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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멸도苦集滅道
역해 · 이각스님

석가모니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통달하셨다. 

그 원인은 감각이었으니 감각의 

진실만을 말하면 모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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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苦諦 

몸의 움직임, 즉 감각의 활동이 편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다. 죽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결정지어 놓았으니 살

기 위해 육신을 죽도록 혹사시키는 것이 불도를 모르는 중생이다. 구원을 바라며 애걸하는 마음이 곧 고통

이다. 

집제集諦 

감각이 모이면 그것이 곧 생각과 통한다. 생각이 모이면 찰나에 기억을 이루고 ‘지금’을 떠난다. 영원히…

 

멸제滅諦 

이미 기억으로 사라진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있다면 죄도 있다. 모두가 이것을 실제로 본다. 그러나 절

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인생은 관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찰나만이 실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이미 사라진 인생이다. 그러나 찰나란 잡으려 하면 벌써 과거가 되고 다시 잡으려 하면 또 과거가 되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꿈과 같다는 것이다. 

도제道諦 

이렇게 모든 것이 꿈일 수밖에 없는 이치 속에 있으므로 서로를 비판할 일도 아니고 괴롭힐 일도 아니며 누

가 옳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아주 편안하게 환상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꿈에

서 꿈인 것을 모르고 다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꿈인 줄을 모르는 중생은 절대자에게 구

원을 청하지만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

가. 꿈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절대자를 찾는 꿈도 오직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죽고 사

는 것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이기에 처절하게 구걸을 한다. 꿈속의 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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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지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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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미’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에서 내 견해를 양보할 이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 견해를 양보하여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일은 어디 있을까 합니다.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도,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인류의 화합과 뭇 생명의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일까요.

글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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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미는 
음식이 아닙니다. 

얼마전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

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성남 모란시장의 식용개를 판매

하는 골목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미

미(가명)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애완견 이름을 적

은 피켓을 들고 식용개를 팔거나 개고기를 파는 상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상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상인은 상점 앞을 청

소하는 시늉을 하며 그 여성에게 물을 뿌립니다. 흠뻑 젖

은 채 주인 옆에 바짝 붙어 떨고 있는 애완견과는 달리 모

진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여성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용감하

게 1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큰스님의 삼겹살 

그날 큰스님의 심부름은 두부도 콩나물도 아닌 삼겹살이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당황스런 표정으로 품목을 잘

못 들은 것이 아닌가 큰스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분명 삼겹살이었습니다. 스님들만 열 분이 모여있던 사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게 생겼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차를 몰고 나가 삼겹살을 사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하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후에 몇 근의 돼지고기가 상 위에 놓여졌고, 스님

들은 그것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큰스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고기가 

다 구워졌고, 큰스님께서는 상석에 앉아 열 분의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먹자.”

스승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망설임없이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견해를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제자 스님들은 모두 젓가락

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워진 삼겹살을 집으려는 순간, 큰스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근데, 너희들 먹을 자격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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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 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 그 밖

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각주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

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

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개고기를 먹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국민들이 끝없

는 경제적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나치게 잔인한 방법

으로 도살되던 개들에 대한 충격의 반작용으로 개를 식용으로 기르고 

파는 사람들을 향한 반감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

고 있습니다. 개를 먹어서는 안되고, 돼지는 먹어도 된다는 건 무슨 논

리인가. 그러자 동물보호단체의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는 법

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가축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됩니다. 그

럼 도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면 먹어도 되는가. 

또다시 끝나지 않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보는 이들과 

반려동물로 보는 이들의 갈등입니다. 법적인 시비가 논란이 되는 듯 하

지만, 실제로 저변에는 개를 비롯한 동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깔려있

습니다. 말 못 하는 짐승이라 해서 이유없이 고통을 당하고 지나치게 잔

인하게 도축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육되어 물건처럼 소비되어 

버리는 현실이 법과 양심, 그리고 경제논리 사이에서 큰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이 논란이 끝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개가 가축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

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개고기를 도축하고 유통시키는 상인들을 악마처럼 바라보는 사회의 시

선을 이기지 못해, 이럴 바에야 개고기 자체를 아예 불법화시키라는 요

구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축산법상에는 가축으

로 인정각주1되고 있어 사육할 수 있지만, 도축과 유통을 관장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각주2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축으로 키워 사고 팔 

수는 있지만, 도축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축이지만 

먹을 수 없는 가축. 반려견과 식용견의 두 가지 명

찰을 달고 가족과 음식이라는 경계선 위에 있는 

가축. 우리의 미미가 바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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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불교에서는 우리의 육신이란 사대四大, 즉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성질이 모여 

이루어진 임시로 화합된 것[假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지 않은, 모였기 때문에 임시로 생겨난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육신에 있지 않다

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육신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육신을 이루고 

있는 흙, 물, 불, 바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네 가

지 모두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을 모아놓으니 생명이 되더라’라는 궤변

일 뿐입니다. 

이 네 가지의 원소를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꾼다 해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몸을 이

루는 물질이 단백질, 지방, 수분 등이라고 분석하더라도 그 물질들 가운데 생명이

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살생한 죄를 묻지 않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란 무엇일까. 부처님은 생명이라는 것의 

허망함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비와 갈등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밝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생명의 정의 또한 모호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를 생명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

만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생각 속의 개념을 가정하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많

은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꿈 속의 불을 보며 꺼야 한다고 주장

하거나,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 역시 그것의 실존을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경에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육신에 생명이 있다면
육신을 죽이겠다.

옛날에 한 솜씨 좋은 목수가 살았다. 그는 솜씨를 부려 만든 물건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번 돈

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중 한 나라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나라의 왕은 

신기한 물건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목수는 나무로 꼭두각시 하나를 만들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았다. 꼭두각시의 얼굴은 매우 잘생긴 데다가 정밀하여 진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꼭두각시라고 생

각할 수 없었다. 목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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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 백성들은 꼭두각시를 무척 좋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 이

야기를 전해 들은 국왕은 그들을 초청해서 노래와 춤을 추도록 했다. 국왕과 왕비가 누각

에 올라 구경을 하는데, 목수의 아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신기하기 그지없어 진짜 

사람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국왕과 왕비는 구경을 하며 너무나 좋아했다. 그때 목수의 

아들이 춤을 추며 곁눈질로 왕비를 훔쳐보았다. 그 모습을 본 국왕은 대단히 화가 났다.

“너는 왜 곁눈질로 내 부인을 훔쳐보는 게냐? 이 호색한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한 국왕은 주위에 있던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놈의 목을 쳐라!”

깜짝 놀란 목수는 눈물을 흘리며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는 자식이라고는 이 아이밖에 없어서 무척 아끼는 바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노라

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하리라곤 조금도 생각지 못했습니

다. 대왕께서 굳이 이 아이를 죽이시겠다면, 저도 함께 죽을 작정입니다. 대왕이시여, 

부디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러나 국왕은 목수의 간절한 부탁을 전혀 들어줄 태세가 아니었다. 목수가 다시 국왕

에게 말했다.

“정녕 죽이시겠다면 제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는 국왕도 동의했다. 목수가 아들의 어깨에서 조그만 막대 하나를 뽑아내

자 아들의 몸은 금방 분해되었다. 땅바닥에 나뭇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모

습을 본 국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내가 나무토막을 보고 화를 냈단 말이냐? 이 목수의 솜씨는 그야말

로 천하제일이다. 그가 만든 꼭두각시는 수백 개의 나무토막으로 만든 것

임에도 사람보다 행동이 더 자연스럽구나.”

감탄한 국왕은 그 목수에게 억만 냥의 황금을 주었고, 목수는 그 돈을 받

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형제들과 일생동안 편안하게 살았다.

『생경生經』

꼭두각시의 행동을 보고 그 잘못을 따지는데, 왕은 꼭두각시의 목을 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릇된 

행동을 한 자가 꼭두각시의 육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꼭두각시의 생명이 그의 육신

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있다는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이 깨지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본래의 생명임을 알게 된다면 죽

고 산다는 개념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생자필멸의 법칙에 

의거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질 수 없다는 불생불멸의 법칙 역시 참일 수밖에 없으니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정신이라는 이름의 생명은 태어난 것이 아

니므로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인 목수의 솜씨가 천하제일이지, 그가 만든 

꼭두각시(육신)는 그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토막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랬듯

이 왕도 그 목수의 위대한 기능을 보고 나무토막에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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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견해가 맞아. 

식용견과 애완견의 싸움은 모두 자기의 견해에서 비롯됩

니다. 개를 음식으로 보는 견해와 가족으로 보는 견해, 더 

정확히는 개가 음식으로 보이는 견해와 가족으로 보이는 

나의 견해가 서로 충돌할 뿐입니다. 견해를 갖는 방법에는 

정해진 길이 없어, 그 어떤 견해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우

리가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

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미미가 음식으

로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

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허망한 것인지 인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

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견해는 순간마다 바뀌고, 기

억마다 바뀌며,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제

멋대로의 견해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할 때에만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계에서 내 견해를 양보할 이

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 견해를 양보하여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일은 어디 있을까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노

력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인류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역사의 숙제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도,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나

의 생각을 고집하며 인류의 화합과 뭇 생명의 행복을 기대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일까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각주3이 참으로 멋

쩍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반려동물에게도 ‘수많은 인간

들 가운데 당신하고 살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라

고 삶의 동반자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취향대로 동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음식이니 가족이니 

판단하고, 그 육신에 생명이 있다고 제멋대로 가정하고, 

죽이는 방법을 규정하며, 그런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이를 잔인하고 야만스럽다거나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

는 범죄자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견해대로, 그리고 일방적인 잣대질

로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의 정신에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견해를 갖는다 해도, 우

리의 정신은 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말 없이 돕고 있습

니다. 비록 그 견해가 나를 망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

는 악惡이라 해도 말입니다. 깨닫는 대로 길이 되니, 정해

진 길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길이 된다는 말과 통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주3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

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0.> 

삽화 · 월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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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가끔 저에게 와서 개고기를 먹으면 정말로 부처님께 벌을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그리고 오랜 시간의 끝나지 않는 논쟁으로 혼란스

럽고 지쳐있는 안쓰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활

동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사음

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먹는다면 그 음식이 개고기가 아니

라 풀 한 포기라도 죄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려다보

고 있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과법에 의해서 사음邪

淫을 위해 욕심을 내었던 내 의지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듯이.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육신에 생명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채로, 다른 육신을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한다면 나의 삿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더 선량한 누군가의 육신

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돼지보다 너희가 더 청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먹어도 좋

다. 적어도 돼지에게 부끄럽진 않겠지.” 

자격. 어느새 15년은 족히 되었을 그 날, 그 하나의 단어

가 아직도 가슴에 쿡 박혀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모든 스님들이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듯이 내 생각에 대한 고집도, 오랜 무명도 

그렇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의 착한 삶보다 나의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답다면 개 역시 억울하진 않을 겁니

다. 개의 죽음을 ‘개죽음각주4’으로 만드는 것은 개가 아니

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각주4 개죽음 

[명사] 아무런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죽음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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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만나러 갑니다

<안으로 만나러 갑니다>는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청송교도소에서 열리는 

이각큰스님의 『금강경』 법회 내용 일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각큰스님 법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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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

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으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

자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한다. 그때 왕자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나타나거나 나를 슬프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을 떠올

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에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일

이 아닐 때에는 슬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

움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하면 좀더 길게 이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합

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지요. 기다린 것처럼 재빨리 찾아온 불행은 내 마음의 

경치를 이내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을 여러 차례 겪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사실, 즉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

게 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깊이 느껴서라기보

다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동질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다 보면 지금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곧 지나

갈 것이라는 ‘예정’의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에 무뎌질 때까지는 고

스란히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데, 슬픔은 나누어도 줄어

드는 것 같지 않아 약이 오르는군요. 

글 · 화현스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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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슬픔이나 좌절감 등의 고통은 정말 사라지지 않고 나를 계

속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내 주위를 계속 맴돌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어쩐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내 발에 채이는 종이 한 조각은 불에 타 

없어지고, 아름다운 얼음 조각상은 열에 증발되어 사라지고, 개미들이 열

심히 옮기던 설탕조각은 빗물에 녹아 흔적도 없어지지만 내 슬픔은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을 여섯 가지 감

각을 통해 느끼고, 느낀 것을 경험에 의거하여 분별을 하고, 분별한 것에 대

해 믿음을 내어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가 반드시 사라져주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저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만 계속될 테니 우는 아이와 울고 있지 않은 아이

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둘을 분별하는 활동

이 사라져주지 않는다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는 결정을 짓고 ‘엄

마가 어디 갔느냐’고 묻는 행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에 의한 행위

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저장되는 과정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고, 분별이 끝나지 않아도 결정지을 수 있겠지만, 한 찰나에는 

한 가지의 생각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을 한다면 

나라는 기분이 두 가지로 느껴질 것이고, 둘 중에 어떤 생각이 나라는 것인

지 혼란이 올 것입니다. 

흙을 묻히고 방에 들어오면 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아야 하지만, 생각은 

어떤 의미의 생각이든 저절로 사라지기에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대상을 감각하고 분별하고 결정지어 인식하는 

능력도 대단한데, 지금이라는 자리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기억이라는 자

리로 말끔히 청소를 해주니 놀라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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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나간 기억 속의 감각으로 분별을 하고, 지나가버린 기억 속의 분별로 결

정을 짓고, 또 지나가버린 기억 속의 믿음으로 다시 저장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억에만 있는 듯 느껴지는 ‘그러려니’하는 지나간 정보를 딛고 생겨나는 것이

었습니다. 마치 어제 꾸었던 꿈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추억하며 지금 눈

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애틋하던 슬픔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발을 딛는 방향이 조금 전까지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저 좋아할 일

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이 세상이 찰나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가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

고, 그 사람에게 목적한 바가 잡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왔다 하더라도 그 무

언가를 떠나야 할 때 큰 슬픔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기억은 

다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집착으로 이어지기에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각하

고 분별하여 믿고 저장하는 능력은 너무나 자비로워 어떤 생각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기억의 수준대로 생각

을 드러내지요. 내 생각의 이치를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다면 정말 길고 긴 세월을 내 기억대로만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멜로영화도 재미있고, 이리저리 많은 생각을 굴려야 하는 추리영화도 재미있습

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판타지영화를 즐기고, 심지어 깜짝깜짝 놀라는 공

포영화까지도 좋아합니다. 어젯밤 꾸었던 꿈은 어떨까요? 꿈의 내용이 슬프다

고 싫어하고 기쁘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지금에 있을 수 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할 뿐입니

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 또한 이미 지나간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느 곳을 바탕으로 이 슬픔이 일어났는지 본다

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마저 청소가 되어 어떤 생각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음에 감동할 것입니

다. 이 또한 벌써 지나갔군요! 

23 S U M M E R  ·  2 0 1 8



지심회원 INTERVIEW

지심회원 10년차

회원번호  2-174-160822

현해탄을 건너 본래의 나를 만납니다    

정경숙

사회봉사단 지심회는 사단법인 보리수에서 운영하는 수

행·봉사 동아리입니다. <지심회원 INTERVIEW>는 여러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심회의 개인회원, 단체회원을 만

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상의 공공연한 비밀을 알게 되어 더이상 

원이 없다는 정경숙님과 함께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불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공부하며 달라진 마음의 경치를 함께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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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2년째 상주 도각사에서 불경 공부를 

하고 있는 아미 정경숙입니다. 평범한 가정 

주부이고, 일본에서 산지는 28년이 다 되어 

가네요. 법명은 2009년에 이각큰스님께 

받았습니다. 지금은 불경 공부가 너무 좋아 

2008년부터 도각사를 매 주말마다 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생활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계실 때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2006년에 불멸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일본을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는 친정에 

살면서 주말이면 어김없이 상주 도각사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평일에는 서실에 

다니며 붓글씨를 쓰고, 커브스라는 운동도 

다니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 도각사 스님들의 유튜브 법문 동영상을 

보고 친한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보내준 친구들이 밥을 할 때나 

운전할 때도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이제 

안 들으면 못 살 정도라고 하니 뿌듯해요.

인터뷰 · 화현스님

사진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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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계시면서 어떻게 도각사와 만나게 되셨나요?

