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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보다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세계.

사단법인 보리수의 염원입니다.





물심으로 힘든 생활과 삶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해진 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중생

들에게 도리어 귀신과 조상신을 팔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석

가모니는 무아無我, 무인無人, 무중생無衆生, 무수자無壽者*를 설명하시고 믿음에 이르도록 이

끄시는 불경佛經을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들어 일체의 제사나 기도를 행하지 않으며 

묵묵히 석가세존의 가리킴과 진리를 전하는 젊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은 제사와 기도, 

그리고 정부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 명목의 지원과 사후세계에 복을 빌미로 하여 거두어

들이는 불사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교의 도리에 어긋나는 “납골당”까지 운영하여 불

교의 교리 자체를 훼손하고 개인의 안위와 부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젊은 스님들은 그 모든 돈벌이를 외면한 채 단지 불경의 요체를 전하는 일에만 몰두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수행과 그 결과를 전파하여 중생들을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애

쓰며 그 속에서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인성교육을 실행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어디에서 의식주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

게도 외부에서 다가와 수행하는 승려들이 주체가 되어 도움을 주는 덕에 간신히 지속되고 있습니

다. 불법을 전함에 있어 돈을 받고 불법을 팔아먹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이 일이 전 세계에 

만연된 기복 불교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믿기에 뜻있는 불자들과 지식인들의 십시일반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소승의 과거는 거지와 다름없었지만 그렇게는 물질만을 향하고 있는 세상에 부처님의 참뜻을 조

금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뜻만큼은 꺾이지 않기를 바라고 이들로 

인해 세상에 참다운 불도가 전해짐으로써 불교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 적어도 “전세계

인의 정신적 스승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드리는 

바입니다. 밝은 등불이 꺼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빛과 향기를 알아볼 

줄 아는 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많은 분들의 뜻이 이곳으로 

모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각.

*  나와 사람과 중생과 목숨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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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방등스님께서 쓰신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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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방등스님

응시하는 찰나는 지금이지만, 

지금을 잡을 수 없으니 응시함도 있을 수 없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정지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보이고 이 세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기심其心에 의한 것이다. 

기其란 지나간 사연을 말하는 것이고 

심心이란 그 사연이 모인 주머니를 말한다. 

사연이 모두 모인 자리를 마음이라고 하니

사연을 빼면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나의 역사를 모두 빼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남겠는가. 

즐겁고 분노했던 그 기억을 모두 없애버리면 

나는 행복해하는 놈인가, 화내는 놈인가. 

기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 

그 기억(기심)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있고 없고, 옳고 그르고, 

중요하거나 허망하다고 바라보는 것을 상응相應이라 한다.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마음이다. 

그런 기억의 덩어리인 마음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곧 상응하는 바이다. 

머물 수 없지만 상응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허망한 마음의 투영인 것이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기억을 빼고 나서 세상 찰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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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와 이갈이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행복해 할지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글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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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 행자 시절 때의 일입니다. 절에 오신 할머니 한 분께서 부처님오신날 준비

로 낑낑대며 짐을 나르던 제 팔을 붙잡습니다. 굽은 허리를 보면 연세가 90은 족히 되 

보이시는데 정정하게 지팡이도 없이 걸어서 자주 절에 오시던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앙상한 손으로 저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제 귀에 속삭입

니다. 

“혹시… 누룽지 있어?”

왠 누룽지? 아무리 절이라고 해도 옛날처럼 장작으로 불 때서 가마솥에 밥하는 곳은 

이제 찾기 힘듭니다. 드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밥을 싸드리겠다고 했더니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꼭 누룽지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것도 딱딱하게 눌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기나 가스로 밥을 지으니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은 

눌은 밥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가려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 팔을 꼭 

붙잡고 놓질 않으십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있으면 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향해 계속 속삭이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

요해서 없다는데 자꾸 부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탁이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사람

들의 눈치를 보는지… 없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데 제 팔

을 놓아줄 생각은 없으신가 봅니다. 결국 공양실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서 누룽지

를 조금 만들어서 할머니께 쥐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정리하고 늦은 저녁공양을 하면서 문득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할머니

에겐 함께 살고 있는 나이 어린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밤에 잠을 자면서 이를 

그렇게 심하게 간다는 겁니다. 같이 자는 사람이 듣기에도 힘들지만 할머니 표현에 의

하면 ‘이빨을 다 갈아 없애려고 그런다’고 할 정도라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실

제로 치아가 많이 망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몇 년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밤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아대니 할머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잠

들어서 하는 짓을 말로 잘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손자가 자기 치

아를 스스로 소중히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니니 무척이나 답답하셨나 봅니다. 

누룽지와 이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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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베개 를 

높은 걸로 바꾸고, 자는 방향 을 

바꾸기도 하고, 부적을 얻어다

가 베게 밑에 두기고 하고, 마지

막엔 이를 갈 때마다 할머니가 

뺨을 때렸는데도 그 녀석은 이 갈

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어디선가 이

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에서 만든 누룽지를 씹으면 이를 

갈지 않는다더라.”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또 그 할머니

를 멀리서 뵈었습니다. 갑자기 누룽지 생각이 나서 공양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손자, 누룽지 먹고 이제 이빨 안 간대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도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둬서 그 녀석을 

데리고 간지 몇 달 됐고, 밤에 이빨 가는 것을 멈췄다고 할머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고마워하면서도 절에서 만든 누룽지를 먹으면 이빨을 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찌나 쩌렁쩌렁한 목

소리로 말씀하시는지, 주위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며 미리미리 밥을 눌려두라고 하셨답니다. 

직장을 다니느라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와 지내는 동안 아이는 굉장히 불안했나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 가는 버릇도 생겼겠지만, 자다가 때때로 할머니에게 따귀를 번쩍번쩍 얻어맞기도 

하니 이건 뭐 수감생활도 아니고 유배도 아니고 매일매일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을 겁니다. 아이의 심

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가는 습관이 생겼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그 원인을 찾지 못

했나 봅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이를 가는 못된 습관의 처방은 누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씁쓸하게 웃으면서 공양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대

화가 다시 한 번 제 머리를 때립니다.

“누룽지가 정말 효과가 있긴 있나봐…”

17 W I N T E R  ·  2 0 1 9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

드시 그 결과를 만들게 된 원인이 있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아 결과를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방법

은 결과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결국 스스로 바랐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과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하늘을 날거나 빠르게 달리거

나 멀리 있는 냄새를 감지하는 등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을만큼의 대단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

고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 별 능력도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인의 영역을 

알고 자기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자고 있는 강아지에게 공을 던지면 강아지는 깜짝 놀라서 떨어져 구르는 공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공을 던졌다면 어떨까요? ‘저게 뭐지?’하고는 

다음 순간 ‘누가 던진거야?’하고 주위를 둘러볼 것입니다. 그것은 떨어진 공이라는 결과를 보

고 어디서 온 결과인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동물들에게 부족한 인과의 사고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원인을 찾아내는 힘이 강해지지만, 대부분의 동

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란 천적이 나타나면 아직 새끼들이 죽지 않았는데도 그 결과를 미리 

깨달아, 어미가 사력을 다해 천적과 싸우거나 도망가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동물들의 인과법因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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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법의 힘

우리들은 인과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과가 가장 무섭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마구 사

용했지만, 인과법을 알고 난 뒤에는 그 결과가 두려워 걸음 하나도, 말 한마디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다.”

내가 하고 있는 언행과 생각들 역시 인과법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

과를 수반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엉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인의 모습과 결과의 모습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행막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기분 내키는대로 행동하지만, 후에 고통이 찾

아왔을 때 역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거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는 원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한 칭찬 한 마디가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 가졌던 미움

의 감정 하나가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행

복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육신의 병이나 재난, 가난, 외로움, 주위의 비난, 오해 등 수없는 아

픔의 결과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도 인과법을 모른다면 눈이 있음

에도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

지고 다치면서도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지 알지 못하니 영원히 그 고통의 윤회가 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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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잘못된 인과법

누가 보더라도 1번 불입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담너머에 연기가 나면 

담 아래에 불이 있다는 걸 꼭 담을 넘어가봐야 알겠느냐고 스승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답은 이미 

명확한데도 이상하게 다른 보기도 고르고 싶지는 않나요? 왠지 다른 보기들을 오답이라고 무시

하기엔 마음에 뭔지 모를 불안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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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3번과 5번을 고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룽지의 새로운 효능에 놀라는 분들처럼 말입

니다. 수능일에 학교 대문에 많이들 붙이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학합격이라는 결과의 원

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옳지 않은 다

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행위’라고 말하죠. 아마도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에 대한 

결과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답을 고른 분들을 다들 비웃고 계신 우등생들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으로 내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시고 싶으신가요. 혹시라도 ‘돈’이라고 적은 분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쌍꺼풀이

나 이성이라고 적지는 않으셨나요. 아파트나 자동차라고 적거나 맛있는 음식, 또는 벼슬이라

고 적지는 않았나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법의 수준이 동물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과의 법칙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유위법의 인과도 설명하지만, 어떤 결과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나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더 깊게는 모든 결과는 현상이기 때

문에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자리는 움직임이 없다하여 원인의 자리를 무념으로 가르

쳐주기도 합니다.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

었던 것은 우리가 인과법을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지, 설사 안다해도 얼마나 무시하고 살

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비겁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반성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모르고 어찌 행복한 결과를 바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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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의 가르침을 수행한다는 것은 나와 세상과 생각에 대한 모든 것을 깨

닫는 과정입니다. 그 세 가지의 관계를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하여 그 좋아

하던 고기반찬을 두부반찬으로 바꾸거나, 다니던 직장 상사의 얼굴에 사직

서를 던지고 가난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힘들고 불행한 삶의 연

속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뿐입니다. 무엇이 행복이라는 결과의 원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분석하지만, 지금 그 대상들을 

느끼고 깨닫는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어

디를 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은 많지만,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가르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앞으로 가

는 것만을 연습한다면 곧 다가올 고장과 사고의 악재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는 수행은 출가자만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인과법이라는 우주의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행복해 할지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국내외로 복잡하게 얽힌 국정과 

위태로운 나라살림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를 알지 못한 채로 오

늘날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라도와 경상도로, 미국과 중국으로, 대통령

과 국회의원들로, 가까이로는 부모와 형제에게로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남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스스로

의 위대함을 재발견한다면 남을 원망할 일도 없겠지만, 원망해야 할 이를 

선출하여 앞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내 수준의 인과법을 통해 

내가 만들어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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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도각사에서 바로 보이는 큰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심공양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데 하얗고 거대한 연기가 산 너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농사짓

는 사람들이 논이나 밭둑을 태우는가 싶어 5분 정도를 바라보다가 점점 더 연기가 커지는 것 

같아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디어디에 불인 난 것 같습니다. 연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

다.’라고 말하자 신고를 접수하신 남자분께서 친절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불이 보이시나요?”

잠깐이지만 망설였습니다. 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의 눈으로는 불이 보이니 말

입니다. 연기를 보면 불이 있음을 알게 되는 정신의 능력으로는 저는 분명히 불을 보고 있었

습니다. 물론 눈에 불꽃이 보이느냐는 질문이었겠지만, 인과법을 알고 있는 위대한 정신의 

눈으로는 다른 대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공무

원들이,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이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을 보인다

고 대답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법을 무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본래의 나라고 말하는 양심의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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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만나러 갑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청송교도소에서 열리는 

이각큰스님의 『금강경』 법회 내용 일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금강경』 역해 부분은 정혜불경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각큰스님 법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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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서 시

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뻥 소리와 함께 불길이 커졌고, 단

순한 불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빨리 뛰어나오

라며 소리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옆 건물로 옮겨 붙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약속이 있다며 그 

건물로 들어간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급한 마음에 이불에 

물을 적셔 들어가보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숨

을 쉴 수 없어 한 발짝도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1초가 아까운 긴박한 상황이지만 손을 쓸 수 없어 가슴 졸이며 고통

스러웠던 꿈을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을 보고 당장이라도 

물동이를 들고 와야 할까요, 아니면 119에 재빨리 신고해 이 상황

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불이 난 상황을 실제라고 믿고 있

다면 어떻게 해서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몸을 뒤척이며 잠을 깨면 꿈이었구나 안도하며 괜히 심각하

게 뛰어다니며 힘들었던 사실이 민망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글 · 화현스님

꿈에서 불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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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육신의 일이 아닌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아닌 나 혼자만의 일입니다.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꿈을 깨기 전에는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실감 나게 느껴집

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던 곳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꿈을 깰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동네의 건물들도 꿈, 활활 타오르던 불길

도 꿈, 내 옆에서 안절부절하던 수많은 사람

들도 꿈, 젖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

려고 했던 나도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상이라고 느껴지던 것도 

내 생각이었고, 나라고 하던 것 또

한 내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돌

을 쌓아 건물을 올리고, 이웃집의 

사람들이 내 꿈속으로 들어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보며 힘들다

는 생각을 일으켰던 것이 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직 내 정

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았

다면 영화의 한 장면을 바라보듯이 

여유로운 마음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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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악몽 한번 꾼 것 뿐인데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깨기 전까지는 너무도 선명한 현실이었는데도요. 모

든 것이 내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기억이라는 

능력으로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기억들이 단지 책장에 꽂아 두는 앨범과 같기

만 하다면 그저 저장소일 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을 쌓았느냐에 따라 나의 기분이 달라지고 자기의 수준이 결정되며 다음 

찰나를 어떻게 깨닫게 할지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에 어떤 기억을 쌓을 것인가

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상이 밖에 있다는 기억은 대상을 쫓아가 가지

려고 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그것과 헤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심정을 낳

습니다. 반대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나는 그 대상보다 작고 나약하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에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인 것처럼 지금을 살

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정신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상은 나와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객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만 잘 생각해보면 대상이란 절대 내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옆에서 그의 이름을 아무

리 많이 불러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소리가 그의 정신에 닿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잠을 깨면 정신의 범위 안에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소

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이 대상과 반드시 닿아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소리라면 나와는 별개로 존

재하는 소리가 아닌 ‘정신의 끝자리’라고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나의 일부분이 되고 나면 내 밖에 

있는 ‘저것’이라고 명명합니다. 

마치 꿈 속은 내 생각속의 일이지만 꿈의 세

상을 내 생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것’이라고 믿은 채 잘못될까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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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정신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느껴지는 대상이라면 이제 ‘대상’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대

상과 정신이 서로 다른 재질이라면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고, 통하지 않는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니 마치 서로 전화기를 들고 있지만 전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대상이 느껴진

다면 이미 정신의 일부에 닿아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정신과 같은 재질이기에 우리의 감각

에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질의 근원을 찾으려 잘게 쪼개어 들어가도 결국 흩어져버리고, 인위적으로 그 모습을 없애지 

않는다 해도 매 찰나 생멸하며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대상은 그저 정신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의 가장자리에서 나를 깨워주고,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모두 사라진다면 눈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고, 소리가 사라

진 자리에서는 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은 눈을 만들어 주고 소리는 

귀를 만들어주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은 바로 대상의 존재 때문이니 좋아

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내기 이전에 나라는 감각을 깨워주는 정신의 부속물이라고 깨닫

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상에 대해 오해 없이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상을 감각하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며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지어 기억에 집

어 넣는 정신의 능력은 너무도 대단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

른 채 그저 그 능력을 써먹기만 하며 악도惡道를 만든다면 이보다 슬프고 억

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품는 정신의 끝없는 광대함을 잃어버리

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족과도 같은 대상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어떤 일이든 이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이요, 그 환상으로 하여금 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막힌 법칙임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펼쳐지는 모든 일이 재미있는 영

화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또한 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세

계로 보여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분을 얻게 될 것입니

다. 그리고 이 기분은 씨앗이 되어 피고름 나는 세계가 

아닌 무지개와 같이 환상인 세상을 약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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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菩提 在在處處 若有此經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所應供養 

當知此處 則爲是塔 皆應恭敬 作禮圍堯 以諸華香 而散其處。

수보리여 있는 곳곳마다 만약 이 경이 있다면 일체세간 천·인·아수

라가 공양하는 바를 상응하게 될 것이고 당장이 이런 곳임을 안다면 

이를 곧 탑이라 할 것이며(정신의 탑) 모두가 공경으로 상응할 것이

고 둘러싸여진 채 예를 갖추되 모든 것이 꽃과 향이 되어 그 곳에 뿌

려지게 될 것이다.

『금강경』 제15 「지경공덕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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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회원 INTERVIEW

배운 것을 알리고 실천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침각 심영구

<사회봉사단 지심회>는 경북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NPO)

입니다. 지난 20여년 간 지심회를 이끌어오신 심영구 

운영위원장님을 만나 그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 · 몽향 전초이

사진 · 보만스님

지심회원 19년차

회원번호  2-074-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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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단 지심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침각 심영구입니다. 저는 도각사에 몸담고 이 공부를 

시작한지 한 20년 됐고요, 지난 해부터 스님들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요, 스님들과 함께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절에만 다녔죠. 우연치 않게 큰스님 법문과 인연이 닿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큰스님께서 반야심경을 설명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 이거만 알면 불교 

공부는 다 되겠구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하나하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야심경은 제목이 10자이고 본문이 260자여서 총합이 270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 외우고 이해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뜻이 

담겨있다는 걸 알게 됐죠. 건방지게도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부가 지금 20년이 지나도 새롭습니다.(웃음) 

큰스님께 “큰스님, 반야심경 260자만 다 알면 되겠네요?” 했는데 아직도 그 260자를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처음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개인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았다고 생각할 때 

모르는 게 나타나니 이 공부의 끝이 어디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가끔 반야심경을 보면서 복습하고 있는데 

스님들께서 이 공부를 몇 십 년씩 하셨어도 손을 떼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제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스님들은 그 

많은 경을 해석하며 공부하고 계시니까 어쩌면 저보다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고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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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본래 회장님 

댁이 부천시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상주시로 귀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스님들하고 인연을 가진 이후로 늘 스님들 곁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스님들께서 상주로 10년 전쯤에 내려오시면서 저도 

매주 상주에 왔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상주로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 3년 전에 결심을 했죠. 스님들 곁에 내려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상주로 

내려온 지 한 18개월 됐어요. 스님들 곁에서 지내니깐 속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죠. 왜냐하면 부딪힐게 없으니까요. 그런 점이 참 

좋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한 평생, 안 받고 살아도 한 평생이잖아요.

