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뼈1(太‘鐘)와 "1 눌(~띤굶)
지눌의 대혜 계승과 이탈， 그리고 복귀

변희욱
(서울대학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박사 졸업)

1 . 머리말
이

연구는

대혜(大慧，

1089~ 1163) 1)의

선과

지눌(知햄，

1158~

1210)2) 의 선을 재조명하기 위한 글이다. 재조명의 실마리는 지눌이

읽었다는 『대혜어록(大慧語錄)~ 구절이다.
지눌의 선과 대혜의 선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혜의

선과 지눌의 선의 관련을 다룬 연구는 결코 많지 않다. 그 마저도 대
혜의 간화선(看話輝)과 지눌의 경절문(젠載門)의 연관에 집중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혜는 간화선을 제시했음에 틀림없고
지눌도 이를 채택했지만， 정작 지눌이 『대혜어록』을 보고 공부의 마
지막 관문을 돌파했던 구절은 간화라는 수행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
니라 선의 기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대혜가 말한 선의 근본정신이란 션은 존재하는 언제 어디에서건 공
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선은 시끄러운 곳 즉 일상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혜가 생각하는 선의 근본정신과 이로 부터 선을
제대로 체득한 지눌 선의 성격， 둘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구한 연구는 아직 없다.

바로 이 주제가 본 연구가 추적하는 문제이다. “과연 지눌이 발견
한 대혜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 “지눌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
1) 大慧는 號이고， 譯는 宗냉，， 53 1] 號늠 妙喜 또는 雲門이며， 字는 훌臨， 誼號는 普

覺， t홈號는 普光이다

2) 엽號는 收牛子이고， 論號는 佛日普照이며， 행號는 납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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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대혜의 말과 지눌의 이해는 션의 근본정신에 충실한가?"

이들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대혜와 관련된 지눌
의 말과 지눌이 읽었다는 대혜의 말을 지눌의 저술인 「권수정혜결사
문(歡修定慧結社文 )J 과 「수심결(修心행) J , 그리고 대혜의 어록인 『대

혜어록』에서 발굴하여 그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II. 대혜와 지눌의 만남
대혜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지눌하면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
대혜와 지눌은 몇 천억 겁의 인연을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다. 지
눌의 선이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라고 평가-3)받게 한 데에 대혜

가 있었다. 그리고 지눌이 간화선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었던 데에도

대혜가 있었다. 지눌이 대혜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대혜를 만났기
에 그는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션의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지눌이 대혜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이렇게 독백한다
내(知챔)가 보문사에 거처한 지 10 여 년이 지났다

비록 뜻을

얻고 수행함에 소홀하지 않았지만， 정견(情見)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아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치 원수와 함께 있

는 것 같았다 지리산에 거처할 때에 『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

輝師語錄)~을 구하게 되었는데， r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선은 고요한 곳에만 있는 것도 시끄러운 곳에만 있는 것

도 아니다. 또 일상생활 가운데만 있는 것도 분별적으로 사고하
는 가운데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요한 곳과 시끄

러운 곳， 일상생활 하는 것과 분별적으로 사고하는 것 [모든 상황
에서] 참구하라， 이렇게 하면 홀연히 눈이 열려 모든 것이 자기 자
신의 본래적 완전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대목에서 계합
하여 깨치게 되니 자연스러워져서， 그 불건이 마음에 장애가 되지

3) Shim , Jae-ryong , “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Korean Zen
Buddhism: the Integration of Sδn and Kyo by Chinul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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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원수와 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 바로 편안해졌다，4)

지눌이 체험한 이 짧은 일화가 한국에 대혜와 그의 어록인 『대혜

어록』이 소개된 사건이다. 그러면 지눌에게 원수를 불리치는 희열을
선사한 그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지눌은 대혜의 말을 제대로 알아튿
고 기뻐했던 것일까. 이 두 의문을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여정이
될 것이다.

대혜는 말한다. 그리고 지눌은 이 말을 보았다. “선은 고요한 곳에
만 있는 것도 시끄러운 곳에만도 있는 것도 아니다 ... 이렇게 하면

홀연히 눈이 열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본래적 완전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대혜가 말한 선，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은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을 가리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가린다면 일상성을
중시하는 선의 강령에 위배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진속불이 정신에

도 어긋난다
대혜는 일상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활동 자체가 공부의 상황이라
고 본다. 공부는 조용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 한정될 수 없고(不在

靜處， 亦不在關處)， 조용한 곳과 시끄러운 곳을 가리지 않는다(不得搖
웹靜處席l 處). 또한 공부의 내용 역시 일상의 현실생활(日用應緣處)과
사고 활동하는(思量分 ~IJ 處) 모두를 포함한다:'5) 그런데 여기서 또 의
문이 생긴다. 시끄러운 곳은 무엇이고 조용한 곳은 무엇인가?