일본에 있을 때 2006년경 지인이 이각큰스님의 『불멸』을 보내주면서 도각사와 인연이 

되었어요. 당시 종교에 대한 의문도, 회의도 참 많았는데, 저에겐 빛과 같은 책이었어요. 문득 

한국에 나가 제대로 불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직접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웃음) 어머니는 권사, 큰언니는 전도사, 작은 형부와 큰 남동생은 

목사, 나머지 동생들은 집사예요.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커녕 점점 의심만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신이 있다면 천재지변이나 전쟁은 왜 

일어날까? 신은 왜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걸까?’라는 회의가 들었거든요. 절대신이나 

유일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멀어졌어요. 세상과 나의 

이치를 공부하는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언니들의 엄포가 한없이 

안타까워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의 동물인 인간은 오직 기억에 의해 견해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금을 찾으라고 하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천상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천상에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생겨나는 생각을 나로 삼는다면 

파란만장한 걱정 근심에 끝없는 고행의 기억을 쌓을 것이고, 파도 아래의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무심의 정신을 나로 삼는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있으니 천상의 

기억을 쌓게 되겠지요. 이런 법칙을 알고 나니 외면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찰나마다 사라지는 생각을 자기로 삼아 있음의 작은 나로 

추락시키고는 무명 속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우리는 자매로만 지내고, 종교 이야기는 

서로 하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해주기 

힘들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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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표적인 불교국가인데, 그곳에서의 불교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한국의 절에서는 불단에 공양물을 올리거나 기왓장에 

이름을 적고 절을 하면서 가족들의 복을 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 일본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시내 

한복판에 절을 세우는데, 뒷마당이 거의 묘지로 꽉 

차있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죠.(웃음) 

일본의 절은 죽은 자들을 위한 천도재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것도 묘지에 

참배하기 위해서고요. 참배 후에는 절 안에 들어가 

스님 부인이 주는 차를 마시면서 안부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누다 와요. 스님 부인이라고 하니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스님들의 결혼도 허용하고 한 가족 모두가 절을 

운영하며 살아가요. 절마다 뒷뜰의 넓이는 

다양하지만 납골묘지는 사찰 운영비의 큰 몫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25년 전에 한 두평 

남짓한 땅을 200만엔을 주고 샀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2,000만원이 넘는 돈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행사비 또는 묘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동경의 중앙에 가장 크고 유명한 ‘죠조우지’라는 절이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개인 절들의 본산 격이에요. 

각처에 있는 개인 절의 주지스님들이 직장인처럼 

죠조우지에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해요. 신년이 

되면 재야의 종도 치는데, 번호표를 미리 예약해야만 

종을 칠 수 있는 행운이 돌아옵니다. 그 절에 업무가 

많아 거의 매일 죠조우지에 출근하시던,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 덕에 앞쪽 번호를 받아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 많은 

스님들과 20년 정도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부쯔(나무아미타불)’를 수백 번도 더 

부르시던 그 스님들을 만나면 의미를 알고 

염불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네요.(웃음)

정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라면 사주를 보고 

천도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불자들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기억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셨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면에서 교회나 절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독교 대신 불교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어요. 

『불멸』이라는 책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종교’라는 것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진실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고, 앞뒤도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복을 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불경은 어려운 

말이 적힌 책이 아니라 나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팔만사천 

가지로 설하신 내용이란 것을 알고 많이 

놀랐어요.

도쿄타워 앞 죠조우지增上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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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몸이 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거울에 때가 

없어야 다른 사물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 

하고, 귀에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는 법문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감각은 육신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보는 

감각이 진정한 감각임을 알게 되니 마치 내가 투명인간과 같다는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갔어요. 투명인간이라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없으니 영원하다는 것 또한 

믿어졌고요. 이런 생각 또한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며 

사라져버렸으니 그저 조금 전까지의 일을 기억하기만 할 뿐 어떤 

것도 제가 생각하던 것처럼 심각한 세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전 

그저 듣기만 했는데 스스로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신 스승님께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웃음)

일상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많으시겠네요.

도각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대상에 있어서 좋고 싫음의 

분별이 줄어들었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세상이란 

것을, 그리고 내 작품이란 것을 알고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편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절로 달라져 있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에, 

황홀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곤 해요. 세상을 보는 내 눈에 

감탄하고 세상을 보는 내 능력에 감탄해요. ‘와~ 이 멋진 세상이 

바로 천상이었구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그 

어디에서 천상을 볼 수 있을까!’라며 허공인 세상과 허공인 

내가 만나 빚어낸 작품이 바로 천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요.(웃음)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을 막연히 불경에 쓰여 있는 부처님의 잘난 척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각자의 세상을 혼자 만들고 살아가니 

천상천하유아독존이고, 바로 스스로의 세상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각자가 커다란 우주의 

주인공이자 창조자이며 신이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못했어요. 70억분의 1인 

작은 나에서 내안에 70억이 다 

들어있는 커다란 나를, 세상 

전부인 나를 알게 된 거죠. 내가 곧 

우주이자 신이라는 사실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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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하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픈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이곳 도각사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나와 도반들만 알기엔 너무 귀하고 아까운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저처럼 이 법문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좋은 문구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10개 정도 모였을 때 명함을 

제작해서 대전역과 지하상가에 돌렸어요. 스님들께 제작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는데, 서툴지만 제 

손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게 했죠. ‘사단법인 보리수’라고 써야 할 문구를 ‘사단법인 지심회’라고 쓰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볼펜으로 지우고 손글씨로 고쳐 썼던 기억이 나네요. 허술해 보이지만 저에겐 

소중한 명함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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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하며 들어갔는데, 마지못해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두고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장사꾼 취급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친구들에게 주겠다며 몇 장 더 달라거나 이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도각사의 불자님들은 전국구를 넘어 해외까지 다양하잖아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찾아올 거라는 바람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이 있었어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 

작은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씨앗이 될지 모르니까요.

일본에서 생활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본지의 ‘가장 오래된 마음의 법칙’ 코너에서 번역일도 맡아주셨잖아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도 포교를 하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복도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상주 도각사에서 본래 나의 위대함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인데, 거기다 이각큰스님의 짧은 법문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으니 말이에요. 28년전 일본에 공부하러 간 일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각사의 귀한 법문을 

번역하기 위한 사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웃음) 그저 제가 행복한 일을 할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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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면서 힘드셨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요즘은 일한日韓사전도 스마트폰으로 빨리 찾을 수 있어서 편하고, 28년 경력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괜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그 뜻을 

전달함에 있어 반감이 될 것 같아서요. 모르는 한문은 사전도 찾아가면서 번역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공부의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타지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지에서 <분노의 심리학> 타이핑도 쳐주고 계신데, 제가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난 호부터 신설된 <분노의 심리학> 코너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보만스님과 월가스님께서 진행하셨던 진해 해군 인성교육 내용을 육성 그대로 타이핑 쳐서 

내보낸다는 말씀을 듣고 ‘그 페이지 참 인기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화현스님께서 타이핑을 

쳐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컴퓨터 자판 위를 날아다니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치는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게 감사했어요. 

처음엔 숙제하는 기분이었지만 몇일 진도가 나가면서 재미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자꾸 배우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타자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원고를 

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법문을 들으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최근에 

처리할 일이 있어 일본에 다녀오면서 크게 앓는 바람에 이번 호는 일궁스님께 제 소임을 

미루고 말았네요. 믿고 맡겨주신 화현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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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2017년 부처님오신날 접수대에서

우. 2017년 사회봉사단 지심회 

  <쌀·라면 희망나눔 봉사> 상주시 계림동에서

이 책을 보고 계실 독자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주어를 먼저 붙이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인지,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관심 없다고 귀를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각사에 직접 오시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유튜브에서 도각사 

스님들의 강의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각큰스님의 저서 『불멸』을 읽어보셨으면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배워야 할 공부거든요. 본래의 나를 알고 간다고 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죠.

큰 욕심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계간 지심을 읽고 수행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세계의 각 나라마다 대표 강사로 가서 잘못 알고 있는 불교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스스로의 위대함도 찾고, 역사의 숙제인 세계의 평화도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저부터 

찰나찰나 놓치지 않고 배운대로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웃음) 

참 오랜 인연입니다.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밝고 건강하게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인터뷰라고 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각큰스님과 대중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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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각사가 상주로 이사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유튜브나 

인터넷 불교카페 혜안, 그리고 사회봉사단 지심회 활동을 통해서 도각사 스님들을 알게 된 새로운 

도반님들도 많아졌다. 그만큼 도각사가 바쁘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5년 전부터 스승님(이각큰스님)께서는 염원하시던 청송교도소 교화 법회를 시작하셨고, 그해 

보만스님과 월가스님이 서울 국회에서 생명사다리 자살예방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의 법담을 관심 가지고 듣게 되고 그로 인해 서울법회도 많이 

만들어졌다. 도각사 내부법회와 외부법회, 그리고 교도소법회까지 기본적으로 한 달에 

이루어지는 법회가 10회에다가 「계간 지심」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절집안 일을 도와주는 분이 

따로 있으면 쉬운 일이지만 사찰에 공양주보살도 없고 집사 하나 없이 겨울 난방장작 하나 

쪼개거나 사찰조경 관리, 텃밭 농사, 공양 준비, 화장실 청소, 설거지 하나까지 스님들이 손수 

꾸려나가야 하는 살림이다 보니 스님들이 종횡무진 바쁘다. 대중스님이 10명이나 되지만 항상 

일손이 모자란다. 올해부터는 스님들 보필하면서 옆에서 공부하겠다고 가까이 이사 온 지심회 

회장님이신 침각거사님과 무화보살님, 그리고 정각거사님과 미지보살님, 초의보살님이 한 식구가 

되어 도각사 스님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

스님들의 한담터 ①

도道를 구하는 마음

글 · 성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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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상주로 이사 오기 위해 불사를 하고 

절을 지을 때도 스승님의 지시로 주지스님인 향수스님이 

상주에 기거하면서 직접 지휘하였다. 불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번듯한 사찰건물을 짓지는 못했어도 법당과 10명의 

대중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만들어놓았다. 기둥을 세우고 창고형 판넬을 이용해 법당이 

들어설 60평짜리 1층 공간을 지었다. 상주시청에서는 사찰의 

집회 장소로 지을 수 있는 평수가 80평이고 한번에 120평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증축공사신청을 한 뒤에 대중스님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할 공간인 2층을 올렸다. 겉으로 보기에 이건 

창고지 사찰이 아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만족 대 만족이었다. 

많은 신도들이 큰스님의 법문과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당이 생겼으니 말이다. 이사 오기 바로 전에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10평도 안 되는 좁은 암자마루에서 법회를 열기도 

하고 법회장소가 비좁아서 도반들이 돈을 모아 팬션을 빌리고 

법회를 청하기도 하였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스님들 생각에 

창고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고마운 법당이라는 

생각이 들겠는가. 도각사에 처음 찾아오는 신도들은 세 번 

놀란다는 얘기가 있다. 처음 마당에 들어서면서 건물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 법당에 모셔진 많은 부처님들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 스님들과 대화하면서 처음 듣는 희유한 법문에 놀란다고 

한다. 도각사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 번째 놀람을 

경험하고 가기를 바란다.
사진  도각사 전경

35 S U M M E R  ·  2 0 1 8



그렇게 불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스승님을 제대로 모실 자리가 없어서 옆에서 배우는 

제자들은 항상 면목이 없다. 충주에 있는 암자에 

기거하시고 계시지만 건강이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시라 

매번 도각사 오가는 거리가 힘드시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법회나 청송교도소 법회 등 장거리 법회를 다니실 

때는 더욱 힘드실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임시방편으로 도각사 가까이에 있는 방 하나를 잠시 빌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게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든다. 

스승님께서는 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늘 

마음 편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도 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작 당신이 

머무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시기만 

하신다. 석탄일법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의 

법당도 비좁아 일부 신도들은 문 바깥에서 법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실 만도 하시다.

물론 큰 법회를 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넓고 좋은 건물이 있어도 법을 알려줄 법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법을 듣고자하면 당연히 

법사를 먼저 공양하고 살려야 한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얻는 것에 대한 대가가 꼭 필요한 게 이 세상 법칙 

아닌가. 예쁜 꽃을 얻으려면 꽃을 가꾸는 노력을 하든지 

돈을 주고 꽃을 사야 한다. 별것 아닌 전문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또 

이 육신을 제대로 움직이려 해도 반드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소소한 일조차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한 번 듣고 믿어 수지하면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법칙을 설해주는 법사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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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생담』이나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설산동자로 

수행하고 계실 때 나찰로 변신한 제석천이 하는 말 ‘제행무상諸行

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을 듣고 큰 깨우침을 얻게 되는데 나머지 

두 구절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을 듣기 위해서 

먹이가 필요하다는 나찰에게 자신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목숨마저 던질 수 있는 구도의 마음이라야 삶과 죽음 

의 모든 고뇌에서 자유로워진 고요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다. 셀 수 없는 생生을 심각함으로 나고 

죽고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법을 지금 듣고 

심각한 생의 밧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면 설산동자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진실로 도를 닦고자 하는 자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유한 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기에 그 법을 설하는 법사의 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조차 던질 수 있는 것이리라. 내 개인적인 생활은 

따로 있고 도를 취미로 닦는 자라면 아까운 것이 많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알고 내가 아는 도반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리라 믿는다. 요즘 제주도에서 오고 가시는 

원오스님을 보면 참 감동스럽다. 거리가 멀어 법회에 참석 

못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세상 나이로 보면 

연세가 그리 적으신 편도 아닌데 한 달에 많으면 세 번, 

네 번까지도 법회만 있으면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셔서 

스님들의 법문을 신수봉행信受奉行 하신다. 생사해탈을 위해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 매우 잘 아시는 분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끼는 10명의 제자들을 위해 희유한 법을 

설하고 계시는 스승님,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늘 당부하시는 스승님을 바라보며 아직도 공부가 

멀기만 한 제자는 오래오래 계셔주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어본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편안히 사유하실 수 있는 요사채 건축 불사가 

올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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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밭
글 · 향수스님

스님들의 한담터 ②

도각사의 여름은 아름답습니다. 오태저수지를 옆에 두고 있어 넓은 

물가의 경치와 함께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듯합니다. 거기에 보는 

아름다움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부처의 향기까지 

있으니 도각사의 여름은 풍경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여름이지만 무성한 잡초는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겨울을 

제외한 봄부터 늦가을까지의 시골 풍경은 잡초와 인간 간의 

대결입니다. 농사의 성패는 잡초가 많고 적음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 

농부들은 그것을 없애는 노력으로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먼 과거에는 

벼나 밀, 옥수수, 도로에 핀 꽃들도 그저 풀이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농작물이라는 명찰을 달면서 먹거리로, 화원의 아름다운 

꽃들로 한 자리씩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지 못한 풀은 

잡초라는 이름으로 천대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농부들과 씨름 

중입니다. 일본의 어느 농부는 잡초를 농사와 접목하여 잡초도 

농작물도 잘 키우는 것을 보았는데 대다수 농부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각사 도량 내에 난 풀을 베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정한 

길이로 깔끔히 정돈된 모양을 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루가 지나면 풀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일정하게 잘려진 

잎들은 어느새 자기만의 모양으로 자라나 며칠이 지나면 언제 풀을 

베었나 싶을 정도로 무성히 자라있습니다. 잘리면 안 되는 꽃이나 

나무가 있는 곳은 낫으로, 뿌리까지 제거해야 하는 지독한 풀들은 

호미로, 넓은 면적의 평지에 난 풀들은 관리기로, 경사나 굴곡이 있는 

곳은 예초기로 풀을 베야 합니다. 아마도 늦가을이 오기까지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잡초와 놀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도각사 어린이 템플스테이>에서 잡초 제거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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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토굴에서 스님들과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주차공간으로 쓰는 곳이 늘 물이 

고이고 비가 조금만 와도 차바퀴가 빠져서 한번은 포크레인을 빌려 땅을 파 

보았습니다. 깊이 2미터 정도의 진흙땅을 파니 원래는 마사로 된 흙이라 물이 잘 

빠지는 곳이었으나 풀이 수년 동안 쌓여 썩으면서 물이 빠지지 않는 땅이 된 

것입니다. 몇 년간 생활한 공간이었는데 마사로 된 땅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잡초를 1년만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게 축소된 정글 같습니다.

또한 작은 장비(관리기나 예초기)로는 잡초를 벨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너무 

억센 풀을 제거하려면 큰 장비(트랙터 등등)로 땅을 엎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각사에서는 틈틈이 제초작업을 합니다. 

상주에 도각사가 옮겨 온지도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도각사는 특이하게도 전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계간 지심을 통하거나, 『불멸』 

시리즈를 통하거나, 인터넷의 혜안카페나 유튜브의 동영상을 통하여 도각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각큰스님과 스님네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는 

진정한 불법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도각사를 만나 나[我]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이미 해탈되어있음을 바라보는 수행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한 도반을 찾은 느낌이며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도각사에서 뒤돌아서는 마음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불도를 다 닦은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처음 잡초밭의 풀을 한 번 친 것뿐인데, 방치했던 정신세계의 

잡초밭을 큰 기계(큰스님, 도각사)로 칠 수 있게 준비한 것일 뿐인데 다시 자라지 

않을 것처럼 그대로 둔다면 나의 진실된 모습을 알기도 전에 그만 잡초에 뒤덮일 

것입니다. 다시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스스로 풀을 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얻을 

것이며, 정신의 밭에서 깨달음의 아름다운 꽃들은 언제 피울 수 있을까요.