그럼 상주로 내려오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좋은 점,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상주로 내려오실 

도반님들을 위해서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단순히 농촌으로 내려와 전원생활을 하려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스승님 곁에서 공부하면서 여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해요. 이 공부를 한 도반님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첫째, 

공부하고 바라본 대로 욕심이 없어야 해요. 둘째,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무아無我를 알면 정해진 내가 없다는 것이니 내 

것을 갖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무아를 실천하는 큰 수행이겠죠.

그리고 호화로운 전원주택을 생각하면 많이 힘들 겁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거처, 소박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자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큰 계획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내려왔어요. 

스님들 곁에서 공부하니 마음 힘들 일 없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사니 지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니 정말 

살맛나죠. 세상사 풍파에 부딪힐 일도 없고, 시골에는 지천이 먹을 

것들이니 먹고 살 걱정도 없고요. 걱정이 없다는 건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위. 스님들 곁에서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지해준 

     동반자 무화 빈영순님(왼쪽).

아래. 도각사의 삽살개 미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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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댁에 한 번 가봤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누구나 용기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 사회봉사단 지심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지심회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 지심회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마음공부하는 불자들로 이루어진 봉사동아리에요. 

20년 전에 큰스님의 법명을 따서 ‘이각회’라는 단체로 활동하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무아와 

자비를 공부하는 불자로써 머리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자는 취지로 군신병교육대도 

다니고,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시작은 미약했죠. 초코파이 한 박스도 간절하게 

아쉬웠었어요. 당시에는 스님들께서 드실 쌀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도각사 

스님들께서는 제사와 기도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공부만 하시기도 빠듯한데 봉사까지 하시니 

솔직히 밥을 굶어가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봉사 횟수가 많아졌고, 

이제는 임원진도 구성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다보니 3개월에 한 번 씩 대규모 

의료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연말에는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겨울에 필요한 난방용품이나 

생활필수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인프라 구성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의사, 간호사들도 계시고,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봉사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한 번 의료봉사 할 

때마다 250~300분 정도 무료로 단백질아미노산 수액 혜택을 받으시고, 연말 나눔 봉사에는 

50~100가구 정도 월동용품과 부식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수액들은 일반 

병원에선 10만원을 호가하니 어르신들께서 대수술을 받지 않으신 한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심회의 전신 이각회의 시작. 2002년 이각큰스님께 위촉패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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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에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수액 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충당하시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지심회의 계획이라든지 

포부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20년 간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NPO)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내가 후원한 만원, 이만원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연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느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직원들 월급이나 운영금, 회식비, 과도한 비품 구입 등등 본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곳에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저도 처음 뵙는 분들에게 지심회 

후원을 권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지심회는 

모든 임원진에게 인건비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일단은 

임원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시니까요.(웃음) 

저희 홈페이지도 연말 결산한 내역이 올라갈 테지만,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도 모자란 상태에요. 

2018년 42번째 의료봉사 지심회 봉사자들과 의료진들. 무료수액 의료봉사에서 어르신들을 살피는 운영위원장.

무료수액 의료봉사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35 W I N T E R  ·  2 0 1 9



ㅍ

말씀하신 의료봉사 영양수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약회사를 많이 괴롭혀요. 후원을 명목으로 반강제로 

뺏다시피 하니까요. 가끔 미안할 때도 있지만, 저를 위함이 

아니라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니까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제약회사나 의료진 등 많은 분들의 

감사한 후원이 없으면 저희 지심회 후원금만으로는 단 한 

차례의 의료봉사도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전국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심회에서 계속 준비 중인 또 다른 꿈이라면 봉사학교와 

종합복지관을 세워서 진실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폐교라든지 비어있는 

건물들을 찾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에 봉사자들로 

구성된 귀촌마을도 만들려고 기획 중이에요. 

지심회원님들이 모여 함께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서 다 

같이 한뜻으로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이니까 뜻이 있는 

지심회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회봉사단 지심회는 제약회사와 의료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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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심회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저도 함께 기원할게요. 위원장님의 이런 서원이 흔들리지 

않는 건 역시 마음공부를 꾸준히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스님들께 가르침을 배운 지난 20년이 매일 즐겁고 매일 행복했어요. 공부를 하다보니 본래 

나의 모습이 무아였음을 알게 되니 즐겁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 곁으로 왔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아나 무소유無所有라고 하면 다 버리는 걸로 알고 겁부터 내잖아요. ‘다 버리면 뭐 먹고 

살아, 나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 바람과 같이 걸림이 없는 그 모습을 무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재미있어서 주위분들에게 많이 전해봤는데 다들 슬슬 피하는거예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내가 포교를 잘못하고 있구나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때만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절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복신앙이 우선이고 그래야 복을 받고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기댈 때 잠깐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불법으로 이해시켰을 때는 참 보람이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도재 지낸다고 몇 백만원씩 내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몇 백만원씩 드려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대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아를 알려드리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소풍가듯이, 여행가듯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님의 다음 생을 행복하게 설계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제가 스님들 덕분에 정말 자랑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고요.

행복한 웃음 가득한 도각사 부처님오신날 연등달기 운력시간 지심회 운영위원장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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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지심회 위원장님답게 포교를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함께 활동하고 계신 지심회원들님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장이라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웃음) 상주로 내려와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우리 임원진들, 고생이 많은데도 항상 웃고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무보수에 그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해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일 년 

사업계획도 세우고, 봉사활동 계획, 현장 답사, 후원 업체 섭외와 준비과정까지. 

고생이 많지만 결국 행복은 자기가 가져가는 걸 잘 아는 임원들이라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후원한 거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저희를 믿고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봉사활동 때 동참해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봉사활동은 꾸준히 진행될 테니, 회원님들께서도 내가 후원하는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몸소 체험도 하시고, 뿌듯한 기억을 함께 쌓으면 좋겠어요.

포교할 때 가장 행복하다며 웃는 운영위원장 심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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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지심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스님들께서 손수 계간 지심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계간 지심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잡지가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집니다’하면 ‘스님들 고생하셨군요’하고 

끝이에요. 제가 근 2년간 여기 지내면서 스님들께서 

3개월에 한 번씩 계간 지심 만드시는 걸 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출판사 편집장 화현스님께서는 

보름정도 쉬고 다음호 작업을 바로 하시는데, 스님은 

그럼 불경 공부할 시간이 없으세요. 이 책이 그만큼 

스님들 노고가 많이 들어간 보석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전문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죠. 스님들께서 쓰신 

글, 회원님들이 쓰신 글이 누가 보더라도 마음 정화가 

되고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씀들이라서 불자가 

아닌 분들께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멋진 책이에요. 

정말 소중한 책이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 계간 지심이 새롭게 보이네요.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게 

웃으시면서도 옳은 길에는 흐트러짐 없이 단단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지심회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저도 옛일을 추억하면서 대답을 하다보니 그 때의 그 

열정이 다시금 가슴에서 느껴졌습니다. 귀한 인연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은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봉사에 빠지지 마시고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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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세상도 나도 없지만 잠에서 깨어나 빛을 느끼기 시작하면 와우! 모든 것이 

위호해주는 청정도량 도각사에 앉아있음을 느끼게 되니 이보다 편안한 꿈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잠시 심각한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스승님과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바라보는 대중스님들이 함께 계시니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도리천이다.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어리고 무지했던 지난 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미소 짓게 된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나 또한 그 시절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어린 시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해도 뒷받침해줄 부모님의 

재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교에서 1등만 하는 수재도 아니었고 특별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티끌 같이 작은 존재를 자기로 삼고 사는 이 평범한 아이가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그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따르게 되는 법,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도 크지만 확신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거대한 세상 속의 조그만 나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엇이 ‘나’

인가라는 물음은 생각조차 못하였고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 건지가 더 궁금해서 

친구들과 동네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점을 봐준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스님들의 한담터 ①

진지하면 지는 거다

글 · 성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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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린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이런 곳에 드나들면 되겠느냐는 호통을 들으며 

쫓겨났다. 그 순간에는 ‘맞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또다시 

고개를 드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어만 

갔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 되어서는 답답한 마음이 더욱 커져 하느님을 굳게 믿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도 가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주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준다는 말이 영 믿어지지 않아 그만 두었고,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불교 또한 

기복신앙이라 생각하여 무시했었다. 도를 아느냐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 

종교도 진리의 길을 가리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며 조상 천도재를 지내라고 강요하니 이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도 하면서 

보낸 20대 무명의 시절, 그동안 세상에서 얻어들은 지식을 다 모아 조합해 봐도 왜 사는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만 들뿐 해답이 없었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지금 와서 

기억해보면 심각하고 진지한 기분으로 암울한 꿈만 꾸던 시절이었던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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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무명의 꿈은 길게 이어졌었고 20대 후반 쯤에 접어들어 지인을 통해 큰스님을 뵙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걸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내가 뭔지 세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마구잡이식 자기 판단을 믿고 얼마나 거칠게 흔들리며 

걸어왔는지 서서히 눈치채게 되었고, 여태 믿고 살아왔던 모순된 사고방식과 세상적 견해들을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있어 세상을 살고 죽는다고 굳게 믿으며 고뇌를 

조장해왔던 보이지도 않는 투명한 이 정신은 생겨난 것이 아니니 사라질 수도 없음을 설하시어 

죽거나 살 수 없는 정신이 수고로이 고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고,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드러나는 세상 또한 투명한 정신이 투영한 꿈과 다름없음을 설해주시어 세상적 진지함을 

깨뜨려주셨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치와 논리를 끝도 없이 풀어내실 때마다 경이롭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날 불교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였는지 알게 

되었고, 이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환희하고 수지독송하는 것이 남은 

모든 생을 걸어 얻을만한 가장 큰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고뇌와 습관이 

사라지진 않았다. 수억 겁을 쌓아온 모질고 혼탁한 습관이 어찌 단 한 번에 무너지겠는가. 

생각이 옆길로 샐 때마다 쉼 없는 가르침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스승님이 계셨으니 지금의 

청정도량 도각사에 편안히 머물며 수행하는 성아스님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다.

진지하면 지는 거라고 하셨다.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진지해지면 모두 속은 거다. 진지해지면 속은 건데 

왜 진지해지냐고 속상해한다면 한 번 더 진지해진 것이니 두 번 속은 

거다. 한번 속았다면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지난 고뇌의 20대는 이제 

가져오려 해도 가져올 수 없는 어렴풋한 꿈으로 남았다. 1년 전의 

일도 사라졌고 어제의 일도 사라졌다. 1초 전도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도 즉시즉시 사라지고 있으니 이 또한 눈앞에 가져다 보여줄 

수 없는 어젯밤 꿈과 무엇이 다를까. 

꿈과 다름없음을 알아차리면 진지할 일이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진지해지는 거다. 찰나도 못 버티고 지나가는 

모든 사연들이 투명한 정신으로 꾸는 한바탕 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진지함에 빠져 허우적댈 

일은 없을 것이다. 오래된 무명의 습관이 

한순간에 훅 들어와 진지하게 만들더라도 다 

지나간 꿈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 챌 수 있도록 

세심하게 걸어야 한다. 진지함이 빠진 그 

자리가 바로 천상이고 극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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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의 한담터 ②

오늘도 삽살개들과 산책을 한다. 

먼저 태평이를 산책시킨다. 이놈과 함께 산책을 

가려면 항상 애를 먹는다. 같이 놀아 달라며 

어리광을 피우듯 산책줄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혼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날뛰는 녀석을 

진정시키고 목에 산책줄을 매고나면 곧 움직임을 

멈추고 얌전히 기다린다. 그리고 산책이 

시작되면 여기저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다니며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는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멍하니 서서 저수지의 청둥오리들을 

바라보기도 한다. 태평이는 경내를 돌며 마치 

순찰하듯이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젯밤 도각사에 조용히 방문한 고라니와 

너구리, 청둥오리, 참새들과 냄새로 인사를 하는 

것이다. 산책을 끝마칠 때는 아쉬운지 억지로 

산책줄을 당겨야 이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태평이는 연기력이 뛰어나 방금 산책을 

갔다 왔는데도 다른 스님을 만나면 ‘저는 아직 

산책을 안 갔어요’하듯 꼬리를 흔들며 천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가끔은 그 작전에 속아 

연이어 두 번 산책을 데리고 가는 스님도 있다.

산책

글 · 향수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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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미타와의 시간이다. 태평이와 산책을 먼저 할 때면 

질투심에 목소리를 높이다가 산책을 위해 다가서면 서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사람처럼 오열하며 몸을 기댄다. 산책이 

시작 되면 무슨 궁금증이 그리 많은지 심하게 산책줄을 당겨 

그때 마다 조심해야 한다. 억새 숲에 숨어있는 고라니의 

냄새를 맡거나 시든 고사리 속에 앉아있던 장끼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때로는 두더지가 일으킨 흙더미가 보이면 달려가 

마구 파고 쫓기 때문이다. 머리와 앞발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머리가 보이지 않을 때쯤 

멈추게 한다. 두더지도 못 잡으면서 왜 그리 땅을 열심히 

파는지 모르겠다. 이놈은 항상 코를 땅에 박고 산책을 하여 

가끔 돼지와 산책하는 기분이 든다. 

땅
파
기 

고
수 

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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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무량이와의 산책이다. 처음 이놈과의 

만남이 생각난다. 몇 년 전, 따뜻한 어느 봄날에 

솜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개가 도각사에 제발로 

들어왔다. 도각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해 봄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온몸의 털은 뭉쳐서 진드기와 

오물로 뒤덮혀있었고, 사람에게 무슨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스님들 곁에 다가오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먹지 못해서 바짝 야윈 채 두려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 녀석의 모습이 기억난다. 

무량이와의 인연으로 지금은 세 마리의 삽살개를 

키우게 되었다. 무량이를 보면 마치 사람 같다. 

스님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기억하고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마주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자주 보는 

불자들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 손에다 코를 

들이대고 인사한다. 다른 놈들은 산책줄을 이리 저리 

끌기도 하는데 무량이는 스님들 곁에 발맞춰 걸으며 

당기는 일이 없다. 산책줄이 필요 없는 놈이다.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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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태어나면 아마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영리하다. 하지만 

이놈도 산책줄을 강하게 끌 때가 있는데, 

까만 고양이 ‘커피’의 소리나 냄새를 맡을 

때다. 아마도 분양되어 이별했던 자기 

새끼들의 모습과 몸집이 작은 커피가 

비슷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한번은 커피를 

안고 무량이에게 데려갔더니 어찌나 

핥아대던지 작은 고양이의 몸이 개침으로 

범벅이 됐다.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핥다보니 가끔씩 커피 머리가 무량이 입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 커피는 

침에 젖어 사시나무 떨 듯이 겁을 먹고 

있지만 무량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핥는다. 

근엄한 표정의 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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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매번 놀아 달라고 떼를 쓰고 서러워 울기도 하며 매일 

작은 동물들을 쫓으려고 하고, 매일 냄새를 맡고, 매일 땅을 파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사소하고 무의미한 행동이지만 참 부지런히 한다. 색깔이 나타나면 색깔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향해 반응하며 냄새가 나면 킁킁대며 마치 어디로든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놈들이 궁금해서 달려가는 그 대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개로 되어있음을 안다면 

태평이와 미타, 무량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있는 일들이 잡을 수 없는 환상임을 안다면, 

시간과 함께 과거라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안다면,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꿈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묶거나 가둘 일이 없으니 산책줄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스스로가 달려나갈 일도 없으니 사방에 깨지고 부딪힐 일도 없어 은퇴한 노인처럼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녀석들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상상하며 웃어본다. 최소한 눈은 색을 향해있고 코는 

냄새를 향해있으며 혀는 맛을 향해있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은 

없었으면 한다. 하지만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아픔, 슬픔, 괴로움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끌어도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자기가 아픔이고 

슬픔이며 괴로움이라고 몸부림 칠 때 내 가슴도 아프다. 마음속에서는 제발 색성향미촉법을 

그냥 색성향미촉법으로 보라고 타이르지만 우리들은 색깔을 색깔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기억속의 의미를 덧씌운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이 되고, 까만색을 

보고도 갖고 싶은 색이 된다. 색깔은 색깔로써 대하고 소리는 소리로, 냄새는 냄새로써 

대한다면… 이리저리 킁킁대며 열심히 냄새의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고 있는 삽살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도 닦는 삽살개를 상상해본다. 색깔에 소리를 더하고 소리에 맛을 더하고 맛에 

의미를 더하며 밖으로 달려 나가려는 이놈들을 따라 오늘도 산책줄을 붙잡고 길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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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중생경六種衆生經

내가 이와 같음을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섬미국 구사라원에 계셨다. 그 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집에서 놀다가 여섯 가지 동물을 얻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개를 얻었는

데, 곧 그 개를 붙들어 어떤 곳에 매어 두었다. 다음에는 새를 얻었고, 다음에는 독사, 다음에는 여

우, 다음에는 악어, 다음에는 원숭이를 얻었다. 그는 이런 동물들을 얻어 모두 한곳에 매어 두었다. 

그러면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고, 새는 항상 허공으로 날아가려고 하며, 뱀은 늘 구멍으로 들

어가려고 하고, 여우는 무덤 사이로 가려고 하며, 악어는 언제나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원숭이

는 산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여섯 가지 중생들을 모두 한곳에 매어 두지만, 좋아하는 것이 똑같

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제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희망하여 서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곳과는 다른 곳에 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각기 그 힘을 다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갖가지 경계에는 각각 제가 좋아하는 경계를 구하고 다른 경계를 

원하지 않는다. 눈은 언제나 사랑할 만한 빛깔을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빛깔은 곧 싫어한다. 귀

는 언제나 사랑할 만한 소리를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는 곧 싫어한다. 코는 언제나 마음에 

드는 냄새를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냄새는 곧 싫어한다. 혀는 언제나 마음에 드는 맛을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맛은 곧 싫어한다. 몸은 언제나 마음에 드는 감촉을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감

촉은 곧 싫어한다. 뜻은 언제나 마음에 드는 법을 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곧 싫어하느니라. 

이 여섯 감각기관은 갖가지 작용과 갖가지 경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감각기관의 경계를 구하지 

않는다. 이 여섯 감각기관이 힘이 있다면 지각하는 경계를 따라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저 

장부가 여섯 가지 중생들을 든든한 기둥에 매어둔다면, 그것들은 저마다 힘을 다해 제 마음에 맞는 

데로 가려고 하여 이리저리 달려보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밧줄에 매어있기 

때문에 끝내 기둥에 의지하고 만다. 

