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의 도전 

‘조주끽다거(趙州喫茶去)’라는 화두(話頭)가 있다(석용운, 2011). 어느 

날 수행자 두 사람이 조주(趙州) 선사를 찾아 왔다. 한 사람이 선사에게 

절을 하고 “불법(佛法)의 대의(大義)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조주 

선사는 “자네,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하고 물었다. 그가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차나 한잔 들게(끽다거, 喫茶

去)!”라고 했다. 다른 수행자가 와서 절하고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이번에도 선사는 “자네, 이곳에 온 일이 

있는가?”라고 묻고는 그가 이전에 한 번 온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차나 한잔 들게!”라고 했다. 밖에서 이러한 말을 엿듣고 있던 원주(院

州) 스님이 선사에게 묻기를 “스님, 어째서 이곳에 한 번도 온 일이 없

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끽다거요, 한 번 온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도 끽다거입니까?”하니 선사는 “원주!”하고 크게 부른 뒤 그가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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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하자 “너도 차나 한잔 마시거라.”했다.

먼 곳에서 찾아와 불법의 대의를 묻고 있는 사람이나 달마가 온 연

유를 묻는 수행자들에게 “차나 한잔 들게!”라고 한 조주 선사의 언행

은 분명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보였을 것임

에 틀림없다. 그들은 실망한 채 그곳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들 중에는 조주 선사의 “끽다거!”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고 감사의 눈

물을 흘린 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불법의 대의나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연유를 조주 선사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주 선사는 수행자들이 원하는 해답을 

바로 말해 주지 않고 “차나 한잔 들게!”라는 말로 그들의 요청을 무시

하였을까? 그 수행자들이 다른 선사를 찾아가 동일한 질문을 했더라

면 어쩌면 그곳에서는 “차나 한잔 들게!”가 아니라, 몽둥이로 얻어맞고 

비참하게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불법이나 달마가 온 연유에는 무슨 비

밀이 숨어 있기에 그것에 대하여 말하거나 말하려 하기만 해도 그렇게 

조사들이 고함을 치거나 방망이를 날리는 것일까?

누구나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면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대의나 달마가 서쪽에서 

온 연유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미추를 분별하며, 귀천을 분별하

고, 부처와 부처가 아님을 분별하며, 천당과 지옥을 분별하고, 생전과 

생후를 분별하며, 자타나 내외를 분별하고, 심지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지를 분별하는 분별 의식 그 자체를 버리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불법의 대의나 달마가 서쪽에서 온 연유를 안다는 

것은 바로 수행자들 자신이 지금 묻거나 알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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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의식 분별의 마음조차 내려놓음에 

있다는 깨달음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전 행동 경험들이 쌓인 결과로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는 세계란 자신의 욕망이나 분

노, 무지, 미신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본래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삶을 스스로 방해하게 된다. 사람의 본

심은 본래 무아로 연기,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무

상한 환경 변화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경험에 따라 이렇게나 저렇게 형성된 마음을 마치 본래부

터 자신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영혼으로 착각

하거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불법의 대의나 달마가 온 이유는 이

를 지적함에 있다. 조주 선사의 “끽다거!”는 아직도 그러한 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행자들에게 불법의 대의나 달마가 온 연유가 곧 지금 

당장 그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간곡

한 권유다.

“끽다거!”와 같은 수많은 화두에는 제자들의 분별심을 잘라 버리게 

하는 세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門脇, 1985). 첫째는 함개건곤(函

蓋乾坤)이다. 함개건곤이란 함과 뚜껑 또는 하늘과 땅을 뜻하는 것으

로 상대가 ‘하늘’로 질문을 해 오면 ‘땅’으로 대답하고, ‘함’으로 물어 

오면 ‘뚜껑’으로 응답함을 뜻한다. 이러한 방법은 곧 대법(對法)으로서, 

예를 들어 부처를 ‘거룩한’ 존재로 분별하여 물어 오면 ‘간시궐’, ‘똥 마

른 막대기’로 응답함으로써 마침내 성범이나 귀천과 같은 분별 의식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절단중류(截斷衆流)로 제자들의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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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싹둑 잘라 버리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제자들의 마음은 분별

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로 설명해 준다는 것은 

이미 습관화된 그들의 분별 의식을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

째는 수파측랑(隨波逐浪)으로 물결을 따라 파도를 쫓아 버리듯이 질문

자의 의도에 합당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화두에 포함된 이러한 기능

은 조사들이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며 분석

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유식삼성(唯識三性)

이 말해 주고 있다. 첫째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으로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판단, 분별심이 마치 어스름한 밤에 길 앞에 가로 놓인 

새끼줄을 보고 뱀을 보았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타기성(依他起性)으로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뱀이 

다른 사물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것 역시 다른 모

든 것과의 총체적 관계 또는 인과의 관계에서 생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는 원성실성(圓成實性)으로 현상계의 모든 사

물의 본질은 비어 있는 것으로서 서로 의존하며 원만한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의 깨달음이다. 

