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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대종사 열반25주기 추모참회법회’의 일환으로 10월27일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를 올리고 있는 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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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스님. 

그림 김호석 화백.

의 지향점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입니다. 굳이 ‘뱀의 발’을 붙이자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반야 지혜로 공성空性을 깨달아 ‘존재의 참 모

습[實相]’을 적확하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지혜智慧에 해당되고 자기를 이

롭게 하는 자리自利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와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나

를 돕는 것이 됨을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이외 모든 중생을 이

롭게 하는 이타利他에 해당되며 방편方便에 속합니다. 지혜 없는 방편은 

삿되기 쉽고 방편 없는 지혜는 날카로우나 무미건조해 자기와 타인을 그

다지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윤회와 열

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리

와 이타를 지향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무주열반無住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고경의 목표입니다. 

-. 자기를 바로 봅시다.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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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용문석굴

원택 스님 | 발행인

목탁소리 | 발행인 인사말

11월3일부터 4박5일간 달마·혜가 대사의 유적지를 순례했습니다. 큰

스님 열반 후 2년이 지날 즈음 은정희 교수님 일행을 따라 운강석굴, 용문

석굴, 맥적산석굴 등을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해인사 스님

들과 함께 소림사를 중심으로 용문석굴, 초조암, 달마굴까지 다녀왔었습

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소림사, 혜가 선사의 이조암, 백마사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11월3일 9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시10분 정주에 도착해 개봉의 대

상국사를 방문했는데, 일주문 밖에서 영접해준 방장 심광 스님 일행과 사

찰의 1500년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국화철이라 국화가 사원 마

당을 장식하고, 군데군데 마른 고목에 키워 올린 국화꽃들은 아름답기 그

지없었습니다. 최근에 거행된 조계사 마당의 국화전시회와는 또 다른 감동

이었습니다. 대상국사에 모셔져 있는 천수천안 4면 관세음보살상은 청나라 

건륭 33년(1768) 은행나무를 통으로 조성한 것인데, 높이 7m·무게 4톤, 각 

면마다 조각된 256개의 손 즉 합계 1024개의 손과 눈이 조각된 뛰어난 작

품이었습니다. 당우는 원형으로 외각을 싸고 중간에 6개의 기둥, 안에 4개 

기둥으로 세워 중국의 중심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4면불은 우리나라나 남

방불교 국가에서 흔히 보았으나 4면 관세음보살상은 대상국사에서 처음 친

견했습니다. 그런 만큼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이곳은 불교 범패의 원형을 

간직한 곳으로 “오늘 범패단이 외부 공연을 나가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연

주를 보여주지 못해 크게 아쉽습니다.”고 방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월4일 아침 일찍 출발해 소림사로 넘어가 혜가 스님이 수행하시던 이

조암부터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걸을 수 없어, 소림사 입구에서부

터 “휠체어라도 타고 갈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조사로 출발하는 리

프트 앞 탑림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소림사로부터 허락 받아 놓았

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버스를 타고 소림사를 지나 탑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산이 깊어 이조암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는

데, 리프트(삭도)가 생긴 뒤부터는 탑림에서 이조암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오르는 동안 맞은 편 소실산의 산세를 보는 것

중국불교 유적지 순례 중이던 11월6일 

중국 하남성 요산 풍경구에서 신도들과 함께한 원택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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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 비로자나불을 보니, 감격스럽고 가슴에 벅찬 기쁨이 솟아올랐습니

다. 수준 높은 불사는 만인을 감동케 한다는 뜻을 가슴에 되새기는 순간이

었습니다. 비로자나불상의 얼굴을 찬찬히 음미해보면 어딘지 모르게 여성

의 얼굴상이 배어있는 듯, 부드럽고 미소를 머금은 듯해 그 뛰어난 솜씨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속설에 따르면 비로자나불은 당나라의 실력자 측

천무후를 모델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조성비로 측천무후는 2만관을 기증

했고 노사나불을 조성하던 석공들은 감격해 비로자나불을 그녀의 얼굴과 

비슷하면서도 더 예쁘게 조성했다고 한다.”는 『다르마로드』 (하권 176p)의 

설명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봉선사동 중앙에는 거대한 비로자나불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엔 아난

존자, 왼쪽엔 가섭존자, 그들 옆에 보살들이 서서 비로자나불을 협시하고, 

11월5일 낙양 백마사에서 백마사 방장 

인락印樂 스님으로부터 원택 스님(왼쪽)

이 백마상을 선물로 받고 있다.

도 새로운 장관이었습니다. 이조암은 크지 않고 담백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소실산 정상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초조암까지만 오르고, 달마굴

이나 달마상이 세워 모셔져 있는 곳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넘

은 보살님들도 거뜬히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며 평생 절해온 공덕에 새삼 

놀랐습니다. 옛날처럼 달마굴까지 오르내리던 무술을 배우는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림사의 배려로 소림사 법당에서 생

축生祝과 예불을 올릴 수 있어서 모든 대중들이 기뻐했습니다. 

11월5일 아침에는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를 들르기로 해 백마사에 도

착하니 방장 인락印樂 스님과 10여 명의 스님들이 나와서 영접해 주었습니

다. 대웅전에서 우리 대중들이 먼저 전경을 올리고, 백마사 방장 스님과 대

중 30여 명의 스님들이 로향찬爐香讚, 대비주大悲呪, 십소주十小呪, 반야바라

밀다심경, 회향게로써 우리들을 축원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례 대중들에게 중국사원식 점심공양을 무료로 베풀어 주어, 

현재 중국사원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비가 처적처적 내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니 복되게 50일 만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는 

비가 적은 곳이라 비가 오는 것이 크게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지

순례도 큰 복일 것입니다.”고 방장 스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높이 30cm·길이 40cm의 백마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점심 후 바라던 용문석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의 기억은 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벽에 붙

어 기다시피 다녔던 기억인데 지금에는 잔도의 기술을 도입하여 곳곳마다 

잔도길을 만들어, 못볼 곳이 없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

러나 십몇년 전의 상황보다는 굴속의 조각상들이 많이 없어진 듯해 허전

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용문석굴 최고의 걸작으로 유명한 봉선사동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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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림禪林운영회원

『 』 발간 및 보급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격에는 제한

이 없으며 매달 1만원 이상의 일정액을 꾸준히 희사하는 분들입니다. 

운영회원의 이름으로 불교관련 단체에 『 』을 보내드립니다.

◎ 선림禪林보시회원

『 』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보시 : 25,000원)

◎ 『 』  후원 및 보시 관련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01-04-265260    예금주 : 해인사백련암.

농      협 301-0126-9946-11    예금주 : 해인사백련암.

※ 후원 및 보시를 보내신 후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십시오.

문의 : 『 』  영업부 02-2198-5375

『 』 회원 안내

『 』 회원은 선림운영회원과 선림보시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곁에 왔던 부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어집과 『 』을 군법당 등 포교현

장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다립니다.

※ 법보시 동참 현황은 매월 『 』을 통해 자세히 알리겠습니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 』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법보시 동참 계좌

    농협 301-0191-0851-21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동참자

   10만원	박지은						윤웅진
     3만원	지봉호	영가

성철 스님 법어집 법보시 안내

두 천왕과 두 역사가 위엄스런 몸짓으로 부처님을 옹위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중원대불과 요산 풍경구 참관을 위해 용문석굴

에서 요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큰 비는 아니지만 가랑

비가 내려서인지 저녁 무렵 요산 숙박지 부근의 산야에는 안개가 자욱했

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봤을 때, 안개 속에서 얼핏얼핏 사람 얼굴 모양이 

나타나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쳐다보니 나타

났다 사라졌습니다. 놀라 도깨비에 홀린 듯했는데, 얼마 후 다시 그런 모

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밖을 거니니 저 멀리 208m 높이의 중원대불이 시

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안개 속에 나타난 사람 얼굴이 저 불상의 얼

굴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지만, “안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보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월6일 아침 9시쯤 출발해 요산 풍경구를 가는데, 장가계 일부와 황산 

일부를 합쳐 놓은 듯한 아름다운 곳이라고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아침

에 나서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

르니 빗방울은 눈송이가 되고, 어제 백마사에 내렸던 비가 요산에서는 눈

으로 변해, 온 산의 나무에 흰 눈이 쌓였고, 천지는 새하얗게 변해 절경이 

되었습니다. 부산 신도님들은 “불보살님들이 우리들에게 내리신 큰 선물”

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어제 백마사 방장 스님이 “비가 오는 것이 

큰 복”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더니, “오늘 요산 풍경구에서 모든 나뭇가

지들에 소복이 쌓인 황홀한 설경雪景을 보다니!”라며 모두들 기뻐했습니

다. 뜻하지 않은 눈 풍경에 모두들 흠뻑 빠져, 달마·혜가 스님의 유적지 

순례를 감격스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7일 무사히 잘 도착했으니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을 잘 설계해야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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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향기 
꽃을 들고 달을 가리키다
[拈花指月] 

가장 좋은 향기는 수행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맑게 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진정한 뜻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더 풍부하고 알찬 『 』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10월	31일	『 』	회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시회원 - 1년 25,000원

																김경곤			도안스님			사공관			서말분			신은숙			조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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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주재구

1만원	 강갑순	 강은선	 강차선	 고분자	 권경연	 권봉숙	 김기봉	 김동주
	 김명숙	 김미옥	 김삼용	 김석호	 김숙희	 김순옥	 김연희	 김영숙
	 김영숙	 김용제	 김장열	 김정환	 김지수	 김창식	 김태희	 남수정
	 노영희	 대휴행	 박경희	 박영분	 박헌찬	 백미옥	 서만선	 사공순옥
	 석필순	 송영재	 양복여	 양영미	 양천을	 엄철순	 오정화	 오판석
	 유명희	 유복희	 유숙희	 유혜숙	 윤경자	 이민준	 이석락	 이신영
	 이영인	 이재혁	 이지훈	 이현옥	 이현정	 이효정	 이희숙	 임태수
	 장은정	 장춘자	 전경숙	 정경옥	 정은경	 정태선	 조근봉	 조미정
	 조성태	 조철호	 조형춘	 최계자	 최병희	 추순금	 하홍준	 허보금
	 홍세미	 황정수

2만원 강미경	 김동근	 김문학	 김종철	 김현숙	 석문숙	 안미정	 양형진
	 조규일	 한창우	 홍애심

3만원	 고심정사불교대학	 	곽영자	 김영희	 남명자	 노영희	 도명철	 선림정사
	 이창우	 이채윤	 임상섭	 정복실	 천경덕	 최정원	 허덕남	 홍무용

4만원	 공덕수

5만원	 강귀석	 구미양	 김근형	 김영수	 김종유	 덕숭사	 문선이	 임미숙
	 정경희	 정홍연

10만원	 송정미	 이관열	 이인환	 차현오	 허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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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자기 몸을 바쳐서 중생을 구합니다. 이 숭고하고도 거룩한 부처님

의 행동은 천고만고에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저 천당과 지옥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환상이니, 마음의 눈

을 떠서 바른 지혜를 가지면 이 환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때에는 전체가 부처이며 전체가 태평하여 천당과 지옥이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을 깨지 못하면 꿈이 계속되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중

생이 끝없이 계속되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중생계가 한이 없으니 부처님의 지옥생활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1989년 음 4월8일, 초파일법어│

지혜와 빛의 말씀 

성철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제6·7대 종정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천상천하에 독존무비獨尊無比한 부처님의 처소는 험악하고도 무서운 저 

지옥이니, 지옥에서 온갖 고통 받고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의 그 고통을 대

신 받고, 그들을 안락한 곳으로 모시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부처님은 남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부모로 모시고 가장 존경하며 정

성을 다하여 지극히 섬기고 받듭니다.

이는 부처님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요 부처님의 길이며 생활입니다.

부처님은 험하고 어려운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은 어둡고 더러운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은 괄시받고 버림받는 이들만을 찾아다닙니다.

부처님의 부처는 고통 받는 중생들이니 그들이 아니면 부처가 필요없

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효자가 부모 모시듯 정성으로 섬깁니다. 설사 그

들이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해롭게 하더라도 더욱 존경하며 더욱 잘 받듭

니다.

과거세에 부처님이 깊은 산중을 가시다가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 가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혀 그

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흉년에는 곡식이 되고 질병에는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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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대종사, 혜암 대종사, 자운 대율사 등의 부도에도 헌화하고 큰스님들

의 생전 업적과 사상을 기렸다. 성철 대종사 열반추모 참회법회 3천배 정

진 입재는 오전 9시25분 부산 고심정사 연빛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

됐다. 어느새 사리탑을 에워싸고 펼쳐진 3천 여 장의 방석은 주인을 맞아

들여 빈 곳이 없었다. “곧 햇빛이 떠오르면 바람이 잠잠해질 것이고 비도 

그칠 거예요.” 신도들을 위해 차 공양을 준비하는 한 보살님이 날씨를 걱

정하는 나에게 던진 말인데 음성공양이 시작되자 정말 햇살이 사리탑을 비

춘다. 간간이 바람이 불자 낙엽이 비처럼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음성공

양의 음률에 춤추는 듯 고운 선으로 신도들의 머리와 어깨에 얹혔다.

원택 스님은 음성공양이 끝난 후 인사말에서 남북정상회동 당시 남측 

원택 스님이 10월27일 ‘성철 

대종사 열반25주기 추모참회

법회’ 3천배기도 입재식을 사

리탑전에서 거행하고 있다.

비처럼 흠씬 젖은 몸으로 느릿느릿 올라 25년 전 이맘 때 만장輓章을 앞

세워 가시던 그 길을 느끼고 싶었다. 얇은 옷을 입었다는 핑계로 차에 의

지해 도착한 성철 대종사 사리탑엔 이미 수많은 신도들이 기도 입재를 준

비하고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 6·7대 종정이자 한국불교의 큰 별이었던 

퇴옹당退翁堂 성철性徹 대종사는 1993년 음력 9월20일 홀연 세연世緣을 접

고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시자 가야산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드는 

조문객들로 연일 붐볐다. 다비식茶毘式이 있던 날 가야산은 하루 종일 홍

염紅焰에 불탔다. 가을 늦 단풍과 형형색색의 만장이 가야산을 붉게 물들

였다. 그 때 그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스님의 열반재일 하루 전인 지난 10월27일 이른 아침, 저 깊은 기억이 

나의 시점을 그때로 되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찬바람과 싸늘한 비는 기억

의 생기生起를 위축시켰다. ‘육신에 억류’된 나는 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못남을 드러내고 말았다. 믿고 따르던 하늘같은 존재가 떠나가면 울음이 

크다고 했다. 스님이 떠나고 간 적막한 가야산엔 이날 숲이 울고 있었다. 

숲의 울음을 바람이 돕고 바람의 길에는 스님을 그리워하는 대중들의 울

음이 섞여 있었다. 성철 스님을 떠올리던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날 성철 스님의 사리탑이 세워진 비림碑林은 꽃으로 단장됐다. 신도들

이 성철 스님의 사리탑뿐 아니라 비림에 안치된 경하 율사, 영암 대종사, 

김퇴월 | 불교언론인

몸·마음을 해탈로 안내하는 도반

‘성철 대종사 열반25주기 추모참회법회’ 3천배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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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스님 사리탑 앞에 

모셔져 있는 위패.  

대표로 평양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성철 큰스님의 덕화와 여러분의 

기도공덕으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삼천배 정진에 들어간 신도들은 ‘백팔대참회예불문’을 독

송하며 한 배 한 배 호흡을 맞췄다. 백련암 법당에 놓인 방석엔 ‘백팔대참

회예불문’이 새겨져 있다. 절을 일상 기도화 하고 있는 신도들을 위해 아예 

방석에 예불문을 새긴 것이다. 이날도 신도들은 백팔대참회예불문에 맞춰 

흐트러짐 없이 삼천배 정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예불문이 네 번째 쯤 다

시 시작될 때가 되자 신도들의 귀와 볼이 붉게 물들었다. 법복 등줄기에선 

땀자국이 드러났다. 허공에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사리탑 일대를 열기로 채

우고 있었다.

‘성철 대종사 열반 25주기 참회대정진법회’는 4일4야四日四夜로 진행됐

다.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4일4야로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의 삼천 배는 3일째 되는 날이다. 성철 스님 문도 신도들의 기

도는 남과 다른 특색이 있다.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철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도다.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는 기복祈福에 가

깝다. 자신의 복을 비는 기도는 정법불교가 아니다. 온당한 기도가 아닌 것

이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 하는 기도는 보시布施가 되고 애어愛語가 되며 동

사섭同事攝이 된다. 

절은 또 어떤가? 우선 건강에 이로운 운동이라는 점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불자들의 절하는 법을 응용한 요가와 스트레칭이 개발되는 점을 

보더라도 절은 전신운동에 효과가 크다. 신행면에서도 절은 최상의 수행

법이며 공덕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절은 하심下心을 가르친다. 오체五

體를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상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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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무료 배포됐다. 이 책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의 직계 상좌

와 재가 제자들의 추모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성철스님문도회장 천제 스

님, 대구 금각사 주지 만수 스님, 해인총림 수좌 원융 스님, 해인사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 등 상좌 16명과 재가 제자 20명의 인터뷰 내용이 정리된 

이 책은 비매품으로 발간됐다. 

성철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법회는 28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

서 봉행됐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전계사 종진 스님, 주지 향적 스

님, 문도스님, 신도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철 스님의 큰 뜻

을 되새겼다. 

3천배는 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

을 처음 뵙던 날 “지남이 될 좌우명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성철 스님이 

10월27일 고심정사 연빛합창

단이 성철 스님 사리탑전에서 

거행된 3천배기도 입재식에 참

석해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대한 존경심을 표시한다. 말로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다. 실

제로 몸을 내던져 나를 한없이 낮추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최상의 존경심

을 표하는 것이다. 이만한 하심이 어디 있는가? 결국 이는 모두 수행으로 

귀결된다. 

공덕을 쌓는 효과도 크다. 『업보차별경』에서는 부처님께 절하고 예배하

면 열 가지 공덕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 32상과 80종호를 갖춘 묘색

신妙色身이 구비된다. 한마디로 엄청난 미모와 건강과 육체를 지니게 된다

는 것이다. 둘째, 모든 이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 셋째, 모든 두려

움이 소멸된다. 넷째, 부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 다섯째, 위의威儀를 갖추

게 되므로 항상 청아하고 단정한 몸을 유지한다. 여섯째, 화합심이 길러지

므로 항상 선한 벗들이 몰려든다. 일곱째, 주위의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된

다. 여덟째, 큰 복과 덕을 갖추게 된다. 아홉째, 죽은 뒤에는 부처님이 계

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열째,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하심은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이다. 절의 횟수가 5백배를 넘어서고 천배

를 넘어서면 자신의 몸이 가벼워진다. 천 근 만 근 몸이 무거워질 것 같지

만 오히려 그 반대다. 부산에서 왔다는 한 거사는 “어느 때 절 삼매에 빠져 

있노라면 내 몸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

래서일까. 시간이 지나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다. 백팔대참회예불문은 음

악처럼 리듬을 타고 있고, 신도들의 절은 땅으로 돌아가는 낙엽처럼 가볍

기 그지없다. 삼천배는 사리탑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잠시 점

심공양을 위해 들른 백련암에서도 백팔대참회예불문에 맞춰 신도들이 삼

천배 정진에 몰두하고 있었다. 성철 스님 등상等像이 봉안된 고심원古心

院도 땀에 젖어있는 상황. 다음 날 오전 7시 회향이다.

이번 성철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법회에서는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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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같은 것’이리라! 사리탑 3천배는 그래서 구도求道가 되고, 신도들의 환

희심을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신심의 불쏘시개’라 할 수 있다. 해인사 홍

류동 계곡의 단풍을 보지 않고 더 아름답고 귀중한 삼천배의 장관을 본 나

의 동참도 이미 작지 않은 공덕이 되었을 것이다. 

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기도를 올리고 있는 불자들.

절돈 3천원을 요구했다. 원택 스님이 주머니를 뒤져 호기 있게 3천원을 내

놓자 성철 스님이 불호령을 내렸다. 그런 돈이 아니라 절돈 3,000원이라면

서! 절돈 3,000원은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3천배를 하는 것이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3천배는 결국 기도자의 혼과 육을 해탈로 안내하는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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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불전미술은 간다라에 여러 점 남아 있다. 

페샤와르박물관에는 싯다르타 태자의 청년시절 무예를 겨루는 모습을 

표현한 불전미술이 있는데(사진 2), 삼단으로 구성된 불전도의 하단에는 세 

장면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하였다. 맨 왼쪽에는 씨름 장면을, 중앙에

는 활쏘기를 하는 태자를, 오른쪽에는 한 손으로 코끼리를 던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한 손으로 코끼리를 성 밖

으로 던지는 태자의 모습이다.   

경전에 의하면 싯다르타 태자는 7세가 되자 정반왕이 ‘태자가 벌써 컸으

니 학문을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라 안에서 글과 재주가 좋은 총명

한 바라문을 두루 찾았다(『과거현재인과경』). 싯다르타 태자는 여러 동자들과 

함께 학당學堂에 있을 때에 한량없는 백 천 법문의 소리를 연출해 아뇩다

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였다. 

싯다르타 태자의 스승으로는 명망과 학덕을 갖춘 바라문으로 웨다와 우

빠니샤드에 정통한 위슈와미뜨라Viśvāmitra, 병법과 무예를 가르칠 스승 끄

산띠데와Ksntideva, 수학을 가르칠 스승 아르주나Arjuna, 언어학자이자 문

법학자인 삽바밋따Sabbamitta가 초청되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이 스승들로

부터 정통 바라문의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상도 배우고 64종의 

문자도 익혔으며, 궁술弓術을 비롯한 29종의 군사학도 연마하며 전륜성왕

의 수업을 받았던 것이다. 

싯다르타 태자의 청년기에 관한 불전미술은 인도나 중국에서는 찾아보

기 어렵고, 북인도인 간다라에서는 꽤 많이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 학문 

연마와 관련된 <전륜성왕의 수업을 받는 태자(사진 3)> 이야기는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싯다르타 태자가 양을 타고 공부하러 가

고향 가는 길에 오랜만에 기차를 탔다. 대학 시절 밤기차를 타고 여수에 

갔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밤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던 때의 청춘은 

참으로 방황이 많았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원하지 않던 

대학의 선택도 모든 것이 뒤범벅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에게 펼쳐진 

새로운 길은 불교와의 인연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 친구는 송광

사 여름 수련대회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1986년 송광사로 나를 이끌었던 

그 친구는 내 인생의 선지식이었다.