밭의 주인은 풀이 많다고 뒤돌아서거나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밭의 주인이기에 

잡초를 다스려 품질 좋은 작물을 만들 뿐입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호미와 낫 등 

작은 도구들의 사용법을 익혀야 그에 맞게 풀을 벨 수 있듯, 도각사의 법문을 듣고 

방임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배운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만 지독한 오해의 풀이 

잘려나가겠지요. 이것이 미혹한 생각의 실체를 깨닫는 수행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정신의 도구들을 찾고 언제나 자라는 미혹을 뿌리째 제거하는 호미처럼, 

번뇌을 자를 수 있는 낫처럼, 생사를 없앨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해탈의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열매를 키우는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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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선

눈푸른 수행자가 스스로를 깎아 나가는 배움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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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드라마를 찍었다. 오늘 이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내 

사형스님이다. 며칠 전부터 서울에 계시는 사숙스님(은사스님의 사제)에게 

사형스님들과 새해인사를 드리러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첫째 

사형스님은 학교에 일이 생겨 서울로 올라갔고, 둘째 사형스님은 무단외출을 

했다. 결국 막내 사형스님과 나만 남았다. 은사스님께서 꼭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데다 내 행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길이었기에 둘만이라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공양을 마치고 사형스님과 서울로 출발할 계획이었는데 아침예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형스님이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사숙스님을 뵐 면목이 없는 아주 못난 놈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 타령이다. 남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데, 막내 사형스님은 

어떻게 됐는지 매일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을 자처한다. 옛 어른들은 겉으로는 하심下心과 겸허謙虛를 실천하는 

올바른 수행자라 치장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도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믿는 

교만이라 했다. 일단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잘난 

것이고 이것은 못난 것이라 판단하며, 나와 남에게 자격을 부여하기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글 · 설묵스님

행자 등록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돌아서 걷고 있는 수행자인가.

 과연 그 길은 언제나 끝날 기약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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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은사스님과 크게 다투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다투었다는 말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본 두 분의 모습은 

그랬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가버리겠다는 

제자에게 스님은 “무슨 불만이 그리 많냐!”하고 소리 치는 것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형스님도 무엇이 그렇게 답답한지, 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지, 왜 면목이 없는지 말하지 않았다. 두 

분의 대화 속에 부처님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생각해야 하는 자가 바로 

수행자이지만, 솔직히 이 절에 출가하여 아직까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법문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천도재의 필요성에 대한 법문은 

많았지만, 천도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 정신에 대한 법문은 없었다.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식唯識과 중관中觀, 화엄華嚴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는 정신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으니까. 마치 직장인이 주말에 생기는 여가시간에 꽃꽂이나 

배워볼까 하여 학원을 다니며 배우는 또 하나의 지식과 다름없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내 인생+또 하나의 번뇌일 

뿐이었다. 용기 내어 교수님께 “그래서 이것이 내 생사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는,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무엇이 바뀌셨습니까?”라고 여쭈어보면 그 학기 성적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제7말나식第七末那識과 제8아뢰야식第八阿賴耶識, 그리고 일심진여一

心眞如라는 버석거리는 진리가 출근길 지하철의 수많은 인파 속에 

끼인 채 느끼는,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식혀줄 수 있는가.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와 사사무애법계事

事無碍法界라는 바보 같은 활자가 하루라도 나가 일하지 않으면 굶을 

걱정부터 생기는 이 삶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가. 

무척 어렵고 대단한 공부라고 인정해주고 싶고 그것을 배운 이들을 

훌륭하다고 찬탄하고 싶지만, 저 깊은 곳-자신이 가진 사량思量의 

촉수가 미처 가 닿지 못하는 가슴-의 어두운 곳을 뚫어보면, 누구나 

똑같이 생사의 근본적인 걱정은 주르륵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안타까웠을 뿐이다. 대학에는 내가 

이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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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스님께서는 사형스님에게 나가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붙잡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으신 것이 느껴졌다. 내 입장도 참 곤란했다. 나에게도 다른 은사를 찾아가라고 하셨다.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속상한 김에 해버리셨다. 모든 수행자에게 뚫리지 않는 의문에서 

비롯된 답답함이란 결코 사라질 수 없나 보다. 오늘은 사형스님과 은사스님의 같지만 다른 

색깔의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또 깨졌다. 

어느 절집이나 평탄하고 화목한 곳은 없을 것 같다. 크고 작은 갈등과 번뇌로 스승님의 

가슴을 썩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도각사에서의 지난날들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생生 동안 인간이라고 믿어온 그 기억과 습習을 한 분의 노력으로 끊어주려 하니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세상에 어느 제자가 스승을 괴롭히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물론 결과는 제자가 스승을 괴롭힌 꼴이긴 하지만 말이다. 제자들에게 떨어지는 

호통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스님의 피곤한 어깨를 보았다. 그리고 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끝도 없는 길이다. 스승님께서는 그 경치를 ‘목표는 사라지고 방향만 

남았다’라고 표현하셨다. 오늘 두 스님이 내 마음 같았다면, 다시 말해 옆에서 지켜보는 제 

3자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아침처럼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모두 다 환상일 뿐인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그래도 웃는 게 더 좋다. 

매일 질질거리며 눈물 짜는 세계도 환상이지만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부디 사형스님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길 바란다. 

내 방에 들어가 메모지에 도각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 획 

내려가 버리신 법당에서 홀로 절하고 있는 사형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정말 나갈 겁니까?” 

사형스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지금 안 나가려고 참회하잖아요!” 

화내면서 참회하는 방법도 있나.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거 물어보러 왔어요? 그리고 행자는 묵언인 거 몰라요!” 

성질 같으면 벌써 욕이 튀어 나갔을 테지만 난 행자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용히 

대답했다. 

“아뇨, 이거 전해드리러 왔어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스님들 계신 곳이니까 

찾아가시게 되면, 꼭 마음 편안히 다스리고 오시라고요.” 

사형스님은 내가 건넨 메모지를 보고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은사스님을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법당 대들보에 목매달고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스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얼마나 먼 길을 돌아서 걷고 있는 수행자인가. 과연 그 

길은 언제나 끝날 기약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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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 혼자 서울로 올라가게 됐다. 사실 어제 사형스님은 신도 한 명과 

크게 다퉜다. 그 사람은 첫눈에 보기에도 날카롭고 깐깐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 가운데서 무척 강직하고 선한 모습을 보았는데 

사형스님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그 신도에게 ‘이제 

절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하고 말해버린 것 같았다. 난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눈치가 뻔했다. 혼자만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사형스님은 스스로 속상한 일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은사스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훤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사형스님의 단점을 들추어 말씀하신 듯했다. 

답답했다. 형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동생에게 형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법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 견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스님께 경계심을 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을까. 

그런 두 스님을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가 ○○사로 향했다. 택시를 잡아타고 

물어물어 산꼭대기에 있는 절을 찾았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보며 

빙글거렸다. ‘서울이 처음이신가 봐요?’ 난 웃었다. 그냥 웃고 말았다. 

○○사에 도착해 필요한 서류를 받고 점심공양을 했다. 그 절에 계시는 다른 

스님들은 주지스님과 약속이 있어 출타를 하셨고, 부전스님(사찰에서 불공, 

염불 등 의식을 맡아 하는 스님)만 남아 나와 함께 공양을 했다. 스님이 

나에게 물었다. 

“몇 살이냐?” 

“26살입니다.” 

아직 세상에 이런 동물도 있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넌 지금부터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도 36살밖에 안 되는구나.”

“…”

“…난 너만 한 자식이 있었다.” 

10여 년 전 가족을 두고 홀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분이었다. 왜 

출가하셨냐는 내 물음에 대답 대신 웃기만 하셨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깨달으셨냐는 내 질문을 미리 예견하고 대답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한참 후에 출타하셨던 스님들께서 돌아오셨다. 삼배를 드리고 곧 하직인사를 

하는데, 뚱뚱한 주지스님께서 감사하게도 시내에 볼 일이 있다며 

바래다주셨다. 

행자 등록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찮다. 증명사진이나 주민등록등본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검사한 전염병이나 지병에 대한 건강검진기록과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라고 한다. 

요즘은 전과가 있으면 출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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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옆에 있는 종로경찰서에 갔더니, 마치 방금 싸움을 멈춘 듯 얼굴에 피곤과 

짜증이 가득한 경찰이 두 명 앉아 있었다. 그중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경찰에게 갔다. 여차저차 사정을 말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아래위로 훑어본다. 

하긴 머리도 빡빡 밀고, 더러운 행자복에 절에 굴러다니던 노란색 외투를 입고 들어 

갔으니,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다가 전과 기록을 확인해달라니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과거가 떳떳치 못한 사람 같았을 것이다. 집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이것저것 

묻길래 귀찮은 듯이 대답을 피해 버렸다. 대학시절 모 신문에서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곰팡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나를 반말로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해야만 하는 죄인처럼 만들어버린다. 게다가 학생증은 신분 증명이 안 된다며 

다시 오라고 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지 4년짼데, 이제 재발급 받아야 할 때가 

왔나보다. 

다음으로 조계종 교육원에 갔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물어보니 대답보다 먼저 들을 수 

있었던 첫마디는 

‘행자가 어딜 돌아다니느냐’였다. 대학 4학년 때 출가한 선배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다른 선배들에게 그분의 절 주소를 물었을 때 내게 해준 말이 떠올랐다. 

“행자는 사람이 아니야. 편지는 무슨 편지냐. 편지 왔다가는 절에서 쫓겨난다. 행자가 

하는 일은 밥 먹고 일하는 것뿐이다.” 

다시 절로 돌아가는 어두운 버스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주소지도 옮겨야 하고,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고, 교육원에 서류도 다시 

보내야 하고, 전과 경력을 확인하러 경찰서도 다시 가야 한다. 절에 돌아가서는 염불도 

외워야 한다. 법당에서는 사형스님이 울고, 공양실에서는 신도들과 싸우고… 절이라는 

곳은 어쩌면 속세보다 더 많은 일과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 꿈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옥에 떨어져도 꿈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쳐주신 도각사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이다.

설묵스님(2012), 삐딱선,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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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물었다.

-스님, 혹 도량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분이 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승이 답했다.

-둘이 나가서 자~알 살라고 해라.

염화미소

연분
글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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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들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사랑과 미움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서 행여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일주문一柱門각주1 앞에서 모진 말로 

어머니를 뒤돌아서게 했고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문을 닫았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절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정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깨달음의 증표인 양 착각해서 고고한 척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책망했다.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이루기 어려운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주저앉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감정이란 순수하지 못한 번뇌와 무명의 

산물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누르고 고개를 돌리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은 비겁한 회피였다. 솔직하지 못한 연설이었다.

두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용맹심이다. 숨길 것이 아니라, 그놈의 목덜미를 붙잡아 백일하에 

던져버리고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것이다. 나의 무명을. 그리고 이미 

사라진 내 기억들을.

돌풍과 산들바람이 허공의 작용이라면, 사랑과 미움도 내 정신의 작용이요, 무명과 번뇌 

역시 부처님의 공덕이었다. 사랑의 감정을 삭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하여 그것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꿈 속에서 꿈임을 깨닫는 것만큼 실질적이다.

『원각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보는 자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 달이 보였다면 

나는 달을 보는 놈이지 달이 아니라는 말이다. 본다는 것의 가장 원초적인 

구조는 하나로 통하였지만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진 둘이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는 자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랑을 발견했다면, 그 사랑은 이미 내 앞에 보이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나는 적어도 사랑이 아닌 

사랑을 보는 놈이다. 그때야말로 사랑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존재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다.

연분이 나면 둘이 함께 잘 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결코 

생각처럼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잘 알고 

있다. 사랑이 일어나면 사랑을 나로 삼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나로 삼는 것이 우리들의 

오랜 습관이었으니까. 그 때가 되면 

아무것에도 걸리지 않았던 수행시절이 

다시 그리워지지 않을까. 그때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말이다.

각주1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중 첫 번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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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의 회복 프로젝트
The Young Dignity Refreshment Project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기관인 RMC(다시 새롭게 멘토링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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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하는 법

종종 절에 오는 어린 불자들을 대할 때면 조금은 안타까울 정

도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이 보인

다. 내 자신도 그 나이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서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넘어서 두

려움까지도 느끼며,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대화에 참

여하는 방법이나 자신이 어떤 위치이고 그에 맞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피해 친한 사람을 찾

아다니거나 휴대폰에만 관심을 고정하고 주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듯한 액션을 취할 뿐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

는 이 문제를 주변 사람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될 일이

라고 느꼈기에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글 · 일궁스님

나 좀 내버려두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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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대할 때 익숙해져버린 잘못된 자세

일대일로 사람을 대할 때의 첫 번째 문제는 무분별한 호칭의 사용이다. 2000년대부터 

표준어가 변질된 인터넷 용어가 범람하고 온라인 게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에서는 반말은 물론 ‘쌤, 님아, 님님’과 같은 비격식체 단어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버린 것 같다. 이런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줄

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단어는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 아닌 반말이기 때문에 들었을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호칭이 확실치 않다면 대화의 

시작을 호칭에 대한 물음으로 하는 것이 옳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잣대질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부류

의 사람을 (만나거나 매체를 통해)접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겉모습으로만 상대를 

판단하려는 성급함을 주의하게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그 사람을 대할 태도를 결정해 버리게 된다.  

‘쌤’을 선생님으로, 불특정 다수를 지목하는 ‘님아’를 ○○님으로 호칭을 고쳐 부르는 것

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기 쉬우며, 그에 맞는 대우가 돌아오게 된다. 단지 말할 때 조

금 편하기 위해서,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은어를 사용하는 것

은 의도와는 관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이후에는 습관처럼 되어 정상적인 

대화가 어떤 것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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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을 대할 때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자

‘청소년’이라는 시기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어떤 모임을 가기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하는 등 가정과 

부모 이외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사회화 시기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내가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될지 골칫거리가 될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몸을 비비꼬거나 휴대폰만 보면서 ‘이 자리가 나에게는 의미 없고 힘들다’는 신호를 누군가에게 비

친다면 부모는 모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애가 버릇이 없어

서 죄송하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아주 오래 전, 내가 초등학생이자 동자승이었던 시절에 도각사 이각큰스님은 법회를 일주일에 한 번

씩 하셨었는데 나는 항상 그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고, 큰스님과 가장 가까운 맨 앞줄에 앉

아야 했다. 왜 그렇게 그 시간만 되면 졸립고 앉아있기도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법회시간 내내 몸을 

비비꼬고 졸다가 죽비로 머리통을 맞고 나면 몇 분은 또 힘주고 앉아 있다가 졸고 또 맞고… 너무 힘

든 시간이었다. 그 때를 떠올려 보면 법회의 내용이 내 나이에 아주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고, 큰스

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나긋나긋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몰랐던 것 

같다. 

스무 살이 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법회’라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정해진 위치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부러움을 자아내는 동자승’이었던 것이다. 

법회의 내용도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적어도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많

은 스님들의 뜻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일

은 없었을 것이다. 그 때 당시에 이걸 알았다면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며 법회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

았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니까 말이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생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앞에 대상에게만 초

점을 맞출 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하루 동안 단 1초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아성

찰의 시간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자고 일어나서 거울도 보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은 없듯이 얼

굴만 가꾸지 말고 마음도 가꿔야 한다는 말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이라는 한

자성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백번을 모두 승리한다는 뜻인데, 나

의 스승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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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이루는데 이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탐구

하고 연구할 뿐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만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이 세상 법칙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살 것처럼 허망한 인생만을 연구하는 삶은 마치 밑이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으며 왜 물이 가득차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수

명이 다하면 썩어 없어지는 육신이 나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 나인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신이 나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든지 나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보통은 몸을 나로 삼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나로 삼아서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

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나로 삼기도 한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나로 삼아

서 죽음의 공포를 스스로 만드는 일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을 가진, 보이지 않

고 만져지지 않는, 그렇기에 영원한 정신을 나로 삼는다면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시

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떤 새

로운 환경에 처하는 것도 두려워지지 않을 것이며 늘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자아를 느끼게 될 것이

다.

당부의 말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간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중압감은 그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

떤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만큼 벅차고 괴로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차 사회의 기둥이 될 청소년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보다는 자신감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 좋

은 직장도 ‘집단’이라는 특수함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에서든 인정받고 자

연스럽게 녹아드는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함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질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관한 부모님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 독자엽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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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기억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올바른 견해의 가지를 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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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눈 ①

무아와 상락아정의 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무아無我를 설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반사덕涅槃四德 가운데의 아我와 내가 없다는 무아無我가 어떻게 

다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무아이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새롭게 청정한 ‘나’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常樂我淨無我 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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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락아정과 

무상·고·무아·부정

세계란 육진(六塵 =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과 육근(六根 = 눈, 귀, 

코, 혀, 몸, 심정)이 서로 통해 육식(六識 =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있

다, 닿는다, 의미 있다)이 일어나게 되어 드러나는 경치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六塵]과 자기의 몸[六根]과 자기의 마음[六識]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통하여 나타나는 깨달음이다.

이 셋 가운데 육진은 찰나적 생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육진은 사

대(四大 = 흙, 물, 불, 바람)가 화합된 것이므로 자성自性이 없다. 물질이라

는 것이 곧 육진이지만 물질은 화학기호인 이름일 뿐이다. 수소도 허공이

고 산소도 허공이지만 그 두 허공의 화합을 물[水]이라고 하는 것이다. 허공

은 아무리 많이 섞여도 역시 허공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의 실체는 허

공이지만, 눈의 위대한 능력에 의해 ‘물’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육근은 생멸하는 육진을 비추는 것이므로 마치 거울과 같이 청정한 채 움

직임이 없어야 한다. 거울에는 아무런 색이 들어 있지 않기에 다른 색이 그

대로 비춰진다. 이처럼 생멸 변화하는 육신(물질 - 육진)으로 이루어진 눈

은 생겨난 것이므로 반드시 사라지게 되니 진실한 눈이라 볼 수 없고, 꿈을 

꾸는 눈이야말로 정신의 눈이므로 생겨난 것(물질)이 아니기에 사라지지도 

않을 진실한 눈이다. 이 눈으로 사후세계를 보게 되니 생멸하지 않는 눈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제적인 눈이라고 해야 한다. 

