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 2564(2020)년 / 제151호 / 비매품 포교지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경주캠퍼스 정각원

http://jeonggak.dongguk.edu

특집 |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표지 사진

경상북도 문경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보물 제137호, 883년(헌강왕 9년), 

높이3.41m

제호 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정각도량

2 벙어리 깨달음 / 법수 스님

특집|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4 결사의 원형原型을 찾아서 / 김호성 

6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 / 황순일  

10 중생과 함께 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 하는 중생 / 김응철  

  내 마음의 금언  

14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 이철헌

 불심의 창  

16 신행 수기 / 이승택

 열린 마당  

18 여유로움, 그 속에서 나를 찾아본다 / 탄호 스님

 초기 경전의 법문  

20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최고의 승자 / 이자랑

 사찰음식 테라피  

22 아침에 죽[早粥] / 김민희

 불교와 사회복지  

24 달라이라마 존자의 아동을 위한 보편적 교육과정, SEE Learning / 혜주 스님

 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26 타임캡슐 레(Leh)! / 남승호

 불교예술의 세계    

28 인도의 아잔타 석굴 / 김진숙

 불교 수행의 길잡이  

31 간화선의 현대화를 향한 궁구 / 자재 스님

불기 2564(2020)년 봄호

 정각도량 통권 151호

•발행일 : 2020년 3월 1일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캠퍼스 

•서울정각원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 (02)2260-3015-8 

     Fax : (02)2260-3744

•경주정각원  

     38066 경주시 동대로 123 

     Tel : (054)770-2915 

     Fax : (054)770-2009 

•발행인 : 윤성이 

•편집인 : 김명실(묘주스님)

             이종림(법수스님) 

•편집위원 : 김명실, 이종림 

                 정승석, 안양규 

•주간 : 정승석 

•간사 : 이민기

•직원 : 임경수 

•디자인 / 인쇄 : 중도기획 (02)2278-2240 

승탑 예술의 결정체

현대 불교사에서도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고 있는 문경 봉암사鳳巖寺는 신라 선문9산파의 가장 중요한 종파인 희양산 봉암사파曦

陽山 鳳巖寺派의 본사이다. 

철저한 수행의 상징 명찰인 봉암사에는 승탑 미술의 완벽한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증대사 적조탑’(보물 제137호)이 있다. 이 

승탑의 주인공은 북종선北宗禪을 도입한 신행神行선사의 맥을 이은 신라 말에 활동하였던 지증대사智證大師 도헌(道憲, 824~882)이

며 승탑 옆에는 그의 행적을 칭송한 ‘지증대사탑비’(국보 제315호)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지증대사 승탑은 신라 승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을 따르고 있으며 기단부 가장 하단에는 역동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여덟 마리 사자상을 조각하였다. 또 사자상 위로는 부피감 있는 구름무늬가 묘사되었으며 다시 그 위로 인수조

신人首鳥身 형태의 음악의 신, 즉,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가릉빈가상이 돋을새김으로 표현되었다. 가릉빈가상의 생동감 있

는 몸짓과 날개의 움직임은 섬세하고 유연하여 마치 극락의 묘음이 울려 퍼지는듯하다. 또 가릉빈가상 위로는 악기를 연주하

는 주악천인상과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공양천인상이 있으며 넓은 연잎으로 받쳐져 있는 매우 장식적인 사리합舍利盒도 조각되

었다. 또한 탑신부에는 각 면마다 여러 조각을 두었는데 앞면과 뒷면에는 문비門扉와 자물쇠를 표현하였고, 문비를 새긴 면의 

좌우면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치하고 나머지 2면에는 보살상菩薩像을 묘사하였다. 큼직해 보이는 지붕돌은 현재 일부분이 깨

져 없어진 상태이며 넓은 처마에는 각진 2중의 서까래가 겹처마처럼 새겨져 있다. 지붕돌 꼭대기에는 연꽃 무늬 받침돌을 놓

아 상륜부相輪部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장의 판석板石으로 짜여진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은 각부의 장식조각裝飾彫刻이 매우 섬세하고 수려하게 조성된 

신라 승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나라 승탑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승희 / 미술학 박사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견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부분 도상: 
피리를 부는 가릉빈가상 

부분 도상: 
비파를 연주하는 주악천인상(왼쪽), 
향공양을 하는 공양천인상(중앙), 
장식적인 사리합(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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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 깨달음

너와 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는 ‘분별分別’은 개인 자신과 인간관계,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

래하는 원인으로 ‘고苦’의 근본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신심명信心銘> 첫 머리에서도 “도에 이르는 길

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르는 것을 피할 뿐”(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고 하였다.

지난 2019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불경에 나오는 몸은 하

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둘이 싸우다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이므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해석과 “그렇다면 청산되어야 할 적폐를 그냥 

두고 같이 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으로 또 다시 갈라져 있다.

이러한 현금의 한국 사회의 분열상에 대해 불교의 ‘무분별無分別’의 일관된 가르침은 과연 어떤 의미

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아타바기경阿陀婆耆經>에서 마건제가 부처님께 따져 물었다.

“결정적인 모든 법에서 안팎의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 어떻게 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대답하셨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것도 아니요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것 아님도 아니다.

 이와 같은 모든 논의를 모두 버리고

 나와 내 것도 모두 버리고

 모든 법상法相도 취하지 않아야

 비로소 도를 얻을 수 있으리.”

마건제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벙어리의 법이라야 도를 얻겠네요.”

<신심명>에서도 “이견부주二見不住” 하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불자들은 현실의 분열상에 대해 아무 

분별심도 의견도 내지 않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수 스님┃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벙어리 깨달음
“모든 중생은 갖가지 성품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

러 인연과 비유와 말과 글로써 갖가지 설법을 하여 불사佛事를 짓노라. 그것은 내가 성불한 

이래 잠시도 쉬지 않았느니라.”

중생과 세상이 분별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해 어떠한 모든 견해도 일으키지 말라는 것

이 아니라 갖가지 분별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라는 가르침이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께서 ‘무분별’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의 ‘상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마저 아닌 

상이나 또 이것이 불법이라는 법상마저도 버리고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분별에 맞추어 법을 실천하고 

설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무아無我’와 ‘불이不二’의 철저한 수행을 하고 바르게 중생과 세상

이 가야할 방향과 방법을 그 현실과 대상에 맞춰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중생이 분별한다고 부처님께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불법을 얻어 들어 성불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헛갈리고 헤매는 중생에게 그 혼돈에서 벗어나게 이끄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이다. 그래서 용수

보살께서는 <대지도론大智道論>에서 

“무쟁삼매無諍三昧는 다른 이의 마음에 다툼이 일지 않게 하는 것”

이라고 하셨다. <신심명>에서도 

“여우같은 의심이 맑아져 다하면 바른 믿음이 고르고 곧아진다”(狐疑淨盡 正信調直)

라 하였다. 

‘무분별’이란 결국 나 자신의 분별을 버리고 ‘무불포용無不包容의 대지혜’를 내어 상대를 바르게 이끌

어 바른 견해와 바른 믿음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심명>에서 

“둘 아님은 다 같음이라 포용하지 못함이 없나니”(不二皆同 無不包容)

라 한 것이다. <교수신문>에서 ‘공명지조’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사자성어로 ‘어목혼주魚目混珠’가 있

다. 말 그대로 물고기 눈알과 진주가 마구 섞여있는 가치 대혼란과 분열의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더

더욱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보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

분별의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불포용의 보살심으로 수연설법隨緣說法하는 불사를 끊임없이 지

어야 한다.

끝으로 앞의 『아타바기경』의 부처님 답을 들어보자.

“그대가 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 

비로소 저절로 벙어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 용수보살께서 해설하신 말로써 글을 마친다.

“나의 법은 진실되다. 남의 법은 망령된 것이다. 나의 법의 제일이다. 남의 법은 진실되지 못하다하

는 것은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시如是’라는 이치로써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인다면 

남의 말을 듣고 그의 허물을 찾지 않게 되리라.”   

