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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樹 中論의 禪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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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論은 龍樹(Nagarjuna. A.D. 150)가 600부의 般若經의 주요 思
想을 집대성하여 27품에 500송의 게송으로 요약한 명문이다. 이는 일체

제법을 연기적 관점에서 무자성의 절대적 의미를 추구하여 진여자성을

자각의 입각처로 유도하는 이론적 극치이다.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써 의미가 전달되면 언어의 의무는 끝난 것이다. 의미의 실용을

마음이 실현하는 것이다. 선은 언어의 극단에서 의미를 참구하여 깨닫

는 실천이다.

용수는 중국 선종에서 인정하는 초조 마하가섭을 이는 제14대의 조

사이다. 중국의 조사선과 화두선은 격외의 문구를 사용하여 언어적 구

조로서는 이해할 수없는 언어다. 오직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제시된 화

두의 의문을 마음으로 內觀하여 의미를 증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龍

樹가 中論에서 제기한 절대 부정적 논리는 중국 선종에서 화두라는

현실적 문제로 전환되어 깨달음의 수행방법으로 실현되었다. 번뇌를 소

멸하면 곧 열반이다. 삿된 마음이 파척되면 바른 진리가 실현된다. 화두

는 삿된 망상을 깨뜨리는 도구다. 즉 사견을 타파하여 정견을 실현함은

무명을 타파하여 반야의 지혜를 실현함과 같다. 그러므로 용수의 中論
은 선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향하여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問題의 提起

中論은 龍樹(Nagarjuna. A.D. 150)가 般若思想을 집대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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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으로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전개한 正論이다. 부처님의 근본

사상인 無我思想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망상과 집착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의 수행의지를 전개한 이론서라

고 볼 때 중론은 禪修行으로가는 放下着 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八不中道偈에서 여덟 가지의 否定이 모든 戱論을 제거하

기 위한 이론이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본다.

中論의 요지는 破邪顯正이다. 즉 파사는 여러 가지 희론을 부
정으로 격파하여 邪見․邪念․邪論이 완전히 除滅되면 중도실상의

正見․正念․正論이 자연스럽게 된다. 一心에 邪心․妄想이 없는

것을 無我․無念이라 한다.

선이란 마음에 있는 모든 희론 즉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고 본

래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 무아를 증득하는 것이며, 중생이 無我를

증득했을 때 참된 반야의 지혜가 드러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절대 否定으로 모든 무명의 번뇌 망상인 욕망의 집착을 싹 놓

아버려야 한다. 선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며, 중생심으로 가

득 차있는 무명의 망상을 완전히 비워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회

복하는 길이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무명의 망상에 덮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업장을 깨뜨리고 본래 밝고 맑은 마음의 본

원자성을 들어내는 것이다.

용수의 중론은 600부에 달하는 방대한 般若部 경전의 사상을 실

천적 의지로 제시한 수행의 방법론이라 볼 수 있으며 이의 실천

은 모든 戱論을 깨뜨리는 참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모든 경전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이며, 論典은 경전의

실천방법을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다.

선은 일상적으로 言語道斷하고 心行處滅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도 생각할 것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 즉 無名 無相 無念 無住

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眞空의 의미도 마찬가지

다. 이것은 오직 수행을 통하여서만이 체득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선수행이 참선이다. 참선은 일체 긍정과 부정을 放下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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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思量分別이 끊어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진정한 깨

달음의 수행이다. 반야의 이론은 아무리 좋은 논리를 전개하더라

도 이론일 뿐이다. 언어의 遊戱인 이론적 한계를 벗어나 언어가

끊어진 선적 수행의 실천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이론의 극치인 중관 즉 공사상까지도 단박에 확! 놓아버리

고 즉 일체를 방하착하고 은산철벽 같은 絶處에서 자성을 찾는 실

천수행이 참선이다. 간절한 실천수행이 없는 이론은 다만 戱論일

뿐이다.