소년 싯다르타, 다양한 기예 연마

    

문득 KTX를 타고 여수에 가는 기차 안에서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친

구들과 함께 스승을 찾아가는 싯다르타 태자가 떠오르면서 나를 데리고 송

광사에 갔던 친구가 생각났다. 옛날을 추억하다보면 가끔 성도 이전 부처

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만난 싯

다르타의 청년시절은 전륜성왕의 길을 가는 태자로서의 모습에 충실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성장했던 카필라성은 현재 폐허로 남아있지만(사진 1) 스

승을 찾아 학문을 연마하고, 활쏘기와 씨름을 통해 태자의 역량을 내보이

며, 죽은 코끼리를 성 밖으로 던져 강력한 힘을 내보이던 수학하던 때를 표

간다라 미술로 보는 부처님의 학습기 조각

유근자 | 동국대 겸임교수·미술사

불교미술의 세계 7



28 29

 

윤제학 | 작가·자유기고가 

 

싯다르타 태자는 양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 주위에는 두광頭光이 표현

되었고, 머리 위에는 태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산日傘이 배치되었다. 태

자 뒤를 따르는 한 명의 여인은 태자를 수호하는 카필라성의 여신이다. 

태자 앞에 있는 나신裸身의 두 인물은 학당에 같이 가는 친구들로 손에는 

는 장면과 스승한테 학문을 배우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정반

왕은 태자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게 코끼리와 말, 양의 수레를 마련하여 주

었다(『과거현재인과경』).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는 주로 양을 타고 이동하

고 있다.  

사진1. 카필라바스투,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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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 전륜성왕 수업을 받는 싯다르타 태자, 간다라(2~3세기), 국립뉴델리박물관, 인도.  

운데 한 개의 화살을 쏘아 일곱 개의 쇠북을 모두 꿰뚫고 말았다. 이에 스

승은 정반왕에게  “태자는 저절로 활 쏘는 재주를 알고 있습니다. 화살 한 

개의 힘으로 일곱 개의 북을 쏘아 꿰뚫었으니 활쏘기로는 이 세상에서 겨

룰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제가 스승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

자,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4세기 말 인도를 방문한 중국의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지를 방문하

고 “난다難陀와 더불어 코끼리를 타고 활을 쏘던 곳도 있다. 이 때 화살은 

동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의 땅에 꽂혀 샘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곳을 손질해 우물을 만들어 길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마

실 수 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활쏘기를 하는 싯다르타 태자를 표현한 불전미술은 간다라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싯다르타가 쏜 화살은 일곱 그루의 철 다라수, 일곱 개의 철

북, 그 사이마다 철돼지를 넣어서 표적으로 삼았다 하는데 『근본설일체유

부비나야파승사』(사진 4)에 표현된 네 그루의 나무는 일곱 그루 다라수 가

필기도구를 들고 있다. 왼쪽 끝에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인물은 싯다르타 

태자의 스승 위슈와미뜨라로, 무릎 위에 판을 얹고 무언가를 쓰면서 가르

치고 있다. 그 앞에 합장하고 있는 인물은 전륜성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싯다르타 태자이며, 태자 뒤에는 동행했던 두 명의 인물이 합장 한 채 서 

있다. 

『과거현재인과경』에 따르면 싯다르타 태자는 7살 때 글을 익히기 시작

했고 10살 때 무예를 닦기 시작했다고 한다. 태자의 무예 실력은  ‘활쏘기’

에 관한 이야기에 잘 담겨 있다. 10살이 되자 정반왕은 태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기 위해 나라 안에서 활 잘 쏘는 이를 초청해 궁전의 뒤뜰에서 쇠로 

된 북을 쏘게 하였다. 스승이 작은 활을 태자에게 주자 태자는 웃음을 머

금고 “이것을 제게 주어서 무엇을 시키려 합니까?” 하고 묻자, 스승은 “쇠

북을 쏘십시오.”라고 말했다. 태자는 스승이 가져다 준 일곱 개의 화살 가

사진2 . 무예를 겨루는 싯다르타 태자, 간다라(2~3세기), 페샤와르박물관,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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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코끼리를 한 손으로 던졌다는 일화이다. 

어느 날 정반왕은 ‘나의 아들이 총명해 글과 산수를 잘한다는 것은 사방

에서 모두 알겠지만, 활쏘기 재주만은 백성들이 아직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7일 후에 무예 시합을 개최한다고 온 나라에 알렸다. 7일째 

되던 날 데바닷타는 많은 무리와 함께 맨 먼저 성을 나오는데, 큰 코끼리

가 성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러자 그는 혼자 코끼리에게 다가가 손으

로 코끼리의 머리를 쳐 땅에 쓰러뜨리고는, 일행이 지나가게 했다. 그 뒤 

난다가 무리들과 함께 성에서 나가려 하는데, 데바닷타가 쓰러뜨린 코끼

리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발가락으로 코끼리를 잡아 길가

로 던져 놓았다. 

그 때 성문을 나서던 싯다르타 태자는 데바닷타와 난다가 한 행위를 구

경하던 사람들을 보고 ‘지금이 바로 힘을 보여줄 때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는, 한 손으로 코끼리를 집어서 성 밖으로 던져놓았다. 돌아와서 손을 보

니 다친 데도 없었고, 코끼리는 다시 살아나 괴로워하는 바도 없었다. 이

를 보고 모두가 태자를 찬탄했으며, 정반왕도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깊은 감

명을 받았다.

페샤와르박물관의 <코끼리를 던지는 싯다르타 태자>(사진 5)에는 코끼

리의 머리를 치는 데바닷타, 쓰러진 코끼리를 옮기는 난다, 한 손으로 코

끼리를 던지는 싯다르타 태자가 시계방향으로 순서대로 표현되어 있다. 

성문에서 나오는 코끼리를 치려고 오른손을 번쩍 위로 들고 있는 인물

이 바로 데바닷타이다. 난다는 땅에 쓰러진 코끼리의 꼬리를 잡아끌고는 

어딘가로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현재인과경』에서는 ‘발가락

으로 코끼리를 잡아 길가로 던져 놓았다’고 했으나, 『근본설일체유부비나

운데 네 다라수를 상징한다. 오른쪽 끝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태

자에게 활 쏘는 기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서 있고, 활시위를 당기는 당당한 

모습의 싯다르타 태자가 표적을 향해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그 앞에는 화

살 통을 든 동자와 긴 깃대 위에 철로 된 북을 상징하는 둥근 표적을 든 동

자가 서 있다. 

한 손으로 코끼리 던지는 싯다르타 

싯다르타 태자가 샤까족 청년들과 무예를 겨루기 위해 활쏘기와 씨름 

등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태자가 활쏘기 시합에 참가하

사진4 . 활쏘기를 하는 싯다르타 태자, 간다라(2~3세기), 카라치박물관, 파키스탄.



34 35

 

윤제학 | 작가·자유기고가 

 

‘최선’이라는 말의 무게

윤제학 | 작가·자유기고가 

천천히 음미하는 부처님 말씀 7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거나 듣지 않고 살

아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놓인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에게 주문처럼, 다짐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떤 의

미로 쓸까요?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인식은 하는 걸까요?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전부터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최선이란?

최선最善 : ① 가장 좋고 훌륭함. 또는 그런 일. ② 온 정성과 힘.(『표준국

어대사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합

니다. 첫 번째 의미, ‘가장 좋고 훌륭한 일’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

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장 좋고 훌륭한 일’ 정

도라면 무난한 이해가 되겠지요. 두 번째 의미, ‘온 정성과 힘’이라는 것도 

‘가장 좋고 훌륭한 것’에 수렴됩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정성’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두 의미를 합하여 이해하자면, 

야파승사』에서는 ‘코끼리의 꼬리를 잡아 스물 한 걸음을 끌고 가서 큰 길에

서 떼어놓고 가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페샤와르박물관의 불전도는 후자

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죽은 코끼리를 오른쪽 어깨 

부근까지 들어 올려 던지고 있다. 그의 머리 주변의 두광頭光과 왼손을 허

리에 댄 자세는, 데바닷타와 난다를 표현한 것과는 달리 그가 왕자임을 표

현한 것이다.   

사진5. 코끼리를 던지는 싯다르타 태자, 간다라(2~3세기), 페샤와르박물관, 파키스탄.  

유근자   「간다라 불전도상佛傳圖像의 연구」로 문학박사학위 취득,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강원

도 문화재전문위원. 저서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 기록 연구』, 공동 저서로 『치유하는 붓다』·『간다

라에서 만난 부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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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고, 당시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가 영국에 패배한 지 4년 후였으니,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마라도나의 행

위는 분명 최선이었을 겁니다. 훗날 마라도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골

은 손으로 넣은 것이라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또한 마라도나 입장

에서는 최선이었겠지요. 적어도 진실은 밝혔으니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언급한 최선 가운데 그마나 최선의 본래 의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가장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좋다’는 판단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도덕적·철학적 의미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에게 최선이란?

불자들에게 최선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겠지요, 최

선의 동기,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하는 가르침이니까요. 부처

님은 깨달음을 이룬 후 ‘전도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하러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

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 위

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

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 오로지 깨끗한 삶을 드러내라. 

눈에 티끌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가장 좋고 훌륭한 일을 위하여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것’

이 ‘최선’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주 쓰는 것에 

비하면 그 의미가 자못 무겁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최선을 다하

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최선’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직하게 살피려면, ‘최선’이

라는 말이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곳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

다. 정치판을 가장 먼저 찾아야겠지요. 그 가운데서도 선거 운동 현장이야

말로 ‘최선’의 경연장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

르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차선은커녕 ‘차악의 선택’을 강요당하

는 선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량(?)들이 외치는 ‘최선’이

란 과연 어떤 종류의 최선일까요. 

스포츠 현장도 최선의 경연장입니다. 강팀과 약팀이 맞붙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강팀이 이기고, 최선을 다한 약팀이 지는 것이 예사입니다. 승

리한 강팀에게 비난이, 패배한 약팀에게 찬사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

만 비난 받았던 그 강팀이 최종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예의 비난

은 최선의 전략이었다는 찬사로 바뀝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최

선은 또 어떤 종류의 최선일까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맞붙었

습니다. 전반전이 무승부로 끝난 다음 후반전 6분에 골키퍼와 마라도나가  

1:1로 경합하던 상황에서 마라도나는  손을 사용해 골을 넣었습니다. 잉글

랜드 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주심은 정당한 골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2:1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마라도나는 인터뷰에

서 “그 골은 ‘신의 손’에 맞고 들어간 것”이라고 발언하여 더욱 논란을 일으

켰습니다. 마라도나의 그 발언은 ‘최선’ 이상의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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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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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위안을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

한 노력을 최선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최고는 제 아무리 높아도 상대적입니다. 최선은 절대적입니다. 최고가 

지향하는 것이 목표라면, 최선이 지향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최고

를 최선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최고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비록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

한 최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을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아온 까

닭이겠지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서로의 욕망을 무한 승인하면서 최선의 

진정한 의미에 눈을 감아버렸다고 해야겠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최선이라는 말은 진정한 최선과는 거리가 멉니

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싸잡아서 우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 투기에도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진정한 최선을 위해

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히 말하자면 ‘실패할 용기’겠지요. 동

기와 과정이 옳다면 실패도 감수하겠다는 용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하다고, 그 흔한 구조적 문제를 변명거리로 들고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글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 

될 말이겠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전쟁터의 윤리가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아득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겠

지요. 정녕 최선을 다해서.

『법화경』 「서품」의 한 대목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문수보살이 미륵보살

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법화경』이 설해질 것임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선남자들이여,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 과거

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그 이름은 일월등명여래·응공·정변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노라.”   『잡아함경』

위 경전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구절은 부처님 법의 

완전무결함을 뜻하지만, 최선의 의미와도 계합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서라면 인간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

르겠습니다. 

전쟁 기술로 개발된 인터넷이 인류에 엄청난 편익을 안겨 주었지만 폐

해도 적지 않습니다.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고 해서 파국의 가

능성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독재의 과실이 아무리 커도 인권 유린의 면

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 문명과 역사의 양가적 속성이지요. 동기의 

선함이 과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결과가 좋다

고 해서 과정의 허물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최선이란 동기와 과

정, 결과가 모두 좋은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동기와 과정, 결과가 모두 가장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

을까요. 있다면 그가 바로 성인이겠지요. 누구든 스스로 진정 최선을 다했

다고 믿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나 아니면 공동 목

적을 가진 집단 내부에서나 할 말이지요. 성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듯이 말입니다. 최선은 가치 평가의 언어입니다. 참 무겁습니다. 무시무

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겁고 어려운 말을 참 쉽게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

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합니다. 

일등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

기 위해서. 노력도 모자라 ‘노오력’ 하고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선으로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 노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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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여유

철을 다듬어 금을 만들다
[点鐵成金]

생활이 곧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원의 매화나무 가지에 

봄이 피어 있듯이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생활에 

집중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바로 금이 됩니다.

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

세존이시었습니다. 바른 법 펴시니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

도 좋았습니다. 그 뜻 매우 깊고, 순수하여 잡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수행의 바탕을 두루 갖춘 아름답고 묘한 말씀이었습니

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성제를 설하시어 생로병사 벗어

나서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십이인

연을 설하셨으며, 여러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모두들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어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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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함께 길이길이 축복합시다.1)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성철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로 불렸다. 그의 수행 

이력과 해박한 경전 해석은 선禪과 교敎에 두루 통달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

이었고, 걸림 없이 자유로운 산사생활의 모습은 ‘생불生佛’로 비쳐진 게 당

연한 일이었다.

성철 스님은 1980년 10·27법난法難으로 망신창이가 된 한국불교의 상

황에서 종정宗正직을 수락했다. 위기의 한국불교가 새 활로를 찾기 위해선 

성철 스님이 종정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스님도 끝까지 거절

만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듬해 1981년 1월 6대 종정에 취임한 스님은 

그러나 종단 일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다만 종정으로서 해마다 신년

법어와 봉축법어를 발표했을 뿐이다.  

스님의 법어는 세간에 나올 때마다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

다. 언론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스님의 법어를 앞 다

투어 보도했다. 

법어는 말 그대로 법어다. 딱딱한 경전말씀이고 때로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법어는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인기를 끈다. 

이유는 무엇일까?

1993년 음력으로 9월20일, 스님께서는 세연世緣을 접고 본지환처本地還

1)   성철 종정 초파일 법어, 1982년 음력 4월 초파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중략)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중략)

자기를 바로 봅시다.

아무리 헐벗고 굶주린 상태라도 그것은 겉보기일 뿐,

본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중략)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선·교에 통달한 성철 스님은 생불”

김군도 | 자유기고가

화두로 세상 읽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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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기도를 올리고 있는 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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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큰스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을 가지고 계셨습니

다. 한국불교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며 너무 세속화·미신화 되고 뒤떨어

졌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충격을 받은 분이 바로 큰스님입니다. 그래서 당

신이 직접 새로운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온갖 자료를 수집하셨습니

다.”2)    

스님은 경전을 두루 섭렵하면서 정법을 펼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란 구절도 정법으로 나아가야 한

다는 스님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표현이다. 

만일 부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신神에 다름 아니다. 그

렇다면 부처님은 기도와 기복祈福의 대상이다. 때문에 스님은 부처님이 사

바세계에 나투신 것은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

셨다’고 한 것이다. 구원되어 있음을 알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정법에로 나아가는 길이다. 

셋째로 성철 스님의 법어는 역설逆說의 미학美學이 수반되고 있다. 기존

인식과 관념을 뒤집는 메시지가 일품인 스님의 법어는 그래서 진한 울림

으로 다가온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

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이다.’ 등의 표현은 일반적 상식을 뛰어

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2)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 유철주 지음, 장경각, 2018, p.27.

處하셨다. 올해로 열반 25주년째. 필자는 스님의 열반 25주년을 맞아 위 

법어를 토대로 스님이 평소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려 하셨는지 살펴보

려 한다. 

스님은 기존 관념과 인식을 탈피하는 파격破格의 행태를 보여주셨다. 역

대 종정과 방장 스님들은 대부분 어려운 한문으로 이뤄진 법어를 발표했

지만 스님은 한글로 쉽게 법어를 내려 보냈다. 비록 한글이지만 한문의 깊

이보다 더하고 그 울림의 파장도 더 컸다. 한글 법어는 곁에서 시봉하고 있

던 상좌 원택圓澤 스님이 권유했는데 스님께서 기꺼이 수용해 이뤄졌다고 

한다. 파격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문 위주의 법문이 주로 권위적인데 비

해 스님의 법어는 ‘앞집의 복동아, 뒷집의 수남아 새해를 노래하세’(1983년 

신년법어)처럼 평범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더 친근하고 메시지 전달이 확

실하다. 표현의 파격은 다른 법어에서도 줄곧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뇌리

에 오래도록 저장케 하는 효과를 불렀다.  

둘째는 정법正法의 강조다. 위 법어는 정법에 기초한 불교사상을 대중들

에게 설시說示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부처를 신격화하거나 사후세계를 

거론하며 예수재豫修齋에 몰두하는 등 한국불교의 타락과 세속화가 한창 

진행되던 때가 이즈음이다. 스님은 이의 잘못됨을 파악하고 바로 잡으려 

한 것이 분명하다. ‘자기가 바로 부처’란 해탈의 길을 제시한 정법에로 나

아가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또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라 함은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응대한 부처

님의 ‘무기無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인 소모적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수행

과 실천이다. 수행과 실천은 기도를 우선하는 이웃종교와 분명히 대비된

다. 정법을 강조한 스님의 지론은 상좌 천제 스님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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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 안에선 신분을 떠나 누구나 평등한 대접을 받았다. 불교가 폭발

적 성장을 보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불교는 불교 태생 

이전의 낡은 관념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스님들은 제사장 역할에 

빠져있고 불교는 신본사상神本思想과 별 다른 차이 없는 기복의 타성에 젖

어 있다. 

만일 성철 스님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와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 하실

까? 스님의 법어는 8만대장경을 압축한 ‘진액眞液’이다. 각종 폐해와 병리

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불교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복용해야 할 ‘약’

이다. 다시금 스님의 법어가 사회의 경종이 되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김군도   자유기고가. 선시 읽는 법을 소개한 『마음의 밭에 달빛을 채우다』를 펴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오도송에 나타난 네 가지 특징」·「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역설적 표현은 스님의 법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차디찬 맑은 물이 넘쳐흘러,(중략)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염불소리 요란하니”3)   

“귀머거리가 우레 소리를 듣고, 장님이 구름 속 번갯불을 보고, 앉은뱅

이가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4)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

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니 축하합니다.(중략)”5)

역설은 겉으로 보기엔 모순된 듯 보이나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이다. 특히 통념을 뒤집는 모순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에 

충격을 줌으로써 심오한 깨달음이나 상식을 초월한 진리를 나타내는 효과

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선사들이 선시를 통해 자주 쓰는 문학적 기교이

기도 하다. 성철 스님의 법어는 통념과 상식을 뒤집는 역설을 통해 정법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숨어있는 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지금 여전히 기복과 사법邪法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 역시 신분적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스님의 법어가 무색하리만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불교는 과거 재래 인도사회에서 낡은 관념의 탈피를 주장하며 출현했

3)   1986년 1월1일 신년법어.

4)   1993년 1월1일 신년법어.

5)   1986년 음 4월8일 봉축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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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친 보살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진남북조시대에 인도에서 중국에 오신 

진제眞諦 스님의 『바수반두법사전婆藪槃豆法師傳』의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해 

기술하겠습니다. 『바수반두법사전』에 따르면 세친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

반하신 후 900년이 지나서 서북 인도 간다라 지방의 푸르샤푸라[페샤와르]

에서 바라문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수반두

Vasubandhu였습니다. 바수vasu는 부富·보석·바수천(天의 이름), 반두

bandhu는 친족·붕우朋友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 진제 스님은 

세친 보살을 ‘천친天親 보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파불교

의 일파인 설일체유부에 출가하여 경량부(經量部, Sautrāntika)의 입장에서 

설일체유부의 사상을 정리한 『구사론』을 지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친

형인 무착보살의 권유로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수많은 유식의 논서를 저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에 대한 많은 주석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80

세에 아요디아에서 입적했습니다.

세친 보살의 삶과 한국 불자들의 책무

한편 티베트 출신의 출가자인 부톤(Bu ton)의 『불교사』에는 세친보살에 

관한 흥미로운 기술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어떤 여성신자가 불교의 쇠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자

의 몸으로는 불교를 흥기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남자 아이

를 낳아 그들에게 불교의 흥기를 의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

는 먼저 크샤트리아 출신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 남자아이를 낳

유식사상[유식불교]은 기원후 4-5세기에 걸쳐 미륵 보살(350~430), 무착 

보살(395~470), 세친 보살(世親·Vasubandhu, 400~480)에 의해 완성되었습니

다. 미륵 보살은 유식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무착 보살은 유식을 크

게 대성시킨 분으로 세친 보살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이 세분 중에서 유식

의 완성자인 세친 보살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유식사상을 공부하

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친 보살의 저작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

다가 제가 앞으로 기술할 유식에 관한 모든 내용은 세친 보살의 저작에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유식사상을 처음 접한 것도 세친 보살의 저작인 『유식삼십송』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에서 유학할 때 지도교수였던 에지마 선생님

과 처음으로 읽었던 텍스트도 산스크리트본 『유식삼십송』과 안혜의 주석

서인 『유식삼십송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유식의 공

부는 『유식삼십송』에서 시작하여 『유식삼십송』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유식삼십송』과 『유식삼십송』 주석서를 늘 곁에 두

고 읽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딸 이름도 ‘세친’으로 지었습니다. 먼저 세

친 보살의 전기를 살펴보고 그의 저작과 ‘세친 2인설’에 대해 간단하게 소

개하겠습니다.

유식사상의 완성자 세친 보살

허암 | 불교학자·유식 

허암 거사와 배우는 유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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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대종사 열반25주기 추모참회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련암으로 가고 있는 신도들. 제주도에서 온 불자들이다. 

아 무착이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바라문 출신 남자와 관계를 가

져 두 번째 자식을 낳아 세친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당시 인도에서는 자식은 부친의 직업을 세습하

였기에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 저의 부친의 직업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너희들을 낳은 것은 아버

지의 직업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교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위해 너희들을 낳았다. 너희 형제는 출가하여 불교를 

배우고,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출가하였다.”

독자 여러분은 부톤의 기록을 읽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꾸며낸 이

야기 같나요? 제가 세친 보살의 일화를 소개한 것은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가리려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화를 통해 후대 불교도에게 전하고

자 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쇠퇴해가는 모

습을 보고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간절한 그녀의 불

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야기의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

자들께서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지금 한국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

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교도라면 현재now·여기서

here·나I는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세친 보살의 어머니처럼 

각자 고민해 보시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친 보살은 수많은 저작과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저작들

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저작을 살펴보면 그가 불교에 공헌한 업적을 알 수 있기에 저작

들을 열거해보겠습니다. 세친 보살의 저작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실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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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세친 보살의 저작 중에서 유식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유식

삼십송』, 『유식이십론』, 『대승오온론』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3권은 유식사상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세친 보살의 대표적인 저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식삼십송』(600자), 『유식이십론』(220자, 自註 제외), 『대

승오온론』(3,099자)은 분량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권에 관한 국내 해설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

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김명우, 『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 예문서원, 2009.