“시끄러운 곳”은 정치를 포함하여 존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가리킨다. 대혜는 공부를 통해 얻는 궁극적 경지는 현실과 격절된 적
정을 얻을 때가 아니라， 일상의 현실생활에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日用塵勞中) 조작과 강제가 없이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때(漸

4) 金君緣 樓 r 昇平府團漢山松廣츄佛 B 普照國師陣銘 井序」， 『普照全書~， p .420,
子엽普門 E 來， 十餘年옷. 雖得意動修， 無虛廢時， 情見未忘， 有物歐鷹， 如훌훌同所.
至居智異， 得大慧普覺輝師語錄f:.， 輝不在靜處， 亦不在席j 處， 不在 日 用應緣處，

不在思量分5jIJ 處. 然第-不得橋 tP 靜處席j處， 日 用應緣處， 思量分5jIJ 處然， 忽‘然眼
開， 方知皆是屋裡事

5)

子於此횟會딩然， 物不많鷹， 警不同所， 當下安樂耳

w 大慧語錄』， 「示妙證居士 J ，

T47:893c-894a,

輝不在靜處， 亦不在厭j 處， 不在 日

用應緣處， 不在思量分꺼 IJ 處， 然第一不得뿜 tn靜處댐l 處， B 用應緣處， 思量分5jlj 處

쌍， 忽然眼開， 方知皆是屋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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漸省力時) 제득한다고 보았다 6)

일찍이 도시의 번잡함과 사람들의 명예욕과 지적 허영이 싫어 산
으로 들어갔던 지눌은， 대혜의 이 말을 보고 대오각성한 것이다. 선

은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곳을 떠나서는 션을 공부할 수
없다.

m.
1.

대혜의 계승과 이탈， 그리고 복귀

계승 혹은 이탈

일상 언제 어디서든 션을 공부해야 한다는 대혜의 주장은 “일상의
마음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돈오선의 강령에 충실하다. 그의 선은
돈오션을 온전히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
는 성격도 있다.
대혜가 제시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는 당시 공부하는 사람이

학문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공부과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중 불
교적인 내용으로는 성불하고 조사가 됨과 조용히 좌선함 그리고 생
사의 문제에 초탈함이 예시되어

있고， 유학적인 내용으로는 가정과

가문에서의 직분 수행과 사회적 교류 그리고 사회적 직분의 수행이
모두 포함된다.7)

6)

f 大慧語錄』， 「答張提JfiJ( 陽꿨 )J ，

T47:92 7b,

繼覺日用塵勞， 中漸漸省力時， 便是

當 A 得力之處，便是當 A成佛作祖之處

7)

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하나의 이해하지 못한 얼

음 붙잡아 밤낮으로 힘써 노력하기를， 차 마시거나 밥 먹을 때나， 기쁘거나 노
여워할 때나， 정갈한 곳이거나 더러운 곳이거나， 처자식이 있는 곳이거나， 손

님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접객하는 경우에나， 관청에서 임무릎 수행하는 경우
에나， 가문의 혼사들 주관하는 경우에나， 모두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여 깨달으
려 했던 시절이다. 옛날에 이문화 도위는 부귀 더미 속에 있으면서 輝의 대철
대오를 참구해 내었고， 梁文公이 輝을 참구할 때는 한림원에서 재직할 시기이

었다. 張無盡이 輝음 참구할 때는 강서의 수송담당관이었다. 이 세 어른들은
곧 일상세계의 모습을 파괴하지 않고도 실제의 양태를 담론할 수 있었다 또
어찌 일찍이 반드시 처자를 버리고 관직음 쉬고 직분을 버리고， 풀뿌리를 씹
어야만 가능하겠는가?" γ 大慧語錄 J ， 「示徐提삐(敎濟 )J ，

T47:899c.

