 일간 58,000 회에 

달한다. 유입을 보니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일년 전의 

글이라서 블로그메인뉴스에 올라 간 것도 아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방문자의 연령대가 

3040 이라는 점에서 SNS 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적광스님 폭행사건 이야기는 한국불교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글을 일년전에 올렸는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낀다. 좋지도 않은 일에 조회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최근 스님들의 일탈행위를 보면서 출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등진 자들이 출가자들이 

범계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 세상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세상사람들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세상사람들의 도덕적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단이 승가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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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왜 출가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불교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한 

스님들에게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 중의 하나가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라는 말이다.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 볼 때 스님들은 

무어라 답할까?  
  
출가이유에 대한 스님들의 답변은 모두 다르다. 십인십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 명의 스님이 있다면 열 명의 출가이유가 다 있다.  어떤 

이유로 출가 하였건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었다면 비구로서 살아 가야 

한다. 비구 되려면 삼생에 걸쳐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데 어렵게 비구가 

되어서 속인들의 지탄이 대상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봉주의 팟케스트 방송 ‘전국구’가 있다.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승가의 비리에 대한 방송이 시작 되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조계종단이 스스로 개혁을 못하자 외부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막행막식을 

일삼는 일부 권승들의 행태가 이제는 세상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듯 

하다. 이럴 때 묻는 말이 아마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일 것이다.  
  
왜 재가불자들을 대략난감하게 만드는가? 
  
스님들의 범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가불자들에게 돌아 간다. 다종교사회에서 불자들은 티종교인과 함께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임에서 누군가 “너의 종교는 왜 

그모양이냐?”라고 하였을 때 불자들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략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계행이 엉망인 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다.  
  
법구경 38 번 게송 
  
출가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출가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계를 지키기 힘들면 환속해서 재가의 삶을 살면 되기 때문이다. 

출가의 삶이 힘들면 재가의 삶으로 되돌아 가면 그만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법구경 38 번과 39 번의 인연담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법구경 38 번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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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vaṭṭhitacittassa   아나왓티찟땃사 
saddhammaṃ avijānato,  삿담망 아위자나또 

Paripalavapasādassa   빠리빨라와빠사닷사 
paññā na paripūrati.   빤냐 나 빠리뿌라띠.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Dhp38, 전재성님역) 
  
  
心が安住することなく、 
正しい真理を知らず、 
信念が汚されたならば、 
さとりの智慧は全うからず。  
  
(Dhp38, 中村元역) 

 
 
  
心無在息  심무재식  
亦不知法  역부지법 
迷於世事  미어세사 
無有正智  무유정지 
  
(Dhp38, 한역) 
  
  
For a person of unsteady mind, 
not knowing true Dhamma, 
 serenity 
 set        adrift: 
discernment doesn't grow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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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38, Thanissaro Bhikkhu)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자,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는 지혜가 완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출가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출가와 환속을 여섯 번 반복한 찟따핫따 
  
신출가(身出家)라는 말이 있다. 몸만 출가 하였다는 말이다. 마음은 

재가의 머물로 있는 출가를 뜻한다. 이런 신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법구경 38 번과 39 번 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연담 ‘찟따핫따와 

관련된 이야기(Cittahatthattheravatthu)’가 그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05-308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숲에 계실 때 장로 찟따핫따와 

관련된 이야기(Cittahatthattheravatthu)이다. 
  
한 고귀한 가문의 자제였던 찟따핫따가 황소를 읽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 갔다. 정오쯤 되어서 황소를 찾았으나 허기와 

갈증에 지쳐 ‘고귀한 수행승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승원으로 들어가서 수행승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마침 수행승들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서 젊은이가 허기에 지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여기 음식이 있으니 가져다 드시오.’라고 

말했다. 그래는 그는 필요한 만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은 

뒤에 수행승들에게 절하고 ‘존자들이여, 오늘 어떤 집에 초대받아 

갑니까?’라고 물었다. ‘재가의 신도여, 아닙니다. 수행승들은 언제나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맛있는 쌀죽을 먹기는 

힘들다. 이 수행승들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나 이렇게 먹는다. 더 

이상 재가자로 남을 필요가 있는가? 나도 수행승이 되자.’라고 

생각하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승단으로 출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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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행승으로 그는 구족계를 받고 크고 작은 의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승단에 보시 되는 많은 음식을 먹고 살이 

찌자 ‘왜 내가 탁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 환속했다. 
  
그는 가사 일을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쇠약해졌다. 그는 ‘내가 

왜 이고통을 참아야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수행승이 

되었다. 그는 수행승이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불만족하게 되어 

환속했다.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재가의 생활에도 불만족하게 되어 

다시 수행승이 되었다. 이렇게 여섯 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임신한 아내가 침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부풀어 오른 시체처럼 자는 것을 보고 마침내 속세의 삶을 혐오하게 

되어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났다.  
  
장모가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녀는 사위가 다시 가사를 입고 떠나자 

잠자는 딸을 깨워 ‘네 남편이 네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혐오를 느껴 

다시 떠나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 비키세요, 그가 떠나건 말건 상관없어요. 며칠 안에 

다시 돌아올거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승원으로 돌아 오는 길에 흐름에 든 경지를 성취했고 

마지막으로 출가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거룩한 경지를 성취한 뒤에는 

다시는 환속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 이러한 찟따핫따에 대하여 말이 많자 

‘수행승들이여, 나의 아들은 마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올바른 

가르침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가고오고 했지만 지금은 공덕과 악행을 

모두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식별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지혜가 원만하게 완성되지 

못한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 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라고 가르쳤다. 
  
(법구경 Dhp38-39 인연담, 찟따핫따와 관련된 

이야기(Cittahatthattheravatthu),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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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담에 따르면 출가와 환속을 무려 여섯번이나 반복하였다. 그런데 첫 

번째 출가이유는 단지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출가 

하였다는 사실이다. 먹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먹기 위해 출가 
  
먹기 위해서 출가 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국불교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옛날 보리고개를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하여 어린 아이를 절에 보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또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절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렇게 

본다면 절은 일종의 고아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집도 절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집이 없으면 절에 맡긴 것이다.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어려서 절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절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 자발적 출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절에 

남아서 스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흔히 ‘동진출가’라 한다. 

우리나라 종단 지도부에 있는 스님들 중 상당수는 동진출가라 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연유로 절에 맡겨 졌을 때 동진출가자가 된다. 

역사적으로 경허스님도 동진출가자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절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경허스님이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청계사에 

맡겨진 것은 9세 때의 일이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맡겨진 

것이다.  
  
절에 맡겨진 이유는 생계 때문이다.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라도 입을 

덜기 위하여 절에 맡겨진 것이다. 이처럼 생계를 이유로 절에 맡겨져 

아이가 자랐을 때 이는 자발적 출가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이후가 

되면 대부분 환속하게 된다.  
  
그럼에도 절에 남아 있는 경우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스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스님, 춤을 잘 추는 무용스님, 음식을 잘 만드는 스님 등 

세상에서도 그다지 큰 가치를 부여 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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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와 환속을 반복하여도 
  
찟따핫따는 단지 먹는 것 때문에 출가하였다. 출가이유가 먹는 것에서 

기인하다보니 쉽게 환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연담에 따르면 승단에서 

바라이죄는 짓지 않았다. 단지 계행을 지켜 낼 자신이 없었고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환속한 것이다.  
  
계행을 지키기 힘들고 출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재가의 삶으로 

돌아 가면 된다. 재가의 삶을 살다가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살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출가와 환속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출가하였을 때 바라이죄를 지으면 안된다. 바라이죄를 지으면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되기 때문이다.  
  
반승반속(半僧半俗)인자들 
  
계를 지키기 힘들면 계를 반납하면 된다. 머리를 기르고 재가의 삶으로 

돌아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족계를 받은 자가 마치 재가자처럼 

살아 간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반승반속이 있다. 반은 승이고 반은 속인 자를 말한다. 겉으로는 비구 

같이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속인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비구라 할 수도 없고 속인이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중생활하는 

자들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한국불교에도 반승반승이 있다. 몸은 출가하였지만 마음은 재가의 삶에 

머무는 자들이다. 그래서일까 음주, 폭행, 도박, 은처 등 범계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일부 권승들의 행태가 그렇다. 