✽  효도 가즈오 지음·김명우 옮김, 『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

다』, 예문서원, 2011.

✽  모로 시게키 지음·허암 옮김, 『오온과 유식 - 대승오온론 역

주』, 민족사, 2018.

이런 다수의 저작을 남긴 세친 보살에 대해 두 사람이라는 학설이 등장

합니다. 유식불교에 대해 공부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스트리

아 출신 프라우발너(E. Frauwallner) 교수의 ‘세친 2인설’입니다.5) 이 주장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세친 보살의 생존연대에 관한 다수의 전승

이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바수반두법사전』 이외에도 현장 스님(602~664)

이나 그의 제자 자은대사 규기(632~682)가 전하는 전승, 현장 스님과 더불

5)   E. Frauwaller(1951), On the date of the Buddhist Master of the Law Vasubandhu, Roma.

대하기 때문에 전부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식관련 논서와 주석서

만을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유식 논서로는 유식사상을 30개의 게송으로 총 정리한 『유식

삼십송(唯識三十頌, triṃśikāvijñaptikārikā)』, 업 사상을 유식의 입장에

서 기술한 『대승성업론(大乘成業論, karmasiddhi)』, 20개의 게송으로 외

계실재론자와 대론하면서 유식무경을 논증한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 

viṃśatikāvijñaptimātratāsi ddhiḥ)』, 오온으로 유식사상을 설명한  『대승오온

론(大乘五蘊論, pañcaskandh aka)』, 삼성설(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체

계적으로 정리한 『삼성론(三性論, trisvabhāva)』2)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식 논서에 대한 주석서로는 친형 무착 보살의 저작으로 대승

을 포괄하는 논서라는 의미의 『섭대승론』을 주석한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mahāyānasaṃgraha-bhāṣya)』, 미륵보살의 저작으로 대승경전의 장엄을 목

적으로 기술한 『대승장엄경론』3)을 주석한 『대승장엄경론석(大乘莊嚴經論釋,   

mahāyāna-sūtrālaṃkāra-bhāṣya)』, 미륵의 저작으로 중도와 유무의 양극단

을  밝힌 『변중변론석』의 주석서인  『변중변론석(辨中邊論釋,   madhyāntavibhāga 

-bhāṣya)』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불교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

며, 모든 불교의 기초문헌 중의 하나인 『구사론』,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석궤론(釋軌論, Vyākhyāyukti)』4) 등

1)   자세한 것은 『오온과 유식』(2018), pp.29~32. 참조 바란다.

2)   38게송[티베트 역은 40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 역은 현존하지만, 한역은 
현존하지 않는다.

3)   『대승장엄경론』에 대해서는  김명우(2008), 『유식의 삼성설 연구』, 한국학술정보. 참조 바란다. 

4)   티베트 번역본만이 현존하고 있지만, 원제목은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되지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석궤론』에 관한 연구는 이종철 교수의  『世親思想の硏究―釋
軌論を中心として』(山喜房, 2001)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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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사 백련암 입구.

어 유명한 한역자인 구마라집(鳩摩羅什, Kumārajīva, 344~413) 주변의 전승, 

티베트 전승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기록된 세친 보살의 연대는 제각각

이라 일치하지 않지만, 크게 나누면 불멸 900년 후, 1000년, 1100년의 셋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로 말하면 대략 4세기·5세기에 해당

됩니다. 그 결과 세친 보살의 연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프라우발너 교수는 이것에 주목하여 세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제로 2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친 2인설과 인도인의 역사관

세친 2인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사론』에 대한 주

석서(『abhidharmakośa-vyākhyā』)를 쓴 인도의 학승 야쇼미트라Yaśomitra나 

현장 스님의 제자인 보광普光이 쓴 『구사론기俱舍論記』라는 주석서에서 『구

사론』의 저자인 세친[바수반두]과는 다른 별도의 바수반두가 있다고 기술하

고 있습니다. 야쇼미트라 논사는 이 ‘별도의 바수반두’를 ‘고사古師 바수반

두vŗddhācārya-Vasubandh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사론기』에서는 이 사

람을 ‘고세친古世親’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라우발너 교수는 야쇼미트

라 논사의 기록을 근거로 고古 바수반두와 신新 바수반두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프라우발너 교수는 고사古師 바수반두를 전승에 있는 불멸 후 

900년경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집의 자료에 근거하

여 4세기 전반의 사람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구사론』의 작자인 신사新師 바수반두에 대해서는 불멸 후 1000년 

또는 1100년에 해당하는 5세기 경 사람이라고 추론하였습니다. 『구사론』 

이외에도 『승의칠십론』 등의 작자도 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라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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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의 길을 걷기를”

벽송碧松 제원濟園 |시인

선시 산책 7

살아가며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이다. 자유와 재산권과 더불어 3대 기본

권 가운데 하나이다. 통상 ‘생로병사의 작용을 하는 존재’를 생명으로 인식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생명의 전통개념인 유기체가 ‘무기물 합성’으

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기생 바이러스’를 

포함해 ‘인공수정 태아’와 함께 최근 출현하는 ‘동식물 복제물’도 생명의 범

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명나라 오승은吳承恩이 지은 소설 『서유기』에 등

장하는 ‘손오공 분신’도 생명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명에겐 먹고 자는 

것도 불가결한 조건이지만 꿈도 매우 중요하다. 꿈이 없는 생명은 ‘빛이 없

는 태양’이나 ‘물이 없는 강’과 같다. 꿈이 있어 생명은 중중무진, 영원히 행

복하게 살아간다. 

주인몽설객主人夢說客 

객몽설주인客夢說主人. 

주인은 손님에게 자기 꿈 얘기하고, 

손님은 주인에게 자기 꿈 얘기하네.

금설이몽객今說二夢客 

역시몽중인亦是夢中人. 

너 교수의 제자이자 세계적인 유식연구자인 슈미트하우젠L.Schmithausen 

교수는 이 주장을 계승하여 『구사론』, 『유식삼십송』, 『유식이십론』이 동일

하게 경량부라는 부파불교의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사 바수반두

와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세친 1인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저작을 남겼을까? 인도에서는 

많은 저작을 유명한 학자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를 들어 베단타학파의 대성자인 샹카라는 300여 권의 저서가 남아 있고, 

중관학파의 창시자인 용수도 20여 권의 저술서가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도의 풍토를 따라 많은 저서들이 세친 보살 저작으로 둔갑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

느 역사학자는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은 인도가 정말로 역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하

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도인에게 10년, 20년의 차이는 관심의 대상이 되

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붓다조차도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

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 몇 개의 학설이 전승하지만,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과의 사이에는 1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조해보면 세친 보살의 생존연대와 저작에 대해 정확

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세친 2인설’을 주장하는 것도 일

리가 있는 것입니다. 

허암   불교학자. 유식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마음공부 

첫걸음』·『왕초보 반야심경 박사되다』·『범어로 반야심경을 해설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마음

의 비밀』·『유식불교, 유식이십론을 읽다』·『유식으로 읽는 반야심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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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위치한 

겁외사 벽해루와 성철 스님상.

지금 꿈 얘기하는 두 나그네, 

이 역시 모두 꿈속 사람이리라.

				-	서산(1520∼1604),	세	가지	꿈	이야기[三夢詞].	

얘기할 수 있는 꿈은 회상몽回想夢이다. 통상 잠에 든 뒤 90분이 지나면 

꿈을 꾼다. 평균 하룻밤에 5번의 꿈을 꾼다고 하는데, 상영시간은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이어진다. 당일 경험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 꿈을 다시 

보는 경우는 4일째 최저치를 보이다가, 다시 재생력이 늘면서 일주일 지나

면 첫 꿈과 같은 장면을 또 볼 수 있다는 사례연구가 있다. 꿈에도 ‘시차 효

과’가 발생한다. 꿈 중엔 자각몽自覺夢이 있다. 100여 년 전(1913) 네덜란드 

내과의사 F.V.에덴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스스로 자각한 상태에서 꾸는 현

상이다. 꿈을 꾸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까지도 평상

시 자기 행동처럼 통제할 수 있다. 몽중일여夢中一如의 경지가 아닐 수 없다. 

사면원래무일물四面元來無一物 

부지하처의안문不知何處擬安門. 

동서남북 사방이 원래 아무 것도 없으니, 

문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저간소실공공적這間小屋空空寂 

명월청풍소백운明月淸風掃白雲. 

이 조그만 집이 텅 비고 고요한데, 

밝은 달 맑은 바람 흰 구름을 쓸어가네.

				-	나옹(1320~1376),	허공에	지은	암자[虛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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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논증 
에둘러 진리를 설명하다
[繞路說禪]

논리적인 설명으로 내용을 전달할 때 뛰어난 이론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 납니다. 문맥을 살피며 말 밖

의 뜻과 행간의 소리도 짚어 주세요. 활발발活潑潑한 

함의含義가 저절로 다가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가만 생각하니, 허공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공수래고수

거空手來空手去,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상에 나올 때도 그랬

지만, 올해도 내 자신이 1분 1초를 가져온 것이 없다. 또, 365일 매 순간 

움직이면서 차지한 ‘그 많은 공간’도 마찬가지다. 세상과 작별할 때까지 계

속될 것이다. 그러나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과 ‘광대무변의 공간’속에서

도 ‘문門’이 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면 터 비고 고요하다. 다만 밝은 달

과 맑은 바람이 흰 구름을 쓸어갈 뿐이다. 우주가 한 지붕에서 ‘있는 그대

로’ 순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정진하는 씨를 뿌리고, 대자유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꽃씨 하나/얻으려고 일 년/ 

그/꽃/보려고/다시 일 년

												-김일로(1911~1984)의	송산하頌山下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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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은 『탐현기』에서 ‘연기상유緣起相由’ 즉 서로 조건이 되어 발생하는 

존재의 원리를 열 가지 주제로 설명한다. 성철 스님은 이 중에서 이문상입

의異門相入義, 이체상즉의異體相卽義, 체용쌍융의體用雙融義라는 세 가지 주제

를 선별하여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들 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존재의 

연기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도가 부셔져 바닷물이 되듯

이번 호에 살펴볼 내용은 ‘이체상즉異體相卽’에 관한 것이다. ‘상즉相卽’이

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물이나 현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체상즉이란 서로 다른 개체들의 몸[體]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화엄에서 ‘상입’이나 ‘상즉’은 

하나[一]와 전체[多]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하나는 전체와 

다르지 않고, 전체는 하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체와 전

체가 둘이 아닌 이체상즉에 대한 법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연緣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빼앗는 것이다. 모

든 존재들은 나와 너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박탈한다. 예를 

들어 홍시는 토양의 성분을 빼앗아 홍시로 만들고, 토양은 다시 홍시의 형

상을 빼앗아 흙으로 변화시킨다. 법장은 파도의 비유를 통해 서로의 모습

을 빼앗는 원리를 설명한다. 파랑이 일어나는 바다에는 쉴 새 없이 파도가 

친다. 먼저 밀려온 파도와 뒤에 밀려온 파도는 서로 다른 파도다. 하지만 

철썩하고 부서지는 순간 이 파도는 저 파도의 형상을 빼앗고, 저 파도는 이 

파도의 정체성을 박탈한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서재영 |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일법문』 해설 68 - 이체상즉異體相卽

화엄종의 사상은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연기설이 핵

심을 이룬다. 하늘과 땅이 같은 뿌리이고, 모든 존재들이 한몸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빈틈없는 관계로 짜여 져 

있다면 나는 단지 그와 같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품에 불과하고, 세상에는 

거대한 전체로서의 우주만 존재하는 것일까?

화엄의 연기설을 살펴보면 전체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체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분이 곧 전체

이고, 하나의 개체가 곧 전체[一卽一切]라고까지 한다. 따라서 나는 우주를 

구성하는 부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있어 전체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거대한 우주의 톱니바퀴는 나로 인해서 비로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체가 곧 전체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개체와 

전체, 나와 우주가 상호 소통하고 자유롭게 전환되는 작용이 필요하다. 화

엄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는 시공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

고, 복잡한 연결망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 전환된다고 한다. 법장은 존재

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과 전환관계를 ‘모든 존재들이 걸림 없이 소

통하는 원리’라는 뜻에서 ‘제법무애도리諸法無碍道理’라고 했다. 



70 71

 

윤제학 | 작가·자유기고가 

 
  겁외사와 성철 스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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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餘不成起]. 이처럼 하나의 조건이 제 역할을 다 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관계들이 성립하며,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연기의 원리가 확립

된다.

나는 부분이자 우주의 중심

법장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색과 공의 관계처럼 맞물려 돌아가

며, 단 하나의 톱니바퀴[緣]만 빠져도 연기관계는 성립되지 못한다. 법장은 

이를 ‘약궐일연若闕一緣’이라고 표현했다. ‘만약 하나의 조건만 빠져도’ 중중

무진의 연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온 우주가 하나로 연

결되어 있다는 전체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전체에서 각각의 개

체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장은 ‘나’라는 개체에 대해 “여럿이 하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니[多爲一

成] 여럿은 무체無體이고, 하나가 능히 여럿이 되니[一能作多] 하나는 유체有

體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하나의 연[一緣]은 온 우주의 관계성을 연결 짓

는 주체적 톱니바퀴 즉 ‘능기能起’가 된다. 그 외에 무수한 톱니바퀴들[多緣]

은 그 하나의 톱니바퀴에 의해 맞물려 돌아가는 객체, 즉 ‘소기所起’가 된다. 

이렇게 보면 ‘나’라는 개체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의 축과 같이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된다. 나라는 하나의 톱니바퀴, 즉 일연一緣은 단지 하나의 개

체에 머물지 않고 온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주인공[能緣]이 되고, 온 우주

의 존재들은 나에 의해 돌아가는 객체[所緣]가 된다. 나라는 개체는 그저 보

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지탱하는 중심인 

것이다. 하나의 개체는 부품이지만 하나로서 내가 없으면 우주가 돌아가

지 않는다. 결국 우주는 나라는 작은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각자 상대의 형상을 빼앗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것

이 상즉相卽이다. 이렇게 상즉이 되려면 나는 너라는 형상을 뺏어야 하고, 

너는 나라는 특성을 뺏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도 사라지고, 너도 없어지는 

‘서로 빼앗음’ 즉 ‘상탈相奪’이 될 때 이 파도와 저 파도라는 개체의 울타리

는 해체되고 바닷물이라는 전체성이 드러난다. 본래 이 파도도 바닷물이

고 저 파도도 바닷물이다. 그럼에도 ‘나’라는 상相을 갖고 너를 차별하고, 

‘너’라는 상을 갖고 나를 배제하는 것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상탈은 그와 

같은 차별과 변견에 사로잡힌 개별적 형상을 박탈함으로써 독립적 개체라

는 허구를 깨고 전체성의 진실을 드러낸다.

둘째는 유체有體와 무체無體라는 특성이 있어야 연기가 성립된다는 점이

다. 지난 호에서 이문상입을 말할 때는 작용의 관점에서 논했음으로 ‘유력’

과 ‘무력’으로 설명했다. 여기서는 체의 관점에서 논하기 때문에 유체와 무

체라는 체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파도라는 몸[體]이 있으려면 바닷물이라

는 몸은 무無가 되어야 한다. 파도라는 개별성은 성립되고, 전체로서 바다

라는 특성은 숨어야 한다. 반면 바닷물이라는 전체성이 드러나려면 파도

라는 개별적 형체가 뒤로 숨어야 한다. 하나의 색色이 드러나려면 다른 형

상은 공空이 되어 숨고, 공이 드러나려면 색이 숨어야 한다. 색과 공의 이

런 조화가 있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이 성립된다.

셋째, 하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得此一緣]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성립

[一切成起]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조건 중에 단 하나의 조건[緣]이라도 빠지

면[若闕一緣] 다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연기의 원리

는 깨지고 만다. 예를 들어 시계는 수많은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간다. 수

많은 톱니바퀴들이 한 치의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톱니바퀴에서 하나만 빠져도 시계라는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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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이는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차를 몰면

서 그가 주인공이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물론 그런 과정은 자신의 희생과 

소외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자신도 우주의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 

된다. 이처럼 나 스스로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다른 모든 존

재들을 우주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이체상즉의’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서재영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선의 생태철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연

구교수,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등을 거쳐 현재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저서로 『선의 생태철학』 등이 있으며, 포교 사이트 www.buruna.org를 운영하고 있다.

셈이다.

‘나’라는 ‘하나의 조건[一緣]’에 의해 우주가 돌아감으로 무수한 존재들은 

‘무체無體’가 되어 숨고, 나는 무수한 존재와 작용을 만들어 냄[一能作多]으

로 ‘유체有體’가 되어 전면에 등장한다. 이 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장막 뒤

에 숨어 있고 오로지 나 홀로 주인공 노릇을 한다. 하나가 주체가 되고, 여

럿이 객체가 될 때는 여럿은 무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하나가 

모든 것을 짓고 움직이게 함으로 결국 하나의 개체만이 유일한 유체가 된

다. 이렇게 보면 온 우주에서 오직 나 홀로 우뚝 솟아 있으며, 모든 것은 나

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고 많은 존재들은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며, 우

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나 하나만 우주의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존재들은 객체

이고 절대 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 밖에 존재하는 다른 모

든 존재들도 모두 나와 같은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나와 남은 주인공인 

동시에 손님이고, 손님인 동시에 주인공이다. 그래서 법장은 “여럿 아닌 

하나가 없으며[無有不多之一], 하나 아닌 여럿이 없다[無有不一之多].”고 했다. 

세상의 모든 하나는 온 우주의 조화와 협력 때문에 존재하고, 온 우주 역

시 각각의 개별자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이 조화를 이

루려면 온 우주가 오로지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그때는 온 우주

가 하나의 개체를 유일한 존재인 듯 돋보이게 하고 다른 존재들은 뒤로 숨

는다. 그것이 하나를 의지해 온 우주가 드러나는 이치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를 앞세우고, 나머지가 뒤로 숨으려 하지 않는다. 모

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 전면에 나서려고만 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주

인공이 되려면 아무도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주인공은 전체와의 조화 속에

서 전체의 양보와 배려 속에서 탄생한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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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늘조차 구슬땀을 흘린다.

큰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대개	열반송이	발표된다.	인생을	돌아보

며	평생	쌓아올린	수행의	경지를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노래다.	하

나같이	장엄하고	신비롭다.			

=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고자 한다면, 후회 없이 일해야 하는가. 후회 없이 놀아야 

하는가.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지낸	서암홍근(西庵鴻根,	1917~2003)에게도	

그럴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는	열반송을	거부했다. 

= 어느 쪽을 택하든 지치긴 마찬가지.    

“정	누가	물으면	그	노인네	이래저래	살다가	이래저래	갔다고	

해라.”	 

=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죽었으면. 

어려서는 단것을 즐겨 먹었다. 일찍 담배를 배우면서 20대부터는 담배

가 단것의 쾌락을 대체했다. 40대부터는 당뇨에 대한 두려움이 단것을 더 

멀리 밀어내버렸다. 입맛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단것을 접할 기회는 극

히 드물다. 사는 게 원래 쓴맛임을 아는 낫살이기도 하다.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만 그나마 돈이 벌리더라.    

운동을 싫어하지만 군대에 가야 했다. 부득이하게 축구를 해야 한다면, 

#. 내게는 열반송 같은 거 없다. 

천하에 대단한 존재란 따로 없다. 대단하게 보니까 대단해 보일 뿐이다. 

‘스타’란… 사람들이 그가 쏟아낸 말에만 현혹되어, 그가 쏟아낸 똥에 대해

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    

천하에 초라한 존재도 따로 없다. 초라하게 보니까 초라해 보일 뿐이다. 

‘거지’란… 사람들이 구걸이란 ‘광경’에만 현혹되어, 구걸이란 ‘노동’에 대해

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 

나는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너는 고객에게 잘 보이려고 

또 너는 자식에게 잘 보이려고 

자식은 너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불보살에게 잘 보이려고

다들 용깨나 썼다.

비가 내린다.

“이래저래 살다가 갔다고 해라!”

 장웅연 

 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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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를 봤다. 수비에만 급급한 것이 천성이었던 것이다. 재산이 생기고 

세금이 늘어나면서, 더욱 공고한 보수주의자가 되어간다. 젊어서는 진보

주의자인 척 했다. 내가 좋아했던 달콤함이 가득했던 말이니까. 더구나 또

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이었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 그쪽을 택했다. 사

실, 지킬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그랬다.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여길까? 나는 ‘그

들의 소유는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계산하지 못할 만큼 많을 것이다’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손에 쥔 것이 빤하니까, 누가 내 것을 앗아갈까 철저

히 마음을 잠가놓는다. 일례로 보수는 ‘좋은 것을 지키자’는 정신이고 진보

는 ‘나쁜 것을 바꾸자’는 정신이라는데…, 나는 ‘나에게’라는 보어補語가 생

략됐음을 모르는 인간이라며 그의 이해력을 비웃는다. 사회생활이란 사람

을 어디까지 미워할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며 조심조

심 기어간다. 지킬 것은 고작 몇 방울인데, 잃은 것은 벌써 하천을 이뤘다. 

삶을 돌아보면, 실수가 많았다. 누가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잘

못 살았다”고 하겠다. 여하튼 청춘에 먹던 밥과 누던 똥을 나이 들어서도 

먹고 눈다. 과거의 현실이나 현재의 현실이나 기본적인 현실은 전혀 변하

지 않은 셈이다. 지난날의 그 많은 밥과 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젠가 

내가 거닐었던 평야의 거름이 되었는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갯벌의 진흙

으로 뒹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시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위를 떠다니는 풀잎이나 찌꺼기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강의 

하구엔, 내가 기억하지 못할 시간들이 더 드넓고 짭짤한 물의 모습으로 기

다리고 있다. 그걸 추억이라 부르든 악몽이라 부르든 무의미하다. 완전히 

정성스레 3천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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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주지 않는다. 강물을 움켜쥐었다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현재에 

대한 착각은, 무슨 일이든 쉽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욜로

yolo’들만 양산한다. 

통도사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은	1982년	7월17일	입적

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스님에게	제자	가운데서	누가	물었다. 

= 살아서 못한 효도 죽어서라도 할라치면, 꼬박꼬박 묘소를 찾아가라.

“스님이	가시고	나면	어디서	스님의	모습을	뵐	수	있겠습니까?”	

= 다리가 아프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는	좌우로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

장을	만져	보거라.”

= 너도 곧 죽을 테니, 면피가 될 것이다. 