敎는 佛語요 禪은 佛心이라 했다. 즉 교는 방편이요, 선은 깨달

음이다. 반야사상의 경계에서 볼 때 모든 경론은 방편이고 희론일

수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적 관념의 벽은 쉽

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철벽같은 언어의 벽이 파척되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청정한 진여자성 드러날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계착하고 있는 관

념 속에 청정한 진여자성이 감추어져 있다는 철저한 자기 확신

즉 신심이다. 확고한 신심에서 언어적 체제를 타파하는 선수행을

통하여 자아를 체득하게 되면 內外明徹한 밝은 지혜가 확 드러나

게 된다. 그때는 본연의 진여에서 비춰지는 지혜가 현상적 실상에

상응하기 때문에 언어와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이 중생을 교화하

게 된다.

Ⅱ. 용수는 선종의 祖師

釋迦世尊이 摩訶迦葉(Mahākāśyapa)에게 以心傳心의 佛心인 敎

外別傳․涅槃妙心․正法眼藏 을 인가하고 傳授함으로써 마가가섭

은 선종의 初祖가 되었고, 제 12조인 馬鳴(Aśvaghoṣa)의 선법을

계승한 제 13조인 迦毗摩羅(Kapimala)를 계승하여 용수는 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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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宗의 祖師가 되었다. 가비마라는 無我論100頌을 저작한 논사

이기도하다. 무아사상은 곧 반야사상이기 때문에 용수는 스승인

가비마라의 무아사상을 깨달아 심인을 전수받게 되었을 것이다.

용수에게 전법한 사실은 景德傳燈錄 券第1에 禪宗 제 13조인 가
비마라가 如來의 正法眼藏을 付囑한 傳法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숨은 것도 아니요, 드러난 것도 아닌 法,

말하자면 참으로 실제 하는 것,

이 숨음과 드러난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1)

이것은 內容으로 보아 般若의 깨달음을 傳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전법게에서 용수가 제창한 반야를 체득하기 위한 空觀의

수행법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隱顯과

愚智의 兩邊的 희론을 부정하고 語路를 차단하여 언어를 뛰어넘고

망염을 여읜 반야의 경계를 참구하여 진여의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龍樹가 그의 제자로 禪宗 제 15대인 伽那提婆(Kāṇadeva)에게

준 傳法偈는 다음과 같다.

숨음과 드러난 법을 밝히기 위해

해탈의 이치를 설했지만

법은 마음으로 증득할 것이 아니니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네.2)

이 偈頌에서 느껴지는 것 또한 般若를 證得하여 전하는 傳法偈

라고 보여 진다. 어쨌든, 景德傳燈錄의 記錄대로라면 禪宗의 祖

1) 景德傳燈錄(TD 51) p. 209c. “非隱非顯法 說是眞實際 悟此隱顯法
非愚亦非智.”

2) 景德傳燈錄(TD 51) p. 210a. “爲明隱顯法 方說解脫理 於法心不證
無嗔亦無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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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天台와 三論, 그리고 華嚴 등 八宗의 祖師

로 稱頌 받은 龍樹는 大乘佛敎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는 위대

한 聖者임에는 틀림없다.

龍樹는 大乘佛敎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般若思想을 하나의 理

論體系로 結集하여 27개 품 500偈頌으로 구성한 中論을 지어 깨
달음의 길을 제시하였다.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의 성취만이 사바

세계의 忍苦를 해탈하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

적 지름길이 바로 이 中論이다. 印順은 空의 探究에서 “용수는
연기로써 중도를 顯示하고 연기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세간을

뛰어넘어 열반해탈의 정법을 증득하게 하였다.”3)고 하며 용수의

中論은 般若經의 광범하고 복잡한 문구를 심오한 의미를 담은
명문으로 정리된 것이라 하였다.

용수의 中論은 불교론리의 극치며 이를 선정의 수행으로 실

천하여 무명의 業識을 타파하는 길만이 깨달음으로 자성의 바른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용수가 극단의 이론으로 제시한 의도라고

본다.

용수는 大智度論 권17에 선정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선정은 지혜의 창고를 지키어 공덕의 복 밭이 되며

선정은 청정한 물이어서 능히 모든 애욕의 티끌을 씻는다.

선정은 금강의 투구여서 번뇌의 화살을 능히 막으며

무여열반은 얻지 못했어도 열반의 기분은 이미 얻었다.4)

선정의 수행만이 질풍노도와 같은 산란한 마음에서 진성의 지

혜를 지켜주고, 번뇌의 화살을 막아주고, 금강의 삼매를 얻어 먹

구름 같은 무명의 업장을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

3) 印順(中華民國 74) p. 224.