그런 반승반속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 하였다. 
  
  
계행이 나쁜 사람은 나쁜 계행 때문에  
  
(1)신들과 인간들이 불쾌하게 여긴다. 
(2)동료 수행자들의 훈도를 받을 수 없다.  
(3)나쁜 계행을 비난할 때 괴로워한다. 
(4)계를 지닌 이를 찬탄할 때 후회한다.  
(5)그 나쁜 계행으로 인해 대마로 만든 옷처럼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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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이 나쁜 사람의 견해를 따라 행하는 이들은 
  
(1)오랫동안 처참한 곳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2)자기에게 시물을 보시한 사람들에게 큰 결과를 생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3)여러 해된 오물 구덩이처럼 청정해지기 어렵다. 
(4)화장터에서 가져온 나무처럼 [승과 속의] 둘 모두로부터 제외된다. 
(5)비구라고 주장하지만 비구가 아닌 것이 마치 소의 무리를 따르는 

당나귀와 같다. 
(6)마치 모든 사람들의 적인 것처럼 항상 동요한다. 
(7)마치 죽은 시체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살 수 없다. 
(8)비록 배움 등의 덕을 가졌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의 존경하는 바가 

되지 않나니 
마치 화장터의 불이 바라문들의 존경하는 바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9)수승한 법을 증득할 수 없나니 마치 장님이 색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10)정법에 대해 희망이 없나니 마치 천민의 아들이 왕위에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11)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스럽다. 불의 무더기의 가르침(火聚經, 

A.iv.128-34)에서 설한 그런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다.  
  
(청정도론 제 1장 계, 154 절, 대림스님역) 
  
계행이 엉망인 자들은 
  
나쁜 계행과 나쁜 계행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 16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여러 해 된 오물 구덩이처럼 청정해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숫따니빠따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으로 

가득 차듯, 부정한 자는 참으로 깨끗해지기 어렵다.(stn279)”에서도 

나타난다.  
  
측간이라 불리우는 변소에서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똥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측간에서 나오는 냄새가 

사방에 퍼진다. 그런 이유로 측간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행이 나쁜 반승반속의 행위는 똥이 가득 찬 측간과도 

같다. 그래서 악취를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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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행이 엉망인 반승반속들이 승단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음주, 폭행, 도박, 은처 등이 난무 할 것이다. 현재 

조계종 권승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 권승들은 똥으로 가득찬 

똥구덩이와 같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타다 만 나무와 같다. 승에서나 

속에서나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승반속에게 공양하는 자들이 있다. 머리를 깍았다고 하여, 

가사를 걸쳤다고 하여 부처님 모시듯이 대한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시물을 보시한 사람들에게 큰 결과를 생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 하였다.  
  
“세상에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인연담에 따르면 찟따핫따는 출가와 환속을 여섯 번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가하게 된 것은 혐오감을 느껴서라 하였다. 그래서 가사를 입고 

승원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에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인식하였을 때 흐름에 든 자(예류자, 수다원)가 되었다고 

하였다.  
  
찟따핫따의 일곱 번째 출가에서 무상과 괴로움에 대하여 통찰하였다. 

그래서 예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인연담에 따르면 무아에 대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자의 흐름에 든 자는 무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이루어 졌을 때라 볼 수 있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꼰단냐에게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nti, S56.11)”라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표현된 대목과 일치한다. 
  
한번 형성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 만으로도 

수다원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 하다. 그래서 

흐름에 든 자라 하였다.  
  
무아의 가르침은 아라한 되는 가르침 
  
그렇다면 거룩한 경지(아라한과)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아를 

통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 이어 무아의 

가르침을 펼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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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제자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 성숙 되었을 때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22:59)”라는 

질문하였다. 이에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무아의 가르침을 펼치셨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에 따라 오비구는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무아의 가르침은 아라한 되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왜 ‘무상, 고, 무아’순인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 고, 무아’로 요약된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단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무상의 가르침을 설하고 이어서 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아의 가르침을 펼치셨다. 
  
불교임을 증명하는 삼법인은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누군가 순서를 바꾸어 ‘제법무아, 일체개고, 제행무상’ 

순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불교에 대하여 좀 안다고 자부 하는 

사람이 순서를 뒤바꾸어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스스로 무식을 

폭로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삼법인은 항상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 순서이다. 
  
법구경 39 번게송 
  
찟따핫따는 마침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재가로 환속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에 대한 게송이 

법구경 39 번게송이다. 
  
  
Anavassutacittassa   아나와쑤따찟땃사 
ananvāhatacetaso,   아난와하따쩨따소 
Puññapāpapahīṇassa   뿐냐빠빠빠히낫사 
natthi jāgarato bhayaṃ.  낫티 자가라또 바양.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의 피폭을 여의고 
공덕과 악행을 떠난 
깨어 있는 님에게 두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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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39, 전재성님역) 
  
  
“깨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natthi jāgarato bhayaṃ)” 고 

하였다. 여기서 ‘깨어 있는 자’는 jāgarata 의 번역어이다. 

Jāgarata 에서 Jāgara 는 ‘awake; vigilant; watchful, 不眠, 警寤’의 

뜻이다. 그래서 Jāgarata 가 ‘깨어 있는 자’로 번역되었다. 이에 

대하여 나까무라 하지메는 ‘目ざめている人’라 하여 ‘눈 뜬 자’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 
  
게송에서 “깨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natthi jāgarato bhayaṃ : DhpA.I.309 에 따르면, 그가 깨어 있는 자라 

불리는 이유는 다섯 가지 깨어 있음의 고리 즉, 믿음, 정진, 새김, 

집중,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건 깨어있건 

번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까닭에 번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네 가지 길을 통해 추방된 것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없기 때문에 번뇌가 

그를 쫒지 못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흐름에 드는 길에 

의해서 추방된 번뇌로 돌아 갈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한번 돌아는 길, 

돌아오지 않는 길, 거룩한 길에 의해서 추방된 번뇌로 돌아 갈수가 

없다. 
  
(법구경 620 번 각주, 전재성님) 
  
  
‘깨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 하였을 때 두려움은 

‘번뇌’를 말한다. 찟따핫따가 임신한 처의 혐오스런 모습을 보고 

출가하였지만 다시 환속하게 않게 된 것은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약화 

되었기 때문이다. 
  
감각적 욕망이 극복 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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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을 탐하는 등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 휩싸이면 지혜가 완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다. 

만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행의 

진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계(색계)의 지혜나 

비물질계(무색계)의 지혜, 더 나아가 출세간적 지혜도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감각적 욕망이다. 
  
한번 돌아는 길(일래)과 돌아오지 않는 길(불환) 
  
감각적 욕망의 극복은 흐름에 든 길(예류), 한번 돌아는 길(일래), 

돌아오지 않는 길(불환), 거룩한 길(아라한) 순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만일 찟따핫따가 ‘한번 돌아 오는 길(일래)’의 지혜에 머물렀다면 

전처에게 돌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돌아 간다고 해서 

‘일래’라 하였을지 모른다. 일래과는 아직까지 미세하나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길(불환)’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불환자의 단계에 이르면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 갈래야 돌아 갈 수 없다. 이는 한번 

추방된 번뇌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환’이라 

하였는지 모른다. 
  
아라한은 왜 공덕을 짓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라한과로 완성된다.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번뇌가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거룩한 님, 즉 

아라한의 삶은 어떤 것일 것일까? 이에 대하여 게송에서는 “공덕과 

악행을 떠난(Puññapāpapahīṇassa)”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아라한은 왜 

공덕을 짓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Puññapāpapahīṇassa: DhpA.I.309 에 따르면, 네 번째 길인 거룩한 

길(아라한향)을 통해서 공덕이나 악행을 모두 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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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26 에 따르면, 거룩한 길을 통해서 미래의 재생의 원인이 되는 

공덕과 악행을 모두 부순 자를 말한다. 
  