대낮에는 대낮만 보인다. 세상이 너무 밝고 환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들

은 무방비가 된다. 봄볕에 취하면 가슴이 달아올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

도 가지고 싶다. 꽃망울을 손끝으로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지면서, 내 앞에

서 막 옷을 벗을 것만 같다. 

다만, 아무리 뜨거운 여름날이어도 밤은 온다. 호수에 반짝이는 햇살은 

그러나 깊이 상심한 마음 쪽에서 응시하면, 깨진 유리조각으로 보인다. 주

간晝間에 부지런히 나다녔을 열기들은, 천지 곳곳에 부딪치느라 때로는 상

처도 줬을 열기들은 빠르게 내려앉아 식는다. 땅거미 주변에는 녀석이 먹

녹아 없어졌거나 물고기가 주워 먹은 뒤다.

●

거북이는 200살을 산다.

생사일여生死一如라던데,

삶이 느리면

죽음도 게을러질까.  

#. 굳게 닫아건 마음에는 어둠이 틈입하지 못한다.  

명상가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들 말한다. 하기야 부처님도 

그랬다. 『잡아함경』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이미 가버

린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요지의 설법이 나온다. 그러나 ‘명상가게’에

서 나와서 숨 몇 번 쉬고 밥 한 술 뜨면, ‘지금’은 금세 ‘과거’가 된다. 그

리고 ‘여기’는 어디까지인가. 내 발밑까지인가, 우리 집 현관까지인가. 부

질없는 계산이다.   

현재만을 온전히 즐기다간 머지않은 시간에 파출소 유치장에 갇힌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하기 십상이다. 과거를 잊지 않고 조심하는 동시에 미래를 

잊지 않고 준비하면서 살아온 총체가 오늘날의 나인 것이다. 과거와 미래

의 실체가 애매하듯, 현재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시간은 아무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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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선을 묻는 이에게 - 천목중봉 스님의 『산방야화』

2권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 천목중봉 스님의 『동어서화』

3권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 박산무이 스님의 『참선경어』

4권 선림의 수행과 리더쉽 - 정선 스님의 『선림보훈』

5권 마음 닦는 요긴한 편지글 - 원오극근 스님의 『원오심요』

알기 쉽게 풀어 쓴 
한글 선어록 발간

선禪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글세대를 위해 「한글 선어록」이 발간되었습니다.

참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길 간절히 바라셨던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제방의 

수행자와 참선을 실수實修하는 재가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장경각은 <선림고경총서> 37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록을 골라 발

행합니다.

도서출판 장경각  | 02-2198-5372

봉암사 결사 70주년 백일법문 50주년 기념

•

•

•

다가 흘린 빛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다.   

산사의 여름밤은 특히 쌀쌀하다. 대낮에도 조용히 지내서 그런 모양이

다. 쇠로 만든 문빗장은 더욱 차갑다. 한밤중 견고한 냉기는 두 눈을 부릅

뜬 듯 매섭다.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다. 삼경三更은 

오후11시부터 오전1시까지를 가리킨다. 옛 스님들은 과거의 시간 개념을 

쓰면서 우직하게 살았다. 굳게 닫아 건 마음에는 어둠이 틈입하지 못한다.

나도 문빗장이 되고 싶다. 수행이 부족했다면, 쇳가루라도 되고 싶다. 

●

구름은,

걷힌다.

네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그가 예정豫定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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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적 사랑인 ‘겸애兼愛’를 주장한다. 장례를 두고도 유가는 후한 장례 즉 

‘후장厚葬’을, 묵가는 검소한 장례 ‘박장薄葬’을 원한다. 묵자의 유가 비판을 

보면 이렇다. 

유가는 장사葬事를 후하게 지내고 상喪을 오랫동안 행하여 널관

곽棺槨을 겹으로 만들고 옷[衣裳]을 많이 지어 죽은 이 보내기를 

이사 가는 듯하며, 3년 동안이나 곡읍哭泣한다. 그리하여 상주

는 부축해 주어야 일어나고 지팡이를 짚어야 걸으며 귀엔 아무

것도 들리지 않고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1)

『맹자』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상上」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다. 묵

가에 속하는 사람[墨者]인 이지夷之가, 유가의 계보에 속하는 맹자를 제자 

서벽徐辟을 통해 만나고자 하였다. 그런데 맹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서 만나지 않았다. 다시 이지가 맹자를 만나고자 하니 맹자는 겨우 이에 응

하긴 하였으나, 서벽을 매개로 논의를 주고받는다. 그 요지는 이렇다. 묵

가의 검소한 장례=‘박장薄葬’과 유가의 후한 장례=‘후장厚葬’을 대비하고, 

사랑[愛]의 ‘친소후박親疎厚薄’의 차이를 맹자는 인정하나 이지는 인정하지 

않는다.2) 

『장자』 「잡편」에 실린 「외물外物」 가운데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후한 장

례의 예와 그에 따른 도굴의 풍경을 보여준다.

1)   『墨구閒詁』 「公孟」: 又厚葬久喪, 重爲棺槨, 多爲衣衾, 送死若徙, 三年哭泣, 扶後起, 杖後行, 耳無聞, 
目無見, 此足以喪天下.

2)   『孟子』, 「滕文公章句·上」 참조.

‘장葬’과 ‘조弔’를 읽다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시인

무덤 기행 7

슬슬 나는 평소 장례는 검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신이 죽어서 어떤 과정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묻힐 것인지를 미

리 잘 생각해두고, 그 내용을 유언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죽은 뒤에는 누

구나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산 자들의 손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판

단과 처리방식에 내 맡겨진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의 주검처리를 진지

하게 고려하고, 기록해두지 않으면 스스로 원했던 방식대로 자연으로 돌

아갈 수 없다. 그냥 편의적으로 ‘처리 된다’. 내 죽음이 남아있는 자들에 의

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판단되고 해석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종언을 미리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지막을 위한 ‘노트’를, 

평소 작성해두는 것도 좋겠다. 격이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은 스스로 준

비해야 얻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후한 장례[厚葬]’와 도굴의 풍경

중국사상사에서는 일찍이 장례에 대한 검소함[薄葬]과 후함[厚葬]을 두고 

유가와 묵가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가는 나와 남, 내 핏줄

과 남 핏줄 사이의 사랑함[愛]에 ‘친소후박親疎厚薄’이 있음을 인정하여 차등

적-원근법적 사랑인 ‘별애別愛’를 주장한다. 이에 비해 묵가는 무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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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맹자는 장례에 대한 논의 중에 이렇게 말한다. 

대체로 상고 시대에 부모를 매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부모가 돌아가시자 들것에 들어다가 시신을 산 속 계곡에 내다

버렸다.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 곳을 지나다가, 여우와 살

쾡이가 뜯어먹고 쉬파리와 등에가 파먹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

람은 이마에 진땀을 흥건히 흘리며 곁눈질로 볼 뿐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 그가 이렇게 진땀을 흘린 것은 남들에게 보

여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요, 진실로 마음속으로 뉘우쳐 얼굴

에 드러나게 된 것이니, 아마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가서 시신을 다시 매장하였을 것이다. 시신을 매장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라면, 효자와 어진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장례 치르는 것도 반드시 그 나름의 도리가 있다.6)  

위의 내용 중에 “시신을 산 속 계곡에 내다버려…여우와 살쾡이가 뜯어

먹고 쉬파리와 등에가 파먹는”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상고시대의 

천장天葬을 말한다. 천장이란 풍장風葬을 의미한다. 풍장이란 사체를 지상 

혹은 나무 위, 암반 등의 자연상태에 방치해두고 비바람을 맞아 부패하여 

자연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뼈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 

6)   『孟子』, 「滕文公章句·上」: 蓋上世嘗有不葬其親者, 其親死, 則擧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之, 蠅

蚋姑嘬之, 其顙有泚, 睨而不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虆梩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

유학자들이 시와 예를 읊으며 무덤을 도굴하는데, 대유大儒가 

(망을 보면서 무덤 안에 들어 간 소유小儒가 도굴하는 무덤 속) 아래를 향

해서 말했다. “여보게들! 벌써 동이 트는데 뭘 꾸물대고 있는

가?” (무덤 속에서 도굴에 한창인) 소유小儒가 말한다. “아직 (시신에 

입힌) 하의와 저고리를 벗기지 못했는데, 입안에 구슬이 있습니

다. 『시경』에 본래 이런 구절이 있지요. “푸르고 푸른 보리가 무

덤가에 무성하구나. 살아 베풀지 못한 이들이 어찌하여 죽어 구

슬을 물고 있는가!”3) 시체의 귀밑머리를 잡고 뺨을 누른 채, 소

유小儒가 쇠망치로 툭툭 아래턱을 쳐서, 천천히 시신의 입을 벌

리니, 입속의 구슬을 손상시키지 않고 (무사히 훔칠 수가 있었다).4)

우스꽝스런 것은 ‘시예詩禮’라는 것이 기껏 도굴할 때에 응용되는 타락한 

세상의 ‘양념격’5)인 텍스트로 꼬집고 있다는 점이다. 화려한 무덤 속 시신

에 들어있는 값진 보석들을 노리는 유자儒者들은 상례, 제례를 관장하니 무

덤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했다. 그들

은 낮에는 낮의 ‘시예’를, 밤에는 밤의 ‘시예’를 읊조릴 수 있었다. 즉 무덤 

밖의 시가는 세상을 위한 장송곡이지만, 무덤 속의 시가는 일종의 도굴용

의 레퀴엠(진혼곡)으로 변한다. 타락한 시대에 무덤의 구조를 알고 그 속

의 보물을 파내서 살아가는 무리인 유자 그룹들의 추악함을 폭로해내고 

3)   지금의 시경에는 보이지 않는 구절이다. 어쩌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4)   『莊子』, 「外物」: 儒以詩禮發冢,大儒臚傳曰, 東方作矣, 事之何若, 小儒曰, 未解裙襦, 口中有珠, 詩固有
之日, 靑靑之麥, 生於陵陂, 生不布施, 死何含珠爲. 接其鬢, 擫其顪, 儒以金椎控其頤, 徐別其頰, 无傷
口中珠.

5)   김용옥, 『논어역주』1, (통나무, 2008),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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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사死 자 

밑의 일一 자 표시

는 시신을 놓아두

는 깔개를 표시한 

것이거나9) 섶으로 

두텁게 옷처럼 입

힌 것으로 보인다. 

풀섶[茻]이 깔개와 

옷의 역할을 한 것

이라 하겠다. 남해 

완도의 청산도에 

가면 초분을 만들 

때 미물들의 접근

을 막으려고 돌 위

에 솔잎을 깔거나 

초분의 지붕에 솔

잎, 솔가지를 꽂아 

벌레들 의  근접을 

방어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풀섶의 역할을 살필 수 있다.    

9)   曹先擢, 『중국어한자의 어원』, 송강호 역, (지식과 교양, 2011), pp.190∼191.

초분 위에 꽂힌 솔잎.

점에서, 풀무덤=초분草墳(=1차 장葬)을 통해서 탈육脫肉한 후 세골장洗骨葬

(=2차 장葬. 원장/본장)을 하는 이중장제二重葬制와도, 시신의 소멸을 조류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장과도 다르다.7) 이를 증명해주는 기록들이 

있다. 즉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질박하여…사람이 

죽으면 띠풀로 싸서 들판에 버렸는데, 효자는 부모가 날짐승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활을 쏘아서 지키고, 날짐승 들짐승의 해

를 끊었다.”8)라고 한다. 이를 보면 매장 이전에 천장을 하지만 들짐승 날

짐승들이 시신을 해치는 것을 막았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풍장 혹은 조

장 같은 ‘천장’이 진행되다가 차츰 ‘매장埋葬’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장葬’은 ‘잡풀 우거질 망茻’과 ‘죽을 사死’ 합한 것

사실 장사 지낼 ‘장葬’ 자는 ‘잡풀 우거질 망茻’ 자와 ‘죽을 사死’ 자를 합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死(=屍身)] 풀섶[茻]으로 싸서 들판에 내

다버려두었던 풍습과 관련된 것이다.[도표1 참조] 망茻은 풀[屮]이 우거진 모

양이다. 사死 자는 앙상한 뼈 알歹 자에 사람 인人 자를 합친 것으로 사람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장葬은 원래 죽은 이를 

풀섶으로 싸서 들판에 내다버린 모양이다. ‘사死’ 자 시(尸, 屍)의 최초표기

7)   천장을 조장鳥葬이라 보기도 하는데, 조장이란 풀이 우거진 수풀 속에 내다버려 새나 짐승, 벌레가 시
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후술하는 조弔 자가 말해주듯이 짐승들을 쫓는 것이 있기에 조
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장과 풍장에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풍장 등에 
대해서는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주식회사, 1995) 및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초분』, (국립민속

박물관, 2003)을 참고 바람. 

8)   『吳越春秋』 卷九: 古者人民朴質, 饑食鳥獸渇飲霧露, 死則裹以白茅, 投於中野, 孝子不忍見父母為禽
獸所食, 故作彈以守之, 絶鳥獸之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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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

  弓

도표2: 소전小篆에 나오는 조弔 자 글자의 구성 

무슨 말인가?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의 

안부를 묻는 것이다. 옛날 장사를 지내는 자는, 섶으로 두텁게 옷 입히고,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모여서 새를 쫓는다.”11)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인

용한 『오월춘추』에서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띠풀로 싸서 들판에 버렸

는데, 날짐승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활을 쏘아서 지키

고 날짐승, 들짐승의 해를 끊었다.”고 나온다. 안사고顔師古는 『급취편急就

篇』에서 ‘조’ 자를 이렇게 풀이하였다. 

조弔는 죽음을 위문하는 것이다. 문자에서 사람이 활을 지닌 것

을 조弔로 하였다. 상고시대의 장례는 섶[薪]으로 두르고 관곽棺

槨이 없었다. 항상 날짐승 들짐승들[禽獸]이 해할까 염려하였다. 

그런 까닭에 조문하는 이가 활[弓]을 지니고 모여서 활 쏘는 것

을 도왔다.12)

11)   問終也,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从人持弓, 會敺禽. 

12)   顔師古, 『急就篇』: 弔謂問終者也, 於字, 人持弓爲弔, 葬者, 衣之以薪, 無有棺槨, 常苦禽獸爲害, 故弔
問者持弓會之, 以助彈射.[曹先擢, 『중국어한자의 어원』, 송강호 역, (지식과 교양, 2011), pp.191∼192에
서 재인용].

屮屮

茻 + 死
  死(=尸, 屍)

  一

  屮屮

도표1: 소전小篆에 

나오는 장사지낼 장葬 자 
글자의 구성 

『주역』, 「계사繫辭·하下」에 보면, “고지장자古之葬者, 후의지이신厚衣之以

薪, 장지중야葬之中野, 불봉불수不封不樹”라는 구절이 있다. 즉 “옛날의 장례

는 풀 섶으로 두껍게 입혀서 들판에다 장사지내고는 봉분이나 표식을 세

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다음 구절에 “상기무수喪期無數, 후세성인역지

이관곽後世聖人易之以棺槨” 즉 “상을 치르는 기간에 (정해진 법식의) 날짜가 없

었다. 후세에 (예법과 문화를 만든) 성인이 관곽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이 이

어진다. 천장에서 매장으로의 이행을 알려준다. 

그런데, 시신을 들판에 내다 버리면 새(날짐승)나 들짐승들이 쪼아 먹으

러 오기 마련이다. (어디 금수에만 머물겠는가. 온갖 벌레들도 달려든다) 그러면 유

족들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까?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弔’ 자[도표2 참조]가 이 점을 알려준다.10)   

소전小篆에 나오는 조弔 자를 보면 사람 인人 자에 활 궁弓 자가 보인다. 

마치 이[夷: 大(대→사람)와 弓궁의 합자.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 모양] 자처럼, 사람

이 활을 지닌(=들거나 메고 있는) 모습이다.  

10)   曹先擢, 『중국어 한자의 어원』, 송강호 역, (지식과 교양, 2011), p.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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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마음을 보지[看, 見] 못하는가? 일찍이 소승은 칼의 비유를 통해 

보지 못한다고 했고, 대승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 

대목을 찾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진나의] 『집량론』에서 설명하여, 심과 심소법이 모두 자체를 증

득하는 것을 현량[현재적 지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만약 그렇

지 않다고 하면, 일찍이 본 적이 없어서 응당 기억할 수 없는 것

과 같다. 그러므로 4지혜[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심품들 하나하나가 역시 자체를 비추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세간법[소승의 견해]과 차이가 없겠는가? 칼이 자기를 자

르지 못하고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등

불 등이 자기를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

게 등불 등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등불에] 어둠이 

없음을 [우리가] 현재에 보므로 [등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약 

자기를 비추지 못한다고 하면, 응당 [등불에] 어둠의 장애가 있어

서, 응당 [우리가 등불을] 현재에 보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기 때

칼과 등불의 비유를 넘어선 이야기

정은해 | 성균관대 초빙교수·철학

유식 이야기 7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졸업,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문학석사·문학박사 학위 취득. 한국양명학회장·

한국일본사상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상상의 불교학』 등 30여 권이 있고, 논문으로 「원효와 왕

양명」, 「릴케와 붓다」 등 200여 편이 있다. 6권의 시집이 있다.

지금 ‘조문을 간다’고 할 때, 장례 풍습이 바뀌었기에 조弔 자는 맥락을 

잃어버렸다. ‘조’ 자의 흔적은 없을까. 얼마 전 여수의 초도에 들렀을 때, 

그곳 주민들이 예전 마을 뒷산에 초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고 했다.13) 나는 초분의 모습이 궁금해 그것을 찾아 다시 완도의 청산도로 

향했다. 청산도 초분의 풍습은 사라졌고 그 모형만 남아있었다[사진 1: 청산

도 초분]. 잘 살펴보니 초분 위에 거꾸로 꽂힌 솔잎이 보였다[사진 2: 청산도 초

분의 솔가지]. 조문객들이 고인을 위해서, 잘 썩지 않는 솔잎의 기운으로 벌

레나 나쁜 기운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하나씩 고이 꽂아두는 것이란다. 멧

돼지 등의 들짐승들로부터 고인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솔잎만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나무 가지를 꽂아 두기도 한단다. 어렴풋하게나마, 

나는 여기서 천장天葬의 사인(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13)   초도의 초분에 대해서는 李光圭, 「草島의 草墳- 草島葬制에 관한 一考察-」, 『民族文化硏究』 3, (고려

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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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이 [수행의] 모든 법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가? 답변: 마음

이 만법의 근본이므로,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난 것

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법을 다 갖추는 것

이다.”2)

수행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긴요한 수행법은 마음 관찰이라는 한 가지 

법, 곧 관심일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혜능은 신수의 관심觀心이 간심간

정(看心看淨, 마음을 보고 청정함을 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비판한다. 간심

간정이란 ‘일어난 마음’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청정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를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어나는 생각을 반성하면서 청정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달리 말해, 반성하는 방식으로 대상의식을 지

켜보아 청정한 대상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혜능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선지식이여, 이 법문 가운데 좌선이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음이며, 마음의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것[看心]에 대해 말하자면, 마

음이란 원래 망령된 것[妄]이고, 망령된 것은 허깨비와 같은 것

이므로 볼 대상이 없는 것이다. 마음의 청정함을 보는 것[看淨]

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지만 망념 때문

2)   大正新脩大藏經, 『少室六門』, T2009_.48.0366c19-c22: “問曰. 若復有人. 志求佛道. 當修何法. 最爲
省要. 答曰. 唯觀心一法. 總攝諸法. 最爲省要 問曰. 何一法能攝諸法. 答. 心者萬法之根本.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則萬法倶備.”

문에, 등불[과 태양] 등이 자기를 비춘다는 것을 안다.”1) 

등불에 어둠이 없어서 우리가 등불을 현재에 볼 수 있는 것인데, 등불에 

어둠이 없음은 등불이 자기를 비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불교 

남종 초조인 혜능은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선불

교 북종 초조인 신수의 선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달마 이래의 선불교에서 제6대 조사는 혜능과 신수로 말해진다. 혜능

은 남종의 개조로서 제6조가 되고 신수는 북종의 개조로서 제6조가 된다

고 한다. 신수의 선법은 「관심론觀心論」에 나타난다. 「관심론」은 달마의 법

문집으로 알려졌던 『소실육문少室六門』 속의 「제2문 파상론第二門破相論」의 

다른 이름이다. 이 「관심론」은 나중에 돈황에서 출토된 자료들에 의거해 

신수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신수는 견성見性을 강조하는 혜능과 달

리 관심觀心을 강조한다. 그는 관심이 불도를 구하는 모든 법의 근본이라

고 본다:

“질문: 만약 불도에 뜻을 두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긴요한가? 답변: 오직 마음 관찰

이라는 한 가지 법[觀心一法]이 [수행의] 모든 법을 다 거두어들이

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단하고 요긴한 것이다. 질문: 어째서 

1)   大正新脩大藏經,『佛地經論』(親光等造, 玄奘譯), T1530_.26.0303a26-b03: 集量論説. 諸心心法皆證自體. 

名爲現量. 若不爾者. 如不曾見不應憶念. 是故四智相應心品. 一一亦能照知自體. 云何不與世法相違. 
刀不自割指端不能觸指端故. 不見燈等能自照耶. 云何得知燈等自照現見無闇分明顯現. 若不自照應有
闇障. 應不現見. 由此故知燈等自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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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위치한 성철 스님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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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일상심이 곧 청정심이라고 단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신수의 ‘간심간정론’과 혜능의 ‘청정심론’은 서로 배타적

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서로 호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신수의 ‘간심

간정론’은 청정심 실현을 위한 수행 과정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혜능

의 ‘청정심론’은 수행결과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혜능 자신

도 “자성인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밝게 트이게 되면, 자기

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4)라고 말하므로, 사실상 그가 마음 관찰

을 전적으로 배척한 것은 아니다.

수행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단계는 여럿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 일상적 마음은 (마음을 반성하지 않으며) 청정하지 않다. 2) 반

성적 마음은 (마음을 반성하면서) 처음에는 청정하지 않은 마음을 본다. 3) 반

성적 마음은 (마음을 반성하면서) 점차로 청정한 마음을 본다. 4) 최종적으로 

마음은 (마음을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청정한 마음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마음

의 네 단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수행의 단계들로 본 마음의 네 단계(화살표는 관찰방향을 표시함)

1 반성하지 않는 마음 망념심: 청정하지 않은 마음

2 반성하는 마음 → 망념심: 청정하지 않은 마음

3 반성하는 마음 → 청정심: 청정한 마음

4 반성하지 않는 마음 청정심: 청정한 마음

4)   大正新脩大藏經, 敦煌本 『六祖壇經』, T2007_.48.0340c17-c18: 自性心地. 以智惠觀照. 内外名(=明)徹
識自本心.

