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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증도가사실은 서룡선로 연공이 남명송증도가에 대한 주석서로 편찬한 문헌이

며, 1248년에 고려대장경의 보유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송
대 선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선종계의 사상적 동향을 이해하는 데에 중
요한 문헌이다. 

이 책의 구성은 권마다 먼저 남명송증도가를 배열하고, 이어 각종 어구와 용어에 
대한 주석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석 내용은 증도가기주의 해당 주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서룡선로가 각종 용어에 대한 주석을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한 것
으로 나뉜다. 서룡선로가 붙인 주석에는 불전, 외전을 비롯한 다양한 문헌이 활용되었
는데, 송대 선의 흐름을 반영한 선적이 가장 많다.  

증도가사실의 편찬 방식이나 주석 인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적은 조정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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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정사원은 증도가사실에 무려 42회나 인용된 문헌이며, 전체적인 구성과 편집 
방식에서 증도가사실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증도가사실은 12세기 이후 운문종을 
비롯한 송대 선의 전체 동향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공안 비평, 곧 문자선
의 성행에 따라 편찬된 문헌이다.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종문척영집, 선원청규등을 비롯한 운문종의 선적이 간
행되고, 종문원상집, 중편조동오위, 조정사원(30권) 등 새로운 선적이 편찬되거
나 저술되었던 양상은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종래 고려불교사 연구에서는 13세기 
수선사 단계에서 간화선이 수용, 정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오히려 문자선이 광범
위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증도가사실, 공안선, 문자선, 조정사원, 운문종, 영가사매주증도가, 증도가기주

I. 머리말 
12세기 이후 송대 선이 고려 불교계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송대 선적(禪

籍)을 비롯한 중국 선적이 다양하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고려 선종계에서 다양
한 송대 선적이 간행되었고, 나아가 송대 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적이 편찬, 저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3세기에 간행된 선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적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나 사상사적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

이러한 선적 가운데 고려 선종의 서룡선로(瑞龍禪老) 연공(連公)이 남명천
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하 남명송증도가)에 대한 주석서로 
편찬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 이하 증도가사

1) 이와 관련된 근래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조명제, 선문염송집 연구-12~13세기 고려의 공안선
과 송의 선적-(서울 : 경진출판,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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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주목된다. 이 책은 고려대장경의 보유판이며, 고려 선종계에서 ｢증도
가｣, 남명송증도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송대 선의 수용 문
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문제를 해명한 고익
진의 연구 이외에는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다.3) 

이러한 연구 현황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증도가사실의 구성과 주석 내
용이 어떠하며, 나아가 편찬 방향과 방법이 어떠한 문헌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에 대한 문헌학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어 증도가사실의 편찬을 통해 13

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송대 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으며, 그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증도가사실의 문헌적 성격 
영가현각(永嘉玄覺, 675~713)의 작으로 알려진 ｢증도가｣는 선문의 입문자가 

배워야하는 기본적 텍스트로서 선종에서 널리 애호되었던 작품이다. ｢증도가
｣는 여래장사상의 입장에서 자성, 법성, 법신 등을 해석한 것으로 절학무위한
도인(絶學無爲閑道人), 환화공신즉법신(幻化空身卽法身), 일초직입여래지(一超
直入如來地) 등의 어구는 후대 선적에 많이 인용되었던 만큼 선사상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증도가｣는 단행본이 거의 없고, 경덕전등록(景德傳
燈錄), 선문제조사게송(禪門諸祖師偈頌), 사부록(四部錄)4) 등에 편입되어 간
행되었다.5) 

2) 증도가사실은 고종 34년(1247)에 전광재가 주선한 법회에서 초본이 처음 이루어졌고, 다음 해
에 대장도감 남해 분사에서 간행되었다.(고익진, ｢증도가사실의 저자에 대하여｣, 한국불교학 1
(서울: 한국불교학회, 1975); 한국찬술불서의 연구(서울: 민족사, 1987), pp.123-133)에 재수록.

3) ｢증도가｣와 관련 주석서는 근래 금속활자본의 기원과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서지학계에서 주목되고 있을 뿐이다. 서지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남권희, ｢구결본 <南明泉和尙頌證道歌 ; 증도가>의 서지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 구결학회, 2012), pp.23-52 참조. 

