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
변 희 욱

【주제분류】선불교
【주요어】간화선, 앎/알지 못함, 간화, 의심/알려고 하는 의지.
【요약문】이 연구는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한
기획이다.
간화선에서 지적인 앎 혹은 이해(知見, 知解)는 장애로 기능한다. 선은 지
식축적(見聞覺知)과 비교분석ㆍ추론(思量計較)을 금기로 한다. 나아가 선은
‘기존 사고 틀의 해체’를 요구한다.
간화선에서 알지 못함은 ‘간화의 시작’이며, ‘간화라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다. 알지 못하기에 알고자 함(의심)이 시작되며, 알고자 함이 시작될 때 간
화가 시작된다. 알지 못함은 앎의 전환 즉 기존의 앎을 극복하고 “본디 그
대로”의 앎으로 복원하게 하게 하는 회전축이다.
간화는 앎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서 시작하여, 알 수 없음을 체험하는 과정
이다. 간화의 의심은 알려고 했는데 알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알려고 함이
다(“desperate yearning to acknowledge”). 주어진 기연문답에 기필코 알아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발동했을 때, 던져진 기연이 바로 화두이다.

Ⅰ. 앎은 간화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간화선의 제창자로 알려진 大慧(1089∼1163)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
관료(士大夫)들과 교류하면서1) 그들을 대상으로 많은 법문과 서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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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겼다. 대혜가 지식인 관료에게 전한 법문과 서간의 내용은 ‘지
금의 앎을 극복하고 제대로 알라.’ 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의 앎이란 대혜의 용어로는 ‘見聞覺知’, ‘思量計較’이며, 오늘의 말로
는 지식 축적과 비교 분석ㆍ논리 추론이다.
대혜는 즐겨 촌철살인으로 법문했다. 그중에 3 부분으로 구성된 짧
은 법문이 있는데, 주제가 바로 “앎”이다. 대혜가 당에 올라 대중에
게 던졌다. “⑴ 진리(法)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사람이 모습을 건
립한다.” 핵심은 다음이다. 대중이 그 순간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는 갑자기 주장자를 들어 내려치면서 말했다. “⑵ 이 법
은 비교하고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보라.
① 분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② 분별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 때 적지 않은 대중이 두 질문을
비교하면서 따졌을 것이다(思量計較). 어떤 대중은 알고 있던 지식(見
聞覺知)으로 문제를 풀려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어지는 대혜의 반
응이 극적이다. ⑶ 대혜는 다시 주장자를 들어 내려치고 ‘악’하고 소
리쳤다.2) 어쩌면 대혜의 진정한 의도는 법문 한 마디⑴나, 질문 둘
(⑵ ①, ②)에 있지 않고, 소리친 마지막 자극(喝, ⑶)에 있을지도 모
르겠다. 상황 ①과 ②의 ‘이것은’ 다른가? 두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
까? 마지막 외침은 무엇을 위한 행위일까?
이 연구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첫째, 상황 ①과 ②의 앎의 의미를
정리하여, 간화선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를 해명한다. 둘째, 그럼
으로써 ⑴, ⑵, ⑶에 관통하는 간화선의 철학을 究明한다. 이 글에서