常樂我淨

지도 · 이각스님

無常 苦 無我 不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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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은 눈에 색이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사실 눈에는 색이 없다. 만

약 눈 자체에 녹색이 있다면 녹색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은 온통 녹색으

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런 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다른 감각기관도 모두 그러하다. 만약 귀 자체에 소리가 있다면 이

명耳鳴 또는 난청難聽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고 그렇다면 귀 바깥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귀에는 소리가 없다. 적멸

한 채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근은 청정淸淨하다고 말하는 것

이며 변화가 없으니 상주常住, 즉 항상 머문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변화하는 육진을 느낄 때 당연히 그를 따라 인식 변화를 

하고, 육근에 비추어지는 것이 없을 때는 역시 본래 육근의 모습처럼 인

식 변화 없이 상주하게 되므로 육식은 생멸과 상주를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육식이란 육진과 육근이 만나 그 사이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그 

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된다. 하지만 육식은 그 둘 자체를 떠나 

새롭게 탄생한 것이므로 마치 도깨비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

를 들어 왼손과 오른손이 마주치면 박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왼손

도, 오른손도 아닌 ‘소리’이니, 사이에서 생겨난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

하여 탄생된 허깨비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체가 없다. 그

저 꿈을 꾸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셋의 관계를 보면 육근이 없으면 육진이 있어도 육식이 생겨날 수 없

으므로 ‘세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육진이 없으면 육근이 있어도 육

식이 생겨날 수 없으므로 역시 세계든 나든 이러한 느낌은 어디에도 없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느낌이든 느낌이 있다면 육진과 육근은 항상 서로 통해 

있다는 말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을 떠도 세계는 당장에 드러나

지 않고 마치 전화를 걸듯 회로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

는 것과 동시에 육진과 통하게 되니 사실은 언제나 서로 통해있는데 단

지 눈꺼풀이 그 둘을 차단해주고 있었을 뿐이다. 

이것과 저것이 통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집 전화와 다

른 집 전화가 서로 통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회선

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한 것이고 연결된 회로는 끊

어진 자리가 없으니 하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육진과 육근은 서로 통

해 있으므로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즉 세상(육진)과 감각기관인 몸(육

근)은 서로 통해있다는 말이고 하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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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성질은 다르다. 마치 하나의 자석이지만 양쪽 끝의 성질은 정반대인 음극陰極과 

양극陽極이듯이, 육진과 육근도 한쪽은 드러나 있고, 다른 쪽은 드러나는 것을 비추는 거울

과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즉 한쪽은 생멸하지만 드러나는 성질이고, 한쪽은 상주하지

만 드러나지 않는 성질이라는 말이다. 

한편 육식은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갖추었지만 도깨비와 같은 것이므로 그 성질이 변화무쌍

한 것이다. 즉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오해를 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 능력에 

의하여 정신의 수준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셋은 수준이 높든, 낮든, 한 덩어리다. 그러면서 각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 

하나인 셋이 ‘세상’이고, 시간으로는 ‘지금’이고, 느낌으로는 ‘생시’라고 하는 것이며, 이 찰

나가 이어지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느낌이 없다면, 즉 인식이 

없다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육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육식이 곧 나라는 느낌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인 셋, 즉 십팔계(十八界 =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 합해진 세계)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이며 이 나를 제외하고 나면 세상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으므로 오직 세상에

는 나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꿈을 내가 만들고 내가 바라보며 내가 무서워하는 것과 

같이 나 홀로 놀고 있었던 것이다. 곧 십팔계를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니 ‘하

늘 위든 하늘 아래든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말 가운데 ‘항상하다[常]’라는 것은 육진은 찰나에 생

멸·변화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연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항상 변화한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육진은 육근과 붙어 있으므로 맑고 투명한 육근과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색

이 없는 눈과 소리가 없는 귀와 냄새가 없는 코 등, 아무것도 없는 감각기관인 육근과 통하

여 둘이 아닌 육진이란 무지개와 같이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육근

의 한쪽 끝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또한 육진의 반대편인 육근은 투명한 것이기에 생겨나지 않았고 사라질 수도 없으니, 영원

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므로 항상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진(항상 변화)과 육근(항

상無변화)의 공통된 점은 항상하다는 것이고, 이 둘이 항상하니 자연히 육식도 항상하게 되

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정신의 이치인 것이다. 십팔계가 곧 우주이니 십팔계가 항상하다

면 우주가 항상하고 나도 항상하며 지옥계가 되었든 천상계가 되었든 그것은 육식의 수준

이 달라지는 것일 뿐 세계는 항상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덕四德의 하나인 ‘상덕常德’이지

만 자기를 육신으로 착각하고 물질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멸하는 것을 자기로 삼

은 것이므로 생사의 윤회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오직 착각 하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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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원한 환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가 무궁무진하므로 이것이 곧 진정한 ‘낙樂’이

다. 얻었다가 잃으면 슬퍼지고 다시 얻으면 기뻐지는 중생의 낙이 아니고 ‘환상의 변화가 영

원하다’는 자체가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말이다. 영원히 꿈이라는 사실이 즐거운 것이지 꿈

속에서의 허망한 이익이 어찌 즐거움이겠는가. 

그리고 이미 설명했듯이 ‘나’를 구성하는 것은 곧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니 삼천대천세계 전

체가 나이므로 남이란 그저 내 안에 느껴지는 느낌이며 이름일 뿐 그 실체는 환상이었다. 따

라서 타인他人도 나의 정신에 속하는 것이지 그 실체는 역시 환상이라는 것이고 환상은 육

근의 끝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또한 육진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감각이 없다면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실체란 

오직 감각에만 존재하고 감각은 정신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진은 실체가 없으

니 환영幻影에 불과하고, 환영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기억으로 사라지니 꿈과 같다는 것

이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인생의 실제 모습이다. 즉 잡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있다고

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정신뿐이므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는 깨끗한[淨] 것이다. 꿈

속의 똥[便]은 실제로 그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깨끗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꿈인 줄을 

모르는 꿈속의 사람은 꿈속의 똥을 더러워하지만 말이다. 이것을 ‘불세계佛世界’, 또는 ‘극

락세계極樂世界’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가 곧 그곳이며,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은 지혜의 눈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꿈도 실체가 없다. 단지 정신의 위대한 작용이다. 정신은 꿈을 만

들어내지만 정신의 실체가 없기에 꿈도 허망한 것이다. 역시 정신이 세계를 만들기에 세계

도 실체가 없다. 단지 어리석은 의미에 의하여 꿈의 세계가 실제로 죽고 사는 세계로 착각

되고 변질되었던 것이라는 말이다. 꿈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강경金剛經』의 마지막 장인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의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如夢幻泡

影 如露亦如電)’이라는 말은 바로 환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극락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이곳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역시 번갯불과 같은 곳.

그러므로 사덕四德과 사전도四顚倒라는 말도 그 실체는 둘이 아닌 것이다. 

이각스님(2014), 불멸1(개정판),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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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듣는다는 것,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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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 <분노의 심리학>

<분노의 심리학> 두 번째 강의

난 정말 화가 난다

강의 · 월가스님

정리 · 일궁스님

본 기획 연재는 스님들께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방

문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신 강의 내용입니다. 보다 

친근하고 현장감 있는 전달을 위해 최소한의 수정과 

구어체로 가감 없이 옮기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재는 국방의 의무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군 진

해기지사령부에서 실시한 불교심리학 강의입니다. 외

롭고 고단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마음에 조

금이나마 여유와 웃음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불교심리학>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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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자리를 마련해주신 전대장님과 이

하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삶의 주

인공에 대해 고민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입

니다. 부디 이 시간을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기도합니

다.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고통이 많습니까, 행복이 많습니까? 등반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산에 올랐다라는 

기쁨으로 “야호!”라고 외치는 시간은 몇 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초도 안되

겠죠? 그 짧은 순간에는 가슴이 터질 만큼 기쁨과 해방감에 젖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야호를 외치고 나면 남아있는 일은 뭐예요. 산을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가야겠죠. 내려가는 일도 정말 고됩니다. 정상에 올라오기까지 간단

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정상에 있는 시간이 길겠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길겠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당연히 길 수 

밖에 없죠. 퍼센트로 따지면 정상에서 기뻤던 시간은 노력한 시간에 비해 1%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 없이 다섯 달만 일해 줄 수 

없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좋아한다고 칩시다. 다

섯 달 동안 여러분이 월급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5일도 힘들 거예요. 일단 먹

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생

계를 유지해가는 모든 이들은 월급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만 지나면 나머지 날들은 등산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날이 하

루라면 나머지 29일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행복한 삶일까요.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

서 나도 병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이 어느 순간 턱에 막혀오게 되는 상

황은 누구나 똑같이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

쳐온다는 사실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자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

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추억을 쌓건, 마지막 결론이 죽

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본 것 중에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언

론에서 그 사형수로 무언가 기삿거리를 만들고 싶었나봅니다. 사형집행 며칠 전

기쁜 순간은 짧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같다

-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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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큐멘터리 밀착 취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사형장으로 불러낼지 모

르는 너무나도 초조한 상황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더군요. 목숨이 끊어

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자기를 기삿거리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

슨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처참함입니다. 그 상황에서 밥이 나오면 또 밥 

먹는 걸 찍는 겁니다. 식사 도중에 불러내면 먹다 말고 나가서 사형당해야 하

는 거예요. 밥이 넘어갈까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의 심정에는 편안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쌀 한 톨 넘기는 것

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곧 죽을테니 말이죠. 그 사형수 입장에서

는 내 앞에 놓여진 밥상이 지금 당장 나에게 당면되어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고

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입장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이곳 군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든, 즐기면서 살든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누릴 것 다 누

리고 살아도, 남들을 호령해도, 죽음 앞에서 불평등한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

면 우리는 모두 사형수의 심정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예방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전화를 종종 걸어옵니다. 그 중 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상대방 한 사람 말고 다른 이들한테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죠. 왜

냐하면 나의 생각은 오직 이성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생기게 돼요. 바

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런 그림은 없

었어요. 어찌 보면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내가 그린 그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쾌해지니까요.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은 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두고 삭히겠죠. 어찌 되었든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여섯 가지

로 되어있는데 그 여섯 가지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이 있

습니다. 무상법無常法이라고 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월

을 거슬러 멈춰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고

상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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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바라는 내 요구들이 계

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꼭 맞는 순간이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처음의 그 애틋함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차츰 싫은 마

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싫은 마음이 생기고 나면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할 때 보

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친인척과의 관계나 

자식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사소한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 등 우리를 힘들

게 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막상 처음 만나 서로만 바라볼 때에는 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느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은 마음도 생기게 되요. 그렇게 싫어하

는 마음이 계속되면 몸도 따라 아프게 됩니다. 저와 상담한 여성 내담자의 문제

도 그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된 분이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그 남편

만 보고 살아왔겠죠.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친척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집안 전체가 다 싫어졌어요. 게다가 건

강하지 못한 자식이 속을 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자식을 낳으면서 병약

하게 태어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걸림이 생긴 

거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 당시에 멀리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자식에게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면 자식을 낳아 

기를 자격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런 병이나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스

스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자식을 낳아 기르

겠다는 계획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거

예요.

친인척들이 전부 다 싫어지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집안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이 정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대요. 우울증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척추 

협착증까지 생겨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

다. 그분 심정과 똑같아 질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어머니의 처지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집 안에 있

는 누구도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싫은 마음만 드는데다, 내 

몸마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자

니 막상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반가워하는 이들도 

없고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한 시간 정도 그 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늙는 것은 몸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바로 몸입니다. 몸이 없으면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우울

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나중에 죽음이라는 것

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냐고 물었더니 한 번

도 해본 적이 없대요. 

흙, 물, 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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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몸은 네 가지로 흩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단단한 것. 우리 몸

에서 단단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뼈, 손톱, 머리카락, 이빨 등 이

렇게 단단한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눈물과 침, 피 등 이런 물기 있는 것들은 물로 돌아가게 됩니

다. 여러분도 이런 것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우리 모두

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물

기 있는 것들은 물로 돌아가고 몸의 따뜻한 체온은 허공의 불의 

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들이마시고 내뱉던 숨은 허공으

로, 즉 바람으로 돌아간다고 불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흙, 물, 불, 바람 이렇게 네 가지 몸을 이루는 원소를 

사대四大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네 가지로 흩어져 

버리고 나면 이제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나

라고 말하던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각주1

그 분에게 몸이 다 흩어져 버리면 그 중에 어떤 것을 당신이라

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

다. 흩어지면 어디에도 몸이 없다는 것은 잠시 모여 있었다는 말

이에요. 불교용어로 가합假合이라고 해요. 그렇게 잠시 모여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 가

운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평생 동안 누가 살았느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건 돌아가

신 분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알게 돼요. 죽은 

시체에는 없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정신. 정신이 

있고 없는 차이가 살았다 혹은 죽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동안 나는 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의 몸은 내가 아닌 

네 가지 원소가 모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금세 허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

죠.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

다. 지금 육신을 움직이게 하고 대화하고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주인공은 육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 하

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몸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몸을 움직

이게 하고 걸어 다니게 하는 정신이 살고 있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몸이 산다고요, 아니면 정신이 산다고요? 맞습니다. 정신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정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

신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단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으

정신이 산다 

각주1  『원각경』 보안보살장

我今此身 四大和合 所謂 髮毛爪齒 皮

肉筋骨 髓腦垢色 皆歸於地 唾涕膿血 

津液涎沫 痰淚精氣 大小便利 皆歸於

水 煖氣歸火 動轉歸風 四大各離 今者

妄身 當在何處

(상략)‘지금의 이 나의 몸’이라는 것

은 사대가 화합된 것으로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

수, 뇌라고 이르지만 더러워진 때[色

蘊-육진六塵 ]가 되어 모두 땅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침, 눈물, 고름, 피, 

땀, 거품, 가래, 콧물, 정액, 대변, 소

변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모두 

물로 귀속되는 것이며, 따뜻한 기운

은 불로 귀속되고, 움직여 구르는 바

는 바람으로 귀속되고 있으니 사대가 

각각으로 떠나는데 ‘지금’이라는 것

의 허망한 몸은 어느 자리에 존재함

으로 당면할 수 있겠으며(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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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몸은 금세 고꾸라져 버려요. 

여러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놈이 지금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역시 나라

는 보이지 않는 놈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끼리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죽을 수 있겠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산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고 알고 육신이라고 깨달으며 깨어있는 이 정신이 살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런데 그 정신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

이에요.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조금 있으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

생을 살게 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안에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모아 놓아야 하

고, 즐겨야 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반드시 그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로 죽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지?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만약 진짜로 죽지 않

는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굳게 믿고 산다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겠어요? 죽지 않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죽지 않기 위해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스스로가 정

말 작고 한심해 보입니다. 

정신이 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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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이고 나는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오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허공하고 똑같은 거

예요. 허공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로 잘라도 허공은 잘라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 여러분인데 이 허공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나는 죽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껏 믿어왔던 내 삶의 모습이었던 것

입니다. 안 죽는 놈이 하는 생각 중에 제일 비참한 생각이 죽는다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생각, 이게 오해였음을 알고 안 죽는 놈은 

안 죽는 놈으로 살아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정신인 줄 알았

다면 보이지 않는 정신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하는 일에는 아무런 걸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바로 여러

분 스스로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오늘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닥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

로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과도 같은 정신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수 없는 정신이 나이니, 걱

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남아있지 않고 다 지나가버

리고 아무것도 지금에 멈춰있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죽는다는 생각도 역시 멈

춰있지 않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이 혼자서 꿈과 

같은 끝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동안 씩씩한 

얼굴들 마주보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는 

정신임을 되새기고, 서로를 보이지 않는 위대한 정신으로 바라봐주면서 남

은 군생활 씩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기업, 학교, 관공서,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스님들의 불교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를 만드는 불교심리학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독자엽서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 독자엽서> 페이

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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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이 있음을 알 수 있을까?

남을 느끼지 않고도 

내가 있음을 알 수 있을까?

글 · 화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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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롭게 불교용어
Refreshment Buddhism term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무슨 뜻이야?’라는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히는 불교용어들이 있습니다.

《정혜불경연구원》 원장 이각스님께 다시 새롭게 배우는 불교용어.

이제 불교용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배우고 음미하며 그 뜻을 새겨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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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고대어인 ‘빠알리어’에서는 ‘디빠’라는 말을 물 가운데의 ‘섬’이라는 

말과 ‘등불’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한역된 의미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섬과 등불의 의미다. 

‘자기가 등불임을 밝히고 법도 등불임을 밝혀라’ 또는 ‘자기란 섬임을 밝히고 

법도 섬임을 밝혀라’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섬이란 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땅이고 등불이란 어둠 가운데 드러나 있는 빛이다.

