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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공성을 알아가는 길 
 

짱꺄 롤뻬 도제 지음 (1717-1786) 

 

 

 

에마호! 

 

심오한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께서는 

언제나 제 마음 속에 머물러 주소서! 

 

불현듯 떠오르는 대로 적어 봅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를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 어린 아들이  

나이든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셨음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형이 조용히 알려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대상과 인식은 어머니의 미소, 

생사가 반복되는 이 윤회는 어머니의 거짓말,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어머니가 나를 속였고 

형인 연기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오로지 나이든 어머니의 온정만이  

(윤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대상과 인식이 이러하니 

삼세의 부처님조차 나를 구제하지 못하나,  

다양한 표정을 짓지만 한결 같은 어머니 덕분에  

비로소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상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어머니 

거짓된 모습으로 여기저기 의탁해 계셨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는데  

어머니를 찾으니 

그 곁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결국 은혜로운 부모님께서 저를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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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어머니 얼굴이 

연기법이라는 형님의 거울에 비치니 

비록 잡히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저는 작은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용수 보살과 월칭 논사가 바람에 실어 보낸 편지를 

문수보살의 새가 갖다 주니  

오랜 세월 힘들이지 않고 긴긴 세월  

어머니가 제 곁에 함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박학다식한 학자들은  

실재, 실체라는 단어에 빠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쳐 두고 

뿔 달린 헛것을 찾고 있습니다. 

 

분별을 여읜 어머니 얼굴에는 

무엇도 고정된 채로 존재하지 않고  

비논리적인 잡설은 

나이든 어머니 등을 떠밉니다.  

 

만물은 존재하지만 

이분법으로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 없고, 

서로를 아끼는 부모님은 떨어지질 않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일체유부, 경량부, 유식파로 불리는 동방의 학자들이  

어머니를 “코끼리”, “하얀 입자” 

“물질”, “호랑이의 무늬”, “주체” 

“미친 원숭이”, “둘로 쪼개지지 않는 것” 

“주체할 수 없는 곰”이라고 이름하지만 

여전히 나이 든 어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싸꺄, 닝마, 깔마, 둑빠 까규의 많은 학자들이 

“본디 청정함”, “안 바가 없음”, “앎”, 

“본연의 자리인 보현 보살의 본성”, 

“조작됨 없는 본연의 자리인 마하무드라”,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했으나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으니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외경을 부정하지 않으니  

유부학파들은 낙담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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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없지만 대상과 주체가 있으니 

모든 유식학파는 기뻐하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의존해서 발생하니 

동방 학자들은 기뻐하십시오. 

 

청정과 공성은 모순되지 않으니 한 맛이라는 사실에  

법을 배우는 자들은 의문을 조금도 품지 마십시오.  

(마음은) 본디 청정하나 선악도 있다고 주장하는 

유식파들은 청정이라는 단어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부자연스러운 수습으로도 본성은 드러날 것이니  

나이 든 수행자들이여, 애쓰지 말라.  

유무의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논쟁에 빠진 고지식한 자들이여, 초조해 마십시오.  

 

그러나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세간의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대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스승이라는 선한 말에 올라타 

성실함과 공경심과 함께 달리니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찾는 것은 자신입니다.  

사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거짓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입니다.  

유무를 여읜 중도의 자리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정작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헤어진 부모와 만난 것 같고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용수 보살과 제자들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쫑카파 롭상 닥빠 스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스승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머니께 공양을 올립니다.  

 

발생함이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노모와  

알아차림의 어린 아들이 함께  

영원히 안락한 이 법으로 

나이든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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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롤뻬 도제는 

이 자리에서 제 기쁨을  

흥겨운 춤으로 

삼보에 공양을 올립니다.  

 

 
위 내용은 쨩갸 롤베 도제가 중관을 배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오대산에서 말했다. 

비구 게렉 남카가 시의 형태로 옮겨 적어 세상에 전했다. 제목은 <메아리>이며 

공성(어머니)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