4) 大智度論(TD 25) p. 180c. “禪為守智藏, 功德之福田 禪為清淨水,
能洗諸欲塵 禪為金剛鎧, 能遮煩惱箭 雖未得無餘, 涅槃分已得.”



210 ∙ 印度哲學 제29집

이다.

용수가 中論을 통한 변증법적 이론적 전개는 선정수행을 통

한 깨달음으로 열반을 증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수의 선종사적 입지는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

Ⅲ. 空과 선수행

禪은 理論的 展開로 풀 수 없는 空思想의 실현을 실제 修行으로

實參實究하는 實踐行이다. 그러므로 禪을 言語道斷․心行處滅이라

고 하며, 선종의 종지는 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 하여,

문자나 언어의 限界를 벗어나 자기 내면의 본성을 관조하여 如來

藏識의 일체 경계가 탈락하고 본성인 여래자성의 밝은 지혜가 완

전하게 나타나는 깨달음의 성취 곧 涅槃으로 가는 길이다. 空思想

이 불교의 이론적 극치라면 선수행은 공사상을 깨달음으로 완성

하는 실천적 방법이다. 즉 말이 끊어진 경계에서 청정한 本然의

정신세계를 실현하는 수행이다.

中論에서의 破邪顯正은 곧 禪에서의 打破漆桶으로 銀山鐵壁의

關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또한 無我․無相의 實現이니 衆生

心中의 兩邊的 一切分別의 집착을 타파하는 것으로 歸敬偈에서 대

의를 밝히고 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곳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능히 이 인연을 설함은 모든 희론을 잘 없앰이다.

나는 머리 조아려 예불하오니 모든 말씀 가운데 제1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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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八不中道說은 언어를 초월하여 本心自性을 回復하는 깨달음

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生․滅, 斷․常, 一․異, 去․來 등

의 모든 희론을 타파하여 진여자성인 第一義諦가 완연히 드러나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론은 일체의 명자상과 언설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객진으로 오염된 무명으로 인하여 악업을 짓고 지어진 업

에 따라 갖가지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체의 명자상과 언

설상은 희론을 일으키고 악업을 짓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破斥하여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설도

다 명자와 언설로 되어 있으니 희론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설한 교설은 진리인 義理를 가르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설한 것이므로 楞伽經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

셨다.

대혜여! 나와 모든 부처와 보살들은 一字도 말하지 않고 일자도 답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은 문자를 여읜 것이기 때문에 요익하지 못

한 의리의 말은 하지 않는다. 언설이란 중생의 망상이기 때문이다. 대

혜여! 만약 일체 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교법이 곧 무너지고 교법이 무

너지면 곧 제불, 보살, 연각, 성문 등이 없을 것이며, 만약 없는 것이라

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설하겠는가? 그러므로 대혜여 보살마하살은

언설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방편에 따라 널리 경전의 법을 설하느

니라.6)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붇다가야에서 見性成佛하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말씀은 모두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설이다. 즉 견

성성불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론이 경전의 말씀이다. 객진의 노예

5) 中論(TD 30) p. 33b.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出,

能說是因緣, 善滅諸戱論, 我稽首禮佛, 諸說中第一.”

6) 楞伽經(TD 16) p. 506a. “大慧! 我等諸佛及諸菩薩, 不說一字、不答一字.
所以者何? 法離文字故. 非不饒益義說. 言說者, 眾生妄想故. 大慧!

若不說一切法者, 教法則壞. 教法壞者, 則無諸佛、菩薩、緣覺、聲聞. 若無者,

誰說為誰? 是故, 大慧! 菩薩摩訶薩, 莫著言說, 隨宜方便, 廣說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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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괴로움을 받고 있던 중생 석가가 선수행을 통하여 참구

의 궁극에 이르자 은산철벽 같은 무시겁래의 번뇌의 성이 일시에

파척되고 청정한 진여자성을 깨달아 佛眼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현상을 보는 순간 모든 중생도 똑 같이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실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깨달음 즉 열반의

견지에서 중생들이 오염된 객진에서 벗어나 본래 청정한 진여자

성을 깨달아 증득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근기에 따라 적절한 언

설로 법을 설하셨다.