불[火]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능력과 태워 없애는 능력을 말한다. 즉 탈것이 

있어서 불이 붙게 되면 불은 탈것을 찰나마다 재로 만들지만 재가 되는 만큼 

불도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분별分別할 수 있게 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 

중생의 견정見精은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하며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을 따라 

찰나마다 기억으로 사라진다. 역시 견정에 의하여 분별되는 물질도 찰나마다 

산화되며 깜빡이는 형광등의 빛처럼 자취 없이 사라진다. 단지 남는 것은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불과 견정은 그 능력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불을 견정見

精으로 표현하고 음양陰陽에 있어서는 양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양陽이며 견정인 불의 반대는 자연히 음陰인 식정識精이며 물[水]이다. 삶은 

모두가 기억의 놀음이다. 그리고 기억이란 타고 남은 재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바람따라 사라지는 재와 같이 역시 머지않아 사라질 허망한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니 보고 듣는 모든 것도 그 

무상한 시간을 따라 즉시즉시 기억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등명법등명

자도명법도명

글 · 이각스님

自燈明法燈明

自島明法島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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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부르면 그 소리는 이미 사라졌지만 불렀던 기억이 남아있기에 나는 

대답을 한다. 그리고 나의 대답도 즉시 사라지지만 그 대답을 듣고 부모님은 다시 지시를 

한다. 마당이 더워져서 집안이 시원하지 않으니 마당에 물을 뿌리고 들어오라고… 이미 

부모님의 지시는 기억으로 사라져 한 티끌의 재와 같이 변했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물을 한 

동이 퍼다 뿌린다. 물 한 동이를 뿌린 나의 행위는 벌써 사라졌으나 그 기억을 가지고 생각 

한다. 세 동이는 뿌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생각도 이미 기억이 되었지만 그 기억과 한 번 뿌렸다는 기억으로 다시 한 번 

뿌리고 나면 이미 모든 행위와 생각은 그때 즉시 사라져 기억이 된다. 그 기억으로 다시 

마지막 한 번을 더 뿌린다. 이제 다 뿌렸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뿌리던 나는 시간을 따라 

그만큼 늙었고 그 행위와 그 행위를 하던 젊은 나의 육신은 사라졌다. 그리고 물도 사라졌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 속으로… 이러한 것이 무상한 시간이며 무상한 행위이고 삶이다. 

소리가 나기 전에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나면 이미 소리는 과거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즉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소리 나던 찰나는 사라졌다는 말이니 

소리가 들렸다는 기억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기억은 없어진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는 시간’이 단 일초라도 정지하여 실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기억이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란 잡을 수 없는 ‘기억의 시작점’이라고 보아야 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그저 삶이라는 활동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가고 오고 앉고 

일어나고 대화하고 약속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이것이 삼천대천세계의 실상이다. 죽어도 살아도 항상 이 법칙 말고는 없다. 그러니 실제로 

물질이 존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있겠는가. 

오직 ‘관념’에만… ‘오직 찰나적 생각’에만 ‘실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 육신도 기억의 시작점인 것이고 역시 생각도 기억의 시작점인 것이니 실제로 

살아있는 자기自己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니 ‘자기란 

분별의 불[火]에 찰나적으로 태워져 이루어진 기억이라는 물에 뜬 섬과 같은 관념일 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함을 깨달았다면 ‘자기가 섬임을 깨달았고 법(관념-생각)도 

섬임을 깨달았다[自島明法島明]’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기억 없는 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자기’란 오직 기억이고 기억은 없어진 

것이다. ‘이미 멸도된 것[滅度已]’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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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쨍쨍한데 등불을 밝힌다면 과연 등불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불은 

양陽이고 불 가운데 가장 큰 불은 ‘해[日]’이기 때문에 ‘큰 양[太陽]’이라 하고 정신적으로는 

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태양의 반대는 태음太陰이니 가장 큰 물은 ‘달[月]’ 이며 

정신적으로는 식정識精인 것이다. 그러므로 밝음이 양이면 어둠이 음인 것이고 견정을 

양이라고 한다면 식정을 음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며 밝음이 견정이 되는 것이니 어둠은 

식정이 되는 것이다. 식정은 기억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찰나에 분별된 것이 인식되었을 

때는 이미 세월을 따라 사라져 버리기에 인식능력은 기억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적으로 보아도 ‘지금’을 잡을 수 없다면 모두가 기억이기 때문에 모두가 식정의 놀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직 인식뿐이라는 ‘유식唯識’의 가리킴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둠이라는 의미와 물이라는 의미가 기억이라는 의미로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빠알리어의 디빠라는 말은 기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기억은 물 가운데의 

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멸도滅度’라는 

말과 ‘등불[燈]’이라는 말 또는 ‘섬[島]’이라는 말의 뜻이 동일한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리킴이다.

『금강경』의 「구경무아분」에 ‘불고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응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유일체중생실멸도자(佛告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一切衆生已 而無有一切衆生實

滅度者)’라는 구절이 있다.

번역하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에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발생된다면 당장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일체중생이 사라짐으로 건너감을 상응하는 것이 ‘나’이지만 일체중생은 이미 멸도滅度된 

것이므로 실제로 사라짐으로 건너는 일체중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찰나에 과거로 간다. 아니 찰나를 잡을 수 없으니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기억일 

뿐이다. 이미 사라진 것이라면 언제 생겨났겠는가.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라진 

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함을 바라보는 ‘나’는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존재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면 어찌 모두가 꿈과 

같은 법칙이었음을 모르겠으며 어찌 생사의 의미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깨달은 마음이 곧 해탈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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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스님 얼마 전에 만났던 새터민 한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우리는 그

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어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표가 한

나라의 대표가 맞나요? 왜 그 사람과 협상을 하는 거죠?”

불몽스님 대상이 없으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모르고 남을 죽여 나를 

살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향수스님 난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 색성향미촉법으로 삶을 생각하고 

나와 남을 가리며 나의 것은 사랑한다고 하고, 남의 것은 미워하고 있으니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한다. 색성향…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타협과 협잡으로 지금인 모습을 놓치고 있으니 적자赤字인생 같다. 언제

쯤 스스로 삶에 대한 애착을 벗어나 색성향미촉법의 위대한 참 모습을 대

할 수 있을까. 

화현스님 서로에게 악한 기억을 심어주기에 바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 오게 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꿈인 줄 모르

고 꿈을 꾸는 자의 지독한 아픔이 슬프고, 서로를 미워하며 또 만나야 할 

윤회의 법칙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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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2년 연속 스테디셀러 『불멸1』 개정판

부처님께서 왕좌를 버린 후, 분소의를 걸치시고 발우를 들고 평생을 걸어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불멸1』은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진정한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의 진면목이 무엇인

지 느끼고 싶은 선종자善種子가 남아있는 한 『불멸1』은 대를 이어 읽힐 보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 편집부

이각스님 저 | 2014.04.01 개정판 | 
627페이지 | 정가 25,000

나와 세상, 그리고 삶에 대한 설명서

10분의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직접 만든 글방입니다. 오직 불서만을 고집하는 작지만 깊고 맑은 우물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찾는 목마른 자에게 혜안을 선물하는 부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지혜의눈 도서 구입처로 이동합니다.

올바른 경전 번역문의 부재로 긴 세월을 방황하고 허비했던 내 지난날의 외로웠던 수행을 떠올리며 인류의 

최고이자 최후의 과제인 자아성찰을 함에 있어 이 사경집이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문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이어 내 본래의 모습과 그 위대함에 감동하는 수행자의 환희심이야말로 

근거 없는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하는 이 시대의 불교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서문 가운데

번역 정혜불경연구원장 이각스님 | 초판 2016.09.10 | 200페이지 | 정가 30,000 | 지혜의눈

* 본 금강경 사경집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권과 해설집은 2018년 출간 예정입니다.

* 사경집에 실린 번역문은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글자의 뜻을 빼거나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역을 하더라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번역문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번역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알기 쉽고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집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

전화 054-541-2057  팩스 054-541-9030 
이메일 bodhicaksuh@naver.com



  

비수술 척추·관절 만성통증 집중치료 전문

연세안심프롤로의원은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양방의원입니다. 

<환자의 평생주치의>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 편리한 의료시설 

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력을 바탕으로 환자의 미소와 행복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아가겠습니다. 또한 의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인 

무료의료봉사와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행과 보건의 조화를 통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님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수행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은 인대와 건이 손상되어 약해졌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근골격계 만성 통증은 비수술 요법

인 <프롤로테라피>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성두통은 90% 이상이 목의 장애와 관련되기 때문에 목

을 강화시키는 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외상으로 늘어난 인대 조직은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불안정해진 관절로 인해 만성통증을 유발하

게 됩니다. 프롤로테라피는 만성적으로 약해진 힘줄과 

인대의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기능을 회복

하고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주사 요법입니다.

본 치료법은 1주일 간격으로 6회, 1개월 간격으로 4회, 총 10회의 시술을 기본으로 하

며, 경우에 따라 시술 횟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효과는 시술 후 2주

부터 인대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6개월 뒤에는 약 50%까지 인대가 강화되어 관절

의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100% 정상 강도

의 인대로 회복됩니다.

 인대 강화치료
   <프롤로테라피>는 
     어디에 쓰일까요?

약한 인대를 재생시켜주는 
프롤로테라피

치료법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손상받아 느슨해진 인대는 완전히 회복되

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과 퇴행성 변

화를 유발합니다.

인대와 뼈의 결합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증

식을 유도합니다. 이때 조직의 재생과정에 

필요한 약물을 추가하면 테라피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개 2주 후부터 치료효과가 나타나기 시

작해 6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 인대 조직과 

강도, 굵기가 유사해지고 관절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사 후 보통 하루 정도 (사람에 따라 2~3일) 주사 부

위에 통증이나 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조

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

지만 불편하면 냉찜질을 합니다.

임의로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떨어지므

로 타이레놀(AAP) 계통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합

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C가 인대의 재생에 필요하

므로 치료 전후에 보충해 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술 당일 샤워는 가능하지만 뜨거운 찜질이

나 사우나, 등산, 과도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프롤로테라피 
시술 후 주의사항

프롤로테라피(증식치료) / 영양요법(비타민. 미네랄) / 해독요법 / 물리치료 / 근육내자극치료 / 근육테이핑 

수기치료(MET) / 혈액검사 / 방사선검사 

두통 / 척추질환(경추통, 요통, 디스크) / 퇴행성 관절 / 턱관절 / 어깨질환 / 팔꿈치 / 손목 무릎 및 발의 질환

경북 문경시 모전로 61 세종빌딩 3층 303호

월 ~ 금 09:00 ~ 18:30 /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휴진  

054-554-2057

 * 집중치료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치료

진료 질환

위치

진료시간

예약 및 상담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원장 금적스님
PROFILE

연세대 의학과 졸업

이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現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원장

現 사단법인보리수 이사

現 도각사 호법부장

現 RMC 안심 원장

육신의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육신의 고통을 걱정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 매월 네 번째 화요일 12:00~15:00까지 보만스님과 월가스님께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 소설가 김규나님은 5년차 지심회원으로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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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건강하게”

상생촌은  ‘자연과 사람들이 더불어’ 건강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제초제와 농약 대신, 논에는 우렁이를 넣어줍니다.

정성과 기다림으로 길러낸 유기농쌀. 상생촌은 가족에게 먹이는 건강한 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친환경쌀을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유기농쌀 전문 브랜드입니다. 

“유산균 쌀” 닥터라이스 Dr.Rice 

상생촌 프리미엄 제품 상생촌은 친환경 · 무첨가 식품,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원재료의 좋은 영양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쌀가공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Dr.Rice는 무농약 오색현미를 유산균 발효공법으로 발효합니다.

· 발효된 오색현미는 섭취 시 소화가 잘 되고, 오색현미의 영양분이 
쉽게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 Dr.Rice는 물에 미리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식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 가족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당뇨예방농법 기능성쌀[특허 제 10-1520296호]

유기농 흑미차 7년 숙성 흑초 유기농 흑미조청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로 373-14        Tel 054-532-0404        Fax 054-532-6263        www.wwchon.com 

- --

상생촌 농업철학

농사장인匠人

한 상 철 대표

한국신지식인 제08-109호

한국유기농협회장상 수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안전하고 깨끗한 벼의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 상생촌에서 직접 육묘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 벼종자를 소독할 때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살균하는 온탕침법으로 소독합니다.  

·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논에 우렁이를 방사합니다. 잡초는 우렁이의 먹이가 되고 

   그 활동은 다시 토양을 살리며 그렇게 튼튼히 자란 벼는 병충해를 굳건히 견뎌 다시 사람들에게

   건강한 쌀을 전해주는 것이 우렁이 유기농법의 큰 장점입니다.

· 가을에 수확한 벼들은 친환경인증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벼만 수매하여 

   도정하기 때문에 농약친 일반쌀과 섞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쌀만 도정하는 소규모 정미기계로 쌀을 수시로 도정하여,  

   소비자분들께 신선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쌀을 제공해드립니다.   

상생촌 닥터라이스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고 보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상생촌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이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맛있는 

<오색발효현미>를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생촌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 상생촌은 사회봉사단 지심회를 후원하는 기업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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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건강하게”

상생촌은  ‘자연과 사람들이 더불어’ 건강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제초제와 농약 대신, 논에는 우렁이를 넣어줍니다.

정성과 기다림으로 길러낸 유기농쌀. 상생촌은 가족에게 먹이는 건강한 쌀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친환경쌀을 생산 · 가공 · 유통하는 유기농쌀 전문 브랜드입니다. 

“유산균 쌀” 닥터라이스 Dr.Rice 

상생촌 프리미엄 제품 상생촌은 친환경 · 무첨가 식품,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원재료의 좋은 영양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쌀가공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Dr.Rice는 무농약 오색현미를 유산균 발효공법으로 발효합니다.

· 발효된 오색현미는 섭취 시 소화가 잘 되고, 오색현미의 영양분이 
쉽게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 Dr.Rice는 물에 미리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식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 가족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당뇨예방농법 기능성쌀[특허 제 10-1520296호]

유기농 흑미차 7년 숙성 흑초 유기농 흑미조청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로 373-14        Tel 054-532-0404        Fax 054-532-6263        www.wwchon.com 

- --

상생촌 농업철학

농사장인匠人

한 상 철 대표

한국신지식인 제08-109호

한국유기농협회장상 수상

농림부장관상 수상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안전하고 깨끗한 벼의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 상생촌에서 직접 육묘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 벼종자를 소독할 때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살균하는 온탕침법으로 소독합니다.  

·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논에 우렁이를 방사합니다. 잡초는 우렁이의 먹이가 되고 

   그 활동은 다시 토양을 살리며 그렇게 튼튼히 자란 벼는 병충해를 굳건히 견뎌 다시 사람들에게

   건강한 쌀을 전해주는 것이 우렁이 유기농법의 큰 장점입니다.

· 가을에 수확한 벼들은 친환경인증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벼만 수매하여 

   도정하기 때문에 농약친 일반쌀과 섞이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쌀만 도정하는 소규모 정미기계로 쌀을 수시로 도정하여,  

   소비자분들께 신선하고 맛있는 프리미엄 쌀을 제공해드립니다.   

상생촌 닥터라이스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고 보는 '식약동원食藥同源'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상생촌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이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맛있는 

<오색발효현미>를 만듭니다.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성신여대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아리랑고개

성북구청

●

●

●

운주사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1층 Tel. 02-3672-7181

www.unjusa.com

* 운주사는 사회봉사단 지심회를 후원하는 기업회원입니다.





하루 10분 사유시간

명상은 모든 생각이 고요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명상은 올바른 사유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유는 명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경은 명상으로 통하는 사유법이 가득합니다. 

명상에 이르는 불경 속 10분간의 사유법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명상 지도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영상의 안내에 따라 직접 사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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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지만, 멀게도 만듭니다.

오늘 10분 사유법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배우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던 어떤 가르침을 새롭게 정의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은 크고, 그에 비해 세상을 느끼는 나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고 배웠던 교육의 반증입니다.

이 사유법을 수행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잠자고 먹고 웃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의 교육으로 인해 작고 

초라했던 내가 본래 온 세상만큼 넓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소리가 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종이라든지 목탁이 있으면 준비물은 끝입니다.

단, 내가 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는 물건이어야 하고 

누군가가 대신 소리를 내어준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작은 종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일곱 번의 종소리 사유법

지도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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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좌하고 앉아 호흡을 잘 관찰하여 고요히 합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귀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이 종소리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느껴봅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이 종소리가 울리는 위치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내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를 느껴봅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내가 이 종소리를 알고 있는 것은 내 듣는 능력이 소리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내 듣는 능력이 그곳까지 닿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듣는 능력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소리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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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한 번 울리고)

소리가 들리는 그곳까지 내 듣는 능력이 닿아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듣는 능력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느껴봅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소리와 내 듣는 능력이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관찰합니다.

소리와 내 듣는 능력이 시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관찰합니다.

아니면, 소리와 내 듣는 능력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소리를 듣는 능력이 나라면 모든 소리는 내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는 내 청각이 닿아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소리는 저 멀리 있고, 듣는 내 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느껴보면 소리가 있는 곳에 내 듣는 정신이 있습니다.

(종을 한 번 울리고)

내 정신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신 안에는 종소리도 천둥소리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내 정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 정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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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법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불교를 접하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 불교의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사유하며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해보세요.