정각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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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원형原型을 찾아서 

결사라는 말이 다시 운위云謂되는 모양이다. 반가운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결사는 불교사의 특수

한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결사란 무엇인가? 결사의 정의를 묻는 질문은 철학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 철학적 물음에 대해서 그 

대답을 구할 때는 철학적으로 할 수 없다. 사색과 관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역사적 실례 속

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방법론은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기실, 나는 이러한 작업을 오래 전에 했다. 2017년에 나온 졸저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씨아이알)이라는 책에 그 성과들을 묶었다. 그 책에서도 미결의 과제는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책

이 살펴본 역사적 사례들은 전부 우리나라 불교사 안에서의 사례들이었다. 정작으로 결사라는 불교사

의 독특한 행위들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향을 우리의 결사들 역시 적지 않게 받아 왔는데 

말이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다소라도 살펴보면서,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을 보완하고

자 한다.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불교사의 결사들은 모두 그 시초를 중국의 동

진東晋시대 여산혜원(廬山慧遠, 334-416)의 백련결사白蓮結社로 삼고 있다. 중국불교사에서는 또 다른 

혜원(정영사 혜원)이 존재하기에 백련결사의 지도자는 반드시 ‘여산혜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 ‘여

산’은 법호가 아니다. 그냥 별명이다. 여산이라는 산을 생각하면, 그 산의 정신적 주인은 혜원스님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에서 여산으로 그 별칭이 되어 버린다. 중국불교 스님들 별명은 다 이렇게 지명, 

산명, 사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산이나 그 절에서 수 십 년을 살기 때

문이다. 

실제로 혜원은 83년 인생 중에서 33년을 여산에서 머문다. 전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혜원은 어

떤 귀한 손님이 오더라도 호계虎溪라는 시내를 넘어서까지 배웅하는 법은 없었다 한다. 하지만 어느 때 

유학자 도연명陶淵明과 도사 육수정陸修靜이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는데, 서로 담소를 나누

면서 하하하 크게 웃다가 그만 호계를 넘어버렸다는 고사가 전한다. 이 이야기는 훗날 수많은 화가들

이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를 그리게 하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여산혜원을 다루는 『고승전』들에서, 이 호계삼소의 에피소드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 하지만,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를 생각해 볼 때, 이 호계삼소의 에피소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은둔隱遁이라

는 말이다. 

혜원은 이미 21세 때부터 ‘아름다운 은둔嘉遁’을 꿈꾸었다 한다. 이 은둔의 정신사에는 불교만이 등장

하는 것은 아니다. 노장老莊의 깊은 영향이 있다. 혜원은 나중에 스승 도안道安을 만나서 반야사상을 들

은 이후로, 노장이든 유학이든 다 알맹이가 아니라 쭉정이에 불과함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을 강조하는 노장적 영향이 짙게 남아있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정혜결사에서도 은둔

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다.

은둔이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오면 사람들로부터 다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능동적·

적극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세상이 혼돈스러울 때 지식인이 행하는 ‘저항의 몸부림’이라는 의미이다. 

혜원의 시대는 전란의 시대였다. 특히 북쪽이 그러했다. 그래서 혜원은 남쪽으로 가서 여산에 들어갔던 

것이다. ‘저항’은 권력자에 대한 저항이고, 권력을 욕망하는 자기에 대한 저항이다. 

이 저항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백련결사였다. 그 지도자 혜원부터가 그랬다. 당대

의 권력자들이 “출가사문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는 예경을 해야 한다”는 요구 앞에서, 혜원은 그렇지 

않다고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하는 ‘불경’을 감히 감행했던 강골强骨이었다. 세속 권력에 

굴하지 않는 불교 승가의 모습을 이토록 선명하게 그려낸 사례는 후세를 통틀어서도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호계삼소에서 이미 혜원을 중심으로 모여든 지식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백련결사는 그러

한 지식인들과 함께한 결사였다. 모두 당대의 일급 지식인들로서, 유유민劉遺民을 비롯한 123인이다. 

그 중에 18인을 ‘동림의 18고현古賢’이라 불렀다. 보조지눌의 정혜결사도 세속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었

으나, 그보다 더 많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아미타부처님 앞에 모여서 서원을 세우고 결사를 맺었다. 아미타불을 떠올리면서 정신을 집

중하여 염불삼매를 이루고자 했다. 이때 염불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소리 내어서 하는 칭명稱名이 

아니다. 정신집중을 통한 삼매 속에서 견불見佛을 지향했으므로 관불觀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련결사의 염불삼매는 곧 관불삼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혜원이 의지한 경전은 

견불을 가르치고 있는 『반주삼매경』이었기 때문이다. 

백련결사가 내용적으로는 정토신앙의 결사였으나, 그 결사정신에 있어서는 보조지눌의 정혜결사와 

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은둔, 권력과의 거리두기 등에서이다. 물론, 역사 속에서 많은 정토신앙의 

염불결사들은 여산혜원을 말하고 백련결사를 말하였다. 그때 그들은 칭명염불과 관상염불의 차이를 그

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저마다 여산혜원의 백련결사를 그리워하였다.

물론 은둔, 권력과의 거리두기, 염불(=관불)과 같은 원형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묵수할 필요는 없을지

도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그럴 때조차, 바로 그렇기에 원형의 모습을 되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때 새로운 결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결사의 원형原型을 찾아서특집 |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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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힘을 통해 교단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화’라고 한다면, 교단 

내부적으로 수행운동을 통해 개혁을 이루는 것을 ‘결사’라고 할 수 있다. 정화는 고대인도 마우리야 왕

조의 아쇼까왕이 제3결집에 앞서 교단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교단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려들

에게 흰옷을 입히고 교단에서 축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법왕(dhamma-rāja)으로서 불교를 진흥하

고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교교단 내부의 불순함을 제거하여 불교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정화라고 했으며 전륜성왕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군주들 사이에서 불교교단을 정화하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전과 수많은 전쟁에서 행한 악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로 받아들

여졌다.

한편 결사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불교교단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실천한 공동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보조지눌의 정혜결사, 학명의 선농결사, 퇴옹

의 봉암사 결사, 현암의 건봉사 결사 등이 있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대 스리랑카의 경우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의 마

하위하라(Mahāvihāra) 교단이 도시에서 세속화되어갈 때 일단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지역

에 모여서 스스로를 아란니까(Āraññika)라고 이름하고 숲속불교전통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란니까는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중심으로 숲속에서 생활하는 전통을 유지 했다. 이들은 힌두교 

쉬와(Shiva)신을 숭배하는 남인도 촐라(Chola)의 스리랑카 침입과 70여 년에 걸친 점령으로 아누라다푸

라가 파괴되고 불교가 약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일으키

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후 스리랑카 불교는 아란니까(Āraññika)를 중심으로 마하위하라(Mahāvihāra)로 

통합되었고 이렇게 통합된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널리 전파되면서 이들은 오늘날 남방불교의 모태가 되

었다. 

현대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구호로 봉암사 결사가 대표적이다. 1947년 퇴옹, 청담, 

자운 등이 주축이 되어 봉암사에서 이루어진 결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한국불교

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과 의식을 공주규약이란 청규를 통해 확립했다. 사실상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해온 신행문화나 사찰 생활양식 및 예불의식 등의 불교문화가 대부분 봉암사 결사를 통해서 정리

황순일┃불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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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확립되었다고 이야기된다. 봉암사 결사가 한국불교의 이정표로서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불

교를 중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제가 끝나고 6.25가 발발하기 이전의 혼란기에 

행해진 봉암사 결사는 공주규약과 같은 청규와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구술 이외에 스님들의 구체

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 아란니까와 봉암사 결사와 비교해서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아란니까(Āraññika) 숲속 불교전통의 

현대적 도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현대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에서도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된다. 고대 인도에서 불교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교는 스스로 변화해왔고 오늘날의 불교는 우리들이 

속해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변화해왔다. 즉 현대불

교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안거가 깊은 산속에서 죽비를 맞으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쳐

진 고답적인 태도의 결과일 뿐이다.

스리랑카의 아란니까(Āraññika) 숲속불교 운동은 도시를 떠나 숲속과 동굴에 기거하면서 세속적인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체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자신들을 속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떠나는 수단이었고 이들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스리랑카 불교의 현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한국불교에서 진행되었던 보조지눌의 정혜결사, 학명의 선농결사, 퇴옹의 봉암사 결사 등도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

행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를 중심으로 결사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

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지켜

야할 청규는 엄중하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옷은 한 벌만 허

용한다.”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

다.” “묵언한다.”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고 적시하

고 있다. 따라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현장에서 야단법석을 연다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며, 자

칫 수행 자체가 희화화 될 수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스님들의 선 수행을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해야한다는 이야

기를 찾아볼 수 없다.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 사원을 순례해 보면 사찰이 젊은 불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방불교의 사원에서는 항상 야단법석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들

의 행위가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제지하지 않는다. 간혹 보이는 위빠사나 수행공간의 경

우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을 뿐이며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재가자들의 출입을 막거

나 통재하지는 않는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특집 |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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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방불교 교단에서 승가와 제가가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가자들은 불교교단의 유지를 위한 거처, 의복, 음식, 약품이란 4가지 조건을 제공하고

(cātupaccayadāyaka), 출가자들은 이렇게 찾아온 일반 신도들이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불교교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부

처님의 가르침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 삶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불교에서 출가자들의 본분사는 선 수행이다. 출가자의 수행에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으며 

출가자라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오

랫동안 한국불교에서는 제가의 보시와 승가의 수행이 서로 분리된 체 평행선을 달려왔다. 제가자는 큰 

절의 선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선 수행을 위해 안거동안 스스로를 제가자로부터 고립시켰다. 