그러므로 金剛經에서는‘나의 설법은 뗏목에 비유(如筏喩者)’7)

하는 방편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언설인 방편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론일 뿐이다. 언어나 문자는 의미를 가르칠 뿐이니 의미만을

체득하고 언설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만약 언설이라는 상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은 곧 망상이기 때문에 차별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淨覺은 楞伽師資記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른바 심성이란 불생불멸이다. 일체 법이라는 것은 오직 망염에

인하여 차별이 있을 뿐이며 다른 경계의 상은 없다. 그러므로 일체 법

은 본래부터 언설상과 명자상과 마음이 반연할 대상을 떠나 필경에

평등하여 변화와 차별이 없으며 파괴될 수 없는 것이 오직 이 한 마음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8)

心性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생명의 실상인 진여자성의 불변성

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함이 없는 진여자성에 언설이나 명자가 있

을 수 없다. 차별이나 불평등은 언설이나 명자 등의 희론에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청정무구한 진여자성은 일체의 차별이 없는 절

대 평등한 법신의 자리이다. 淨覺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7) 金剛經(TD 8 p. 749b.)
8) 楞伽師資記 淨覺序(TD 85 p. 1283a.) “所謂心性. 不生不滅. 一切法.
唯因忘念. 而有差別. 若離心念. 別無境界之相. 是故一切法. 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唯是一心.

故名真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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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신이 청정하다는 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空도 공이라

할 것이 없는데 有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유도 본래 있는 것이 아

닌데 사람이 유에 집착하고 공도 본래 공이라 할 것이 없는데 사람이

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유도 떠나고 공도 떠난 것이 청정한 해탈이다.

하려는 것도 할 것도 없으며 머물거나 집착할 것도 없는 적멸한 가운

데 한 물건도 지을 것이 없는 이것이 보리의 도이며 그대로가 열반의

도이다.9)

일체의 집착을 버려야만 철저하게 공하게 되는데 만약 공이라

는 相이 있으면 또한 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열반을 증득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大智度論에서 공도 또한 공하다고 하였다.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널리 제법이 다 공함을 관하나 공

도 또한 공한 것이다. 모든 관을 멸해야 무애의 반야바라밀을 증득할

수 있다.10)

철저하게 공하다는 것은 공하다는 지식이나 空相이 없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吉藏은 中觀論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이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공도 또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명

으로 말할 따름이다.11)

설사 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

9) 상동. “所以法身清淨. 猶若虛空. 空亦無空. 有何得有. 有本不有. 人自著有.

空本不空. 人自著空. 離有離空. 清淨解脫. 無為無事. 無住無著. 寂滅之中.

一物不作. 斯乃菩提之道. 然涅槃之道.”

10) 大智度論(TD 25) p. 314b. “菩薩行般若波羅蜜時, 普觀諸法皆空, 空亦復空,
滅諸觀, 得無礙般若波羅蜜.”

11) 吉藏 中觀論疏(TD 42) p. 5b. “既無自性故不得言有. 空亦復空故不得言空.
為化眾生故以假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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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假名일 뿐이다. 일체법은 독자적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보리열반의 자리에서 무슨 언어와 문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일체의 相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어떤 집착으로 인한 걸림도 없

는 無罣礙의 경지가 열반이다.

이것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생각할 것도 없어진(言語

道斷 心行處滅) 오직 선정의 수행을 통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경

계이다.

中道第一의 空은 禪에서의 本心自性이 淸淨無垢한 空寂靈知를 뜻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수행을 통하여 설사 공적영지의 경지를 체

득하였다 하더라는 이 語句는 가명일 따름이다.

中論 권4의 제24 관사제품 게송에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법

나는 곧 무라고 하며

또한 가명이라 하며

또한 중도의 의미라 말하네.

일찍이 어느 한 법도

인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음 없으니

그러므로 일체법은

공하지 않은 것이 없네.12)

공하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無·假名·中道라는 어구로 의

미를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正道이며 제법의 실상의 연기법이다.

모든 존재는 상의상존하는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세상

에는 어떤 존재도 독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靑目의 해석에 다음과 같이 공에 대한 집착을 철저

하게 배제하는 설명이 있다.

여러 가지 인연이 구족하고 화합하여 만물이 생기며, 이 만물은 여

12) 中論(TD 30) p. 33b. “眾因緣生法　我說即是無　亦為是假名　亦是中道義　
未曾有一法　不從因緣生　是故一切法　無不是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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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으며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

라고 하지만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

명으로 말하였다.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난 것을 중도라고 이름한다.