1) 대혜와 사대부의 교류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보라. 변희욱, ｢사대부
학문 비판을 통해 본, 대혜의 유학적 선｣, 불교학 연구 8, 2004.; 蔣義斌,
｢大慧宗杲禪師與南宋士大夫｣, 宋代儒釋調和論及排佛論之演進, 臺北: 商務
印書館, 1988.; Miriam L. Levering, “Ch’an Enlightenment for Laymen: Ta-hui
and the New Religious Culture of the Sung.”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2) 大慧語錄, T.47.822b. (上堂.) 法無定相, 建立由人. (驀拈拄杖卓一下云,) 是法
非思量分別之所能解. 且道. 不分別不思量時, 是箇甚麽. 分別思量時又是箇甚麽.
(復卓一下, 喝一喝.) 괄호는 논자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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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초기 간화선의 대표 어록인 大慧
語錄과 禪要에서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를 추출하고 탐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看話禪을 소재로 한 연구는 결코 적지 않다. 그 대부분의
주제는 ‘대혜의 문제의식과 간화선’3) ‘간화선과 묵조선’4), ‘간화선과
신유학’5), ‘頓悟와 간화선’6), ‘간화와 의심’7), ‘公案과 간화선’8), ‘知
訥(1158∼1210)ㆍ慧諶(1178∼1234)ㆍ太古(1301∼1382) 등의 한국 선
사와 간화선’9), ‘한국의 간화선 수용과 정착’10)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화와 의심’을 제외하고는, 엄밀히 말해 간화를 본격적으로 파고들
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간화와 의심’을 다룬 연구도 의심의 역할
과 의미를 밝혔다고 하기 어렵다. 간화의 철학을 추적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11)
3) 변희욱, ｢大慧 看話禪 硏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
4) 柳田聖山, ｢看話と黙照｣, 華園大學校硏究紀要 6, 1973.
5) 荒木見悟, 仏敎と儒敎, 平樂寺書店, 1963.; ｢宋代の儒敎と佛敎｣, 歷史敎育
17, No. 3, 1969.; 변희욱, ｢송대의 看話와 格物｣, 불교평론 38,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9.
6) Robert E. Jr. Buswell, “The Shortcut Approach of K’an-hua Meditation:
The Evolution of Practical Subitism in Chinese Ch’an Buddhism.” In
Sudden and Gradual: Approaches to Enlightenment in Chinese Thought.
Ed. Peter N. Gregory, Studies in East Asian Buddhism 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7) 柳田聖山, ｢看話禪における信と疑の問題｣, 日本佛敎學會 編, 佛敎における
疑の問題, 京都: 平樂寺書店, 1966.; Buswell, Robert E. Jr. “The
Transformation of Doubt(I-ch’ing) into a Positive Emotion in Chinese
Buddhist Meditation.” In Love and Emotion in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Ed. Halvor Eifring. Leiden: Brill, 2004.
8) Steven Heine and Dale S. Wright. Ed. The Kōan: Texts and Contexts
in Zen Buddh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 李東埈, ｢高麗 慧諶의 看話禪 硏究｣, 동국대 박사논문, 1993.; 김방룡, ｢보조
지눌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비교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0.; 박재현, ｢혜
심의 선사상과 간화｣, 철학 78, 한국철학회, 2004.
10) 김형록(印鏡), 蒙山德異와 高麗後期 禪思想 硏究, 서울: 불일출판사, 2000.;
趙明濟, 高麗後期 看話禪 硏究, 서울: 혜안, 2004.; 박재현, ｢한국불교 간
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1) 간화의 철학을 직접 주제로 한 연구는 변희욱, 看話의 철학: 실제와 원
리, 보조사상 33, 보조사상원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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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格外問答의 의도: 앎의 顚覆(혹은 復元)
먼저 ⑴과 ⑶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선가에서 회자되는 機緣問答
을 보자. 어떤 학인이 운문에게 물었다. “한 생각이 나지 않음에 도
리어 허물이 있습니까?” 운문이 답했다. “수미산이다(須彌山).”12) 嚴
陽이 趙州(778∼897)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떠오르지 않은 때는 어
떠합니까?” 조주가 대답했다. “내려놓아라(放下著).” 엄양이 다시 물
었다. “한 물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조주가
대응했다. “그렇다면 짊어져라.”13) 엄양은 짊어지라는 조주의 한 마
디에 깨쳤다.
조사의 격외문답은 이런 식이다. 조사의 의도는 말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라(言下大悟)는 것이지, 문답을 파고들어 의미를 파
악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문답을 파고들어 의미를 파악함’이 바로 穿
鑿이다.14)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어찌 해야 할까?
의미 파악이 아닌 다른 길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잘 알고 있는 “수미산”, “방하착” 문답이다.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수미산”이라고 했고,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내려
놓아라” 라고 했다. 정말로 생각을 털끝만큼도 일으키지 않고 무엇도
끌고 다니지 않는데, 허물이 거대한 산만큼 있고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있을까? 운문의 문답과 조주의 대응을 분석이성을 동반한 논리
로 풀 수 있을까?
두 문답에는 조사선의 전제인 “본래 아무 것도 없다(本來無一物)”,
불교개념어로는 “空”이 철학적 기반으로 내재되었다. 먼저 “방하착” 문
답을 누구나 알고 있는 불교 상식, 慧能(638∼713)이 六祖로 인가받은
12) 從容錄, 19則, T.48.239b, 僧問雲門, 不起一念, 還有過也無. 門云, 須彌山.
13) 從容錄, 57則, T.48.263a, 嚴陽尊者問趙州, 一物不將來時如何. 州云, 放下
著. 嚴云, 一物不將來, 放下箇甚麽, 州云, 恁麽則擔取去.
14) 대혜는 천착을 가장 경계했다. 大慧語錄, T.47.921a, 不可將古人垂示言
敎胡亂穿鑿. …… 理會不得. 錯下名言, 隨語生解. 見與舟峰書尾, 杜撰解註.
자세한 내용은 변희욱(2010),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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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으로 풀어보자. “보리는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받침대가
없다. 본래 아무 것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먼지 있겠는가.”15) 혜능의
후예들은 문제의 게송을 살짝 바꾸어 조사선의 기치로 드날렸다.16)
“본래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의 수정 혹은 의도적 왜곡이 옳은지, 그른
지에 상관없이 “본래 아무 것도 없다”라는 한 마디는 조사선의 슬로건
으로 전승되었다. 懷讓(677∼744)이 혜능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회
양은 “무엇이 이렇게 왔는가?”라는 혜능의 물음에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분하고 답답하기를 8년 동안 회양은 혜능
이 던진 문제에 답을 찾으려했다. 이윽고 그가 내놓은 답은 “한 물건
이라 해도 옳지 않다”였다.17) 이것으로 회양은 조사로 인가받았다.
나름 진지하게 정진했던 엄양은 회양이 돈오했던 기연을 전해 들
었을 것이다. 그의 첫 질문에는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그것을 간파한 조주의 대접은 “내려놓아라.”였다. 엄양은 여전
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했다.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는
데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라는 엄양의 항변에는, 무엇인
가가 무겁게 쌓여있다. 그런데 두 어깨를 짓누르던 그것을 짊어지고
일어나야 했던 엄양은, 무게에 못 이겨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가 만약 오기를 부려 조주에 대응했더라면 끝내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미륵이 하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
다. ‘아차!’ 하는 한 순간, 그는 “아무 것도 지니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았고, 바로 그 때 어깨를 누르던 무엇이 사라졌다. 엄양이 “방
하착” 문답으로 관문을 투과했다는 기연이다.
이제 “수미산” 문답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저기서 학인들이 수미
산 공안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본다(商量). 그렇게 묻자마자 생각이 벌

