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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序論

석가모니는 禪定을 하여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다. 선정은

인도 古來의 수행방법이다. 禪(Dhyāna)이나 定(Samādhi)에 관한 말은

경전마다 강조하고 있는 실천수행방법이다.

禪이 중국에 들어 온 것은 達磨로부터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래설

이다. 印度禪은 중국인에 맞는 선으로 되면서 言說의 敎學에만 치중

했던 사상계에 黙然히 參禪하여 頓證佛地하는 새로운 수행사조가 던

져지게 되었다. 여기에 반드시 불교라는 논증이 필요하였다. 달마는

바로 이 楞伽阿跋多羅寶經(Laṅkāvatra Sūtra)을 그 텍스트로 제시하였
다.

달마는 제자 혜가에게 四卷楞伽1)를 주면서 “내가 漢地(중국)을

1) 3種의 번역본이 있다.

① 楞伽阿跋多羅寶經 혹은 楞伽經, 四卷楞伽라고 한다. 劉宋.求那跋多
羅 譯. 大正藏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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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니, 오직 이 經이 있어, 인자가 의지해 수행하면, 스스로 깨달음

을 얻어, 세상을 제도하리라.”2)하면서 玄理를 부촉하였다고 하였으

며, 慧可는 그의 제자 那․.滿 등에게 “항상 四卷楞伽를 가지고 心

要를 삼으라”3)고 하였다.

그러므로 達磨에서 慧可로 이어지는 禪脈의 所依經典은 楞伽經임이

틀림없고, 또 達磨系의 禪宗을 ‘達磨禪宗’ 혹은 ‘楞伽宗’이라고 하였다,

또 달마․혜가를 이은 선사들을 楞伽師라고 불렀으니 그들의 후예인

玄奘은 楞伽佛人法志를 쓰고, 淨覺은 楞伽師資記를 남겨서 禪宗法
系를 알 수 있게 하였으니, 선종에 있어서 楞伽經의 위치를 능히 짐

작케 한다.

이 四卷楞伽는 책은 4권이나 品이 오직 한 품 뿐이라는 것이 특
징이다. 즉 一切佛語心品 속에 일반적인 經典에 분류되어 있는 序分

․正宗分․流通分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내용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고 있지만 ‘모든 부처님의 말씀․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부처

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佛語는 곧 佛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馬祖道一이 달마가 중국에 와서 上乘一心之法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였는데 ‘楞伽經文’을 인용하여 衆生의

心地에 印쳤다고 하며, 이는 곧 楞伽經에 말한 “佛語는 마음으로 宗이

되고, 無門으로 法門이 된다”4)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여 論證을 삼고

있다.

禪宗을 ‘佛心宗’이라고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되었을 것

이다. ‘佛語心’은 楞伽經의 異名이며, 禪宗의 當體라고 할 수 있다. 禪

宗의 宗旨인 “不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은 바로 이 楞伽經의 ‘不說

一字’에서 연유된 것이다.

또 이 經에 나타나있는 ‘四種禪說’과 ‘宗統과 說通說’과 ‘唯心思想’

내지 ‘頓漸法門’에 관한 說法 등은 禪宗의 源典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

고 있다.

② 入楞伽經 十卷, 後魏, 菩提流支 譯. 大正藏 16.
③ 大乘入楞伽經 七卷, 唐, 實叉難陀 譯. 大正藏 16.

2) 續高僧傳 16. 釋僧可傳. 大正新脩大藏經(이하 大正藏) 50. P. 550. 中
3) 위의 책. P. 550. 下

4) 景德傳燈錄 卷 6. 江西道一禪師 . 大正藏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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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死와 涅槃이 둘이 아닌 깨달음을 증득하는 길은 바로 이 楞伽經

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대로 실천하고, 수행한다면, 自心現流의 煩惱

妄想을 淨除하고, 스스로 聖智를 깨달아 佛子의 最勝地를 증득하고는

佛地에 들어 大覺을 자연히 이루게 되며, 大悲心이 發露하고 無功用의

方便이 저절로 드러나 無量․無數․無邊의 衆生을 제도 하게 될 것이

다.

본 論文에서는 楞伽經에 나타난 이렇게 殊勝한 禪思想을 들어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난해한 능가의 뜻을 이해케 하고, 연이어 깨달음의

길로 다름질하는 도움이 되기를 발원하는 마음을 담으려고 한다.

二. 眞識의 恢復

三界는 唯心이요 萬法은 惟識이라는 心識思想은 楞伽經의 始終과

本末에 一貫되어 있다. 이는 곧 世間과 出世間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그 진실한 의미가 말로서는 표현 할 수 없지만, 當處는

전체가 眞如이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절

대 아니다.5) 이는 곧 ‘禪’이란 “言語道斷 心行處滅”한다는 말이다.

먼저 心識의 현상을 살펴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 妄想의 반복된 生

․住․滅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보려

고 한다.

1. 識의 현상

識은 마음이며 아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精神이라고 한다. 識에는

前五識, 第六意識, 第七末那識, 第八阿賴耶識의 8종이 있다. 제 8 아뢰

5) 函昰疏.楞伽經心印卷 1 .卍續藏 27. P. 160.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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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은 如來藏이라고도 하며 識藏 또는 現識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바로 중생과 부처,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근원이다.

한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한 마음 어리석으면 중생이다. 한 마

음에 중생과 부처가 있고 妄想과 眞如가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 본

래 두가지 體가 있는 것이 아니라, 迷와 悟를 就하므로 다른 것처럼

쓰일 뿐이다.

능가경에서는 唯識學에서 처럼 諸識을 낱낱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

라 오직 諸識의 변화하는 현상을 들어 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大慧菩薩摩訶薩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諸識은 몇가지 生(utpatti)과 住(sthiti)와 滅(nirodha)이 있습

니까? 부처님께서 大慧(mahāmati)에게 말씀하셨다. 諸識에는 두 가지의 生

․住․滅이 있으니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諸識은 두 가지의

生이 있으니 流注生(prabandhotpāda)과 相生(lakṣaṇotpāda)이다. 두 가지 住

가 있으니 流注住와 相住이다. 두 가지 滅이 있으니 流注滅과 相滅이다”6)

識에는 生․住․滅의 세 가지 변화의 상태가 있고, 셋의 각각에 流

注(prabandha)7)와 顯相(lakṣṇa)의 두 가지 상태가 있다.

A. 生의 상태

流注生 : 흐르는 물이 쉬지 않듯이 계속 생하여 그침이 없다.

相 生 : 發生하여 있는 것이 상속하여 끊임이 없는 現象.

B. 住의 상태

流注住 :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이 완연히 상속하면서

相 住 : 일체현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

C. 滅의 상태

流注滅 : 상속과 존재의 力量은 동시에 끊임없이 소멸되어 가듯이

相 滅 : 一切現象도 소멸되어 간다.

6)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483 上
7) 魏譯과 唐譯에서는 相續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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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의 心理狀態는 境界를 對하여 받아 들이고 끄달리는 대로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며, 그것이 잠시도 머물음이 없이 마치 폭포처

럼 쏟아져 변하고 있으나, 폭포가 옛과 지금의 모습에 항상 물이 쏟

아지는 상태이듯이 경계에 흡입되어 변해 가는 모습 즉 마음상태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경계가 마음으

로 밀고 들어올 때 끊임없이 밀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刹那間에 生․住․滅의 變化를 거듭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急變하고 있는 心識에 세가지의 相이 있다. 즉 轉相(pravṛttil

akṣaṇa)과 業相(karmalakṣaṇa)과 眞相(jatilakṣaṇa)8)이다.

轉이란 경계는 따라 옮기고 변화한다는 의미이니 相이 生․住․滅

한다는 뜻이다. 즉 경계를 따라 妄動하여 생각생각이 머물음이 없이

망상번뇌를 일으킴이다.

業이란 熏習으로 變化하여 相資함이니 因과 緣이 부추키고 일으켜

力用을 증장하는 것으로, 業相은 곧 相續의 生․住․滅이다.

眞이란 이른바 8種識의 體性이며 湛然淸淨한 것이니, 마치 파도가

움직이고 있으나 濕性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다.9)

轉相은 경계를 따라 轉轉變化하는 現象으로 壞相이라고도 한다. 이

러한 現象에 따라 無始熏習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妄動하여 業을

짖게 된다. 業相이란 곧 業力의 現象으로서 생각생각이 머무름이 없

이 계속 因緣 따라 業을 지으니 轉業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迷妄中에서 生滅함을 가르치는 것이요, 만약 業을 굴러 眞相을

가르쳐 드러내도록 하면 이 生滅 가운데 如來의 行處가 具足해있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증득하는 것이지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다.10) 그러므로 眞相은 不壞相이라고도 하며 聖智의 現象으로서 如來

의 正智이다.

