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정리
입정교성회 회장니와노니치코

고뇌의 근원
석존께서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유교
경(遺敎經)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만을 좇는
연유로 고뇌 또한 많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고 한없이 욕심
을 부린 나머지 결국 정리가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주는 따끔한 훈계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
뀌는 환절기 등 주변을 정돈하는 시기에 그것을 실
감케 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를
스크랩해 두어야지 하면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도 못한 채 잔뜩 쌓인 자료만
눈앞에 두고 골머리를 앓습니다. 물론 「함부로 버
려서 는 안 된다」는 마음도 있겠으나 그저 마음을
정돈하기에는 역시 주변을 정돈하는 것 밖에는 없습
니다. 교육자 모리 노부조우(森信三)선생께서 스승
으로 모시던 분의 서재로 안내 받았을 때, 깨끗하게
정돈된 그곳에 있는 것은 책상 위의 책 한 권뿐 이었
다고 합니다.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
돈하면 배움도 깊어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만일 여러 가지 고뇌에서 해탈코자 한다면 실로

사람들은 넘쳐나는 물건에 파묻혀 정리가 되지 않을

지족(知足)을 관할지며 지족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변에도 마음에도 쓸데없는

(富樂安穩)이 되느니라」

짐을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뇌의 원인을

우리는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유교

「족함을 아는 마음」 하나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경의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법은 곧 부락안온

이타행(利他行)을

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끔은 흐리게 합니다. 무량의

「마음으로 정하여 목표로 삼는다」를 의미하는

으키게 하며 모든 것을 탐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지(志)」라는 글자는 「십(十)」 과「일(一)」과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

「심(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열 가지

착은 재산 등 주변의 것에 대한 얽매임을 말하며 모

의 욕망을 하나 로 통일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

든 것을 탐내는 것은 물건을 아까워하는 욕심을 말

는데, 마음에 끓어오르는 많은 욕심을 하나로 집중

하는데, 그런 번뇌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켜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부처님의 바람을

늘 자기자신보다「먼저 남부터」와 이타행에 마음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志)이라고 생각합니

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 다. 능히 버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에 휘둘림 당할 때 「지

마음에는 허영이나 체면 등의 얽매임을 버리는 뜻도

(志)」의 글자를 떠올리는 것이 「족함을 아는 마

있고, 보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 베푸

음」으로 되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문제가

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덮개 하나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다음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라고

때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좀처럼 마음의

생각하며 꼭 덮어두는 것을 언제나 당연한 일처럼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파고들면 모두 다 「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루하루 이렇게 이타의 마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것에 의한 고뇌이지만, 그

음으로 하나하나의 행위에 마음을 썼을 때 저절로

것들을「연기의 법」이라는 진리에 비춰보면 무엇

생활은 족함을 아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주변의

이 고뇌의 근본이며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나 마

정돈도 마음의 정돈도 결국은 우리의「지(志)」하나

음이 편안해지는지가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에「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

지금 직면해 있는 사건에 대한 집착이나 얽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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