대역1(太t훌)와 지늄(훨혐)

31

특히 사회적 직분 수행은 정치참여로 구체화되고， 정치참여는 정
치 ·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대혜가 유배에서 해제된

다음 해인 1157년 (69세) 아육왕사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
얼상의 현실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널리 펼쳐 임금이 어진 이를
등용하여 천하를 편안케 하고자 하는 뜻에 보답한다면， 진설로 그
대가 아는 바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바라건대 [일상의 현실생
활에서] 별어지는 일을 감당하고 견디어 내어， 끝까지 지금처럼
일을 수행해 나간다변， 불법과 세간법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한편으로 농사지으면서 불법을 오랫동
안 익힌다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어찌 허리에
십만 관을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楊州) 고을의 관리가 됨이 아니
겠는가?8)

놀랍게도 대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수행이라고 주장한다.
선사가 대중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전쟁참여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인데， 대혜는 분명
전쟁을 포함하는 정치의

장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혜는 말 그대로 일상 현실의 모든 조건이 수행해야 하는 상

황이며， 일상 현설에서의 모든 대응 활동이 수행의 과정이어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대혜는 일상 현설 속에서의 진리 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
다. “세간의 현실적 모습을 무시하지 않고 실상에 대해 담론한다 그
리고 이 진리는 볍위(진리 차원)에 있으면서도 세간의 현실적 모습에

8)

c 大慧語錄』， 「答 i王狀元(聖錫 )J ，

T47:939c ,

日 用應緣處， 便 W 張此圍法門， 以報

聖主求賢安天下之意，員不負其所知也 願種種權忍，始終只如今日做將去，佛法
世法， 打作一片. 且戰且햄， 久久純熟， 一짧而兩得之 其非體體十萬實 騎轉 t楊

州乎 , 같은 의미의 글이 다른 곳에도 기재되어 있다 w 大慧語錄』， 「答榮待郞
(옮實 )J ，

T47:939c ,

左右

..

在世界上， 可謂千足萬足 원能於此圍門中， 關身一

鄭， 何止體體十萬實， 騎훌훌上揚州而 B 했. 불楊文公大年， 三十歲見廣慧鍵公， 除
去熾鷹之物， 담是 E 後， 在朝廷居田里， 始 t，f-節
亦非有意輕功名富貴

道之所在， 法如是故也

不寫功名所移， 不寫富貴所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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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한다 "9) 일상 현실에서의 공부는 일상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

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대부에게만 일상의 현실사회가 수행의 장소인 것이 아니다. 선

사에게도 일상의 현실사회를 벗어난 수행은 독해이다. 선사 대혜는
스스로 세상일에 개입함으로써 선사에게도 일상의 현실사회가 공부
의 장소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선의 일상성을 계승했던 대
혜는 서서히 이탈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2.

복귀

위에서 본 것처럼 대혜가 말하는 시끄러운 곳이란 일상의 현실이
고 시끄러운 곳에서의 공부란 사회적 실천까지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선사이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공부는 선불교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공부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실

천은 당연히 마음공부에 근거되어야 한다.
대혜는 이러한 연계의 논리적 근거로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진속불

이(員倚不二)의 논리와 중국철학계의 전통적인 삼교일치 혹은 유불일
치의 논리를 사용한다. 그는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논리를 전개하면서
핵심 용어로 “발휘 · 적용(用)"을 자주 등장시킨다.
먼저 대혜가 진속불이의 논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대
혜는 “세간에 들어가서 출세간을 추구한다”고 하고， 또 “세간법이 불

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이다”고 한다. 두 구절을 연결시켜 해석하면，
“현실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현실의 굴레에 감금
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는 지향을 추구한다면， 현실세상의 진리가
불법이요 불법이 현실세상의 진리이다"1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혜가 현실의 진리와 불법의 진리를 하나로 보는 이러한 사고방

식은 전형적인 진속붙이의 사고이다. 진속불이는 불법과 세간의 통일

T 47:906a , 佛 g 有言， “不壞世間相而談實相"
)(1;, “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10) w 大慧語錄」， 「答注內輪(彦章 )J ， T47:929c , 入得世間， 出世無餘， 世間法則佛法，
9)

w 大慧語錄」， 「示張太템(益之) J ,

佛法則世間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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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대혜 역시 “세간법과 출

세간법은 하나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둘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하나’나 ‘둘’ 혹은 ‘있다’나 ‘없다’로 보는 견해는 병통에 따라 적당한

처방을 받아야 한다"1 1)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속불이는 수행

혹은 공부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불법과 세간의 무차별성’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그가 말하는 세간법과 불법 일치의 진속불이 사고에

따르면， ‘현실사회 속에서 공부해야 한다’와 ‘그 속에서 현실에 감금

되지 않는 지향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필수적으로 확
보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현실세상의 진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혜 역시 진속불이의 전형적인 논리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이 논리체계가 마음공부와 사회적 실천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
혜의 사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대혜는 마음공부와 현
실 속에서의 공부 그리고 현실 개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다만 시끄러운 곳(현설사회)에 있으면서도 대나무 의자와
부들방석에서 공부할 때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평소에 마음을 올곧게 고요히 간직하는 것(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시끄러운 곳에서 발휘 •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만일 시
끄러운 곳에서 힘을 내지 못한다면， 마음을 고요히 간직하는 공부