어떻게 보면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야단법석이 승가의 수행과 재가의 보시와 응원

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와 같다. 즉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는 동안에, 결

사를 외호하는 스님들은 재가자들이 상월선원에 와서 천막결사를 응원하고 보시하여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한국적인 승가와 제가의 상호보완적 구조가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앞마당에서 만

들어진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철저한 계행과 선 수행에 있어서 출가자가 스스로 모범이 되고 스스로 본보기

가 되어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불교는 한국사회의 현대화와 세속화에 따른 불교인구 감소와 저출산 핵가족화에 의한 출가자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봉암사 결사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통해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회

복하고 이를 통해서 일제의 잔재와 대처 중심의 지형을 돌파하여 청정비구교단 중심의 한국불교를 만

들어냈듯이,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출가자의 본분사인 철저한 계행과 선 수행의 확립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한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한국불교 특유의 수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사회는 4차산업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즉시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들은 클릭 한번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회구성원들 전체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즐기고 있다. 열린 결사로

서 상월선원은 숲속에 고립된 체 행하는 수행운동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인터넷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

국적 수행운동에 과감하게 적용한 실례가 될 수 있다.

현대 태국불교에서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숲속불교 수행전통은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으

로 평가받는 붓다닷사(Buddhādasa) 스님은 생전에 담마태인먼트(dhammatainment)란 용어를 좋아

했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담마(dhamma)와 즐길 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의 결합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 그는 출가자로 철저한 계행과 수행에 스스로를 던졌지만, 재가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앞마당의 야단법석은 명상을 뜻하는 매디테이션(meditation)과 즐길 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한 메디태인먼트(meditainment)로서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며 소통

하고 공감하는 한국불교 신행운동은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상월선원은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숲속불교 운동으로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

다. 도시에서는 포교하고 산속에서 수행한다는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도심을 진정한 수행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야 한다. 명산대찰이라는 엄청난 유산은 물려받은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스스

로에 안주하면서 현대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사회는 도시화

와 함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지만 한국불교는 여전히 물려받은 유산과 함께 명산대찰에 안

주해왔다. 불교가 도시에서 재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이에 타종교들은 도시에 맞는 시스템과 장엄한 건

축을 통해 도시를 장악해버린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도심을 단순한 포교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도

시에 현재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숲속불교 수행전통을 통해 한국불교는 도시로 나가야 하고 신도시로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출가자들이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고 한국불교가 도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엄격한 청규를 통해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외호하는 스님들이 상

월선원 천막결사를 찾은 재가자들에게 야단법석을 열어서 스님들의 수행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건강

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

으로 전달되어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실상 절에 스님

들이 넘쳐나야 신도들이 찾아오고, 신도들이 찾아와야 불교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상월선원 천막

결사가 메디태인먼트(meditain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불교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출가와 

재가 모두가 참여하여 즉시적으로 소통하며 즉각적으로 공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

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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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선원은 2014년 포교전법도량 건립을 위해 매입한 총 3,000여 평의 부지위에 자리 잡고 있다. 상

월선원의 부지는 조선시대의 엄혹한 척불의 칼날에도 불구하고 하심下心과 정진精進으로 쌓아올린 남한

산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갖춘 터전의 한 자락에 상월선원이 자리 잡고 새로운 수행불

사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불교 중흥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상월선원은 번듯한 건물에서 편

안하게 수행하는 선방이 아니라 수행자의 결사로 형성된 수행처이다.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정법수행

의 기치를 내걸고 수도권 전법교화를 위한 수행도량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된 결사이다.

결사結社 :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안거와 동안거 수행은 일종의 청정결사 운동의 하나로 그 의

미를 평가할 수 있다. 결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어진 기간 동안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함께 하는 것이

다. 부처님 재세시의 승단에서는 매년 3개월의 우안거雨安居를 통해서 부처님과 직제자들이 함께 수행

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철이 뚜렷하고 여름 장마철과 겨울 폭설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름 하안거와 겨울 동안거 결재를 시행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다.

안거 집중수행은 구참부터 신참에 이르기까지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수행문화와 수행방법을 체

득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가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만행기간의 수행자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수행하면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공동

생활의 기회가 없다. 반면에 안거 집중수행은 도반, 동행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은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설한 바 있다. 수행은 혼자서 하지만 좋

은 동행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의 지난한 길을 헤쳐 나가는데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동행선

지식, 도반은 이러한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고 탁마하는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수행에 대한 전념의 경(A7:71)〉에서는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소망한다고 해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행에 전념하지 않는 수행승이 이와 같이 ‘아! 나의 마음이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

를!’ 하고 어떠한 소망을 일으키더라도 그의 마음은 결코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계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계발된 수행자는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소망하지 않아도 “수

행자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 없이 해탈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는 수행이란 마음

을 계발하는 것이고, 계발된 마음을 갖추면 해탈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저절로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들은 신행활동을 통해 마음을 계발하고, 수행자들은 결사를 통

해서 마음을 계발하는 결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수행자들은 일상의 삶이 결사이지만 재가불자들은 안거에 기도를 입재하고 적극적으로 삼보를 외호

할 때 비로소 결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재가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부질없는 욕심과 번뇌 망상을 버리는 것을 배우고, 괴로움의 요인들을 멀리 여의고, 검증

되지 못하고 결론을 낼 수 없는 희론戱論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결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회향廻向 :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 발

고여락拔苦與樂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보살들은 세상의 어둡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서 나투어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중생의 고통이 다할 때까지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화신불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화신불은 지혜로 중생을 일깨워주는 지증보살智增菩薩과 중생의 삶 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함께 지

혜의 길로 나아가는 비증보살悲增菩薩의 삶이 있다. 사바세계라고 이름하는 세간에는 한량없는 지증보

살과 비증보살이 활동하며 전법교화에 앞장설 때 청정한 불국토가 구현될 수 있다. 세간에서 붓다의 삶

을 실천하는 보살이 있는 곳이 바로 현세정토이며, 불국토가 된다.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를 화신보살이라 칭할 수 있다. 화신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나투기 때문에 세

간의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화신보살이 비구수행승, 일반수행자, 성직자, 길상자, 목욕자, 지혜에 

정통한 자, 고귀한 자, 거룩한 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 가

지란 다음과 같다.

“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었고, 회의적 의심을 부수었고,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부수

었고, 탐욕을 부수었고, 성냄을 부수었고, 어리석음을 부수었고, 자만을 부수었기 때문이다.”

중생과 함께 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 하는 중생 특집 |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김응철┃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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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었다”는 것은 유신견有身見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견은 우

리의 몸은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고, 또 오온은 자

아의 소유라는 그릇된 견해”를 뜻한다. 회의적 의심은 부처님의 존재, 팔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열반, 

계율을 지키면 얻어지는 이익, 전생과 내생, 업과 업의 과보, 연기법 등에 대한 의심을 말한다. 이러한 

의심은 확고한 신심을 갖추고 실천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흐름에 드는 것을 방해한다.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은 계금취견으로 불필요한 금계를 정해 놓고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강요하

는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 탐진치 삼독심과 자만이 부수어질 때 수행자는 진리의 흐름에 들어 깨달음의 

세계로 장애 없이 막힘없이 진리의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의와 지향점

상월선원 수행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사에 임하고 있는가는 결사대중이 발표한 고불문告佛文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불문에서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

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황량한 뜨락이 붓다가야가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붓다가야는 석존釋尊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전법교화의 발원지가 된 곳이다. 상월선원이 붓다가야가 되고 천막법당이 보리수가 

될 것이라는 서원은 현대한국불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깨달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월선원이라는 수행처 이름은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수행자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수행처에서 비구 수행승들은 최소의 음식, 한 벌의 옷, 한 평의 잠자리에서 도 편안함을 구하

지 않고 눈푸른 납자로서의 본분사本分事에 충실할 것을 서원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수행승이 갖추어야 

할 무소유의 정신과 용맹정진의 원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많은 수행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규로 자

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월선원의 발원문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월선원은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이며, 둘째는 상월선원을 한국의 붓다가

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력이다.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는 형식뿐만 아니라 동참대중의 원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방향

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산중의 한적한 안거처를 떠나서 도심포교사찰에서 봉행한다는 점에서 장소