4) 證道歌는 일본 선문에서 信心銘, 十牛圖, 坐禪儀 등 짧은 문헌을 함께 편찬하여 禪宗四部錄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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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가 송대에 유행하면서 그에 대한 주석이나 송을 붙인 저작이 다수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주석서는 소성(紹聖) 4년(1097)에 성립된 범천언기(梵天
彦琪)의 증도가기주(證道歌琪註)6), 황통(皇統) 6년(1146)에 성립된 묘공지눌
(妙空知訥)의 증도가주(證道歌註)7) 등이 있다. 또한 후술하듯이 송 이전에 성
립된 정거주(淨居注)가 남아 있다. 한편 남명송증도가는 북송 운문종의 선
승인 남명법천(南明法泉, 생몰년 미상)8)이 ｢증도가｣의 구절 마다 7언 3구의 송
을 붙인 것으로 희령(熙寧) 9년(1076)에 간행되었다.  

그러면 증도가사실이 어떠한 기준으로 편찬되었으며 전체 내용이 어떠
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3권 1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권마다 남명
송증도가를 배열하고, 이어 남명이 붙인 송의 어구와 용어에 대한 주석을 제
시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주석 형식은 각 어구와 용어에 대한 전거를 각종 
문헌에서 뽑아 그대로 전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주석 내용은 증도가기주의 해당 주해를 그대로 인용한 것과 서룡선
로 연공이 각종 용어에 대한 주석을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하여 배열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증도가사실에는 증도가기주의 전체 내용이 해당 어구
에 대한 주석으로 모두 전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주석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증도가사실은 남명송증도가와 언기의 증도가기주
를 하나의 문헌에 집성한 형태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선승들이 ｢증도가｣에 대
한 송대 선문의 대표적인 주석과 송을 열람하는 데에 편리하다. 

그런데 증도가사실에는 ｢증도가｣에 대한 다른 주석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묘공의 증도가주와 정거주를 들 수 있다. 

증도가사실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다

5) 田上太秀․ 石井修道 編著, 禪の思想辭典(東京 : 東京書籍, 2008), p.282.
6) 정확한 명칭은 舒州梵天琪和尙註證道歌이다.
7) 정확한 명칭은 蘇州靈岩妙空佛海和尚註證道歌이다.
8) 남명법천은 湖北省 隨州 출신이며 속성은 時氏이다. 그는 雲居曉舜의 법을 잇고, 千頃寺, 靈巖寺, 南明

寺, 蔣山寺 등에 머물렀다. 또한 그는 칙명에 따라 大相國寺 智海禪院에 머물렀고 佛慧禪師라는 호를 
받았다. 그는 파격의 독서량으로 인해 泉萬卷이라 불렸다.(續傳燈錄 권11, 五燈會元 권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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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묘공의 증도가주는 대단히 간략한 주석서이므로 활용 가능성이 적은 것
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편 정거주는 영가사매주증도가(永嘉師妹註證道歌)를 가리키며, 제목
에서 드러나듯이 영가의 누이라고 하는 정거니(淨居尼)의 주석서이다. 정거
주는 고려 선종(宣宗) 6년(1089)에 보제사(普濟寺)의 요오(了悟)와 소충(紹忠) 

등이 모연하여 간행하였으며, 기해년(己亥, 1239년 또는 1299년)에 이시무(李
時茂)가 중조(重雕)한 고려판이 현재 남아 있다.9) 

정거주의 주석 내용은 대단히 교학적이고, 일반적인 선문의 설명과 거리
가 있는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조사선 특유의 견성성불, 즉심시불이
나 교외별전적인 기연 중시의 주장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거주
의 ｢증도가｣에 대한 해석은 천태교학적 색채가 강하므로 천태 계통에 속하는 
학승에 의해 성립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례(知禮)로 대표되는 북송의 천태종은 선문의 조통설을 격렬하게 비
난하는 등 대항의식이 현저하기 때문에 정거주와 같은 작품을 내놓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거주는 당대(唐代) 천태종에서 작성되어 영가현
각과 선문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정거니
의 작품으로서 등장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10) 이와 같이 정거주는 고려 불
교계에서 간행될 정도로 일정한 수요가 있었지만, 문헌적 성격이 송대 선의 흐
름과 배치되기 때문에 증도가사실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서룡선로가 독자적으로 편찬한 주석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서룡선로의 주석이 어떠한 문헌에서 인용된 것인가를 분석하여 뒤의 