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12)

@ 이 도는 한계가 없다. 세간의 번뇌도 한계가 없다. 다만 당사
자의 일상 현실에서 지향하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그
래서 『화염경』에서 말하기를， “뭇 세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허공

과 같아서 물들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어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두루 관찰하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려는 큰 서원을 일으켜서
대승을 향한 의지와 서원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며， 모든 편견을
없애고 보살의 평등한 행위와 서원을 닦는다”고 하였다. 이른바
평등한 행위와 서원이라는 것 또한 한계가 없는 마음이니， 지향하

11)

"'大慧語錄」， 「示뿜守熊洞숍ß( 꿨雅 )J ，
言二

...

T47:898c ,

世間出世間法， 不得言-

不得

作→二有無之見者， 對病醫方耳.

12) r 大慧語錄」， 「答曾待郞(天游 )J ， T4T918c, 正在 l뚫j 中， 不得忘짜1竹倚浦團上事.
즈F 音留{、靜勝處， 正要댐1 며用

若席j 中不得力， 씨]似不曾在靜中做工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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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세간의 ‘일’을 공부함에 마음을 쓰지(발휘 · 적용하지) 않으
면 공부가 성취된 것이 아니다. 출세간의 ‘진리’를 공부함에 마음
을 쓰지 않고 짐짓 마음을 쓰논 척만 하고 추구한다면， 천리만리
나 떨어져서 세간의 일과 관계함이 없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마
음의 발휘 · 적용이 없고 모색이 없으며 힘쓰는 노력이 없을 경우
가 바로 딱 힘써야 할 상황이다 13)

공부에는 ‘세간의 일에 대한 공부’와 ‘출세간의 진리에 대한 공부’
가 있다.CD과 같이 대혜는 시끄러운 콧 세간 즉 현실사회에서 활동

하면서 마음공부 즉 근본공부를 간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대
혜는 마음공부에 근거하지 않은 현실참여를 부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혜가 제시하는 공부론은 전형적인 돈오션의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와 같이 마음공부는 현실에서 작용력을 발휘하기 위
한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서의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현설에의 발휘 · 적용이 공부 완성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간의 일에 대한 공부나 출세간의 진리에 대한 공부는 서
로가 서로를 요청하며， 세간의 일에 대한 공부와 출세간의 진리에 대
한 공부 모두 공통적으로 초월이 아닌 일상의 현실(日用， 世間)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대혜의 공부론에서 진과 속의 불이의 논리는 마음
공부와 세간의 일의 불가분성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대혜의 이러한 마음공부와 사회적 실천을 연계시키는 노력은 그의

독특한 삼교일치론 -실제로는 유불일치론을 낳게

되었다. 대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교의 성인이 세운 교는 비록 다므지만， 그

13) T 大慧語錄』， 「示智通居士(黃提宮伯成 )J ， T47:893b , 此道無限齊~， 世間塵勞亦無
限햄. 但看當 AB 用所向如何爾， 故華嚴經7:， “於諸世間， 心如虛空， 無所梁著，
普觀諸 ìî;흉實之相， 發大홉願， ‘澈짧生苦

永不厭홈大乘志願， 澈→切見. 修諸폼

健平等行願" 所謂平等行願， 乃亦無限휩j 心 所向處無障無嚴是也 學世間事， 用

心不폐， 휠IJ 學不成. 學出世間法， 無爾用-L、處， 앙찮擬用，1'.、推求， 則千里萬里沒交涉

옷 雖然如是， 無用心處， 無模*處， 無著力處， 正好著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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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일치로 귀결된다. 이는 만고불변의 뜻이다 "14) 이것은 중국 철

학사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삼교일치론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삼

교일치론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는 또
상이한 의도와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의 말은 대혜가 말하는 삼교일

치론의 특색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삼교의 성인이 가르치신 교화에

선함을 권면하고 악함을 경계하고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지 않은
것이 없다 "15) 삼교의 모든 가르침이 도덕적 교화에 있다는 이 구절