의 파격성이 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나 방식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왕래가 많은 위례 신도시의 상월선원을 안거처로 정한 것

은 도심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법한 수행처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둘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천막법당에서 봉행함으로써 겨울의 강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전국의 선원은 대부분 사격寺格을 갖춘 사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행환경이 상대적

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겨우 비바람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법당의 수행은 북풍한설의 칼바람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풍찬노숙으로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눈 푸른 납자들의 수행

결기는 보살행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상월선원의 동안거는 재가불자들도 함께 외호대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전

통 간화선 수행자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화선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동안거 결재에 동참함으로써 재가불자의 수행풍토 조성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심에서 수행자들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서 불자들에게는 자긍심

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수행포교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의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월선원은 수행정진을 통해 변화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실천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 

종단차원에서는 불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결사를 외호하는 대중들이 조직화되고, 실천 방향을 정하여 

함께 동참하는 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상월선원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변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수행적 지

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평지풍파

를 일으키는 일이지만 이는 정체된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수행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동참자들을 자발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셋째, 상월선원은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수행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운수납자의 수행처이면서 동시에 각계각층의 많은 재가 인재들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

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상월선원은 많은 불자들의 수행 욕구를 하

나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행적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월선원은 향후 수도권 수행포교를 책임질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단 

내외의 역량을 결집하고 종도들의 동참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실현 가능한 진취적 목표를 세운다면 상

월선원의 동안거 수행은 한국불교 발전의 새로운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중생과 함께 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 하는 중생 특집 | 불교의 개혁운동,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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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 학생은 공부하

기 힘들고, 취준생은 취업하기 힘들고, 직장인

은 직장생활이 힘들고, 부부는 가정생활이 힘들

고… 왜 힘들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도 취업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내가 원하

는 대로 된다면 힘들지 않고 즐거울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

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적어도 내 몸뚱

어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내 

몸뚱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담배를 끊어야

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다이어트를 위해 야

식을 하지 말아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 해야지’ 하는데, 내 몸이 따르지 않는다. 왜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걸까? 이는 내 몸이 

습관적인 행위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비 온 뒤 모래사장을 보라. 빗물이 낮은 곳을 

따라 흘러가면서 남긴 자국이 있다. 다음 비가 내

리면 빗물은 그 자국을 따라 흘러가며 골을 판

다.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골은 깊어만 간다. 우

리 삶도 이와 같다. 우리 뇌는 모래사장과 같아서 

우리 행동은 반복할수록 뇌에 깊은 자국을 남긴

다. 더욱이 몸이 반복해서 지은 행위는 절차기억

(procedural memory)이라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도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인다.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어도 집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해보라.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껏 잘못해온 습관을 고

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

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타임머신은 SF영화나 

소설 속에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과거 일을 없앨 

수 없다. 그럼 잊으면 되지 않느냐고? 잊으려면 

옛일을 떠올려야 하기에 잊으려 애쓸수록 되새겨 

질뿐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럼 미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건 어떤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

법이긴 하다. ‘Boys, be ambitious!’란 유명한 말

처럼 야망을 가지면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는 건 확률 낮은 도박과 같다.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우리들은 과거 40%, 미래 50%, 현재 10%

를 생각한다고 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데도 

40%를 허비하고, 미래는 생각한 것의 10%만 현

실화된다고 하는데도 50%를 소비한다. 결국 우

리는 현실성 없는 쓸데없는 생각을 85%나 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아함경』43권에서 붓다는 ‘과거를 생각지 말

고, 또한 미래를 원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붓

다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

이철헌┃파라미타칼리지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마음의 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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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

하는 게 바로 싸띠(sati)수행이다. 싸띠란 ‘알아차

림’ ‘마음챙김’ ‘깨어있음’ 등으로 번역된다. 밥 먹

을 땐 밥 먹는다는 걸, 걸을 땐 걷는다는 걸, 말

할 땐 말한다는 걸, 화가 났을 땐 화가 났다는 걸 

순간순간 알아차리라는 말이다. 지금 여기서 일

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탈바꿈할 태세를 갖추라는 말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에

서 키팅선생님이 미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

는 명문고 학생들에게 한 말이 ‘카르페 디엄(carpe 

diem)’이다.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다. 왜 붓다와 

키팅선생님은 과거를 돌이켜 보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오직 현재를 바라보며 살라고 

했을까?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바라보라고 했을

까? 과거의 결과가 현재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경전에는 ‘옛날 

일을 알고자 하면 현재 받고 있는 걸 보고 앞날의 

일을 알고자 하면 현재 하는 일을 보십시오.’라고 

했다. 내 미래는 내 자신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뇌과학자 에델

만(Edelman)은 의식을 한마디로 ‘기억된 현재

(remembered present)’라 했다. 곧 기억하는 순간 

과거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벌

써 과거라는 말이다. 우리 마음은 방금 지나간 과

거 마음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더해 만들어졌

고, 미래의 마음은 지금 의식에 또 새로운 의미나 

가치가 더해져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변해간다. 이를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은 찰나찰

나에 사라지고 일어나면서 이어간다고 했다. 

여기 컵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고 컵은 항상 채

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 컵의 물이 맑은 물이 되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컵의 흙탕물

에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컵의 물은 점차 맑

아진다. 지금 여기에 맑은 물을 붓기만 하면 컵의 

물은 저절로 맑은 물이 된다. 이처럼 지금 여기에 

집중해 자기 삶을 살아간다면 앞날을 걱정할 필

요가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새로운 

날[일일우일신日日又日新’이고 ‘날마다 좋은 날[일일시

호일日日是好日]’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

들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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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나는 올해 졸업

을 한다. 2013년에 불교학과를 입학하여 올해 졸

업하는 날까지 불교학과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

다.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기분

이 조금 이상하다. 잠시 지난날들을 돌아보았다. 

중학생 때였다. 정확히 어떤 계기였는지 생각

이 나지 않지만, 중학교 시절 ‘나는 누구인가, 여

긴 어디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디로 가

는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에 몰두하던 적이 있

었다.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다. “엄마, 사람은 

왜 태어났어?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자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면서 공부나 하라고 핀잔

을 주었다. 크게 혼이 나고서는 엄마에게 이런 질

문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나와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은 일반적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사춘기 시기에 잠깐 하는 고민

이라고 한다. 그 시기는 사춘기의 절정인 중학교 

2학년 때를 말한다. 일명 중2병이 발병하는 시기

이다.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를 넘어서 20살이 되

어서도 계속 의문이 가시질 않았다. 친구들과 이

런저런 대화를 하며 나의 의문들을 그들과 공유

하면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

다.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

다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다. 괜히 나만 특이한 사

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사색을 했다. 그 당시 생

각들을 기록해 놓은 노트들이 아직도 집에 있다. 

가끔 한번씩 노트들을 보면 어릴 적 일기장처럼 

창피하고 오그라든다. 치기 어린 생각들을 많이 

했구나 싶으면서도 나름 진지했다. 

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검색

해보고 철학 서적과 종교 서적을 찾아보곤 했다. 

책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지

만, 무언가 내가 찾는 것과 달랐다.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았다. 

21살쯤으로 기억한다. 동네 도서관에 책을 빌

리러 갔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책 

제목은 ‘무엇이 우리를 불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

는가?’이고 저자는 종사르 잠양 컨쎄이다. 티베

트 스님께서 지으신 책이다. 나는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나 싶

었다. 내가 궁금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목조

목 설명하고 있었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이 틀

림없었다. 

사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리 집안은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안이

다. 나는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반

야심경이 있다는 것과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

부였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절에서

는 부처님을 믿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다. 세상의 무상함에 대한 통찰, 인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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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찰,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등 현실에 기반

을 둔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신비로운 

계시에 의한 앎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출가를 할까, 동국대를 갈까 고민을 했다. 인터넷

에 검색해보니 현시대 위대한 선승은 남진제 북

송담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인천 용

화사에 가서 송담스님을 만나 뵐까 진지하게 고

민했다. 고민하던 중 일단은 학교에 가서 공부부

터 해보자는 결론이 났고, 티베트 장경 연구소가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로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 후, 제일 신기했던 점은 내 또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스님들 사이에서 혼자 있

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솔직히 조금 두

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었다. “불교학

의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 담당 교수님들께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불교에 대해 개론적으로 설

명해주시는 수업이다. 수업은 너무 재밌었지만 1

학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

졌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고 열심히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

했다. 3학년부터는 전공 심화 과정 수업이기 때

문에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한 중관학과 육조단경 수업 

역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부터 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교수님들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교수님들께 존경스러운 마음이 

샘솟았다. 수업마다 번뜩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 의문들이 해소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다. 그럴 

때마다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서 교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노트에 필기했다.