비구들아, 내가 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그 이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여섯 가지 중생이란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비유한 것이고, 든든한 기둥이란 신념처身念處에 비유

한 것이다. 만일 신념처로써 선을 닦아(몸을 생각하는 자리의 선을 닦아) 익힌다면 사랑할만한 색

을 보고도 있음을 생각하는 생각마저 아니어야 하니 드러난다해도 생겨난 것은 아니기에 색을 사

랑함이란 가능하지 않다. 법칙적으로 귀와 소리, 코와 향,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의 싫어함도 

생겨난 것이 아니니 뜻의 법으로만 가능한데 욕망은 구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이며, 뜻의 법으로

도 가능치 못하니 싫어함이란 생겨난 것이 아닌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비구는 당면

함에서 신념처에 머물러 있음을 많이 닦고 부지런히 익혀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 정혜불경연구원 이각스님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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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선

눈푸른 수행자가 스스로를 깎아 나가는 배움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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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각사 스님들께 편지를 썼다. 할 말은 무척 많았는데 글로 쓰려니 참 어려

웠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고민하긴 싫었다. 내 마음이 미사여구로 

표현될 수 있는 물건인가. 그래서 편지도 펜 가는 대로 썼다. 고귀하고 감사

한 분들을 향하는 내 간절한 글이었으니, 속세의 향수냄새에 다듬어진 수식

어는 피하고 싶었다. 오직 내 마음, 나의 전부를 그대로 전해드리겠다는 생

각 뿐이었다. 아무리 엉터리 글을 써서 보내도 스님들께서는 틀림없이 기뻐

하실 것이다. 그 속에 흐르는 깊은 도道의 갈망을 공감하실 테니 말이다. 이

렇게 잠시만 떨어져 있었는데도 할 말이 넘쳐흐르는데, 언젠가 그분들과 나

의 이 세상 인연이 다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그래서 아난阿難은 

울었나 보다.각주1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만나면 다시 만나는 대로 행복해

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만났다고 해도 매 찰나마

다 이별하고 있는데… 매 순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 무엇이 모자라 난 그곳을 떠났던가. 내게 주시던 가르침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구별할 수도 없던 어린놈이 구경도 해보지 못한 대

도大道를 구하겠다고 나서다니. 

글 · 설묵스님

불법에 취하다

한 번 맛 본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나는 불법이라는 약에 취했다

각주1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적, 10대 제자 중 오직 아난만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고 한다. 

그것이 수행이 부족한 아난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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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의 일부분에 여기 생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

고 있는가를 스님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곳에 계신 스님과 도반들의 안부를 물었다. 한분씩 적어가며 그분들의 사연

을 생각하니 ‘정말 많은 인연들이 이 집안을 세웠구나’하는 감격이 절로 밀려왔

다. 

수행자들의 집안은 어느 누구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모여 하나를 

만들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런가 보다. 무엇이든 ‘그것’ 아닌 놈들이 모여 

‘그것’을 이룬다. TV 아닌 것들-액정, 스피커, 버튼, 전선, 케이스, 그리고 브랜

드-New와 Used의 의미 등-이 모여 한 개체의 TV를 이루듯이 말이다. 모두 

하나하나 복잡하고 가슴 저린 인생을 제각기 살아왔지만 그 끝은 ‘여기’다. 결

론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 물음의 해답이 바로 내 모든 

전생의 평균성적이자 해답이다. 지금이 지옥이라면 난 수억 겁劫각주2의 생을 모

두 이 지옥에 도착하기 위해 살아온 것이요, 이곳이 극락이라고 생각되면 그 언

젠가 내쉬었던 숨 하나까지 극락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이렇게 

훌륭한 부처의 집안 한가운데에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잘 살아왔다. 그

동안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 속

에서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길로 가

면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모두 알고 가는 분명하고 밝은 여행인 것이다.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설법이 전부 거

짓이라고 해도, 아니면 모두 스님께서 지어내신 환상이라고 해도 감사하다. 이

렇게 행복하니 말이다. 난 끝까지 이 행복한 거짓말 속에 있을 것이다. 한 번 맛 

본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난 불법佛法이라는 약藥에 취했다. 그 약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명약이다. 그런 약에 취해 사는 행복한 마음이 되어보는 것

은 어떨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해보고 싶다. 

각주2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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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당면한 이에게 

죽음의 위협을 제거해주는 것은 

자비慈悲가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죽을 내가 없음[無我]을 알려주는 것이다.

염화미소

자비慈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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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보만스님

몇 년 전,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법회를 맡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 등 뒤

에 숨은 채로 나를 찾아온 2학년 여자아이가 생각난다.

“괜찮아. 스님께 여쭤봐.”

재촉하는 어머니의 말에도 자꾸 숨기만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어머니가 직접 내게 이

야기를 전해줬다. 얼마전 아이는 TV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

는 얼룩말을 보게 되었다. 아이의 눈에 얼룩말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자는 잔

인하게 그를 사냥해 목을 물어 비틀었고, 얼룩말은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

렸던 것이다. 설거지를 하던 엄마를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으며 아이는 이렇게 물었다.

“엄마. 하나님은 사자 편이야, 얼룩말 편이야?”

 

우리가 교육 받고 믿어오

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에 대한 기준을 언급한

다는 것은 지루하지만 

민감한 일이고, 위험하

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다. 착하게 풀을 뜯던 얼룩말을 

이유 없이 물어 죽인 사자가 아이의 

눈에는 미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자의 입

장에서는 며칠분의 영양을 섭취하는 아주 자연스

러운 일이었으므로 그저 미워할 일만은 아니다. 아마 아이는 그 

두 가지 모순을 중재하고 설명하는 존재로 친구들에게 들은 절대자를 떠올렸을지 모른

다. 만유를 창조하면서도 현상에는 담겨있지 않은, 완전히 평등하지만 가끔 모르는 척 

약자의 편에 서서 대신 악을 응징하기도 하는 어떤 존재. (그 약자는 보통 내가 된다.)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절대자는 없다. 내 입장에서의 정의와 선을 편들고 자신에게 뇌

물을 바치거나 진심으로 아부하는 이의 허물을 눈감는,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고 존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의 철퇴를 내리는 절대자는 더는 절대자가 아니라 그저 동

네 불한당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수시로 기준을 바꾸며 임의대로 통치하는 군주 아

래 편안한 백성이 어찌 존재할 수 있을까.

52 J I S I M



하나님은 얼룩말 편도, 사자 편도 아니다. 어쩌면 얼룩말 편이기도 하고 사자 편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

서 말이다. 어느 편에 선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액난을, 슬픔을, 죽음을 며칠 뒤로 미

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은 틀리고 삶은 옳다.”라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이유없이 비겁한 존재가 되어 그저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추태도 용서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죽음을 아무리 미워하고 밀어내도 결국 누구든 삶의 끝에서는 그것을 만나게 된다

고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며칠의 방학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자유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멸은 그저 사대(흙, 물, 불, 바람)의 산화와 환원일 뿐 그것에는 죽음이 없고,각주1 

육신을 움직이던 우리의 정신은 본래부터 보이지 않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 하지

만 본래부터 주인이었던 정신이 밥덩어리에 불과한 몸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라고 믿고 있으니 매순간 

변해가는 몸을 보면서 “나는 늙는다. 나는 병든다. 나는 죽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정작 사라질 수 없

는 정신이 매순간 변해가는 육신을 보며 그것을 자아라고 오인한 결과는 참으로 무겁고 비참했다.

기저귀를 갈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육신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해본 적

이 없는 것을 보면, 과연 불법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약

이 있기는 할까 하는 절망감이 든다. 하지만 정신이 자신을 정신이라 알게 되는 이 당연한 수행에는 대

부분 관심이 없으니 몇 푼 쥐어주는 돈과 곧 늙어 추해질 육신을 향해 환호하며 달려가는 세상의 뒷모

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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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차신 사대화합 소위 발모조치 피육근골 수뇌구색 개귀어지 타체농혈 진액연말 담루

정기 대소변리 개귀어수 난기귀화 동전귀풍 사대각리 금자망신 당재하처 

‘지금의 이 나의 몸’이라는 것은 사대가 화합된 것으로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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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모두 물로 귀속되는 것이며, 따뜻한 기운은 불로 귀속되고, 움직여 구르

는 바는 바람으로 귀속되고 있으니 사대가 각각으로 떠나는데 ‘지금’이라는 것의 허망한 

몸은 어느 자리에 존재함으로 당면할 수 있겠으며…(하략)

『원각경』 보안보살장 중에서

정혜불경연구원 이각스님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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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의 회복 프로젝트
Restoring youth dignity project

사단법인 보리수 산하 기관인 RMC(다시 새롭게 멘토링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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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꿈이 뭐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앞일을 스스로 계획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묻는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배려의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는 숨은 배려를 떠나 참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2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살아

오면서 쌓인 몇 안 되는 경험 안에서 자신의 적성에 들어맞고, 후회하지 않을 나만의 꿈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도 지금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겨우 기억나는 10년 남짓의 삶 동안 경험한 거라고는 책상 앞에 지겹

도록 앉아서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은 것과 매스컴과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을 

구경한 것, 그리고는 컴퓨터 게임을 했던 것 말고는 없으니 말이다. 어른들의 얼굴 뒤에서 

‘꿈도 없는 한심한 놈’이라는 비웃음을 발견하게 될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다. 

“…공무원이요.”

수 백 가지 종류의 공무원 중에 어느 것을 정해서 대답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무

원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이 즐겁고 어떤 점이 어려운 건

지도 전혀 모른다. 그저 남들이 많이 도전한다니까, 안정된 직업이라고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리고 게이머가 된다고 대답하면 지겨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다 귀찮아서 대

답했을 뿐이다.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건지, 어쩌다 공무원을 하다 보니 이런 내

가 된 건지는 어차피 공무원 자신도 모른다.

글 · 일궁스님

너는 꿈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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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의 나는 꿈을 가지는 쪽을 선택했다. 물론 나 또한 확신은 없었지만 나

에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의 의도에서 ‘꿈을 가져야 해’라는 암시를 받았고 

나보다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살아왔던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나는 꿈을 가지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무의미한 고민과 결정을 거듭했고, 누구나 그렇

듯 경험이 쌓이며 그 결정들은 변화해갔다. 요리사, 서예가, 조각가, 

웹 디자이너 등이 지난 나의 지조 없는 꿈들이었고, 지금 생각해보

니 모두 번지르르한 예술 쪽인데 지금은 내 꿈과 아무런 관계가 없

었던 ‘스님’이 되어 버렸다. 스님이 된 사연은 복잡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결국 지난 시절의 꿈들은 과거가 되어 버린 작은 사연

일 뿐이고 최종에 내린 합리적인 결정은 출가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난 예술가의 꿈을 키우면서 스님이 되었고, 꿈을 가지려

고 고민했던 과거의 노력들이 지금 출가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며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히 고생

스러운 삶이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려면 몸도 

마음도 고생해야 한다. 행복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고생이라는 억설臆說이다. 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지 고민하기 보단 일단 돈을 많이 버는 데에 목

표를 두고 내 친구보다, 내 형제보다, 내 옆집 아저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영원히 노력해야하고 한편으론 잃지 않기 위해 늘 마음을 졸이며 살지는 

않을까. 

복수가 주제가 되는 영화나 극에 등장하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

람이다. 아무리 강한 인물도 지켜야할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으면 비겁하게도 외압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자유도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보게 된다. 세상은 인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라는 

의미에서 ‘꿈’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요구하지만 꿈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또한 돈과 마찬가지로 

행복의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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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꿈을 키우던 어린 시절의 나는 행복과 먹고사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돈이 많으면 행복

할 것 같았고, 작품을 창작해서 완성시키는 성취감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내 인

생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을 쏟아부어 완성한 그 작품을 보며 행복이 아닌 허탈함이 느껴지진 않을까. 

라는 의문과 불안감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안수정등岸樹井藤 - 『불설비유경佛說譬喩經』

『어떤 나그네가 들판의 사나운 불길과 미친 코끼리에 쫓겨 절벽 끝에 

칡넝쿨에 매달리게 되는데 절벽 아래에는 독사 네 마리가 똬리를 틀고 

있고 있어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간

신히 매달려있을 수 있는 칡넝쿨조차 흰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갉아

대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액체 한 

방울이 얼굴에 떨어졌고 그 액체는 절벽에 지어놓은 벌집에서 떨어지

는 꿀방울이었다. 나그네는 방금까지 두려워했던 상황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꿀 한 방울을 받아먹으려고 온 정신이 팔려버

렸다.』

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이다. 안수정등을 그린 불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세월에 쫓기고 고생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가끔씩 

찾아오는 잠깐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신 것이다.

정확한 목표. 또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장애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사고 날 일이 없고, 냇물이 흐르지 않으면 바위에 부딪힐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무런 경험도 있을 수 없는 나이에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근거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흐릿한 꿈을 억지

로 정하여 고집하는 것보다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만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현명하며, 긴 

고통 끝에 낙이 오는 일보다는 순간순간이 즐거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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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질문을 보내실 수 있으며 청소년 교육에 관한 

부모님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10년을 노력했다는 말은 그 

10년 동안 내게 수없이 다가왔던 다른 기회들을 모두 버렸다는 말과 같다.” 군인

은 진급을, 직장인은 승진을, 정치인은 당선을, 사업가는 수익을, 소설가는 흥행

을, 학생은 입시를,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고집하느라 나에게 다가온 지금의 행

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백안시하고 그저 인고의 세월로 스스로의 인생을 채워나

갈 뿐이다. 어쩌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 주변의 인연이야말로 내가 누

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만일 내가 예술가의 길을 위해 지

난 시간을 노력했다면, 극히 희박한 확률로 어쩌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

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가자의 길에 들어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아름다

운 도반들과 완벽한 행복에 젖는 이 기분은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난 죽어

도 이것만을 해야 한다는 고집은 스스로를 편협한 외골수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무엇

도 완성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말과 통한다. 평생을 노력해도 어느 

하나 완벽히 이루고 떠나는 이는 없고, 그 무엇이 되었다 한들 날 때부터 그것이

었던 이는 없기 때문이다. 그저 시절인연에 따라 어떤 이름을 갖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러질 뿐이다. 그런 인생을 진실하다고 믿

고 진지해진다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인가. 나를 정하지 않고, 꿈을 정하

지 않아도 삶은 그대로 이어진다. 목표를 정하고 이루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우

리는 “나만의 어떤 길”을 이미 걷고 있다. 마치 배우가 연극을 하듯, 그저 그 내

가 맡은 배역을 잘 알고 진지해지지 않는 대인배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을까. 서

예도, 무술도, 골프도 그리고 인생도 고수의 그것은 결국 “힘을 빼는 것”으로 귀

결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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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눈 ①

무념의 경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도 · 이각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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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친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없다. 만약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으로 이루

어졌다면 그 환상을 진실이라고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환상의 

세계라면 환상을 제외하고는 남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약 일체의 환

상을 제하고 진실의 모습 또는 본래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눈을 빼놓고 

색을 찾거나 밝음을 빼고 그림자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아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래의 공한 모습, 깨끗한 마음일 때 나라는 의식도 없는 경지인데, 이

것은 무념의 경지가 맞나요? 이 무념의 경지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수행을 진행시켜야 하는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한 ‘모습’이란 없다. 만약 잠이 들었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므로 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잠든 마음에는 공하다는 

느낌이나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도 수면상

태에는 있을 수 없으니 잠들지 않은 생각 속에서 지어내는 상상일 뿐이고, 

상상을 일컬어 있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는 망상, 번뇌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번뇌가 일상생활일 터인데 거기에 공한 마음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러니 그 다음이란 단계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 세상의 근거 없는 풍문風聞에 속은 것이다. 불경에는 그와 같은 어처

구니없는 말이 없다. 불경을 올바르게 해득解得하지 못한 자들이 지어낸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내가 없는[無我] 경지란 아무리 나의 존재를 확립시

키고자 해도 확립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때 진실로 없는 자

기를 깨닫게 되는 경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승은 제자들에게 간화선이나 

화두선을 ‘중생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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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것을 굉장한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상태인

지요?

어리다는 것은 곧 선善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삶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이전이고, 

생사에 두려움이 적었던 시간이다. 그때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

한 걱정[生]이 있을 수 없고, 늙어가는 걱정보다는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

니 인생의 다급함[老]도 있을 수 없으며, 아직 죽을 병病에 걸릴 확률도 적어 죽고 사는 두

려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마음이므로 어찌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친구의 죽

음[死]까지 걱정할 번뇌가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알아갈수록 찾아오는 

이 생로병사의 과제로 청년 시절의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담을 뛰어넘게 된 것이

다. 이 때는 이미 사문을 유관하고 번뇌에 싸여 있던 마음이었다. 이를 해결해내고 해결책

을 전한 위대한 법문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그러므로 어릴 적 무념의 상태란 옳고 그름

을 떠나고, 생사를 떠나있는 마음이니 참다운 하늘의 마음[天眞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제라도 생사가 어리석은 마음의 어리석은 분별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저절로 천진심에 다다

르게 되는 것이니, 있지도 않은 마음을 버리려고 하거나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영원한 미

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왜 마지막까지 스

승의 설법을 들었을까? 왜 불경에는 세속에서 유행하는 좌선이나 명상, 위빠사나에 집중

적인 공부를 했다고 나오지 않는 것인가? 불경을 따라가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것이고, 스

승이란 눈먼 소경에게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으니 스승을 따라가면 어느덧 원하는 곳

에 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화성유품」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화

성에 도달하여 마음껏 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멍한 상태, 즉 보는 것과 듣는 것 등 육진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시력과 

청력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멍하게 지내면 감각능력이 퇴화

되지는 않나요?

시력이나 청력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생에 또 다시 가까운 곳만 볼 수 있고, 

가까운 곳의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하열한 감각을 갖게 만드는 스스로의 약속이다. 그

동안 감각이라 믿었던 몸이란 마치 손 대신 지팡이를 사용하여 손이 닿지 않는 곳의 물이 

얼었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내는 것과 같이 마음이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정신 앞에 있는 꿈을 보려면 꿈으로 이루어진 눈을 가져야 하므로 꿈속에서의 감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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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이 느끼는 감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꿈과 같이 허망한 세계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육신의 감각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

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시력도 저하되는 것이고, 해가 졌다면 

그것은 이미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약속이므로 그저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는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초연한 마음을 가지려면 일체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깨달

아야 하니, 이것을 ‘이해로써 얻어지는 결박의 풀림[生死解脫]’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생이 지어내는 식識이라는 것에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 공허空虛하여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집니다. 집중할수록 보는 것, 듣는 것도 의식되지 않는데 이것

은 무엇인지요?