은 “성인”이라는 유학의 용어를 차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권선

징악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선사가 아니라 유학자가 내세울 만한 삼
교일치론이다.
그렇다면 대혜는 무슨 목적으로 유학자가 내세울 만한 삼교일치론
을 언급했을까? 대혜가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학적 관점으
로 해석될 수 있는 삼교일치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도덕적
교화와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다는 뜻일 것이다. 디음 구절에는 대혜
가 불교의 마음공부와 사회적 설천을 연계시킴으로써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난다.
보리심이 곧 충의섬이다 이 둥은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이 마음이 의로움과 만난다변 출세간과 세간을 조금의 모자람이
나 남김없이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 있다. 비록 내가 불교를 공부
했지만 군주를 사모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의로운 사대
부와 똑 같다 힘이 부족하여 세월만 흘렀올 뿐이다. [그러나] 올
바름을 좋아하고 옳지 않음을 증오하는 의지는 선천적으로 지녔
다

...
마음가짐이 바르면 어떠한 해독이나 삿된 이론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계공(成機宜)이 유학 공부에 뜻을 세웠으면 모름지기 확
충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채운 결과를 미루어 사물에까지 미쳐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가 지극하지 못했으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고，

14)

c 大慧語錄J ， 「示張太댐(益之 )J ，

T47:906b ,

三敎聖A 立敎雖異， 而其道同歸一致

T47:912b,

三敎聖 A 탬說之法， 無非動善誠惡正

此萬古不易之義，

15)

ú 大慧語錄.J，

)\{、術

r 示成機宜(季행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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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지극해도 발휘 · 적용이 없으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부가 사물을 교화하지 못했다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공부가 철저함에 이르면 문도 그 안에 있고 무도 그 안에 있으
며， 사(事)도 그 안에 있고 리(理)도 그 안에 있다. 충의와 효도 나
아가 자기를 다스림， 남을 다스림， 제 영역을 안정시킴， 온 나라를
안정시컴의 방법이 모두 그 안에 다 있다 ... 군주에 충성하면서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자는 아직 없다. 또 부모에 효도하면서 군

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아직 없다. 다만 성인의 칭찬에 의거해
서 행동해야 하고， 성인의 꾸지람을 감히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충， 효， 사， 리에서 자기를 다스림， 남을 다스림이 두
루 다 잘 이루어지며 병료해진다 16)

“보리심이 곧 충의심이다. 이 둘은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라
는 이 한마디만큼 대혜가 말하는 유불지향 일치의 본질을 적나라하

게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대혜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교의 마
음공부도 결국에는 “충의"

“효도"

“나라를 안정시킴” 등의 사회적

실천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곧 공부의

“발휘 • 적용(用)"인

것이다.

대혜는 유불일치 자체를 목표로 하거나 이론적으로 유불일치를 논
증하려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 속에 보이는 유불 지향 일치의 성격
을 “일치적 융화론”과 “범종교 운동”으로 해석하는 견해 17) 가 있지만，

그가 유불의 지향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목적은 종교나 사상을 통
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유불일치 혹은 삼교일치는 표변으로
드러난 구호일 뿐이고， “삼교의 성인이 가르치신 교화에 .. , 사람의

16)

~大慧語錄」， 「示成機宜(季옆) j

, T47:912c-913a ,

홈提心則忠義心也， 名異而體

同 但此心與義相遇， 則世出世間， 一網打就， 無少無剩옷. 子雖學佛者， 然愛君憂
國之心， 與忠義士大夫等 但力所不能， 而年運往훗 喜正惡~之志， 與生f具生
心術正則種種雜毒種種%說， 不相 ~ì끔훗. 季鼎立志學{홈， 須是據而充之， 然後推
其餘可싸及物. 何以故， 學不至不是學， 學至而用不得， 不是學， 學不能化物， 不是

學 學 ilJ 微頭處 文亦在其中， 武亦在其中， 事亦在其中， 理亦在其中. 忠義孝道乃
至治身治 A 安國安챔之術， 無有不在其中者

...

未有忠於君而不孝於親者， 亦未

有孝於親而不忠於君者. 但聖 A 所讀者依而行之. 뿔 A 所템者不敢違犯. ~IJ 於忠於

孝於事於理，治身治 A 無不周旅，無不明 7

17)

蔡植洙

r 大慧宗여의 먼、想、빠究 j ，

1975, p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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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을 바로잡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교화하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함 즉 사회적 실천이 그 의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대혜는 마음공부 이후의 사회적 실천
을 요구했는데 이를 대혜 자신의 말로 요약하자변 이렇다. “공부가
지극하지 못했으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고， 공부가 지극해도 발휘 ·
적용이 없으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부가 사물을 교화하지 못

했다면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에서 파약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혜의 공부론에서는 “공부
(學)"와 “발휘 · 적용(用)"이 핵심적인 개념이다. 대혜의 글에는 “學”

이라는 어휘는 빈출하고 있으며， “用”이라는 어휘도 “學”과 짝을 이
루면서 등장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學”은 일차적으로는 마음공부 즉 근본공부를 의미하며， “用”은 외부
에 대한 지향과 개입을 의미한다. 그런데 “用”은 근본공부로 확인된

본성의 발휘 · 적용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用”을 발휘 · 적용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곧 근본공부로 확인된 본성
의 발휘 · 적용이 바로 외부에 대한 지향과 개입이며， 마음공부 이후
에 이어지는 사회적 설천인 것이다.