어느덧 4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치고 과연 나는 

내 의문들에 답을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내 의문들은 전부 내 머

리가 만든 생각들에 불과했다. 하나씩 개념들을 

해체하다보면 모두 모호해지는 것들이었다. 나

라는 ‘존재’도, 고정된 ‘실체’는 없었고, ‘여기’라는 

것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야말로 

삶이란 것은 허깨비 같은 것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스님들과의 만남을 삶속에서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나는 그저 

공부하러 온 학생일 뿐인데 스님들께서 그 모습

이 귀여우셨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베풂을 받았

다. 특히 정각원에서 2년간 근로학생으로 일하면

서 정각원장스님과 법사스님께 정말 내가 이렇게

까지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를 잘 챙

겨주셨다. 정각원에 가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

시고 밥도 정말 많이 사주셨다. 나는 공이니 깨달

음이니 불교의 교학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어 그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님들의 모

습을 보며 불교는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불교라

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깨달았다.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

고 있다. 스님들께서는 자꾸 출가하라고 하시는

데 과연 내가 스님들처럼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어릴 때는 멋도 모르고 출가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좀 크고 나니 종교인이라

는 무거운 짐 때문에 출가가 두렵게 느껴진다. 하

지만 4년 동안 나는 불교학과에서 세상을 보는 눈

과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얻었다고 생각한

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동안 저를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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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내리지 않던 비가 느와르현상과 함께 한바탕 시원스레 대지를 적셔주고 지나갔다. 일 년 만

에 창문을 통해 느껴보는 시시각각의 자연현상들… 잠시 숨을 고르며 블라인드를 더 높이 올려본다. 이 

또한 잠시잠깐 순간이다. 

아담한 방사가 있는 이곳 아란야수행처에 오기 전 나는 빠름도 모른 채 늘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

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자의 길을 걸어왔고, 내가 가장 진취적이

며,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오만한 생각들을 정립시키며 나름 바른 잣대라 내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때로는 ‘말과 움직임은 적게, 생각은 단순히’ 어떤 언행지침서라 할 수 있는 나만의 틀을 정

하고 살아왔었다. 개인적 성향이겠지만 몸과 정신이 나약한 나로서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기에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원치 못한 나의 분별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만족하며 너무나 행

복한 사문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할 수 있는 적정 시기이기 때문인 걸까.

정말 하루하루 발 빠르게 움직이며 살다가도 늘 저녁이 되면 느끼는 공허함으로 사찰을 둘러보면 칠

흑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의 향연을 접할 때마다 사유의 실마리를 찍곤 한다. 이것이야말로 출가수행자

로서 대자유의 순간을 만끽함이 아닐까한다. 

세상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지만 여유로움을 느끼지 못한 채 거듭되는 무모한 전진을 하고 있다

고 생각이 들 때면 무언의 메시지로 ‘나와 함께 잠깐 긴 호흡으로 숨 한번 들이쉬고 하늘한번 보지 않겠

습니까’라고 빙그레 웃어볼 뿐이다. 사실 나라는 사람도 그다지 마음에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사

람이었다. 소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빨리 성공한 사례란 과연 무엇일까. 늘 이것이 화두다. 분명 사

회가 말하는 성공은 돈과 명예 그로인한 여유로움이다. 물론 나는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염두 해 두며 

전진한건 아니다. 생각해보면 수행자로서 대수롭지 않은 지난날의 무모한 도전이었다 할지언정 지금으

로서는 내가 가장 바라는 ‘여유’라는 위로를 되찾게 해준 스승임은 분명하다.

여유로움이라는 그 속에서 위로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일까. 농부가 쟁기질에 익숙하고, 경

주마는 채찍에 길 들여지듯 내가 나를 쟁기질하고, 채찍질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누구나 삶은 

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인생설계를 해나간다. 수행자로서 앞뒤 견주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달려

왔지만 내 앞에 닥친 그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현실세계였다. 잠시 잠깐의 여유로움이라는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자애’라는 선물이었기에 숨통의 위로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난 요즘 상담을 할 때 계절을 비유해 인생을 얘기하곤 한다. 사계절 가운데 10대 20대는 봄의 기운에 

열린 마당

여유로움, 그 속에서 나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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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30대 40대는 여름의 기운에 살며, 50대 60대는 가을의 기운에, 70대 80대는 겨울의 기운에 살아

가는 삶이라고 말을 건낸다. 모든 생각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법이기에 

이런 장구한 설명을 통해서라도 인생을 위로하고 싶어진다. 

10대는 10대 나름의 고민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언 땅이 녹아 새싹이 올라오며, 20대에는 상송

상청霜松常靑1)처럼 푸르름으로 피어난다. 30대 40대에는 여름을 맞이해 태양 볕 아래에서도 쉼 없이 삶

의 도약을 위해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50대 60대에는 적축한 삶을 살아가면서 갱년기를 맞이해 

뜨거운 황혼을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 70대 80대에 접어들면서 찬란했던 그 시절을 조용히 회상하며 

겨울을 맞이한다. 그렇게 인생을 배운다. 오온의 무상함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진실된 자아를 위해 

이것이 오염원임을 알아차려 없앰으로써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날 모든 것에 인색했고 완고했으며 자만에 빠졌던 시절, 거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시절, 세

상과 타협할 줄 몰라 분노에 찼던 내가 요즘 대학 강의를 진행하며 다시금 행복을 위해 마음에 삼매를 

가져본다.

나를 사랑해 줄 지금 이 순간 여유로움을 통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찍고, 오늘도 하루를 바삐 움직인 

나를 위로하며 인생 최고의 찬란한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1) 소나무는 추운 서리에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듯 청년들에게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감을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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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최고의 승자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괴로움[苦]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원증회고怨憎會苦’, 즉 누군가를 미워

함으로써 겪게 되는 괴로움은 분노나 증오와 같은 강력한 번뇌를 기반으로 자신을 파괴한다. 초기 경전

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증오로 증오를 멈출 수는 없다. 

증오를 버리는 것에 의해서만 증오는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제5게)

실로 휘도는 마차를 제어하듯 치미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나는 마부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은 고삐를 잡은 자일뿐이다. (제222게)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이들 악한 감정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한다면, 미움이나 분노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년에 겪으셨던 ‘위두다바의 석가 족 침공 사건’을 통해 분노가 초래하는 참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두다바는 부처님 당시 코살라 국을 다스리고 있던 파세나디 왕의 아들이다. 파세나디 왕은 불법을 

깊이 신앙하며 외호했던 왕으로 유명하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종족인 석가 족에게 자신과 결혼할 왕

녀를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낸다. 그런데 석가 족은 예로부터 자기 종족의 계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

다. 당시 석가 족은 코살라 국의 속국이었지만, 석가 족은 자신들의 혈통이 코살라 국의 그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석가 족의 왕족 가운데 그 누구도 코살라 국에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석가 국의 왕이었던 마하나마는 노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 와사바캇

티야를 보낸다. 파세나디 왕의 첫 번째 아내가 된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위두다바이다. 

성장하여 청년이 된 위두다바는 무예를 닦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인 석가 국을 찾았다. 그런데 원래 성

품이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위두다바는 그곳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했고, 이를 본 석가 족 사람들은 그가 

노비의 자식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멸했다. 급기야 어느 날 한 여인이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우유 섞

은 물로 씻어내며 와사바캇티야의 혈통을 경멸하였다. 자신의 혈통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위두다바는 

초기 경전의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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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쳤고,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다. 언젠가 자신이 왕위

에 오르면 석가 족의 숨통을 끊어 그 피로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씻어내고 말겠다며 복수의 칼날을 간다.

이후 위두다바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평온이 있었을까 싶다. 그는 이 일로 서먹해진 부왕 파세나디를 

장군 카라야나와 음모하여 폐위시켰다. 그리고 왕에 오르자 석가 족을 몰살시켜 원한을 풀기 위해 대군

을 이끌고 카필라 성을 향해 출발했다. 그 때 부처님은 위두다바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계시는 

등 석가 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 위두

다바는 세 번이나 군대를 철회하여 돌아간다. 하지만, 네 번째 출병했을 때 부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

이지 않았고, 위두다바는 카필라 성으로 들어가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딴 피

로 예전에 자신이 앉아 모욕 받았던 의자를 씻어냈다. 