9) 본래 조당집에 소박한 전승이었던 영가현각의 누이가 남송 시대에는 육조를 만났던 정거니(爭
居尼) 원기(圓機)가 되고, 남송 말에는 육조의 법사(法嗣)인 정거니 원기로 되었다. 이러한 변천은 
정거니의 문제가 아니라 현각과 육조, ｢증도가｣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는 정거니의 ｢증도가｣ 주석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한 전승과 작품
은 있었지만, 일찍 끊어져 고려에만 남았던 것인지, 고려에서 고주와 정거니가 결합되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椎名宏雄, ｢永嘉師妹註證道歌の資料價値｣, 宗學硏究 44(東京 : 曹洞宗宗學硏究所, 2002), 
pp.218-219). 

10) 椎名宏雄, 위의 논문, pp.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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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과 <표2>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11) 먼저 <표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증도가사실의 주석에 활용된 문헌은 불전과 외전으로 크게 구분된다. 외전
은 장자(莊子)(6)12), 사기(史記)(5), 주역(周易), 문선(文選)(2), 회남자
(淮南子) 등 유교, 도교, 역사서 등이 인용되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불전은 일반 불전과 선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선적의 비중이 훨씬 
크다. 경전으로는 능엄경(楞嚴經)(4), 능엄경집주(楞嚴經集註), 능엄경계
환해(楞嚴經戒環解), 금강경주(金剛經注), 양조부대사송금강경(梁朝傅大士
頌金剛經), 원효의 금강반야경소(金剛般若經疏), 원각경약소주(圓覺經略疏
注), 화엄경(華嚴經), 화엄경보현행원품(華嚴經普賢行願品), 신화엄경론
(新華嚴經論), 법화경(法華經)(4), 법화경과주(法華經科註), 기신론(起信
論), 열반경(涅槃經), 유마경(維摩經)(2) 등이 활용되었다.

다른 불전에 비해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등과 그 주석서가 많이 활
용되었는데, 이러한 경전이 선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을 비롯한 율전과 경율이상(經律異相)(5),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3) 등이 활용되었다.     

선적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14),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4),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2), 통록(通錄)13) 등 전등사서와 선종송고연주집
(禪宗頌古聯珠集)(4), 정법안장(正法眼藏)(3), 연등회요(燃燈會要), 종용록
(從容錄)(2), 선문염송집 등 공안집이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어록은 설두
어록(雪竇語錄), 원오록(圓悟錄), 대혜어록(大慧語錄), 굉지록(宏智錄), 

방거사어록(龐居士語錄) 등 다양한 어록에서 인용된 전거가 꽤 있지만 대부
분 1, 2회 인용되는 수준에 그친다. 그 외에 각범혜홍(覺範慧洪)의 선림승보전

11) 증도가기주는 증도가사실의 해당 항목에기주(琪注)라는 인용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표
에서 제외하였다. 유일하게 唯一月 항목(한불전 6-110中)에 대한 증도가기주(X63-271c)의 주
석에 ‘기주’ 표시가 없다.

12)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인용 회수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모두 1회 인용된 경우이다.
13) 송의 西余拱辰이 편집한 祖源通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椎名宏雄, ｢解題｣, 禪學典籍叢刊 6

卷上(京都 : 臨川書店, 2001), pp.430-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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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林僧寶傳)과 임간록(林間錄), 영명연수(永明延壽)의 심부주(心賦注)(2)

와 종경록(宗鏡錄)(2), 영가집주(永嘉集注) 등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문헌 이외에 한산자시집(寒山子詩集)14), 선문제조사게송(禪門諸
祖師偈頌)(3)15), 보경삼매(寶鏡三昧)16), 대장일람집(大藏一覽集)17) 등이 인
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선적은 모두 게송을 수록한 문헌이므로 송대의 
공안집, 전등사서, 어록 등과 함께 증도가사실이 공안 비평의 성행과 관련되
는 문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증도가사실에 인용된 문헌이 주로 송
대 선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적이 많다. 아울러 서룡선로는 이 책이 
편찬되기 직전까지의 최신 문헌까지 입수할 만큼 다양한 문헌을 섭렵하여 주
석에 인용하였다.  