이 법은 無性이므로 말로 할 수도 없고 또한 無空이므로 말할 수 없다

고도 할 수 없다. 만약 법에 性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인연을 기다리

지 않고도 있어야 하며, 만약 여러 가지 인연을 기다리지 않는 다면

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13)

라고 하였는데, 一切 因緣 生起하는 法이 모두 空이라고 한 것은

般若의 知를 異名으로 말한 것이다.

남천축의 一乘宗을 주장하며 삼론종 소속인 法沖(597～665?)이

楞伽經을 선의 소의경전으로 추천한 것은 중국 삼론종의 태두

인 구마라집의 문하생인 金陵 道場寺의 惠觀(?～453?)이 구나발다

라삼장이 능가경을 번역할 때 구술을 받아 필기한 인연이 있기
도 하지만, 중국에 선이 새로운 수행으로 체제로 시도된 것은 반

야사상과 능가경의 선수행의 실천이념이 결부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六祖壇經에서 慧能이 “대사가 대중에게 말하기를, 선지식들이

여! 자성을 깨달으면 본래 청정한 것이니, 다만 이 마음을 활용하

여 곧 요달하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14)라고 하였으며, 道明

에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

떤 것이 明上座의 본래면목인가?”15)이라는 말에 道明이 言下에 大

悟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不思善 不思惡의 마음 眞理는 바로

本然自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般若의 空이며,

이 空은 諸法을 다 함유하고 妙用이 自在하니 諸法實相이라 할 수

13) 상동. “眾因緣生法. 我說即是空. 何以故. 眾緣具足和合而物生.

是物屬眾因緣故無自性. 無自性故空. 空亦復空. 但為引導眾生故. 以假名說.

離有無二邊故名為中道. 是法無性故不得言有. 亦無空故不得言無. 若法有性相.

則不待眾緣而有. 若不待眾緣則無法. 是故無有不空法.”

14) 六祖壇經(TD 48) p. 347c. “大師告眾曰：善知識！菩提自性, 本來清淨,
但用此心, 直了成佛.”

15) 상동(TD 48) p. 349b. “不思善 不思惡 正與麽時 那個是明上座 本來面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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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禪宗의 第 28祖이며, 중국 선종의 초조인 達摩는 그의 親著라고

할 수 있는 二入四行論에서 般若波羅蜜行을 해야 法에 稱合한다

고 하였다.

二祖 慧可가 達磨와의 대화에서 達摩가 “不安한 너의 마음을 가

져오라”고 하였으나 慧可가 “가져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이때 慧可의 마음은 곧 空을 실현한 것이다. 言下에 頓

悟하였다는 말은 곧 이를 상징하는 말이다.

三祖 僧璨의 信心銘도 역시 般若의 空을 체득케 함에 있으며,

四祖 道信이 文殊說道行般若經을 所依로 하여 비로소 般若의 空

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楞伽師資記 五祖 弘忍 전에도 용수의 中論 관인연품 의 게
송을 인용하면서 깨달음이란 般若의 空思想을 체득함에 있다는 것

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말하기를; 생을 요달하는 것이 곧 무생법이니 생법을 떠나서 무

생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용수가 말하기를 ‘제법은 스스로 생하는 것

이 아니며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아니며 함께도 아니며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생은 본래 없음을 알라.’고 하였으

니, 만약 법이 연을 따라 일어난다면 이는 곧 자성이 없다. 만약 자성

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 법이 있다고 하겠는가? 또 말하기를 허공이

끝이 없듯이 모든 불신도 이와 같다. 나는 네가 확연히 불성을 요견하

였다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 이것이니라.16)

여기에서도 무자성의 공을 체득하는 것이 자성의 불성을 了見

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인가하고 있다.

특히 六祖 慧能은 六祖壇經의 초두에서부터 般若波羅蜜 법을

16)楞伽師資記 弘忍傳(TD 85) p. 1289b. “又云. 了生即是無生法.
非離生法有無生. 龍樹云. 諸法不自生. 亦不從他生. 不共不無因. 是故知無生.

若法從緣生. 是則無自性. 若無自性者. 云何有法. 又云. 虛空無中邊.