15) 六祖壇經 宗寶本, T.48.349a,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來無一物 何處惹
塵埃.
16) 이 대목의 최초 판본 내용은 이렇다. 六祖壇經 敦煌本, T.48.338a, 菩提
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淸淨 何處有塵埃. / 心是菩提樹 身爲明鏡臺 明
鏡本淸淨 何處染塵埃.
17) 景德傳燈錄, T.51.2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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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일어났고 허물이 수미산만큼 생겼다.18) 이 문답의 주제 “한 생각
(一念)”과 관련하여 여러 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宏智(1091∼1157)
와 대혜의 해설이 흥미롭다. 굉지는 “실제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물을 수 있으며, 허물이 있는가를 왜 묻겠는가?
언제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경지를 증득했다면, 무엇하여 점검하
려는가?”19) 라고 풀었다. 대혜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바로 마군의 길(魔道)에 떨어지며, 한 생각이라도 여
러 견해를 일으키면 바로 外道에 떨어진다.”20) 라고 했다. 굉지의 묵
조선이든, 대혜의 간화선이든 관문을 뚫는 관건은 “한 생각”이다.
이쯤에서 반문해 보자. 방하착, 수미산 문답에 대해 위와 같이 안
다면 조사의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까? 확언하건데 “이렇게 따져서
운문의 뜻을 아는 자는 아직 없다.”21) 만일 이 정도 이해로 격외의
관문을 간파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수미산처럼 많은 사람이 활연관
통했을 것이다. 이 글처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선에서 금기로 하는
지식으로 추적하기(見聞覺知), 분석과 추론으로 접근하기(思量分別)이
며, 천착이다.
그렇다면 왜 알 수 없으며, 어찌해야 알 수 있을까? 조사는 말한다.
“분별인식(識情)으로 분별인식을 물리치는 것은 대수로운 수단이 못된
다.”22) “거짓 닭 우는 소리로는 나를 속이기 어렵다. 관문을 어물어물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23) 분별인식, 선가의 용어로는 견문각지 사량
계교로는 틀 밖의 뜻[格外旨]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왜 일까? 수
미산, 방하착 문답으로 대표되는 격외지의 성격 때문이다. ‘이 수미산
은 하늘에 덮이지 않고 땅에 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않
18) 從容錄, T.48.239b, 此箇公案諸方商量, 或云, 纔恁麽問, 早是起念. 過如須彌.
19) 從容錄, T.48.239c, 其實不起一念底人, 豈可更問有過無過. 直饒常在不起一
念處, 點檢將來, 堪作什麽.
20) 大慧語錄, ｢答富樞密(季申)｣, T.47.921b, 學道人一念計生死, 卽落魔道. 一
念起諸見, 卽落外道.
21) 從容錄, T.48.239b, 如此商量, 要且未會雲門意在.
22) 從容錄, T.48.239b, 以識情遣識情, 非大手段.
23) 從容錄｣, T.48.239c, 假雞聲韻難謾我. 未肯模胡放過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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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물을 뿌려도 묻지 않는다. 오직 금강으로 된 눈동자라야 한 번
흘깃 보기만 하면 꿰뚫어낸다.’24) 선에 따르면, 이성의 힘으로 무장한
지식과 추론을 벗어나야만 격외지를 알 수 있으며, ‘통 밑이 빠지고
엉킨 실타래가 끊겨야 비로소 그렇지 않은 줄 알 수 있다.’25)
조사가 던진 틀 밖의 뜻은 상식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상식
이란 축적된 지식과 비교분석이다. 그런 상식이 세상살이의 이치이고
행동의 암묵적인 약속이며 일반적인 인식이라 하더라도 조사의 눈에는
그런 것이 부처를 중생으로 드러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중국어 일상
어법으로는 “평범하지 않다(extraordinary)”나 “격식이나 관례에서 벗어
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格外(gewai)”는, 문자 그대로 “범위를 벗어
났다(out of boundary),”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상식 밖이다” 곧
“미흡하다,” “틀렸다(wrong)”란 뜻을 함축한다. 그러나 조사어록에 등장
하는 격외란 용어는 “기존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다(trance, beyond)”라
는 뜻을 지닌다.
조사는 학인을 제접할 때, 지식과 논리로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
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답을 내리는데, 이것이 격외기연이고
조사의 의도가 격외지이다. 격외지는 “기존의 앎과 앎에 대한 접근
방식”을 벗어나라는 주문이다. 기존의 앎과 앎의 접근 방식으로는 알
아낼 수 없음을 자각함은 앎과 앎의 접근 방식이 한꺼번에 무너짐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격외관문의 의도이고 간화의 목적이다.

Ⅲ. 앎의 의미
1. 知見, 장애로서의 앎
다음 상황 ①에서의 앎의 의미를 알아보겠다.
24) 從容錄｣, T.48.239b, 此須彌山, 天不能蓋, 地不能載, 風吹不入, 水灑不着.
唯金剛眼睛, 一覰覰透.
25) 從容錄, T.48.239b, 若是桶子底脫, 紅絲線斷, 方知總不恁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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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는 曾開26)에게 수미산, 방하착 기연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당
부했다. “이 속에서 의심이 깨지지 않거든 그저 이 속에서 참구하라.
다시 스스로 가지나 잎사귀(枝葉)를 찾아서는 안 된다.”27) 지식인에
게 힘의 원천은 지성과 지식이다.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은 격외의
문답을 지식과 추론으로 접근하곤 한다. 식견이 많을수록 더 그렇다.
지적인 앎(知見)에 관한 간화선의 입장을 보자.
요즈음 사대부가 대부분 이 일을 온전히 알아 곧바로 뚫지 못 하는
까닭은, 자질이 너무 날카롭고 지적인 앎(知見)이 지나치게 많아 종사
가 말을 시작하기만 하면 단번에 짐작으로 이해하려들기 때문이다. 이
런 까닭에 도리어 둔한 사람이 그릇된 지식과 생각(知覺)이 없어 문득
일기일경과 일언일구 아래서 바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게 되었다.
…… 자질이 예리한 사람은 오히려 예리한 자질 때문에 막혀 한 순간
에 꺾어 부술 수 없다. 설사 총명함과 지적 이해로 배우더라도 자기
本分事에는 더욱 힘을 얻지 못한다.28)