이상에서 <표1>을 통해 증도가사실에 인용된 문헌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증도가사실의 편찬 방식이나 주석 인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적은 조정사원(祖庭事苑)이다. 목암선경(睦庵善卿, 생몰년 미상)이 편찬한 
조정사원(1108년 성립)은 선문 조사의 어록과 선적 등에서 약 2400어구를 
대상으로 훈고한 것이다. 전8권 가운데 권1에서 권4까지 주석의 대상이 운문
문언(雲門文偃)과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어록이므로 운문종의 선에 대한 이해

14) 한산자시집은 한산자의 작이라는 300여 수 외에 豊干 작이라는 2수, 拾得의 작품이라고 하는 4, 
50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三隱詩集이라고 불린다. 송대 이후 현대까지 동아시아 삼국에서 간행
된 텍스트는 말소까지 더하면 수백에 이른다.(椎名宏雄, ｢寒山詩集の諸本｣, 宗學硏究 48(東京: 
曹洞宗宗學硏究所, 2006), p.247.

15) 이 책은 송의 子昇과 如祐가 편집하고, 남송 福州 開元寺의 수좌였던 대혜파의 道永이 증보하였던 
선적이다. 당, 송 시기의 84종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이름과 달리 각종 게송과 함께 선문의 어구, 
산문 종류가 ⅓을 넘는다.(椎名宏雄, ｢禪門諸祖師偈頌の文獻的考察｣, 田中良昭博士古稀記念論集․
禪學硏究の諸相(東京: 大東出版社, 2003), pp.222-223).

16) 이 책은 특히 참동계(參同契)와 함께 조동종에서 중시된 작품이다.(椎名宏雄, ｢寶鏡三昧の諸本｣ 
(東京 : 曹洞宗總合硏究センター學術大會紀要(第11回), 2010), p.59).

17) 고려대장경 보유판의 하나인 大藏一覽集(10권)은 紹興 27년(1157)에 大隱居士 陳實이 편찬한 類書
이며, 대장경의 중요 문장을 추출해서 8부문 60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 것이다. 대장일람집에
는 선적의 추출이 많지만, 특히 권10에는 ｢第八宗說門之余｣라고 하여 宗眼品, 正傳品, 旁出品, 分派品, 
散聖品, 流通品 등 6품으로 나누어 선문의 전등 조사와 방계자의 어구를 계열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 곧 앞의 4품에서는 석존부터 중국 선문의 남악하 13세, 청원하 11세에 이르는 조사 149명과 그 
기연어구와 게송을 열거하고 있다.(椎名宏雄, ｢祖源通錄撮要と大藏一覽集｣, 宗學硏究 42(東
京: 曹洞宗宗學硏究所, 2006),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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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깊이 관련된다. 

조정사원에 전거로 인용된 문헌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크게 외전과 불전
으로 나뉜다. 외전은 한서(漢書), 장자, 설문해자(說文解字), 논어, 춘
추(春秋), 이아(爾雅), 사기, 석명(釋名) 등 총 247종의 문헌이 425항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적으로 보면 외전에서의 인용이 불전보다 더 많다. 

불전을 전거로 하는 경우는 선적을 제외하고 열반경, 대지도론, 대당
서역기, 유마경, 능엄경, 화엄경, 법화경 등이 대표적이며, 총 85종
의 불전이 186항목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적 가운데 목암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징관(澄觀)의 저술을 비롯한 화엄학 문헌이며, 당송대 화엄학에 깊
은 조예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목암은 규봉종밀(圭峯宗密), 영
명연수(永明延壽), 이통현(李通玄) 등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18)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사원은 증도가사실에 무려 42회나 인용된 
문헌이며, 전체적인 구성과 편집 방식에서 증도가사실에 깊은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주요한 용어, 어구에 대한 전거를 인용하는 방식이나 인용 문헌의 내
용이 조정사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증도가사실은 조정사원의 저자인 목암선경의 사상적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목암이 화엄학을 중시한 것에 비해 증도가사실에는 화엄학 문
헌의 인용이 많지 않고, 사상적으로 중시한 흔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조정사
원의 영향은 남명송의 어구와 용어에 대한 주석 내용, 나아가 주석 방식이나 
전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증도가사실에 인용된 주석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서룡선로가 붙인 주석은 남명송증도가의 용어, 어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주석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며, 서룡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이나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증도
가사실은 조정사원과 같은 주석서의 영향을 받아 고려 선종계에서 문자선