꿈에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생각을 집중해서 보았

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함을 알게 되는 ‘지혜의 행’이다. 단지 다리만 꼬고 앉아 

손을 맞댄다고 해탈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이제는 식識마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지혜의 수승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할까요?

식은 육진과 육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식이 없다면 육진, 육근도 모두 없어지

니 이 셋은 셋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불가분의 관계인 진, 근, 식은 그 재

질이 모두 공空이다. 육진이란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을 말하지만 육근이 없으면 존재

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육진이 없다 해도 육근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며, 

이 둘 중의 하나만 없으면 육식도 사라지는 것이니 세상을 느끼는 감각이나 세상, 그

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식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온 우주 자체

가 곧 ‘나’라고 깨닫는다면 ‘단계’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어

도 삼천대천세계를 얻지 못한다면 스승을 찾아 법회에 참석하라. 목숨을 이어가는 것

에 마음을 빼앗겨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긴다면 생사 속에 있고 싶은 것이지 생사를 벗

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이며, 그와 같은 마음을 모순矛盾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

디 세상의 중생을 쳐다보는 중생의 안목에서 벗어나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

獨尊의 경지에 녹아들기를 바란다.

◌

◌

이각스님(2014), 불멸1(개정판),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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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 <분노의 심리학>

<분노의 심리학> 네 번째 강의

난 정말 화가 난다

강의 · 보만스님

정리 · 아미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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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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간에 이어) 잘 쉬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군에 대한 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

른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스님들 생활도 궁금할 수 있고 또 공부에 대한 것

도 궁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자 친구 이야기도 좋고 다 좋아요. 

제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있는 분, (이병, 이○○! 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

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 나라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 좋은 질

문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 이름이 뭐라고요? 

(이병 이○○입니다.) 이○○ 이병님이 ‘나’라고 하던 거 있죠? ‘나’라는 개념 말

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병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기억들을 다 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기억을 다 빼보세요. 내 이름도 빼고 고향도 빼고… 그럼, 뭘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한국말은 알아듣겠어요? 한국말도 배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다시 얘기해서 지난 과거에 학습된 걸 다 빼 보란 얘기

예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 이 이병님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마음이란 전부 지난 세월 동안 배워온 기억의 집합

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나’라는 것이 있

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에 학습된,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된 만들어

진 나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학습된 겁니다!) 맞습니다. 다 학습된 거예요. 

그거를 불교용어로 ‘무아無我’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나’는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이 이병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본래 무엇이 담겨있나요? (비어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얘기 해주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빈 그릇만 갖고 나오는데, 

방금 전 강의에서 빈 그릇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뀐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기는, 그 그릇의 내용물은 내가 만드는 겁니

까? 남에게서 배우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보려면 우리 이 이병님의 주위환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

모님한테서 무언가를 담기 시작해요. 그걸 내가 취사선택해서 담는 게 아니고 마

구잡이로 담아요. 그래서 제 스승님께서는 ‘쓰레기통’이라고 하셨어요. 쓰레기통

이 뭐 골라가며 받아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일단 그 통에 들어가면 바

로 쓰레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내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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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나’야, 이게 ‘자아’야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닌 것들을 주

워 담아놓고 ‘나’로 만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병 이○○입니다!) 이○○라는 이름은 본래부터 거사님이었어요? 아니었어

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누가 준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줬어요. 내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하고 부르

면 누가 대답해요? (제가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아니었던 걸 왜 이제 와

서는 나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내가 아닌 거를 내 그릇에 집어넣고 그

걸 나라고 믿고 주장하는 모습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결코 내가 아

니었고, 앞으로도 내가 될 수 없는 기억의 모임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에 이

렇게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내 그릇에 담긴 것들이 원래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해군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거봐!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해군입니

다!) 내가 바뀌었네요? 그럼 고정된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슬픈 얘기예요, 기쁜 얘기예요? 우리 이 이병님 나중에 대통령도 할 

수 있잖아. 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원래 바뀌는 거니까. 그럼 그 만들어진 

내가 되지 못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내 그릇이

에요. 이 능력이에요.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나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은 뭐가 담겨도 그건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

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길했다고 합시다. 이런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한 사

람은 그래, 본래 나라는 건 만들어진 건데, 기분 나빠져서 화를 낸다면 만들어진 

나를 진실한 나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견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 비방에 있

어서 자유로워지고 그 어떤 이야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거사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만

들어진 거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억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바

뀔 거라는 거.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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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다음 분이요.(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궁극적

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에서 참선하는 거 알죠? 요즘엔 절에서만 하는 게 아

니고 요가학원에서도 시켜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

니다!) 운동을 하는 분들도 정신 수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어디서 참선을 배운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호

흡을 조절하고 가만히 있자니 평소에 화나고 답답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

이 좀 줄어드니까 뭔가 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를 배워서 집에서도 

해야겠다.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마루에 앉아서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자식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네.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

지가 어떻게 했을 거 같아요? (뛰지 말라고.) 맞아요. ‘뛰지 마! 아빠 뭐하는지 

안보여?’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왜요? 나 참선해야 되니까. 참선을 왜 하

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요.) 그런데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했죠? (하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화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참선을 하는데, 참선이 잘 안되니 도리

어 화를 낸 겁니다. 

 저희 큰스님이 언젠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수행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망

상이 끊어진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너는 돌멩이 되겠다는 얘기냐? 너 돌멩이 되

려고 출가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자리가 불교에서 얘기하

는, 아까 우리 거사님이 질문한 거처럼 불교의 궁극의 목표겠어요? (아닐 것 같

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줄게요.

 2,600년 전에 인도의 카필라국에 한 왕자가 머리 깎고 출가를 했습니

다. 누구예요? (싯타르타!) 맞아요. 그분이 깨달음을 얻었든 못 얻었든 관계없어

요. 그분이 출가하기 전 왕궁에 살 때, 네 개의 문을 나가면서 본 게 있어요. 동

쪽 문을 나가면서 노인을 봤어요.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못 펴는 겁니다. 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

게 묻습니다. 저건 뭐냐? 했더니 노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노인이 뭐냐? 물으

니, 저렇게 나이가 들어 이가 다 빠지고 허리를 못 펴고 온 몸이 부서지고 망가

지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이게 노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돌멩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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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태자는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신

하는 “늙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기

분이 어땠겠어요? 태자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쪽 문을 나갔

을 때 병든 자를 보게 돼요. 병들어 쓰러진 채로 신음하고 오물 속에서 뒹구는 이

를 본 겁니다. 신하는 또다시 설명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자입니다. 그랬더

니 태자는 병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렇게 추해

지는 겁니다. 태자는 여기서도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

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뒤에 서쪽 문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장례행렬을 봤어요.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며 다시 묻습니다. 

죽는 게 무엇이냐?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때부터 태자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

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린다면 왜 태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살기 위

해 노력해야 하는 걸까? 

 만일 우리가 백 년을 살았다 칩시다. 백 년 동안 화려하게 살다가 죽는 

것과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차피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면 말입니다. 태자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북쪽 

문을 나가서 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신하는 수행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태자께서 본 늙음, 병듦, 죽음을 해결할 수 있

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싯타르타 태자가 그럼 나도 출가해서 

그 방법을 배우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과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불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출가 목적이 곧 불교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생로병

사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안 늙고 싶다는 거예요. 

병 안 들고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가장 근원

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지만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후에 싯타르타께서 깨달음을 얻어 만일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가르침을 줬다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까요. (생로병

사입니다.) 맞아요. 바로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출

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해답이 불교에 있다고 말하

면 믿습니까? 에이~ 어떻게 안 죽어? 어떻게 병이 안 걸려? 어떻게 안 늙어? 우

리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배우거나 농담하려고 머리를 깎은 게 아니에

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해답을 깨달으셨

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 물어

본다면 모든 생로병사, 먹고 사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될 거 같습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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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몇 살입니까?

 다른 분? (이병 김○○!) 네, (스님, 나이가 몇이십니까!) 하하하~ 왜 

궁금해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스님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절에 계

시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얼마 기간 

동안 견디셨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랬구나.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뒤돌아

보면 저는 무언가를 견뎌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홍어회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왜요? (냄

새가 심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먹으라고 하면 기분이 어

떻겠어요? (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하하하~ 먹지 말라고 하

면 힘들어하지. (하하하~ 힘들어서 환장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거사님이 저에게 포기해야 될게 많다고 했는데 저는 포기한 게 아니고, 안 하

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하기 싫은 사

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

에. 하지만 세상 살면서 결혼을 안 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

이 출가해서 결혼을 안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내 입장

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그건 포기도, 참는 것

도 아니고 저분은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거 같아요. 

스님에게 묻지 말아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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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님께는 나이를 여쭙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

니에요. 옛날 부처님 제자 중에 언변이 가장 뛰어난 제자가 한 분 있었대요. 그분 이름

이 부루나 존자였어요. 그래서 설법제일 부루나라고 불렸대요. 이 부루나 존자가 공부

를 하고 나니, 자기가 깨달은 바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기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

이 난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뜻밖에도 “가지마라.”라고 하신 겁

니다. 항상 널리 설법하고 포교하라고 하시더니 왜 우리 가족에게는 못하게 하느냐고 가

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대요. 부루나 존자는 오랜 시간을 걸어서 고

향에 도착했습니다. 인도가 농경사회잖아요. 마을 어귀에서 괭이질 하던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부루나 존자의 이웃 어른이었던 겁니다. 농부가 괭이질 하

다가 멀리서 걸어오시는 스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 거 같아요? 어, 저기 웬 스님이 오시

네, 이랬을까요? 그랬을 거 같아요? 어, 저거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

했대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부루나 존자가 가서 인생은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

재는 이런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은 이렇습니

다. 이런 얘기할 때 그분이 그 얘길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렇지! 너 옛날에 우리 집

에 오줌 싸서 소금 얻으러 왔지? 너 옛날에 나무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지? 너 내 딸 좋

아했지, 어렸을 때? 그분이 부루나 존자의 그 위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겠느냐는 거예

요. 그래서 스님들께는 나이를 여쭙지 않고 고향도, 출신학교도 여쭙지 않는 이유가 스

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듣는 이가 올바로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

니다. 나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네. 어, 고등학교 후배네. 우리 대학교 선배네. 이런 생

각을 하기 쉽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을 바쳐 공부한 그 귀한 가르침을 듣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상식이에요. 스님뿐만 아

니고 다른 종교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스승님에게는 배움에 대한 것 말고는 여

쭙지 않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스님들께는 나이를 여쭙지 않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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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에게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아까 저쪽에 손 들었는데 질문 못하신 분, 말씀해보세요. (이병 이○○! 아

까 절에 들어갔을 때 맘 편한 이유가 잃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강사로 

교육하시면서 돈을 버시는데, 그럼 잃을 것이 생기시는 건 아닙니까?) 아~ 지금 강의

하면서 돈 벌면 잃을 것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들

에게 사유재산이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불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거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스승

님께서는 “나[我]도 없는데 어떻게 내 것[我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내가 없다는 얘기 해줬죠? 왜냐하면 나라는 건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스님들은 사유재

산이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저도, 저희 도각사 모든 스님들도 개인의 재산은 없습

니다. 그래서 저희 절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다 모여서 같이 쓰고 같이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공용일 뿐이에요. 이렇게 내 것이 없는 삶을 대중생활이라고 해요. 

요새 스님들 보면 개인재산 갖고 있는 분 많죠? 그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 아무리 그

걸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제 생각으로는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재산이란 것은 득

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출가생활을 돌아보면 대중생활을 하는 수행자로서 개인재산은 절대 필요하지 않았어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가장 큰 재산이겠죠. 대답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받느라 고생하고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할 텐데 이제 교육 잘 끝

나고 자대에 들어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보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여러분처럼 항상 졸리고 배고

팠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대의 어떤 인연들이 있겠죠? (예!) 어디를 가나 여

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을 악연으로 만들지 말고 귀한 

인연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아까 멋지게 대답했잖아요. 나라는 것은 학습된 기억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인연이 내 그릇 안에 들어와서 머

물 수 있도록 큰 그릇을 가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에 또 인연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수

고하셨습니다! 짝짝짝!)

군부대, 기업, 학교, 관공서,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스님들의 불교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를 만드는 불교심리학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의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와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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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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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귀한 가르침으로 새로운 삶을 열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한 스승님께 안부인사를 드립니다.

큰스님 무탈하신지요.

향수스님 건강하신지요.

보만스님 안녕하신지요.

월가스님 아픈 곳은 없으신지요.

성아스님 춥지는 않으신지요.

화현스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자님들 겨울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도각사를 대표하여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함께 하는 이들과 정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추워보이는 이에게 내복 한 벌을 내어줄 수도 있고, 두꺼운 웃옷 하나 

내어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동료의 온기가 고맙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이곳 포항은 

청송만큼 건물에 온기가 후하게 가동이 안 됩니다. 우리 스님들 자리하신 곳곳마다 온기가 

넉넉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굳건한 몸 상태가 유지되셔야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에 들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테니까요. 저는 도각사 스님들을 뵙고, 가르침을 

들은 뒤로 그 동안의 저의 삶이 하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살면서 처음 가져봅니다. 지심지를 읽고 

사진을 보고 있으면 스승님들께서 곁에서 설하시는 것 같고, 잘하고 있다고 쓰다듬어주시는 

것처럼도 느껴지고요. 저의 동료들은 지심지를 보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재밌냐면서 보여달라고, 자기도 읽겠다고 나섭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차고 넘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마음이요.

어려서부터 끝이 없는 금전의 욕구를 채우려다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너무 잘된 일입니다. 

스승님들도 만나고 저의 생각이 온전해진 거 같아서요. 스님들께 제가 스승님이라고 감히 불러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스승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셔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이기에 ‘선생님’ 하면 이상하니까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정정하겠습니다.

편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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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25일 대체시험, 12월 2일 기말고사 1차, 12월 9일 기말고사 2차 시험을 보면 

2학기가 마무리 되고 두어 달 방학을 합니다. 자꾸 비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들어가지도 않는 석두를 붙들고 ‘제발 

부탁이다. 이 문장들을 받아들여다오.’ 통 사정을 합니다. 이 멍청한 大家里… 스스로 자책도 

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지심지를 받아 보고 저는 전생에 얼마나 큰 공덕을 쌓았기에 훌륭한 가르침을 앉아서 

편안히 받을 수 있을까 하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님들의 

고행의 연속에서 얻어지는 진리를 사탕 받아먹듯이 두 손 벌리고만 있으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훔칠 수 없는 것을 훔치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왜 살면서 몰랐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내 눈 

앞의 허상들을 실제인 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타인을 짓밟고, 누르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모든 것이 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수행의 힘은 결국 그의 악행을 능가하여 그 죄악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멋진 경구입니다. 스승님들의 한 마디 한 말씀이 이곳의 중생에게 갱생 그 자체입니다. 저의 

처지가 어떠하든 제가 이곳에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연극하면서’ 

즐기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스승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청송에서 실패했던 음식의 집착에서 

벗어나려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스님들은 저를 다시 보시면 깜짝 놀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출소하기 전에 미리 기별을 드리겠습니다. 청심환 한 알씩 챙겨서 드시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승님들의 겨울이 길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포항에서 그리운 마음 가득 담아서.

P.S. 32호 지심지 글에 실렸던 초코파이 사건의 주범은 보만스님이 맞는 것 같은데 공동정범은 

도저히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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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귀의하옵고…

그토록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그리워지는 혹독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그동안에도 도각사의 큰스님을 비롯하여 대중스님 모든 분들의 

강녕하심을 여쭈어 보며 저의 글을 올립니다.

방등스님 그동안에도 무탈하시지요? 저 또한 스님들의 염려지덕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스님들 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열심히 불멸과 

불경을 보며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불멸 또한 

오늘로써 50회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한 번을 읽어도 그 마음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으나 저는 불멸과 함께한 5년의 시간이 더없이 기쁘고 늘 읽을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처님의 법 안에서도 돈에 미친 사기꾼과 득세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각사의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을 일깨워주시고 있기에 이 

무지한 저에게는 정말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속세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가진 자들의 머슴인 줄도 

모른 채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니까요. 저 또한 속세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송의 주왕산 자락에 와서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1년, 2년 그 

사이에 정신의 위대함이 그 어떠한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편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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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덧 5년이 되는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큰스님과 대중스님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등스님 저 또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는 추위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의 가르침인 정신의 위대함이 있기에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느끼는 감각에는 추위가 없음을 알기에 아무런 불편은 

없습니다. 단지 일말의 불편함이라 함은 아마도 자유를 그리며 갈망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기며 살고 있으니 

걱정은 마세요. 아무리 불편함이라 하여도 그 또한 자신의 견해에서 일으키는 

삿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요즘 이곳에서도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기다리는 불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바람에 저 

또한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것저것 물어오는 불자님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모두가 큰스님의 가르침 덕분이겠지요.

아무쪼록 점점 더 깊어가는 동장군의 계절입니다.

언제나 큰스님과 대중스님들, 그리고 지심회원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극하신 정성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두서 없는 오늘의 글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62년 12월 15일

청송에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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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큰스님께

그동안 무탈하셨습니까.

11월 21일 불교법회에서 뵐 때 약간의 근심이 느껴지듯 했었는데… 별일 

아니시겠지요? 누구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나가느냐에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이번 법회 때 다른 스님들은 털모자를 쓰고 오셨기에 사회는 엄청 추운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선 모자를 안 쓰시고 오셨던데… 추위에 

강하신가요? 큰스님! 건강관리 잘 하셔서 보다 무탈하게 계시길 희망해 봅니다.

참, 어머니께서 절에 가셔서 등을 다셨다고 합니다. 그 절에서 좀 더 비싼 등을 달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은 가기 싫은 절이라고 하시네요. 신도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신 모양입니다. 노인들에게 50만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부분이 약간의 실망이 들기도 

합니다.

앞선 법회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절은 거지 절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응원 메세지를 올렸었는데. 

각양각색, 오만가지 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럼 사람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큰스님께 글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 합니다.

11월 21일 법회 때 말씀하신 ‘여시如是’ 잘 기억하겠습니다. 법회 때 하나씩이라도 

알아오는 것과 좋은 설법까지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죄를 범해 

편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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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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지심>을 받아 보고 싶은 수형자께서는 서신으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도소 법회에 간식을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1-0202-8918-11 사회봉사단 지심회

후원 문의 및 연말정산 기부금내역서 신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사단법인 보리수 대표전화 054-541-2057

이곳에 있지만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에 저라도 

염치 없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각큰스님 이하 주위 모든 스님의 정신은 ‘큰 부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질적인 것은 소멸되지만 정신, 즉 기억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의 기억속에는 도각사 이각큰스님을 ‘환함’이라 느낍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 글귀가 떠오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편지를 주실 때 함께 써주시는 글귀입니다. 