諸佛身亦然. 我印可汝了了見佛性處.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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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깨닫게 하였다. 慧能이 金剛經을 所依로 하여 修行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였는데, 이 금강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破邪이다.

破邪는 곧 顯正을 위한 것이다.

金剛經의 제 32품 결론 부분의 “존재한다는 일체 법은 꿈․

환․물거품․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17) 이란 내용은 中論의 觀三相

品 제 7에,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며 건달바성과 같으니,

생겨나서 머물다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네.18)

또 觀業品 제 17에

모든 번뇌와 업과, 짓는 이와 과보는

모두가 허깨비와 꿈과 같으며, 아지랑이나 메아리 같네.19)

여기서 金剛經의 결론이 中論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
체의 相이 공하므로 일체의 업도 공한 것이다. 철저하게 공한 가

운데는 어떠한 명제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第一義라고

한다.

第一義 중에는 모든 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自性이기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렇기 멸할 것

도 없다. 그러므로 철저한 공을 체득한 경지에서는 일체의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업을 지을 자도 없고 지은 업이 없으므로 받을 과보

는 없는 것이다.

中論의 논리적 목적은 一切의 모든 法이라고 執着하는 相을

과감히 打破하는데 있다. 看話禪에서의 話頭打破의 方便은 一切의

17) 金剛經(TD 8) p. 752b. “一切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18) 中論(TD 30) p. 12a. “如幻亦如夢 如乾闥婆城 所說生住滅 其相亦如是.”
19) 上同 23b. “諸煩惱及業 作者及果報 皆如幻如夢 作炎亦如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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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生覺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執着을 버린다는 점에서 放

下着 과 동일한 論旨라고 할 수 있다.

衆生界의 모든 有爲法은 顚倒된 夢想으로 판단하고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만 집착하여 올바른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계속되는 번뇌에 억매여 업을 짓고 인과의 고통을 받으며 자기도

모르게 무명의 업식에 이끌려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業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自性이 있

을 수 없고, 그러므로 본래 일어날 것이 없고, 본래 生하지도 않았

으므로 滅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업이 자성이 있다면 항상

존재하는 常으로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觀法品 제 18에는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부처님들이 나를 말씀하기도하고

혹은 나 없음을 말씀하시나

모든 법의 실상 안에는

나도 없고 나아님도 없다.

모든 법의 실상이라 함은

마음과 언어로 따질 길 없고

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적멸함이 열반과도 같다.20)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 我를 說하

거나 無我를 說하기도 하였지만, 諸法實相의 空 가운데에는 我도

없고 非我도 없는 것이다. 절대적 무아에서 我·非我나 法·非法을

논할 것이 없다. 결국, 諸法實相이라는 것은 마음의 갈 곳과 言語

의 길이 끊어진 곧 心行處滅 言語道斷의 경계이니 生과 滅이 모두

끊어진 자리 이것을 寂滅 혹은 涅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上野順瑛은 중론의 작성원인으로“논난을 깨뜨려 열반의 본질,

20) 中論(TD 30) p. 23c. “諸佛或說我 或說於無我 諸法實相中 無我無非我
諸法實相者 心行言語斷 無生亦無滅 寂滅如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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覺者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중론작성의 직접동기이다.”21)라고

하였는데, 공사상의 이론체계는 선수행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실행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사상의 “철저한 부정적 소급은 이론으로서

는 결코 이론일 뿐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후래 선계의 실수실참

으로 거래의 진실의를 了解하는 것으로 만이 해결되게 되었다.”22)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사상과 선수행은 불교의 수행과정에

필연적 실천과제이다.

Ⅳ. 祖師禪의 空觀

中國 禪師들의 어록을 보면 철저한 破邪의 실현이다. 放下着은

마음의 모든 망념과 망상을 완전히 타파한다는 공관의 실천수행

이다. 달마 이전의 선정은 거의 남방선의 수행방법이었으나 달마

이후는 대승선의 수행방법으로 조사선은 주로 참구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마와 梁武帝와의 대화에서 ‘所無功德’이나 ‘不識’과

같은 어구가 無住·無相·無念의 무소득인 空을 의미한다는23) 점에

서 중국의 조사선은 공사상의 실천적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사들이 제시하는 話頭로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하나

들면 乾屎橛 은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인데,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을 때 雲門스님께서 “마른 똥막대기”라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부처를 더러운 똥 막대기라고 단정하여 말하

였을까? 無禮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

의 집착을 파척하는 화두의 형태는 일상적 생각으로는 도져히 이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格外道理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21) 上野順瑛(1971) p. 192.