眞相의 識은 곧 眞識이며 如來藏識이라고 한다. 마치 물의 습성은

파도가 되어도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이름이 다르고 처소가 바뀌어

도 변함이 없듯이 일체 중생의 心識에 있는 眞心妙體 즉 如來佛性은

8)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 483. 上, 魏譯은 眞相을 智相이라 했다.
9) 廣莫參訂, 楞伽經參訂疏 卷 1. 卍續藏 27. P 16 下
10) 函昰疏. 楞伽經心印 卷 1. 卍續藏 27.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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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변함없는 본체 그대로일 따름이다. 그러나 중생은 자신의 마

음이 본래 맑고 밝고 깨끗하며 널리 비추어 理事를 훤히 알 수 있는

智悲德性을 가진 줄 모르고 時空의 境界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因緣

에 끌려 業11)을 지어 果報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

識에는 本體와 現象과 作用이 있다. 즉 眞識은 본래 無垢淸淨한 것

으로 비유하자면 거울의 본체와 같다. 現識(khyātivijñāna)는 경계를 대

상으로 濕現하는 現量識으로, 비유하자면 거울의 빛과 같이 대상경계

를 비추는 현상이다. 分別事識(vaṣtuprativikalpavijñāna)12)은 능히 一切事

物을 분별하는 了別識으로, 비유하자면 거울이 빛에 의해 사물을 분

별하여 비추는 작용13)이다.

그런데 現識과 分別事識이 相互轉轉하여 作用을 일으키므로 서로

因果가 된다. 이는 곧 밖으로 현상을 접촉할 때에 不可思議한 熏染을

받아드리고 동시에 不可思議한 변화를 일으켜 現識의 因이 되고, 內

外의 여러가지 六根․六塵의 현상을 흡수하고 동시에 無始以來 習慣

性의 妄想熏染을 받아 들여 分別事識의 因을 형성한다.14)

이러한 여러가지 不實하고 헛된 妄想이 眞識을 덮고 있기 때문에

刹那生滅하고 流注相續한다. 그러나 妄想이 滅하면 根識이 滅하므로

이를 相滅이라하고, 相續의 因이 滅하면 쫓을 바의 경계도 滅하고 걸

리는 緣도 滅하므로 이를 相續滅이라고 한다.15)

轉識과 業識과 眞相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阿

賴耶識 속에 있는 妄想의 相과 相續이 없어지고, 轉轉과 業力의 작용

이 소멸해 가면 阿賴耶識도 滅한다. 그러나 如來藏識의 自相은 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轉識業相의 流注現象만 滅할 뿐이다.

2. 自覺聖智

11) 遍計所執과 依他起로 業을 지어 衆生苦에 시달리고 있으나 計着을 끊고

業을 돌이키면 本然인 圓成實性을 이루어 眞如自性을 증득하게 될것이다.

12) 唐譯本과 梵本에는 現識과 分別事識의 二種識을 들고 있다.

13)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 483. 上
14) 南懷瑾, 楞伽大義今釋 P. 52. 台北老古文化事業公司. 1984.
15)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48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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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生은 心識에 흐르는 妄想으로 인하여 괴로운 윤회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윤회의 틀을 벗는다는 것은 곧 깨달음을 증득한다

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자기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기 마음에 있는 聖智를 깨닫는 것이다. 이는 곧 自心現流의 妄想에 의

해 망각하고 있던 자기의 眞相 즉 참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楞伽經今釋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衆生心識의 現狀을 말하자면 모두가 如來藏識의 業力이 流注함을 因으

로 하여 있다. 시작을 모르는 때로 부터 내려오는 我執과 法塵의 遍計所執

과 現行의 業力이 서로 轉轉熏習함으로 말미암아 人我의 八種心識現像의 작

용을 일으키므로 이를 八識이라한다. 만약 능히 一切諸識의 妄緣熏習을 滅

해 버리고 遍計所執과 依他하여 일어나는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業識妄想의 흐름을 능히 頓斷하여 識을 돌이켜 智를 이루게 되어 眞如의

性이 淸淨한 如來의 境界에 이르게 될 것이다.”16)

一切業識의 흐름을 滅하고 妄想種子의 熏習을 되돌려 버리면 淨智

의 光明을 圓滿히 이루게 된다. 이는 곧 阿賴耶識이 眞如로 되돌려짐

이며 眞如의 體相은 본래 不生不滅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眞識을 회복하여 如來의 等正覺을 이루는 自覺聖智의

第一義를 제시함에 앞서 外道들이 말하는 7가지의 自性을 말씀하셨

다.

“大慧여, 七種性의 自性(svabhāva)이 있다. 말하자면 集性自性(samuday

a), 性自性(bhāva 存在), 相性自性(lakṣaṇa), 大種性自性(mahābhūta), 因性自性

(hetu), 緣性自性(pratyaya), 成性自性(niṣpatti, 成就)이다.”17)

이와 같은 自性說은 數論(saṃkya) 등의 外道說을 종합한 것으로 모

든 형성 원인을 自生(因性自性), 他生(大種性自性․緣性自性), 共生(集性自性․

相性自性․成性自性), 無因生(性自性) 등으로 計着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16) 南懷瑾, 楞伽大義今釋 P. 55.
17)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483.中. 楞伽經心印과 楞伽經參訂疏에 外

道의 所說임을 論證하고 있다. 卍續藏 27. P. 16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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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第一義心으로 修行할 것을 당부하고, 七種의 第一義를 제시하여,

外道의 邪妄과는 달리, 正法眞因으로 如來地를 증득하는 계차를 말씀

하셨다.

“大慧여. 七種의 第一義가 있다. 이른바 心境界, 慧境界, 智境界, 見境界,

超二見境界, 超子地境界, 如來自到境界이다. 大慧여. 이것은 過去 未來 現在

의 모든 如來․應供 等이 正覺의 性自性의 第一義心이다. 性自性의 第一義

心으로써 如來의 世間과 出世間과 出世間上上의 法을 成就하니 성스러운 지

혜의 눈으로 自相과 共相을 建立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建立은 外道가 말

하는 惡見과는 같지 않다.”18)

여기서 말하는 7가지의 경계는 여러가지 차별이 있는 것 같으나,

모두가 第一義境界로서 凡夫나 聖人, 깊고 얕음의 다름이 없는 것이

다. 三世의 如來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自相과 共相을 建立하는

것으로 七種의 實相法이다.19) 오직 一心에서 스스로 如來의 境界에

이르는 길이다.

第一義心은 오직 一心일 따름이며, 七種의 境界는 다른 것 같이 보

이지만 第一義로 깨달아 돌아가는 하나의 길이다.

“心境界는 즉 一心을 寂滅히 하고, 그 心光이 慧를 發하기 때문에 慧境界

가 된다. 慧力이 능히 수승하면 智慧의 用을 이루게 됨으로 智境界이고, 智

慧의 用이 이루어지면 곧 正見이 現前하게 되기 때문에 見境界가 있게 된

다. 正見이 앞에 나타나면 곧 斷과 常의 二見을 뛰어넘고 十地佛子를 뛰어

넘어 如來自覺의 境界에 이르게 된다. 앞의 여섯 가지는 보살의 수행에 통

하고, 뒤의 한 가지는 오직 부처의 스스로 깨달아 증득함이며 이것을 모두

第一義心이라고 한다.”20)

중생의 마음이 客塵妄想과 無始熏習으로 迷惑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으나, 이 한 마음을 깨달음으로 돌이켜 如來의 境界

를 自覺自證하면 해탈하게 될 것이다.

18) 위와 같음

19) 楞伽心印 卷 1. 卍續藏 17. P. 165
20) 楞伽經宗通. 卍續藏 26.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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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먼저 마음이 禪定에 들어 寂滅하게 되면 마음의 光

明인 智慧의 힘이 수승해지고, 이 수승한 지혜의 功用으로 正見을 이

루어 斷․常과 有․無 등의 分別意識을 뛰어넘어 물러나지 않는 보살

의 十地位21)를 修行하게 된다. 이 十地位에서 佛智를 生成하여 如來의

聖智를 스스로 깨달아 證得하게 된다.

이 七種의 第一義心은 마치 7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는 것 같으나,

識을 轉換하여 聖智를 이루는 오직 한 마음의 第一義心인 까닭에 眞

如에 의지하여 功用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功用은 無爲之功用

이므로 7종의 階次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定慧雙運으로 卽入如來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金剛經에도 이 無爲法으로써 차별이 있다”

22)고 하였으니, 만약 名相을 집착하면 境界를 計着하는 妄想에 떨어

진다.