요컨대 대혜는 “學”이란 어휘로 공부론의 골격을 말하고 있으며，
공부를 완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회적 실천을 본성의 발휘 · 적용이

란 의미로서 “用”이란 어휘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혜는
마음공부와 사회적 실천을 연관시킴에 발휘 · 적용이란 의미의 “用”을
중심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대혜는 공부는 사회적 실천으로 넓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전에 마음공부(心術正)를 펼수적으로 요구한다. 그가 요구하는 마음

공부는 선불교의 그것이다. 이 점에서 대혜는 선불교를 온전히 계승
한 것이며， 유학적 실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탈의 변모를 보이다
가도 궁극적으로는 선불교로 복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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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눌의 계승과 이탈， 그리고 복귀
1. 계승 혹은 이탈
지눌은 대혜의 말에서 깨달음의 마지막 언덕을 념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혜의 간화 공부를 돈오의 지름길로 채택했다. 이 점에서 지
눌은 대혜를 온전히 계승했다. 그런데 대혜 선의 핵섬은 바로 간화와

마음공부와 실천의 연계이다. 그는 대혜가 요구한 시끄러운 곳에서의

공부를 모든 상황에서의 간화 공부로 해석했으며， 대혜가 요구한 실
천을 보살도로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옛 스님이 말씀하시길， “보살은 본래 남을 제도하려 하기 때문
에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한가하고 고요한 곳이라야 선정을

이루기 쉽고 욕심이 없는 두타행이라야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 있
다”라 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미 남을 제도할 서원을 세웠
으면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으라. 도력이 있으면 자비를 구름처럼
펼치고， [보살]행의 바다에 물결을 출렁거리게 하여 미래세가 다

하도록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구제하고 삼보에 공양하여 불가의
사명을 이을 것이니， 어찌 고요함에만 탐착하는 무리틀과 같겠는
가7 18 )

지눌은 결사문에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을 비롯한 결사

참여자는 다른 수행승과는 다르게 고요함에만 탐착하지 않고 “중생

의 온갖 괴로움을 구제하고 삼보에 공양하여 불가의 사명을 이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지눌이 말한 자부섬의 핵섬은 불가의 사명
을 이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중생의 고통 구제이다. 그리고 중생
구제의 선결 요건으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대혜가 실천 이전에 큰본 공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8)

r 勳修定慧結社文」， 『普照全書~，

p.22 ,

先德日， “홈鐘本寫度他， 是以先修定慧.

空閔靜處， 輝觀易成， 少欲頭뻐 能入聖道 ” 此其證也. 많發度他之原， 先修定慧
有道力 ~IJ 雲布，홉門， 波鷹行海， 第未來際， 救 t~ 一切苦↑싫짧生， 供養二寶， 紹佛家
業， 옳同趣寂之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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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눌의 선은 대혜의 선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대혜는 유학

의 윤리실천 덕목을 실천의 내용에 포함한다. 그는 인의예지신(仁義
禮智信)과 충효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분 수행과 방어 전쟁
에의 적극적인 참여도 실천으로 포섭한다 19) 요컨대 대혜의 선에서

실천은 사회적 실천이고 사회 속에서의 실천이다. 반면 지눌은 결사
의 취지로 중생구제를 말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불교적이고 유학
적인 성격은 없다. 그는 대혜와 다르게 사회적 관계 속의 실천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지눌의 선은 자신에게 톤오의 기

쁨을 느끼게 해준 대혜의 말대로 “시끄러운 곳에서의 선”을 설행했

다는 점에서 대혜의 선을 계승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철저히 불교적
이고 유학적인 성격이 없다는 점에서 대혜의 선을 이탈한 것이다.