대혜는 어떤 선사보다도 사대부와 활발하게 교류했으며, 그들의 학
문 즉 유학의 지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대부의 공부를 준
엄하게 비판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무명이 많고 글을 적
게 읽은 사람은 무명이 적으며, 벼슬을 작게 한 사람은 나와 남의 구
별(人我)이 작고 벼슬을 크게 한 사람은 나와 남의 구별이 크다.”29)
26) 大慧語錄에는 曾開가 대혜에게 자신이 막힌 구석을 물어보는 편지 1편
과 대혜가 답하는 편지 6편이 기재되었다. 최다 서신의 주인공이 증개이
다. 그는 大慧語錄에서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어리
석은 사대부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로 보아 대혜는 지식과 추론으로 진
리에 접근함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7) 大慧語錄, ｢答曾侍郎(天游)｣, T.47.918c, 這裏疑不破, 只在這裏參. 更不必
自生枝葉也.
28) 大慧語錄, ｢答陳少卿(季任)｣, T.47.922c, 今時士大夫, 多於此事, 不能百了
千當, 直下透脫者, 只爲根性太利知見太多. 見宗師纔開口動舌, 早一時會了也.
以故返不如鈍根者, 無許多惡知惡覺, 驀地於一機一境上, 一言一句下撞發. ……
利根者, 返被利根所障, 不能得啐地便折, 嚗地便破. 假饒於聰明知解上學得,
於自己本分事上, 轉不得力.
29) 大慧語錄, ｢答呂郎中(隆禮)｣, T.47.930b, 士大夫讀得書多底無明多, 讀得書
少底無明少. 做得官小底人我小, 做得官大底人我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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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그의 이런 비판은 노자의 損益30)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고 일단 말할 수 있겠다. 대혜와 노자의 학문 비판의 차이는 대혜의
입각점이 中道라는 점이다. 공부하면 할수록 무명이 증장하고 분리의
식이 커지는 까닭에 대해, 그는 지식인이 자기 본분사를 궁구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자기 본분사란 다름 아닌 중도로서
의 本來面目이다.
대혜는 呂本中(1084∼1145)을 비롯한 사대부가 비교 분석 때문에
유학과 불교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대부는 이 일을
알려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 실제에 뿌리박지 못한다. 그저 고인의 公
案에서 지적 이해를 구하면서 줄곧 진리를 통째로 알아내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조금도 알아낼 수 없다. 또 다른 부류의 사대부들은 그
저 지식을 듣고서 이 일처럼 말한다. 또 마음의 분별의식으로 따지면
서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空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 사
대부들은 열이면 열, 이런 견해를 만들어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들에게 ‘그대들은 아직 공을 체득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공에 떨어
질까 두려워하는가? 마치 배가 아직 전복되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뛰
어들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겠다.”31)
대혜가 이렇게 주장하는 기저에는 조사선의 진리관이 깔려있다. 조
사선에 따르면 진리는 비교 분석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비극적인 결
과를 잉태한다.32) 문제는 지식 습득과 비교 분석이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능력 마저 부정되었다는 점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
로 알 수 있을까?

30) 老子 48,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31) 大慧語錄, ｢示徐提刑(敦濟)｣, T.47.899b, 士大夫要究竟此事, 初不本其實. 只
管要於古人公案上, 求知求解. 直饒爾知盡解盡一大藏敎. 臘月三十日生死到
來時, 一點也使不著. 又有一種, 纔聞知識, 說如是事, 又將心意識, 摶量卜度
云, 若如此則莫落空否. 士大夫十箇有五雙, 作這般見解. 妙喜不得已向他道,
爾未曾得空, 何怕之有. 如船未翻, 先要跳入水去.
32) 大慧語錄, ｢示妙明居士(李知省伯和)｣, T.47.911a, 法, 非思量分別之所能解.;
大慧語錄, ｢答呂舍人(居仁)｣, T.47.931c, 法, 非思量分別之所能解. 著卽禍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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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앎의 극복
대혜는 말한다. “앞과 뒤가 끊어지면 마음의 길과 지혜의 길이 저
절로 끊어질 것이다. 만일 마음의 길과 지혜의 길이 끊어지면 갖가지
일들을 말함이 모두 이 법이다.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곧 밝은 자리
가 바로 헤아리고 의론할 수 없는 해탈경계이다. 그저 이 경계 또한
헤아리고 의론할 수 없다.”33) 선의 진리는 사유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과 비교 분석, 논리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되었
다. 조사선이외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문의 길은 사유의 길과 언어
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혜가 제시한 길은 생각이 끊어진 자
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며 언어의 길이 끊어진 길(言語
道斷)이다.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역설적으로 “길이 끊어진
길”이다.
대혜에 따르면 간화선은 ㈀ 옛 사람의 말과 글귀로 탑 쌓기, ㈁ 탑
쌓기와 같이 한 층을 통달하고 또 한 층을 통달하기를 인정하지 않
는다.34) ㈀은 선어록의 용어로는 見聞覺知와 思量計較이다. 진리 접
근에 관해 간화선은 견문각지와 사량계교를 채택하지 않는다. 간화선
은 ㈁ 탑 쌓기와 같이 지식의 단계적 축적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
론, 진리의 단계적 접근을 거부한다. 지식 축적이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다면 진리(본분사)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벽돌을 쌓아올리듯 진리를 한 조각 한 조각
짜 맞출 수 있음을 긍정해야 하며, 바둑판의 검은 돌을 흰 돌로 하나
씩 바꾸는 게임처럼 진리의 부분적 代替를 수용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경전을 공부했던 神秀(606∼706)는 열심히 먼
지를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35) 그에게 돌아온 비평은 ‘그대는 아직
33) 大慧語錄, ｢答張提刑(暘叔)｣, T.47.927c, 若得前後際斷, 心智路自絶矣. 若
得心智路絶, 說種種事, 皆此法也. 此法旣明, 卽此明處, 便是不思議大解脫境
界. 只此境界亦不可思議.
34) 大慧語錄, ｢答曾侍郎(天游)｣, T.47.918b, 但莫於古人言句上, 只管如疊塔
子相似, 一層了又一層. 枉用工夫, 無有了期.
35) 六祖壇經 宗寶本, T.48.348b,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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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을 알지 못했다. 문 앞에 도달했으나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
다. 그런 견해로는 최고의 진리를 체득할 수 없다.’36) 이었다. 문안에
들어와 보면 실상 문은 있지 않다. 돈오선문에서 그는 悲劇의 엘리트
의 대명사이다. 一字無識이라 전해진 혜능은 “본래 아무 것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먼지 있겠는가.”37)라 했다. 그에게 전해진 것은 등불이었
다. 그는 傳燈의 주인공이자 조사선의 태두로 추앙되었다. 그들의 차
이를 굳이 말하자면, “문 두드리기”와 “없는 문으로 쑥 들어가기”,
“먼지 털기”와 “먼지가 있다는 생각 바꾸기”라 하겠다.
조사선에서 요구하는 진리접근은 ‘탑 쌓기’가 아니라 ‘탑의 기반
허물기’이며, ‘검은 바둑돌을 휜 돌로 바꾸기’가 아니라 ‘바둑판 뒤집
기’이다. 여기서 탑의 벽돌과 바둑돌이 지식이며 그 축적 과정과 행
마법이 추론이다. 한편, 탑의 기반과 바둑판이 ‘사고의 틀’이다. ‘바둑
판 뒤집기’란 ‘기존 사고 틀의 해체, 사고의 정지’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