(법구경 619 번 각주, 전재성님) 
  
  
아라한이 공덕(puñña)을 짓지 않는 이유는 재생의 원인을 가져 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과보로 

좋은 곳에 태어 나지만 선업을 짓지 않는 아라한에게 있어서 다음 생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아라한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행위를 하긴 

하되 과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의 마음에 

대하여 아미담마에서는 ‘무인작용심(kiriya-citta)’이라 한다. 
  
무인작용심(kiriya-citta)이란 무엇인가? 
  
무인작용심은 문자 그대로 원인 없이 작용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성폭행 시대에, 불교적 

해법과 무인작용심(2010-07-05)’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선심(善心), 

불선심(不善心), 과보심(果報心), 무인작용심(無因作用心)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 이들 마음을 다시 세밀하게 분류 하면 89 가지나 된다. 

여기에 출세간의 마음을 좀더 세분하여 출세간의 선(5 선)의 마음을 

추가하면 121 가지 마음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세간의 마음(욕계, 색계, 

무색계)과 출세간의 마음(선의 마음을 제외)을 합한 89 가지 마음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89 가지 마음이 오로지 한 순간에 단 

하나의 마음만 나온 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선한 마음인데, 동시에 불선한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선심, 불선심, 과보심, 무인작용심 이렇게 네 가지 마음 중에 

무인작용심에 대하여 ‘부처님의 마음’ 또는 ‘아라한의 마음’이라 

한다.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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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나 아라한의 경우 과거 전생에서부터 재생의 원인이 되는 업과 

번뇌를 소멸 시켜 왔다. 따라서 대상을 보았을 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作用心)’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 ‘원인이 없이 작용하는 

마음(無因作用心)’이다. 
  
무인작용심은 재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생산해 내지 않는다. 그래서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의 다시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공덕행(puñña)도 하지 않고 악행(pāpa)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설령 아라한이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는다. 단지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칠 뿐 갈애로 발전 되지 않음을 말한다. 그래서 아라한은 

악업은 물론 선업도 짓지 않는다. 이는 자취 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 
  

  

 
  

Bird 
  

  
하늘을 나는 새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자유롭다.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걸림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라한이다. 그래서 번뇌 다한 아라한에 대하여 ‘하늘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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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또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으로 비유된다. 법구경에서는 

번뇌 다한 아라한에 대하여 “허공을 나는 새처럼, 그들의 자취는 찾기 

어렵다. (Dhp93)”라고 하였다. 
  
계행을 지키기 힘들면 
  
법구경 인연담에서 찟따핫따는 무려 여섯 번이나 출가와 환속을 

반복하였다. 일곱 번 째 출가에서 다시는 집으로 되돌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찟따핫따가 출가와 환속을 거듭한 이유는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찟따핫따는 처음에 맛 있는 것을 먹을 욕심으로 출가 하였다. 식탐으로 

인한 출가는 출가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출가 하게 된 것은 

전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상을 

통찰 하였다. 그 결과 흐름에 든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흐름에 들어 

가자 이후에는 흐름대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룩한 님,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식탐 등 감각적 욕망이 극복 되지 않은 

채 출가 한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 가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승단에 계속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스님들의 일탈과 막행막식에 대한 소식이 종종들린다. 이런 추문이 

교계내에 그치지 않고 세상사람들 속으로 퍼져 나간다. 세상사람들이 

승가의 추문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이는 ‘불교망신’에 

해당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자들에게 돌아 간다. 다종교사회에서 

불자들은 세상사람들과 부딪치며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망나니 행동을 하는 스님들은 하루 속히 환속해야 할 것이다. 술이 

마시고 싶으면 재가로 되돌아 마음껏 마시면 될 것이다. 도박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승복을 벗고 하면 될 것이다. 처를 갖고 싶다면 머리를 

기르며 살면 될 것이다. 계행을 지키기 힘들면 지금 당장 비구계를 

반납하고 재가의 삶으로 돌아 가야 할 것이다. 
  
  
2014-10-1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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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명의 사마시시를 성취한 뿌띠갓따 띳사 장로이야기 
  
  
인생에서 겟투(GET2)는? 
  
한 꺼번에 두 가지를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겟투(get two)라 할 

것이다. 야구경기에서 두 사람의 주자를 한꺼번에 아웃시키는 일을 

말한다.  
  
담배이름에도 겟투가 있었다. 영어로 ‘GET2’라 하였다. 담배역사를 

보니 1997 년도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겟투담배에서 겟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 속담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듯이 겟투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돈과 건강이 잃어 진다면 동시에 두가지를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겟투가 아니라 ‘로스투(LOSS2)’라 해야 할 것이다. 
  
겟투는 야구용어이다. 병살타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잡았을 때 경기를 쉽게 이끌어 간다. 더구나 만루위기 찬스에서 

두 명의 주자를 잡게 되면 행운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겟투는 없을까?  
  
병이 들어 죽어 가는 모습 
  
법구경 ‘마음의 품(Cittavagga)’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Aciraṃ vatayaṃ kāyo    아찌랑 와따양 카요 
paṭhaviṃ adhisessati,   빠타윙 아디셋사띠 
Chuddho apetaviññāṇo    춧도 아뻬따윈냐노 
niratthaṃ va kaliṅgaraṃ.   니랏탕 와 깔링가랑. 
  
(Cittavaggo, dhp41) 
  
  
아, 쓸모없는 나무 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머지않아 이 몸은 
땅 위에 눕혀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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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p41, 전재성님역) 
  
  
머지않아 이 몸은 땅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리.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토막보다도 소용없으리. 
  
(dhp41, 거해스님역) 
  
  
ああ、この身はまもなく 
地上によこたわるであろう。 
意識を失い、無用の木片（きぎれ）のように、 
投げ捨てられて。 
  
(dhp41, 中村元역) 
  
  
아, 이 몸은 머지 않아  
땅 위에 누우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 없는 나무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dhp41, 법정스님역) 
  
  
是身不久  시신불구  
還歸於地  환귀어지 
神識已離  신식이리 
骨幹獨存 골간독존 
  
(dhp41, 한역) 
  
  
All too soon, this body 
will lie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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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 off, 
bereft of consciousness, 
like a useless scrap 
 of wood. 
  
(dhp41, Thanissaro Bhikkhu) 
  
  
이 게송은 어느 장로빅쿠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병이 들어 죽어 가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게송에서 첫 번째 구절은 “Aciraṃ vatayaṃ kayo”이다. 이 구절에 

대하여 전재성님은 “아, 쓸모없는 나무 조각처럼”이라 하였다. 

나까무라 하지메는 “無用の木片（きぎれ）のように”라 하여 역시 

“쓸모 없는 나무조각처럼”이라 하였다. 여기서 나무조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은 몸에 대하여 버려진 나무토막 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반얀나무(banyan tree)는? 
  
첫 구절 “Aciraṃ vatayaṃ kayo”에서 vatayaṃ이 있다. vatayaṃ은  

‘vata + ayaṃ’의 형태이다. 여기서 vaṭa 는 ‘a banyan tree’의 

뜻이다. 반얀나무(banyan tree)는 어떻게 생겼을까? 
  
반얀나무에 대하여 한자어로는 ‘無果花(무과화), 榕樹(용수)’라 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반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 Banyan (also Banian) is a fig that starts its life as an epiphyte 

(a plant growing on another plant) when its seeds germinate in the 

cracks and crevices on a host tree (or on structures like buildings 

and bridges). 
  
(Banyan, 위키백과) 
  
  
반얀(Banyan)은 착생식물로 뿌리를 내리는 무과화라 한다. 착생식물이란 

나무나 바위와 같은 토양 이외의 것이나 다른 식물 표면에 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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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氣根)의 대부분을 노출하고 착생하는 식물을 말한다. 마치 

빌딩이나 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반얀에 대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Banyan Tree(위키백과) 
  

  
위키백과에서 제공된 반얀나무를 보면 썩어서 쓰러진 것도 볼 수 있다. 

마치 마치 시체가 널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일까 게송에서 

“쓸모없는 나무 조각처럼”이라 하였을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썩은나무 
  
게송에서‘쓸모 없는 나무 조각처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하여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되어 있다. 
  