無始의 妄習과 妄想의 因緣이 滅盡하고 識의 境界에서도 자기 마음

에 흐르고 있는 分別心의 현상과 작용을 충분히 了解하면, 能과 所의

對立을 떠난 어떤 相도 나타남이 없는 無分別의 境地에서 自心의 本

來面目(眞心妙用)이 들어나게 되며 現狀의 本然을 그대로 분별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楞伽經에 말씀하셨다.

“無所有의 境界23)에서 生․住․滅을 여의고,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남을

따라들며 分別24)한다. 大慧여, 그는 菩薩로서 오래지않아 마땅히 生死와 涅

槃이 평등함을 증득하며, 大悲의 方便인 開發함이 없는 方便25)을 얻는다.

大慧여! 그들은 一切衆生의 세계는 모두 幻과 같다고 하여 因緣 짓지 않고

21) 보살의 수행계위인 十信․十住․十行․十回向․十地 중 최고 位인 경지이

다. ①歡喜地 ② 離垢地 ③ 發光地 ④ 焰慧地 ⑤難勝地 ⑥現前地 ⑦遠行地

⑧不動地 ⑨善慧地 ⑩法雲地.

22) 金剛經, 無得無說分 7. 大正藏 8. P. 749. 中

23) 無所有境界(nirābhāsa-gocara) : 能․所의 顯現이 없는 경지. 主․客의 대

립 을 떠난 이상의 경지 즉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

24) 分別(vibhāvayati) : 思惟觀察. 妄想分別이 아닌 冥想에 의하여 관찰함.

25) 大悲巧方便 無開發方便: 無功用으로 되는 大悲와 善巧의 방편을 실행. 앞의

방편은 upāya, 다음의 方便은 prayoga, 무개발은 anābhoga (無作爲․無功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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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外의 경계를 멀리 여의면, 마음 밖으로 보는 바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

로 無相處에 따라 들고, 차제로 地에서 地26)에 이르는 三昧境界에 隨入하여

三界가 幻과 같음을 알고, 分別하고 觀察하면 반드시 如幻三昧27)를 얻는다.

스스로의 마음에 나타나는 無所有의 경계를 건너 般若波羅蜜에 머물게 되

면, 저 生의 所作인 方便을 捨離하고 金剛喩三摩提28)로 如來身에 隨入하게

된다. 如如化29)에 隨入하여 神通과 自在와 慈悲와 方便을 具足하고 莊嚴하

여 一切佛刹과 外道의 入處에도 평등하게 들어가서 心․意․意識을 떠나게

된다. 이 菩薩을 漸次로 轉身하여 如來身을 얻는다.”30)

모든 현상경계는 自性이 없으므로 형성과 변화로 생기고 없어짐이

거듭된다. 衆生은 이러한 虛相에 마음이 끌리고, 無始의 虛僞로 된 妄

見으로 誤認한다. 이러한 認識은 浮雲이나 火輪 혹은 水月과 같고 幻

이나 夢과 같은 妄想이다.

현상계의 諸法이 無自性임을 깨닫고, 因緣이 滅盡하여 心識이 淸淨

해지면, 妄想의 경계분상에서 말하는 能․所를 떠나 一切境界와 因緣

에 相應함이 없게 된다.

無自性임을 알고 不相應하게 되므로 無所有의 경계에 들어 生․住

․滅을 여의고 如幻三昧를 증득하고 般若波羅蜜에 머물러 金剛三昧로

如來身을 成就하면, 자연히 神通이 自在하고 慈悲方便을 具足하고 法

力을 갖추어 모든 佛刹과 外道의 경지를 자유로이 드나들게 된다.

“大慧여, 이와 같이 如來의 身(境界)에 들고자하는 자는, 마땅히 五陰․

十八界․十二入과 마음과 因緣과 所作의 方便과 生․住․滅의 妄想과 虛僞

를 멀리 여의고 오직 마음에 直進31)해야 한다. 如來虛僞의 잘못과 妄想習

26) 十地位를 初地에서 第十地에 이름을 말한다.

27) 如幻三昧(māyopama-samādhi) : 一切를 幻과 같다고 觀하는 三昧

28) 金剛喩三摩提(samādhivajrabimbopama) : 金剛三昧라고도 하며 十地의 보

살이 체득하는 三昧이다. 이에 의해서 보살은 如來身을 얻는다.

29) 如如化(tathata-nirmāṇa) : 如如는 眞如, 化는 변화. 진리의 변화와 전개로

서의 세계

30) 楞伽經 大正藏 16. P. 483. 下
31) 唯心直進(cittamātrānuśarin) : 오직 마음에 수순하는 것. 唯心直進은 岐路

가 없다(楞伽經心印. 卍續. 27. P 169)하고 다만 萬法唯心을 철저히 了解

하고, 또 宇宙萬有를 인식하여 말하자면 하나의 眞心이 전체의 大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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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가 因이 된 三有를 觀察하고, 無所有의 佛地가 無生임을 思惟하면, 自覺의

聖趣에 도달32)하고, 自心自在하여 無開發의 行에 도달한다. 衆色을 따름은

摩尼와 같고 衆生의 微細한 마음에 隨入한다. 그리고 化身으로써 心量에 따

라 제도하며 諸地에 漸次로 相續하여 建立하게 된다. 그러므로 大慧여, 스

스로의 悉檀33)을 잘 알고 마땅히 修學하라.”34)

오직 한 마음에 一切諸法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 마음의

청정한 본체를 직접 깨달아 들어가야 한다. 즉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뜻이다.

自心所現의 妄想境界와 因緣을 滅盡하면 無分別의 境地 즉 無所得․

無所有의 境界를 認得하게 된다. 이는 곧 禪에서 말하는 一切境界로

쫓아 일어나는 分別妄想을 ‘放下着’하면 生․住․滅의 有爲境界를 초

월하여 生死․涅槃이 평등한 無爲境界에 뛰어듬과 동시에 本來 淸淨

한 自性의 聖智를 깨달아 如來境界에 證入하게 된다.

楞伽經의 漸次轉身의 次第를 정리하면 “生死涅槃의 평등에 도달한

菩薩의 初地, 如幻三昧를 얻는 것은 第八地, 그리고 金剛喩三昧를 획득

함에 의해서 第十地에 이르고, 더디어 如來身의 획득, 곧 佛地에 이르

는 과정”35)으로 菩薩의 實踐道로 인하여 佛地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本經에서 ‘自覺聖趣’는 대단히 강조되는 語句이다. 이는 곧 眞識의 회

복을 의미하며, 아울러 보살도의 실천행을 강조함은 利他적 修行이

곧 佛地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 없다. (楞伽大義今釋 P.67)
32) 到自覺聖趣(pratyātmāryadharmagati　agataḥ) : 自內證의 聖法에 통달함.

즉 스스로 如來의 聖旨를 깨달음.

33) 自悉檀(svasiddhānta):스스로의 宗旨, 究竟의 목표로 하고 있는 敎法

34)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483.下
35) 高崎直道, 楞伽經 P.169.<佛典講座 17> 大藏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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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頓 漸 說

楞伽經에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自心現流(svacittadṛśyadhāra)을

淨除하는 것이다. 自心이라고 하는 阿賴耶識이 轉變하고 顯現하면서

刹那生滅을 持續하고 있는 한, 主․客이 대립하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生住滅의 輪廻는 계속된다. 이러한 윤회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것이 곧 自心現流를 淨除한다고 하며, 아뢰야식의

染汚를 깨끗이 씻어버리면 如來의 眞身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

다.

自心의 現流를 淨化하고 生住滅을 滅除하는 수행이 頓(yugapat)인지

漸(krama)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이때 대혜보살은 自心現流를 淨除하기 위하여 여래께 청하였다. 부처

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어떻게 일체중생의 自心現流를 淨除합니까?

一時에 담박(頓)됩니까? 점차(漸)로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셨다. 점차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일시에 되

는 것이 아니다. 마치 庵羅果(āmra-phala)가 점점 익는 것이지 일시에 익

지 않는 것과 같다. 如來의 一切衆生이 自心現流를 淨除함도 또한 다시 이

와 같이 점차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陶工이 여러가지 그릇을 만들 때도 점차로 이루어지

는 것이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여래의 일체중생의 自心現

流를 淨除함도 또한 이와 같이 점점 정제되는 것이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大地가 만물을 점점 생성하며, 일시에 생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 如來의 一切衆生의 自心現流를 淨除함도 또한 이와 같이 점차로

정제되는 것이지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음악, 글씨, 그림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때

점차로 익숙해지는 것이며 일시에 되지 않는다. 여래의 일체중생의 자심

현류를 정제하는 것도 이와 같이 점차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밝은 거울이 일시(頓)에 모든 無相의 色相을 나타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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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래의 일체중생의 자심현류를 정제함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無相하

여 所有할 것이 없는 淸淨境界를 일시에 나타낸다.