18) 永井政之, 祖庭事苑の基礎的硏究 駒澤大學佛敎學部論集 4(東京 : 駒澤大學佛敎學部, 1973),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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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주석서로서 편찬된 초기 단계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III.증도가사실의 사상사적 의미 
앞 장에서 증도가사실의 구성과 인용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헌적 성

격을 밝혔다. 그러면 이 책의 편찬이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이루어진 배경과 
그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증도가사실만이 아니라 공안 비평과 관련
된 선적과 주석서가 다양하게 수용되고 새롭게 편찬되었던 양상이 주목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13세기 이후 수선사를 중심으로 한 간화선의 수용
에 주목하고, 특히 임제종 법통설에 입각한 시각으로 고려후기 불교사의 흐름
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통념적인 이해와 달리 선적을 통해 사상적 흐름을 파악하면 12~13

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임제종만이 아니라 운문종을 비롯한 송대 선의 전체 동
향에 대한 관심이 깊게 드러난다. 또한 선종계에서 공안선이 전반적으로 확산
되었지만, 간화선보다 오히려 문자선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었
다.19)  

운문종은 설봉의존(雪峯義存)의 법맥을 계승한 운문문언(864~949)에 의해 
개창되었다. 이어 운문의 문하에서 덕산연밀(德山緣密), 향림징원(香林澄遠), 

동산수초(洞山守初) 등이 출현하여 종파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20) 이후 운
문종을 대표하는 설두중현(980∼1053)과 불일계숭(佛日契崇, 1007∼1072)이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북송 말에 운문종은 쇠퇴하지만, 운문종의 
19) 조명제, 앞의 책, pp.322-329. 기존 연구는 여전히 특정 인물의 선사상만을 해명하고 그것을 선종

계 전체의 동향으로 일반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탈피하
여 선적을 통해 송대 선이 고려 선종계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적은 매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불교계에서 선사상의 동향이 어
떠하며, 전반적인 영향이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20) 永井政之, 唐代の禪僧11 雲門(京都: 臨川書店, 2008), pp.1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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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들이 편찬, 저술한 선적은 동아시아 선종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 선종계에서 운문종의 사상적 흐름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일부 자료를 통해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1세기 이후 운문종이 고려 불교계에 수용된 양상은 이자현(李資玄, 

1061~ 1125),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21) 나아
가 명종 9년(1179)에 이루어진 예천 용문사(龍門寺)의 담선법회(談禪法會)는 운
문종의 사상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담선법회에서 단속사(斷俗寺)의 
효돈(孝惇)이 경덕전등록, 설두염송(雪竇拈頌)등을 구산문도 500인을 대상
으로 강의하였다.22) 전국의 선승을 초청한 담선회에서 설두염송이 대표적인 
선적으로 강의되었던 것은 그 만큼 공안 비평에 밝은 선승들이 존재하였고, 나
아가 선문 일반에서 문자선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보다 13세기에 간행, 편찬된 선적을 통해 운문종의 사상
적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3세기에 간행된 운문종의 선적
은 종문척영집(宗門摭英集), 선원청규(禪苑淸規) 등이 있다. 종문척영집
은 경우(景祐) 5년(1038)에 운문종의 유간(惟簡)이 편집한 공안집이며, 전등사
서에서 송고, 염고집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등장한 문헌이었다.23) 이 책은 고
종 41년(1254)에 남해 분사도감에서 중간되었고, 현재 세계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선원청규는 숭녕(崇寧) 2년(1103)에 장로종색(長蘆宗賾)이 편찬한 것으로 
선문 독자의 수행체계와 규범을 담고 있다.24) 선원청규는 역시 1254년에 고
려 불교계에서 간행되었는데, 규범서가 요구될 만큼 선종이 부각된 현실을 반
영한다. 이러한 운문종 선적의 수용과 간행은 고려 선종이 송대 선의 흐름을 