‘사고팔고四苦八苦’ ‘일체개고一切皆苦’, 불교는 이 세상을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파악한다. 태어나

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비롯하여, 누군가에 대한 집착이나 미움, 탐욕 등과 같은 다양한 번뇌도 늘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은 아니

다. 그 고통을 만들어낸 인과因果의 법칙을 잘 파악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마

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위두다바의 증오와 분노는 석가 족의 몰살로 무엇을 보상받았을까. 자신의 마

음을 번뇌에 내어준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석가족의 오만은 종족의 몰살이라는 끔

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씨앗을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오만이라는 번뇌가 자리 잡는 것을 알

아차리지 못한 채 위두다바에게 상처를 주었다. 위두다바 역시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악마처럼 

스며드는 것을 경계하지 못했다. 만약 위두다바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는 증오를 알아채고 떨

어냈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폐위하는 패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신 역시 고통 받지 않았

을 것이다. 또한 석가 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이 항상 좋은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아

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원증회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인가 싶을 정

도로 사람과의 악연은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 하지만, 상대방의 허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심신은 황

폐해져 간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

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마음을 다스려 증오의 고리를 끊는 자, 그야말로 최후의 승자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그 누가 주인일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게 된다.” (제160게) 

전투에서 백만 명의 사람을 정복한다 해도

단 한 명, 즉 자신을 정복하는 자야말로 최고의 승자이다. (제103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최고의 승자 



22

정
각
도
량·

1
5
1 

사찰의 식생활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제철음식을 먹고, 자연으로부터의 보호와 혜택 속에서 생활

한다. 이러한 생활은 인간이 자연과 서로 교감하는 현상이자 공감하는 반응인 것이다.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는 삶 중에서 계절음식은 시공간을 공유하게 한다. 서로 소유하지 않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수순隨順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담금질하거나 두텁고 투박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갖가지 형태를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며, 서로 주고받는 식食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일뿐이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가 먹는 식食은 깨달음을 위한 선식禪

食이자 육신을 지켜가는 약식藥食이라 할 수 있다. 선식이라 함은 게으름이 없는 불퇴의 정신적 강인함

이 담긴 음식이지만, 약식은 이를 보강해주는 건강식의 역할을 담당한다. 육신을 벗어놓고는 어떤 일

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수행자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생활 중에 식食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수행자 시절, 깨

달음을 향한 고행으로 피골이 상접, 실신失身 직전에 먹게 된 음식이 죽인 것이다. 

여기서 죽[粥]이라는 것은 첫째 먹기 쉽고 소화가 좋고 흡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유동식이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먹고 병자가 먹고 나이든 노인이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죽[粥]은 보통식이라기 보다 맑고 

가벼운 약식, 일상의 특별식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재료라도 죽이 가능하며 누구라도 먹는 죽, 특히 수

행자가 먹는 ‘아침에 죽[早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불가佛家에서는 음식을 대하는 원칙에 삼덕三德을 세우고 있는데 첫째가 청결이다. 재료와 조리법, 

먹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둘째는 유연柔軟이다.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로움이고, 셋째는 여법如法

이다. 성장과 유지, 지혜를 발생하게 하는 묘용妙用의 쓰임새인 셈이다. 즉 삼덕의 가르침은 음식을 대

할 때마다 마음을 살피고 그 생각을 안정되게 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수행적 활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시식非時食과 불

응식不應食이다.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식사법인데, 비시非時는 정오에서 다음날 일출 때까지를 가

리키고, 때를 놓치면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먹지 말라는 불응식은 오신채五辛

菜, 육식, 술 등이다.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당시 수행자는 자급자족이 아닌 탁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

심하게 절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엄격한 식생활을 풀어준 음식이 바로 아침의 죽이다. 오후불식의 허기와 갈증을 풀어주는 아침

에 죽, 『석씨요람釋氏要覽』에서 얼굴색[色], 힘[力], 수명[壽], 기분[藥], 말씨[辭清辯], 소화[宿食], 감기[風除], 

사찰 음식 테라피

김민희┃전 동국대학교 강사

아침에 죽[早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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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消飢], 갈증[消渴], 대소변[消]이 좋아지는 10가지 요익함과 죽의 종류는 연유죽[酥粥], 마죽[胡麻粥], 유

죽乳粥, 진한 유즙죽[酪粥], 유죽油粥, 어육죽魚肉粥 등이 『마하승기율摩詞僧祗律』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 

우유가 발효되는 단계별 유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유는 귀한 재료였다. 우유가 변화하는 

단계를 법의 위에(位) 비유하기도 한 것과 같이 죽[粥]의 이름 역시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처음으로 죽을 발견한 것은 밥솥 위에 뜨는 하얀 밥물이 체온을 높이고 빈속을 편안케 하는 것을 알

면서이다. 먼저 속이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에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심신이 가볍고 움

직임이 좋아 어떤 일이라도 싫어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기분 좋은 생활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지고 보

호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까닭으로 인하여 올바른 식습관은 유지되고 수행력의 증장은 덩달아 일

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삼덕을 실천하는 길이니,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의 동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경전에 보이는 연蓮, 망고, 보리수 외에 쌀, 보리, 대백, 소맥, 소두와 여러 종류의 기름, 꿀과 감

자, 사탕수수 등도 식재료 외에 불교의 진리와 수행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식재료인 쌀, 보리 등을 미식美食이라 하는데 쉽게 구하고 먹기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

리고 연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 맑음과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화과동시, 또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연실

이나 정토, 예토를 구별하지 않는 불이不異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으며, 꽃과 잎, 줄기, 뿌리까지 식재료

에 활용된다. 또 망고는 무수한 꽃에 비해 적은 열매, 그러면서 큰 열매를 보고 수행의 정도를 설명하기

도 한다. 보리수가 불교를 상징하는 붓다의 나무로 추앙되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을 현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스스로 자정自淨한 결실, 불과佛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의미

를 담은 자연 속의 식물과 진리의 여법한 활동은 연기緣起의 법칙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

는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죽, 특히 아침에 먹는 죽의 맛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상쾌하고 가볍다. 이로써 ‘아침에 죽’은 소박한 자연식自然食이자, 기분을 좋게 하는 별식別食, 기다려지

는 일상의 식食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죽의 효험을 바로 아신 대의왕大醫王, 부처님이 허용한 아침에 먹는 죽[粥]은 약식藥食이요, 선

식禪食이요, 웰빙의 건강식이다. 사람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 자연의 식食이며 생기와 활력을 보너스로 

주는 최상의 음식, 바로 아침에 먹는 죽[粥]이다.  

아침에 죽[早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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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5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와 미국 에모리 대학교가 주최하고 세계 35개

국 이상에서 온 교육계 종사자와 행정가가 참여한 국제적인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의 이름은 “Global 

Launch of SEE Learning”으로, 사회, 정서, 인성 교육(Social, Emotional, and Ethical Learning: SEE Learning)을 

위한 교육과정이 세계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교육과정의 안내서와 초등학교 교육과

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필자는 한국어판 번역자이자 SEE Learning 한국 대표 국제 위원 자격으로 에모리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불교 교육과 일반 교육에 있어서 큰 획이 될 중요한 행사에 참여했다. 본 글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가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염원했던 마음과 명상이 결합된 사회, 정서, 인

성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행하고 계신 아동 교육에 대한 새로

운 접근 방법이 한국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아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20년 전부터 에모리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의 자리에 계시면서 자비에 기반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셨다. 특히, 에모리 대학교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자비가 인간의 기

본 덕목임을 밝히고 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자비 훈련 프로그램(CBCT)을 개발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성

인을 위한 심리 치료적 자비 명상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달라이라마 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동을 

위한 자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아동을 위한 사회, 정서, 인성 교육과정 

즉, SEE Learning을 개발하셨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반목하는 고통스러

운 시기였기 때문에, 21세기는 평화와 행복, 상생과 화합을 위한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달라

이라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동을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서 이번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다고 한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자비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불교 학교에서뿐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교

육되어 세계적인 흐름을 평화와 행복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염원하셨다. 따라서 종교를 떠나 보편

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중 윤리(secular ethics)를 주창하시면서 모든 아동을 위한 인성교육과정을 개발하신 

것이다. 즉, 종교를 떠나 모든 아동이 일반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성 발달, 인

지 발달 등을 증진시키는 명상이 결합된 학습 방법을 개발하신 것이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직접 도반이

라 칭하는 다니엘 골먼은 정서 지능과 사회 지능을 개발한 학자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

회, 정서, 인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항상 “친절이 곧 

불교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이 교육과정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이처럼 불교라는 종교적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 아닌, 불교에서 지향하는 마음을 개발하고 평

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진정한 불교 아동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생

각해본다. 그리고 한국불교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이러한 달라이라마 존자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런칭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SEE 

Learning의 세계적인 의미를 되새겨 준다. 이 행사에 참여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체코, 

스위스, 러시아 등 유럽 각지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콜럼비아 등 미국 대륙, 그리고 한국을 포