저 해와 달이 일시에 비치어 모든 色像을 드러내듯이, 여래의 自心에

나타나는 習氣의 過患을 여윈 중생을 위함도 또한 이와 같다. 일시에 不思

議한 智慧의 最勝境界를 나타낸다.

비유하자면, 마치 藏識(ālaya-vijñāna)이 自心所現의 신체와 安立과 수용

의 경계를 일시에 분별하여 아는 것과 같다. 저 모든 依佛(niṣyanda-buddh

a)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중생이 처하는 바의 경계를 일시에 성숙시켜

수행자로써 저 色究竟天에 안처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마치 法佛(dharmatā-buddha)의 所作인 依佛의 광명이 照耀

하는 것과 같다. 自覺의 聖趣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저 法相 (dharmalakṣ

aṇa)에서 有性(bhāva)․無性(abhāva)의 악견과 망상을 비추어 (일시에) 除滅

케 한다.”36)

自心現流의 習氣와 妄想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은 漸次로 하는 것이

며, 불가사의한 지혜를 깨달아 나타내는 것은 일시에 몰록(頓)한다고

하였다.37)

이것은 楞嚴經에서의 “理卽頓悟 乘悟倂銷 事非頓除 因次第盡”38)

이라는 의미와 같다. 깨달음이란 일시에 열리는 것이지만, 無始劫來

로 익히고 훈습된 妄想習氣는 단번에 닦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 과실이 점점 익고, 초목이 점점 자라는 것에 비유하였다. 즉 중

생의 습관을 일시에 고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들고 있는 4가지의 예는 華嚴經에서의 十信․十住․十行

․十廻向에 配對하여 수행의 漸次를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수행의

과정은 아직 진리를 증득한 것이 아니다. 즉 自心現流를 닦아 가는

것이다.

뒤에 들고 있는 4가지의 예는 頓悟頓修의 理를 말한 것이다.

거울에는 본래 相이 없으며, 거울의 빛도 본래 相이 없으므로 거

울에 비치는 형상은 無相之像이다. 이와 같이 如來自心의 智慧光明도

無相이기 때문에 “여래의 一切衆生의 自心現流를 淨除”함도 “無相․無

36)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485下-P486 上
37) 楞伽經參訂疎 卷 8. 卍續 27. P. 29.
38) 楞嚴經 大正藏 19. P. 155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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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의 淸淨境界를 頓現”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체중생이 어리석음

으로 인하여 자심의 不思議한 智體를 識情의 流注로 뒤엎어 버렸다.

그러나 만약 본래의 자심을 깨달으면 이와 같은 虛妄心의 起滅함이

없이 즉각 識情의 流注가 不思議한 지혜로 바뀌게 된다”39) 이와 같은

현상을 해와 달의 빛이 어둠을 밝혀 모든 색상을 일시에 들어냄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頓悟頓修의 理는 원래 眞識을 迷하여 모든 虛妄相에 덮여

있으나, “眞如自性이 無起滅相임을 頓見하면, 모든 虛妄心이 일시에 頓

歇하여 또한 기다릴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일시에 깨닫고 일시에 淨除

하는 理이다”40)라고 하였으니, 頓見自性하면 頓除妄想하여 眞識이 일

시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하여 如來知見을 證得하고 “權과 實을 兼隆하게 되니 三世

如來와 同一法式”41)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法依

佛의 가르침에 따라서 十地의 菩薩들이 일시에 自覺聖趣의 경계에 證

入하는 것이다. 즉 一超直入如來地하는 禪宗의 宗旨는 바로 이 楞伽經

의 經旨에 의한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먼저 漸을 說하고 뒤에 頓을 說한 것은 결코 待悟를 용

납한 것이 아니다. 法․報․化의 三身이 一時照了하여 一切 衆生을 일

시에 몰록 성숙시켜 버리는 것으로 극히 嚴淨하다. 그러므로 닦음을

빌려 어리석음을 굴러 깨닫게 할 것이 없다. 도무지 여러말하여 說示

할 것이 없으나,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의 근기를 보아 부득이 漸으로

부터 頓으로 들게 한 것이다.

39) 楞伽經參訂疎 卷 2. 卍續 27. P. 29. 下
40) 楞伽經心印 卷2. 卍續 27. P.182. 下
41) 위의 책. P.183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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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言語와 義

1. 莫着言說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千百億의 化身을 나투고 八萬四千의 법문

을 開說하심은 出身․形色․性品․思想이 다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듣고․알아서, 그 마음의 本來淸淨한 자성을 깨달아, 미혹한

중생의 塵埃를 除滅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하게 하기 위하여 갖

가지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만장경에 無我와 無生과 無二를 說하고, 空

性과 無自性을 설하여, 반야바라밀을 체득하고 自覺聖智의 경계에 도

달하게 하였으나, 방편인 言說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하셨

다.

“大慧여, 空․無生․無二․離自性相은 널리 諸佛의 일체 修多羅에 들어

있다. 모든 經에는 다 이러한 義를 설하였다. 여러 修多羅는 모든 중생의

希望心을 隨順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므로서 그 義를

顯示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言說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사슴의 목마른 생각이 사슴의 무리를 誑惑하게 하여(저 멀리 아지

랑이가 있는 것을 보고) 사슴은 저 相이 (물이라고) 計着하나, 水性이지만 물

은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修多羅에 설해져 있는 법도 愚夫들로

하여금 기쁨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실제의 聖智가 言說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義를 의지할 뿐, 言說을 計着하지 말라.”42)

부처님께서는 大悲心으로 중생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중생

의 입장에서 일상적이고 자상하게 설해지므로 의미를 깨달게 하는

설득력이 풍부하다.

모든 경전에서 計着을 떨친 解脫을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생

활 주변에 있는 갖가지 예를 들어 어려운 空의 理를 재미있게 말하

42) 楞伽經 卷 1. 大正藏 16. P.489.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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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생들의 희망은 즐거움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겁게 되고

자함이 중생의 욕망이다. 이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

을 隨順하여 諸法을 낱낱이 분별하여 空의 義를 설명하였으니, 경전

에 말이 많게 된 것이다.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아지랑이도 물로 보이고 물인 것으로 잘 못

인식하여 計着하지만, 실로 물은 아닌 것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온

갖 예를 들어 법을 설하나 말은 義를 가르키는 도구일 따름이지, 즉

말 속에 진리의 성품이 들어있을 뿐, 말 자체는 진리가 아니므로 言

說의 형상에 計着하여 言說이 가르키는 義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이다.

부처님께서는 隨機說法을 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기쁜 마음을 일으

켜 信行하게 되었으며, 聖智를 달에 비유하면, 言說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여, 언설에 집착하면 聖智를 체득할 수 없다43)는 것

을 강조하였다.

‘不立文字’의 경전적 근원은 바로 이 楞伽經에 있는 “莫着言說”이라

고 본다.

2. 言說非第一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言說이란 自性이 없는 空한 것이기 때

문에 計着할 것이 없다. 言說에는 四種의 言說妄想相이 있으니, 스스

로 색과 모양을 計着하여 생기는 相言說, 꿈에서 경험하고 깨어나 생

각나는 성품이 없는 경계에서 생기는 夢言說, 먼저 원수가 지은 業을

기억함에 따라서 생기는 過妄想計着言說, 옛부터 헛된 妄想으로 집착

하여 잘 못된 習氣로 생기는 無始妄想言說이다.44)

이러한 言說은 머리․가슴․목․코․입술․혀․잇몸․이빨이 화

합함으로 인하여 음성이 분별되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自性이 없

는 것이다. 다만 이 言說은 思想을 형용지어 표현해 버리면 그만인

43) 楞伽經參訂疎 卷 2. 卍續 27. P. 42. 上
44)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49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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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禪師들은 禪을 말할 때 “言語道斷 心行處滅”이라고

하며, 문답을 할 때에도 목․코․입술․잇몸․이빨․혀 등을 움직이

지 말고 선의 경지를 말해 보라고 한다.

楞伽經에서 大慧菩薩이 “言說이 곧 第一義이며, 말해진 것이 第一義

가 됩니까?” 하는 물음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다.