  
Aciraṃ vatayaṃ kayo: DhpA.I.321 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쓸모 없는 나뭇조각을 말한다. 사람들은 목재를 구하러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을 자르고 바른 것은 바른 모양대로 모으고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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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굽은 모양대로 모은다. 나머지 텅 비었거나 썩었거나 매듭이 뭉친 

것과 같은 것들을 잘라서 버린다.  
  
목재가 필요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오면, 그 버려진 나뭇조각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취한다. 나머지는 땅위에 

버려진다. 목재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침대의 구성요소가 되거나 

발판이 되거나 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서른 두 가지 구성요소는 어떠한 부분도 침대의 

구성요소나 다른 도움이 되는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 머지않아 몸은 

완전히 의식을 빼앗기고 땅위에 쓸모없는 나뭇조각처럼 눕혀질 것이다. 
  
(법구경 628 번 각주, 전재성님) 
  
  
좋은 목재는 가구의 재료가 되지만 썩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 몸이 죽으면 마치 버려진 나무토막과도 같다는 것이다.  
  
의식이 이몸을 떠났을 때 
  
게송에서“의식 없이 버려진 채(paṭhaviṃ adhisessati)”라 하였다. 

이말은 무슨 뜻일까? 이는 의식이 없는 존재를 말한다. 의식이 떠난 

몸에 대하여 ‘의식없이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육체가 파괴 되면 정신 역시 파괴 될 것이다. 병 등으로 인하여 육체가 

파괴 되었을 때 정신 역시 사라지고 마는데, 이처럼 정신 마저 떠나게 

되었을 때 버려진 나무토막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한 영웅일지라도 그가 죽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는 것도 의식이 그의 몸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가 파괴되어 의식도 없어 졌다고 하여 단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은 행위가 남아 

있는 한 그 행위(kamma)를 조건으로 하여 재생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 없이 유전하고 윤회하게 될 것이다.  
  
쁘띠갓따 띳사와 관련된 이야기(Putigattatissattheravatthu) 
  
게송과 관련하여 인연담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4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I.319-320 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싸밧티 시에 계실 때, 장로 쁫띠갓따 띳싸와 관련된 

이야기(Putigattatissattheravatthu)이다.  
  
싸밧티 시의 한 청년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 출가했다. 

출가 후에는 구족계를 받고 장로 띳싸가 되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언제부턴가 그의 온몸에 겨자씨만한 크기의 종기가 생겼다. 

겨자씨만했던 것이 콩알만한 크기가 되고,  콩알만했던 것이 대두콩만한 

크기가 되었으며, 대두콩만했던 것이 대추씨만한 크기가 되고, 

대추씨만했던 것이 대추만한 크기가 되고, 대추만했던 것이 

아말라까(amalka)만한 크기가 되고, 아말라까 만했던 것이 아직 익지 

않은 칠엽수의 열매(beluvasalatuka)만한 크기가 되었으며, 아직 익지 

않은 칠엽수의 열매만 했던 것이 칠엽수의 열매만한 크기가 되어 터져서 

피와 고름을 흘렀다. 그래서 그는 쁫띠갓따 띳싸(Putigatta Tissa)라 

불렸다. 
  
땅바닥에 버려진 채 아무도그를 돌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향실을 

떠나 수행승 띳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승원을 돌아 다니다가 화로방으로 

들어가 그릇을 씻어서 화로 위에 올려 놓고 물을 덥히고 화로방에 섰다. 

그리고 물이 덥혀진 것을 알고 수행승이 누워있는 침대의 끝을 

붙잡았다. 그러자 수행승들이 ‘세존이시여, 물러서십시오. 우리가 그를 

옮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침대를 가져와서 띳싸를 화로방으로 옮겼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도구를 가져오게 해서 덥힌 물을 퍼서 찬 물에 덥힌 물을 

섞어, 띳싸의 곁으로 가서 그의 몸을 더운 물로 적시며 목욕을 시켰다. 

목욕이 끝나자 상의가 말랐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상의를 

그에게 입게 하고 하의를 벗겨서 더운 물에 빨아서 햇빛에 말리게 했다. 

물이 증발하자 하의도 말랐다. 띳싸는 황색 가사 가운데 하나를 하의로 

입고 다른 것은 상의로 입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은 

통일되어 침대에 누웠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머리 맡에서 ‘의식은 그대를 떠나고 몸은 쓸모 없이 

통나무처럼 땅위에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시로서 ‘아, 

머지않아 쓸모 없는 나무 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이 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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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위에 눕혀지리라.’라고 가르쳤다. 그 가르침을 듣고 장로 띳싸는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고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이 그의 장례를 지내고 유골을 수습하여 안치하라고 지시했다. 

수행승들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할 자가 어떻게 그러한 심한 질병에 

들었는지를 궁금해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이야기했다. 
  
과거불인 깟싸빠(Kasapa)부처님 당시에 띳싸는 새사냥꾼이었다. 그는 

많은 새를 잡아서 대부분 왕실에 바쳤다. 남은 것은 내다가 팔았다. 

그는 새들을 죽여서 보관하면 팔지 못하는 것과 잡힌 새가 도망가는 

것이 두려워, 다리의 뼈나 날개의 뼈를 부러뜨려 한쪽에 쌓아두고 

그것을 팔았다. 너무 많으면 자신이 요리해서 먹었다.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요리 했는데, 한 번뇌를 부순 님이 자신의 

집으로 탁발을 와서 문앞에 섰다. 띳싸는 그 장로를 보고 신심이 생겨나 

‘나는 많은 생명을 죽여서 먹었다. 고귀한 님이 내 집 앞에 있고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에게 탁발음식을 보시하자.’라고 

생각하여 발우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채워서 장로에게 오체투지하고 

‘존자여, 그대가 본 최상의 원리가 제게도 구현되어지이다.’라고 

말했다. 장로는 ‘그렇게 될 지어다.’라고 감사의 말을 했다. 
  
수행승들이여, 그때 행한 행위의 힘으로 띳싸는 이렇게 된 것이다. 

새들의 뼈를 부러뜨린 결과로서 사지가 썩었고 뼈가 부러졌고, 번뇌가 

부수어진 님에게 탁발음식을 공양한 결과로 거룩한 님이 되었다. 
  
(법구경 41 번 게송 인연담, 쁫띠갓따 띳싸와 관련된 

이야기(Putigattatissattheravatthu), 전재성님역) 
  
  
  
전인도의 대지를 승가에 보시한 아소까 
  
인연담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에 

아말라까(amalka)가 있다. 아말라까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말라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죽음을 극복하려면, 슬픔없는 

아소까와 아말라까열매(2011-04-16)’라는 제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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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라까열매는 아소까대왕과 관련이 있다. 일아스님이 지은 책 

‘아소까’에 따르면 아소까는 자신이 정복한 전 인도의 대지를 승가에 

보시하였다. 고대인도에서 나라는 왕의 것이나 같기 때문에 나라를 

승가에 보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신들이 금을 주고 다시 

나라를 사 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한다. 
  
아말라까(amalaka)탑 
  
전세상을 승가에 보시하였던 아소까대왕의 말년은 비참하였다. 

아소까대왕이 말년에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승가에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려 하였다. 그러나 가신들이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늙고 병들고 힘이 빠졌을 때 아소까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대당서역기에 실려 있다. 말년의 

아소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빠딸리뿟따의 꾹꾸따라마(Kukkutarama)승원에 큰 탑이 있는데 이름이 

아말라까(amalaka)탑이라 하는데 아말라까란 인도의 약용과일 이름이다. 

아소까 왕이 병이 들어 중태가 되었을 때 승가에 진귀한 보물을 

공양하려 하였으나 가신들의 만류로 공양할 수가 없었다.  
  
천하를 마음대로 통치했던 권력은 가버리고 이제는 오직 식사에 나온 

아말라까만 뜻대로 될 뿐이라고 한탄하면서 아말라까를 먹지 않고 

꾹꾸따라마 승원으로 보냈다. 그래서 승가대중들은 그 아말라까를 

끈으로 묶어 국을 끓여 국물은 대중이 모두 먹고 아말라까를 꺼내어 

탑을 세우고 탑 속에 모셨다 한다. 
  