2. 복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지눌은 보살도 실행 이전에 마음공부를
요구한다. 그가 요구하는 마음공부는 선정과 지혜이어서 정혜불이(定
慧不二)의 본래 청정성 확인을 천명하는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

法寶增經』의 공부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지눌은 『수심결(修心設)~에서 마음공부의 비결을 이렇게 제시한다.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미혹한 지 이미 오래이므로， 제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제 본성이 바로 참 볍임을 알지 못하
여， 진리를 구하려 하변서도 멀리 성인에게 미루고 부처되기를 구
하려 하변서도 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만얼 마음밖에 부처가 있
다 하고 본성밖에 진리가 있다 하여，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서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티끌처럼 많은 세월을 지나도록 ·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수고만 더 끼칠 뿐이다. 다만 제 마음반 알면 캔지스

19) 대혜 션의 유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졸고 r 사대부 화문 비판을 통해 본， 대혜
의 유학적 선 j ， 200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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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모래처럼 많은 법문과 끝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 ... 이로써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부처도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
이요，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미래의 공부
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런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
도하는 사람은 부디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아 본래 완전히 갖추어졌으니， 다만 헛되게 외부에 얽매여 있는
것만을 벗어버리변 부처가 된다 201

여기서 지눌은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아 본래 완전히 갖추어
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육조대사법보단경』의 본래 청정성과 일치하
고 대혜의 본성론과도 동일하다 211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본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밖에서 찾지 말라”는 주문도 대혜가 외부로 치닫
는 공부태도를 경고하는 다음의 말과 같은 취지이다. “사람마다 원래
그대로 진실함을 본디 지니고 있다 ... 그런데도 거꾸로 외부로 나아

가 따로 [자기] 집을 찾고 늘 [다른] 사람의 집안에서 [자기의] 형제
에 대해 묻는다

... 아직 물어보지 않았을 때에 다행히 스스로 집안

에 앉아 있는데도， 그가 누구인가를 묻기만 하면 바로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문 밖으로 나간다. 비유하자면 마치 다른 사람에게 ‘그대는
집안에 있는가?’라고 묻고 ‘집안에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
른 사람 집에서 [자기] 집안의 자식에 대해 묻고 [자기] 집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2)

20)

r 修心챙」， 『普照全書~，

p.31 ,

嗤夫‘ 今之 A 迷來久옷， 不識엽心是흉佛， 不識담性

是흩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c.'~、， 若듬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
情， 欲求佛道者， 織經塵 t)] .

... 修種種苦行， 如菜沙作飯， 只益엽勞爾. 但識담心，

↑E 沙法門無量妙義， 不求而得

...

是知離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只是明

心底 A ， 現在諸賢聖， 亦是修心底 A ， 未來修學 A 當依如是法. 願諸修道之 A ， 切
莫外求 心性無梁， 本 g 圓成， 但離흉緣， 몽P 如如佛
21) 대혜의 본성론에 관해서는， 졸고 f 大慧 看話禮 연구~， 2005 , pp.143-153을
보라.

22)

~大慧語錄」， 「鄭成忠請普說 J ，
}jIJ 竟家舍， 尋常室中問兄弟

T47:887abc ,

位， 走出門前 警如問 A ， “爾在那훌
쉐j 家

AA 本有， 各各天具

· 섭IJ去外頭，

未問時幸엄在家훌坐， 癡問他是甚]렐. 便離쉐j本

i:., “在家養 ’, 섬IJ 問他屋훌家兒事子， 便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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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눌은 대혜와는 다르게 중생교화를 유학적인 사회적 실천
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혜를 이탈한 것이지만， 그는

본성론과 공부론의 근본 기조에서는 다시 대혜로 복귀한 것이다. 다
른 각도에서 보자면 대혜의 선이 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
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선의 본래 청정성 확인 공부에 충실하다고 평

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이 접에서 지눌의 선은 대혜의 선을
계승했으며 대혜의 선은 돈오선의 종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대혜와 지눌 다시보기

지눌은 대혜가 제창한 간화선을 경절문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국 선불교는 간화선 일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바로 이 경절문이란 이름의 간화선은 지눌로 하여금 한국 선불교의
대표 선사로 인정받게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눌의 수행론인 돈오점
수는 바로 그 간화선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고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휩싸여 있기도 하다.