“言說은 第一義가 아니며, 說해진 것도 第一義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

바 第一義의 성스러운 安樂의 경계는 言說함에 의해서 第一義에 들어가지

만, 言說이 第一義는 아니다. 第一義는 聖智가 스스로 깨달아짐으로 증득되

는 것일 뿐, 言說妄想으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言說妄想은

第一義를 顯示할 수 없다.

言說이란 것은 生하고, 滅하며, 動搖하고 展轉하는 인연으로 생기는 것

이다. 만약 展轉하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第一義를 顯示할

수 없다.

大慧여, (第一義는 相對的) 自․他相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言說相으로는 第一義를 顯示할 수 없다. 다시 大慧여, 스스로의 마음에 현

재 흐르고 있는 헤아림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相 밖에 性은 非性이라

하므로 言說相은 第一義를 顯示할 수 없다. 그러므로 大慧여, 마땅이 言說

의 모든 妄想相을 멀리 떠나야 한다.”45)

말이란 妄想心으로 분별하여 목․코․혀․입술․잇몸․이빨 등으

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第一義第, 즉 勝義의 성스러운 內自

證의 智를 표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어나 문자로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성스러운 최고의 진리이며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

는 불성, 즉 여래의 淸淨性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聖智인

第一義는 言說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聖智를 깨달아 증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言說이 第一義를 顯示하지 못한다는 뜻은 金剛經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燃燈佛所에 있을

때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

래가 燃燈佛所에서 법을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46)라고 한 것을

45)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490.下
46) 金剛經 莊嚴淨土分 第10. 大正藏 8. P.749.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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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言說相은 第一義를 나타낼 수 없으며,

聖智의 법은 부처님께서 開示하시는 것이므로 取得할 수 없다. 오직

自性이 청정하여지면 自心流注의 번뇌망상이 없어져서 寂寂하고 惺惺

함을 깨달아 곧 成佛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唯心境界의 언설은 無所

得․無住相인 第一義를 顯示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第一義란 有限的인 言語妄想의 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을 깨뜨려 버려야 第一義와 만날 수 있다. 無明의 벽을 허물어 버리

면 태양 빛은 하나로 빛나듯이, 중생 마음의 여래가 하나의 聖智로

되어 빛날 것이다.

3. 不說一字

부처님께서는 八萬四千의 많은 설법을 하여 중생을 제도하셨고,

현재도 그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깨달은 자가 수없이 많으며, 미래

에도 衆生界가 다할 때까지 중생의 無明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마디도 말한 것이 없고, 한 중생도 제도

한 바가 없다고 하셨다.

大慧菩薩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보살마하살들에게 설법하시면서

“잘 듣고 잘 생각하라”고 하시고, 또 “當善語義”하라고 하시는데, 말

씀인 ‘語’는 무엇이며, 말의 뜻인 ‘義’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데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大慧여, 語는 무엇인가 하면 言字와 妄想이 화합하여, 咽喉와 입술과

혀에 의하고, 이빨과 잇몸과 뺨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니 妄

想習氣의 計着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語’라고 한다.

大慧여, 義는 무엇인가 하면 一切妄想相과 言說相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義’라고 한다.”47)

언어라는 것은 妄想習氣의 計着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허망된 것이

47) 楞伽經 卷 3. 大正藏 16. P.50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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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義는 언어를 떠난 것이므로 이를 실천해야 한다. 義는 곧 第一義

이며, 이를 증득하려면, 오직 고요한 곳에서 듣고(聞), 사유하고(思),

닦음(修)으로 인하여 새긴 智慧를 인연하여 스스로 깨달아 涅槃의 경

계를 향하여 정진하면 無始의 妄想習氣가 轉變하여 聖智를 自覺하고,

나아가 수승한 義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많은 설법을 했다. 그리고 金剛經에서 “수보리야 여래
는 眞語者이며, 實語者이며, 如語者이며, 不誑語者이며, 不異語者이니

라”48)는 말씀을 하였으니, 부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는 것이다. 그

런데 왜 言說은 第一義의 眞實이 아니며, 言說은 第一義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을가? 부처님께서는 八萬四千의 많은 설법을 하시고 왜

言說을 부정하였을까? “여래는 분명히 진실한 말을 하는 자”라고 하

셨는데, 부처님은 왜 “言說은 第一義가 아니다”라고 하셨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게 되었다.

“大慧가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내가 어느 날

밤 最正覺을 얻음으로부터 내지 어느 날 밤 般涅槃에 들었다. 그러나 그

중간에 一字도 설하지 않았다. 또 이미 설한 것도, 當來에 설할 것도 없다.

不說이 佛說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如來․應供․等正覺은 무엇으로 因하여 말씀하시며, 不說이

佛說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大慧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二法을 因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한다. 二法이란, 말하자면, 緣自得法49) 및 本住法이다. 이것을 二法이라고

이름하며, 이 二法에 因하여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緣自得法인가? 만약 저 如來의 所得을 나도 또한 그것을 얻

으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것이다. 緣自得法의 究竟境界는 言說妄想을

떠나고, 字의 二趣50)를 떠난 것이다.

어떤 것이 本住法51)인가? 말하자면, 古先의 聖道가 金․銀 등의 성과 같

48) 金剛經 離相寂滅分 第14. 大正藏 8. P.750. 中

49) 緣自得法(pratyātmādhigamadharmatā) : 스스로 깨달아 얻은 법, 즉 內自

證의 법이다.

50) 離字二趣(akṣara-gatidvaya-vinirmukta) : 字는 言說을 말하며, 二趣는 能

趣 와 所趣로서 言說相과 所說相을 떠난 것이라는 뜻

51) 本住法 (paurāṇasthitidharmatā) : 佛에 의하여 깨달았지만 깨닫기 이전에

도 본래 있는 법, 즉 진리는 영원하여 변함이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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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法界에 常住하고 있으니, 만약 如來가 세상에 나오거나 만약 나오지

않더라도 法界에 常住하여 저 法界城으로 趣入하는 길이 됨과 같다. 비유

하자면, 어떤 사람이 曠野 가운데를 갇가 古城으로 향하는 평탄한 길을 발

견하고, 바로 따라 城으로 들어가서 如意의 즐거움을 받게 됨과 같다. 大慧

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이 길과 城中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만

들었느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大慧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과거 모든 부처님도 法界에 常住함이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말하

기를 내가 어느 날 밤 最正覺을 얻고 내지 어느 날 밤 般涅槃에 들 때까지

그 중간에 一字도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미 말하지도, 당래에 말할 것

도 없느니라.52)

如來가 現等覺을(abhisambuddha) 이룬 밤으로부터 般涅槃(parinirvāṇ

a)하는 밤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如來는 一字도 宣說하지 않았고

또 宣說하지 않을 것이다. 不說(avacana)이 佛說(buddha-vacana)이다.53)

라고 한 것은 ‘緣自得法’ 즉 스스로 法性(dharmatā)을 깨달아 증득하고

보니 “千佛萬佛이 同一智證이라.”54) 더함도 덜함도 없는 究竟의 경계

에서 言說相과 分別相이 다없는 상태에서 言說의 能所가 본래없는 자

리에서 당연히 한 글자도 말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또 本住法 즉
본래 그대로 있는 法性은 理法으로 有佛無佛에 상관없이 法界에 常住

하는 것이다. 마치 金이나 銀이 광산의 잡쇠에 섞여 있으나 金銀의

본성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제련을 하면 금은이 그대로 뽑혀나와

온갖 귀중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과 같다. 중생이 괴로움의 세계를

헤매고 있지만, 옛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자성의 淸淨함을 깨닫는 길

을 발견하고 찾다가 깨닫게 되면 涅槃의 즐거움을 증득하게 된다. 이

러한 涅槃樂은 누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다.

본래 청정한 法性(dharmatā)은 如來가 이 세상에 출현하고 안 하고

에 상관없이 十方三世의 法界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러한 法性의 차

원에서는 말할 것이 없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不說一字’라고 하였고,

‘不說是佛說’이라고 하였다.

52) 楞伽經 卷 3. 大正藏 16. PP.498 下-499 上
53) 安井廣濟 譯, 梵文和譯 入楞伽經 無相品 P.129. 京都. 法藏館. 昭和 51

54) 楞伽經心印 卷 5. 卍續 27. P.252.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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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증득한 ‘不增不滅’의 경계에서, 法

佛의 本體에서 증생을 제도 하기위한 방편, 즉 化佛의 受用을 나투어

도, 마치 水中의 달과 같이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

므로 부처님께서 비록 49년간 言說로 八萬四千의 많은 설법을 하였다

고 해도 ‘緣自得法’과 ‘本住法’에 인하기 때문에 ‘不說一字’라는 말씀이

‘眞實語’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大慧여　 저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義는

言說과 같으므로 義와 說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義는 身이 없

기 때문에 言說之外에 다시 다른 義가 없고 오직 言說에서 끝날 뿐이다.’