가장 오래된 마음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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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자라온 과정을 모아놓은 것이 모든 ‘열매’고, 

그 ‘열매’들은 그 해에 자랐던 기억에 의하여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잘 자란 열매, 즉 환경이 좋았던 열매는 

다음 해에도 건강하게 자라지만, 

그늘지고 폭풍우에 시달리며 

양분 없는 땅에 뿌리를 내렸던 나무의 열매는 

작고 쇠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마음의 이치도 자연의 이치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 

내가 기억한 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게 된다.

나를 만드는 이치

글 · 이각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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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s grown for a year is called ‘fruit’,

and those ‘fruit’ are getting smaller or bigger with memories.

Well-grown fruit may reach healthy result the next year,

while the ones under shadow and storm 

without nourishment bear less fruition.

Mind, along with the order of nature, 

builds on their own as one recalls.

reasoning myself

Written by Igak Translated by Yoola Kim

Though we all have different skin colors with various languages, 
the rule of the mind that makes us smile and cry is in common. 

We translated the basic Buddhism thoughts in English, German, Japanese and Chinese for foreign beginners. 
We hope you find the greatness in you by closely considering the meaning.

The oldest rule of the mind

한국과 독일에서 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북핵문제, 동북아와 유럽연합 다자안보의 미래 그리고 모두가 조화로운 

환대의 공간에 관심이 많은, 요가하는 프로 숨쉼이입니다. 

영어·독일어 번역 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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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ür ein Jahr gewachsen ist, nennt man ‘Frucht’,

und diese ‘Früchte’ werden kleiner oder größer mit Erinnerungen.

Gut gewachsene Früchte können im nächsten Jahr ein gesundes Ergebnis erreichen, 

während die unter Schatten und Sturm ohne Nahrung weniger Früchte tragen.

Das Gemüt, zusammen mit der Ordnung der Natur, 

baut auf sich selbst, wie man sich erinnert.

mich selbst zu schlussfolgern

Obwohl wir alle verschiedene Hautfarben haben und verschiedenen Sprachen sprechen, 
ist die Regel des Geistes, die uns zum Lächeln und Weinen bringt, gemeinsam. 

Die grundlegenden Gedanken des Buddhismus haben wir auf Englisch, Deutsch, Japanisch und Chinesisch 
für ausländische Anfänger übersetzt. 

Wir hoffen, dass Sie die Wunderbarkeit in Ihnen entdecken, indem Sie die Bedeutung genau betrachten können.

Die älteste Regel des Geistes

Geschrieben von Igak Übersetzt von Yoo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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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年間 育って きた 過程を 

集めて おいた ものが  すべての ‘実’で、

その ‘実’は その 年に 育った 記憶に より 

大きさが 小さく なったりも して 大きくなったりも する。 

良く 育った 実、つまり 環境が 

良かった 実は 翌年にも 健やかに 育つが、日陰で 

暴風雨に 悩まされ 養分ない 土地に 

根を 下ろした 木の実は 小さくて 衰弱しに 

成長するしかない。

心の 理も 自然の 理と 少しも 違わない  

私が 記憶した 通り 自らの 姿を 作ることに なる。

私を作る理 

他の 皮膚色を 持って 他の 言語を 使って いるが 
笑わせて 泣かせて いる 私達 心の法則は 違わないです。

まだ 仏教を 接しなかった 外国人の ために 仏教の 基本と なる 教えを 
英語、独語、日本語、中国語で 翻訳しました。

一文字 一文字 思惟 しながら 自らの 偉大さを 発見してみて 下さい。

文 · 僧 理覺 翻訳 · 鄭敬淑

最も 古い 心の法則

어학연수차 일본에 갔다가 눌러 산지 십칠년째 되던 해에 이각큰스님의 법문집 <불멸>을 만나게 되었고,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지심회

에 가입하면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과 상주를 오가며 불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곳 도각사를 만나기 전에는 막연히 불교란 기복적인 

종교인 줄로 착각했었다. 올해로 12년차 지심회 회원이며 현재는 거의 한국에 나와 친정인 대전에서 생활하며 도각사에 매주 불경공부

를 하러 다니고 있다. 내가 모르고 있던 내 본모습의 위대함에 감탄하며 계간 지심 원고 번역 일은 덤.

일본어 번역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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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集一年成长过程的过程中, 所有的一切都是‘果实’, 

那颗‘果实’是根据那年生长的记忆 

大小有时变小或变大。 

茁壮成长的果实,即环境良好的果实,来年也健康成长, 

在一片阴郁的风雨中扎根,扎根于没有养分的土地上 

树木的果实只能从小衰弱。

心灵的道理与自然的道理毫无区别,就像我所记住的那样,

自己也会按照自己的意愿制造自己的样子。

造就我的道理

虽然带着不同肤色使用不同语言的,
让我们微笑, 让我们哭泣的 我们的心法则是同的。

作为外国人,为尚未接触佛教的人,将佛教的基本教义翻译成英语, 德语, 日语, 中文。
一个字一个字地思考,看看自己的伟大。

作者 · 理觉法师 翻译 · 崔根成

最古老的心的法则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다니고 현직 국회공무원이면서 수년전부터 

이각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경에 눈을 뜨게 되어 한수漢水라는 법명

까지 받았다. 중국어에 능통하진 않지만 이각큰스님이 쉽게 풀이한 불경

을 널리 알려기 위하여 이 간행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 최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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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 트레이닝
Mental Training

직장에서 자주 있는 고민들에 대해 

스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장인들의 기억이 

이 코너로 인해 아름답게 바뀌어가길 바랍니다.

보리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세요.

하
루
하
루 

고
달
픈 

직
장
인
을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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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입사 전부터 유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친구 엄마들이 말하는 

‘아무래도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다’는 얘기 말고, 실제로 퀴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 암기력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 인재였다. 외모도 준수하여 딸친엄(딸 있는 친구 

엄마)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다. 

입사 후 A씨는 사내의 주목을 받으며 일을 시작해 나갔다. 해온 자락이 있는지라 같은 

업무도 다른 직원의 몇 곱절이나 빠르게 처리했고, 실수도 없었다. 

A씨는 마치 직장을 위해서 태어난 듯 했다.

얼마 전 상사가 A씨에게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했다. 전에 없던 규모의 일이었고 

아이디어와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일을 몇 날 밤을 새서 끝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짜낸 아이디어였기에 A씨 스스로도 아주 만족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상사는 

역시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며 너의 공은 내가 꼭 처리해주마 하였다. 

프로젝트 발표날 회의실에서 A씨는 심장이 덜컹했다. 프레젠테이션 작성자에 본인의 이름 

대신 상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였다. A씨는 앞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차오르는 눈물을 수회 삼키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상사가 웃으며 다른 이들과 히히덕거리는 것이 꼴도 보기 싫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것인가 생각도 들었다.

나의 성과물을 다른 이가 가져가서 자기 것인 양 제출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만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원만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으니 상사에게 가서 따질 

수도 없었다. 노예가 된 기분이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비참하다.

글 · 월가스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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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의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 걸어 들어갔다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겠죠? 우선 나의 것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나의 것이 있으면 남의 것도 있고 둘다 있으면 뺏고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훔치는 일도 있고 도둑맞는 일도 있어서 하루하루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서 도둑맞는 일이 없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글의 처음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걸어들어갔다면’이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나라에 걸어들어가서 이곳의 

법규는 왜 그러하냐고 따지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원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려고 들어간 이가 내 것을 잃어버릴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곳을 바꾸려고 기를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원래 그러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바꾸려면 바라보는 ‘내 견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 견해가 바뀌지 않고서는 지옥은 

영원히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일순간에 사고로 잃은 후 처절하게 울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슬픔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꿈을 깨고 나면 그저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꿈꾸던 때 뺏긴 일들이 진짜 뺏긴 것일까요? 

가족들이 정말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 자체는 내 정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드러난 다른 이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만든 남에게 내가 

만든 무언가를 뺏긴 것이라면 ‘뺏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뺏겼다고 생각하여 슬펐던 감정도 꿈을 

깨고 나면 어이없는 일이 됩니다. 전부 내 것이나 다름없는데 슬퍼했다니! ‘꿈에서 왜 그렇게 

심각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만든 것이 꿈이고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사가 내 결과물을 뺏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화는 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빠진 것을 본 

후에 뺏겼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나는 것의 여부는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생각을 할 때에는 내 결과물도 있고 뺏길 것도 있고 화날 것도 있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각 속에만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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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무언가를 뺏기는 일이 존재할까요? 뺏긴다고 생각하는 일이 존재할까요? 

뺏겼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생각은 나에게만 있을 뿐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소리쳐도 그렇다는 생각일 뿐 생각을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가만히 따져봐야 

합니다. ‘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답답하다’고도 생각하며, ‘뺏겨서 미칠듯이 화가 난다’

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사도 내 

생각이고, 사무실도 내 생각, 나도 내 생각, 밤새서 작업한 작업물도 내 생각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 생각이 한 1주일 쯤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루는 뺏긴 

작업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날은 복수의 스토리를 짜고, 다음 날은 대책수립 

완료기념으로 거하게 파티를 열고, 2-3일 놀고 돌아와서 이제 사라질 생각에 작별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케이크 초를 밝히기도 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하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생각은 하자 마자 없어져버립니다. 다음 생각이라고 뭐 별거 있나요? 또 

없어져버립니다. 노력해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주유소처럼 SELF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 말고는 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으나 그 

생각은 잠시도 멈춰져 있지 않고 사라져 잔상으로만 느껴질 뿐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상 역시 끊임없이 사라지니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있을까요? 지금이 따로이 존재할 수 없는데 프레젠테이션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좋아할 시간은 있겠습니까? 지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듯한 모든 일은 꿈꾸는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보면 얼마나 조그마한 

것에 그리고 있지 않은 것에 꽂혀있었는지 보이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어 

도각사 법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승들이 모여계신 곳에 갈 

시간은 없지만 화내고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자는 직장을 내 놀이터로 만들지 내 생각에 쫓길 일은 없을 겁니다. 

‘도 닦는 직장인’, 멋지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 독자엽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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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 한 페이지 캠페인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과 데스크탑 배경화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불몽스님 PROFILE

경희대 한의대 졸업

이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現 청주 경희보리수한의원장

現 도각사 홍보부장

現 사단법인 보리수 감사

한의학 칼럼

空手來 空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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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래 공수거’라는 격언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

는 말로 흔히 집착하지 말고 욕심 없이 살라는 의미로 쓰인다. 

불경의 뜻으로 이 말을 헤아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세상의 진

리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공수래 공수거는 크게 두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다음은 ‘빈 곳에서 손이 

오고 빈 곳으로 손이 돌아간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인 공空, 수手, 거去와 래來의 뜻

을 살펴보자. 

공空

우선 공空의 뜻을 잘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고 믿고 인식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은 다 허공으로 사

라진다. 흔히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백골이 진토가 

된다각주1는 말을 하는데 그 흙은 결국 허공으로 사라진다. 그

렇다면 어디서 생겨나는가? 당연히 허공에서 생겨난다고 보

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기기 전에는 없었으니 당연히 없는 곳

[空]에서 생긴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

이니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텅 비어있는 것을 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니 모든 것의 근본이

라고 보아야 한다. 

글 · 불몽스님

각주1 사람이 죽어 시신을 땅에 

묻으면 그 시신이 썩어서 결국 

티끌 같은 고운 흙이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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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手

불경에서는 수手를 오온五蘊의 뜻으로 사용한다. ‘손

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라는 말이 있는

데 손오공은 정신의 무궁무진한 능력, 즉 가만히 앉아

서 움직이지도 않고 과거·현재·미래·상하·사방 못 가

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생각의 능력을 상징한

다. 부처님 손바닥은 근본적인 깨달음, 즉 오온이 드

러나는 근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굴리

더라도 결국 깨달음의 이해와 오해로 인한 결과물이

고 단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한 찰나도 머물지 못하고 생멸하는 생각이 드

러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대상과 생각의 주체가 있어

야 하는데, 그 대상을 색온色蘊이라고 하고 주체를 사

온四蘊(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생각의 대상인 색온을 자세히 나누어보면 ‘색

성향미촉법’의 육진이고, 그것을 감각하는 수온은 ‘안

이비설신의’의 육근이고, 상온과 행온은 수온에서 식

온으로 움직여주는 능력이다. 이러니 ‘수手’는 진·근·

식의 삼계가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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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와 소인배

우리가 평소에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삶이라는 것

의 실체가 허공[空]에서 드러나서[來] 찰나도 머물지 못

하고 허공으로 사라지는[去] 것이며 이렇게 찰나에 오고

가며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오온[手]이었던 것이다. 그

런데 오온의 능력은 위대하게도 수많은 사연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여 고통의 삶속에서 허

우적거리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달아 

고통의 근본인 생사가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알고 유유

자적하게 삶의 모든 현상이 단지 즐기기만 하는 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

‘공수래공수거’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아

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텅 빈 허공에서 천둥번개가 치

고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허공

이 이내 모습을 드러낸다. 

허공에서 찰나에 드러낸 오온이 만든 작은 생각을 자기

로 삼아 소인배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온을 드러내

는 허공을 자기로 삼아 오온의 능력을 자기의 복덕으로 

누리는 대인배의 삶을 살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인 것

이다.

래來와 거去

이제 마지막으로來와去의 뜻을 보면 왔다 간다는 말인데 

드러났다 사라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생멸한다는 

말이다.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전체적으로 공空, 수手, 거去와 래來의 뜻을 해석해 보면 

‘텅 빈 삼계가 드러났다 사라진다’ 또 ‘텅 빈 곳에서 삼계

가 드러났다 텅 빈 곳으로 삼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

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단 한 찰나의 것도 남지 않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기를 반복하다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

하여 영원히 사라진다. 즉 ‘거래去來’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칠게 생각하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

날 때 한 번 생기고 죽을 때 한 번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 찰나든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든 태어날 때 

다시 말해 ‘래來’ 할 때 무엇이 오는가? 아침에 잠에서 깨

어날 때를 보면 대상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정신이 깨어

난다. 즉 온다는 것은 대상(육진)이 오는 동시에 대상을 

감각(육근)하는 정신이 깨어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즉시 ‘아침이구나, 일어나야겠구나’ 등 이런 생각(육식)

이 굴러 찰나에 기억이 된다. 이렇게 찰나에 인식된 기억

을 되돌아보며 나의 인생이 슬프다 기쁘다 성공했다 등

등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온다[來]는 것은 삶[三界]이 드러

난다는 말이다. 그러니 간다는 말은 당연히 삶이 사라진

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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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경

세상사를 비유하여 인간 내면의 이치를 꿰뚫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비유에서 배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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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방안에 앉아서 탄식하였다.

“밖의 한 사람은 덕행이 좋은 반면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경솔하게 일을 짓는다.”

이때 이 사람이 문밖을 지나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문득 화가 나서 즉시 

그 방으로 들어가 자기의 도리가 우매하며 악하다고 한 저 사람을 

붙잡고 손으로 때려 눕혔다. 

왜 때리느냐고 곁에 있던 사람이 묻자 그 사람이 대답였다. 

“내가 언제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한 적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나를 

‘화내기 좋아하고 일을 경솔하게 짓는 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가? 

이러하니 때리는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도 너는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히 행동한다는 증거를 즉시 

드러내고 있으면서 어찌 감추려 하는가?”

허물과 악함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따지며 미워함을 일으키면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 미혹하고 우매하다고 하며 괴상히 여기게 되는데 

비유하면 세간에서 술을 마시는 자가 술에 취해 거칠어져 여러 가지 

방일함을 짓다가 보는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며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 쓰면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히려 하듯,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듣게 될 것을 꺼리다가 남이 보고 

도리道理를 말하면 오히려 때려눕히고자 하는 것과 같다.

열세 번째 이야기.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유

번역 및 해설 · 이각스님

說人喜瞋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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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지나간 기억을 제외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기억은 지금의 

일체 현상을 느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억은 지금의 일체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야 쌓이고, 생각은 기억 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치 

먹어서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힘을 소비하기에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서로 공생공존共生共存하는 관계와 같다. 

‘사람이라는 생각(중생적 견해)’은 찰나에 사라진 현상으로 이루어진 허망한 

기억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인 양 착각함으로써 기억이 담겨있는 공한 정신 

능력을 마음이라는 것으로 믿게 만든다. 