함해 일본, 중국, 몽고, 티벳, 부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많은 아시아 국가 등이다. 이슬람 국

가인 요르단에서는 이미 이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일부 국가에서는 나

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UNESCO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세

계적인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See Learning은 자비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랑과 친절,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 마음 챙김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집중력, 시스템적 사고, 정

서조절 방법을 비판적 사고, 창의적 표현, 생태적 접근, 협력적 학습 방법을 통해 키우는 과학에 근거한 학습 

방법이다. 이 교육과정을 달라이라마 존자는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교육’이라 일컫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키우는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불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교육과

정을 직접 실행하려는 사람들과 정부가 많다는 것은 불교적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불교 사상인 자비에 기반한 체계적이며 보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과

학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지도 않는다. 만일, 우리도 아동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불교 사상에 기초하면서도 모든 아동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데 충분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청소년 자살률 1위이자 학교 폭력이 난무한 한국에 

살고 있는, 친절과 자비를 이야기하면 도태될까 걱정부터 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평화

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 불교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노력을 들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어렵다면 우선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된 체계적이고 보

편적인 사회, 정서, 인성 교육과정의 도입과 실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아동인성교육연구소(불교아동교육연구소)에서 에모리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사회, 정서, 인성 교육과정의 한국적 적용과 실행을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에모리 대학교 연구팀에서 한국에 방문해 한국

의 교사를 대상으로 SEE Learning 교육 워크샵을 진행 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아동의 행복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사회, 정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SEE Learning이 한국의 아동들에

게도 자비와 친절의 씨앗을 심어 행복의 미소가 번지길 기원한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아동을 위한 보편적 교육과정, SEE Learning불교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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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 붓다의 땅 인도는 한 때 불교사원으

로 가득 차 있었다. 인도의 아대륙에 걸쳐서 불교

를 공부할 수 있는 많은 학습장들과 유명한 불교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오지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부터 인도의 중심지역들인 비

하르, 오릿사, 께랄라(Kerala), 따밀나두까지 성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슬람 세력의 

인도 정복과 아디 샹까라짜리야에 의한 브라만

교의 부흥으로 점차 이 위대한 배움의 장소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파괴 되었다. 인도 전역에는 날

란다, 비끄라마쉴라 대학의 페허와 아름다운 벽

화들로 채색되어 있는 아잔따, 엘로라, 랄리뜨기

리, 칸다기리 등의 불교 승려들이 머물렀던 동굴 

거주지가 인도 불교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조용

한 증거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인도 서북부의 외진 라

닥의 레에는 시간의 변화는 아랑곳 않는 듯 비교

적 후대에 세워진 불교 사원들과 유적지들이 천

년 이상의 세월에 갇혀 있는 듯이 보존되어 있다. 

라닥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일반적으로 아쇼카 

대왕 때라고 믿어지지만 차후에는 금강승이 전파

되어 유행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하

다. 금강승을 전파한 빠드마삼바바는 라닥과 인

접해 있는 캐시미르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8년에 9월에 해발 3,500 미터에 위치

한 라닥 지역의 레와 그 인근을 방문했는데, 고산

지대에 위치한 황량한 땅이 손에 닿을 듯한 하늘

과 함께 어우러져 주는 자연의 또 다른 아름다움

에 그저 감탄사가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원들이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시간을 넘어서 

전해 주는 아름다움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들 

중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표식을 남긴 사원은 

남승호┃파라미타칼리지 강사

타임캡슐 레(Leh)!

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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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캡슐 레(Leh)!

헤미스, 틱셰, 스피툭과 알치의 사원들이었다. 

이들 중 특히 알치(Alchi)의 사원은 건축 된 이

래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주요 사

원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사원은 10-11세기 

사이에 티벳의 위대한 통역관 중의 한 명인 린첸 

상뽀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낡은 외관

을 보면서 사원의 내부 구역에 들어가면 라닥의 

건조한 날씨가 잘 보존해 놓은 프레스코와 벽화

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미륵, 관세음, 문수보살

상들은 만들어진 이후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듯 했다. 이 상들과 주위의 벽화들을 보고 

있으면 천년 전의 세월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

게 된다. 알치 사원은 라닥의 수도인 레에서 인더

강 하류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라닥의 

다른 사원들이 대부분 언덕에 위치해 있는 것과

는 달리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

틱셰 사원(Thikse)은 티벳불교의 겔룩파와 관

련된 사원으로 레에서 약 19킬로미터 떨어진 틱

세지역의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이 

티벳 라사에 있는 포탈라 궁과 비슷한 것으로 유

명하며 라닥 중심부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알려

져 있다. 최근의 건축 및 개축은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규모가 큰 이 사원의 15미

터의 미륵보살상은 1970년에 현재의 달라이라마

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아주 

인상적이다. 또한 많은 부속 건물과 벽화들이 있

으며 티벳 경전인 깡귤과 땡귤이 안치되어 있다. 

그리고 티벳 달력으로 9월달에 불교 축제가 열려 

가면춤이나 참 댄스 등이 공연 되는 것으로도 유

명하다.

헤미스(Hemis) 사원은 레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11세기 이전에 존재 했다

고 하는데 1672년 라닥의 왕 셍게 남걀(Sengge 

Namgyal)에 의해 재건되었다. 매년 6월초에 파드

마삼바바를 기리는 불교 축제가 열려 밀교 수행

과 관련된 춤과 가르침 그리고 의례를 보여주는 

행사로도 유명하다.

라닥을 방문하는 시기는 대체로 6월에서 9월 

중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잘 맞지 않았

던 나에게는 라닥 방문은 오랜 동안의 소망이었

다. 내가 도착한 9월 중순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

작했고 유명한 판공초 호수와 누브라 계곡으로 

가는 길이 눈으로 막혀서 되돌아 왔다. 하지만 

라닥의 사원들을 방문한 후 고대 인도에서 수행

되었던 불교의 한 면을 그대로 본 듯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여행이었고 쉽지 않은 라닥 여

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되었

다.   
https://en.m.wikipedia.org/wiki/Alchi_Monastery https://en.m.wikipedia.org/wiki/Thikse_Monastery

https://en.m.wikipedia.org/wiki/Hemis_Monastery 라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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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는 기후 때문인지 암벽에 석굴을 판 불교

석굴사원이 9백여 개가 남아 있다. 주로 석굴은 

서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의 데칸 산중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그 시기는 기원전 1세기부터 2세

기경에 개착된 전기 석굴과 5세기에 8세기경에 

개착된 후기 석굴로 나누어진다. 석굴은 예배의 

중심인 스투파를 모신 예배당으로 불리는 차이티

아 굴과 승려들의 거주지인 비하르 굴이 있다. 두 

종류의 석굴은 보통 하나의 차이티아 굴과 하나 

이상의 비하르 굴이 조합되어 한 단위의 사원을 

형성하고 있다. 한 장소에 여러 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십 굴 또는 100굴이 넘는 대규모의 석굴

사원도 있다.

아잔타 석굴은 데칸 고원에 있는 마하라슈트

라 주의 요충지인 아우랑가바드 서북쪽 약 100킬

로미터 지점에 있다. 이 지역은 엘로라 석굴과 아

오랑가바드 석굴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고대부터 

상인들과 참배자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서부 

해안의 붐바이와 비하르 주를 연결하는 교역로였

다. 아잔타 석굴은 그 앞으로 와그호라 강이 굽이

돌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승려들이 우기에 안

거하기 적합한 곳이다. 말굽형 구릉의 550미터에 

달하는 암벽에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9백 년 동안, 총 29개의 석굴이 개착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잊혀 있던 아잔타 석굴은 1819

년 호랑이 사냥을 하던 영국 군대의 한 사병이 이 

지역 목동에 의해 호랑이굴이라는 동굴로 안내를 

받으면서 천 년 동안 적막에 쌓여있던 불교석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장 스님도 이곳을 

다녀가면서 “깊은 골짜기에 터를 잡고 있는데 높

은 건물과 큰 집들은 벼랑을 깔고 봉우리를 베고 

있으며, 여러 층을 이룬 건물과 대臺는 바위를 등

진 채 골짜기를 향하고 있다. 정사의 사방 주위에

는 석벽을 아로새겨, 여래께서 옛날 보살행을 닦

으시던 여러 인연의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라

고 기록하였다.

아잔타 석굴은 인도 불교석굴의 축소판이다. 