大慧여　 저들의 옳지 못함은 지혜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言說自性도 알

지 못하고, 言說은 生滅이지만 義는 不生滅임을 알지 못한다.

大慧여, 一切言說은 文字에 떨어지지만, 義는 떨어지지 않는다. 性과 非

性을 떠났기 때문에 生을 받을 것도 없고 身도 없는 것이다.

大慧여, 如來는 文字에 떨어지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文字의 有.無는 不

可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字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大慧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如來의 說法은 文字에 떨어지는 法’

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妄說이다. 法은 文字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慧여, 나와 諸佛과 諸菩薩들은 一字도 말하지 않고, 一字도 답하지 않았

다. 왜냐하면, 法은 文字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饒益한 義가 아닌 것은

說하지 않았다.55) 言說이란 것은 衆生의 妄想이기 때문이다.

大慧여, 만약 一切法을 설하지 않았다면 敎法은 곧 무너졌을 것이며, 敎

法이 무너진다면, 모든 부처님과 여러 菩薩과 聲聞․緣覺도 없고, 만약 없

다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說하겠는가?56)

55)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을 위하여 隨機로 建立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如來 所說의 言說은 無所說의 언설이며 모든 문자는 듣되

듣는 바가 없는 것이다. 無說無聽이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요익하게 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중생은 이말을 듣고 깨달으면 第一義를 증득하

여 들은 바가 없어지고 부처의 法性에 상주하게 된다. 그러나 말에 집착하

면 이는 곧 중생의 妄想일 따름이다.

56) 大乘入楞伽經 卷 5. 無常品 (大正藏 16. P.615. 下)에는 “大慧여! 만일

말하지 않았다면 敎法은 곧 끊어지고 교법이 끊어지면 곧 聲聞․緣覺․菩

薩과 모든 부처님이 없어질 것이다. 만일 모두가 없다면 누가 누구를 위하

여 설하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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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大慧여, 보살마하살은 言說에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근기를)

따라 방편으로 널리 經의 法을 說해야 한다. 중생의 희망과 번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와 모든 부처님이 저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가진 중생들

을 위하여 여러가지 법을 설하는 것은 心․意․意識을 버리게 하기위해서

이다. 그러나 自覺聖智의 處를 얻게 하기 위함은 아니다.57)

大慧여, 저 一切法에 無所有하여 自心現量을 깨닫아 두 妄想을 떠나야

한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義에 의지하고 文字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善男子 善女人이 文字에 의지한다면, 스스로 第一義를 무너뜨리고,

또한 남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惡見에 떨어지고 상속되어 온갖 말을 하게

된다.

… (中略) …

진실한 것은 文字를 떠난 것이다. 大慧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손가

락으로 물건을 가르키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만을 보고 진실한 義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言說과 손가락을 따

라서 攝受하고 計着하여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言說과 손가락을

떠난 第一義의 眞實한 義를 얻지 못한다.”58)

부처님께서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摩

尼珠가 대상에 따라 갖가지 색상을 나타내듯이, 중생의 형색과 근기

에 따라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과 같은 방편으로 말씀하셨을 뿐, 言說

의 소리나 표기된 글자 자체가 眞實義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께서는 第一義를 가르킨 것이며,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으므로 ‘一

字不說’이라 하였고 ‘莫着言說’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一切法을 說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부처님

의 敎法은 없을 것이며, 敎法이 없다면 모든 부처님도 여러 菩薩과

聲聞과 緣覺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法을 說할 자도 들을 者

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一切衆生을 第一義로 깨달아

57) 不爲得自覺聖智處를 梵本和譯에는 “聖인 自內證의 지혜를 획득함을 확

립한다고 하는 의미로 敎說된 것은 아니다.”로 되어 있다. 梵文和譯入楞伽
經 P.177

大乘入楞伽經 (大正藏 16. P.616.上)에는 “非爲成立 聖自證處”라 하여

같은 의미이다. 聖智는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지 성지라는 것을 相

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58) 楞伽經 卷 4. 大正藏 16. PP.506 中-507.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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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法門을 말씀하였다. 따라서 부처님의 說法

은 많이 듣고 그 義를 잘 參究하여 第一義를 증득해야 하는 것이다.

“大慧여, 眞實義라는 것은 많이 들음을 따라서 얻는다. 大慧여, 많이 듣

는다는 것은 義를 잘 듣는 것이지, 言說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다.

義를 잘 듣는 사람은 一切 外道의 經論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도 따

르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도 따르지 않게 한다. 이를 말하자면 大德多聞

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義를 구할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義를 많이

들음을 親近히 하여야 한다. 이른바 義를 잘 듣되 더불어 이와 相違한 言

說을 집착하는 것은 응당 멀리 떠나야 한다.”59)

衆生은 누구나 菩提․涅槃․眞如 등으로 이름하는 佛性을 본래 부

터 가지고 있지만, 번뇌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그 번뇌의 현실적 흐

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의 마음에 현류하는

妄想의 옷을 벗고 眞如인 佛性을 현실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言說의 상에 머물지말고 言說이 가르키는 곳을 찾아가면

중생의 근본 고향인 부처의 세계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

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길을 지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면 그만이다. 다시 지나온 길을 생각한다면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의 相에 머물러 있는 중생일 따름이다.

達磨는 理入四行論에서 ‘藉敎悟宗’60)이라 하였다. 부처님의 말씀

을 빌려 第一義인 종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다.

慧能은 法寶壇經에서 부처님의 經典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행하면 곧 經을 구르는 것이오, 입으로 외워도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經에 굴린다”61)고 하여 반드시 言說에 위한 실행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부처님 설법의 목적은 중생의 깨달음에 있기 때문에 言說은 곧 苦

海를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것이므로 金剛經에 말씀하시기를 “如來가
설한 一切法이 다 佛法이니라.” 그러나 “수보리야 一切法이라고 말하

59) 楞伽經 卷 4. 大正藏 16. P.670. 上
60) 楞伽師資記 菩提達摩傳 大正藏 85. P.1285. 上

61) 六祖大師 法寶壇經 機緣篇 7. 大正藏 48. P.355.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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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곧 一切法이 아니라 그 이름이 一切法이니라”62)라고 하여 言

說에 집착하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염려스러우셨던지 “만약 어떤 사람이 ‘如來가

法을 說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곧 부처를 비방한 것이 되어, 내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한 까닭이니, 수보리야, 說法이란 法은 가히 說할

수 없으며, 그 이름이 說法일 따름이니라”63)라고 하였으니, 楞伽經의

‘不說是佛說’과 같은 의미이며, 莫着言說․不說一字 등과 함께 禪宗의

‘不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宗旨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五. 宗通과 說通

불교의 목적은 眞如自性을 깨달아 證得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중생도 자기와 똑같이 깨달아 등득케 하여,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모

두 부처되어 佛國淨土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自覺․覺地․覺行圓滿’

혹은 ‘皆空成佛道’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菩薩들의 최종 목적이며,

모든 불자의 誓願이다.

釋迦牟尼 부처님께서 인류 최초로 ‘眞如自性’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셨다. 이 깨달은 진여의 자리는 ‘生滅․去來․斷常

․一異’의 相違相關적 개념을 초월한 圓融不二의 淸淨無碍 경계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至高最勝의 경계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 그

것은 생사병사와 우비고뇌의 고통을 받으며 개미가 쳇바퀴 돌듯 六

途輪廻를 거듭하는 모든 중생들도 석가모니 자신이 깨달은 ‘眞如自性’

이며 ‘根本普光明智’라고 하는 ‘聖智’를 똑 같이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었다. 그러나 중생은 오직 無始熏習과 着境起妄의 妄想塵惱에 덮여 윤

회의 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현실

을 직시하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大悲心을 일으켜 衆生救濟의

62) 大正藏 8. P.235. 中

63) 金剛經 非說所說分 第21. 大正藏 8. P.325.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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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즉 傳法의 길로 나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찾아 다니며 누구

에게나 차별없이 ‘眞如’로 가는 涅槃의 길을 일러주다. 이것이 중생

누구에게나 실행하면 ‘眞如’에 도달할 수 있는 八萬四千의 路程記이

며, 또한 衆生病을 스스로 고쳐 부처되는 處方箋이라고 할 수 있는

說法이다.

부처님이 究極의 진리인 ‘眞如自性’을 깨달은 것을 ‘宗通相(svasiddhā

nta-nayalakṣaṇa)’이라 하고, 중생을 자각케 하기 위하여 根機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법한 것을 ‘說通相(deśanā-nayalakṣaṇa)’이라고 한

다.