또한 기억의 능력은 ‘본래 갖추어진 깨닫는 능력인 본각本覺 앞에 본성本性으로써 

업에 따라 깜빡이며 드러나게 되는 현실’이라는 찰나적 순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형광등의 깜빡임을 느낄 수 없듯 육신을 비롯한 일체의 

물질 또한 실감 나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현실을 단적으로 정의 짓는 말이 곧 ‘생멸법生滅法’이라는 단어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정지된 찰나를 잡을 수 없다. 만약 정지된 순간이 있다면 흐르는 물이 아니라 

정지와 흐름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의 정의는 끊어지는 

순간이 있는 생멸법과 끊어짐이 없는 흐름이라는 의미가 상충하게 된다. 즉 

진리가 서로 어긋난다는 말이니 이미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긋나는 면을 매우 신중히 참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것은 매 찰나 변화하고 그 변화를 일정기간 지속하다가 결국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하나에서 둘이 될 때 하나는 사라지고 둘에서 셋이 될 때는 둘이 

사라지면서 성숙한다. 열에서 아홉이 되면 열이 사라지고 아홉이 여덟이 되면 

아홉이 사라지면서 퇴화하는 변화가 지속되다가 인연이 다하면 아예 사라져 

버린다. 이러함을 엄밀하게 말하면 생기고 사라짐이 반복되기에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生할 때는 멸이 없고 멸滅할 때는 생이 없으니 찰나마다 

끊어지는 것이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체만유는 생멸법이고 생각도 역시 그와 같아 이 생각할 때는 저 생각이 

사라지고, 저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니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것은 생멸을 반복하는 생멸법이다. 이러한 생멸이란 한 가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상無常하다’,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함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이므로 항상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붙잡을 수 없이 변화하는 것이니 

모두가 허망하다고 볼 수 있기에 허무주의적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무상하다 해도 그 무상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저 무상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항상恒常하므로 변함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무상과 항상은 반대되는 의미를 갖지만 무상함이 지속되어 

항상하므로 ‘무상無常함의 항상恒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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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무상함은 다양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법칙이며 성장의 

기대와 쇠퇴의 안락(고통 또는 어리석음이 쇠퇴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이 영원하다면 죽음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면 그 반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과 탄생이라는 생사법生死法은 생멸법이지만 생멸법이 영원히 

지속되므로 곧 ‘무상법無常法이 상주常住하는 법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본각本覺의 앞에 본성本性으로써 업에 따라 깜빡이며 

드러나게 되는 현실이라는 찰나적 순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구절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본각이란 거울처럼 일체를 비추는 마음과 일체라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남으로써 

인식되는 여섯 가지 세계(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등)인 육식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적 정신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육식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육근과 세상이라고 하는 육진은 그 실체가 

모두 공하다. 물질이 공하니 물질을 느끼는 육근은 더욱 공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리도 공하지만 공한 소리를 듣는 귀는 더욱 조용한 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느껴지고, 세상을 느끼는 감각능력인 ‘오감五感과 

육감六感, 즉 정신의 감각인 육근六根에 따른 제이第二의 육근’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법칙에서 유래되는 것이겠는가.

꿈의 세계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문득 나타나기에 실질적인 물질은 없다. 

그런데도 실감 나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식정識精의 깨어남’에서 연유한다. 

쉽게 말하면 기억의 세계가 깨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무시이래로 

쌓여진 기억인 업業에 의하여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꿈과 같이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함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물질의 본질이 전자 또는 허공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억[業]이라 함은 곧 식정의 부활이다. 육식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육진이 현실로 드러나고, 텅-빈 육근이 눈·귀·코 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꿈이 꾸어지는 원리와 같이…

이제 육진과 육근과 육식의 관계를 관찰해보자.

세상이라고 이름하는 육진이 사라지면 감각이라는 육근은 소용所用이 없어진다. 

반대로 육근이라는 감각능력이 사라지면 세상이 있어도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다. 

이 둘이 없다면 인식능력인 육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색깔도 없고 눈도 없는데 

어찌 보이는 안식眼識이 일어나겠는가. 반대로 인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면상태와 같아 역시 세상과 눈, 귀 등의 감각기관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하므로 육식이 있어야만 육진과 육근도 있게 됨을 알 수 있고 이 셋은 

공생관계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즉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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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셋이 합해진 본체를 이름해서 본각本覺이라고 하니, 허공 속의 사대로 이루어진 육진과 

감각능력이라고 하는 육근과 인식세계인 육식의 본질이 바로 본각이며, 이 본각에 갖추어진 

능력이며 뼈대가 되는 것을 각각 이름 지으면 바로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라고 하는 

십팔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각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성本性인 육진을 말한다. 이것은 생멸법生滅

法으로써 찰나마다 이루어지고 드러났다 사라지기에 깜빡인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 

깜빡임은 찰나적인 끊어짐이 연속되는 것이니 사실 흐름으로 느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기억이라는 능력이 이 끊어짐을 이어주기 때문에 실감 나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세히 설명하면 찰나 찰나의 깜빡임이 기억능력에 의하여 잠시 잔상으로 남는데 그 잔상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깜빡이게 되면 마치 끊어짐 없이 흐르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팔계는 모두 비어있으며, 단지 깨닫는 원각·본각에 의하여 드러나는 꿈이고 

또한 찰나마다 끊어져 사라지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믿기도 하니 자기의 몸과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실체가 없는 허망한 세상을 진실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도 된다.

만약 일체의 현상을 깊이 투시함으로써 세상이나 육신, 그리고 삶이 꿈과 같음을 깨달아 

무겁고 힘든 의미를 무시한 채 가볍게 볼 수 있다면 심각하게 기억될 일이 없으므로 심각한 

마음이 존재할 수도 없게 되어 심각한 생각을 일으킬 일도 없게 된다. 이것이 심법心法을 

통찰하여 얻는 해탈解脫이다.

일체 모든 것을 꿈이라고 분별하면서도 육신의 건강에 집착하고 애증을 변함없이 

발생시키며 교만을 부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물질을 분별하여 

허망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의 육신이 실감 나게 느껴지는 법칙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끌어다 쓰는 것이 삶의 사연이고 실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기에 사실은 세상과 심신心身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라진 

해탈解脫과 열반락涅槃樂을 다른 곳에서 구하려 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혼돈에 빠진다. 

생각으로 분별해 볼 때에는 세상의 물질이 분명히 꿈이지만 자기와 인연이 깊은 육신이나 

혈육, 애정이나 원한은 극히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자기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없애려는 마음을 짓는 것인데, 그러는 사이 

자기는 계속 남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므로 스스로가 사라지게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을 쉴 수 없고, 생각이 쉬지 못하면 반드시 심신이 실감 나게 

느껴진다. 마치 발바닥의 상처로 인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스스로의 발에서 나오는 피가 

방바닥을 더럽히는 줄 모르고 계속 방바닥을 수고롭게 닦고 있는 상황과 같다. 분별로써 

도를 닦는 자들이 항상 짓는 어리석음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모든 것이 없다면 자기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환상을 보는 자는 

환상마저도 아닌 투명함이어야 한다. 그러함을 인식한 놈을 다시 본다 해도 그놈 역시 보는 

놈의 앞에 있는 것이므로 이미 환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자기는 투명함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이 없어져야 한다. 일체가 환상幻相이라면 스스로는 영원히 맑고 

투명해지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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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상이라고 깨달아 안[知] 지식을 돌아보고는 그 지식을 

환상으로 만들어놓고 버리지 못한 채 다시 그 지식知識을 자기로 

삼기에, 아직 나와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가 환상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인식시킬 

때만 필요한 말일 뿐, 환상임을 깨달았다면 환상이나 깨달아진 

지식을 자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깨달아진 지식은 

찰나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기억이 되고 어느덧 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을 낳는 깨달음 자체는 지식과는 달라 

사라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어리석어지지도 않는 청정한 

능력이므로 바로 이 깨닫는 능력 자체가 스스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변화하여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이 변화하여 일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물질이 공하다는 사실을 물질로부터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물질은 생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면서 물질이 공하다’고 하는 꼴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결과물은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위의 본문에서 ‘화를 잘 내는 자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 언제 화를 

냈느냐’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기에 고쳐질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이미 

자기가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여래의 이치를 잘 간파해서 일체가 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은 자’를 바로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무아無我를 벗어난 것이니 생사의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된다.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별하고 있는 스스로를 이미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분별하는 자를 먼저 사유하여 파破하고 

나아가 일체의 세계를 파함으로써 열반을 얻어야 함이 이치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남겨둔 채 만물을 사유思惟하여 자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힘들기에 스스로의 편안함을 

위하여 추구하는 행이니 당연히 스스로부터 파破해 감이 옳다. 

무명無明이 만든 강력한 결과물이 바로 ‘나[我]’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철저히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을 

소비해도 도道를 이룰 수는 없다. 이각스님(2010), 궁지 백유경,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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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

도각사 불교교리강좌는 우리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배우고, 스스로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대인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부처님의 지혜를 확인하세요.

일시 매월 두 번째 / 네 번째 토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오태지동길 185-15 도각사 법당

강사 월가스님 / 화현스님

문의 도각사 054-541-2057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도각사 불교교리강좌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도각사 불교교리강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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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는 것

우리는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것을 느낀다.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느낄 것 

투성이다. 혼자 있을 때는 기억을 더듬고, 다른 이를 만날 때는 그의 눈빛, 

손짓, 발짓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럿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 

서있는가를 시시각각 체크한다. 때로는 실수하지 않으려, 때로는 답답하여 

한숨을 쉬고, 날이 어두워지면 정리되지 않은 하루를 쳐다보며 기약없는 

내일을 약속한다. 순간 순간의 느낌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쉴새 없이 다른 

느낌으로 바뀔 뿐, 느끼는 일 자체는 끊임이 없다.

간혹 느낌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나와는 상관없이 우뚝 서있을 

것 같은 빌딩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들. 매일 

지나다니는 길들. 가까이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컨디션의 내 몸까지 말이다.

누가 느끼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루종일 느끼기만 하면서도 그것을 누가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느끼는 주체가 없다면 세상 

전체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느끼는 주체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지난 시간에 배운 육진을 느끼는 놈을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감각할 수 없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는 육진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육진이 느껴진다는 것은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각기관이 육진을 느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눈, 귀, 코, 혀, 몸, 뜻[眼耳鼻舌身意], 즉 육근六根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름하셨다.

투명인간
글 · 월가스님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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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은 떨림이 없다?

변화하는 육진을 느끼는 놈이 감각이다. 그놈에게는 변화함이 없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수명이 다 되어 깜박이는 형광등을 느끼는 것과 

같다. 어떤 원리로 내가 깜박임을 알 수 있겠는가? 한순간 한순간 깜박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함께 깜박이면 불가능하다. 나라고 하는 

감각에는 깜박임 자체가 없어야 깜박임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감각이 변화하는 것이라면 변화를 느낄 수 없다. 변화를 비추기만 하는 

것이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병에 걸렸다면 다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지만, 정상적인 귀는 적막이기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조용한 감각의 능력이지만, 알려주는 스승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다.

투명인간

색깔을 느끼는 눈을 잘 바라보자. 쳐다보는 눈 자체에 무슨 

색이 있는지 말이다. 소리를 듣는 귀가 시끄러워서야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내 귀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원래 조용한 것이 내 귀였음을 알 수 있다. 색깔과 

소리가 모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감각 

자체는 없는 것이어야 느끼는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감각은 비추는 

작용만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는 감각은 

색이 없고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투명인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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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으로 살아보자.

예전에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삿말로 ‘나 보여?’라고 해보는 것이다. 

투명한 감각이 진정한 나임을 알고 공부하는 도반끼리 만날 때마다 장난처럼, 하지만 가슴깊이 

되새겨보는 거다. 이러함을 모르는 이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수시로 말이다. 

‘안 보이는 놈이 이렇게 얘기도 하네. 안 보이는 저 사람은 화도 내네?’ 단언컨대 대화 속에 담겨진 

심각함 속으로 절대 빨려 들어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깨끗한 기억으로 쌓이고 있다. 말 그대로 투명인간의 기억인 것이다. 이 기억은 어떠한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저 서로가 투명한 존재이기에 투명한 의미를 주고 받을 뿐이지만 그 의미 역시 투명한 존재가 

지어낸 것이기에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치 지난밤 꿈속의 내용을 깨고나서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어떠한 심각함도 있을 수 없다.

감각은 꽉 차 있다.

보이지 않는 감각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을까? 투명하면서도 온 우주를 느끼니 끝이 없다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색깔이 눈에 보인다면 보이는 그곳까지 내 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눈이 없다면 색깔을 본다는 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든 곳까지 여러분의 

눈이며, 들리는 모든 곳까지 여러분의 귀인 것이다. 여러분의 감각으로 온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오직 나만의 세상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거 알아, 이미 내 속에 네가 있어!”

어느 유행가 가사의 내용이다. 레이더에 감지되는 물체는 무조건 레이더 망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은 이미 느끼는 놈 안에 들어와 있다. 느끼는 놈은 온 우주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니 사방에 꽉 차있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너라는 세계는 나라는 감각 속에 있어야 느껴지게 

된다. 내 감각의 넓이는 얼만큼인가? 보이지도 않는 투명한 존재의 크기를 느껴보라. 이 세상을 

모두 담고도 모자람이 없다.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감동하고 감동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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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화현스님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 ②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반 아이들 모두 종이를 한 

장씩 받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지 학교 

생활은 즐거운지, 친구는 많이 사귀었는지, 취미생활은 무엇이고, 

특별히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소개’와 ‘장래희망’을 묻는 항목이 가장 적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때에 무엇을 하고 싶냐던 그 

문제는 저에게 산수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직업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병원놀이를 할 때 

체험했었던 ‘간호사’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매번 그런 설문지를 받았고,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나도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생님’

이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매 해 장래희망을 적다보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새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성적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어느 학교로 발령받아야 근무환경과 복지가 좋은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장래희망’이란 말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저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지요. 

이렇게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걱정 

없이 살고 싶어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지만 꿈이라는 것이,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많은 

수익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큰 병이 

찾아왔다면 1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일 것입니다. 병으로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할 큰 사업이라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요. 

애석하게도 삶의 모든 계획과 일은 ‘살아있다’

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
슬
아
슬, 

삶
의 

줄
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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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 부지런히도 죽음을 피해왔습니다. 육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먹을 

것을 넣어주었고, 숨이 고르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썼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깨끗이 씻어주고 잠자리의 온도를 알맞게 맞춰주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골목의 차를 피하기 위해 눈치보며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눈을 똑바로 뜨고 중심을 잡아야 했으며 

빙판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온 몸에 힘을 주며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육신을 잘 유지해왔더라도 다가오는 일을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늦게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을 것이고, 일찍 일어나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의 싸움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 높은 확률을 뚫고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 편안히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깜짝병’에 걸렸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스레 

인정하고 있기에 조금만 위협을 당하면 ‘죽을까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벌레가 팔 위를 기어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는가 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내 심장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생의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아니 태연한 척 하며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더 많은 재산을 향해 더 멋진 

육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든 부르면 죽어야 하는 사형수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요.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완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성 바깥에서 목격하시고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태자였을 때 아버지인 정반왕은 아름답고 귀한 

것만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갓 태어난 싯다르타 태자를 보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이 된다면 성군이 될 것이고, 출가하여 수행승이 된다면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보면 출가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왕은 젊고 예쁜 여인들에게만 시중을 들게 하고, 항상 활짝 핀 꽃들로 

방을 꾸미게 하며 맛있다는 음식들만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사스런 생활만 

하던 왕자는 청년이 되었고, 드디어 성 밖을 나가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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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문을 나가게 된 태자를 위해 거리의 온갖 더러운 것은 치우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나 걸어오는 한 사람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희고 눈은 어둡고 

등은 활처럼 굽어 지팡이에 몸을 맡긴 채 손발을 떨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처음 본 태자는 왜 저런 형상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신하는 늙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상심하여 성으로 

돌아옵니다. 남쪽 문에서는 병이 들어 몸이 시들고 부푼 배를 허덕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서쪽 문에서는 육신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정신이 떠나 축 늘어져 

있는 죽은 사람을 잇따라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 문을 나간 이후 

젊은이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 백발을 떠올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 병자를 

연상하며 어린 아이를 보면 죽은 자를 생각하니 어떤 색이나 소리도 왕자의 귀와 

눈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북쪽 문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허름한 옷을 두르고 머리를 깎은 채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지 묻자 신하는 출가 사문이라고 하며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토록 고민하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기쁨에 그날은 성으로 일찍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태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아름다운 부인과 한 아들을 뒤로한 채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언제나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잘 안다는 반증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해결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만족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 만족하고, 우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음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 나 또한 따라서 

그냥 그렇게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유추해본다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도 감각할 수 있고, 

음식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으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믿음을 내어 

행동한 후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감각하고 분별하여 믿음을 내고 기억시키는 

기능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도, 개에게도,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하루살이들도 생각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은 무조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절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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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모르는 씨앗을 심었을 때 ‘팥’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그 씨앗에는 팥의 기억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사람 

수준의 기억을 쌓았기 때문이고, 고양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고양이 수준의 기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맺고 다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이 법칙에 어떤 기억을 

쌓느냐가 곧 다음 내가 걷게 될 길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두려움의 기억이 많은 씨앗은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가는 

쥐의 열매를, 그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기억이 많은 

씨앗은 단 한 번도 쉴 수 없이 일하다가 가는 일벌의 

열매를, 분노의 기억이 많은 씨앗은 항상 괴로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과연 나는 어떤 씨앗을 만들었기에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다시 사람으로 

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으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생을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손등 위에서 열심히 피를 빨다 곧 최후를 

맞이하게 될 모기로 날지도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남들보다 얼굴이 

준수하지 않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지능이 높지 

않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부강한 국가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불만이 기억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불만의 기억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불경에는 일생보처一生補處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이 

곧 다음 생을 보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면 불경 속에서 빈틈 없이 완벽한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스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음 생을 멋지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미국 드라마 <루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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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외로운 곳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똑같은 깨달음의 법칙 위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위대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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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귀의하옵고

푸르름이 더해 가는 요즘, 그 푸른 산속에서 새하얀 아카시아의 꽃이 피면서 그 

향기가 더욱 싱그럽게 해주는 듯합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도각사의 큰스님을 비롯하여 대중스님 모든 분들의 강녕하심을 

여쭈어보며 저의 글을 올립니다.