Ⅳ. 알지 못함의 의미
1. 알지 못함, 간화의 시작
이제 상황 ②에서의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를 알아보자.
조사어록의 기연문답은 자기 본분사를 알고 있냐는 반문이다. 사유
능력과 지식으로 조사가 던진 관문을 알려하지만 알지 못한다. 이런
경험에 직면하면 그저 아득해진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이 지점이다.
알려하면 할수록 “바로 아득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때가 絶
好의 기회이다.38)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은 한 부분 알겠는데 다른
塵埃.
36) 六祖壇經 宗寶本, T.48.348c, 未見本性. 只到門外, 未入門內. 如此見解,
覓無上菩提, 了不可得.
37) 六祖壇經 宗寶本, T.48.349a. 本來無一物, 何處惹塵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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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지 모르는
것이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함의 실체는 축적된 지식과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함이다. 조사 관문의 의도는 ‘기존 사
고 틀의 해체, 사고의 정지’이다. 이 순간 ‘틀 밖의 뜻’으로 향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梁武帝가 달마에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인가?” 달
마가 대답했다.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廓然無聖)” 양무제
의 첫 질문에 관한 圓悟(1063∼1135)의 해설이 흥미롭다. “이런 멍청
한 놈.” 무제는 또 물었다. “나와 마주한 그대는 누구인가?” 달마가
대답했다. “알지 못한다.(不識)” 무제는 달마의 취지를 알아차리지 못
했기에 다시 물었다. 달마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한 의도는 질문자
의 기존 사고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함이었다. 시절인연이 아직 도래
하지 않았는지, 다시 알려주었는데도 무제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했다
(不契). 선문에서 이런 문답은 ‘거듭해봤자 반 푼 값어치도 되지 않는
다.’ 한 마디로 “쯧 [咄]”이다.39)
혜능이 金剛經의 한 구절 “應無所住而生其心(yingwusuozhuershengqixin)”을 듣고 노모를 하직한 채, 걷고 걸어 弘忍(594∼674)을 찾아
간 것도40) 그 본뜻을 알고자 했으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알
지 못함에는 앎을 향한 간절한 의지가 깔려있었다. 그뿐인가? 혜능을
쫓아간 道明이 “선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때 그대
의 본래면목이 무엇인가?” 라는 혜능의 다그침에 한 순간 알아차린
것도41)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찰나에 그가 기존의 사고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함이 알아차림의 원동력이다.
조사가 본분사를 알고 있냐고 던졌을 때,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해야
38) 大慧語錄, ｢答張提刑(暘叔)｣, T.47.927c, 士大夫學道, 多不著實理會. 除卻
口議心思, 便茫然無所措手足. 不信無措手足處, 正是好處,
39) 碧巖錄, T.48.140a, 梁武帝問達磨大師(說這不喞[口+留]漢), 如何是聖諦第
一義. 磨云, 廓然無聖. 帝曰, 對朕者誰. 磨云, 不識.(咄. 再來不直半文錢.)
帝不契.(可惜許卻較些子.) 괄호 속은 원오의 해설.
40) 六祖壇經 敦煌本, T.48.337a.
41) 六祖壇經 宗寶本, T.48.3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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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대혜의 제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 애를 써서 자기 본분사를
알아내라. ㉡ 알지 못한다면(不知) 갑자기 혼미해지고 답답해질 것이
다. ㉢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에서 화두를 들어라(看話). ㉣ 화두
를 들어서 갑자기 한꺼번에 기존의 지식과 능력이 소용없음을 알아차
릴 때 깨칠 수 있다. ㉤ 문자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는 이 관문
을 돌파할 수 없다.42) 한 마디로 ‘화두를 들라(看話)’는 것이다.
대혜는 또 말한다. “화두를 들고 봄에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맛도
없어져서 애가 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본인의 목숨을 버릴
곳이다. 꼭 기억하라.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나거든 물러나지 말라. 이
경계가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다. …… 일상생활 가운
데 차별경계를 겪으면서 힘이 덜 듦을 느끼는 때가 바로 힘을 얻는
시절이다. 힘을 얻은 시절에서는 지극히 힘이 덜 들게 된다.”43)
간화 때의 답답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잡으려 해도 잡
을 수 없고(沒撈摸) 맛보려 해도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다(沒滋味).
잡을 수 없고 맛 볼 수 없는 그것에 알려는 의지를 발동하라. 만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다면, 자루를 잡을 수 없음을 알
아차려라. 논리로 접근하는 길(理路)과 개념으로 접근하는 길(義路)에
마음이 조금도 작용하지 않음 체험할 것이다. 이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시절이 당사자가 목숨을 바쳐 몰두해야할
상태이다.’44) 알려는 의지가 간화의 의심이며, 그것이 발동되었을 때
42) 大慧語錄, ｢答呂郎中(隆禮)｣, T.47.930b, 又能有幾人, 肯回頭轉腦向自己
脚跟下推窮. 我這取富貴底, 從何處來, 卽今受富貴底, 異日卻向何處去, 旣不
知來處. 又不知去處, 便覺心頭迷悶. 正迷悶時亦非他物. 只就這裏看箇話頭,
僧問雲門, 如何是佛. 門云, 乾屎橛. 但擧此話, 忽然伎倆盡時, 便悟也. 切忌
尋文字引證, 胡亂摶量註解, 縱然註解得分明說得有下落, 盡是鬼家活計.
43) 大慧語錄, ｢答宗直閣｣, T.47.933c, 擧來擧去, 看來看去, 覺得沒理路沒滋
味, 心頭熱悶時, 便是當人放身命處也. 記取記取. 莫見如此境界便退心. 如此
境界, 正是成佛作祖底消息也. …… 日用四威儀中, 涉差別境界, 覺得省力時,
便是得力處也. 得力處極省力.
44) 大慧語錄, ｢答王敎授(大受)｣, T.47.934b, 卻去沒撈摸處, 沒滋味處, 試著意
看. 若著意不得, 撈摸不得, 轉覺得沒파[木+覇]柄捉把. 理路義路, 心意識都不
行, 如土木瓦石相似時, 莫怕落空. 此是當人, 放身命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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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화의 시절이다.
“알지 못함”은 대혜만의 주제어가 아니다. 대혜 이후 조사선의 요
체를 가장 극명하게 제시한(그것이 禪要이다) 高峰(1238∼1295)도
“알지 못함”이 선의 핵심이라고 했다.
㈀ 어느덧 일 년 삼백육십오 일이 오늘 밤에 다 끝나는데, 열에 다
섯 쌍(열)은 선 수행을 하면서도 선을 알지 못하며 도를 배우면서도
도를 역시 알지 못한다. 다만 이 ‘不知不識’ 네 글자가 바로 삼세 모든
부처의 골수이며 큰 가르침의 근원이다. ㈁ 영리한 자는 이렇게 거착
함을 듣기만하면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마냥 천상
과 인간 세상에 종횡으로 걸림이 없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하더
라도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쪽 변의 소식일 뿐이다. 만일 저쪽 변에서
저쪽 변의 일착자를 말하자면, 바로 서천의 스물여덟 조사와 중국의
여섯 조사로부터 천하의 뛰어난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아직 철저하지
못했다고 감히 보장하겠다.45)