(대당서역기 기록, 일아스님의 아소까 75p) 
  
  
대당서역기에 실려 있는 아말라까열매 이야기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승가에 보시하였던 아소까이었다. 그래서 ‘아소까(Asoka)’라 

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asoka 라는 말은 ‘free from sorrow’ 의 뜻으로 

‘슬픔이 없는”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슬픔이 없는 아소까라 한다.  
  
슬픔 없는 아소까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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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이 없는 아소까는 말년을 슬프게 보냈다. 이에 대한 게송이 

청정도론에 실려 있다. 
  
  
 “Sakalaṃ mediniṃ bhutvā, datvā koṭisataṃ sukhī; 
Aḍḍhāmalakamattassa, ante issarataṃ gato. 
Teneva dehabandhena, puññamhi khayamāgate; 
Maraṇābhimukho sopi, asoko sokamāgato” 
  
(Visuddhimaggo) 
  
  
“He gave with joy a hundred millions 
After conquering all the earth, 
Till in the end his realm came down 
To less than half a gall-nut’s worth. 
Yet when his merit was used up, 
His body breathing its last breath, 
The Sorrowless Asoka too 
Felt sorrow face to face with death.” 
  
(영역 청정도론, 빅쿠 냐나몰리역) 
  
  
“전 대지를 정복하여 10 억을 보시했던 
행복한 왕도 마지막에는 그 왕국이 
아말라까 열매의 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록 슬픔 없는 아소까였지만 공덕이 다 하여 
죽음을 향했을 때 바로 그 몸으로 슬픔을 느꼈다.” 
  
(청정도론, 제 7장 14 절, 대림스님역) 
  
  
이 게송은 청정도론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에 실려 있는 것이다. 천하를 

지배한 슬픔없는(sorrowless) 아소까대왕도 말년에 늙고 병들어 죽어 

감에 따라 슬픔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말라까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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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를 승가에 보시한 아소까이었지만 말년에는 아말라까 열매 하나 

밖에 보시할 수 없었다. 그런 아말라까 열매는 다음과 같다. 
  

  

 
  

  
아말라까열매 

  
  
칠엽수 열매, 마르멜로 
  
인연담에 따르면 띳싸의 병은 작은 겨자씨만한 종기로 시작하여 

아말라까열매만하게 커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더 커져서 칠엽수 

열매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칠엽수 열매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칠엽수를 뜻하는 beluvasalatuka 를 키워드로 검색하니 ‘unripe fruit 

of Marmelos.’라 한다. Marmelos 를 검색하니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하였다. 
  
  
Aegle marmelos, commonly known as bael, Bengal quince, golden 

apple, stone apple, wood apple, bili, is a species of tree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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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dia. It is present throughout Southeast Asia as a naturalized 

species.[3] 
  
(Aegle marmelos, 위키백과) 
  
  
마멜로스는 일반적으로 ‘bael’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벵갈 

마르멜(quince)이라 하며, 황금색 사과, 돌사과, 나무사과 등으로 

불리우는 인도원산의 나무라 한다. 우리말로는 ‘마르멜로’로 알려져 

있다. 마르멜로에 대한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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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멜로(위키백과) 
  

  
법구경 인연담에 언급되어 있는 칠엽수열매, 즉 마르멜로 열매는 무척 

크다. 띳싸의 몸에서 겨자씨만한 열매가 마르멜로만한 열매로 커졌을 때 

그것을 원인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육체적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인연담에 따르면 부처님은 죽음을 앞둔 띳싸를 극진히 간호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 맡에서 “의식은 그대를 떠나고 몸은 쓸모 없이 

통나무처럼 땅위에 버려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시로서 ‘아, 

머지않아 쓸모 없는 나무 조각처럼 의식 없이 버려진 채, 이 몸은 

땅위에 눕혀지리라.”라고 가르침을 펴신 것으로 되어 있다.  
  
 “통나무처럼 땅위에 버려질 것이다”라는 말은 맛지마니까야에서도 볼 

수 있다. 경에 따르면 꼿띠따가 사리뿟따존자에게 “벗이여, 얼마나 

많은 상태가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이 무정한 통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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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까? (M43)”라고 묻는다. 이는 

육체적 죽음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하여 사리뿟따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Yadā kho āvuso imaṃ kāyaṃ tayo dhammā jahanti, āyu usmā ca 

viññāṇaṃ, athāyaṃ kāyo ujjhito avakkhitto seti yathā kaṭṭhaṃ 

acetananti  
  
“벗이여, 세 가지 상태 즉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 이 몸을 떠나면, 

여기 이 몸은 무정한 통나무처럼 버려지고, 던져져 누워있게 됩니다.” 
  
(Mahāvedalla sutta- 교리문답의 큰 경, 맛지마니까야 M43, 전재성님역) 
  
  
사리뿟따는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생명력(āyu) 과 체열(usmā)과 

의식(viññāṇa)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몸을 떠났을 때 죽는 것이라 

하였다.  
  
몸에서 의식만 떠나서는 죽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식물인간의 경우 

의식은 없지만 생명력과 체열이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력과 

활기가 모두 소멸하여야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삼요소는 “마침내 목숨과 온기와 의식 그리고 몸을 버리면, 버려진 채 

놓이니 무정하게 다른 것의 먹이가 되네.(S22.95)”라고 하여 

상윳따니까야에서도 보인다.  
  
사마시시(samasīsī)란? 
  
생명력과 체열과 의식이 몸을 떠나면 통나무처럼 무정한 것이 된다. 

띳싸 역시 무정한 통나무와 같은 몸이 되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띳싸는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고 열반에 들었다”라고 

인연담에 표현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다름 아닌 

‘사마시시’를 말한다. 
  
사마시시에 대하여 수 많은 글을 올렸다. 가장 최근에 올린 것은 

‘고디까, 왁깔리, 찬나, 세 빅쿠는 왜 자살하였나?(2014-07-29)’라는 

제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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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사마시시(samasīsī)’라 한다. 또 이룬 자를 

‘사마시신(samasīsīn)’이라 한다. 이 용어는 인시설론(人施設論, 

Pug.19)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라 한다. 어원을 보면 “동시에(sama)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한 자(sīsīin)”의 뜻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 사마시시관련 내용이 있다. ‘무상에 대한 관찰의 

경’에 따르면 “그는 앞도 뒤도 아니고 동시에 번뇌의 종식과 목숨의 

종식이 이루어진다.(A7.16)”라고 표현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이 실현 되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동시에 두가지가 달성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마시시(samasīsī)’라 하고, 이를 이룬 자를 

‘사마시신(samasīsīn)’이라 한다. 
  
네 가지 사마시시가 있는데 
  
주석서에 따르면 네 종류의 사마시시가 있다. 질병의 사마시시, 느낌의 

사마시시, 자세의 사마시시, 수명의 사마시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마시시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마시시 종류 설    명 비고 

질병의 사마시시 
rogasamasīsī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느낌의 사마시시 
vedanasamasīsī 

어떤 느낌을 느끼다가 느낌의 

지멸과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자세의 사마시시 
iriyapathasamasīsī 

어떤 자세를 취하면 통찰하는 

자가 자세의 종료와 더불어 

번뇌의 소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수명의 사마시시 
jivitasamasīsī 

앞도 뒤도 아니고 동시에 

번뇌의 종식과 목숨의 종식이 

이루어지는 것 

고디까, 

왁깔리, 찬나 

  
출처; 무상에 대한 관찰의 경(A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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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사마시시 중에 ‘수명의 사마시시’가 있다. 이 수명의 

사마시시는 다른 사마시시와 달리 죽음과 함께 번뇌가 종식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수명의 사마시시를 성취한 띳사 
  
죽음의 사마시시로서 수행중에 자결한 고디까, 중병으로 자결한 

왁깔리와 찬나빅쿠가 해당된다. 그런데 법구경 인연담에 등장하는 

띳싸의 경우도 해당 될 것이다. 띳싸빅쿠가 중병에 걸려 임종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번뇌가 소멸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었음을 

말한다. 번뇌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었음을 말한다.  
  
아라한이 된 상태로 살아 간다면 이를 유여열반이라 한다. 그런데 

임종순간에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이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성취한 것이다. 영어로 ‘겟투(GET2)’에 해당된다. 