22) 李法山(1990) p. 177.

23) 李法山(200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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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맞는 것은 문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中論의 모든 공
관적 이론이 일반적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없는 것과 같

다.

무언가가 있다는 執着에 걸려있는 相을 깨뜨려버리는 方便으로

서의 話頭가 던져진 것이다. 현상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이 格外禪으로 公案이라는 話頭를 參究하여 관문을 打破

하는 것이다. 어떤 언어나 형상도 마음에 두면 모두가 戱論이며

망상이다 화두를 타파하여 깨닫고 보면 본래 無一物 인 것이다.

본래 無一物 이라는 말은 곧 空을 말하며 혹은 無相三昧라고도

한다.

馬祖語錄에서 이에 상응하는 南嶽懷讓과 馬祖道一과의 대화가

있다.

또 묻기를,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회양이 대

답하기를, 심지의 법안이 능히 도를 볼 수 있으니 無相三昧도 또한 다

시 그러하니라. 마조가 말하기를,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습니까? 회

양이 말하기를, 만약 이룸이나 무너짐, 모임이나 흩어짐으로 도를 보

는 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니라.24)

이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는 단연 中論의 이론적 체계
를 그대로 수용한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中論에서 어떠한
언어의 체계나 명상을 용인하지 않고 모조리 파척하는 것은 조사

선에서 외부적 색상은 물론이요 내면적 일체의 想念까지도 철저

하게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수행이론과 같은 것이다. 즉 도는 어

떤 형상도 없는 삼매에서 가능한 것이지 形成․破壞․積聚․散滅

하는 외부의 형상에 끌려가거나 집착하면 진리의 참모습인 도를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24) 四家語錄 馬祖道一禪師廣錄 (X 69) p. 2a. “又問曰. 道非色相. 云何能見.
讓曰. 心地法眼能見乎道. 無相三昧. 亦復然矣. 師曰. 有成壞否. 讓曰.

若以成壞聚散而見道者. 非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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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濟의 ‘자리 없는 참사람(無依眞人)’과 ‘ 형단 없는 자(勿形段

者)’가 진여자성이며 佛性이라고 표현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공상

상의 수행적 참구에서 형성된 언어라고 본다. 그러나 어떠한 언어

나 견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선수행의 요지이다. 臨濟錄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임제의 경책이 있다.

수행자들이여! 나의 견처대로 말하자면 보신불 화신불을 앉은 자리

에서 끊는다. 十地滿心을 성취한 보살도 날품팔이 하는 놈 같고, 등각

묘각도 칼 쓰고 足鎖 찬 꼴이며, 나한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고,

보리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그런가? 도를 공부하는

이들이 3아승지겁이 空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

다.25)

부처라거나 보살이라거나 어떤 것이든 대상에 걸리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空임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스러운 부처와 보살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에 집착하면

자기 자성의 진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여 일체

의 상을 放下着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직언을 한다. 불

교의 최종 목적은 自覺覺他하고 覺行이 圓滿하여 일체중생이 皆共

成佛道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깨달음이 모두의 성불로 合一되

는 것이다.

중국 간화선의 주창자인 大慧宗杲(1089-1163)의 서장은 그 大旨

를 斥邪解 現正見 으로 삿된 견해를 파척하고 바른 견해를 드러

낸다는 의미로 중론의 大旨와 같다.
중국 선종의 육조 혜능은 입으로만 空을 말하는 것을 절대 금

하고 있다.

입으로만 종일토록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 행을 닦지 않으

25) 臨濟錄 (TD 47) p. 497b. “道流取山僧見處. 坐斷報化佛頭.
十地滿心猶如客作兒. 等妙二覺擔枷鎖漢. 羅漢辟支猶如廁穢.

菩提涅槃如繫驢橛. 何以如此. 秖為道流不達三祇劫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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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자칭 국왕이라 하는 것과 같으니 끝내 불가

능한 일이니 나의 제자가 아니다.26)

마음으로 공을 체득하는 수행이 없이는 어떠한 이론도 공염불

일 따름이다. 실천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단호하게 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성을 절대적으

로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색이 공하고 수상행식이 공하고 일체

법이 공하다는 말만으로는 공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다. 오직 실참실구하는 선 수행을 통하여 공사상을 깨달아 체득하

는 것이 무시겁래의 業結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다.