큰스님!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부터인가 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무탈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2월에 뵙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청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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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화현스님

지금 즐거운 일은 의심해봐야 한다. 

즐거운 일이 사라지면 

곧 슬퍼질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슬픈 일이라면 기대해야 한다.

슬픈 일이 사라지면 

곧 편안해질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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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불교용어
Refreshing Buddhis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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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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신肉身의 눈을 말하는 것이지만 육신이란 육진인 색, 성, 향, 미, 촉, 법이 가

합된 몸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색진, 즉 색상만을 본다면 마치 무지

개나 아지랑이를 볼 때처럼 허망한 느낌을 갖고 보겠지만 육신을 볼 때는 만져

지고, 부딪치면 소리가 나며, 가까이 가면 냄새를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눈에는 이미 단순한 색깔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육신이 갖고 있는 여섯 가지 특징을 기억하여 부딪침,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인간이라는 의미로부터 성별이나 나이 등등의 의미가 부여된 상태를 보

는 눈이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거리를 두고 떨어진 상태에서 단지 눈으로 바라

보기만 했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눈이라면 우선 스스로의 몸이나 남의 몸을 대

했던 ‘기억을 보는 눈’이 포함된 것이고 다음은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는 눈’도 포함이 되었으며 나아가 동물이나 식물과 구분

하는 ‘의미의 눈’과 그런 모든 눈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치, 시간 등을 

‘통째로 느끼는 눈’도 이미 포함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명확한 육안이란 

단지 색과 모습만을 느끼는 눈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억이나 추측 등이 포함되

기 이전… 사물을 찰나적으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해 무지개를 얻으려다 어느 기회로 무지개가 눈에만 보이는 허망한 것임

을 깨닫고는 만지거나 가져오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단순하게 보기 시작하는 

눈이 되는데 이러한 눈이 곧 육안이라는 것이다.

오안

글 · 이각스님

五眼

육안肉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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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사물을 보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판

단하려면 경험했던 기억이 필요하게 된다. 전생前生으로부터 지금까지 학습된 

모든 정보를 순간적으로 살펴 눈앞에 드러난 대상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시 기

억하게 되어야 보았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여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눈

이 있게 되는데 바로 기억된 정보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여 바라보는 눈을 말하

는 것이다. 기억이란 사라진 영상이다. 찰나적이며 의식으로만 느낄 뿐 실제적

으로 붙들거나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지금’이라는 ‘깨달음’을 지나가 추억거

리가 되는… 과거라는 곳으로 물러난 깨달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기억이라는 것

이니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만 희미하게 있는 ‘희유希有’인 것이다. 

이러한 희유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기억을 가져와 현재 상응相應되는 대상과 

비교하며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눈, 즉 업장業障을 바라보는 눈

을 말하며 현재에서 사라진 것을 보는 눈이기에 ‘하늘의 눈-천안天眼’이라고 한

다. 기억이란 육진六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신情神이라는 재료로 만

들어진 것이며 정신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는 유와 무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체 육진에서 초월超越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으로 저장된 기억도 

역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초월된 법칙’이라 할 것이다. 공空한 것이다. 이 

공이야말로 명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닌가? 보통 중생들이 말하는 ‘없다’는 

의미는 ‘유’라고 생각하던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가운데 단지 장미가 없다면 모든 꽃은 있지만 장미는 없다는 뜻이므로 대상

을 보는 스스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는 것이다. 또한 허공을 보며 ‘없다’고 말한다면 ‘허공을 뺀 나머지 세상이 없다’

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니 어느새 세상을 보고 나서 허공에는 그 세상이 

없다고 느낀 후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중생의 ‘없음’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에게는 초월된 ‘없음’이 없었다는 말도 된다.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정신

의 정체 말이다. 이 정신을 본다면 초월됨을 알고 진정한 없음도 알게 되며 이렇

게 없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기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알게 되지만 이를 보

지 못한다면 기억이 곧 현실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기억記憶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니 이 현실적인 사람의 실제 이

름은 ‘기억된 사람’ 즉 ‘기억에 있는 현실적 사람’인 것과 같이 ‘기억에 의한 현재

의 대상’인 것이므로 기억을 현실로 느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을 빼

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오직 기억의 세상임에도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하

여 다투고 뺏고 빼앗기며 원한으로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안이란 지

금까지 지나쳐옴으로써 없어진 모든 정보를 찰나마다 통째로 훑어보는 위대한 

정신의 눈이지만 이 눈으로 하여금 꿈에 속고 없어진 기억에 속아 고통스러운 번

천안天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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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들게도 되니 너무도 원망스러운 눈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억도 없는 것이지만 기억을 보는 천안도 없는 것인데 과연 어떤 이유로, 누가,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투쟁의 삶을 만들어가는가를 본다면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세상을 보는 자기도 없고 자기에게 보이는 세상도 과거라는 시간으로 들어간 기

억에만 있으며 지금이란 잡을 수 없는 시간이기에 현실마저 기억에 의지한 생각

에만 존재함에도 중생들에게는 세상의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능

력이 있다. 즉 착각을 일으키는 능력이면서 없음을 있음으로 보는 ‘추측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이 없어진 것임을 알지만 대상을 보면서 기억에 있었던 상황

을 반추하여 실제로 만져보지 않은 대상이 만져질 것이라고 가상假想하는 것과 

같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을 상상하는 것과 같이 추측하는 눈을 이

름하여 혜안慧眼이라고 한다. 즉 반추를 통해 추측하여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없는 정신’의 한 ‘면’이며 하나의 ‘기능’이다. 그

러니 보이지 않는 곳도 보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면서도 이로써 

착각 속에 빠지게 되니 이 또한 천안과 같이 필요악必要惡이라 해야 하겠지만 이 

혜안이든 이 혜안으로 얻어진 착각이든 이 모두가 없는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일

이라면 악惡이라 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께서는 꿈이란 저절로 

얻어지는 이익利益이라고 하신다. 정신이 자기라면 그저 정신 자체만이 기본이

고, 이해력만이 기본일 터인데 이 정신으로 얻어지는 오해나 꿈은 이익이 아닌가

라는 말씀이다. 또한 중생의 삶도 역시 기억만을 의지한 채 얻어지고 찰나에 사

라지는 것이니 꿈과 다름없는 것이며 그러니 아무리 착각에 빠져 고통을 자처하

는 어리석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아무

리 좋은 능력도 잘못 쓰면 해가 되고 악이 되지만 옳게 쓴다면 위대한 능력이 되

고 결과를 이룬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실체와 이 세상의 실체 그리

고 이 둘의 관계를 통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위대한 스스로를 버리고 너

무도 아픈 길을 선택하는 것이니 가장 우선해야 하고 반드시 깨닫고 가야 하는 것

이 영원한 정신에 드러나는 ‘나’와 ‘세상世相’ 그리고 ‘이들의 관계關係’인 것이

다. 이러함을 깊게 이해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에 들고 이로써 온 세상에 미

혜안慧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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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쩍은 면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세

상의 주체와 대상의 실체,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모른 채 무작정 살아간다

고 착각하여 달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알 수 있으려면 깨달

음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은 나든 세상이든 이 둘의 관계든 모두가 첫째, 깨

달아지지 않고는 이해도 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치이니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깨달음이었기에 오해誤解와 이해理解 그리고 고통과 어리석

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이면서 나의 ‘기능’인 ‘깨달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달通達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곧 ‘깨달음을 얻는 것’

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법안法眼

◐

이렇게 깨달음이 근본이고 이 근본을 얻어야만 어리석은 행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도 능력이 필요하다. 즉 판단하고 결정지어 

결론을 내리는 정신의 기능이 있어야 행로도 결정이 되니 이 판단능력이 

없다면 삶이 항상 갈팡질팡하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이로써 

삶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판단하고 결정지어야만 그 대상에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니 만약 이 능력이 결여된다

면 일체의 사물을 구분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존재의 기본인 있음과 

없음, 즉 ‘유무有無’마저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

지어 의미적 이름을 붙이는 눈을 ‘의미의 눈’이라고 한다. 즉 ‘마음으로 구

별되는 이름’을 말함이니 ‘심법心法’이라고도 하며 나와 대상과 그 관계

가 마음에 저장되고 드러나는 것이기에 ‘일체법一切法’이라고도 한다. 이 

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구분하여 붙임으로써 유무로부터 자

타自他, 이익利益과 손해損害, 선악善惡, 정正과 사邪, 과거와 미래, 그리

고 현재 등을 나누어 뜻을 전하고 받으며 심정心情까지도 나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눈이 곧 ‘법안法眼’인 것이다. 모든 이름은 색깔, 모양, 크

기, 촉감 등으로도 구분되는 듯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법칙法則에 의해서 

구분된다. 비유하면 현대적 과학으로 모든 존재의 실체를 표현하라고 한

다면 화학공식化學公式을 그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 화학공식이란 이 존

재의 물질적, 물리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성의 법칙, 존재의 

법칙과 사용법에 따라 분별, 구분되니 일체의 존재를 곧 일체법이라고 하

86 J I S I M



는 것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마음이 하니 ‘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리고 심법이란 마음의 눈으로 나누어지는 이름이니 ‘법안’이란 역시 지나

가서 사라진 기억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허망한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기에 헤아릴 수도 없어 무량無量할 뿐만 아니라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투

명한 정신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심법이기에 영원히 끝날 일도 없어서 무

변無邊하며 그러면서도 공하여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불생불

멸不生不滅임도 알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무량무변하며 불생불멸한 심법을 드러냄에는 오직 법안만이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안에 이미 나머지 네 가지 눈을 포함하듯이 법

안에도 이미 색상을 보는 눈, 기억의 눈과 추측의 눈, 그리고 상황의 눈이 

함께 포함되어야만 이름이 정해지고 소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눈은 

서로를 포함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에 실제로 나눌 수는 없다. 즉 

모든 눈을 합한 상황을 ‘깨달음의 눈’이라고 해야 하고 이 ‘깨달음의 눈’을 

애써 나누면 다섯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깨달음은 하나[一]

라고 하는 ‘나’와 모두[切]라고 하는 ‘대상對象’ 또는 ‘세상世相’을 포함하

며 이들의 관계와 세월 즉 과거, 현재, 미래 또한 포함한 것이기에 나를 중

심으로 열 방향과 삼세三世를 깨닫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이 ‘깨닫는 기

능’을 ‘부처[佛]’라고 하니 ‘깨달음의 눈’은 곧 ‘불안佛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이란 육안, 천안, 혜안, 법안이 어우러지면서 열 방향과 삼세三

世(과거·현재·미래), 즉 ‘시방삼세十方三世’를 깨닫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니 일체 중생에게도 본래 갖추어져 있기에 삼세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는 

시간적 상황과 시방의 깨달음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적 상황을 인지, 인식함

으로써 한 세대 또는 한 순간을 살아가는 동료를 느낄 수도 있었던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각각의 기억인 업業에 의하여 좁거나 넓고, 낮거나 높게 

차이를 내게 되니 이를 ‘구차제정九次第定’이라 하고 ‘구품연화대九品蓮華

臺’라 하여 현생現生과 내생來生의 행과 불행, 그리고 귀하고 천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정신이면서도 일체를 깨달아 스스로의 안

에서 착각하고 이해하며 얻어내는 미래의 신분이다. 그리고 미래의 신분이

란 불안의 경치가 어떤 것인가로 하여금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의 기억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줄을 안다면 지금의 불안을 불안답게 떠야 할 것이다.

불안佛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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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등스님 대상이 없는 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식할 수 있음은 

내 앞의 대상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

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 또한 대상을 이미 인식한 생각이니까요.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족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더

욱 정진하시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합장

성아스님 맑고 투명한 정신 속에 드러난 세상임을 알지 못하니 세상 어떻

게 되든 상관없고 나 하나 내 가족 하나만 챙기면 된다는 어리석고 좁은 생

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을 적으로 

돌리고 혼자 아등바등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텅 빈 허공에 혼자 

남겨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자기의 업대로 드러난 세상은 

자기만의 복덕이니 기해년에는 나와 세상의 관계를 명확히 파헤치고 스스

로 장엄한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합장

향수스님 직장에서 주·야간으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편한 마음으

로 가족이 있는 집을 향하지만 안주할 집도 가족도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듭

니다. 합장

보만스님 붓다께서 말씀하셨죠. 

"나뭇잎이 모두 떨어진 고목은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지 못하듯이, 나라 잃

은 백성도 그와 같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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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님의 노트

법회가 아닌 홀로 계신 자리에서도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쉽게 넘겼던 수많은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깊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일상의 보석같은, 

그래서 자칫 놓쳐버릴 수도 있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짧은 말씀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행할 때만 수행자가 아니라,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이 아닌 시간이 없는 경지를 가만히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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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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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10분 사유를 처음 기획하면서 준비해 놓은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사유법들을 전해드렸나 하며 그간 알려드렸던 방법들이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빛을 발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기억해 매순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번 사유법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하기보다는 

시끄럽고 분주한 곳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사유법, 지금 시작합니다.

색깔 사유법

지도 · 보만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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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면을 응시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사물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 사물은 분명히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색깔은 우리의 눈으로 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오직 색깔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냄새, 감촉, 무게 등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바라보며 사물의 냄새, 감촉, 무게가 느껴지는 듯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색깔에 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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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을 색깔로 바라봅니다.

명암에 따라 수없이 많은 색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사물의 화려한 색깔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눈 앞의 세상은 오직 색깔의 세상일 뿐,

냄새, 감촉,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세상임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색깔의 세계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색깔의 세계는 아프지 않습니다.

색깔의 세계는 그저 그 색깔만으로 아름답습니다.

색깔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환상의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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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마음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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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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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공통된 허점이 있다.

힘든 꿈을 꾸면서도

해몽을 하려고는 하지만 

꿈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면서도 누가 가는 것인지

왜 가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무엇이든 하려고만 노력할 뿐이다.

공통된 허점

글 · 이각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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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common weakness in us.

Trying to interpret dreams

during hard dreaming

without wanting to aware that we are in dreams.

On our journey of life, in the same vein, 

we try hard whatever it may be

without never knowing

why and where we are heading to

and where we are standing.

Common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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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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ibt eine Menge gemeinsame Schwäche.

Während des harten Träumens

versuchen wir Träume zu deuten 

ohne wissen zu wollen, 

dass wir in Träumen sind.

Auf unserer Reise des Lebens, in diesem Sinne,

bemühen wir uns, was auch immer es sein mag

ohne es nie zu wissen

wieso und wohin wir gehen

und wo wir stehen.

Gemeinsame Schwä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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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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たちには共通した弱点がある。

無理な夢を見ながらも

夢合わせをしようとはしても、

夢という事実を知ろうとしないということだ。

だから、人生の道を行きながら誰が行くのか

どうして 行くのか

どっちの方向に行ったらいいのか

私は今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

全く知らないまま

むやみに何でもしようと努力するだけだ。

共通の 虚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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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칠 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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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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们有共同的弱点.

即使做着疲惫的梦

虽然想解梦 

也就是说,我们并不想知道这是一场梦。

所以走人生路,看谁走,

为什么去

应该朝哪个方向前进

我现在站在哪里

完全不知道

不管三七二十一,我只能努力去做。

共同的弱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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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전부터 

이각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경에 눈을 뜨게 되어 한수漢水라는 법명

까지 받았다. 중국어에 능통하진 않지만 이각큰스님이 쉽게 풀이한 불경

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간행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 최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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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 한 페이지 캠페인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과 데스크탑 배경화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 이각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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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

前 심포니준 한의원 원장

졸업 후 20여년간 한의원에서 진료하다가 최근에 

휴식 중입니다. 대학 재학 중 인도 명상서적들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졸업 후 남편과 함께 절에 

다니며 마음 공부를 하다가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무렵 불몽스님의 소개로 도각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한의학 칼럼

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의 문제점

글 ·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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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의사입니다. 1992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한의사로써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대를 졸업했을 때에는 전공의 제도가 없었고 여

러 종류의 환자를 보면서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집중 진료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성同性의 의사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저와 비슷

한 나이의 여성 환자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레 부인과 소아 환자를 위

주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임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연

임신의 과정과 인공수정, 시험관시술의 과정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생

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임신의 과정 

자연적인 임신의 경우 정자가 난자를 만나 수정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사정을 통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수의 정자가 여성의 

질 속으로 보내지지만, 이 중 약 15%는 기형적인 정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행히 임신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형아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으

며 대부분 난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도태됩니다. 또한 정자는 산성을 띠는 여

성의 질 속에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무수히 죽고 맙니다. 강한 정자만이 질 속

의 산성을 견뎌내고 무사히 자궁의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자는 자궁에 들어서자마자 자궁경관의 점액전粘液栓이라는 더욱 험난한 장

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젤리 덩어리와 비슷한 것으로 세균의 침입을 막는 

마치 검문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지나 정자는 자궁에서 양쪽 좌우로 

이어져 있는 난관의 팽대부까지 헤엄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가

는 데만 두 시간 정도가 걸리니 정자의 여정이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난관에는 언제나 자궁 쪽을 향하여 소량의 점액이 흐르

고 있기 때문에 정자는 그 흐름에 역행하여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 난관 속까지 도달한 정자는 그때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

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착한 정자는 그 수가 약 500~600개 정도입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한 정자는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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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에서 터져 나온 난자는 정자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난관의 점액을 

따라 흘러서 자궁 쪽으로 접근하며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건강한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하여 10개

월 동안 성숙과정을 거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임신의 과정을 구구절절이 설명한 것은 검증된 생명력을 가진 정자와 난자

만이 사람의 육신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이 많은 검증과정을 만들어 놓았

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용하고 마음의 그릇이 되

어주는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법칙을 생각해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불임 치료의 최종 목표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임신, 그리고 무

사한 출산까지를 말합니다. 임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불임 

치료에는 기본이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몸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 자연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적극적으로 임신이 직접 성립하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

는 것은 요즘들어 특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치료법입니다. 

인공수정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하여 다양한 과정

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

입니다. 대개 배란 유도제나 과배란 유도 주사를 생리 2~3일째부터 투여하여 과배란 

유도를 시행한 뒤 시행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소로부터 배란되기 전에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경부를 통하여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의 첫 단계는 배란 유도제를 주사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얻는 것이며 

이를 ‘과배란 유도’라고 하는데 매일 피하주사 또는 근육주사로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

면서 2~3일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난자가 잘 자라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게 되며, 배란 유도제 투여 전후로 스스로 배란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배란 억제제 

주사를 추가로 투여합니다. 