이렇게 임종순간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를 

‘사마시시(samasīsī)’라 하고, 성취한 자에 대하여 

‘시마시신(samasīsīn:首等者)’이라 한다. 
  
띳싸는 겨자씨만한 종기가 마르멜로 열매만하게 커져 죽었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임종순간에 번뇌가 소멸되어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였다. 비록 그의 몸은 통나무처럼 버려졌지만 재생의식이 

일어나지 않아 윤회로 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띳싸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정신도 소멸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는 

단멸론과는 다른 것이다.  
  
  
2014-10-16 
진흙속의연꽃 
 

24. 일반인들이 깨닫기 힘든 이유는?   
  
  
  
무아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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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불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불교가 매우 심오한 

교리를 가진 종교로 알려져 있다는데 과연 세상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무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불자들이라고 하여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불자들이 불교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불교의 교리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설령 불교의 근본가르침이라 일컫는 

사성제와 팔정도와 십이연기에 대한 항목은 알아도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 하는 불자들은 극히 드믈다.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알기 힘든 것이 무아이다. 그래서일까 어떤 이는 

불교에 대하여 ‘무아의 종교’라고도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무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무아라 하여 ‘내가 없다’라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이해 

한다. 내가 없다는 것이 무아일까? 내가 없다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이처럼 문자적으로만 파악하다 보면 

오리무중에 빠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 하신 무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교리에 대하여 의문이 날 때 
  
무아를 이해하려면 초기경전을 보아야 한다. 국가에서 헌법이 

기본이듯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초기경전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법조문을 열어 보듯이 

마찬가지로 교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발생하면 초기경전을 열어 

보아야 한다. 
  
무아와 관련하여 초기경전에서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다. 

‘무아상경’이라 불리우는 경전에 무아에 대하여 부처님이 문답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런 무아는 어떤 것일까? 
  
진리에 막 눈을 떴을 때 
  
율장대품에 따르면 오비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수다원이 

되었다. 이에 대한 표현이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라는 정형구로 표현 되어 있다. 오비구중에 존자 마하나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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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 앗싸지에게 진리의 눈(법안)이 생겨 났을 때 흐름에 든자가 되어 

모두 수다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리의 눈이 생겨 난 것에 불과 하다. 이제 진리에 막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눈이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소멸한 것이다.”라는 무상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먼저 무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흐름에 든 자, 즉 수다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준비된 수행자들은 
  
수다원이 되었다는 것은 수행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아라한이 되어야 수행의 완성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수다원이 된 오비구는 모두 구족계를 받았다.  
  
오비구들에게 진리의 눈이 생겨 나자 공통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구족계를 받고자 함이다. 그래서 율장대품에 따르면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요청한다. 이에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오라!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위해 청정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 한다.  
  
구족계를 주는 것은 매우 간단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오비구는 

준비된 수행자이었음을 말한다. 부처님과 함께 수행한 동료수행자로서 

한마디만 들으면 곧바로 이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준비된 수행자들을 위하여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궁극적 진리를 

설한다. 그것이 무아의 가르침이다. 
  
아라한이 되기 위한 가르침 
  
무상의 가르침이 수다원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면, 무아의 가르침은 

아라한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런 아라한은 부처님도 해당된다. 

여래십호 중에 아라한이 부처님의 별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오비구들에게 아라한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펼쳤다.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적 경지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함을 말한다. 오비구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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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진리로서 입증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예를 

들어 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같다. 
  
무아의 가르침의 시작 
  
부처님은 흐름에 든 오비구들에게 구족계를 주고 아라한이 되게 하기 

위한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Rūpaṃ bhikkhave, anattā, rūpañca hidaṃ bhikkhave, attā abhavissa 

nayidaṃ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eyya, labbhetha ca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Yasmā ca kho bhikkhave, 

rūpaṃ anattā, tasmā rūpaṃ ābādhāya saṃvattati. Na ca labbhati 

rūpe "evaṃ me rūpaṃ hotu, evaṃ me rūpaṃ mā ahosī"ti.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율장대품 Vin.III.6, 

전재성님역)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의 시작이다. 오온 중에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라든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선언하였다. 바로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다. 
  
왜 무아(無我)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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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느낌 등 오온에 대하여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몸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라면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진짜로 

몸이 나의 것이라면 병이 나서도 안되고 늙어서도 안된다. 또 죽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나의 것이라 여겼던 몸은 나를 배신하고 만다.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늙어가고, 때로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것이라 여겼던 이 몸이 나의 통제권 밖에 있다면 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느낌도 마찬가지 이고, 지각, 형성, 으;식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무아(無我)라 한다. 
  
세상사람들은 왜 자아(自我)가 있다고 생각할까? 
  
무아와 반대 되는 개념이 자아(自我)이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하지만 

세상사람들은 자아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는 세상사람들의 

흐름과는 반대 되는 종교임에 틀림 없다. 그렇다면 세상사람들은 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할까? 이에 대하여 맛지마니까야 ‘삿짜까에 대한 

작은 경(M35)’에서 자이나교도 삿짜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Seyyathāpi bho gotama ye kecime bījagāmabhūtagāmā vuddhiṃ 

virūḷhiṃ vepullaṃ āpajjanti, sabbe te paṭhaviṃ nissāya paṭhaviyaṃ 

patiṭṭhāya evamete bījagāmabhūtagāmā vuddhiṃ virūḷhiṃ vepullaṃ 

āpajjanti. Seyyathāpi vā pana bho gotama ye kecime balakaraṇīyā 
kammantā karīyanti, sabbe te paṭhaviṃ nissāya paṭhaviyaṃ patiṭṭhāya 
evamete balakaraṇīyā kammantā karīyanti. Evameva kho bho gotama 
rūpattāyaṃ purisapuggalo rūpe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Vedanattāyaṃ purisapuggalo vedanāyaṃ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Saññattāyaṃ purisapuggalo saññāyaṃ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Saṅkhārattāyaṃ 

purisapuggalo saṅkhāresu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i. 

Viññāṇattāyaṃ purisapuggalo viññāṇe patiṭṭhāya puññaṃ vā apuññaṃ 

vā pasavatī"ti.  
  
[삿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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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 고따마여, 마치 그들 성장, 번영, 성숙에 이르는 모든 종자류, 

식물류가 땅에 의존하고 땅에 기초하여, 이와 같이 성장, 증가, 성숙에 

이르듯이, 존자 고따마여, 마치 힘 드는 일이 행해진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땅에 의존하고 땅에 기초하여 행해지듯이, 

이와 같이 존자 고따마여, 사람은 물질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물질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느낌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느낌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지각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지각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형성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형성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키며, 사람은 의식을 자아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여 혹은 선 혹은 악을 일으킵니다.” 
  
(Cūḷasaccakasutta- 삿짜까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35, 

전재성님역) 
  
  
삿짜까는 자아에 대하여 ‘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초목이 땅에 

의존하여 성장하듯이 이 몸과 마음 역시 자아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삿짜까가 얼버무린 이유 
  
이와 같은 삿짜까의 자아론에 대하여 부처님은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묻는다. 오온이 자아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삿짜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haṃ hi bho gotama evaṃ vadāmi: rūpaṃ me attā, vedanā me attā, 

saññā me attā, saṅkhārā me attā, viññāṇaṃ me attāti. Ayañca mahatī 

janatā"ti.  
  
“존자 고따마여, 저는 참으로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 느낌은 나의 

자아이다. 지각은 나의 자아이다. 형성은 나의 자아이다. 의식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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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ūḷasaccakasutta- 삿짜까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35, 

전재성님역) 
  
  
니간타 나따뿟따를 스승으로 하는 자이나교도 삿짜까는 자아론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 다만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말합니다(Ayañca mahatī janatā)”라고 얼버무린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한다. Ayañca 에서  

‘ayana’라는 말은 ‘path’를 뜻한다. 또 ‘간다(going)’는 뜻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mahatī janatā)이 가는 길(ayana)”라는 

뜻이 된다.  
  
다수가 그 길로 간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한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존재의 다발이 지아이다. 또는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배치 되는 것이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맛지마니까야 631 번 각주, 전재성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Ayañca mahatī janatā)’에 대하여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충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 그것이 옳은 것과 같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진리가 될 수 없다.  
  