楞伽經에 宗通相과 說通相에 관하여 부처님과 大慧菩薩의 다음과

같은 對話가 있다.

“이때 大慧菩薩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저와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宗通相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宗通相을 잘

분별하여 주시면, 저와 모든 보살들이 이 相에 通達하고, 이 相을 通達해

마치면, 속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어 妄想 및 衆魔外道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시되; 잘 듣고 그것을 사유하여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대혜가 부처님께 말씀하되, 오직 그렇게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聲聞․緣覺․菩薩은 두 가지의

通相이 있으니, 말하자면 宗通과 說通이니라.

대혜여, 宗通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수승한 경지를 증득하는 相

을 緣하여 言說․文字․妄想을 멀리 여의고, 무루계의 자각의 경지인 자상

에 취입하게 된다. 모든 헛된 생각과 妄想을 멀리 여의면, 일체 外道衆魔를

항복하고, 自覺聖趣로 緣하여 光明이 發輝하게 된다. 이것을 宗通이라 이름

한다.

說通相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九部의 여러 가지 敎法을 說하는 것이

다. 異․不異와 有․無 등의 相을 떠나 善巧方便으로 중생을 수순하며 근기

에 따라서 설법하여 해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說通相이라 이름한다.

대혜여, 너와 여러 보살들은 마땅히 이에 맞게 수학하라.”64)

64) 楞伽經 卷 3, 大正藏 16. P. 499.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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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通이란 自覺을 의미하며 說通이란 覺他를 말한다. 永嘉玄覺의

證道歌에 나오는 “宗旨로 通하고 敎說로 또한 通하니, 定慧가 圓明

하여 空에도 떨어지지 않네. 비단 내가 지금 혼자 요달한 것이 아니

라, 무수한 여러 부처의 당체는 모두 같네.”65)라는 내용도 능가경에

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한다. 宗通 즉 自得內證의 수승한 正覺의 경계

는 言語文字나 妄想으로 부터 일어나는 想像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無漏界 즉 不退轉의 지위에 들어 自性正覺의 自相을

증득하면 모든허망한 감각과 지각등의 妄想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外道와 온갖 마군도 자연히 항복받게 되어 自性正覺하는 자체의 相에

서 光明이 원만하게 들어나게 된다.66)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宗旨’

이며 ‘眞如自性’의 當體이다. 누구나 이 ‘宗旨’를 통달하면 갠지스강가

의 모래알 처럼 많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며, 그 깨달은

성품 즉 불성으로 부터 빛나는 智慧德相의 光明이 圓滿하게 된다.

이러한 涅槃境界에서 大悲心을 일으켜 중생의 根機에 수순하여 갖

가지 善巧方便으로 언어를 능통하게 表出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

교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自性正覺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說通의 의

미이다.

부처님의 說法은 九分敎67) 혹은 十二分敎68)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

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였으며, 眞如自性을 떠나지

않은 眞俗圓融의 자리에서 중생의 모든 견해를 度說하기 위하여 說한

것이므로 능히 通達한 말씀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 중생들은 宗通相과 說通相을 설명할 때, 무

언가 그것이 있다는 相에 計着할 것 같아서 楞伽經에 다음과 같은 대

65) 永嘉玄覺 證道歌 傳燈錄 卷 30
66) 南懷瑾, 楞伽大義今釋 P.290
67) 九分敎(nava-aṇga) : ① 契經(sutta) ② 重頌(geyya) ③ 授記(veyyākaraṇ

a) ④ 偈頌(gathā) ⑤ 感興偈(udāna) ⑥ 如是語(itivuttaka) ⑦ 本生譚(jātak

a) ⑧ 未曾有法(abbhuta-dhamma) ⑨ 方廣(vedalla)

68) 十二分敎 : ⓐ 契經(sūtra) ⓑ 重頌(geya) ⓒ 孤起頌 또는 調頌(gātha) ⓓ

因緣(nidāna) ⓔ 本事(itivṛtaka) ⓕ 本生(jātaka) ⓖ 未曾有 (adbhuta-dhar

ma) ⓗ 譬喩(avadāna) ⓘ 論議(upadeśa) ⓙ 自說(udāna) ⓚ 方 廣(vaipuly

a) ⓛ 授記(vyākaraṇa), 九部는 原始經典에서 적용된 것임으로 빠리어로

표기되고 十二部는 大乘經典에서 적용된 것임으로 범어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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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거듭되고 있다.

“다시 대혜여, 어리석은 범부는 無始以來의 虛僞와 惡하고 삿된 妄想에

걸려 輪廻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윤회할 때에 自宗通과 說通이 잘 알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마음에 흐르며 나타나고 있는 바깥 성

품과 모양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하는 것을 집착하여 自宗

四句69)의 淸淨通相을 잘 분별하여 알지 못한다.

대혜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진실로 세존의 가르치신 바와 같습니다.

오직 원컨데 세존이시여, 저회들을 위하여 說通과 宗通을 분별해 주십시

오. 저와 여러 보살들은 二通을 잘 알게 되고, 來世의 범부와 聲聞․緣覺은

(妄想邪見)인 短點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잘 듣고 잘 생각하여

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대혜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오직 가르침을 그렇게 잘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시되; 三世 如來가 二種法을 통달하였으니,

말하자면 說通과 自宗通이니라.

說通이란 것은, 말하자면 중생 마음에 맞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온갖 것을 갖추어 契經으로 말하였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說通이라

한다.

自宗通이란 것은 것은, 말하자면 수행자가 자기 마음에 현재 흐르고 있

는 여러가지 妄想을 여의고, 一․異나 俱․不俱 등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

는 것을 말하여, 모든 心․意․意識을 뛰어넘어 스스로 聖智의 경계를 깨

달아 因果로 이루어지는 견해를 떠난 相이다. 일체 外道와 聲聞과 緣覺 그

리고 二邊에 떨어진 자들은 능히 알수가 없다. 내가 말한 이것을 이름하여

自宗通法이라고 한다. 너희들 보살들은 응당 이대로 수학하라.”70)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하신 설법은 중생의 근기를

따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때문에 이를 說通이라 한다. 이러한 敎說

에 의하여 수행하는 자가 자기 마음에 現流하고 있는 妄想을 떠나 自

性을 깨달아 聖智를 증득하는 것이 自宗通이다.

부처님은 어린아이를 달래고 가르치듯이 중생을 방편으로 이끄는

69) 四句 : 常句, 無常句, 亦常亦無常句, 非常非無常句이며 四句執이라고도 하고,

外道들이 집착하는 네 가지 구절이다.

70) 楞伽經 卷 3, 大正藏 16. P. 503.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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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을 하셨으며, 이에 의해 第一義를 깨달아 증득하되 言說에 집착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언설은 방편이기 때문이나 언설이 아니면 중

생을 깨달음으로 이끌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

께서 가르친 ‘宗旨’를 깨달아 통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言說方便에

能通하여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모두 成佛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禪의 수행으로 自心現流를 거치게 하고 眞如自性을 깨달아 다시 衆

生敎化를 위하여 回向해야 된다는 것이다.

六. 禪의 種類

印度의 禪定思想은 釋迦牟尼 以前 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禪定思想 보다 먼저 印度哲學에서 수행의 要法으로 실행하였

다. 또 佛敎內에서도 小乘佛敎와 大乘佛敎의 禪思想이 다르게 유행되

었다. 이와 같이 다르게 전개된 것은 곧 禪定思想의 발달이라는 측면

에서 보면 印度의 일반철학에서 原始佛敎로 발달하여 이른바 小乘의

최고 경지인 阿羅漢이 되는 수행방법이 되었고, 더 나아가 大乘佛敎

의 최고 경지인 如來, 즉 부처가 되는 수행방법으로 발달하게 되었

다.

楞伽經에서 부처님은 大乘佛敎의 궁극적 진리인 第一義를 證悟하여

如來身을 증득하는 ‘如來禪’을 최고의 경계로 제시하고, ‘如來禪’을 수

행하여 自覺聖智하면 ‘如來地’에 契合하여 三世諸佛과 똑 같은 ‘本住法’

에서 涅槃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禪定의 종류를 判示하며

올바른 禪修行을 하도록 하였다.

즉 四種의 禪이 있으니, 愚夫所行禪과 觀察義禪과 攀緣如禪과 如來

禪이다.