배란 유도제를 계속 맞다가 적절한 시기에 난포를 터뜨리게 하는 주사를 한 번 맞고 이

틀 후 아침(34~36시간 이내)에 초음파를 보면서 난자를 채취하고 당일 남편의 정액도 

채취합니다. 난자와 정자를 각각 체외로 얻은 후 이를 배양관에서 수정시키고 2~5일 

정도 더 배양한 다음 여성의 자궁 내로 이식을 합니다. 이식 11~12일 정도 후에 혈액 

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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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와 합병증

난자 채취 시 합병증으로 복강 내 출혈,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란 유도제에 대한 반응은 개

인마다, 시술 주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나 다낭성 난소 환자에서는 과배란 유

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배란 유도제를 조금만 주어도 난소가 매우 커지면서 배에 물이 차

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과자극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임신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며, 심한 경우

에는 폐에도 물이 차 호흡곤란이 오고 피가 농축되어 응고 경향이 생기며 소변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경우 쌍둥이 임신이 증가하는데, 보통 25~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

태아 이상의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선택적 유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의 문제점 

한의학에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형상과 기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

라 생활함을 건강유지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을 보면 예전의 선조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 이전에 좋은 아이를 얻기 위한 준비에 더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무지하여 인위적인 시술

을 몰랐다고 하기보다는 인위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작용과 순리를 거스르는 마음의 과보를 분

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정자 채취

체외수정 및 배양 자궁 내 이식 임신

▲ 시험관 시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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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전우주적인 법칙에 의한 조심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임신 중 태교

뿐만 아니라 임신 전 준비단계에서의 주의사항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심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안개가 많이 끼는 날, 매우 춥거나 더운날, 천둥번개가 심하거나 지진

이 있는 날 등은 정신이 손상된다고 보아 성교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식을 얻기 위해 부인은 

월경을 고르게 하고, 남자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며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하

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과 신체적인 건강을 체크하여 바로잡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자손을 낳아 기르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

다. 내 자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동시에 때때로 누군가의 앞에서 많

은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도 수행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남녀가 생물학

적인 출산을 한다 하여 부모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가정 뿐만 아니라 이 국가

와 세계에 있어 매우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본인의 삶 뿐만 아니라 자손의 삶을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인연법에 최선

을 다해야 하며 너무 쉽게 인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현실

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사회적인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너무 쉽게 인공수정과 시

험관 시술을 선택합니다. 최근 난임 부부의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

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수가 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의 국민이 늘어나는가일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만 늘린다고 부강국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국가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

야 할 부분입니다.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

한의원 진료를 하면서 조기 출산이나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의 유아시절은 유독 병약하다

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장호르몬

이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 키우는 닭이 생각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자연의 검증과정 없이 선

택된 정자와 배란촉진제로 자라난 난자가 외부 도움으로 수정란을 이루고 착상과 임신유지 과정 

또한 외부에서 공급되어진 호르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존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부부가 만나 임신이 되

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순응하고 개선하기보다 약물과 시술을 통해 

강제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며,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역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관 시술로 출산까지 이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시술받은 

여성의 신체적 환경은 임신이 가능하지 못한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의 몸이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술

로 인해 억지로 임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도 역시 유산의 가능

성은 매우 높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산모는 아이를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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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 임신유지에 실패하게 되면 시술을 받은 임산부는 

각종 주사와 호르몬 등으로 인체리듬의 균형이 깨져서 다시 임신시도를 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컨디션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상실감으로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신시술에 대한 지원에 일정

한 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기한내 연이은 임신시도를 강행하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망가뜨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수없는 정자들 가운데 500~600개의 정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자연선택이라는 법칙의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만일 아무 정자나 난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외

의 수없는 열성이나 기형의 정자와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자의 자연적인 선별

과정이 생략된 인위적인 수정의 과정은 심신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는 어느 정자가 우성이고, 어느 정자에 병이 있는지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출산 후에 증명되어 아이가 그 가족 전부에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간과하고 직장의 

휴직을 위해,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환자분들의 말을 듣게 되면

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의 현실에 대해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환

자가 늘고 시술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정작 산모와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과 가족들이 겪게 될 심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겁게 공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출산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만큼 보다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어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나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임신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기에 평소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목표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막막한 세상에 우

리들의 아이들을 던져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길을 걷다보면 큰 골목마다 헬스클럽과 피부미용 등 육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곳이 빈

번히 눈에 띱니다. 하지만 고통과 외로움,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마음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의 

간판은 어느 골목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국

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생의 

주인공인 정신의 자유를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109 W I N T E R  ·  2 0 1 9



글 · 금적스님

콜레스테롤이 범인이 아니면
누가 범인인가?

의학 칼럼

PROFILE

연세대 의학과 졸업

이각스님을 은사로 출가

現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원장

現 사단법인 보리수 이사

現 도각사 호법부장

現 RMC 안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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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긴다.

슬픈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고개를 들었는데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습니다. 슬픈 마음에는 활짝 핀 꽃조차 서글퍼 보입니다. 꽃

은 아무 말이 없지만 바라보는 심정에 따라 슬프게도 보이고 사랑

스럽게도 보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살아가는 일을 걱정거리

로 대하기 시작했을까요?

새옹지마塞翁之馬 : 새옹塞翁은 걱정하지 않았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 위로했지만 노인은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평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 알겠냐는 말까지 합니다. 그

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집을 나갔던 말이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웃들은 노인을 

찾아와 축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이 역시 이것이 나쁜 일이 될지 

어찌 알겠냐고 합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

고 그만 불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노인을 위로했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전쟁이 나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군대에 소집되어 화禍

를 입었는데 노인의 아들만은 불구가 된 다리 때문에 징병을 면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간 걱정거리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지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웃

들은 수차례 근심과 기쁨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야기

가 끝난 뒤로도 노인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1 W I N T E R  ·  2 0 1 9



걱정거리를 파는 장사꾼 

우리 의원에서 허리를 치료받고 있는 여성 환자분이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 혈압 약을 지으러 갔

다가 고지혈증 약은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 의사가 화를 내면서 고지혈증 약에 부작용이 있

어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 계속 복용하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럼 고지혈증 약을 먹

으면 죽지 않느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

습니다. 그 의사도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테지만 결국은 죽음을 해결해주지도 못하

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담보로 약 장사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실제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경우 더 오래 산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고지혈증 약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이득을 보는 경우는 이미 심장마비가 한번 왔던 

40~50대 남성이 2차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서 복용하는 경우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

지혈증 약이 수명을 연장시켜준다고 입증하는 연구가 한 건도 없으므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그 의사의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해보입니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콜

레스테롤이 낮은 환자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고지혈증 환자보다 두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1994

년 발표되었고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각주1

이런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억지로라도 낮추어

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은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

려워하는 환자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범인을 가르쳐주고 모든 걱정거리를 이 알약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알약을 한 알씩 먹으며 스스로 안전해

진다고 믿는다면 걱정했던 마음이 놓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

는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팔 다리는 저리고 근육통이 심해지는데다 성기능까

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는 고지혈증 약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는 상상을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처방 받는 약의 가짓수를 늘

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들은 자

연스레 차례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첫 단추 하나만 잘 끼우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시장이 확장되어 나가겠지요. 

각주1  1994년 예일 대학교 

심장내과의사 할란 크롬훌츠 

Harlan Krumhols 연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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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것은 몸에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몸 속 염증을 치료하고 보수하는 임무가 콜레스테롤에게 주어졌기 때문

입니다. 혈관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손상

된 혈관으로 콜레스테롤이 출동해 손상된 혈관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간에서 손상

된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동원되는 콜레스테롤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콜레스테롤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억지스런 이름입니다. 수리하

기 위해서 동원된 똑같은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기차를 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

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 기차를 타로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

니다. 일이 있어 부산으로 가는 것일 뿐인데 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는 몸에 수리할 곳이 많아졌다는 반증이지 콜레스테롤 자

체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노화되면 당연히 수리

할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량이 증가할 때도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필요

하기 때문이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

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억지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 근

육에 문제가 생겨 근육통과 근력의 약화가 발생합니다. 근육통과 근력의 약화는 고

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불조심

은 하지 않고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소방서

를 없애는 어리석음이 현대 의학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

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약을 찾고 무리해서 

운동을 하며 고기를 끊고 채식만을 하는 등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콜

레스테롤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제약회사와 연관이 있는 몇 명의 의

사들이 모여서 임의대로 정한 숫자일 뿐입니다.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식

생활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몸에 수리할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니 이런 면을 살

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옹의 말처럼 높아진 수치 덕분에 오히려 건강의 불균형

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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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의 유목민은 혈관이 건강하다.

몇 년 전 SBS 다큐멘터리(옥수수의 습격, 2011년)에서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몽고 유목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콜레스테롤의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몽고 유목민들은 육식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몸이 비대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고혈압과 심장병에 시달려야 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건강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축이 먹는 먹이에 있습니다. 몽고 유목민이 키우는 가축은 자연의 풀을 먹고 우리가 키

우는 가축은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주로 먹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될까요?

식용 기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싸고 있는 벽을 형성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함께 세포의 벽을 이루면서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는 유동적이면서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몸에 축적된 지방을 태

우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은 더 딱딱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면서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

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풀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반면에 옥수수는 오메가-6만 포함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방목해 풀을 먹인 가축에 비해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가축은 빨리 살이 찌고 지방의 양이 

증가합니다. 소의 경우에는 근육에까지 지방이 축적되고 마블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가축은 염증성 

질환이 증가하여 항생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본래 소의 주식은 옥수수 등 곡식이 아니라 건초와 나뭇잎

과 같은 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축을 통해 얻은 우유, 계란, 버터, 고기를 먹고, 오메가-6 기름을 

주로 섭취하다 보면 사람 역시 뚱뚱해지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늘어나며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기 

위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자연스레 고혈압과 심장병이 생기게 됩니다. 풀을 먹인 가축의 고기를 주

로 먹는 몽고의 유목민이 날씬하고 심장과 혈관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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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해결책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닭을 방목하면 쇠비름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풀을 뜯어 먹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D도 충분히 합성하게 됩니다. 그럼 닭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져

서 조류 독감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닭이 나은 달걀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D를 비

롯한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해 그것을 먹는 사람도 역시 건강해집니다. 

소를 방목해서 풀을 먹여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에서 만든 버터를 먹으면 

오히려 비만이 해결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풀을 먹인 소로부터 만들어진 버터에는 오메

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버터를 수개월 이상 충분히 섭취하면 몸을 구성하는 기름이 

오메가-3로 바뀌게 되고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오메가-3는 축적된 기름을 태워 주기 때

문에 비만이 해결되고, 유연하기 때문에 혈관과 세포막에서의 순환이 양호해져 탄력 있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 감소하고 수리해

야 할 곳도 당연히 줄어들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니 자연스

럽게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쉽고 자연스런 방법을 무시하고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유는 무

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 때문입니다. 농업, 축산업, 식품가공 산업, 제약업 등 대량 생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산업의 기반을 흔들기 보다는 콜레스테롤을 범인으로 

지목해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방목하는 가축에는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 가축을 파는 것은 경제성이 낮습니다. 가축의 건강, 소비자의 건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논리에 있어서 가축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소비자의 건강이 무너지는지 

보다 중요한 부분은 소득의 증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병病을 파는 현상은 오늘날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당연한 재앙입니다.

하지만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워지

면서까지 고객의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잘 알지 못해 ‘좋아 보이는 

것’에 속는 우리의 견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115 W I N T E R  ·  2 0 1 9



가공식품의 문제, ‘오메가-3’로는 가공식품을 만들기가 어렵다.

생선기름이나 들기름 등 식용기름이 쉽게 변질되는 이유는 오메가-3가 산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를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밀폐해서 냉동이나 냉장 보

관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만들기

에 적합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식생활은 오메

가-3 부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길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빵과 과자 같

은 식품에 버터 대신 주로 들어가는 기름을 경화유라고 합니다. 경화유는 마가린

과 쇼트닝 같은 고체형태의 기름을 말하는데 옥수수 같은 곡물에서 추출한 액체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경화유는 변질이 되지 않기 때

문에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최고의 원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과자를 아

무거나 집어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화유가 우

리 몸에 들어가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는 것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경화유의 해로움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식품업

계에서는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화유만큼 실온에서 변질되지 않는 기름

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사지 않아야 

경화유를 사용하는 제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주기를 기대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랬다가는 식품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 광고수입

에 의존해야하는 매스컴에서 이런 일을 감수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식품을 먹어야하고 먹고 나서 결과를 감당해야하는 소비자가 

지혜로워져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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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재료의 가공 및 정제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

양성분은 유지되지만 이런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몸이 사용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같은 성분이 모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몸에 저장되어 있던 비타민

과 미네랄, 효소를 사용해 영양분을 처리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장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고갈되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설탕이나 술 같은 음식은 열량은 제공하지만 이것을 몸에서 태우기 위해 필요한 비

타민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효소 성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몸속에 영양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

병, 천식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또다시 검사

를 하고 계속해서 약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과 혈당을 인위적으로 유

지하더라도 이런 상태는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말이 집을 나간 일이 걱정

할 일이 아니었듯이 문제를 발견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새로

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하지 않는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

잭 울프슨(Jack Wolfson)이라는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

병 약을 처방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건강식품과 생활습관을 통해서만 치료하는

데도 전 세계에서 오는 환자들로 진료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잭 울프슨도 처

음에는 똑같이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 방식이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러다가 환자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을 만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그는 연봉이 100만 달러가 넘는 종합병원 근무를 그만두고 새로운 방식으

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 없이도 환

자들이 치료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잭 울프슨의 치료 방식에 대해 이야

기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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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은 몸이 되고, 이해한 것은 마음이 된다.

두려움에 떠밀려 결정한 행동들은 끊임없는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견

해가 모든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

런데 지금이라는 순간은 우리가 걱정하라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꿈

속에서 했던 모든 걱정은 그것이 꿈인 줄 안 순간에 모두 해결되니 말입니다.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으로 몸을 만들고, 세상과 나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지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의 정신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

이고, 지금의 정신에 드러나는 문제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정신의 일일 뿐입

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문제도 내 생각 하나에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새옹

도 가르쳐줬는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 두려움에 떨며 지나친 염려

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표본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은 잠시 빌려 쓰다 결국 두고 가야 할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

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탐욕에 의한 식습관이 생길 일도 없고, 돈을 위해 타인의 건강

을 기만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나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정신과 양심을 팔

아 육신을 지속하려는 초라한 행위도 사라질 것입니다. 

붓다께서 음식은 몸을 이루고, 생각은 마음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저질의 음식은 육신

의 병을 만들지만, 육신의 삶에 애착하는 저질의 생각은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삶의 

질을 백안시하고 그저 하루라도 더 살겠다는 비참하고 맹목적인 집착은 어떤 짐승도 

갖지 않는 변태된 의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루를 살더라도 인연법에 따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면, 제가 쓰고 있는 육신의 병과 경제논리에 빠

진 약에 대한 이 글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하고 씁쓸히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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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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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잘못한 거 맞잖아. 장난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 죄송합니다…(시킨 대로 한 건데)

- 그만 다니고 싶으면 계속 그대로 해.

- 나가보겠습니다…

상사로부터 실컷 혼나고 나온 나억울씨.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덤터기를 쓰고 꼴 좋구나. 나는 왜 맨날 뒤집어 

쓰고만 살지? 전생에 딱지치기를 많이 했나? 하늘을 보니 뭐가 좋은지 새들이 신나게 떼지어 날아간다. 

‘나도 쟤네 따라서 날아가고 싶다. 새들은 다른 나라 넘어갈 때 여권 필요 없겠지? 돈 안 받겠지? 좋겠다, 

나는 돈 때문에 여길 떠나지 못하는데… 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만 빼고 말이다. 

글 · 월가스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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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혼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는 것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다면 그 기준에서 계산되는 결과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다음 생각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내가 있다고 믿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혼이 나면 

없던 자존심이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신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일은 없다.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치 나무로 된 사람처럼 말이다. 나라고 깨닫고 

산다고 믿는 것은 정신이다. 그렇다면 몸과 정신 중 누가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정신이 사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정신이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생각 속에만 

몸이 있다. 몸 역시 정신에서 빚어진 것이기에 ‘정신적’인 것이며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정신적인 느낌일 뿐 어떤 것도 

아닌 것이다.

 

내가 한 일은 결국 정신 속에서만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신 속의 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겠는가. 당연히 재질이 정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흔히 ‘멘붕’이라는 말을 쓴다. 멘탈이 붕괴되었다라는 의미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이르는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사실 정신은 보이지 

않기에 무너질 수도 없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기에 끝날 날 또한 없다. 

없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 다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그 생각 자체는 어떠한 물건이 아니고, 실체가 있지 않기에 

무너진다고 할 수 없다. 그저 아지랑이같이 피어나는 듯 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멘붕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인지 쳐다본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함을 명심해서 잘 관찰해보아야 한다. 

삽
화

 월
가

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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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함을 밝힌다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악수惡手를 두는 일일 수밖에 없다. 억울해하는 만큼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이고 있지 않은 나를 내세웠기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원망한 기억은 다시 

원망을 낳게 되고 다음 생에 다시 원망해야 하는 곳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투명한 정신으로 빚어진 

허망한 생각이었음을 느껴보자. 생각 말고는 내가 따로 없지만 

생각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꿈속에서 핏대를 세워가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오직 꿈일 뿐이다. 이러한 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생각은 무엇인가?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작용일 뿐 어떤 것도 

아니다. ‘혼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자체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오히려 감탄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이 혼이 

난다고도 생각하는구나!’라고 말이다. 오로지 속상하다는 의미를 

두기에 피곤한 기억이 쌓이고 스스로도 손해를 보게 되지만 투명한 

정신이라는 법칙 자체는 손해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익만 

있다고 해야 한다. 본래의 고향이 투명함이기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은 ‘환상’이며 ‘이익’이며 ‘보너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삽화 월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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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란 거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아무 것도 하면 안되는 ‘나’라는 것이 정신 속에만 느껴질 뿐임을 

느껴보라는 말이다. 종전과 똑같이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직장을 다니는 삶 전체가 

꿈속의 일이라고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오히려 전보다 심각함이 훨씬 줄어든 

삶이 될 뿐이다. 얼마나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이 될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내가 무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 쳐다보는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생각하는 능력을 써서 생각 자체를 되돌아보는 기회다. 