다수가 말한다고 하여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깔라마들이여, 소문이나 전승이나 여론에 끄달리지 말고, 성전의 

권위나 논리나 추론에도 끄달리지 말고,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에도 끄달리지 말고, 그럴듯한 개인적 인상이나 ‘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에 끄달리지 마십시요. 

(A3:65)”라고 말씀 하셨다.  
  
경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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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라마의 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권위는 불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 지배종교인 베다를 말한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여 불교경전 마저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만일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의존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하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가르침을 섬으로 하고 가르침을 귀의처로 하지 

다른 것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S22:43)”라고 말씀 하신 것에 위배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디가니까야 마하빠리닙바나경(D16)에 실려 있는 

“이것이 가르침이고 이것이 계율이고 이것이 스승의 교시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들의 말에 동의 하지도 말고 

배척하지도 말아야 한다.(D16)”라는 문구를 들어 경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경전은 헌법과도 같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 부처님은 다른 것에 의지 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이 실려 있는 

초기경전이야말로 불자들에게 강력한 의지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의 말을 법문과 대조해 보고, 계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D16)”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초기경전임을 말한다.  
  
무아의 가르침, 무아상경(無我相經) 
  
삿짜까는 다수가 가는 길이 바른 길로 보았다. 이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막연하게 자아론을 이야기 하는 삿짜까에게 

부처님은 무아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 가르침은 율장대품에서 

오비구에게 설한 무아의 가르침과 일치 한다. 이런 무아의 가르침은 

상윳따니까야 ‘다섯 명의 경(Pañcavaggiyasutta, S22.59)’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아상경(無我相經)’이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정형화 되어 있어서 

초기경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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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영토이야기 
  
막연하게 자아론을 이야기하는 삿짜까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영토이야기를 들려 준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진 왕족의 왕은 마치 

꼬쌀라 국의 빠쎄나디 왕이 그런 것처럼, 마치 마가다 국의 비데하 비의 

아들 아자따쌋뚜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살해되어야 하는 자를 

살해하고 박멸되어야 하는 자를 박멸하고 또는 추방되어야 할 자를 

추방할 힘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배력을 

말한다.  
  
고대인도에서 십육국의 왕들은 자신의 영토내에서 지배력을 행사 

하였다. 고대국가에서는 요즘과는 달리 자신의 왕국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토에서 통제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면 
  
만일 왕이 자신의 영토에서 통제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자신의 영토가 아닐 것이다. 이는 마가다의 

아자따삿뚜왕이 꼬살라국에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영토이야기를 한 부처님은 삿짜까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세존] 
“악기베싸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이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물질에 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Cūḷasaccakasutta- 삿짜까에 대한 작은 경, 맛지마니까야 M35, 

전재성님역) 
  
  
이 물음에 대하여 삿짜까는 어떻게 답하였을까? 경에 따르면 “쌋짜까는 

침묵했다”라고 하였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자아가 있다고 하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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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자아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영토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다. 
  
오온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부처님이 말씀 하고자 한 요지는 오온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오온이 진실로 내 것이라면 오온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물론 작은 범위 내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범위를 벗어 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몸이 나의 

몸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늙어 가고 병이 들어 가는 것은 나의 통제 

밖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 몸이 나의 몸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 즐거운 느낌이 일어 났는데, 이 느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느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느낌 역시 내 

느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하다 보면 모든 감정, 지각, 의식 

등도 내 것이 아니다. 어는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아라 한다. 
  
부처가 출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에 대하여 

‘초전법륜경(S56.11)’이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무아의 가르침이다. 이를 무아상경이라 

하는데, 상윳따니까야에서는 ‘다섯 명의 경(S22.59)’이라 한다.  
  
부처님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였다. 이런 깨달음은 오로지 부처님 자신 혼자서만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처가 이 땅에 

출현하였다고 한다.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전에도 부처가 있었음을 

말한다. 이전에도 부처가 출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르침이 

변질 되고 잊혀져 갔음을 말한다. 그러다 마침내 가르침이 사라졌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정법이 오래 지속 되지 않아 무정법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과거에 부처님들이 여럿 출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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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正法)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2014-05-16)’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초기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무상정득각을 성취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그런 깨달음은 과거에 

출현하였던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시대를 달리 

하면서 끊임 없이 부처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법이 

결코 오래 가지 않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출현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해마다 사월초파일이 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천상천하유아독존 등의 

한문게송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다지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라 

불리우는 무아상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Tasmā tiha bhikkhave, yaṃ kiñci rūpaṃ atītānāgatapaccuppannaṃ, 

ajjhattaṃ vā bahiddhā vā, oḷārikaṃ vā sukhumaṃ vā, hīnaṃ vā 

paṇītaṃ vā, yaṃ dūre santike vā, sabbaṃ rūpaṃ, netaṃ mama, 

nesohamasmi. Na me so attā'ti, evametaṃ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ṃ. 
  
[세존]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Pañcavaggiya suttaṃ-다섯 명의 경-無我相經, 상윳따니까야 22:59, 

전재성님역) 
  
  
오온 중에서 물질에 대한 것이다. 핵심구절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net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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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nesohamasmi. Na me so attā)”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하려면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올바른 지혜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라 하였다. ‘있는 

그대로(yathābhūta)’ 현상을 관찰하라는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기법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 야타부따(yathābhūta) 
  
연기법에 대하여 부처님은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 “깟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S12:15)”라 하였다. 이 문구가 연기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이 연기법으로 인하여 부처님 당시 영원주의와 허무주의가 타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을 통찰함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기법은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때 정형구가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이다. 이런 정형구가 무아상경 뿐만 

아니라 깟짜야나곳따의 경에서도 사용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있는 

그대로’이다. 즉 빠알리어 ‘야타부따(yathābhūta)’를 말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는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인식하고 싶은 것만 인식한다. 그래서 ‘제 눈에 제안경’이라 

한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승희가 애인 자랑을 하도 하기에 

엄청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더라”라는 말이다. 제 눈으로 

보면 보통인물도 미인으로 보임을 말한다.  
  
제 눈으로 보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빨강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랑색 안경을 쓰면 온통 파랗게 보이듯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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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보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을 말한다.  
  
왜 탐진치로 사는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온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게 

된다.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 이것이 탐욕이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화를 낸다. 이것이 성냄이다.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거머쥐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밀쳐 내려 한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매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 
  
싫어 하여 떠난다는 것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였을 때 오비구는 곧바로 알아 들었다. 

이는 준비된 수행자들 이었기 때문이다. 또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자들 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무아상경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Evaṃ passaṃ bhikkhave sutvā ariyasāvako rūpasmimpi nibbindati. 

Vedanāyapi nibbindati, saññāya'pi nibbindati, saṃkhāresu'pi 

nibbindati, viññāṇasmimpi nibbindati, 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ī, vimuttasmiṃ vimuttamiti ñāṇaṃ hoti: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pajānātī'ti.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분명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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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ñcavaggiya suttaṃ-다섯 명의 경-無我相經, 상윳따니까야 22:59, 

전재성님역) 
  
  
이 문장의 키워드는 ‘싫어 하여 떠남’이다. 오온이 내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혐오가 들었을 

것이다. 그것도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 하였다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나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해야 
  
싫어 하여 떠난다는 말은 ‘nibbindati’에 대한 번역어이다. 이는 

‘gets wearied of; is disgusted with’의 뜻으로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온에 대하여 구역질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nibbindaṃ virajjati, virāgā vimuccatī)”라는 

정형구가 등장한다. 이를 한자어로 ‘염오-이욕-해탈’이라 한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염오하는 것이다. 이는 오온에 

대한 염오이다. 그런데 오온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결코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오온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놓아 

버려야만 가르침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르침의 완성은 아라한선언으로 
  
오온에 대하여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을 때 해탈의 지혜가 생겨 난다고 

하였다. 이는 해탈지견을 말한다. 이런 해탈의 지혜(ñāṇa)가 생겨 났을 

때 아라한 선언을 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로 표현 된다. 
  