에 진여가 가려지는 것이다. 망념을 떠나면 본래 성품은 청정한 

것인데,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일어나

서 마음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니, 도리어 청정과 망령이 생겨난

다. 망령은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간看하는 자의 간看하는 

행위는 도리어 망령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정은 모양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의 모양을 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말

한다.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막아 도리

어 청정에 속박된다.”3)

여기서 혜능은 마음은 망령된 것이고 성품은 청정한 것이라고 하여, 마

음과 성품을 대비시킨다. 그는 망령된 마음을 떠나면 청정한 성품이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망념심을 제거하여 청정심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진여에서 비롯되는 청정심을 유지하여 망념심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에 그는 반성심을 일으켜 이것을 통해 청정심을 보

려고 하는 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혜능의 입장은 현재적 의식, 곧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일념심一念心이 

바로 청정심이므로 반성의식에 의해 일부러 청정심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혜능의 이 같은 입장은 수행의 과정을 경시한다는 비

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는 일상인의 청정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고려하지 

3)   大正新脩大藏經, 敦煌本 『六祖壇經』, T2007_.48.0338c23-c29: “善諸識. 此法門中. 座禪元不著心. 

亦不著淨. 亦不言動. 若言看心. 心元是妄. 妄如幻故無所看也. 若言看淨. 人姓本淨. 爲妄念故蓋覆眞
如. 離妄念本姓淨. 不見自姓本淨. 心起看淨. 却生淨妄. 妄無處所. 故知看者看却是妄也. 淨無形相. 却
立淨相. 言是功夫. 作此見者章自本姓. 却被淨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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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공능과는 다른) 별개의 공능(능력)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필자는 관조가 증

자증분의 공능이라고 본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증자증분은 자증분을 본다. 내용적으로 말하면, 증

자증분은 자증분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자증분은 자증분이 매순간 저

장하는 견분과 상분을 보기 때문이다. 심4분을 현상학의 언어와 함께 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화살표는 관찰 방향을 표시한다. 

의식의 구조 반성의식 자기의식 대상의식 대상

심4분 증자증분→ ←자증분→ 견분 → 상분

정은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철학박사, 성균관대 철학과 초빙교수.

반성하는 마음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혜능의 말은 여기서 마지막의 네 

번째 단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반면에 간심간정을 주장하는 신수의 

말은 처음의 세 단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혜능은 반성하지 않는 마음

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반성하는 마음 자체도 여전히 하나의 망령심이

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성하는 마음은 단지 기억하는 마음인가? 아니다. 반성하는 마

음이 과거의 마음이 아닌 바로 현재의 마음을 반성하는 한, 그것은 기억하

는 마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반성하는 마음은 나중의 기억을 위해 현재

의 마음을 저장하는 마음인가? 아니다. 현재의 마음의 저장은 반성 없이

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된 ‘자기를 비추는 등불’

은 ‘나중의 기억을 위해 현재의 마음을 보면서 저장하는 마음’, 곧 자증분

을 비유한다. 소승은 ‘마음을 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칼이 

자기를 자르지 못한다’는 것과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들었다. 반면에 대승은 ‘대상(상분)을 보는 마음(견분) 자체를 다

시 보는 마음(자증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등불과 태양 등이 자기를 

비춘다’는 것을 비유로 들었다. 

그렇다면, 등불로 비유된 자증분이 반성하는 마음인가? 마음에 오직 3

부분(상분, 견분, 자증분)이 있다는 진나의 입장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해야 할 

것이다. 반면 마음에 4부분(상분, 견분, 자증분, 증자증분)이 있다는 호법의 입

장을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신수가 말한 마음 관찰이란 지

나간 마음의 관찰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의 관찰이므로, 그것은 기억함이 

아니라 관조함이다. 현재의 마음의 관찰로서의 관조는 노력하여 일어나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저절로 일어나는 자증분과 전적으로 동

일한 것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관조를 자증분이 지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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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없으면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기 힘듭니다. 

언어를 활용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

니다. 언어도 버리지 않고 귀중한 것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 하나의 넓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글 속에 귀한 것이 있다
[句中有眼]

언어와 삼매 

17세기경 조각된 것으로 전해지는 

문경 봉암사 마애불좌상. 1979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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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단락만 먼저 소개했다. 「종본의」 본문 전체 번역을 앞에, 주석

을 뒤에 실었다.

[1] ① 宗本義5) [1] ① 종본의

[2] ① 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 一義耳. 何則？ 一切諸法, 緣會而生. 

緣會而生, 則未生無有, 緣離則滅. 如其真有, 有則無滅. ② 以此而推, 故知

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③ 性空故, 故曰法性. 法

性如是, 故曰實相. 實相自無, 非推之使無, 故名本無.

[2] ① 본무·실상·법성·성공·연회는 같은 뜻이다. 왜 그런가? 일체 

제법(사물·관념)은 인연이 모이면 생긴다(모습을 드러낸다). 인연이 모이면 생

기기에,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인연이 흩어지면 

그 법도 소멸된다. 만약 그 법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있음은 결코 사라

지지 않을 것이다. ② 이것으로 추리해 보면 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있음’은 실은 항상 공한 것이다. 제법의 본성은 항상 스스로 공한 것이기

에 이를 성공이라 한다. ③ 성공이기에 법성이라 말한다. 법성이 이와 같

기에 실상이라고도 한다. 실상은 스스로 성공인 것이지 강제로 분석해 성

5)   『조론』은 『가흥대장경』에 처음으로 입장入藏됐기에 『가흥대장경』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J20-
p259a에서 J는 『가흥대장경』, 20은 『가흥대장경』 영인본(대만 신문풍출판사 전40책)의 권수, p는 페이지, 

259는 페이지 숫자, a는 해당 페이지의 상단(a)·중단(b)·하단(c) 가운데 상단을 나타낸다. ab는 상
단에서 중단에 걸쳐 있다는 뜻이다. 한편, 승조가 「종본의」를 직접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다. 일부 학자들은 아래 네 가지 사실을 들어 「종본의」는 승조가 직접 지은 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양나라 승우(445~518)가 지은 『출삼장기집』에 승조가 이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 ②양나라 혜교
(497~554)가 지은 『고승전·승조전』에도 이 글을 지었다는 기록은 없다. ③본무本無는 범어 tathatā의 
번역어. 구마라집은 이를 진여眞如로 번역함. 승조는 그의 제자, 그런 그가 본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까? ④승조의 다른 글과 문체가 다르다. 張春波校釋, 『肇論校釋』, 北京:中華書局, 2010, p.1.

이번 호에는 『조론』의 「종본의」 및 이와 관련된 당나라 스님 원강元康이 지

은 『조론소肇論疏』(이하 「원강소」)1), 송나라 스님 비사秘思가 편찬하다 완성하지 

못하자 정원(淨源. 1011∼1088)이 정리해 출간한 『조론중오집해肇論中吳2)集解』(이

하 「중오집해」)3), 원나라 스님 문재(文才. 1241∼1302)가 저술한 『조론신소肇論新

疏』(이하 「문재소」)4)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강조체 한자는 「종본의」 본문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며, 한문의 표점은 번역자가 찍은 것이다. 편의상 [1]·[2] 

등으로 단락을 구분했고, ①·② 등 원 안의 번호는 관련 있는 본문과 주

석을 가리킨다. 「종본의」는 다섯 단락으로 나뉘는 데, 원고 분량 관계로 

1)   당나라 원강의 『조론소』는 『대정신수대장경』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T45-p165a. 
2)   중오中吳는 지명으로 지금의 절강성 남부에 위치한 상주시常州市를 가리킨다.

3)   『조론중오집해』는 중국 상해고적출판사가 2002년 편찬한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제1271(자부종교류

子部宗敎類)책冊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했다. 『속수사고전서』는 『사고전서』의 속편 격으로 편찬된 총
서다. 전부 1,800책으로 5213종의 전적典籍이 수록되어 있다. 경부经部 260책册, 사부史部 670책, 자부
子部 370책, 집부集部 500책이며, 사고전서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속수사고전서』에 수록된 『조
론중오집해』는 본래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인 뤄쩐위(羅振玉. 1866~1940)가 편집한 『신
한루총서宸翰樓叢書』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 한편 정원이 『조론중오집해』를 해설한 책이 『조론(중오)집
해령모초』이며, 이 책은 2008년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됐다. 『조론중오집해』 번역에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模鈔校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판을 참조했다.

4)   원나라 문재의 『조론신소』는 『대정신수대장경』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T45-p201a. 필요한 경
우 중국 하북성불교협회河北省佛敎協會가 2006년 출판한 『대장신찬만속장경大藏新纂卐續藏經(影印本)』 제54
책에 수록된 것과 대교했다. 이하 이 속장경에서 인용할 때는 WX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WX54-
p225a. 한편 전90권(색인 1권, 목록 1권 포함)으로 영인된 이 속장경의 내용은 타이완에서 출간된 그것과 
차이가 없으나, 체제와 구성이 다르다.

「종본의」 본문·주석 번역

활인검活仁黔 | 자유기고가

승조와  『조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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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무라고 부른다.

[3] ① 言不有、不無者, 不如6)有見、常見之有, 邪見、斷見之無耳. 若以有為

有, 則以無為無. 有旣不有, 則無無也. ② 夫不存7)無以觀法者, 可謂識法實

相矣. 是謂雖觀有而無所取相. 然則法相為無相之相8), 聖人之心為住9)無所

住10)矣. ③ 三乘等觀性空而得道也. 性空者, 謂諸法實相也. 見法實相, 故云

正觀. 若其異者, 便為邪觀. ④ 設二乘不見此理, 則顛倒也. 是以三乘觀法

無異, 但心有大小為差耳.

[3] 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있음과 항상 있음을 

말하는 견해의 있음’과 ‘그릇된 견해[없음]와 항상 없음을 말하는 견해의 없

음’과는 다르다. 만약 있음이 항상 있음이라면 없음은 항상 없음일 것이다. 

있음이라는 말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없음이라는 말도 ‘아무 것도 

없음’은 아니다. ② 무無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보는 자를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즉 제법의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

이기에 성인의 마음은 사물을 관찰하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③ 성

문·연각·보살도 성공을 관찰하고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것은 제법의 실

상이다. 법을 보고 실상을 보는 것을 정관이라 말한다. 만약 이와 다르면 

그것은 그릇되게 보는 것이 된다. ④ 성문과 연각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

6)   ‘불여不如’는 다르다는 의미다.

7)   ‘존存’은 집착하다라는 뜻이다.

8)   무상지상無相之相도 일종의 상相이다. 성공性空에 정통한 승조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9)   첫 번째 주住는 관찰하다 혹은 관찰 후 얻은 인식 등을 뜻한다.  

10)   두 번째 주住는 집착하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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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應涉乎俗. 涉俗亡染, 大悲所以不住, 照眞亡緣, 聖智所以無知.  以聖智無

知之因, 冥涅槃無名之果, 能事畢矣. 

① 이치에 맞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꺼이 믿고, 이치에 맞게 행

하면 보는 사람들이 존경하며 따른다. 그래서 먼저 ‘의미가 한 가지 임’을 

밝히고자 4편 글의 근본을 지었다. ‘종본의’의 핵심이 진심을 신묘하게 드

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의미하는 바는 본성·근본[性]에 있는 것

인가? 모습[相]에 있는 것인가? 모습에 입각해 보면 만물은 변화가 없다. 

본성에 견지에서 보면 만물은 참[진眞]이 아니다. 요약하면 오직 진제·속

제일 따름이다. 무릇 이제(진제·속제)가 서로 철저히 통하면 반야가 아니면 

근원을 밝혀낼 수 없음을 체득한다. 반야가 근원을 밝혀내고 생각을 끊기

에 안으로 능히 진제를 조감하고 밖으로는 당연히 속제에 관계한다. 속제

에 관계하나 오염되지 않고[삶과 죽음에 머물지 않고], 크나큰 자비 행行을 펼

치기에 편향되지 않으며, 실상을 관조해 능관(실지實智·권지權智)·소관(진

제·속제)을 모두 끊는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반야]에는 범부의 미혹된 지

식이 없다. 범부의 미혹된 지식이 없는 성스러운 지혜가 인因이 되어 태어

남도 사라짐도 없는 열반이라는 과果와 완전히 계합한다. 그러면 일[수행의 

일]이 능히 마무리된다.

斯亦指聞、思、修三慧, 卽恩、智、斷13), 一心常融二諦, 五章14)皆然. 以是觀

之, 其內秘、外現歟? 本高、迹下歟? 非心、言、思議也. 然玆四論, 宗15)其一心. 

13)   이것은 붓다의 덕을 세 방면에서 나타낸 것으로 삼덕三德이라 한다. 은덕恩德은 중생에게 은혜를 베
푸는 것, 단덕斷德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 지덕智德은 지혜를 갖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 

14)   오장五章은 「종본의」·「물불천론」·「부진공론」·「반야무지론」·「열반무명론」을 가리킨다.

15)   종宗: ①향하다, 돌아가다. ②따라 배우다, 모방하다. ③존경하다, 숭배하다. 여기서는 ①의 의미로 
사용됐다.

한다면 즉시 잘못된 인식으로 변한다. 따라서 성문·연각·보살이 법을 본

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음 씀씀이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1] [본문] ①宗本義

[1] [원강소元康疏] ① “宗”者, 宗祖; “本”, 名根本. 肇法師以本無、實相等, 

是諸經論之宗本, 今明此義, 故云: “宗本義也.” 亦可以此少文, 為下四論

之宗本, 故云: “宗本義也.” 今依後釋. 此文為二別, 《宗本一義》, 是謂標宗; 

《不遷》已下四論, 是謂明教也.

① 종宗은 선조 혹은 근원, 본本은 근본을 말한다. 본무·실상 등은 여러 

경전과 논소의 근본이고, 승조가 지금 이 의미를 밝혔기에 ‘종본의’라 했

다. 혹은 「종본의」라는 이 작은 글은 「물불천론」 등 4론의 근본이기에 ‘종본

의’라 부른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른다. ‘종본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종본의」는 종지宗旨를 나타낸 것이고, 「물불천론」 등 4론은 가르침을 밝힌 

것이다.

[중오집해中吳集解] ① 義而後言, 聞者悅服. 義而後作, 見者敬從.11) 故首標

一義, 作四論宗本. 宗本之要, 其妙明眞心乎! 然則心之爲義, 有性焉? 有相

焉? 推之於相, 萬物不遷也. 本之於性, 萬有不眞也. 統而括之, 唯眞俗二諦

而已. 夫觀二諦之交徹12), 非般若無以窮其源, 窮源極慮, 故能內鑒照其眞, 

11)   『논어·헌문편』에 나오는 “이치에 맞게 취하면 사람들이 그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다[義然後取, 人不厭其

取].”에서 차용한 표현이다.

12)   교철交徹은 ‘서로 철저하게 통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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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 不避繁重, 一一標指云. “宗本義” 旨見上文, 次下正釋義, 分二別, 初通

明所宗一心.

“장안 석승조 지음.” 장안은 후진의 수도이며, 머물렀던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석은 성이고, 승조는 이름이다. (승조의) 좋은 행동과 훌륭한 업적, 

성스러움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내린 것 등은 모두 승사僧史에 실려 있다. 

작作은 작문하다는 것이다. (승조가) 반야를 논함에 적寂을 조목별로 나누고 

용用을 분석했으며 다름과 같음을 뚜렷이 드러냈기에, 그 넓은 재주와 명

료한 지혜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청량이 『화엄경소』에서 

승조의 글을 인용해 『화엄경』의 의취意趣를 밝혔다. 게다가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조론』을 해석한 주석서들이 실로 많다. 지금 중오의 

비사 스님이 주석서들의 핵심어들을 모아 깊은 종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글을 써서 깊은 의미를 선양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함으로 깊은 경

지에 도달해야 되는 데, 이는 실로 어려운 재주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 시

대의 주석서 이름들을 뒤의 제사題辭에 기록해 놓았다. 혹은 문장을 인용

해 증거로 삼는 것 즉 여러 조사들의 글과 논주의 해석하는 말들의 의미를, 

번다함과 중복됨을 무릅쓰고, 일일이 표시했다. (「종본의」의) 종지는 위의 글

을 보라. 이하에서는 곧바로 의미를 해석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일심으로 귀결 되는 바를 전체적으로 밝혔다. 

[문재소文才疏] ① 始自好誦斯論, 亦粗玩其辭, 尚未能吮17)其理味以其心

17)   연吮[shǔn]: 입으로 빨다.

亦猶元、亨、利、貞16), 本乎乾矣.

이것이 바로 문聞·사思·수修라는 세 가지 지혜[반야般若]이자, 붓다의 

삼덕三德 즉 은덕·지덕·단덕이다. (즉 실지와 권지는 성인의 지혜에, 은덕·지

덕·단덕은 범인의 지혜에 각각 해당된다.) 「물불천론」·「부진공론」·「반야무지

론」·「열반무명론」 등 네 편의 글은 모두 일심一心[종본의宗本義]에 귀결되고, 

일심은 진제·속제·인·과와 융합된다. 「종본의」 등 다섯 편의 글이 모두 

이러하다. 이로 본다면 다섯 편의 글은 안으로는 비밀스런 보살의 행을 감

추고[종본의], 밖으로는 성문의 몸을 드러낸 것인가[네 편의 글]? 성스러움[종

본의]과 평범함[네 편의 글]을 드러낸 것인가? 마음으로, 말로, 분별로 헤아

릴 수 없다. 그러나 「물불천론」 등 네 편의 글은 일심一心[종본의]에 귀결된

다. 마치 원元·형亨·이利·정貞이 건괘乾卦의 네 가지 덕으로 귀결되는 것

처럼. 다시 말해 종본의는 건괘에, 「물불천론」·「부진공론」·「반야무지

론」·「열반무명론」은 건괘의 네 가지 덕인 원元·형亨·이利·정貞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長安釋僧肇作.” 長安, 後秦所都, 標所依處也. 釋, 姓也. 僧肇, 名也. 懿

行美業, 仰聖垂訓, 備載僧史. 作, 製也. 若夫興辭, 論乎般若, 條寂析用, 章

灼同異, 其宏才明智, 高出在昔, 則存乎淸凉《廣疏》矣. 且前修解論, 疏注實

繁, 今集中吳秘思法師所摭要辭, 直申幽旨, 然而發辭闡幽, 以簡必詣, 誠曰

難才, 故前修之名, 幷書於後之題辭, 其或引文託證, 則諸祖之言與論主疏

16)   『주역』 「건괘 문언文言」에 “원元이란 선한 작용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형亨이란 모든 아름다움이 모이

는 것과 같은 작용이며, 이利는 의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정貞은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군자는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사람이기에 건괘에서 원형이정이라 했다.[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利

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 君子行此四德者, 故曰乾元亨利貞.]”라고 되어 있다.



문경 봉암사 용추龍湫계곡과 

마애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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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조론』은 (내포內包가) 넓으면서도 심원하고 간명하면서도 함축적

이라는 칭찬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조론』의) 말과 글 그리고 논증은 실상

을 깊이 체득하고 변재에 능숙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 문

재는 진실로 『조론』은 대승의 오의奧義를 여는 열쇠이자, 진여의 바다에서 

유희遊戱 자재自在하는 큰 배이며, 권대승權大乘과 소승을 실어 나르는 균형 

잡한 수레이며, 삿된 견해를 뽑아내는 올바른 교설敎說이며, 진정으로 일

승의 가르침을 크게 외친 올바르고 고상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欲乎! 吾人之性學者28), 先著鞭於此, 此而通, 則大方之理弗虞而妙獲者

矣. 嗟呼! 姚秦迄唐二百餘載, 歷賢首、清涼、圭山29)賢聖之僧, 皆援之以斷大

義, 獨不為發揮其曲要, 以召方來30), 致令諸說, 鑿柄31)紛綸32), 莫知所以, 裁

之之正, 乃因暇日, 謹摭33)諸先覺之說, 別為訓解, 以授座下. 愧夫! 迫於緣

冗. 每釋義引據, 弗獲課虛細以討求. 冀同衣同德之士, 恕以荒斐失而正之

可也.

우리 화엄학자들이 먼저 여기서 채찍질해 『조론』에 통달한 뒤 어려움 없

이 대승의 근본을 체득하기 바라노라! 아아! 후진後秦에서 당나라에 이르

는 2백 여 년 동안 현수법장·청량징관·규봉종밀 등 역대의 현명한 성

승聖僧들은 모두 『조론』에 의지해 대의를 결택決擇했다. 다만 『조론』의 왜곡

28)   『명고승전 권제2·문재전』에 “구족계를 받은 후 여러 강석講席을 다니며, 현수의 학문을 배웠다[自受

具後遍游講肆, 盡得賢首之學].”라고 나온다. 문재가 화엄종 학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학자性學者는 화
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9)   규산圭山은 규봉종밀을 가리킨다.

30)   방래方來는 ‘장래에’라는 뜻이다.

31)   착예鑿枘는 장붓구멍과 장부로 ‘서로 잘 맞지 않다’는 의미다. 

32)   분륜紛綸은 혼란하다, 많다, 바쁘다 등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혼란하다는 의미다.

33)   척摭: 취하다, 답습하다. 습용襲用하다.

也. 及隷樊川之18)興教, 得雲庵達禪師19)疏, 又數年應寧夏命20), 復獲唐光瑤

禪師21), 并有宋淨源法師22)二家註記, 反復參訂醇疵紛錯, 似有未盡乎! 論旨

之妙夥矣.  

① 스스로 『조론』 읽기를 좋아한 이래 거칠게나마 이 논의 말·표현을 

감상했지만 여전히 논이 주는 이치의 맛으로 그 핵심을 먹어보지는 못했

다. ‘번천의 흥성함’[번천 지역에 있는 사찰]에 들어와 운암 달 선사의 소를 얻

고, 수년 동안 영하의 명命에 부응해 당나라 광요 선사와 송나라 정원 법사

의 주석을 구해 반복적으로 올바름·그릇됨·복잡함·혼란함 등을 교정

했으나 여전히 미진함이 있는 것 같다. 『조론』 논지論旨의 오묘함은 실로 많

도다. 

且論之淵粹23)簡蘊24), 見稱25)所自來, 其辭文、其施辯, 非深入實相踞樂說

善巧之峰者, 莫之為之. 予固以為開方等之巨鑰, 游性海26)之洪舟, 運權小27)

之均車, 排異見之正說, 真一乘師子吼之雅作. 

18)   번천樊川: 서안 남쪽에 있는 평원. 한고조 유방이 번쾌樊噲에게 식읍食邑으로 이 지역을 주었기에 번
천으로 불려 지게 됐다. 당나라 당시 이 지역에 많은 사찰들이 세워져 출가자들이 운집했다. 흥교사
興敎寺, 화엄사華嚴寺, 흥국사興國寺, 우두사牛頭寺, 운서사雲棲寺, 선경사禪經寺, 홍복사洪福寺, 관음사觀音寺 
등이 ‘번천팔대사찰’로 불렸다. 따라서 ‘번천의 흥교’는 불교의 흥륭興隆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9)   운암 선사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   영하寧夏가 사람인지 지역인지 관직을 나타내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21)   광요 선사가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22)   송나라 정원(淨源. 1011~1088)을 가리킨다.