㈀ 본래성불과 부지불식은 일견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 부지불식이
없다면, 다른 말로 이미 알았다면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부지불식이
없으면 간화는 필요 없고, 할 수도 없다. 부지불식은 간화의 출발이다.
㈁ 여기서 영리한 자는 총명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
고 기존의 지식의 한계에 봉착한 사람을 의미한다. 거착은 선지식의
일기일경 일언반구를 뜻한다. 진짜 영리한 자라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앎이 해체된다. 순간적으로 부지불식이 일어나고 바로 그 순간 동
시에 부지불식이 뒤집힌다. 순간 깨침이다. 그러나 간혹 시간의 격차
를 두고 부지불식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것이 간화이다.
㈂ 본래성불의 원리에 따르면, 조사의 기연에 즉각 알아차리지 못
한 학인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력을 해야 하기에, 그는 아직 달의 세계가 아니라 손가락의
45) 禪要, ｢除夜小參其二五｣, X.70.1401.711a, 一年三百六十日, 看看逗到今宵
畢, 十箇有五雙, 叅禪, 禪又不知, 學道, 道亦不識. 只者不知不識四字, 正是
三世諸佛骨髓, 一大藏敎根源. 靈利漢, 纔聞擧着, 如龍得水, 似虎靠山, 天上
人間, 縱橫無礙. 然雖如是, 點檢將來, 猶是者邊底消息. 若謂那邊更那邊一着
子, 直饒西天四七, 唐土二三, 以至天下老古金隹, 敢保未徹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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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에 익숙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선지식은 본래성불, 중생이 곧
부처라는 원리를 알면서도, 그 원리를 대중에게 보여주었기에 철저하
지 못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원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不可不, 不可避)” 몸소 진흙탕에 빠진 격일 것이다.
이와 같이 역대 조사는 앎(과 지식)이 선의 핵심이라 하지 않았고,
알지 못함[不知(不識)]이 선의 근본이라고 했다. 어떤 상황에 봉착하
거나 질문이 던져졌을 때, 알지 못한다면 알려고 할 것이다. 알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면, 답답해진다. 이 때 미치도록 갑갑함이 엄습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간화의 의심은 알지 못함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알 수 없음”에서 시작한다고 해야 하며, 알려고 했는데 알 수 없어
서 필사적으로 알려고 함이다.
간화의 “疑(心)”을 영어권의 연구에서 “doubt”로 번역하는데,46) 그
단어에는 “불확실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라는 뜻이 깔려있다. 대혜
어록과 선요에서 대혜와 고봉이 요구하는 간화의 의심은 그런 뜻
보다는 “절박하게 알려고 함”이어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desperate
yearning to acknowledge”가 원문의 취지에 가깝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연문답에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발동했을 때, 던져진 기연문
답이 바로 화두이다. ‘화두를 든다, 화두를 본다(看話)’의 의미는 꼭
알아차리겠다는 의지를 지속함이다.

2. 알지 못함, 간화의 받침점
“앎”, “알지 못함” 그리고 “알고자 함”(의심)이 있기에 간화가 진행
된다.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지렛대로
설명할 수 있다. 세 요소는 지렛대를 구성하고 작동하게 한다. 지렛
대는 작용점⒜, 힘점⒝ 그리고 받침점⒞이 있어야 균형을 유지하거나
운동한다. 점⒜[기존의 지식으로 무장된 앎의 자리]와 점⒝[기존을 앎
46) Buswell, Robert E. Jr. The Korean Appro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 p. 238.;
Buswell, Robert E. Jr.(2004). p. 225.; Miriam L. Levering(1978),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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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본질을 알고자 함의 자리]로 구성된 선분 ab가 지렛대이다.

(c)
(b)