한낮의 기온이야 봄을 넘어 여름을 향하고는 있으나 아침 저녁으로의 기온은 아직 

싸늘하기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궁스님, 부처님의 법을 함께 배우며 수행하는 

우리들을 불가에서는 ‘도반’이라고 하지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렇듯 이름 

하나, 명칭 하나에도 연꽃 마냥 아름다운 인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자들의 머슴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순간의 쾌락에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년 전 배운대로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 정신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주신 이각큰스님의 가르침에 많은 감명을 받게 되면서 제 자신은 

스스로 위대하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많은 의구심도 가졌지요. 요즘처럼 도道판에서도 

돈에 미친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올바른 선지식과 인연은 닿지 않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막연한 생각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큰스님의 위대하신 법문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일은 마음 하나에 달라진다는 것을 지천명이 넘어선 나이에 깨닫게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큰 행복을 느끼면서 수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다려집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시간이…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의 행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에 

설렙니다. 아무쪼록 다음 달에 뵙는 그날까지 늘 강녕하시옵고 기억한대로 견해를 

내는 부처님의 법칙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두서 없는 오늘의 글은 이만 줄입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청송에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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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각사 큰스님과 대중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삼배드립니다. 

정든 청송을 떠나 포항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정리를 한 후 함께 생활하는 

여섯 명의 새로운 인연들과 통성명을 하고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일과를 마치고서는 정신 없이 잠이 들어버려 아침에서야 우리 스님들께 

맑은 정신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워낙 청송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이번 이감각주1이 아쉬움도 크고 

슬픔도 컸습니다.(슬픈 것은 저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걱정이 약간은 있었으나 더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들 보고 싶습니다.

인자하신 미소의 소유자들이신 도각사 핵 멋진 스님들, 저도 많이 공부하면 

그런 멋진 미소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함께 오시는 보살님들 미소 

또한 닮은 거 아십니까? 전염성이 있는 미소들인가 하고 찰나 

생각해봅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더 일찍 출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른 

나가서 우리 스님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지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도각사 거사님들과 

보살님들께도 안부 넉넉하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른 나가 두손 두발 

보태드릴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전해주십시오~

도각사 식구들 모두 오는 봄을 맘껏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합장.

각주1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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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새 삶을 찾아가는 교도소의 수형자분들께 <계간 지심>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배우고 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담당자에게 기증 신청을 해주시면 익명으로 <계간 지심>을 1년간 전해드립니다. 

또 <지심>을 받아 보고 싶은 수형자 분께서는 서신으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1-0202-8918-11 사회봉사단 지심회

후원 문의 및 연말정산 기부금내역서 신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사단법인보리수 대표전화 054-541-2057

* 본 작품은 수형자가 사단법인 보리수에 기증하신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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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억울함’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드러내기 부끄러워 숨기거

나 말해도 해결나지 않을 이야기라고 치부하여 혼자 답답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간 지심>에

서는 지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대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에게 문

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글로 제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인터뷰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세요. 

·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054-541-2057  

· 제보 이메일 hayosee@gmail.com(계간 지심 편집부)

지심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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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께선 작년 여름부터 눈이 침침하여 인천시에 있

는 한 안과에 방문하셨고, 노인성 백내장이라는 진단 후 수

술을 권장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

게 됐지만 먼 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 수술한 의사에게 말하

자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고 하고 나중에도 그대로이면 라

식수술로 해결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수술하고 나면 뒤에 발생하는 얇은 막을 제거하는 

레이저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수

술 중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심한 이물감 등 불편을 느껴 

원장에게 말을 하니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

니다. 그때부터 불편했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되어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병원

에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사정하니 다른 원장님에게 검사를 받

게 해주셨다더군요. 근데 그 다른 원장님이 왼쪽 눈 망막에 

구멍이 생겼다며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고 그 수술도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 후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 저희 아버지는 일도 못 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병원에 계

속 문의를 하자 그 병원은 레이저 용량이 적어 치료가 안 된

다며 소견서를 써주며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종합병원 안과를 찾아갔는데 더 충격적인 검

사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쪽 망막에 모두 열공이 생겼다

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술해야 한다기에 엄청난 고통을 참으

며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 상태는 계속 그대로였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지인을 통해 망막전문의를 소개를 받아

서 망막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중에 계시나 일은커녕 일상

생활까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찾아간 안과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수술 후 망

막에 열공이 생겨 대수술을 받았는데도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계속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는 주변에 아는 분이 노안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극구 말리고 

싶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자기 본래의 것이 제일 낫

다는 것을 이번 일로 절실하게 느끼셨다 하십니다. 아버지

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처음에 찾아간 안과를 고발

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못하면

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무척 힘들

어하십니다. 저는 우선 너무 답답한 심정에 한 분이라도 알

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같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버지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연은 안과 의료사고 피해자로 수술 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을 소송 중에 있는 K씨의 글입니다. 

어두워진 아버지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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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눈 ②

? 
원근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문을 듣던 중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100m 앞에 자동차가 보일 경우 

그 자동차는 어느 곳도 아닌 저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정신작용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정신으로 

보이는 마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보인다는 정신 작용으로 

나타난 5m 떨어진 책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멀고 가깝게 보인다는 

것은 정신 작용일 뿐인데 왜 하나는 

만져진다는 육식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생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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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도 원근감은 있다. 꿈에서도 잘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 잘 보이게 되는 것이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다. 궁금증은 시작에만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마음의 작용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세상이나 삶이라는 것이 

꿈이라고 확정 짓는 고등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번뇌나 마음의 고통,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꿈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이것은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잊고 꿈이 실제라고 생각하기에 생기는 의문이다. 이것은 꿈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다시 사라진 것이다. 

돈오를 했어도 점수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 손바닥에 퍼 올린 

물처럼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곧 해결할 수 없는 번뇌 속으로 

들어가 답답해한다. 그러니 ‘꿈이 이렇구나!’, ‘꿈에는 원근법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꿈이라는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번뇌를 하지 않는 것이며 올바르게 점수하는 것이다.

지도 · 이각스님

!
올바른 점수

漸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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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은 양쪽이 마주하는 힘에 의하여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육진이 없다면 육근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육근이 없다면 육진이 

있다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 허공이란 분명히 마음에 의해서만 느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도 그렇다. 그리고 허공에는 이미 

사대가 녹아 있다. 그리고 사대를 마주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온이므로 사온도 녹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온과 사대가 어느 허공에든 녹아 있기에 

아무 곳에서나 돋보기를 들면 불이 나오고, 밤에 

구슬을 들면 이슬이 맺혀 물을 드러내며, 바람과 

먼지도 어디서나 드러난다. 즉 어느 곳이나 지, 수, 

화, 풍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허공 가운데 어느 

지점을 떼어내든지 항상 사대는 있다는 말이지만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의 넓이와 같은 것이 마음이므로 어디든 생각할 

수 있다. 별도 천둥도 바람도 빛도 어둠도…

그렇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대의 

화합이고 허공의 화합이니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허공도 사대를 함유하고 있으니 만져져야 

하는데, 왜 어떤 사대는 만져지고 어떤 사대는 

만져지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업의 능력이다. 

업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꿈은 자기만 보는 것이다. 

현실도 사실은 자기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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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남에게 보여줄 수 없듯 현실을 보는 느낌도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빨간색이라고 

약속을 해놓았기에 모두 빨간색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눈에 비치는 색은 모두 

각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대 실제로 보이는 자기의 감각을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선천성 장님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밝음을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일체중생이 세상을 보는 것도 각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프다는 것이나 딱딱하다는 

것도 모두 한 가지 말로 표현을 할지언정 그 실제적 감각은 모두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나 있다[有]거나 없다[無]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업業이 같다. 이것을 동업同

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것을 별업別業이라고 한다. 그리고 있음과 

없음의 가장 큰 척도는 촉각이다. 즉 만져지는 것이다. 허공에는 어디든지 이미 촉각이 

들어 있다. 그러나 업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이 남염부제라고 하는 지구촌은 촉각이 

같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이 모두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천상 사람이 여기에 온다면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오직 색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나 그 색도 이곳 중생과는 다른 색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업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원근법이 있게 

된다. 즉 어느 곳이나 있는 사대가 업에 따라 만져지기도 하고 만져지지 않기도 하듯, 

여기에 있는 사대는 만져지기도 하고 저기 있는 사대는 만져지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동업끼리는 같이 느끼기에 더욱 실감 나게 물질과 허공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허공이 감각의 자체인데 작아진 허공인 몸을 자기로 삼았으니 허공 속에 

있는 것을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거리를 느끼게 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많은 사념이 사라지고, 사념이 사라지면 저절로 세밀하게 

보게 될 것이며, 소승이 설하는 것도 깊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거칠고 

생각이 복잡하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궁금증보다는 꿈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맑히는, 즉 사념을 줄이는 수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각스님(2011), 불멸2,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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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요리 미행味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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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 오이무침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한 맛이 특

징인 식재료입니다. 수분과 칼륨이 많기 때문에 갈증 해

소를 돕고,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비타민 C가 함

유 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장과 

위를 좋게 하여 부종에 특히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

다. 상큼한 초장과 시원한 오이, 그리고 양파의 단맛까지 

어우러진 <초장 오이무침>으로 여름 밥상을 빛내보세요.

청량감 가득, 아삭한

* 방등스님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대중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시는 원주 소임을 맡아오셨습니다. 

미행의 모든 사진은 방등스님께서 직접 조리하시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요리 및 글 · 방등스님

사진 · 성아스님

도자식기 협찬 · 공방 따뜻한 그릇 & 승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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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이, 양파,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오이는 꼭지가 싱싱하고 모양이 일정하며 만져 

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추장 2Ts, 흑미식초 2Ts, 사과청 1Ts, 설탕 1Ts, 깨소금 1Ts, 참기름 1Ts을 넣고 충분히 

섞어줍니다. 설탕은 흑미식초와 사과청에 미리 넣어 결정이 없어질 때까지 잘 녹여주세요.

3. 4. 5. 6. 오이는 반을 갈라 얇게 썰고, 양파와 토마토는 반달 모양으로 고르게 썰어주세요.

오이 2개, 양파 1개, 토마토 1개, 고춧가루 2Ts

(초고추장 재료) 고추장 2Ts, 흑미식초 2Ts, 사과청 1Ts, 설탕 1Ts, 깨소금 1Ts, 참기름 1Ts

 재료 

Tip1. 오이의 꼭지 부분은 쓴맛이 강하고, 농약이 끝부분에 몰려있을 수 있으므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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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오이와 양파만 볼에 담아 고춧가루 2Ts을 넣고 1분간 버무려 놓습니다.

10. 만들어 놓은 초장을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11.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른 후 다시 섞어줍니다.

12. 썰어놓은 토마토를 올려 오이무침과 함께 먹으면 상큼함이 두 배가 됩니다.

간단한 초장 오이무침 완성!

7 8

10

11

9

12

Tip2.  오이무침을 오래 보관하여 오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다면 국수를 삶아 비벼 드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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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스타데이지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초본 식

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6월~7월에 피는 여름 

꽃입니다. 여름에 피어서 ‘여름구절초’라고도 

하고 ‘샤스타국화’라고도 부른답니다. 1890

년대 미국의 원예가이자 식물학자인 루서 버

뱅크(Luther Burbank)가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해서 만든 꽃이라고 합

니다. 샤스타는 만년설로 항상 눈이 쌓여있는 

미국 켈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샤스타 

봉우리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인디언 언어로 흰

색을 뜻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수술과 흰색 꽃

잎이 조화를 이룬 샤스타데이지는 키우기 쉽

고 꽃 색이 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용

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각사 토

굴 위에도 작년 봄에 씨앗을 파종했는데 그해

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꽃인지 상상이 되지 않았

는데 한해를 보내고 2년째 되는 올해 6월초가 

되어서는 차를 만들만큼 아주 많은 꽃을 피우

고 있습니다. 꽃향기가 좋아서 벌들도 화분을 

따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통차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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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스타데이지차
식물성 의약품

제조 및 글 / 사진 · 성아스님

135 S U M M E R  ·  2 0 1 8



 

1. 2. 청정지역에서 오전에 꽃을 채취합니다.(핀지 오래된 꽃은 따지 않습니다.)

3. 4. 식초와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 10분정도 담가놓습니다. (꽃이 위로 뜨지 않게 소쿠리를 얹어놓습니다.)

5. 6.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뺍니다.

* 데이지의 효능 

데이지는 식물성 의약품(phytomedicine)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체에 효능이 우수하며  전통적으로 약용 식물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장 질환, 기관지 질환, 초기감기, 변비에 쓰이며 해독과 수렴, 미백효과가 뛰어납니다. 

꽃은 강장제나 근육경련을 막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잎으로 만든 연고는 외상이나 타박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고 합니다. 

샤스타데이지꽃, 식초와 소금 약간 재료 

1 2

5

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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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찜통에 1분 30초정도 찌고 식힙니다.(2회 반복)

9.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거나 건조기 온도 60도에서 말립니다. 

10. 습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전기팬 가장 낮은 온도에서 재우기를 하면 완성됩니다.

11. 향기로운 샤스타데이지차 완성!

* 샤스타데이지차 
마시는 방법 

7 8

11

9

10

뿌리는 폐결핵으로 인한 발한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물에서 추출한 액은 결막염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꽃, 잎, 줄기, 뿌리 모두 식용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새순은 차, 샐러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0밀리리터 다관에 꽃송이 4~5개를 넣고 팔팔 끓는 물을 부은 다음 30초 정도 

우려내고 마십니다. 두 번째 우릴 때는 처음보다 짧게, 세 번째는 처음보다 길게 

우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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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차분히 따라 그리고 색칠도 해보세요. 붓펜을 사용하면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탱화공양을 올리는 분들은 같은 그림을 1000장씩 그리며 수련을 한답니다. 

본 <관세음보살> 초안은 불교카페 혜안으로 도각사와 인연되신 금륜님과 보륜님께서 불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사회봉사단 지심회 11년 차 회원이며, 중요 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로서 

현재 김해 경운사에서 탱화공양을 올리고 계십니다. 

불화 그리기

금륜 불화원 보륜寶輪배수정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문화재 수리기능자 화공 006350호

중요 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1회 수상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3회 수상

제2회 일섭문도전 우수 작품상

금륜 불화원 금륜金輪오기웅

동국대학교 경주 불교미술학과 졸업

문화재 수리기술자 단청 713호

중요 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대구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전수장학생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5회 수상

제1회 일섭문도전 우수 작품상

2013년 통도사극락호국선원 

 <옛 기와에 전통을 담다>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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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사해서 벽이나 비단, 베 위에 그리면 중생들이 환희하여 복을 얻는다.   『賢劫經』 제1 경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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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주지 향수스님

사회봉사단 지심회 대표 보만스님

사단법인 보리수 교무 월가스님

3개월은 번개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월간 지심을 작업할 때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

면 한 생도 번개같이 가는 거겠죠? 누구든지 게으르지 말고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근념하

셨습니다.

읽는 이보다 만드는 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 기억이야말로 제가 

이번 생에 챙길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일 겁니다. 이것으로 서른한 번째 재산축적을 하고 있는 출가자가 

되었습니다.

계간 지심을 만든 스님들을 소개합니다

비오는날 와이퍼로 차 창문을 닦으면 앞을 볼 수 있어 목적지 까지 갈수 있습니다. 단 한번 와이퍼로 닦

아서 목적지에 갈수는 없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경희보리수한의원장 불몽스님

생멸하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중생의 근본병인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참된 의사가 되고자 불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도서출판 지혜의눈 편집장 화현스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원주 방등스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재무 성아스님

얼마 전 부처를 자칭하며 우매한 중생들을 현혹하여 사기 치는 스님들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대중스님들

과 한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속았음을 알게 된 자들은 절 앞에 모여 절규하며 시위를 하고 아직도 속

고 있는 자들은 자기 몸속에 들어있다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계속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속이

는 자도 문제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각사 스님들의 명확한 이치와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들어내는 계간지심을 접하는 불자님들만큼은 현명한 판단으로 정법과 사법을 명확

하게 가려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호 만드시느라 대중스님들 근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학자들이나 스님들의 저서를 보면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

니다. 그저 스스로의 지식을 나열해놓고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오랜 세월 답습해온 뜬금없는 배열식 지식 논리가 아닌 이치로써 풀

어낸 진실한 책이 또 한 권 발간됨을 축하드립니다.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아니 흉내 낼 수도 없는 고귀한 내용의 이 책이 정말 

모든 불자님의 가슴에 깨달음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3개월 동안 근념하신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합장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일궁스님

3개월의 시간 동안 잡지를 완성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내 정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은 유행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글의 생명력 또한 그와 같다

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계간 지심>이 스스로를 밝히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귀한 글을 써주신 모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합장.

마음속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체와 대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 힘든 일 또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생사고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불자님들에게 <지심>은 편안한 쉴 곳이 되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