Ⅴ. 결론

龍樹는 선종의 초조 마하가섭으로부터 제14조의 祖師로서 그의

中論이 상징하는 바는 다분히 公案的 性格의 論書라고 할 수 있
다.中論이 바는 마음에 어떤 相도 존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모든 相을 蕩蕩無碍하게 打破하였을 때 寂靜인 涅槃은 곧 證得

되어 진다는 것이다. 중론에서 각론으로 낱낱이 거론하여 부정
하고 있는 대상들은 모두가 허상임을 확신하고 이 이론이 상징하

는 것을 깨달아야만 용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용수

의 부정의 철벽을 일망타진하여 선악 등 어떤 相도 존재하지 않은

본래 無一物의 청정한 자성이 확 들어나게 해야만 깨달음의 실현

임과 동시에 열반적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용수의 중관사상은

중국의 조사선에서 그 이론과 실천이 합일되어 해행일치의 선수

행으로 실현되어 실용화되었다.

26) 六祖壇經 般若品(TD 48) p. 350a. “口莫終日說空, 心中不修此行,
恰似凡人自稱國王, 終不可得, 非吾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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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는 인도선의 28조로 용수의 중관〮·반야사
상을 계승하여 중국에 전파하였으며 제6조 혜능에 이르러 중관〮·
반야사상의 선수행적 실현이 확립되고 宏智의 現成公案이나 임제

의 無依眞人이 이를 상징하며 隨處作主가 이의 無功用의 功用으로

중관〮·반야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달마가 楞伽經을 소의경전으

로 하고 혜능이 金剛經을 소의경전으로하여 無住·無相·無念을

체제로 한 無我思想을 실현하는 선의 수행체계를 전개하여 자성을

깨달아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하였는데 이는 곧 용수 中論의
성립목적을 실천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看話禪

의 公案은 中論의 극단적 언어체제에서 온 사유의 한계를 넘는
格外道理의 관문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般若의 實現的 意味는 龍樹의 中觀論을 통하여 이론적 극

치를 이루고, 이는 곧 중국 祖師禪의 實踐修行을 통하여 진여의 자

성을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고 般若〮·空觀의 체득으로 諸法實相을

실현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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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on Aspect of the Nāgārjuna's

Madhyamaka Kārikā

Lee, Beop-San

(Dongguk University)

The Madhyamaka Kārikā of Nāgārjuna consisted of 500

stanzas in 27 chapters. It has been known to be one of the

best theoretical summary of the 600 volumes of the wisdom

sūtras. In this text, Nāgārjuna clarifies the absolute absence

of intrinsic nature within all dharmas from the perspective

of dependent origination so that one can eventually realizes

the true intrinsic nature of all things. In this aspect,

language could only be a means to deliver a certain

message of which its role will ends after the delivery

completed. Within the Seon tradition, the mind is the key to

actualize such message. In this respect, seon could be said

to practice at the edge of language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the intrinsic nature both within us and

above the whole universe.

According to the Chan (Chinese equivalent of Korean

Seon) tradition, Nāgārjuna was regarded as the 14th Chan

Master in the tradition lineage starting from Mahākaśyapa.

The languages used by Chinese Chan tradition cannot easily

be understood from the normal linguistic structure. Through

the doubts from the paradoxical question delivered by

means of language, seon meditation pursuits the realization

of the meaning of the true nature.

In my opinion, the paradoxical question used within the

Chan tradition could be in the line of the utiliz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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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negative logic used by Nāgārjuna in his

Madhyamaka Kārikā and in use of the practising method of

the Chan meditation. Nirvana could be defined as the

destruction of defilements, while the truth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cessation of the spoiled mind. The paradoxical

question could be the best means to destroy such spoiled

delusion. By establishing the right view through destroying

biased views, one can not only destroy ignorance but one

can also realize the perfect wisdom. In this respect, one can

safely say that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Nāgārjuna's

Madhyamaka Kārikā can be practiced through the seon

meditation methods.

Key Words: nAgArjuna, madhyamaka kArikA, empt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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