유식삼성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첫째, 우리의 지각과 

판단이 얼마나 망상적인가를 자각하고 그러한 망상과 무지로부터 벗

어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모든 것은 서로 연기(緣起) 또는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의 깨달음은 자기를 사회나 자연과의 

총체적 관계에서 재조명하게 한다. 셋째, 지금까지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보게 했던 망심을 버리고 자타나 내외나 성법이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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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차 없는 자신의 본질, 공에 들어가게 한다. 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 즉 습(習) 또

는 학습의 결과인 지금의 마음이나 성격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자연 그대로의 우주와 소통할 수 있

으며 우주의 지혜를 그대로 공유하는 본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

고 행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심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계(戒), 정(定), 혜(慧)이

다. 계는 해와 달이 법칙에 따라 운행하며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그 밝

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은 자비심으로 가득 찬 행동을 말하는 것

이고, 정은 어떤 의심이나 번뇌나 걱정 근심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조급함 등 부적 감정이 모두 꺼져 버린 심신의 안정과 평화를 뜻하는 

것이며, 혜는 우주가 그 안에 포용하고 있는 모든 지혜를 자성(自性)으

로 함께 공유하며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우주와 통합되어 있고 우주의 시공간적 통제를 받는

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주는 법칙에 따라 운행된다. 인간 

역시 우주와 동일한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인간이 따라야 할 괘도로부터 이탈

된 행동을 해왔다. 이제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됨으로써 본래의 자

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번뇌 망상의 결과로 얻게 된 신

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

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생각에 의하여 막혀 있었던 지혜, 모

든 것을 아는 지혜, 일체지지(一切智智)의 터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는 그간 현실과 망상을 구별할 수 없었던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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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을 환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됨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누구나 개인 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모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유식삼성을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변계소집성은 마치 종소리에 

침을 흘리게 된 파블로프(I. Pavlov)의 개처럼 이전 경험의 결과로 사물

에 조건화된 두려움과 같은 행동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의타기성

은 그러한 학습 또는 조건화의 이면에 작용하는 학습 원리, 즉 연합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며, 원성실성은 사물에 조건화된 부적 감정이나 행

동이 모두 소거됨으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할 수 있게 됨

을 뜻한다. 학습 및 행동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백지(白紙)에 비유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인간의 본심(本心)을 텅 빈 공이라 하고, 본심

이 어딘가에 엉기고 집착되어 망심(妄心)이 된다고 본다. 본심이 공이

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전 행동 경험이 쌓이면서 오온연기(五蘊緣起), 마

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본질(本質) 또는 본체(本體)와 기능(機

能), 용(用)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색성향미촉법, 즉 육경(六識)이 번뇌를 

일으키면 마음에 번뇌가 있다는 것임을 알아차리라고 한다. 이는 어

떤 사람이 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다.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무해한 강아지도 무서워한다. 그에게 개가 무서운 것

은 개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전 경험을 통하여 개를 무서워하게

끔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 이전 행동 경험으로 

형성된 감정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소거시키는 데 있다. 육체를 깨끗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함으로써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게 하는 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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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淨觀)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를 불쌍하게 보게 함으로써 분노를 

통제하게 하는 자비관(慈悲觀) 등 초기 불교의 대치법(對治法)이나 중

국 선에 있어서 좌선, 벽관(壁觀) 또는 참선으로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

게 하는 대법(對法)까지 학습의 원리를 이용한 지금의 인지－행동 수정

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습해 가야 한다. 그러나 이전 환

경에서 학습한 행동이 어떤 조건을 만나 고정되거나 집착되어 버리면 

무상한 환경에 더 이상 적응해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울과 같이 즉시 비워져야 한다. 인간의 본심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

다. 마치 바람이 불어 고요하던 물이 파도가 되었다가 다시 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

전 경험의 흔적들이 점차 두껍게 쌓여 본심을 덮어버림으로써 환경 변

화에 의지하여 순간순간 변하여 갈 수 있는 적응력, 자연지 또는 근본

지를 상실하게 된다.