23)   연수淵粹는 “매우 정밀하고 심원하다[정심精深]”는 의미.

24)   간온簡蘊은 “간명하게 함축되다”는 뜻.

25)   견칭見稱: 이름이 나다, 남에게 칭찬을 받다, 알려지다.

26)   진여의 근본·본성이 바다처럼 넓고 깊은 것을 상징한다.

27)   『대장신찬만속장경大藏新纂卐續藏經(影印本)』 제54책에는 ‘불不’이 아닌 ‘소小’자로 되어 있다. 소小로 고쳐

야 의미가 통한다. 권소權小는 권대승權大乘과 소승을 가리킨다. 권대승은 실實대승의 반대말로 대승 
가운데 방편교설을 권대승이라 부른다. 천태·화엄종은 법상종·삼론종을 권대승으로, 법상종·삼
론종은 천태·화엄을 권대승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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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 네 편의 글은 첫 번째이지 두 번째는 아니다.    

“後秦長安釋僧肇作.”　《通鑑》說: “符健據關中國號大秦, 至符堅末年, 

姚萇篡立亦號為秦.” 故史家乃以前後字別之. 論主在後秦也. 長安即今安

西35). 釋謂釋迦, 即僧之通姓, 以如來姓釋迦氏故也. 安公創式, 遠叶阿含, 

千古遵依, 迄今未替. 僧肇即論主之諱. 

“후진 장안 석승조 지음.” 『자치통감』에 “부건이 관중지방에 근거해 나

라를 대진이라 불렀고, 부견 말년에 이르러 요장이 찬탈해 국호를 역시 진

이라 했다.”고 나온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전·후 자字를 붙여 구별한다. 

논주는 후진 시대 사람이다. 장안은 지금의 안서(서안)이다. 석釋은 석가를 

말하는데 즉 스님들의 통성通姓이다. 여래의 성씨姓氏가 석가 씨이기 때문

이다. 도안이 처음 이 법식을 제정했는데 멀리 가섭 존자가 편찬한 『아함

경』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오랜 세월 이 법식을 준수했고, 지금도 바꾸지 않

고 있다. 승조는 논주의 이름이다.

《本傳》略云: “京兆人, 歷觀經史, 備盡墳籍, 志好玄微, 每以莊老為心要, 

故歎曰: ‘美則美矣, 然其棲神冥累之方猶未盡善.’ 後見舊《維摩經》, 歡喜頂

受, 乃言始知所歸矣. 因此出家學善方等, 兼通三藏, 聞羅什在姑臧, 自遠從

之, 什嗟賞無極, 及什來長安, 肇亦隨入, 姚興勅令入逍遙園, 詳定經論, 所

著四論, 并註《維摩經》, 及製諸經論序, 並傳於世.” 作, 猶製也、造也. 義誠36)

佛說論自已為, 蓋作其辭, 而弗蘊其義也.

『고승전·승조전』에 “장안 사람이다. (유교)경전과 역사책들을 두루 보았

35)   안서安西는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1272년 셋째 아들을 안서왕으로 봉하고 서안에 안서왕부安西王府

를 지었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1369년 서안부西安部로 개칭했다.

36)   ‘성誠’은 접속사로 ‘만약’이라는 의미다.

된 요점이 드러나 앞으로 여러 학설들이 맞지 않고 혼란스럽게 되고 까닭

도 모른 채 재단裁斷되어 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가에 삼가 여러 선

학들의 학설을 모아 별도로 주석하고 풀어 학인들에게 전해주었다. 부득

이 글이 길어져 부끄럽도다! 근거를 인용해 뜻을 해석했으며, 부실하고 사

소한 내용을 얻고자 탐구하지 않았다. 나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수준의 학

덕을 가진 학승들은 부디 문채 없는 글을 버려두어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肇論》”,　肇即作者之名, 論乃所作之法, 人法合目, 為一部之都34)名也. 

以四論前後異出, 又各宗一義, 欲合為一, 不可遍目, 乃復作《宗本》一章, 冠

於論首. 但云《肇論》, 宗釋皆屬, 而言論者謂假立賓主, 決判甚深, 往復推徵, 

示物修悟, 故名為論. 然有二種, 一者、宗論, 宗經立義, 如《起信》、《唯識》等; 

二者、釋論, 但隨經解釋, 如《智論》等. 今此四論是初非後.

『조론』에서 조肇는 작자의 이름이며, 논論은 작자가 지은 가르침이다. 사

람과 가르침의 두 항목을 합쳐 한 부의 책 이름이 되었다. 네 편의 글이 앞

뒤로 출간되어 각각 하나의 뜻으로 귀결되기에 합해 하나로 만들고자 여

러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또한 「종본의」를 지어 『조론』의 첫 머리에 붙였

다. 다만 『조론』이라 하면 「종본의」와 네 편의 글이 모두 속한다. 그러나 

논論이라는 것은 임시로 논자와 상대방을 세워 깊은 뜻을 결정해 판단하

고, 이리저리 추론하고 검증해 사물의 이치를 드러내 깨닫도록 하기에 논

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종론 즉 경전을 숭

앙崇仰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대승기신론』·『성유식론』 같은 것들이

다. 두 번째는 해석하는 것으로 경전을 따라 설명하는 것으로 『대지도론』

34)   ‘도都’는 ‘서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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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옛 문헌들까지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현묘한 것을 매우 좋아해 『노자』

와 『장자』의 가르침을 마음의 요체로 삼았다. 『노자』를 읽을 때마다 ‘(내용이) 

좋기는 좋으나, 정신이 머무르고 세속의 번뇌를 털어내는 방법이 되기에

는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며 탄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국시대(220∼280) 

손권이 세운 오나라에서 활동한 지겸이 번역한 『유마경』을 읽고는 머리로 

그 책을 받들며 기뻐했다. 이에 비로소 귀의할 곳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로 인해 출가해 대승 경전의 내용들을 깊이 파악했고, 삼장까지 통달했다. 

구마라집이 고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승조는 멀리서 그를 좇았다. 구마

라집은 (승조를) 끝없이 감탄하고 칭송했다. 구마라집이 장안에 들어오자 

승조 역시 따라 왔다. 요흥은 (승조에게) 소요원에 들어가 경과 논을 자세하

게 가다듬도록 했다. 승조는 4편의 글을 짓고, 『유마경』을 주석했다. 또한 

여러 경전과 논의 서문을 지었다. 이 글들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 작作은 ‘제작하다’ 혹은 ‘짓다’는 것과 같다. (짓다는) 의미는 만

약 붓다가 말씀하신 것으로 ‘스스로 이미 한 것’을 논의한다면, 대개 그 말

을 지을 뿐 그 뜻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宗本義”: 四論所崇曰宗, 本謂根本, 通法及義. 法有通別, 通者即實相之

一心. 中吳淨源法師云: “然茲四論宗其一心.” 然四論雖殊, 亦各述此一心之

義也. 別者即四論所宗各殊, 所以爾者, 非一心無以攝四法, 非四法無以示

一心, 即一是四, 即四是一. 義謂義理依前法體以顯義相, 法通義通, 法別義

別, 此中四段之義, 如其分齊37), 是下四論之所宗. 據此非宗本無以統四論, 

非四論無以開宗本, 以法為本所宗, 即本以義為本, 本亦即義. 若法義兩分, 

37)   분제分齊는 ①차별, 차별한 범위·내용·정도; ②범위, 정도, 단락; ③사정, 상태 등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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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강소] ① “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 一義耳”者,　論文有四, 第一、

明本無實相宗; 第二、明非有非無宗; 第三、明漚和般若宗; 第四、明泥洹盡諦

宗. 第一、明本無實相宗, 為「物不遷論」之宗本; 第二、明非有非無宗, 為「不真

空論」之宗本; 第三、明漚和般若宗, 為「般若無知論」之宗本; 第四、明泥洹盡

諦宗, 為「涅槃無名論」之宗本.

① “본무·실상·법성·성공·연회는 같은 의미다.”는 (조론에는) 4편의 

글이 있다. 첫 번째는 본무실상의 교의를 밝힌 것이다; 두 번째는 비유비

무의 도리를 밝힌 것이다; 세 번째는 방편과 반야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네 번째는 열반·적멸의 종지를 밝힌 것이다. 첫 번째, 「물불천론」의 근본 

종지를 해설하기 위해 본무실상의 도리를 밝혔다; 두 번째, 「부진공론」의 

요의要義를 밝히고자 비유비무의 가르침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반야무지

론」의 핵심 요지를 설명하고자 방편과 반야의 가르침을 드러냈다; 네 번째, 

「열반무명론」의 근본 종취宗趣를 보여주고자 열반·적멸의 도리를 설명

했다.

今云“本無等”者, 有人云: “會釋五家義也. 竺法汰作《本無論》, 什法師作

《實相論》, 遠法師作《法性論》, 安法師作《性空論》, 于道邃作《緣會二諦

論》, 今會此五家, 故云一義耳.” 此非釋也! 何者? 若今會竺法汰《本無論》

者, 何故「不真空論」初, 彈本無義耶? 又且遠法師作《法性論》, 自問云: “性空

是法性乎?” 答曰: “非.” 性空者, 即所空而為名, 法性是法真性, 非空名也. 

今何得會為一耶?

지금 말하는 “본무 등”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다섯 학자

들[五家]의 뜻을 모아 해석한 것이다. 축법태가 지은 『본무론』, 구마라집이 

지은 『실상론』, 혜원이 지은 『법성론』, 도안이 저술한 『성공론』, 우도수가 

저술한 『연회이제론』 등 지금 이 다섯을 모아 ‘하나의 의미다’고 했다.” 이

本屬法時, 本之義也.

“종본의”: 네 편의 글이 숭상하는 바를 종宗이라 하고, 근본이 바로 

본本으로 이는 가르침[법法]과 의미에 공통되는 것이다. 가르침에는 공통되

는 것과 개별적인 것이 있다. 공통되는 것은 실상의 일심이다. 중오中吳 지

방의 정원 법사는 “그런데 이 네 편의 글은 일심으로 귀결된다[일심을 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편의 글이 서로 다르나 각각이 일심의 의미를 기

술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것은 네 편의 글이 추종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만, 그렇기에, 일심이 아니면 네 가지 가르침을 섭수할 수 없고, 네 가지 

가르침이 일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네 편의 글이 하나[일

심]이고, 하나[일심]가 네 편의 글이다. “의”라는 것은 의미와 이치인데, 앞

의 법체에 의거해 ‘의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한다. 가르침이 공통적

인 것이면 의미도 공통적인 것이고, 가르침이 개별적인 것이면 의미도 

개별적인 것이다. 이들 네 가지 단락의 의미는 차별한 범위와 같은데, 

이것이 『조론』의 네 편의 글이 숭상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본다면 ‘종

본의’가 아니면 네 편의 글을 통할할 수 없고, 네 편의 글이 아니면 ‘종본의’

의 취지를 밝힐 수 없다. 숭상하는 바는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음’이며, ‘의

미로 근본을 삼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에, ‘근본’이 바로 ‘의미’가 된다. 만

약 가르침과 의미를 둘로 나눈다면, 근본을 가르침에 연결할 때의 ‘근본의 

의미’이다. 

[2] [본문] ① 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 一義耳. 何則？ 一切諸法, 緣會

而生. 緣會而生, 則未生無有, 緣離則滅. 如其真有, 有則無滅. ② 以此而

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性空故, 故曰法

性. ③ 法性如是, 故曰實相. 實相自無, 非推之使無, 故名本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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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本無”者, 如《維摩經》云: “無我、無造、無受者, 善惡之業亦不忘.”38) 此

本無義也. 《仁王經》云: “有本自無, 因緣成法.”39) 此亦本無義也. 《中論》云: 

“若使無有有, 云何當有無. 有無既已無, 知有無者誰.”40) 又云: “諸法不可

得, 滅一切戲論. 無人亦無處, 佛亦無所說.”41) 此亦本無義也.

“본무”라는 것은, 『유마경』에서 “아我도 없고, 만듦도 없고, 받는 자도 없

지만 선과 악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본무의 의

미이다. 『인왕경』에 “본질적인 자아는 없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기에.”라고 했다. 이것 역시 본무의 뜻이다. 『중론』에 “유有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무無가 있을 수 있나? 유와 무가 이미 없는데 유와 무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했다. 또 “모든 사물·현상은 얻을 수 없다. 모든 언어적 

분별이 사라졌으며, 사람도 없고, 처소도 없다. 부처님 역시 말씀하신 것

이 없다.”고 했다. 이것 역시 본무의 의미이다.

言“實相”者, 如《維摩經》云: “如自觀身實相, 觀佛亦然. 我觀如來, 前際不

來, 後際不去, 今則不住. 不觀色, 不觀色如, 不觀色性.” 此實相義也. 《中論》

云: “諸法實相者, 心行言語斷. 無生又無滅, 寂滅如涅槃.”42) 此亦實相義也.

“실상”이라는 것은, 『유마경』에 “스스로 몸을 진실한 것으로 보듯이 붓

다를 보는 것도 이와 같다. 나는 붓다가 과거로부터 오신 것도 아니고, 미

래로 가시는 것도 아니며, 지금 여기에 머무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색

이라고 보지도 않고, 색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으로 보지도 않고, 색의 본

38)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불국품』에 있는 구절이다. 

39)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 권하卷下·호국품 제5』에 있다. 원문에는 「인연성제因緣成諸」로 되어 있다. 

40)   『중론 권제1·관육종품觀六種品』의 6번째 게송이다.

41)   『중론 권제4·관열반품觀涅槃品』의 24번째 게송이다.

42)   『중론 권제3·관법품觀法品』의 7번째 게송이다.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왜 그런가? 만약 지금 축법태의 『본무론』을 모

았다면 왜 「부진공론」 초반에 본무의 의미를 비판했겠는가? 그리고 또 혜

원이 『법성론』을 지었는데 스스로 “성공은 법성인가?” 묻고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성공性空이라는 것은 공한 바를 이름으로 삼은 것이고, 법성은 

법의 진성眞性은 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이들을) 

모아 하나로 만들었겠는가? 

復有人言: “支法詳作《實相論》, 今會此論.” 此釋彌復不然. 支法詳不見

什法師, 承來至關中乃作書, 問什法師門人釋慧儀實相義, 慧儀報答, 名

此為《實相論》. 此並是肇法師同時人, 才學又在肇法師下, 寧肯會釋此人所

作論耶! 必不然也. 今直云此五家, 是經論中大義, 有人謂同; 有人謂異. 肇

法師今會之為一, 不言異也. 又‘本無’等四為真, ‘緣會’為俗, 今會此真俗二

諦不異也.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지법상이 『실상론』을 지었는데 지금 이 논을 모

았다[모아 해석했다].” 이 설명은 더한층 아니다. 지법상은 구마라집을 보지 

못했다. 그가 관중지방에 도착해 구마라집의 문하인 석혜의에게 실상의 의

미를 물었고, 혜의가 답했다. 이 글이 『실상론』이다. 이들은 승조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재주와 학덕 또한 승조 보다 못하다. 어찌 승조가 이들

의 글을 모아 해석했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

섯 가지는 경과 논 가운데의 중요한 의미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다섯 가

지가 내포하는 의미가)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말한다. 승

조가 지금 다섯 가지를 모아 ‘하나’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가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한 ‘본무’ 등 넷은 진제이고, ‘연회’

는 속제에 해당된다. 지금 진제·속제[이제]를 모아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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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보지도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것이 실상의 의미다. 『중론』에 “제

법의 본래 모습을 마음의 작용으로 언어로 알 수 없다. 태어남도 없고 사

라짐도 없다. ‘고요하게 사라짐’이 열반과 같다.”고 나온다. 이것 역시 실상

의 뜻이다.

言“法性”者, 如《大品經》云: “法性、法住、法位、實際, 有佛無佛, 法性相常

住.”43) 此法性義也. 《勝天王般若》44)第三卷, 有「法性品」, 廣明法性不可思

議, 此性即諸佛法本, 功德智慧因之而生也. 《中論》云: “如來所有性, 即是

世間性. 如來無有性, 世間亦無性.” 此亦法性義也. 

“법성”이라는 것은, 『마하반야바라밀경』에 “법성·법주·법위·실제는 

붓다가 계시건 계시지 않건 (법성의 모습은) 항상 존재한다.”고 나온다. 이것

이 법성의 의미다. 『승천왕반야경』 제3권 「법성품」에서 법성의 불가사의함

을 널리 밝혀 놓았다. 이 법성이 바로 여러 붓다의 가르침의 근본이며, 공

덕·지혜로 이로 인해 생긴다. 『중론』에 “여래가 소유한 본성은 세간의 본

성이다. 여래가 갖지 않은 본성은 세간에도 없다.”고 나온다. 이것 또한 법

성의 의미이다.

言“性空”者, 如《涅槃經》云: “一切諸法性本自空, 亦因菩薩修空故空.”45) 

此性空義也. 《中論》云: “如是性空中, 思惟亦不可. 如來滅度後, 分別於有

無.”46) 此亦性空義也.

43)   『마하반야바라밀경·차별품 제84』에 있다. 원문에는 「법상상주法相常住」로 나온다.

44)   진陳의 월바수나月婆首那가 번역한 7권으로 구성된 반야부 경전. 5부 반야경의 하나이자, 《대반야경》 
제6회분의 별역別譯이다. 《마하반야바라밀경》·《금강경》·《천왕문반야바라밀경》·《광찬반야경》·
《인왕반야경》 등을 5부 반야경이라 부른다. 

45)   『대반열반경 권제26·광명편조고귀덕왕보살품제10지6』(40권본)에 있다. 원문은 “亦因菩薩, 修習空
故, 見諸法空.”이다.

46)   『중론 권제4·관여래품觀如來品』 14번째 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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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라고 말했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으나 앞의 해석이 올바르다. “왜 

그런가?” 이하는, 『조론』에서 말하는 ‘하何’와 ‘즉則’은 가정해서 묻는 말이

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인연이 모여 생긴다.”는 것은 먼저 그 의미를 드

러내 나열한 것이다. 앞에서는 본무를 드러냈지만 여기서는 다섯 가지 의

미를 모아 해석했는데, 먼저 연회를 이야기 하고 차례대로 이유를 밝힌다. 

② “性常自空, 故謂之性空”者, 此有三讀. 一者、性常自空故, 謂之性空為

句也; 二者、性常自空故, 謂之性空法性為句也; 三者、性常自空故, 謂之性空

法性實相為句也. 三讀之中前為勝. 今依前讀, 即以性常自空名為性空也.

② “본성은 항상 스스로 공하기에 성공이라 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독

법讀法이 있다. 첫 번째는 “性常自空故, 謂之性空.”; 두 번째는 “性常自空

故, 謂之性空法性.”; 세 번째는 “性常自空故, 謂之性空法性實相.”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식으로 읽는다. 즉 

“性常自空, 名為性空.”이다. 

③ “法性如是, 故曰實相”者, 性空即是法性, 此性即是實相也. “實相自

無, 非推之使無”者, 諸法自無名為實相, 非是推遣令無也.

③ “법성이 이와 같기에 실상이라 한다.”는 것은, 성공이 바로 법성이며 

법성이 곧 실상이라는 것이다. “실상은 스스로 없는 것이지 강제로 분석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오집해] ① “本無”: 本源妙心, 絶諸對待. “본무”: 본원 묘심은 모든 의

지하는 바를 끊은 것이다. “實相”: 妙心湛寂, 無相而相. “실상”: 묘심은 맑

고 고요하며, 모양 없는 모양이다. “法性”: 實相隨緣, 爲諸法性. “법성”: 실

상이 인연을 따라 제법의 본성 즉 법성이 된다. “性空”: 諸法不變, 由性常

空. “성공”: 제법은 변함이 없으니, 본성상 항상 공空하기 때문이다. “緣

“성공”이라는 것은, 『열반경』에 “일체 제법은 본성상 스스로 공하다. 역

시 보살이 공을 수행하므로 공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이 공성의 

의미다. 『중론』에 “이처럼 본성상 공하기에 여래가 열반한 이후 여래가 존

재 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하는 사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것 역시 성공의 뜻이다.  

言“緣會”者, 《維摩經》云: “說法不有亦不無, 以因緣故諸法生.”47) 此緣會

義也. 《中論》云: “未曾有一法, 不從因緣生. 是故一切法, 無不是空者.”48) 此

亦緣會義也. 如此五義, 經論大宗, 以理會之, 一而無異, 故云: “一義耳.” 又

《涅槃》及《仁王經》, 皆明二諦一體, 今明此五義唯是二諦, 然此二諦一體無

別, 故云一義. 雖有兩釋, 前為正釋也. “何則”下, 此論凡云“何”, “則”是假問

之辭也. “一切諸法, 緣會而生”者, 前標列其義, 先標本無, 今會釋五義, 先

論緣會, 逐便故也.

“연회”라는 것은, 『유마경』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한다. 인연

에 의해 여러 존재들이 생기므로.”라고 했다. 이것이 연회의 의미다. 『중

론』에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체

의 존재는 공 아닌 것이 없다.” 이것 역시 연회의 뜻이다. 이처럼 다섯 가

지는 경전과 논소의 큰 가르침이다. 이들을 이치로 묶으면 하나이며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다.”고 말했다. 또한 『열반경』과  『인왕

경』에 진제와 속제는 하나의 몸이라고 밝혀 놓았다. 지금 말하는 다섯 가

지는 이체二諦이며 저 이제는 하나의 몸으로 구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47)   『유마경·불국품』에 있다.

48)   『중론 권제4·관사제품觀四諦品』 19번째 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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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양산문의 개산조 지증도헌

(824∼882) 선사의 부도. 

봉암사에 있다.