첫째, 愚夫所行禪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聲聞과 緣覺과 外道修行者가 人無我와 自相․空相과 뼈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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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몸은 無常하고, 괴롭고, 더러운 것으로 觀하는 것을 計着하여 으뜸

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相에 다른 것이 없다고 관찰하고 점차로 닦아 나

아가지만 相은 除滅되지 않는다. 이를 이름하여 ‘어리석은 凡夫가 하는 禪

定’이라 한다.”71)

이 愚夫所行의 禪定은 五蘊․十八界․十二處가 我所를 떠났다고 보

는 人無我性을 觀察하고 五蘊의 各自相과 無常․苦․空․不淨의 共相

을 觀하지만 常․樂․我․淨에 이르지 못하고 四相을 헤아리고 집착

하여 이것을 위주로 삼기 때문에 四相의 妄念이 觀을 달리 하지 못한

다. 비록 禪定을 닦아 점차로 나아가지만 滅盡定과 無想定에 도달함

을 涅槃으로 인식할 정도이다.

둘째, 觀察義禪이란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人無我와 自相과 共相, 그리고 外道들의 自와 他와 俱(自他)라

고 하는 것과 無性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法無我와 저 地相의 義를 관찰

하여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 ‘義를 觀察하는 禪定’이라 한

다.”72)

이 觀察義禪은 始敎菩薩이 修行하는 禪이다. 보살이 이미 二乘들이

닦는 自相․共相을 觀하여 人無我를 알고, 이미 外道들이 말하는 自․

他․自他俱性과 無性73)이라고 計着하여 수행하는 법은 모두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74)한다. 그리고 一切法도 본래 고정적 自我의 존

재가 아니라는 法無我의 性을 觀察하여 唯識의 菩薩位를 증득해 들어

初地의 義를 점차 向上增進한다. 그러므로 ‘義를 觀察하는 禪定’이라

하였다.

셋째 攀緣如禪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二無我를 (있다고 분별지어) 妄想하면 (이것은) 妄想이다. 진실

그대로인 것은 妄想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이름하여 ‘眞如를

71)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 492. 上
72) 위와 같음

73) 楞伽經參訂 卷 3, 卍續藏 27. P. 52. 上
74) 梵文和譯 入楞伽經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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攀緣하는 禪定’이라 한다.”75)

이 眞如를 攀緣하여 닦는 禪定은 大乘의 終敎菩薩이 닦는 禪이다.

二無我의 智로써 眞如에 攀緣하지만 智와 理는 常寂하는 것76)이다. 먼

저는 人法無我를 분별하여 漸次漸證하는 것으로 보아 마치 分別妄想

으로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살의 수행은 法性如實處에서

본래 無人法하고 無心境임을 觀하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비록 法相을 攀緣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法性을 攀緣하므로 眞如

를 攀緣하는 禪定이라 한다.

넷째, 如來禪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如來地에 들어 스스로 깨달은 聖智의 相인 三種樂77)에 머물

면서 중생을 살펴 不思議한 일을 한다. 이를 이름하여 ‘如來의 禪定’이라고

한다.”78)

如來禪은 즉각 진실한 如來의 경지에 證入하여 聖智를 自覺하므로

써 얻어지는 法身․般若․解脫의 法樂에 머물게 되는 禪法으로 頓敎

菩薩이 修行하는 禪定이다.

菩薩이 初發心時에 頓悟自心하고 轉識成智하여 一超에 卽入佛地하

니 스스로 三三昧를 깨달아 實相의 三種樂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된

자리에서 無爲․無作․無相의 方便을 일으키니 마치 龍이 물을 얻음

과 같이 구름을 일으켜 널리 비를 내려 만물을 적셔주듯이, 자유자재

로 중생을 깨우쳐 부처님의 경계로 들게하는 不思議한 佛事를 성취

케하는 것이 如來禪이다.

禪의 종류에 관해서는 圭峯宗密이 外道禪․凡夫禪․小乘禪․大乘禪

75)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 492. 上
76) 楞伽經參訂 卷 3, 卍續藏 27. P. 52. 上
77) 三種樂所謂三三昧, 空三昧․無相三昧․無作三昧 … 實相亦有三種樂, 一受樂.

二寂滅樂. 三覺知樂․如來常住, 無有變易, 名曰實相(楞伽經心印 卷 3, 卍續
藏 27. P. 215. 上)

聖智三種樂者, 卽法身․般若․解脫(楞伽經參訂 卷 3. P.52. 上)
三種樂定 : 一天樂. 二禪樂. 三涅槃樂(楞伽大義今釋 P.187)

78) 楞伽經 卷 2, 大正藏 16. P. 492.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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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上乘禪(如來淸淨禪)의 五種79)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楞伽經의

愚夫所行禪을 外道禪과 凡夫禪으로, 觀察義禪을 小乘禪으로, 攀緣如禪

을 大乘禪으로, 如來禪을 最上乘禪의 如來淸淨禪으로 배대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宗密은 “이 最上乘禪은 如來淸淨禪이라고 하며 또한 一行三昧 혹은

眞如三昧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一切三昧의 근본이므로 만약 능히 생

각생각에 닦아 익히면 자연히 百千三昧를 證得할 것이다. 達磨門下에

展轉相傳하는 것이 바로 이 禪이다.”80)라고 하였으니 達磨는 곧 이

楞伽經의 如來禪을 전수하였다. 그러므로 達磨가 전한 禪을 楞伽禪이

라고 한다.

七. 結 論

禪宗의 宗旨는 ‘不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 한다. 佛法이란 곧

깨달음의 진리이다. 깨달음은 문자로 표기할 수도 없고 말로써 형용

할 수도 없다. 진리 또한 空間的 十方과 시간적 三世에 充滿해 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모양도 색깔도 없으니 보고 들을 수도 없다. 이러

한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의 실체인 법은 있다고 하

자. 그러면 누가 이 법을 깨달아야 하는가.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다. 그

러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진리와 깨달음은

어떤 관계일까?

華嚴經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하
였다. 그리고 이 한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하고 한마음을 깨우

79) 禪源諸詮集都序 卷 上, 大正藏 48. P. 399. 中
8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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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부처라고 하였으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근원은 한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마음이 망상으로

어리석으면 중생이 된다.

네 권으로 되어 있는 楞伽經은 一切佛語心品 이라는 하나의 장

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경을 菩提達摩는 마음을 깨닫는데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하여 선수행의 지침서로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달마가 제창한 선을 達摩禪이라고 하지만 楞伽禪이라고도

부른다.

이 楞伽經은 한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楞伽經에서 가르키는 한마음이 어리석은 중생

이 한마음을 깨달아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을 대강 적어본 것이다.

첫째, 본래 청정한 眞如 즉 근본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無明業識

으로 덮여있는 자성 여래를 찾아야 한다. 自心에 現流하는 業識인 阿

賴耶識을 전환하여 如來性인 眞識을 회복하는 것이 自覺聖智하는 것

이다.

두 번째, 自心現流의 無明業識을 淨除하는 것은 일시에 단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塵垢를 닦아내어 업식을 맑히면 眞如光明이 드러

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몰록이 이루어지며 태양이

뜨면 천지가 단박에 밝아지듯이 여래의 진리를 깨달으면 自心現流도

단번에 淨除되고 불사의한 최승경계의 佛智가 확 터져 드러나게 된

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붓다가야에서 等正覺을 이루시고 구시나

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무수한 설법을 하였으나, 이는 眞如自

性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言說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여 言說에 집착하지 말고 眞理인 第一義를 깨달으면 十方三世

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聖智를 증득하게 된다.

이것은 곧 ‘不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宗旨가 형성되는 법문이

다.

네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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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중생은 영원히 참된 자기 본성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宗通은 第一義인 眞如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요, 說通은 깨달은 바

에 의해서 갖추어진 聖智로 좋은 方便法門을 말하여 고통받는 윤회

중생을 깨우쳐 주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선의 종류는 愚夫所行禪․觀察義禪․攀緣如禪․如來禪

의 4가지를 제시하고 如來禪이야말로 一超直入如來地하는 最上乘의

선이니 이를 수행하여야 自覺聖智할 수 있고 널리 善巧方便을 베풀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楞伽禪은 중국에 건너와 念佛修行과 함께 불교의 上根修行으로 뿌

리를 내리고 達摩로부터 慧可․僧璨․道信․弘忍․慧能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楞伽經 四卷은 慧能에까지 禪宗의 所依經典으로

傳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壇經에서 慧能이 楞伽變相圖를 그
리게 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楞伽經이 중국 초기선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또 그 내

용이 禪旨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마음을 깨달아 부처되는 길을 밝힌 四卷의 楞伽經이 선사상의 발

달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후일 조사선의 格外道理에는 어

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날의 과제로 남긴다.

淨除自心現流하고 自覺聖智하며 速登佛地하여 廣濟衆生하는 것이

대비심으로 楞伽經을 설하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