조주를 찾아 온 수행자들은 어쩌면 갈증이 나도 ‘차 한잔’을 안심하

고 마시지 못했을지 모른다. 견성하고 부처가 되려는 조급한 마음 때

문이다. 조주의 “끽다거!”는 그들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견성성불이라

고 생각하는 것도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처럼 마음에서 생긴 망상임을 

지적한다.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신 그대로가 부처인 것을 그들은 

계속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학습된 기대(期待)에

서 온다. 우린 그것을 갈애라 할 것이다.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모두 실

제가 아닌 마음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불교는 마음을 놓음으

로써 성취할 수 있는 자연의 지혜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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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안의 모든 사물들은 공을 본질로, 연기라고 하는 물리적·화학

적 법칙에 따라 서로 소통하며 이합집산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도 그와 같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불교에서는 이를 외

연기(外緣起) 대 내연기(內緣起)라 부르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의 

원리라 부른다. 그러나 인간은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 자신을 마치 그

러한 법칙과 전체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법에 일치하

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를 무지와 미신이라 할 것이다. 탐

진치란 그러한 망상에서 생겨난 독소로서 인간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하며 죽이는 세 가지 독소가 된다. 그것과는 반대로 인간이 어떠한 생

각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계정혜가 법에 일치하는 본심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한다. 

개체와 환경은 둘이 아니며 어떤 경계도 없이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

다. 인간의 허망한 생각은 개체와 환경 간의 통합성을 방해한다. 우리

가 시장해도 먹지 못하고, 피곤해도 자지 못하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 

조주의 “끽다거!”는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시장하면 먹고, 피

곤하면 잔다’는 인간 본래의 평상심이 곧 불법의 대의이며 달마가 온 

연유임을 깨닫게 하는 안심법문이자 그를 찾아 온 수행자들을 위한 대

답이다. 

“끽다거!”와 같은 화두는 수행자들에게 주는 조사들의 숙제이다. 이 

숙제는 자신들이 풀어야 한다. 화두는 의심을 요구한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마침내 자신이 의심의 ‘덩어리’가 되어 화두를 들게 되면 마

치 ‘밤송이를 통째로 삼킨 것’과 같이 삼킬 수도 없고 토할 수도 없는 

괴로움과 함께 의식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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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던 분별심이 화두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무시 또는 처벌되기 때

문이다. 수행자는 마침내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무력

감으로 인해 화두까지도 놓고 무념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리고 ‘문득’ 스승이 내어 준 숙제의 의미를 알게 되어 스승에게 감사드

리게 된다. 

마음은 학습의 결과다. 분별심 역시 이전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

며 분별심을 버리고 무념행을 실천하는 방법 또한 체험을 요구한다. 

화두란 이전에 배워 익힌 습관 그대로의 분별심을 가지고 의심하면 의

심할수록 더욱 철벽과 같이 막히게 되는 과제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애씀에서 오는 극도의 피로와 무력감으로 인해 화두조차 더 잡고 있을 

수 없게 된 항복의 순간에 체험하게 되는 고요함, 깨달음이다. 화두는 

조사들이 때로 할(고함)과 방(몽둥이)으로 제자들의 분별심을 차단한 

것과 같이 제자들의 분별 망상을 내면적으로 처벌하는 행동적 방법이

다. 인간의 마음을 이전 행동 경험의 총화(總和)(Suzuki, 1960)로 보는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 잘못 배운 것은 다시 배우

면 그만이다. 무명에 속한 환경에서 배운 것은 무명을 ‘밝음’으로 바꾸

면 따라 변하게 된다. 화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화두는 부처나 중

생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부처를 자기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

을 차단하는 대치/대법이다. 바람만 그치면 물은 그대로 잔잔하게 되

는 것과 같이 무념이면 자성은 그대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심신이나 선악, 성범이나 귀천, 미추나 생사 및 모

든 것을 각각 분리된 형태로 지각하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는 사회적 부조리며 불평등이다. 불교의 핵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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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형태로서 지각하는 모든 것이 실은 둘이 아니며 하나라는 사실

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메시지는 그렇게 명료한 것이지만 인

간은 자신을 타인이나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모

든 것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도록 조건화되고 학습되었다. 불교나 

깨달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어 굳어

버린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인간을 병들어 죽게 하는 행동으로서의 욕심과 감정으로서

의 분노 그리고 인지(認知)로서의 어리석음이란 세 가지 독소를 질서

와 계율이라는 행동으로서의 계, 안정된 감정으로서의 정, 그리고 자

신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로서의 인지로 스스로 치

유하게 한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

든 그 일에 달인(達人)이 되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본래 이 세 가지 능력을 

본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일체유심조, 마음은 학습된 것이다 

불교와 학습 이론과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원효 대사가 도를 구

하러 길을 떠났다가 중도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원효 대사가 젊었을 때 불도를 구하기 위

하여 당나라로 가다가 하루는 광야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한밤중

에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어떤 용기에 담긴 물을 찾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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