이곳에서는 9백년 가까이 조성되었던 전기굴과 

여러 구조의 후기굴들을 모두 볼 수 있으며, 굽

타 시대의 영향을 받은 아름다운 조각과 벽화까

몇 년 전 서울로 돌아와 경주 여행을 다시 가기 

위해 서점에 책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여행 관련

된 서가에 이른바 ‘죽기 전에 가 봐야 할 여행’ 시

리즈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죽기 전에’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행도 먹

는 것조차도 너무 비장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어 죽기 전에 못하면 말지라고 중얼

거리면서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

아 죽기 전에 가 봐야 할 비장한 곳, 보지 못했으

면 너무나 후회했을 것이 생겼는데, 바로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다.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죽기 전

에’ 아잔타 석굴을 가봐야 한다는 ‘비장’함을 전하

고 있다.

인도에서 출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우기 동안에

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거처에

서 은거 생활을 했다. 이때 재가자들의 후원을 받

으며, 출가자들은 우기가 끝날 때 다시 사람들에

게 포교를 위해 이곳에서 명상하고 준비를 하였

불교예술의 세계

인도의 아잔타 석굴

김진숙┃금강대학교 전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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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잔타 석굴 전체 모습

아잔타 석굴 제19굴 내부 모습 아잔타 석굴 제10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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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수행의 길잡이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참선방법은 간화선으로 화두타파를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

서 세계 각국에서 물밀 듯이 들어온 명상법으로 이른바 명상종류의 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상좌부

의 마하시명상, 고행카명상, 티벳의 죽음명상, 본성명상, 베트남 틱낫한 선사의 걷기명상, 자애명상,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갖는 멈춤명상 등 이외에도 뻗어나간 가지가 수 없이 많다. 서양의 마음집중

(Mindfulness),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 마음집중과 자기연민(Mindful Self-Compassion), 심리학을 

접목하여 만들어낸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이 있다. 명칭이 다를 뿐이지 그 뿌리는 

모두 상좌부불교의 위빠사나(Vipassana)에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명상법들은 미국에서 일찍이 자리잡고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다. 미국은 19세기말과 20

세기 초에 이미 산업혁명과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보헤미안, 힙스터 문화와 개인의 영적성장(awakening)을 추구했던 비트세대에 의해 꿈트기 시

작한 명상문화는 1960년대 히피세대로 이어지면서 파괴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가도록 혁신을 만들어낸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 히피즘의 본질은 탈-물질주의며 생활운동이었다. 

서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히피족의 젊은이들은 전쟁과 부르주아의 양식을 통해 기

성세대가 누리는 기득권의 불합리성과 캐피탈리즘에 저항하며 평화·사랑·자유를 추구한다.  

그들은 인종차별과 빈곤·불평등·생명사랑·환경문제를 생활양식으로 해결하려는 자급자족과 친

환경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갔다. 또한 인간성 회복을 주창하면서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명상문화를 주도한다. 그리고 1970년대는 그들의 생활운동에 의한 문화혁명이 미국 주류사회의 삶을 

대표하는 기저基底로 자리 잡아가는데, 그 중에 명상이 큰 위치를 차지한다.1) 때마침 동양의 각 나라에

서 들어온 다양한 명상법들에 심취한다. 그러나 각국의 불교전통과 문화 내지는 교리와 신행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상수행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

용성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한 미국인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명상을 마음의 치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며 4차 산업의 AI시대와 부합하게 현대화·

과학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뇌-과학과 연결하여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며 그것이 몸과 마

1) https://www.nytimes.com/2017/04/04/dining/health-food-hippies-restaurants-vegetarian.html 

지 다 볼 수 있는 실제 인도 불교미술이 집약되어 

있다. 아잔타 석굴은 관람 시간 때문에 개인 여

행이 아니면 전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원전에 

개착된 차이티아 굴인 제9굴과 제10굴, 그리고 5

세기에 6세기경에 개착된 제19굴, 제26굴의 차

이티아굴, 그리고 예배당과 승려의 거주처가 함

께 합쳐진 제1굴과 제2굴만을 본다면 아잔타 석

굴의 전체 구조와 신앙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제10굴은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아잔타 최

초의 예배당이다. 이때는 불상이 조성되기 전으

로 예배의 중심 대상인 스투파가 본당 중앙에 위

치하고 있다. 굴 입구 정면에는 말굽형 둥근 모

양의 큰 창이 있으며, 이 창 때문에 산 건너편에

서 바라보던 영국 병사가 아잔타 석굴을 발견하

게 되었다. 후기에 만들어진 제19굴과 제26굴은 

예배의 중심이 스투파에서 불상으로 바뀌면서 스

투파 안에 불상을 안치하고, 석굴 안은 물론이고 

석굴 밖 베란다 벽면에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여

래상과 보살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하나같이 굽

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본존은 고요하고 아름다

우며, 주변의 장식은 화려하고 생동감 넘친다. 특

히 제19굴 입구에 새겨진 ‘나가라자와 왕후’의 조

각은 아잔타 석굴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조각으로 

꼽힌다. 

아잔타에서는 비하르 굴도 제1굴과 제2굴처럼 

굴 뒤쪽에 성소聖所를 두어 이곳에 불상을 안치하

는 변형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예배당과 승방

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는 사원이 승려들의 

단순한 거주지에서 불교신도들의 예배 장소 또는 

정토를 암시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제1굴로 

들어서는 순간 정토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아 감탄

이 절로 나온다. 화려한 기둥 장식, 승방과 승방 

사이의 벽화, 불상이 안치된 성소 입구의 청련靑

蓮을 든 보살상, 그리고 천정의 격자무늬에 그려

진 연꽃과 성소 가까운 천정에 그려진 만다라 등

은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이번 겨울에 또 인도답사를 갈 예정이다. 아마

도 다녀오면 또 다른 죽기 전에 봐서 좋았다 하는 

곳이 늘어날 것 같다. 

아잔타 제19굴 베란다 왼쪽 벽 나가라자와 왕후

아잔타 석굴 제1굴 내부 모습

자재 스님┃경주캠퍼스 외래강사

 간화선의 현대화를 향한 궁구

불교예술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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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와 연결하여 만성통증이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마음 알아차리기에 근거한 MBSR을 만들었다. 이 

명상방법은 병원·교육기관·구치소·관공서·대기업이 필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들의 명

상법은 불교의 핵심이 되는 가치를 살리기는 하였으나 불교는 아니라고 말한다. 역으로 말하면 각 나라

와 접목된 불교문화를 걷어내고 붓다의 사상에 가장 가까운 명상법을 현대사회에 맞게 개발했다.

모태로부터 기독교였던 필자는 한국에서는 불교를 접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명상이 미국사회에 뿌리

내린 1980년대 후반에 유학길에 올랐다. 곧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며 수술 대신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하여 자연치유의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불교와 명상에 심취하며 수행자의 삶을 시작했다. 동양에서 

미국으로 상륙한 온갖 명상방법을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근육이 키워진 시기에 마지막으로 만난 명상법

이 간화선이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집중 알아차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시기의 간화선은 필자의 

수행이 일취월장하는 최후의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무문관 수행도 간화선으로 마무리하였다.

필자는 특정 명상법을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면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경험에 의해 간화선이 수승함을 인정

한다. 그런데 간화선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 화두를 늘 챙겨야 함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은 어려움으로 인식되어 있다. 일반대중들의 삶 안으로 스며들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출가

수행자들도 새로운 명상법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위빠사나도 용맹정진을 할 때는 장소와 시간을 할애한다. 평소에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림

을 하는 것이다. 간화선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하면 된다. 왜 굳이 산속이나 특정한 장소를 찾아 하나

의 화두를 들고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가, 용맹정진이 필요한 이들은 그리하되,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

에서 만나는 순간순간을 화두로 삼으면 된다. 호흡법은 위빠사나는 코에 집중하고 간화선은 주로 단전

에 집중한다. 코에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듯 단전에 집중하는 것도 훈련기간을 거치면 일상생활

에서도 단전으로 호흡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대중에게 교육하는 일에 인색했다는 것에 있다. 간화선

을 기초부터 쉽게 풀어 수행 단계를 만들고 그 단계마다 적용되는 기법을 일반대중에게 전해야 한다. 

1960년대의 히피족들이 주창한 생활방식들, 특히 명상이 현재 선진국들이 지표가 된 것은 일반대중의 

삶에 스며드는 건강한 생활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간화선도 대중화를 위해서는 생활 선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며 명상지도자 잭 콘필드(Jack Kornfield)는 ‘명상은 세상과 동 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고 말한다. 간화

선도 현대인의 현재 삶에 활발해야 생명력의 빛을 발할 수 있다. 명상을 받아 들인지 100년 남짓한 미

국이 과학을 접목하여 현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명상법을 개발하고 있듯이, 1천여 년 전, 붓다의 

원음을 훌륭하게 꽃피웠던 간화선을 이제는 21세기를 살아내는 일반대중들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현대화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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