여기에는 원망이 없고, 울분이 없고, 질투가 없다. 그저 흔적도 남지 않는 정신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함을 혼자서 알고 지켜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시간에 되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정신의 흐름일 뿐’임을 알려주는 스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의 나’라고 하는 개아적 느낌이 너무도 쉽게 생겨나게 

된다. 생각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철썩같이 믿게 된다. 그때부터 잘하고 못하는 내가 생겨나고 피곤한 나도 생겨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럴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서로가 

생각을 무시하는 존재로서 조언자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새로고침 멘토링센터>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기획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고 거쳐가야 하는 장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본래 

스스로의 위대함을, 내가 없음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의 위대함을 아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기강이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도자들이 먼저 정신의 법칙을, 불경을 공부해야 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오신 

도각사 스님들이 계시기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옛 스님들은 매일 밤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통달하지 못했음에 탄식을 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운 놈을 더 미워하지 못해서 

탄식이다.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스승을 찾아야 한다. 깊이 

간절하고 간절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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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경

세상사를 비유하여 인간 내면의 이치를 꿰뚫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비유에서 배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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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국왕이 있었는데 딸 하나가 태어나자 의사를 불러 자기를 위해 약을 

써서 크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의사가 답하기를 “나도 약을 써서 

곧 크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지 지금 갑자기 약을 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약을 구하여 얻고 그 약을 쓴 연후에 왕에게 보여 드릴테니 약을 

구하는 동안은 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서 곧 약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멀리 떠나가 12년을 지낸 후 약을 가지고 돌아와 

딸에게 복용케 하고는 왕에게 보여주었다. 왕이 보고 환희하며 ‘나의 딸을 

약으로 하여금 졸지에 크게 할 수 있으니 실로 이 의사는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곧 좌우로 칙령을 내려 진귀한 보배를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은 헤아릴 줄 모른 채 그저 

자라난 것만을 보고 약의 힘이라고 말하는 왕의 무지함을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으니, 선지식善知識을 찾아가서 “제가 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보여 주시고 그로써 저도 곧 선지식이 되도록 해주 

십시오.”라고 여쭈면 스승은 방편으로 이미 지나가 자리가 바뀌어가는 

십이연기를 관하게 함으로써 점차 덕이 쌓이고 모이게 하여 아라한을 

얻도록 하면 환희 용약함이 배가 되어 “대사는 통쾌한 최상의 묘한 법을 

나에게 속히 증득케 하셨다.”라고 말하게 된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의사가 왕녀에게 약을 주어 

갑자기 자라게 한 비유

번역 및 해설 · 이각스님

醫與王女藥令卒長大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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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각주2 

입류入流

『금강경』 일상무상분의 수다원과

부주색성향미촉법 不住色聲香味觸法

『금강경』 묘행무주분

모든 일에는 순리順理가 있으니 순서가 있는 것 또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중

생은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을 얻으려는 욕심을 부린다. 이와 같은 조급한 마음

이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목숨이 있으며 

목숨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조용

히 기다리게 하는 유능한 의사와 같이, 선지식도 도를 구하는 이들에게 조바심과 

욕심을 먼저 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미 지나감으로써 자리가 바뀐 법의 가르침[故

敎令坐禪]을 전하고, 그 과정인 십이연기로써 일체의 법이 본래 찰나도 머물지 

않음을 관하게 한다[觀十二緣起]. 

여기서 ‘고故’라는 글자는 이미 지나갔다, 옛날이라는 뜻이고 ‘좌선坐禪’이라는 

말은 바뀌다, 고요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재료인 육진은 육근

을 제除하면 실체가 없을 뿐 아니라 찰나마다 변화하여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근이란 정신에 갖추어진 감각능력을 말하는 것일 뿐 몸의 

감각기관은 사실상 세상의 물질에 속하는 것이기에 실체도 없고 머물지도 않기 

때문이다. 

머물지 않는다 함은 찰나마다 변화하여 그 모습이 정지되어 있지 못하는 구름의 

형태와 같고, 소리의 떨림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떨리는 순

간들이 그때그때마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다른 예로 얼음 조각상을 햇

빛에 놓아 두었을 때 얼음이 녹아감에 따라 조각의 형태도 찰나마다 변화하여 물

로 변했다가 그 물마저 말라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일체 만물은 변화하

다 결국은 완전히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두가 허공으로 만들

어졌음을 알 수 있고, 고정된 모습으로 머무는 순간이 없음을 알 수 있기에 실체

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

던 것들이 열두 가지 단계를 통해 자취도 없이 사라짐을 관함으로써 사실 항상 텅 

비어있는 세계임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차츰 이 세계가 실체 없는 마음의 공덕

[漸積衆德]이라는 견해로 바뀌게 하여, 결국에는 실답게 있다할 것도, 일체법도 

없는 적멸의 세계에 사무치게 만드는 것이다[獲阿羅漢].

 

그러니 이번 경문經文에서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비유로써 설명했

다고 볼 수 있다. 12년이 지나자 갓난 아이의 모습이 상상할 수 없게 변화되었다

는 비유는 찰나마다 변화하는 몸이란 그 실체가 없다는 ‘무상법無常法’을 가리킨 

것으로 일체는 흐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각주1 그러다 결국은 흔적도 없

이 사라지니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습의 실체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십이연기十二緣起의 모습으로 색.성.향.미.촉.법[六塵]이 머물지 못

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각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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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오는 것이 아니기에 가는 것도 아님이 일체만유이므로 현실의 

실제는 오고 감이 같은 하나라는 것이며,각주3 오고 감이 하나라면 항상 오

자마자 가는 것이니 언제나 남는 것이 없으므로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이 육신을 포함한 세상의 실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각주4 그러므로 본문

의 이미 지나간 법의 가르침[故敎]이라는 것은 육진六塵으로 이루어진 

일체법이란 머물지 못하고[不住色聲香味觸法] 찰나에 멸도滅度되어 단

지 기억에만 잠시 머무는 허망한 환영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일체

가 모두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바라본다면 마음은 허망하여 고요

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요한 자리로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좌선

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좌선이라는 말을 ‘앉아서 고요해지도록 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찰나마다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기 때문

이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것은 본래 불래不來이며 적멸寂滅인데 누가 

있어 앉겠으며, 어찌 또 고요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있다[有]고 하는 것은 중생의 육신을 비롯한 육진이 전부이다. 그러나 육

진이 존재하려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세월이라는 시간

은 억만 분의 일초도 머물지 않고 과거로 흘러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다. 역시 머물지 못하는 시간 속에 들어 있는 자기의 육신 또는 생각, 나

아가 모든 물질들도 찰나마다 사라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시간이든 

세월이든 물질이든 그것들이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는 원인, 재료, 장소가 

없기에 사라진 장소도 없다. 이러한데 어떻게 육신인들 그 실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앉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는 말은 어리석

은 망언일 뿐이다. 몸과 시간이 있다고 믿어 의심해 본 적도 없다가 갑자

기 일체는 과거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에게 인정된다면 

무엇을 ‘나’라고 하겠으며 무엇을 추구하려 마음이 산란해지겠는가. 이

것이 바로 도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인 그쳐짐[止]이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이제 삶을 이루는 열두 가지 요소를 하

나씩 바라보아야 한다. 즉 관문觀門이다. 왜 사는지, 사는 법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나는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지며 어떻게 정신이 움직이

게 되는 것인지, 세상은 어떤 이치로 생멸변화하며 언제 시작되고 언제 

사라질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을 통달한 자가 아니라면 한치 앞도 모를

뿐더러 아는 것이 아예 없으므로 십이연기의 첫 시작인 무명연無明緣에 

당착되었다고 해야 한다. 

각주3 

각주4 불래不來

『금강경』 일상무상분의 아나함과

일왕래一往來 

『금강경』 일상무상분의 사다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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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5 불입색성향미촉법

不入色聲香味觸法 

『금강경』 일상무상분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그것도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세상과 세

상을 바라보는 정신(어떤 것과 같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라고 알 수도 없는)의 실체가 

없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하지만 오히려 모르니 알아야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

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자기와 삶의 실체 그리고 세상 자체를 모르는 

자들만 모였기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두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자들이 모여서 맞는 것 같다고 주장해도, 결국은 오해이며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방황일 뿐이다. 

일체의 실체를 알 수 없다면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환상과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

로의 감각을 의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싫어한다. 또 자기의 판단이 혼돈되면 혼자

만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 두려워지고 인간적 이성을 잃으며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

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알 것이 없는 속에서 알려고 하는 공연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며 

마치 꿈에서 꿈인 줄 모르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무명에서 비롯된 어

처구니없는 행연行緣이다. 

그러나 무명이든 행이든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존재하

는 듯한 일체의 물질도 그와 같다. 오직 관념觀念일 뿐이지만 이 관념도 일어나는가 하

면 어느새 사라진다. 이처럼 없는 것의 흐름이 분명하고 들어있다고 할 것도 없음각주5 이 

분명한 세계의 이름을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 불도佛道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계라면 생사도 관념이므로 실제적 생사를 초월했고, 행복과 불행도 그 의미를 초월했으

며, 자타自他와 유무有無 역시 모든 의미를 초월하여 꿈과 같은 관념으로만 존재하니 본

래부터 일체만유는 완벽하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解脫되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르기에 몸을 바라보는 정신이, 정신에 느껴지기는 하지만 찰나

도 멈춤 없이 변화하는 정체모를 몸을 자기라고 정해놓고, 몸을 걱정하면서 자기의 실체

는 되돌아 볼 틈도 없이 수고롭게 남들을 따라 쫓고 쫓긴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도 확실

하게 증명할 수 없는 어리벙벙한 인식을 심는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다시 허망한 명색名

色을 실감 나게 보이게 하며 더욱 깊은 어리석어짐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인 장식藏

識이 된다. 즉 기억이라는 유골遺骨자루를 이루고 이 유골자루가 환상을 실제로 착각하

게 한다는 말이다. 이를 이름하여 식연識緣이라 한다. 

이 식연識緣의 어리석음으로 하여금 명색연名色緣을 이루어 다시 집착함으로써 보인

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있다, 닿는다, 감정이 느껴진다는 육입연六入緣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일체를 느끼는 자가 아니라 일체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능력으

로 인하여 스스로의 앞에 드러나는 꿈을 바라보며 꿈이라고 알고 즐기기는커녕 아예 꿈

속으로 들어가 꿈의 사연에 파묻혀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들을 향하여 허우적거리

며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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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육진을 먹어 모음으로써 이루어진 몸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그 육진 덩어

리를 보는 정신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치다. 몸과 세상이 서로 

감촉됨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졌다고 느끼며, 느껴지는 대상은 남이고 느끼

는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장님이 쓰는 지팡이는 실제로 장님의 몸

은 아니지만 오래 쓰다보면 지팡이 끝의 촉감이 마치 손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이 촉연觸緣이고 수연受緣이다. 

이렇게 본래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에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도 없었다. 하지만 정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드러난 환상들을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다시 믿으면 사랑하고[愛緣] 마음에 두며[取緣] 있다고 믿게 된다[有緣]. 그 믿음으

로 삶을 산다고 하며[生緣], 그로 인해 너무도 확연한 늙어 죽음[老死]과 우비고

뇌憂悲苦惱가 있게 된다. 

십이연기(十二緣起=十二因緣)라고 하는 이름의 실체는 원인原因과 그 원인의 앞

에 일어서는 열두 가지 지말현상支末現像이다. 즉 하나의 깨달음 속에 본각本覺과 

성각性覺이 서로 상즉하게 되는 것이 깨달음의 본성本性인데, 본각은 원인이 되고 

성각은 여섯 가지 대상으로 드러나 그 둘이 어울리면, 열두 가지 과정으로 찰나를 

이루며 그 찰나들이 서로 이어짐으로써 삶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연緣이라는 말은 인因과 묶여진 가장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말세末世와 말세

중생末世衆生, 그리고 기억의 끝이라고도 하고 기억의 가장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찰나를 연緣이라 하며, 그 원인인 부처[佛]를 인因이라고 한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 열두 가지 과정으로 드러나는 ‘허망한 것들을 모두 알 

수 없으니 알아야겠다.’라는 욕망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었음을 깊이 관觀하고 나

면, 일체중생의 어리석음마저도 사실은 모두가 정신의 깨달음에 의한 공덕功德이

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실답게 있다할 법이 없음[實無有法]에 사무쳐 아라

한阿羅漢을 이루는 것이다. 아라한이란 실답게 있다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답게 있다할 법이 없는 세계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꿈 자체가 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꿈속의 나도 아니고 꿈속의 의미도 아닌 꿈 세계 자체가 

곧 자기自己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환상의 세계가 되면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만약 남는 것이 있다

면 어리석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리석음마저도 환상幻

想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껏 환상을 쓰며 보살행菩薩行을 하는 환문還門에 들게 

된다. 무명행無明行이 아닌… 그러나 움직인 적이나 존재한 적도 없어 실제로 멸도

된 중생도 없는 정문定門을 이루니 제도된 자도 없다. 이것이 지관환정止觀還定의 

수행길을 두루 통달한 아란나행자阿蘭那行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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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2010), 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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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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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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도각사 불교교리강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도각사 불교교리강좌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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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질을 꼽으라면 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복잡한 그물과 같이 

얽혀있습니다. 그러한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처님께서는 

사대[地水火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 근육, 살 등은 

단단한 흙으로 돌아가고, 침, 고름, 오줌, 땀 등은 물로, 

온기는 불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네가지가 잠시 모여있는 것을 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 물, 불, 바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분이 없는 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있고, 

보슬보슬한 흙과, 잘 부서지는 흙, 살짜기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가벼운 흙은 물의 함유량을 알려줍니다. 알갱이 

사이사이에는 이미 바람이 스며들어 있으며 햇살이 비치는 

정도에 따라 따뜻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흙에는 물, 불, 바람이 들어있고 물에도 먼지가 들어있고 

수온이 있으며 물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네 가지 요소
글 · 월가스님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 ①

사대[地水火風]

흙 속에는

흙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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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산책을 기다리고 있는 삽살개 미타가 보입니다. 순백의 털복숭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놈의 꼬리는 풍차가 돌아가듯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아, 얘도 

반가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는 미타를 알아보는 것일까요? 

미타도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뻥 뚫려있는 허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이 보인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력 범위 안에 내 기억 속의 무엇인가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걸리는 어떤 바가 있을 때는 존재[有]가 느껴지게 되고 걸리지 

않으면 없다고 느낍니다. 걸린다는 것은 시력이 그 자리에 ‘막히게’ 되었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미타가 눈에 들어온 상황은 내 시력이 미타의 흰색에 가서 '막힌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막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뻥 뚫려있는 허공을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흙은 막히는 성질을 뜻합니다. 막힌다는 것은 감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타를 볼 

수 있는 것은 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능력 없이는 세상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력은 색깔에 가서 막히는 것이고, 청력은 

소리에서 막히고, 후각은 냄새에서 막힌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정신의 능력 중 

막히는 능력이 지대地大, 감각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능력만 가지고 미타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감각한 바를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느껴진 바가 있을까요? 보자 마자 잊어먹는데 

말입니다. 미타의 순간 모습은 감각능력 앞에 드러난 한 장의 사진과 같습니다. 

그 사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필름처럼 순식간에 다음 순간의 사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순간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다른 미타의 사진인 것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정지되어 있는 색상일 뿐이기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뚝뚝 끊어지는 사진으로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느낍니다. 미타가 실감 나게 꼬리를 돌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능력이 기억능력이며 세월이 형성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미타의 어릴 때 모습을 회상해보며 ‘이 녀석 돼지가 됐네?' 하며 배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떻게 조그맣던 미타가 자라나서 지금의 뚱뚱한 미타가 

되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각각의 사진을 순서대로 줄지어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기억능력을 물[水大]이라고 

하니, 흐르는 능력이며 세월을 창조해내는 기막힌 정신의 기억 능력을 뜻합니다.

흙의 성질

(감각능력)

물의 성질

(기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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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각능력과 기억능력이 있다고 해도 멍하게 쳐다보는 

상태에서는 결코 미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각사에는 

무량이도 있고 태평이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 

많은 개 중에 미타라고 알아볼까요? 정신 속에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멀리서 미타를 보는 순간 저 자리에 있던 놈은 

태평이도 무량이도 아닌 영락없는 미타라는 기억을 꺼냅니다. 

그때는 이미 기억 속의 미타가 저 앞에 있는 미타와 똑같이 

생겼는지 비교한 후인 것입니다.  

불은 환하게 밝히는 성질입니다. 어디든지 환하게 밝혀지는 순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미타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은 불의 능력입니다. 만약 앞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궁금할 것입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미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개가 걷혀 비로소 흰털의 미타가 드러나게 되면 

편안한 심정이 되고 더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별능력, 

불의 능력이 없다면 전세계의 모든 개가 미타로 보일 것이고 삽살개 

모양의 눈사람도 미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타라는 모습이 기억능력, 

감각능력, 분별능력을 바탕으로 확인이 되었어도 ‘그래 저것이 바로 

미타구나’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는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일들은 다음 번에 

맞닥뜨려도 똑같이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의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기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다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타구나!’라고 결정을 내려야 반가운 마음도 들고 

가서 만져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바람의 능력[風大]은 의지의 능력입니다. 감각능력, 분별능력, 

그리고 기억능력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미타가 맞으면 '맞다는 믿음’이, 미타인지 무량이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모르겠다’는 의지능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불의 성질

(분별능력)

바람의 성질

(의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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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는 오직 내 눈 안에만 들어있는 정신 속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몸뚱이가 개가 아닌 죽을 수 없는 정신이 미타였다고 쳐다보아야 

합니다. 기억능력이 미타였고, 분별능력, 감각능력, 믿음의 능력이 미타였지 

그 능력을 제외하고 ‘외부의 강아지’는 따로이 없다는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밀가루로 빚은 미타와 똑같은 모양의 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서 

누가 봐도 미타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아지 모양으로 밀가루 빵을 만들었다한들 

그것이 강아지가 될수는 없습니다. ‘미타빵'의 정체는 밀가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정신세계 안에서 빚어진 이름이 ‘미타’라면 그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재료는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야 합니다.