會”: 性空成事, 不壞緣有. “연회”: 성질상 공하기에 사상事相이 이뤄지며 ‘인

연에 의해 있음’을 파괴하지 않는다. “一義耳”: 五名雖異, 同出一心. 故《智

論》云: “般若是一法, 佛說種種名.” “같은 의미다.”: 다섯 이름이 비록 다르

나 일심에 함께 나왔다. 그래서 『대지도론』에 “반야는 하나의 가르침이나 

붓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했다.”고 나온다. “何則?”: 假徵. “왜 그런

가?”: 가정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一切諸法, 緣會而生”: 凡聖49)依正, 皆藉緣起. 一切諸法之言, 貫通下

用.50) “일체 제법(사물·관념)은 인연이 모이면 생긴다.”: 중생의 육근신[정

보正報]과 예토[의보依報], 성인의 신체[정보正報]와 정토[의보依報] 등은 모두 

연기에 의지한다. ‘일체 제법’이라는 말은 ‘일체 제법 역시 인연이 다하면 

사라짐’을 말한다. “緣會而生, 則未生無有”: 緣旣會而生, 反知緣未會時諸

法不有. “인연이 모이면 생기기에,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연이 모여 생긴다면,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제법이 있지 않다

는 것을 돌이켜 알 수 있다. “緣離則滅”: 緣之離散, 諸法則滅. “인연이 사

라지면 그 법도 소멸된다.”: 인연이 흩어지면 모든 사물·관념도 사라진

다. “如其真有, 有則無滅”: 眞心本有, 不逐緣生, 則無滅矣. 《中論》云: “不

從因緣有故則眞.”51) 《般若》云: “應夫眞有.”52) “만약 그 법이 진짜로 있는 것

이라면 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심은 본래 있는 것이다. 인

연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라짐이 없다. 『중론』에 “인연 따라 

49)   범凡은 중생, 성聖은 사성四聖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성은 성문·연각·보살·불을 말한다. 

50)   “「貫通下用」者, 應言一切諸法, 緣離則滅也.”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模鈔校釋』, 上海:上海

古籍出版社, 2008, p.40.
51)   『조론·반야무지론』에 나오는 말이다.

52)   『조론·답유유민서答劉遺民書』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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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습들을 억지로 밀어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이

름들은 근본에서 지말[끝]이 나오기에 말단末端을 끌어 모아 근본으로 돌아

감을 증명·해석했다. 글에 비록 앞뒤가 있으나 그 가르침은 동시에 이뤄

진다. 이것이 학덕이 높은 옛 스님들의 의도이다. 그래서 먼저 일심으로 돌

아감을 밝혔는데 글과 이치가 모두 (여기에) 있도다! 두 번째는 별도로 『조

론』의 네 편의 글로 돌아감을 능히 보였다. 두 글이 먼저 진제·속제를 합

해 밝혔다.   

[문재소] ① “本無、實相、法性、性空、緣會”: 此五名諸經通有, 義雖差殊不越

理事. 今始終相躡55), 略而釋之. 初謂緣會之事, 緣前元無, 故云本無. 無相

之相, 復云實相, 即此實相, 是諸法性, 故云法性. 此性真空故復云性空, 復

由性空之理不離於事, 以理從事復名緣會. 謂因緣會集, 而有諸法, 或名緣

集緣生等, 皆意在法也. 杜順和尚56)云: “離真理外, 無片事可得.”57)

① “본무 실상 법성 성공 연회”: 이 다섯 가지 이름은 여러 경전에 공통

으로 있는 것이다. 의미는 비록 차이가 있으나 이[理. 이치. 이법]와 사[事. 사

물. 현상]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늘 서로 뒤이어 간략하게 해석하고자 한

다. 먼저 ‘인연의 모임의 일’로 말을 하면, 앞의 근원적인 없음에 따르기에 

‘본무’라 한다. ‘모양 없음의 모양’을 역시 ‘실상’이라 하며, 이 실상이 제법

의 본성이기에 ‘법성’이라 부른다. 이 본성은 진실로 공하기에 또한 ‘성공’

이라 한다. 성공의 이치로 말미암아 현상[사事]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치

55)   섭躡: ①밟다, 디디다. ②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다. ③뒤를 밟다, 미행하다. 

56)   두순(557~640): 중국 화엄종 초조. 『화엄법계관문』 등을 지었다. 

57)   이 구절은 청량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제10 등 여러 곳에 나온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이다.”고 했으며, 『반야경』에 “마땅히 진정으로 있는 

것이다.”고 했다.

② “以此而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生滅之法, 旣從諸緣, 以

此推度, 雖今現有, 不待53)泯之, 其性自空. 《經》云: “色性自空, 非色滅

空.”54) “이것으로 추리해 보면, 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있음’은 실은 

항상 공한 것이다.”: 태어남과 사라짐의 이치는 여러 인연을 따른다. 이것

으로 유추해보면 비록 지금 있으나 굳이 그것을 없앨 필요가 없다. 본성이 

스스로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전에 “물질의 본성은 스스로 공한 것이지 

색을 없애 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緣會現有

卽性空. “제법의 본성은 항상 스스로 공한 것이기에 이를 성공이라 한다.”: 

인연이 모여 지금 있으므로 본성이 공한 것이다.

③ “性空故, 故曰法性”: 性空諸法卽法空. “성공이기에 법성이라 말한

다.”: 본성상 공하기에 제법은 법공이기도 하다. “法性如是, 故曰實相”: 隨

緣法性卽實相. “법성이 이와 같기에 실상이라고도 한다.”: 인연을 따르기

에 법성이 곧 실상이다. “實相自無, 非推之使無, 故名本無”: 實相湛寂, 卽

本無. 本無自無, 非推諸相使無也. 然上列名則從本起末, 徵釋則攝末歸本. 

文雖先後, 法乃同時. 斯乃古德之意. 故首標所宗一心, 而文理有在焉! 二別

示能宗四論. 文二, 先眞俗合辯. “실상은 스스로 성공인 것이지 강제로 분

석해 성공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무라고 부른다.”: 제법의 본래 모습인 

실상은 맑고 고요하다. 즉 본무이다. 본무는 스스로 ‘없는 것[공한 것]’이지, 

53)   ‘불대不待’는 ①‘… 할 필요가 없다’와 ②‘…하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뜻이다.  

54)   『유마경·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나오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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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사에 있는 

정진긍양(878∼956) 선사의 탑비.

[리理]로 현상을 따르기에 ‘연회’라 이름 한다. 인연들이 모여 제법이 존재

하므로 혹은 연집緣集·연생緣生이라 부르나 모두 그 의미는 존재[법法]에 

있다. 두순 화상이 “진정한 이치를 떠나 작은 현상[사事]조차 얻을 수 없다.”

고 말했다.

“一義耳”: 義依法顯, 法既理事一源, 義豈容殊, 不可取於五名, 計有五

法, 各是一義. 此中以本從末, 唯末非本, 亦一義; 攝末歸本, 唯本非末, 亦一

義; 若本末混融, 際限不分, 尤一義也. 若對下《不遷》釋之, 緣會物也, 本無

等理也. 由一義故, 即遷而不遷, 所以為下《不遷論》宗. “何則”: 徵也. 

“같은 의미다.”: 의미는 법[法. 존재]에 의거해 드러나며, 법은 이[본질]·

사[현상]가 하나인 근원에서 나오므로, 의미가 어찌 다름을 용납하겠는가! 

따라서 다섯 개의 이름을 취한다고 다섯 가지 법이 있다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각각은 같은 의미일 따름이다. 이 가운데 근본으로 말단을 따르면 오

직 말단만 있고 근본은 아니므로 역시 같은 의미다; 말단을 받아들여 근본

으로 돌아가면 오직 근본만 있고 말단은 아니므로 역시 같은 의미다; 만약 

근본과 말단이 혼합되어 있다면 한계가 구분이 안 되기에 더욱 같은 의미

이다. 만약 아래의 「물불천론」을 놓고 이를 해석한다면 연회는 물物이고 본

무 등은 리理이다. 같은 의미이므로 움직임이 곧 움직이지 않음이다. 그래

서 (다섯 가지는) 아래 「물불천론」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증명

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一切諸法, 緣會而生”: 若色、若心, 因緣會集, 而後生起.

“일체 제법은 인연이 모이면 생긴다.”: 색[물질]이든 마음이든 인연이 모

인 후 생긴다. 

“緣會而生, 則未生無有”: 緣離則滅, 初句躡前, 因緣是因, 諸法是果, 因

無果有, 無有是處, 此約前際. 後句: 既法自緣生, 有為遷謝; 因緣離散, 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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爾. 清涼聖師云: “緣生無性, 當體即真.” “性空故, 故曰法性”: 真空是諸法

之性.

② “이것으로 추리해 보면, 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있음’은 실은 

항상 공한 것이다. 제법의 본성이 항상 공한 것이기에 이를 성공이라 한

다.”: 이는 바로 말단으로 근본을 드러낸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의 존재를 보면, 이미 단지 인연이 모여 생긴 것이기에 어찌 인연이 다

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사라지겠는가!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현

재도 항상 흩어지는 것이므로 바로 지금 역시 사라지는 것이 된다. 색이 곧 

공한 것이다. 그 본성이 이와 같기에 연생은 바로 성공인 것이다. 청량징

관은 “인연이 모여 생긴 존재는 본성이 없으니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다.”

라고 말했다. “성공이기에 법성이라 말한다.”: 진공은 제법의 본성이다. 

③ “法性如是, 故曰實相”: 如是謂空也. 空無相故, 故名實相. “實相自無, 

非推之使無, 故名本無”: 緣集之法, 當體元空. 如鏡像、谷響, 不待推斥, 使

令無之, 即此實相, 為本無也. 下論云: “豈待宰割以求通哉!”60) 此揀小乘析

色名空. 上列名則從本及末, 此中推義, 則自末至本. 然本末鎔融, 非前非

後, 非一非異也.

③ “법성이 이와 같기에 실상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공이다. 공은 모

양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부른다. “실상은 스스로 공한 것이지 강제로 분석

해 성공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무라고 부른다.”: 인연이 모여 생긴 존재

는 그 자체가 원해 공하다. 거울에 비친 모습, 계곡의 메아리 등은 자르고 

물리쳐 없음이 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며 또한 본무이다. 

60)   「부진공론」에 나오는 말이다.

法滅謝, 此約後際.

“인연이 모이면 생기기에,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법은] 사라진다. 앞 구절은 바로 위의 말을 받은 

것이다. 인연은 인[원인]이고 제법은 과[결과]이며,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이런 일은 없다. 이는 과거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뒷 구절: 이미 법이 인

연으로 생겼기에 유위법은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제

법은 소멸된다. 이는 미래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如其真有, 有則無滅”: 真謂真實. 若法實有, 有應無滅; 法既隨滅, 知非

真有. 下論云: “夫有若真有, 豈待緣而後有哉!”58) 《中觀》云: “法若實有, 則

不應無”59)等.

“만약 그 법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다.”: 진眞은 진실을 말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있

음은 당연히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존재가 이미 인연을 따라 없어졌기에,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진공론」에서 “있음이 만약 

진짜로 있는 것이라면, 어찌 인연을 기다린 후에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중론』에는 “존재가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없음이 아니다.”고 

했다.  

② “以此而推, 故知雖今現有, 有而性常自空. 性常自空, 故謂之性空”: 

即末顯本也. 約前後際, 觀現在法, 既但緣集而生, 豈待緣離, 然後方滅! 以

因緣非和, 即今常離, 即今亦滅, 色即是空, 其性本然, 故即緣生, 是性空

58)   「부진공론」에 나오는 말이다.

59)   『중론 권제1·관인연품』에 있는 구절. 청목이 해석한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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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하는, 두 번째 비유비

무의 가르침을 밝힌 것으로 「부진공론」의 가르침·근본이 된다. “말하는 

것”은 경전과 논소가 말한 것을 나타낸다. 『대반야바라밀다경』에 “색은 공

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다. 수·상·행·식 역시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다.”고 했다. 『열반경』은 “불성은 허공처럼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토끼 뿔처럼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론』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은 상常에 집착하는 것이고, 반드시 없다는 것은 단멸斷滅에 집착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음과 없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상은) 지금 경전과 논소로 이 말[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공

통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所“言不有”者, “不如有見常見之有”; 而“言不無”者, “不如邪見斷見無.” 

故云: “爾耳.” “有見”者, 謂有所得見也; “邪見”者, 謂無所得見也; “常見”者, 

猶是有見; “斷見”者, 猶是邪見也. 又“有見”者, 謂有我見也; “常見”者, 謂身

是常也; “邪見”者, 謂無我見也; “斷見”者, 謂身是無常也. 《中論》云: “我於

過去世, 為有為是無. 世間常等見, 皆依過去世. 我於未來世, 為作為不作. 

有邊等諸見, 皆依未來世也.”68) 亦可此中, 通以計萬法定有為有, 定無為無, 

有則是常, 無則為斷也. 

“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유견과 상견의 있음과는 다르다.” “없

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견과 단견의 없음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럴 따름이다.”고 말한다. “유견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사견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가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68)   『중론 권제4·관사견품觀邪見品 제27』의 첫 번째·두 번째 게송이다.

「부진공론」에서 “어찌 잘라내어 통하도록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것은 

소승의 ‘색을 분석해 공’이라 부르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이름들은 

근본에서 말단에 이르는 것이고, 이 가운데 의미를 추리하는 것은 말단에

서 근본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근본과 말단이 함께 용해되어 앞

도 뒤도 없고, 같음도 다름도 아니다. 

[3] [본문] ① 言不有、不無者, 不如61)有見、常見之有, 邪見、斷見之無耳. 若

以有為有, 則以無為無. 有旣不有, 則無無也. ② 夫不存62)無以觀法者, 可謂

識法實相矣. 是謂雖觀有而無所取相. 然則法相為無相之相63), 聖人之心為

住64)無所住矣. ③ 三乘等觀性空而得道也. 性空者, 謂諸法實相也. 見法實

相, 故云正觀. 若其異者, 便為邪觀. ④ 設二乘不見此理, 則顛倒也. 是以三

乘觀法無異, 但心有大小為差耳.

[3] [원강소] ① “言不有不無者”下,　第二、明非有非無宗, 為《不真空論》之

宗本也. “言者”謂經論所言也. 《大品經》云: “色非空非不空, 受想行識非空

非不空.”65) 《涅槃經》云: “佛性非真如虛空, 非無如兔角.”66) 《中論》云: “定有

則著常, 定無則著斷. 是故有智者, 不應著有無.”67) 今通釋經論此語. 

61)   ‘불여不如’는 다르다는 의미다.

62)   ‘존存’은 집착하다는 뜻이다.

63)   무상지상無相之相도 일종의 상相이다. 성공性空에 정통한 승조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
다.

64)   첫 번째 주住는 관찰하다 혹은 관찰 후 얻은 인식 등을 뜻한다. 두 번째 주住는 집착하다로 해석된

다. 

65)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권72·초분관행품 19之3』에 있는 구절이다.

66)   『(36권본)대반열반경 권제33·가섭보살품 제24之3』에 있는 구절이다.

67)   『중론 권제3·관유무품觀有無品』의 10번째 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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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實相也. “聖人之心為住無所住”者, 此謂般若也. 安住無為, 名之為住, 住

無所住故, 名無住也.

② “무無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보는 자” 이하는, 앞에서 이미 유와 

무를 제거[비판]했기에, 지금 유와 무 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 이 구절은 ‘무무구’ 즉 ‘없음은 없음이 아니다’를 해석한 것이다. “이는 

비록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다.”는 것은 ‘유무구’를 다시 해석한 것이다. “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본다.”에서 ‘무無’는 ‘비무非無’를 말한다.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다.”에서 ‘유有’는 ‘비유非有’를 가리킨다. 비유비무가 

바로 중도가 된다. “그러나 제법의 모습은 모습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실상을 말한다. 정해진 상이 없기에 무상이라 부르며, 상이 없음을 상으로 

삼기에 실상이라 말한다. “성인의 마음은 사물을 관찰하나 거기에 집착하

지 않는다.”는 것은 반야를 말한다. 함이 없음[무위無爲]에 머무는 것을 ‘주住’

라 하고, 집착 없음에 머무르기에 ‘무주無住’라 한다. 

③ “三乘等觀性空而得道”者, 前云: “有既不有, 無亦不無”, 皆是性空之

妙理, 三乘聖人, 同觀此理, 而後成道也. 《涅槃經》云: “觀十二因緣智慧, 凡

有四種. 一者下; 二者中; 三者上; 四者上上. 下智聲聞; 中智緣覺; 上智菩

薩; 上上智是佛.”69) 開佛及菩薩, 故有四種, 合佛及菩薩, 則有三種. 然此三

人, 同觀因緣性空, 故得成三乘道果也. 《金剛般若經》云: “一切賢聖70), 皆以

無為法, 而有差別.”71) 此之謂矣. “性空者, 諸法實相”者, 諸法性空, 此是真

69)   『(40권본)대반열반경 권27·사자후보살품 제11之1』에 있는 구절이다.

70)   일반적으로 견도見道 이상을 성인聖人, 견도 이하를 현인賢人이라 부른다.

71)   『금강경·무득불설분』에 이 구절이 있다. 

“상견이라는 것”은 “몸은 항상 있다”고 보는 것을 가리키며, “사견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단견이라는 것”은 “몸

은 완전히 무상한 것이다”고 보는 것이다. 『중론』은 “내가 과거에 존재 했나 

존재하지 않았나? 세간은 항상 상주하는가 등의 견해는 모두 과거세에 의

존한 것이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까  하지 않을까? 유변有邊인가 등의 

견해는 다 미래세에 의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보편적으로 만

법이 반드시 있음은 항상 있음, 반드시 없음은 항상 없음, 있음은 상견, 없

음은 단견이 된다.  

“若以有為有, 則以無為無”者, 有若定是有, 無則定是無也. “有既不有, 

則無無也.” 有本有重無字, 有本但有一無字, 若有兩無字, 則此句已足. 言

有既非有, 言無亦非無也. 若唯有一無字, 則此句遣有, 後方始遣無, 今以重

無字為正也.

“만약 있음이 항상 있음이라면, 없음은 항상 없음”이라는 것에서, 있음

은 반드시 있음, 없음은 반드시 없음을 가리킨다. “있음이 진짜로 있는 것

이 아니듯이, 없음도 아무 것도 없음은 아니다.”에서 있음은 본래 있음이

며 ‘무無’ 자가 둘이다. 유는 본래 유자만 있지 하나의 ‘무無’ 자도 없다. 만

약 무자가 둘이라면 이 구절은 이미 족하다. 유有는 비유非有를 말하며, 

무無는 비무非無를 말한다. 만약 ‘유有’ 자만 있고 하나의 ‘무無’ 자도 없다

면, 이 구절은 ‘유有’를 비판한 것이 되고, 뒤 구절은 ‘무無’를 비판한 것

이 된다. 지금 ‘무無’ 자가 둘 있는 것이 올바르다.  

② “夫不存無以觀法者”下, 前既雙遣有無, 今更覆疏兩義. 今此句覆疏無

無句也. “是為雖觀有而無所取相”者, 此句覆疏無有句也. “不存無以觀法”, 

則無非無也. “觀有而不取相”, 則有非有也. 非有非無是為中道矣. “然則法

相為無相之相”者, 此謂實相法也. 無有法相, 名為無相, 以此無相為相故,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겁외사에 

성철 스님 기념관이 있다. 성철 스님 

기념관에 봉안되어 있는 성철 스님상

에 신도가 삼배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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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오집해] ① “言不有不無者, 不如有見常見之有, 邪見斷見之無耳.”: 卽

前二論. 宗本言者, 聖敎量72)也. 不有卽眞諦, 不無卽俗諦. 以眞破常, 不如

凡夫有見之有; 以俗破斷, 不如外道邪見之無. 淸凉云: “無性緣生故空, 則

非無見、斷見之空, 爲眞空也. 無性緣生故有, 則非常見、有見之有, 爲幻有也. 

幻有則是不有有, 眞空則是不空空. 不空空故名不眞空, 不有有故名非實有. 

非空非有是中道義.”73) 旣空有互陳, 以顯中道. 總前二論, 宗本非臆注也. 

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있음과 항상 있음을 

말하는 견해의 있음’과 ‘그릇된 견해[없음]와 항상 없음을 말하는 견해의 없

음’과는 다르다.”: (이는) 앞의 두 글 즉 「물불천론」과 「부진공론」을 가리킨

다. 종본의가 말하는 것은 성교량이다. ‘있음이 아니다’는 진제고 ‘없음이 

아니다’는 속제다. 진제로 상견常見을 깨트리는 것은 범부가 말하는 유견의 

있음과 다르고, 속제로 단견을 논파함은 외도가 말하는 사견의 없음과 다

르다. 청량 징관은 “타고난 자성이 없이 인연에 의해 태어나기에 공이다. 

이는 무견 단견의 공과 다르며, 진공(성공)이다. 타고난 자성이 없이 인연

에 의해 태어나기에 있음이다. 이는 상견 유견의 없음과 다르며, 거짓으로 

있는 환유이다. 환유는 있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진공은 공함이 없는 것

이 아니다. 공함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부진공’이라 하고, 있음이 있는 것

이 아니기에 ‘실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비공비유가 바로 중도의 의미다.”

라고 말했다. 없음과 있음이 서로 교대해 중도를 드러냈다. 「물불천론」과 

「부진공론」을 종합한 「종본의」의 해설이 제멋대로인 것은 아니다.

72)   성교량은 성전聖典 및 위대한 사람(붓다)의 말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73)   청량징관(?~839)이 지은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4』에 있는 말이다.

實之理, 故名實相也. “見法實相, 故為正觀”下, 見空為正, 見有為邪也.

③ “성문 연각 보살도 성공을 관찰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앞의 “있음

은 있음이 아니고, 없음도 없음이 아니다.”는 구절은 성공의 신묘한 이치

를 말한 것인데, 성문·연각·보살도 모두 똑같이 이 이치를 깨닫고 붓다

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열반경』에 “십이인연을 보는 지혜에 4종이 있

다. 하·중·상·상상이 그것이다. 하는 성문, 중은 연각, 상은 보살, 상상

은 붓다를 말한다.”고 말했다. 불과 보살을 분리하면 4종이나, 불과 보살

을 합치면 3종이 된다. 이 세 종류는 모두 인연과 성공의 이치를 보고 깨

달음의 과보를 얻는다. 『금강경』에 “일체 성인과 현인은 모두 무위법을 이

해하고 깨닫지만, 깨달음의 깊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를 말

함이다. “성공은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제법의 성공은 진실한 이치이

므로 실상이라 부른다. “법을 보매 실상을 깨닫는 것을 정관이라 한다.”는 

구절 이하는 공을 깨달으면 정관正觀, 유有를 보면 사관邪觀임을 나타낸다.

④ “設二乘不見此理, 則顛倒”者, 有本作‘故’字, 非也. 設謂假設. 假令二

乘不見性空, 則是顛倒, 而今見空故, 非顛倒也. “是以三乘觀法無異”下, 既

云: “非倒.” 而有三乘之異者, 為“心有大小”, 智有淺深故也.