현대 한국 선불교에서 실제 수행되어 온 간화선은 분명 의문의 여

지없이 돈오돈수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 간화선의 제창했턴 대혜의
어록인 『대혜어록』에서 말하는 수행론은 돈오돈수보다는 돈오접수에
가깝다~대혜어록』에서는 돈점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치상으로는 한꺼번에 깨달아야 한다. [이치적으로는] 깨달음

을 타고서 모두 소진된다 사실적으로는 점차 제거된다. 단계적으
로 소진되는 것이다 ... ~화엄경』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불법과

세간법의 참된 실상을 보기만 하면， 조금의 차별도 없다" 역시 이
이지[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 차별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법에 달
려있지 않다 2;))

23) "大慧語錄」， 「示成機宜(季뽑 )J ， T4 7: 912c , 理則願댐， 乘뽑f井銷 事 ~IJ 漸除， 因次
第盡 ... 華嚴r.， “佛法世間法， 若見其흉實-切無差別 ” 亦此理也. 其差別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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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상으로는 한꺼번에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을 타고서 모두

소진된다. 사실적으로는 점차 제거된다. 단계적으로 소진되는 것
이다 행주좌와에서 절대로 [이지상으로는 한꺼번에 깨달아야 하
지만 사실적으로는 점차 제거해야 하는 의미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4)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혜는 ‘점차’와 ‘단계’가 수반

된 공부를 말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혜의 수행론은 돈오돈수라기보
다는 돈오접수라고 해야 한다. “이치적으로는 한꺼번에 깨달아야 하

지만 사실적으로는 점차”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돈오접수
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대혜는 “도를 공부함에는 모름지기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25)

라고 주장한다. 깨탈음은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이다. 이
역시 전형적인 돈오점수적인 발상인 것이다. 여기서 지눌의 돈오접수
적인 수행론은 대혜의 그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지눌의 돈오점수적 수행론과 대혜의 수행론의 연관올 겸토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VI. 제언
대혜는 사대부와 선사를 호칭할 때마다， “공부하는 사람(學者)"이

나 “도를 공부하는 사람(學道者)"이라고 불렀다. 대혜가 이런 호칭을
사용한 까닭은 그가 현실의 사람에 주목하여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눌로 하여금 원수
와 같은 물건을 사라지게 했다는 그 구절은 일상 현실에서의 공부를
A 不在法也

24)

J 大慧語錄』， 「答李參政(漢老 )J ，

第盡， 行住坐에， 切不可忘

r

T47:920a , 理則願뱀，

乘惜 1* 銷. 事則漸除， 因次

같은 의미를 말하는 구절은 여러 번 기재되어 있

다 r 示妙心居士(孫通 *IJ 長文) J , T H: 903b , 理則願↑펌， 乘↑펌 1*銷. 事非願除， 因次
第盡.

25) r 大慧普覺輝師普說i ， 「方外道友請普說 J ， f1:I正藏59:857a， 學道先須有↑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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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대혜는 초월적이거나 본원적 상태보다는 현실적인 상태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의 선은 현실에서 출발한다.
지눌은 이를 본 것이다. 지눌은 다른 선사들과 다르게 보살행을

특히 강조하면서 공부는 보살행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가 보살행
을 강조하는 취지는 현실의 불완전성과 사람틀의 현실적 모습에 주
목하는 것이 아닐까? 지눌이 간화를 채택하면서도 그것은 최상 끈기
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정하면서， 끝내 돈오점수적인 수행론을

견지하는 까닭은 그가 최상 근기를 소유하지 못한 현실의 사람에서
출발하는 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지눌의 선 역시 현실 사람의，
현실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돈점론 논쟁이라는 연극에서 지눌과 대혜는 분명 주인공으로 등장
한다. 그러나 그들의 극중 역할과 성격 묘사는 그리 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 두 주인공에 대한 평론은 좀 더 엄밀할 필요가 있다. 그러
기 위해 『대혜어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찬찬히 읽는 것
이 그 ‘지름길’일 것이다 부디 전체의 1/5 에 불과한 「서장(書狀 )J 만
을 읽고 r 대혜어록』을 다 독파했다고 오해하는 오류만은 범하지 않
길 바란다 26)

***
대혜가 있었기에 지눌이 공부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었듯이， 필자

에게 고인이 계셨기에 그 희열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동안 필자에겐
지눌과도 같이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고인의 온화한 미소가 그것을 없애 주었다.
필자가 15년간의 공부를 총 점검하여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었을

26)

<f;_大正新修大藏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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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수록된 30권 본을 기준으로 w 대혜어록리은 권

1-12 의 어록， 권 13-18의 보설(普說)， 권 19-24의 법어(法語)， 권 25-30의 서
(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障師書) j 가 한국 션불교
의 교육과정인 사집과(四集科)에 포함된 『서장(書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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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인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남은 그 힘을 필자의 미약
한 분투에 보태주었다. 원수 같았던 그 날 이후에도， 고인은 때때로
나타나 내 앞에 놓였던 관문을 뚫어주었다.

이 글은 그런 고인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작디

작은 정성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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