  
“khī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īyaṃ  
nāparaṃ itthattāyāti”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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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전재성님역)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각묵스님역) 
  
“Destroyed is birth,  
the holy life has been lived, 
what had to be done has been done,  
there is no more for this state 
of being.”(빅쿠보디역) 
  
(아라한선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라한선언으로 완성된다. 마치 선사들의 

‘오도송’과 같은 것이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번뇌가 어는 정도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자신이 얼마나 청정한지는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아 있는 번뇌가 모두 소멸되고 청정한 삶을 실현 

하였을 때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된다. 
  
“윤회하지 않는다” vs “어떤 존재로든지 돌아 오지 않는다” 
  
아라한 선언을 보면 전재성님은 “nāparaṃ itthattāyāti”에 대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였다. 이에 반하여 빅쿠보디는 

“no more for this state of being”이라 하여 “그 어떤 존재로든지 

돌아 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각묵스님은 빅쿠보디의 

번역 내용과 같다. 전재성님의 번역에는 윤회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지만 빅쿠보디의 번역에는 윤회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전재성님은 ‘의역’한 것이고 빅쿠보디는 ‘직역’한 것이다. 
  
번뇌가 소멸되어 청정한 삶을 완성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윤회는 

없다. 그래서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게송에서는 “khīṇā jāti”라 하여 

“태어남은 다 했다”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본다면 

아라한선언에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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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멸론자들은 이러한 선언에 대하여 단지 살아 있을 때 적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윤회를 뜻하는 삼사라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현생에서 순간윤회로 본 것이다. 설령 삼사라라는 말이 들어 

가도 일생윤회로 보지 않을 것이다. 회의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내세와 

윤회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로지 현세적 가르침만 설하였다고 주장한다. 
  
율장에서 한 줄이 추가 되어 
  
부처님이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자 오비구들은 흡족해 하였다. 이를 

경에서는 “환희하여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왜 기뻐 하였을까? 

그것은 윤회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섯명의 경과 율장대품의 내용이 다르다.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ṃ. I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pañcavaggiyānaṃ bhikkhūnaṃ anupādāya āsavehi cittāni 

vimucciṃsūti.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명의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니까야, S22.59)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pañcavaggiyā bhikkhū bhagavato 

bhāsitaṃ abhinanduṃ imasmiñca pana veyyākaraṇasmiṃ bhaññamāne 

pañcavaggiyānaṃ bhikkhūnaṃ anupādāya āsavehi cittāni vimucciṃsu. 

Tena kho pana samayena cha loke arahanto honti.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그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로써 세상에 여섯 

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  
(위나야, Vin.III.6) 



359 

 

  
  
니까야(경장)과 위나야(율장)에 실려 있는 내용은 일치한다. 다만 

율장에서 한 줄이 추가 되어 있다. 그것은 “이로써 세상에 여섯 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 (Tena kho pana samayena cha loke arahanto 

honti.)”라는 말이다. 
  
상가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위나야(율장) 
  
부처님의 무아에 대한 설법을 들은 오비구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청정해져서 “집착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번뇌가 소멸되었음을 말한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장에서는 이 세상에 아라한이 여섯 명이 생겨 났다라고 표현 한 

것이다. 
  
율장과 달리 경장에서는 여섯 명의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경장과 율장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율장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비구가 구족계를 받는 이야기와 

아라한이 된 이야기를 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상가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원본과 복제품이 차이가 없듯이 
  
오비구가 구족계를 받음으로서 최초로 상가가 형성되었다. 더구나 

오비구가 무아의 가르침으로 아라한이 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는 다름 아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보편적임을 말한다. 누구나 

가르침을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개발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양상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양산을 하게 되면 개발제품과 원본과 똑 같은 제품을 대량생산 하게 

된다. 마치 CD 를 복사 하였을 때 원본과 복사본의 내용이 구별이 안될 

정도로 똑 같은데,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제자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율장에 따르면 부처님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는 모두 여섯 명의 아라한이 탄생 되었다”라고 표현 한 것이다. 

이로써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즉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무상정등정각)은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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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율장에 따르면 이후 아라한은 계속 증가한다. 아사의 출가로 

인하여 일곱 명이 아라한이 되었고, 이후 아사의 친구 네 명이 출가하여 

일열 한명이 되었고, 또 오십명의 친구들이 출가하여 마침내 이 

세상에는 “예순 한 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라고 율장에 기록 되어 

있다. 
  
세월무상, 인생무상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무상함을 느낀다. 봄이 되어 새싹이 

나와 꽃을 피우고 여름에 크게 자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본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잎사귀는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자연무상과 함께 세월무상을 느낀다.  
  
사람들이 무상하게 느끼는 것 중에 인생무상도 있다. 자신의 늙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젊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인생이 무상함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인생무상에 대한 노래는 많다. 
  
‘바보들의 행진’에서 
  
EBS 에서 ‘바보들의 행진’을 보았다. 1975 년도 작품이다. 거의 40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세월무상과 인생무상을 

느꼈다. 그것은 영화속의 주인공들이 젊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 

영화속에서 최인호작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디카로 담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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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에서 최인호작가의 모습은 매우 젊다. 최인호의 경우 

‘해방동이(1945 년생)’라 알려졌기 때문에 만 30 세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인호는 더 이상 이 세상사람이 아니다. 2013 년 향년 67 세로 

타계하였기 때문이다. 
  
40 년 전 영화속 인물들은 지금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영화속에서는 

주인공들이 53 년생이라 하니 지금은 모두 환갑이 넘은 나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월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영화속에서 배경음악으로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마치 세월무상 인생무상을 암시하는 듯하다. 
  
존재론적 시간관과 연기적 시간관 
  
영화 속에서 배경음악으로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에 

“루루루루 세월이 가네가네. 루루루루 젊음도 가네”라는 가사는 

세월무상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40 년후의 영화를 보니 노래가사의 

이야기대로 젊음도 가버렸다. 그래서 인생무상이 되어 버렸다.  
  
초기경전에서도 인생무상에 대한 게송이 있다. 그것은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vayoguṇā anupubbaṃ jahanti, S1.4)”라는 구절로 

표현된다. 유행가에서는 세월이 가서 젊음도 간다고 하였으나, 

초기경에서는 세월이 가긴 가지만 젊음이 우리를 버린다고 하였다.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받아 들이는 뉘앙스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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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월이 가면 늙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간을 흐르는 개념으로 본 것이다. 시간을 존재론 적으로 보아 늙고 

병들어 가는 것으로 보는 인생무상을 말한다.  
  
그러나 초기경에서 “세월은 스쳐가고 밤낮은 지나가니 청춘은 차츰 

우리를 버리네.(S1.4)”라 하였을 때 이는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보기 

보다 사건의 연속으로 본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젊은이는 중년에 

도달한 자를 버리고, 젊은이와 중년은 노년에 도달한 자를 버리고, 죽을 

때가 되면 젊은이와 중년과 노년이 모두 우리를 

버린다.(Srp.I.23)”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기적 사고이다. 연기법은 선형적 시간의 인과관계라기 보다 사건의 

인과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깨닫기 힘든 이유는?  
  
일반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가을에 계절무상을 느낀다. 또 

노년에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늙었을 때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낀다. 이렇게 자연무상, 세월무상, 인생무상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런 무상이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무아라고 까지 느끼지 못한다. 바로 이런 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자와 차이 일 것이다.  
  
무상함을 느끼는 일반사람들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 할 수 

없다. 무상함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작은 깨달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아론에 

바탕한 무상감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오온은 제어불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아라 하였다. 이런 무아는 일반사람은 물론 

불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아의 가르침은 항상 나중에 

설해진다.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부처님은 무상의 가르침 다음에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라 일컬어 지는 초전법륜경에서 꼰단냐가 

깨달은 것은 무상의 진리이었다. 그래서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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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진리의 눈이 생겨 났다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사성제의 설법을 이해한 것으로 일종의 무상의 진리를 통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상의 진리만을 통찰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무아의 

진리를 통찰해야 가르침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의 

진리를 통찰하여 수다원이 된 오비구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그리고 

무아의 가르침으로 아라한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의 가르침으로 완성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무아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한마디로 나의 몸과 

마음, 즉 오온은 제어불가 또는 통제불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무아라 

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무아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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