(a)
<그림 1>

<그림 2>

<그림 1>에서 지렛대를 받치고 있는 지점이 받침점(c, 삼각형)이고,
힘이 가해지는 곳(b, 손)이 힘점이며,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자리가
작용점(a, 화살표)이다. <그림 2>의 지렛대에서 힘점에는 힘의 모멘트
F2D2(D2는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F2는 힘점에 가해진 힘)가 작
용하고, 작용점에는 힘의 모멘트 F1D1(D1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F1은 물체의 저항력=무게)이 앞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다. F1D1 = F2D2일 때 지레는 평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F2가 클수록
F2D2가 커지며 작용점에 전해지는 에너지도 증가한다. 반대로 F1이
클수록 F1D1이 커지므로 물체의 저항력을 극복하기 위해 힘점에 가
해져야 할 힘도 커야한다. D1이 D2에 비해 크면 물체의 저항력을 이
기기 위한 힘은 저항력보다 커야하며, D2가 D1에 비해 크면 물체의
저항력을 이기기 위한 힘은 저항력보다 작아도 된다.
“앎”은 작용점⒜ 누르고 있는 무게 곧 물체의 저항력으로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앎의 무게가 클수록(기존의 앎이 많을수록) 곧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수록, 지렛대는 작동되지 않으며 기존의 앎은
유지된다.
“알려고 함”은 힘점⒝에 에너지를 전해 지렛대를 작동하게 하는 힘
의 원천이다. “알려고 함”이 작을수록 지렛대는 작동하지 않고 기존
의 앎은 조금도 움직이기 어려우며, 그것이 클수록 지렛대는 물체의
저항력을 극복하고 작동하며 기존의 앎은 저항력을 상실한다. 절실함
이 견고할수록 지금까지의 앎이 전복(혹은 복원)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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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친다.”47) 간화선의 격언이다.
“알지 못함”은 받침점⒞ 자체로서 기존 앎의 무게(움직이지 않으려
는 저항력)와 알려고 함(움직이려는 힘)을 연결하는 요소이다. “알지
못함”이 없으면 지렛대는 성립하지 않으며, 알려고 함이 아무리 크더
라도 “알지 못함”이 없다면 지렛대는 작동하지 않고 기존의 앎은 해
체되지 않는다. 흔히 간화의 요소로 믿음, 의지, 의심을 꼽지만, 간화
의 동력학에는 “알지 못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Ⅴ. “앎의 극복”의 의미
마지막으로 ⑴과 ⑶에서의 앎의 의미를 정리하자.
원오와 대혜가 천명하듯 선에서 “지적 이해(知解)”는 금기이다. 송
대의 지식인이라면 그 정도는 지적 이해가 어떤 지식인이 스스로 지
적 이해 때문에 깨달음의 길에 장애가 생겼다고 대혜에게 도움을 청
했다. 대혜의 대응은 뜻밖이었다.
대혜는 지식 축적과 추론은 물론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지적
이해”이며, “지적 이해가 病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고 계도했다. 대혜는 부추밀과 같은 생각에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고
했다. ‘스스로 지적 이해에 막혔다고 생각한 것’, ‘스스로 깨닫지 못했
다고 했으며 미혹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
다린 것’이다. 문제는 지적 이해가 아니라 ‘지적 이해 때문에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한 생각
도 일어나지 않아 전도된 마음이 끊어져서 바야흐로 타파할 미혹이 없
으며, 기다릴 깨달음도 없으며, 장애될 지적 이해도 없음을 알게 될 것
이다.”48) 문제는 수미산과 같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음)”이다.
47) 大慧語錄, ｢錢計議請普說｣, T.47.886a, 大疑之下, 必有大悟.
48) 大慧語錄, ｢答富樞密(季申)｣, T.47.921a, 只這求悟入底, 便是障道知解了
也. 更別有甚麽知解爲公作障, 畢竟喚甚麽作知解, 知解從何而至. 被障者復
是阿誰. 只此一句, 顚倒有三. 自言爲知解所障是一, 自言未悟甘作迷人是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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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앎의 일종인 지적 이해를 주제로 다루지만, 간화선
에서의 문제는 일어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지적 이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즉 지적 이해에 대한 생각이다. 지적 이해의 실상은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왜 지적 이해가 일어나며, 어떻게 지적 이해에 대응
해야 할까? 다음을 보자
그저 ‘지적 이해를 아는 마음에 나아가 보라.’ 아직도 장애가 되는
가? 지적 이해를 아는 마음에 여전히 여러 가지가 있는가?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적 이해를 짝으로 삼고 지적 이해를 방편으
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지적 이해 위에서 평등하게 자비를 실천했고,
지적 이해 위에서 모든 佛事를 했는데,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
랑이가 산에 의지한 것과 같았으니, 끝내 이것(지해)을 번뇌로 삼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지적 이해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나는 곳을 알았으니, 이 지적 이해가 바로 解脫의 장(場)이
며, 바로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다. 이미 해탈의 장이며 생사를 벗어나
는 곳이라면, 지적 이해라는 것의 본질(當體)이 바로 寂滅이다. 지적
이해가 이미 적멸이라면 지적 이해를 아는(知) 자도 적멸이 아닐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불성도 적멸이 아닐 수 없다.49)