의지능력, 기억능력, 분별능력, 감각능력이 곧 나였고 이 능력이 

세상이었으며 이것이 삶이지 그외에 어떤 것도 없음을 느껴보십시오. 허나 

능력 자체는 어떠한 물건이 아니기에 그저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여래’라고 

표현함도 말입니다. 4대라는 허공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다가 스스로의 세상을 스스로 가지고 떠나는 것이니 진정 이곳이 ‘나 혼자 

꾸는 꿈’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직 

정신세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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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화현스님

자서전이라고 하면 꽤 유명한 인사들이 삶의 전환기가 되었을 

때, 또는 생을 정리할 때쯤 되어 스스로의 역사를 글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팍팍하게 돈을 버느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피곤을 못 이기고 졸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달려나가기 바쁘지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서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라고 푸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자서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생각,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분별하던 

생각,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판단한 모든 생각은 한 찰나도 

남김 없이 모두 사라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책으로 쌓이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흘러가[經] 엮이는[典] 모습을 경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전이란 종이에 쓴 글을 묶어 놓는 책이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 기억으로 쌓이는 법칙 자체를 설명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라면 누구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에 따라 다음 

찰나의 견해가 달라지고, 길게는 다음 생의 세계와 스스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을 꿈이라고 

본다면 환상이라는 기억이 쌓일 테니 어떤 일이 다가 오든 

긴장하지 않고 대처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을 심각하게 

본다면 모든 기억이 의미심장할 테니 다가오는 모든 일 또한 

부담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기억의 자서전을 아름답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자서전을
엮고 있나요?

이치를 가리키는 손가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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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란 지금을 바라보는 견해가 지나가 쌓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해를 쌓아야 하는지를 알기 이전에 ‘지금’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다면 잠자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때는 어떤 기억이 쌓일까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깨어있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합해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내 경험이 아닌 것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존재를 가정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란 감각하고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각이란 대상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색깔이 없는 곳에서 눈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소리가 없는 곳에서 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색깔과 눈이 

있다 하더라도 ‘보인다’는 인식이 없다면 지금이 

느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상과 

감각기관과 인식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듯 

느껴지지만 한 가지의 요소만 빠져도 잠이든 

것과 같이 지금이 사라져버리니 하나도 아니요, 

셋도 아닌 오묘한 법칙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셋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서전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말이죠.  

●   지금이 느껴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삽
화

 월
가

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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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에서는 대상을 티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눈, 코, 귀, 

입, 피부, 그리고 마음의 뜻이므로 그에 대응하고 있는 대상은 색깔, 냄새, 소리, 맛, 

감촉, 수많은 이름 여섯 가지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색성향미촉법의 여섯 가지가 모이면 대상이 되는 것인데, 대상을 이루는 하나하나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색깔은 빛이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고, 빛이 있을 때에는 볼 수 있지만 형태를 

그대로 두고 색깔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장미의 붉은색을 먹거나 손으로 

비빈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찬란한 빛이었을 뿐입니다.

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소리든,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든, 사람의 

목소리든 모두가 허공의 파장이기에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녹음기로 

저장해둔다 하여도 틀면 또다시 허공의 파장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 평생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내 소유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칠고 듬성거리는 눈으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조금만 자세히 

사유해보면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색깔은 눈으로만 볼 수 

있으니 딱딱하거나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만지거나 맛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색깔을 색깔로 본다는 것은 색깔에 보이고, 냄새나고, 맛이 나고, 

만져지며 좋고 나쁜 의미를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껴지기는 하지만 가지거나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환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   육진
六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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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감각기관이 만나게 되면 인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이 난다, 감촉이 

느껴진다, 의미가 느껴진다는 여섯 가지의 인식을 말합니다. 이 인식은 둘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므로 육진의 변화에 따라 인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 한번도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말인데,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결정지어 놓으면 그 생각이 불변의 법인 것처럼 생각하여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지금 당장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가졌던 인식을 가져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할 거야’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식이 드러나며 ‘내 생각’이라고 부르짖고는 그대로 족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금세 사라져버리는 생각이라면 나일 수도 없는데, 나라고 

주장만 해놓고 사라져버린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채롭게 

인식할 수 있으니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꾸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육식

●   육근 대상을 거울처럼 비추는 감각의 능력을 불경에서는 육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다면 세상 모든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있다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색깔을 모두 구별할 수 있고, 밝거나 어두운 것까지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일까요? 어떤 색도 가리고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을 모두 느끼고 있다면 내 눈에는 무지개의 어떤 색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눈에는 색깔이 없고 귀에는 소리가 없으며 코에는 냄새가 없고 

혀에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세상의 있음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감각은 언제나 투명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혀만을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병들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六根

六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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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을 이루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가졌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고자 집착할 뿐 무엇을 얻고자 했고, 얻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은 시간이 지날 수록 커져가는 악순환이지요. 이 힘든 윤회의 

바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승’이라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빛은 거울이 있어야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 실려 있는 바를 올바로 해석해주는 스승을 만났다면 이해한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해는 기억을 바탕으로 나오기에 그간 

쌓였던 자서전의 수준에 따라 예전의 습관대로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가 나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배운 바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 

놓고 그대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환상의 자서전이, 맑고 투명한 자서전이, 

그리고 매 찰나 화려한 자서전이 쓰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걱정하거나 두려운 

기억 대신 꿈과 같이 가벼운 기억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   배운대로 

바라보는 용기

삽
화

 월
가

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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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눈 ②

? 
항하사수와 같은 불세계는 개개인의 

마음세계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지라 

평소에 외관으로 아이들의 표정과 눈빛과 행동을 자세히 살피고, 그 

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을 

단지 개성이나 취향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지만, 

사람들마다 내면의 세계가 다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도 다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의 말씀 중에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불세계가 있고 내가 

그 마음을 다 아느니라. 그 마음은 이름이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개개인의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제 소견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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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계란 각각의 지혜로 바라보는 세

계일 뿐 실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경을 

해석함도 지혜의 정도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질문 시에는 불경의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

지, 그 부분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올려놓기를 바란다. 

항하사수恒河沙數란 일체중생의 마음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도 있지만 한 중생의 생각이 항하사수와 같다는 말로도 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중생이란 곧 한 중생의 마음속

에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모

든 사물의 모습이 물방울의 표면에 비추어지듯 모든 현상은 

정신능력의 하나인 감각능력에 느껴진 것이라는 말이다.

일체의 현상이란 시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다. 중생이 움직

이는 모습은 시간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즉 웃음을 터트

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과 함께 그 웃던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당시의 삶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

므로 어제 있었던 모든 움직임과 젊음, 삶, 그리고 시간은 영

원히 사라진 것이기에 어제의 ‘나’도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지도 · 이각스님!
항하사수와 같은 

불법의 길
恒河沙數

佛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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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중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체 만유는 부서지고 변화하며 사라진다. 그

것은 일체 모든 물질이라는 것이 뭉쳐진 것이기에 부서지는 것이고 부서지기

에 변화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라지는 

현상은 ‘없는 것이 임시로 뭉쳤던 것이므로 도로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것’임

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이

라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찰나도 변화가 멈출 수 없기에 ‘존재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저 환상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말이다.

어디에… 누구에게… 바로 거울과 같은 감각이라는 것에 비추어지고 인식이라

는 정신능력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인식능력이 개아個我이다. 즉 하나의 중생

이다. 그러므로 개아가 없다면 환상과 같은 일체중생을 인식하는 기능이 사라

지는 것이므로 일체중생이라는 말을 할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역시 다른 중

생도 이와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생이 되어 주고 중생임을 느끼고 있는 것

이다. 그러니 모든 중생이 오직 하나의 인식능력에 비추어진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자기라고 하는 인식능력에만… 그러니 항하사수 중

생은 오직 스스로의 식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識은 실체가 없으니 허

공과 같다. 그러므로 그 속에 든 모든 것은 오직 이름뿐인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마저도 식 속에 있는 이름… 

인식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경치든 인식되었다는 것이니, 인식된 바

가 없다면 경치도 없는 것이고 경치가 없다면 인식능력도 없게 되는 불가분의 

공존법칙인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 앞에 소

가 있다면 거울 속에도 소가 있게 되듯 인식능력 밖의 경치와 인식능력 속의 경

치는 일치한다. 즉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을 여如’자를 쓰는 것이다. 둘

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환상이 비추어진 것이다. 

이 둘이 아닌 둘이 마주하게 되면 중간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곧 

‘깨어있음’이라고 말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삶이라는 기분이기도 하고 생시라

고도 하는 기분이다. 이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證]이 다가오는 것이다

[來]. ‘같은 것이 마주함으로써 오는 것이 정신’이라는 말이니 이 말을 줄이면 

여래如來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을 불법佛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
⁌

142 J I S I M



그러므로 불법에 의하여 여래인 경치가 모든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다면 여래의 법칙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것이 중

생이라는 말이지 여래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일체중생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꿰

뚫어 본다는 뜻이 아니다. 이 하나의 법칙으로 모든 중생이 각각으로 드러나게 되지

만 지혜의 수준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공통된 여래의 법칙에 의하여 드러난 정신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 삼천대천세계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견해만 높아지면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 이 견해를 수승하게 고치는 작업을 이름하여 불도

수행佛道修行이라고 한다. 즉 불법으로 흐르는 항하사수恒河沙數와 같은 ‘불법의 

길[佛道]’을 수승한 길로 바꾸는 것이다. 개개인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 사랑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되었다고 해도 당

연히 변화하니 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더욱 편한 것이 아니며 사

라지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우매한 것이니, 공연한 수고만 하다가 마

음의 어리석음만 쌓아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마음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

정하기에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므로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 더욱 불

편한 것이다. 물질도 환상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마음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작용은 

없지 않으니 환상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도깨비처럼 튀어나온 인식은 생겨난 

곳[生處]도 없고 사라지는 곳[滅處]도 없다. 

과연 무엇이 마음인가. 과연 무엇이 ‘나’인가. 과연 무엇이 ‘인간’인가. 중생은 무엇

을 말하는 것인가. 찰나마다 사라지는 생각과 환상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온 우주를 보고 느끼니 우주가 투명인간 같은 정신의 놀이터인 것이다. 그리고 과

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의 법칙이 곧 정신의 노리개인 것이다. 생각 

속에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일 뿐, 세월이란 환상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삼천대천세계, 항하사수 세계가 모두 이 정신작용인 

인식認識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니 인식이 왕王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위대

함을 깨닫도록 해주신 불경에 의존하여 적어도 수미산왕須彌山王이 스스로인 것임

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처와 하나가 되는 길까지…

⁌
⁌

⁌

이각스님(2011), 불멸2, 지혜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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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요리 미행味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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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찬바람 맞고 자란 겨울김장철 무는 단단하면서도 물기가 많고 단맛이 

강해 효능 또한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섬유질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한 무는 전분을 분해하는 다이아스타제, 단백질

과 지방을 녹이는 프로테아제 등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천연소화제로 많이 애용되어온 식품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혈중콜레스테롤조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나며 비타민C가 많아 겨울철 비타민 보충제로도 좋

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는 묵직하고 연두색 부분이 많은 것이 좋고, 무가 많이 나는 

계절에 무말랭이를 만들어놓으면 무차, 무말랭이 반찬 등 사계절 부담 없이 애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추운 겨울 찬거리 걱

정이 된다면 냉장고에 묵고 있는 무 하나 꺼내서 보글보글 졸인 무 조림으로 따뜻한 밥상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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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만스님

도자식기 협찬 · 승가림

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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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무는 1~1.5센티 두께로 자른 다음 반달로 잘라놓는다.

3. 4. 양념재료를 다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놓는다.

5. 6. 냄비에 잘라놓은 무를 깔고 그 위에 들기름을 골고루 뿌려준다.

무 800g, 들기름 3Ts

양념장 말린 표고버섯가루 3Ts, 물 10Ts, 간장 10Ts, 고춧가루 1Ts, 사과청 3Ts

 재료 

Tip1. 무는 윤기가 있고 단단하며 상처가 없는 것으로 고릅니다. 

  또한 무의 연두색 부분은 단맛을, 흰 부분은 매운 맛을 가지고 있으니 조림 요리에는 연두색 부분을 쓰도록 합니다.

1 2

4 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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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골고루 부어준다.

8. 센 불에 올려놓고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로 줄여서 무가 익을 때까지 졸여준다.

   (대략 25~30분)

9. 졸여진 무를 그릇에 담아내면 담백하고 맛있는 무 조림 완성!

7

8
9

* 미행의 모든 요리는 사찰음식만이 아닌 약선藥膳음식(오신채가 포함될 수 있음)으로 

  독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Tip2. 말린 표고버섯 가루는 무조림의 맛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식재료입니다. 

  깊은 맛을 내야 하는 음식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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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차의 향기

한방에서 국화는 주로 풍열 감기로 열이 높고 몸에 땀이 나는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초강목에서

는 ‘국화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쉬 늙지 않는다. 위장과 오장을 편안케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한다. 그밖에도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화꽃 말린 것을 베개 속에 넣고 베고 자면 머리가 맑아

지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며, 방에 국화 꽃꽂이를 하는 것으로도 열성병을 치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화를 황국, 백국, 들(산)국으로 구분하여보면 특징적인 효능이 다르답니다. 백국은 간에 주로 작용

하는데 간기 상승을 억제하고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어지럼증과 충혈, 안구통증이 있을 때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황국은 풍열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어 풍열감기나 온병초기에 사용하고, 들(산)국은 다른 국화에 비해 차가운 성질

이 강하여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뛰어나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 부스럼, 종기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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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차
감기 예방에 좋은

제조 및 글 / 사진 · 성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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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일정도 지나면 80프로정도 피어난 예쁜 꽃만 골라 수확합니다.

  (찬 서리 맞은 국화가 약성이 좋다고 합니다.)

2. 3. 소금을 조금 넣은 팔팔 끓는 물에 5초~10초 재빠르게 데치고 바로 건져 찬물에 식힙니다.

4. 이물질과 벌레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찬물에 여러 번 흔들어 씻습니다.

5. 6. 손에 한 움큼 잡고 너무 세지 않게 물기를 짜낸 다음 건조기에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말립니다.

  (55도로 12시간)

* 국화의 효능 

국화에는 눈과 간 기능 회복에 좋은 비타민A와 카로틴, 비타민 B1, 콜린, 스타키드린, 아데닌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두통이나 풍열을 없애고 청열을 해독하며 피로한 눈, 노안이나 백내장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화차의 대표적

인 효능은 호흡기 질환의 개선 및 감기예방으로 기침, 해열, 인후통, 비염, 천식, 가래, 후두염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인병예방과 우울증 개선,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에 좋으며 국화에 풍부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

어 피부세포노화를 방지해주고 이미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국화차 수제법

1 2

5

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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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 4리터에 대추 30개, 감초 한줌정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1시간 정도 달여 법제할 물을 만듭니다.

8. 9. 12시간 말린 국화를 찜기에 올리고 대추 감초 달인 물로 3분 찌고 식히기를 3번 이상 법제합니다.

10. 11. 12. 다 쪄낸 국화를 건조기에 8시간 정도 말린 다음 가장 낮은 온도로 맞춘 전기팬에다가 말린 국화를 

  올리고 수분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우기를 하면 완성됩니다.

* 국화차 마시는 방법 

방법1   1인용 다관에 국화 8송이 정도를 넣고 팔팔 끓는 물을 부은 다음 3~4분정도 우려내고 마십니다. 

           두 번째는 2분정도 우려내고 세 번째는 처음보다 길게 우려내고 마십니다. 

방법2   주전자에 2리터 물과 말린 국화 한 움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끓여내고 마십니다. 

* 국화차의 부작용 

국화는 몸의 열을 없애는 효능이 있으므로 평소 장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하시는 분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화는 기를 내려주고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열도 없고 양기가 상승하지도 않은 사람

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8

11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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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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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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콘텐츠 잡지를 향해 달려가는 계간 지심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께는 도움이 되어 불법을 접하게 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간 지심 화이팅!

아, 제발 새해에는 몸보다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계간 지심을 만든 스님들을 소개합니다

산책은 즐거움입니다. 편한 시간인데 어딘지 얽매여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가족, 

직장, 명예, 권력, 재력에 매여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인생길의 산책을 마

치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합장

연세안심프롤로의원장 금적스님

우리가 공정한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면 이기심에서 비롯된 혼란은 허공의 먼지처럼 자국조차 

남기지 못하죠. 새해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今寂 합장  



도서출판 지혜의눈 편집장 화현스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원주 방등스님

불경해석도량 도각사 재무 성아스님

기해년 계간 지심의 첫 출간을 위해 하루하루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각사 대중스님들. 누구를 위한 걸까

요. 나를 뺀 남을 위한 것도 남을 뺀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신이 깨어있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나를 

포함한 모든 대상들은 깨달음 안에만 있기에… 깨달음의 세계, 불佛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한 

것이지요. 스님들 근념하셨습니다. 합장

어느덧 일년이라는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연말에 맞추어 기해년 첫 계간 지심도 마무리 되었구요.

깊은 곳의 심정을 사정없이 파헤치는 도각사 스님들의 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아름다운 경종을 울리길 기대해

봅니다. 또 한권의 지침서를 이루어내신 스님들 근념하셨습니다. 방등 합장

연세안심프롤로의원 총무부장 일궁스님

이해함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즐거움도 있을 수 없겠지요.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계간 지심이 닿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지난 11월부터 안심의원에 도수치료사 겸 관리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글쓰기가 빠듯하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한 후에 글을 쓰다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더군요. 몸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 대부분의 병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생기

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를 모른다면 병은 순간적으로 고쳐지더라도 곧 재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이 ‘계간 지심’을 발판 삼아 도각사에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간 지심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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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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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541-2059 
이메일 hwahyun@2ga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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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법인 <프롤로테라피>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두통은 90% 이상이 목의 장애와 관련되기 때문에 

목을 강화시키는 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외상으로 늘어난 인대 조직은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불안정해진 관절로 인해 만성통증을 유발

하게 됩니다. 프롤로테라피는 만성적으로 약해진 힘

줄과 인대의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주사 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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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따라 시술 횟수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효과는 시술 후 2주부터 인대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6개월 뒤에는 약 50%까지 인대가 강화되어 관절의 안정성을 가져옵

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100% 정상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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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후 보통 하루 정도 (사람에 따라 2~3일)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

은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

응이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므로 걱정하

지 않아도 되지만 불편하면 냉찜질을 합니다.

임의로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면 치료효과가 떨어지

므로 타이레놀(AAP) 계통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C가 인대의 재

생에 필요하므로 치료 전후에 보충해 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술 당일 샤워는 가능하지

만 뜨거운 찜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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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 /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휴진,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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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억울함’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드러내기 부

끄러워 숨기거나 말해도 해결나지 않을 이야기라고 치부하여 혼자 답답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간 지심>에서는 지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

사로 대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에게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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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hyun@2gak.com(계간 지심 편집부)

지심 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