④ “만약 성문과 연각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즉시 잘못된 인식으

로 변한다.”에서 어떤 판본에는 (즉則을) ‘고故’ 자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설設은 가정하다는 의미다. 만약 성문과 연각이 성공을 깨닫지 못

하면 전도되지만, 지금 공을 깨달았기에 전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

문 연각 보살이 법을 깨달음에는 차이가 없다”는 구절 이하는, 이미 잘못

됨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성문·연각·보살의 깨달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을 “크고 작음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지혜의 깊고 얇음이 있기 때문

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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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辭]에 두기 때문이다. 말과 공정함이라는 차이 때문에 (의미 해석이) 제

한적이 되고 잘못된 것이지, 개인적인 특장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若以有為有, 則以無為無”: 若以定常爲有, 則以執斷爲無. “만약 있음이 

항상 있음이라면, 없음은 항상 없음일 것이다.”: 만약 상견常見에 고정됨으

로서 유有가 된다면, 단견斷見에 집착함으로서 무가 된다.

“有旣不有, 則無無也”: 有旣不立, 無亦不存. “있음이라는 말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없음이라는 말도 ‘아무 것도 없음’은 아니다.”: 있음

이 성립되지 않으면, 없음 역시 존재할 수 없다.

② “夫不存無以觀法者, 可謂識法實相矣”: 明眞卽俗, 以示中道. “무릇 무

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보는 자를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진제를 밝힘이 속제이며, 이로써 중도를 보인다.

“是謂雖觀有而無所取相”: 會俗歸眞, 釋成中道, 上顯性, 下造修. “이것

은 비록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

낸다.”: 속제를 모아 진제로 돌아가 중도가 이뤄짐을 해석했다. 위로는 본

성을 나타냈고 아래로는 수행을 성취했다.

“然則法相為無相之相79)”: 境無相也. 《涅槃》云: “實相爲無相之相.”80) “그

러나 제법의 모습은 모습이 없는 모습이다”: 대상은 모습이 없다. 『열반경』

은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聖人之心為住無所住矣”: 智無緣也. 淸凉云: “智契卽事之理, 無所住

79)   무상지상無相之相도 일종의 상相이다. 성공性空에 정통한 승조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
렵다.

80)   『(36권본)대반열반경 권제36·교진여품하下』에 “無相之相名爲實相”이라는 구절이 있다.

昔人74)以前文爲《不遷》宗本, 此文爲《不眞》宗本, 無乃75)太局乎! 有謂不有

不無問, 非斷非常答. 此又失之遠矣. 何者? 序不云乎: “但宗本蕭然, 莫能致

詰.”76) 以此較之, 灼然相反, 後二從可知矣.77) 與其得一而失三, 不若文局而

義通. 然則辯以局失互違者, 夫集義前哲存乎公, 析論當世存乎辭. 辭而且

公, 故局與失, 不敢私讓焉.

옛 사람(당나라 원강)은 앞의 글은 「물불천론」의 종본의의며, 이 글은 「부

진공론」의 종본의라고 했다. 이는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누

가 ‘불유불무不有不無’로 물으면 ‘비단비상非斷非常’으로 대답하라고 한 것 역

시 해석이 잘못되어 (본 뜻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왜 그런가? 혜달이 「조

론서」에서 “본래 ‘지극한 근본’은 텅 비어 질문하고 문답할 수 없다.”라고 말

하지 않았던가? 이 말로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혜달의 서문과) 어긋남을 알 

수 있다. 뒤의 제2, 제3의 문답도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애공靄公78)이 수

기手記에서 일심은 얻었으나 세 번의 문답 형식으로 「종본의」의 의취를 논

구한 것은 잘못됐다. 애공의 해석 보다는 글의 의미는 비록 제한적이나 일

심에 통하는 원강의 설명이 상대적으로 더 낳다. 그러한 즉 (의미를) 제한적

이고 잘못 해석해 (본 뜻과) 어긋난 것은, 무릇 앞 시대의 현명한 사람들은 

공정함에 의미를 모으고, 지금 사람들(송나라)은 『조론』을 분석하는 중점을 

74)   당나라 원강을 가리킨다.

75)   무내無乃는 “너무 …지 않는가?”라는 의미다. 

76)   혜달이 지은 「조론서」에 나오는 말이다. 「조론서」 해석은 『고경』 제66호를 참조하라.

77)   『조론집해령모초』에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有謂」者, 卽靄公手記作三重問答科之, 初
不有不無問, 非斷非常答; 二漚和般若問, 權實雙彰答; 三泥洹眞諦問, 究竟極果答. 「失之遠矣」者, 旣
與序文相反, 則失之太遠矣. 較音校, 較量也. 「後二從可知」者, 初一重問答旣違序文, 後二重亦然, 故
云「從可知矣」.”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模鈔校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 p.45.

78)   누구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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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문·연각·보살이 법을 보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마

음의 씀씀이에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실상을 깨닫는 것에

는 차이가 없으나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다르다. 상 근기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구비하고, 중·하 근기는 지혜는 있으나 자비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크고 작음이 구분된다. 후자는 인과 과를 따로 설명한 것이다.

[문재소] ① “言不有不無者”, 諸經論中多明四句, 謂有、無、亦有亦無、非有

非無, 依法表德, 不出此四. 又約破計遣謗亦有四句, 謂非有、非無、非非有非

非無、非亦有亦無. 今所牒者, 前之第四及後之初二句, 所以偏牒此而明者, 

為遣二見故, 遮示中道故, 令心無住故為下《不真空論》之宗.

①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경전과 논소에 4

구를 설명한 것이 많은데 ‘유·무·역유역무·비유비무’라고 말한다. 방법

에 의거해 양식을 표현한다면 이 넷을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을 깨트려 비

방을 없애는 방식에서도 4구가 있는데 ‘비유·비무·비비유비비무·비역

유비역무’가 그것이다. 지금 중복된 것은 앞의 네 번째 구절 즉 ‘비유비무非

有非無’와 뒤의 첫 두 구 즉 ‘비유非有·비무非無’는 4구를 편향되게 중복했는

데 이는 유견有見과 무견無見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중도를 드러내는 것을 

막기에 마음에 집착함이 없도록 만든다. 따라는 이는 「부진공론」의 핵심인 

것이다.

“不如(同也)有見常見之有, 邪見斷見之無耳.”　初約破計以釋. 《佛性論》

第三云: “一切諸見不出有無二種. 由有見故, 所以執常. 於無見中, 復有二

種. 一、邪見, 謂一切無因無果, 並撥三世故. 二、斷見, 謂唯有現在不信未來

故.” 準此因有生常, 因無生邪斷之二也, 故論雙敘之, 經中為破此見, 而云

不有不無. 論敘云: “不同計有之見是常見之有”, 故云不有; 不同計無之見是

矣.” “성인의 마음은 사물을 관찰하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혜(반

야)는 대상의 구별이 없다. 청량 징관은 “지혜가 계합되면 ‘사事’를 체득함

이 곧 ‘이理’이니 집착[머무를 바]이 없다.”고 했다.

③ “三乘等觀性空而得道也”: 三乘雖殊, 觀法無差. 皆了性空, 而得道果. 

“성문 연각 보살도 성공을 관찰하고 깨달았다.”: 성문 연각 보살이 서로 

다르나 법을 관찰함에는 차이가 없다. 모두 성공을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

는다.

“性空者, 謂諸法實相也”: 諸法從緣, 卽無相矣. “성공이라는 것은 제법의 

실상이다.”: 제법은 인연을 따르기에 정해진 모습이 없다.

“見法實相, 故云正觀”: 智皆冥理. “법을 보고 실상을 깨닫는 것을 정관

이라 한다.”: 지혜는 모두 실상과 완전히 계합한다.

“若其異者, 便為邪觀”: 心行理外. “만약 이와 다르면 그것은 그릇되게 

보는 것이 된다.”: 이치 밖에서 찾기에 그릇되게 보는 것이 된다.

④ “設二乘不見此理, 則顛倒81)也”: 同斷見修82), 同出三界, 設迷實相, 則

墜四倒. “만약 성문과 연각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즉시 잘못된 인

식으로 변한다.”: 견혹과 수혹을 함께 끊고, 동시에 삼계를 벗어난다. 성문

과 연각이 만약 실상을 잘못 알면 범부처럼 사전도四顚倒에 떨어진다.

 “是以三乘觀法無異, 但心有大小為差耳”: 觀理雖然無異, 而悲智之心有

殊. 上根之士, 悲智雙運. 中下之流, 有智無悲. 故分大小耳. 後因果離說. 

81)   사전도四顚倒를 말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 더러운 것
을 깨끗하다고 보는 것; 무아를 아가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82)   『조론집해령모초』에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同斷見修」者, 見卽八十八使, 見惑見道斷
故; 修卽八十一品, 修惑修道斷故, 皆二乘煩惱障, 故云「同斷」也.” 伊藤隆壽·林鳴宇撰, 『肇論集解令
模鈔校釋』,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 p.49.



 성철 스님의 손상좌이자 원택 스님의 

제자인 일묵 스님이 10월14일 개원한 

제따와나(기원정사) 선원 전경. 

강원도 춘천시 남면 윗박암길 

53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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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없음이라는 말도 아무 것도 없음은 아니

다.” 이는 인연이 모이면 (법法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법이) 소멸된다

는 기멸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의 두 구절은 서로 인연이 되어 일

어남을 설명했는데, 다만 하나하나의 견해가 잇따라 생김을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소를 보면 뿔이 있고 토끼는 뿔이 없음을 말하는 것 등이 이것

이다. 그래서 『대승밀엄경』은 “모습 있는 사물[유법有法]을 기다려 무견無

見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치료되어야 될 병이다. 뒤 두 구절은 서로 

인연이 되어 사라짐을 설명한 것이다. 만약 하나하나 치료하면 따라서 없

어진다. 경전에 이미 ‘비유’를 말했기에 ‘비무非無’도 말했다. 그래서 『대승

밀엄경』은 “모습 있는 사물은 본래 없는 것이니 무견은 어디에 의지할 것

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위대하도다! 정교

하고 세세하게 남김없이 묘사한 경전의 가르침이여!  

② “夫不86)存(猶取也)無以觀法者, 可謂識法實相矣. 是謂雖觀有而無所取

相.”　約觀行87)釋也. 法即緣生諸法, 謂從緣雖空, 不可存無以觀, 無則三學、

六度與五逆88)、十惡, 空而無果, 由非無故, 一切法皆立也. “不取相”者, 謂緣

起雖有, 亦不可取相以觀, 取則有為生滅, 行何契真? 由非有故, 心不住相, 

建一功立一德靡不合道. 如斯見法, 方識實相, 實相之言在上義屬於下, 即

中道佛性觀也. 此中意趣無邊, 不能繁敘, 如涅槃及止觀等說. 上三義89)釋

86)   『대정신수대장장』본에는 ‘욕欲’ 자로 되어 있으나 ‘불不’ 자가 맞다.

87)   관행觀行은 관심觀心 행법行法의 준말로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말한다. 

88)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 붓다의 몸에 상처를 입혀 출
혈出血시키는 것; 교단의 화합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 등 다섯 가지 중죄를 말한다. 이 죄를 지으
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해 오무간업이라고도 한다. 

89)   約破計以釋·約起滅釋·約觀行釋 등 세 가지 해석을 말한다.  

邪見斷見之無, 故云不無, 不如二言貫下邪斷.

“있음과 항상 있음을 말하는 견해의 있음과 그릇된 견해[없음]와 항상 없

음을 말하는 견해의 없음과는 다르다.” 첫 번째는 분별을 통박하는 관점에

서 해석한 것이다. 『불성론』 제3에 “일체의 견해는 유견·무견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견有見이기에 상견常見에 집착하고, 무견無見 가운데는 두 가지

가 있다. 첫 번째는 사견이다. 일체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며 과거·

현재·미래를 없애는 견해가 이것이다. 두 번째는 단견이다. 오직 현재만 

있고 미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따르면 유견에서 

상견이 생기고, 무견無見에서 사견邪見과 단견斷見이 생긴다. 그래서 「부진

공론」이 두 가지를 논해 서술했다. 경전에서는 이 견해를 논파하고자 ‘불유

불무不有不無’라고 말했다. 「부진공론」은 “유有에 집착하는 견해와 다른 것

이 상견의 있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불유不有’라고 했다. 무無에 집착

하는 견해는 사견과 단견의 ‘무無’이기에 ‘불무不無’라고 했다. 두 말[불유와 

불무]이 사견과 단견을 직접 관통하는 것과는 다르다.

“若以(猶執也)有為有(常也), 則以無為無(斷也); 有既不有, 則無無也.”　約

起滅釋83)也. 初二句明相因而起, 但起一見一見隨生, 如見牛有角謂兔無角

等, 故《密嚴》云: “要待於有法, 而起於無見.”84) 此所治之病也. 後二句明相

因而滅, 苟治一見一見隨亡. 經中既云非有, 故亦非無, 故《密嚴》云: “有法

本自無, 無見何所待?”85) 此能治之藥也. 偉哉! 善巧曲盡經旨.

“만약 있음이 항상 있음이라면 없음은 항상 없음일 것이다. 있음이라는 

83)   ‘기멸석起滅釋’은 ‘인연이 화합하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한다.’는 논리로 해석한 것을 말한다. 

84)   『대승밀엄경』 권중卷中에 있는 구절이다.

85)   『대승밀엄경』 권중卷中에 있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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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법의 모습”이라는 것은 객관 대

상인 경境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실상에 속한다. 이미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거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집착 않는 마음에 대

해 의미상으로 ‘모습’을 말해야 하기에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할 따름이

다. “성인 등”은 대상을 보는 주관인 마음이며, 무분별지혜를 체득했기에 

성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10지에 오르기 전이지만 진여삼매를 닦는 수행

자 역시 유와 무의 양변을 비추는 쌍조雙照를 수행하기에 머무른다고 말하

나, 이미 무無에 집착하지 않고 모습 또한 취하지 않기에, 머무르나 실은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성종의 수행자는 비록 범부의 계박[번뇌]에 묶

여 있으나 - 만약 과거에 훈습된 것이 진실로 마음에 남아 있다면 - 지금 

성인의 마음을 일으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든다.

③ “三乘等觀性空而得道也. 性空者, 謂諸法實相也.”　等謂平等, 道謂自

乘菩提, 所以約人辨者, 恐疑實相之外別有三乘異證, 而不知三乘機器隨熏

有差所觀性空無異, 故身子云: “我等同入法性.”90) 佛讚迦葉同一解脫, 亦如

三獸渡河91)河無異水.

③ “성문 연각 보살도 성공을 관찰하고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것은 제

법의 실상이다.” 등等은 똑같이[평등하다]는 의미다. 도道는 자승[自乘. 스스로 

건너는 수레]의 깨달음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변별하면, 실상 

밖에 삼승의 다른 깨달음이 별도로 있다고 의심하나, 이는 훈습된 삼승의 

근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공을 깨닫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90)   『묘법연화경 권제2·비유품 제3』에 나오는 말이다.

91)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43』 등 여러 곳에 토끼·말·코끼리가 물을 건너는 비유가 나온다. 

名, 前二離過後一成行.

② “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법을 보는 자를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만물을 관찰하나 그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수행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법[사물·관념]은 인

연이 모여 만들어낸 모든 것으로, 인연 따라 생겼기에 비록 공이나, 무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보아야 한다. 무無 즉 삼학·육도·오역죄·십악 등이 

모두 실체가 있는 과보는 없으나 완전히 없음은 아니므로 일체 제법이 모

두 성립된다.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기로 인해 제법이 비록 존

재하나 모습에 집착해 제법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멸이 있는 

유위법을 취取한들 어찌 진리에 계합하겠는가? 그러나 유위법은 ‘있음이 

아님[비유非有]’은 아니기에 마음에 그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공덕을 지음도 하나의 덕을 행함도 진리와 일치하지 않음이 없다. 이처럼 

법法을 봐야 비로소 실상을 깨닫는 데 - 실상이라는 말은 위 문장에 있으

나 그 의미는 아래 문장에 속하는 데 - 이것이 바로 중도로 불성을 파악하

는 것이다. 마치 열반·지·관 등을 설명하는 것처럼 중도불성관의 의취意

趣는 무궁무진하므로 번잡하게 서술할 수 없다. 위의 세 가지 의미로 이름

을 해석했고, 앞의 두 가지 해석은 그릇된 해석에서 벗어남이며, 마지막 해

석은 수행을 이루는 것이다.   

“然則法相為無相之相, 聖人之心為住無所住矣.” “法相”者, 所觀之境屬

前實相也. 既非有無, 何有相狀? 且對無住之心, 義言相爾故, 云無相之相. 

“聖人等”者, 能觀之心, 得無分別, 俱名聖人. 然地前修真如三昧者, 亦許倣

行雙照有無名住, 既不存無, 又不取相, 即住而無住也. 性宗修人, 雖具縛凡

夫, 苟有夙熏, 誠可留心, 今舉聖心, 令人慕式也.

“그러한 즉 제법의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기에 성인의 마음은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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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義, 實義即空.”97) 《清涼鈔》云: “不可不見實義而得道也.”98) 以生空99) 亦

雙空之一分, 又何太異, 故前云等觀.

④ “만약 성문과 연각이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즉시 잘못된 인식으

로 변하고 만다.” 여기에 두 가지 설명이 있다. 첫 번째 설명: 삼승 가운데 

이승(성문·연각)만이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소승이 성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즉시 전도되어 증오의 과보를 얻을 수 없다, 이승은 다만 무상無

常만 알고 상常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된다, 이는 대소승의 형태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소승도 이러한데 ‘하물며 대승이야 더 말

해 무엇 하겠는가?’라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설명: 앞에서 삼승이라 했

다. 이는 통교에서 배워야만 되는 법공法空을 말한다. 즉 동등하게 실상을 

체득하면 정관이 된다. 지금 이 이승은 바로 장교에 속하는 자들로 법이 

공空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만약 법공을 모르는 

성문과 연각도 반드시 성공의 이치를 관찰하고서 깨달음을 얻는데, 만약 

이 치를 모르면 전도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에

서 청량징관은 “나는 삼장 가운데의 진실한 뜻을 지금 바로 밝힌다. 진실

한 뜻은 바로 공을 말한다.”는 『성실론』의 구절을 인용해 유교를 비판했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

다.”고 말했다. 아공 역시 두 가지 공[아공·법공]의 하나이다. 무슨 큰 차이

가 있겠는가! 그래서 앞에서 ‘등관等觀’이라고 했다. 

“是以三乘觀法無異, 但心有大小為差耳.”　所趣實相唯一, 能趣根宜成

97) 청량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1』에 나오는 말이다.

98) 청량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제6』에 나오는 구절이다.

99) 생공生空은 아공我空을 가리킨다. 인무아人無我를 말한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리불이 “우리들은 같은 법성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붓다도 가섭이 함께 해탈했다고 찬탄했다. 이는 마치 세 마리의 짐

승이 강을 건널 때 강물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見法實相, 故云正觀. 若其異者, 便為邪觀.”　正邪二觀諸經通說, 今約

實相辨邪正也. 《大論》云: “除實相外, 餘皆魔事.” “법을 보매 실상을 깨닫는 

것을 정관이라 말한다. 만약 이와 다르면 그것은 ‘그릇되게 보는 것’이 된

다.” 정관·사관은 여러 경전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실상의 

입장에서 그릇됨과 바름을 변별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 “실상 이외 나

머지는 모두 그릇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④ “設二乘不見此理, 則顛倒也.”　此有二說, 一則、只是三乘中二乘; 意

云設若小乘不見性空之理, 則亦顛倒不克果證, 以二乘但見無常, 不見於常, 

是顛倒故, 此則大小形對可說, 小且尚耳, 況大乘耶? 二則、前云三乘92); 乃

通教93)所被學法空者, 故同觀實相為正觀. 

今此二乘乃藏教94)所被愚法者95), 意云設若愚法二乘亦須觀性空之理而取

證, 若不見此理則顛倒故不證, 《大疏》破有教96)引成實云: “我今正明三藏中

92)   ‘삼승등관三乘等觀’ 부분을 말한다.

93)   ‘통교通敎’는 천태종이 말하는 화법사교化法四敎의 두 번째로 성문·연각·보살에 공통으로 통하는 가
르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반야사상을 가리킨다. 붓다가 일생동안 설법한 가르침을 설법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 것이 화법사교이며 장교藏敎·통교通敎·별교別敎·원교圓敎로 구분된다.

94)   ‘장교藏敎’는 천태종이 말하는 화법사교化法四敎의 첫 번째다. 소승불교를 가리키며 아직 공空의 진의眞

義를 파악하지 못한 단계다.

95)   우법자愚法者는 법法이 공空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다. 법法이 
무아無我임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화엄종이 소승교도를 지칭해 하는 말이다. 

96) 유교有敎는 공교空敎의 반대말로 아공법유我空法有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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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식적으로 『임제록』을 알아야 한다.”

『임제록』은 당나라 임제 스님의 말씀을 모은 책으로, 성철 스님이 극찬한 어

록입니다.

『성철스님 임제록 평석』은 선어록과 선을 보는 성철 스님의 관점이 분명

히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깨달음

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성철 스님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

니다.

성철 스님 임제록 평석

원택 정리

신국판 592쪽 / 25,000원

구입문의  도서출판 장경각 02-2198-5372

•

•

•

異. 器有廣狹; 智有淺深; 運有自他; 進有迂直; 證有單雙, 此則差在於人不

在於法.

“따라서 성문 연각 보살이 법을 보는 것에는 구별이 없으나, 마음 씀씀

이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실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오

직 하나로 같으나, 성취하는 근기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근기에 넓고 좁

음이 있고, 지혜에 얕고 깊음이 있고, 마음을 부림에 자기가 하느냐 타인

이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정진함에 돌아감과 곧바로 나아감이 있고, 깨달

음에 아공만 체득하느냐 아공법공을 모두 증득하느냐의 구별이 있는 것 등

의 차이는 사람에 달린 것이지 법法에 의한 것은 아니다. 

활인검   2012년 6월 북경대 철학과에서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2018년 6월 중앙

민족대 티벳학연구원에서 티벳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월간  『 』  회원 신청서

신청방법1 _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010-8990-5374로 전송

신청방법2 _ 신청서를 Fax 050-5116-5374로 발송

이름           |                                       | 법명                      | 신청일 20       .         .         . (남  여 )

주소           |     

연락처        | 집전화 (       )              -                          | 휴대폰 (       )              -                 

                 | 이메일

운영회원     | 약정일 매월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보시회원     |                       연보시 25,000원 ※CMS 신청시 년 1회 출금됩니다 

※동참회원 구분     계좌이체 회원님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CMS신청 아래 자동이체(CMS) 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고경』 사무실에서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은  행  |                                                            | 계좌번호 |

출금일    10일     25일   ※ 미납시 재출금          일.            일.

예금주 |                                                             | 예금주 생년월일 |            년          월         일

예금주와의 관계 |                                                | 예금주 휴대전화 |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성명,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신청계좌 거래은행명, 예금주 생년월일, 출금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효성에프엠에스(주), 신청 금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자동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효성에프에스(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효성에프에스(주)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로 통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운영회원 자동이체(CMS)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