해결의 방안은 지적 이해를 없앰이 아니라, ‘지적 이해가 일어나는
곳을 앎’, ‘지적 이해를 아는 마음에 나아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
이해가 일어나는 곳, 지적 이해를 아는 마음이 혜능의 용어 “本來面
目”이고, 회양의 용어 “한 물건이라 해도 옳지 않은 것”이며, 馬祖(709
∼788)의 용어 “작용 그대로 본성(作用是性)”이기도 하다. 어떻게 표현
하든 모두 이름일 뿐이고 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 깨닫고자 하는 주
인공, 지적 이해를 일으킨 주인공, 지적 이해에 막혔음을 고백하는 주
更在迷中將心待悟是一. 只這三顚倒, 便是生死根本, 直須一念不生顚倒心絶,
方知無迷可破, 無悟可待, 無知解可障.
49) 大慧語錄, ｢答富樞密(季申)｣, T.47.921ab, 但就能知知解底心上看, 還障得
也無. 能知知解底心上, 還有如許多般也無. 從上大智慧之士, 莫不皆以知解
爲儔侶, 以知解爲方便. 於知解上行平等慈, 於知解上作諸佛事, 如龍得水, 似
虎靠山. 終不以此爲惱. 只爲他識得知解起處. 旣識得起處, 卽此知解, 便是解
脫之場, 便是出生死處. 旣是解脫之場, 出生死處, 則知底解底當體寂滅, 知底
解底旣寂滅, 能知知解者不可不寂滅, 菩提涅槃眞如佛性, 不可不寂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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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이 바로 그 무엇이다. 요약하자면 순간 깨침이든, 화두 참구든 그
무엇을 골수에 사무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냄에 있어, 지
적 이해에 막힌 그 상황이 바로 진리로 가는 길(道)이다. 따라서 지적
이해는 장애가 아니가 진리로 가는 길의 도반이자 방편이다.
망견이나 무명을 제거하여 정견을 획득한다는 것은 조사선과 거리
가 멀다. 흔히 무명을 벗어나 해탈에 도달함을 불교의 목표라고 하지
만, 선문에서는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고 허깨비 같은 빈 몸
그대로 법신이다”50)이라는 永嘉(665∼713)의 말을 금과옥조로 여긴
다. 굳이 무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명과 법신을 분리하여 생각
함이 무명이라고 하겠다. 바르게 봄(正觀)과 잘못 봄(邪觀)의 차이를
해명하라고 한다면, 현실의 무명과 正覺이 한 뿌리이고 중생과 부처
가 근본이 다르지 않다고 여김이 “바르게 봄”이고, 그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함이 “잘못 봄”이라고 하겠다. 영가의 이 말은 “우는 아
이 달래듯이” 학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말이 아니고, 조사
선 철학의 전제이다. 대혜는 영가의 선언에 대해 “이것은 참된 말이
고 진실한 말이며, 속이는 말이 아니고 망령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서 통달하면 비교하여 재보고(思量) 고민에 고민을 더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위와 같이 알지 못하면, “그때가 바로 힘을
써야하는 시절이다.”51)
지적인 앎(知見)이 극복의 대상임은 다시 말할 나위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알아(正知見) 본래 그 자리로 가는 기반은 “지적인 앎(知
見)을 없앰”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대혜에 따르면, 지적인 앎이라는 장
애는 ‘지적으로 알려하는 자, 지적인 앎이 장애라고 아는 주인공’의 작
용이다. 지적인 앎에 가로 막힌 자, 그래서 간화해야 하는 장본인, 알
지 못해 혼돈을 겪는 주인공이 모두 당사자의 “본래 그 자리”이다.52)
50) 證道歌, T.48.395c,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51) 大慧語錄, ｢答汪內翰(彦章)｣, T.47.929c, 永嘉云,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
身卽法身. 是眞語實語不誑不妄等語. 恁麽見得了, 要思量要煩惱, 亦不可得.
作是觀者名爲正觀, 若他觀者名爲邪觀. 邪正未分, 正好著力. 此是妙喜決定
義, 無智人前莫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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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 타파 이후에는 뭐가 달라질까? 이런 의문을 예상했던지 대혜
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 잘못을 알았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
상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병이 나아 약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본
디 그대로’의 사람일뿐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한
다면 옳지 않은 마구니와 외도의 견해이다.”53) 간화선의 철학에 입각
한다면, 본래면목이 나의 외부에 있고 중생이 어떤 노력을 거쳐야만
“부처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가는 길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54)

Ⅵ. 앎과 알지 못함의 의미, 그리고 간화의 동력학
앎은 간화의 의심, 화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시 물어보자. 운문의 須彌山이나 조주의 放下著을 지식과 추론으
로 풀 수 있을까? 선의 기본 전제와 격외 문답의 성격상, 그 의도(格
外旨)를 알려하면서 지식과 추론으로 접근해서는 알아낼 수 없다. 틀
밖의 뜻을 틀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그 틀을 벗어나려면 더 큰 자
극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의 기연에 마주치는 순간 가슴을 세차게 맞
은 듯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생각이 멈추고, 알려고 하
지만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답답해 질 수도 있다. 알지 못하기에 알려
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알지 못하기에 답답해지는 것이다. 알려고
하는 답답함과 절박함이 간화의 의심이 일어난 상태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연문답에 기필코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심이 발동했을 때,
52) 大慧語錄, ｢答李寶文(茂嘉)｣, T.47.935bc, 蓋平昔知見多, 以求證悟之心,
在前作障故, 自己正知見, 不能現前. 此障亦非外來, 亦非別事. 只是箇能知昏
鈍底主人公耳. …… 亦不是別人, 只是這能知昏鈍者耳. 能知昏鈍者, 亦不是
別人. 便是李寶文本命元辰也.
53) 大慧語錄, ｢答曾侍郎(天游)｣, T.47.916c, 今日知非, 則以幻藥復治幻病. 病
瘥藥除, 依前只是舊時人. 若別有人有法, 則是邪魔外道見解也.
54) 大慧語錄, ｢答汪內翰(彦章)｣, T.47.929a, 更求入頭處, 正是含元殿裏, 問長
安在甚處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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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진 기연이 바로 화두이다.
간화선에서 알지 못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알지 못함은 간화의 시작이다. 알지 못하기에 알고자 함(의
심)이 시작되며, 알고자 함이 시작될 때 간화가 시작된다. 이미 본질
을 알았다면, 알지 못함은 없을 것이며 알고자 함도 당연히 필요 없
을 것이다.
둘째, 알지 못함은 간화라는 지렛대의 받침점이다. 그것은 기존의
앎⒜과 알고자 함⒝으로 연결된 간화의 지렛대( ab)가 작동하게 하는
회전축이다. 알지 못함 즉 받침점이 없다면 간화의 지렛대는 성립하
지 않는다. 간화의 지렛대에서 알지 못함은 앎의 전환 즉 기존의 앎
을 극복하고 “본디 그대로”로 복원하게 하는 기축점이다.
간화선에서 간화는 앎의 전복과 복원을 한꺼번에 체득하기 위한
길이다. 간화는 앎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서 시작하여 알 수 없음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겉으로 드러난 기존의 앎에서 본디 그대로의 앎
으로 복원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엄밀하게는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이 간화
라는 지렛대의 동력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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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Knowing(知)” and
“Not Knowing(不知)” in K’an-hua Ch’an

Byun, Hee-Wook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meaning of “knowing” and “not
knowing” in K’an-hua Ch’an.
Intellectual knowledge(知見) or understanding(知解) is functioned as
an obstacle in the way of realization in K’an-hua Ch’an. Intellectual
knowledge

from

literary

learning(見聞覺知)

as

well

as

from

comparative analysis and inference(思量計較) is regarded as a
contra-indication in Ch’an.
Not knowing is operated not only as the critical starting point of
K’an-hua but also as the fulcrum point of leverage, which is so-called
K’an-hua. Endeavoring to acknowledge can

start not because of

knowing but because of not knowing. K’an-hua originates from the
moment of endeavoring to acknowledgement.
In short, it is claimed in this article that the real meaning of “doubt
(疑)” is “a desperate yearning to acknowledge.” Deconstruction of the
established pattern of thinking is also required in Ch’an.

Keywords: K’an-hua Ch’an, knowing / not knowing, K’an-hua,
doubt / desperate yearning to ac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