21) 鄭修芽, ｢慧照國師 曇眞과 ‘淨因髓’: 北宋禪風의 수용과 高麗中期 禪宗의 부흥을 중심으로｣, 李基白先
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서울 : 1994), 조명제, ｢고려중기 거사선의 사상적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 역사와 경계 44(부산 : 부산경남사학회, 2002) 참조. 

22) 李知命, ｢龍門寺重修碑｣, 朝鮮金石總覽 上(京城 : 朝鮮總督府, 1918), p.409, ｢己亥年創寺工畢, 會九山門
學徒五百人, 設五十日談禪會, 請斷俗寺禪師孝惇, 敎習傳燈錄楞嚴經仁岳集雪竇拈頌.｣  

23) 椎名宏雄, 앞의 책, pp.421-426. 
24) 고려본은 저본이 북송 政和 원년(1111) 판본이며, 선원청규의 원형을 가장 잘 전하는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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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선적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고려 선종계에서 독자적인 선적이 편찬, 저술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확인되는 것은 선문염송집이
다. 선문염송집의 편찬에 운문종의 공안집, 전등사서인 종문통요집(宗門統
要集, 1093년 성립), 건중정국속등록, 가태보등록 등과 설두중현의 어록
을 비롯하여 운문종 선승 20명의 어록 등이 폭넓게 활용되었다.25) 이러한 양상
은 고려 선종계에서 운문종의 선적을 다양하게 입수하고 공안 비평의 이해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운문종의 조정사원이 13세기 이후 고려 선종계에서 편찬, 저술된 선
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지겸(志謙)의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1219년 성립)은 남양혜충(南陽慧忠)으로부터 운문
종 선승인 목암선경에 이르는 46명의 조사에 의한 원상의 기연(機緣) 100여 사
례를 채록한 문헌인데, 마지막의 목암에 관한 인용은 조정사원 권2의 원상 
관련 조항과 관련된다.26) 또한 일연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에도 첫 
부분에 목암선경을 거론하는 등 조정사원의 영향이 드러난다. 

일연이 조정사원을 중시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조정사원(30권)을 편
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지만, 일연이 목암의 조정사원
(8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30권본으로 편찬하였던 것은 기존의 조
정사원이 12세기 이후 송대 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문헌적 한계를 감안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일연은 목암의 조정사원에 수록되지 못한 12

세기 이후 송대 선적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주석서로서 30권본 조정사원
을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세기의 고려 선종계에서 운문종의 선적이 다

25) 조명제, 앞의 책, pp.39-72 및 pp.89-131 참조.
26) 椎名宏雄, ｢宗門圓相集の資料價値｣, 宗學硏究 43(東京: 曹洞宗宗學硏究所, 2001), pp.209-214.
27) 조명제, ｢一然의 선사상과 宋의 禪籍｣ 보조사상 33(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10), pp.202~204. 한

편 조정사원의 영향은 禪門拈頌說話에도 적지 않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밝
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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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수용되었고, 송대 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선적이 편찬, 저술되
었다. 따라서 증도가사실의 편찬은 이러한 운문종 선적에 대한 수용,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울러 운문종 선적의 수용은 송대 선
의 이해와 직결된다.  

그런데 송대 선은 사상, 실천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공안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28) 선문에 공유되는 고전으로서 수집, 선택된 선인의 문답 기록인 공
안을 과제로서 참구하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었다. 그 방법은 크게 문자선
(文字禪)과 간화선(看話禪)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자선은 공안의 비평과 재해석
을 통해 선리(禪理)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어(代語), 별어(別語), 송고(頌
古), 염고(拈古), 평창(評唱) 등이 그 주된 수단이다. 문자선은 북송초의 분양선
소(汾陽善昭)의 분양송고(汾陽頌古)에서 비롯되며, 그 정점에 이른 것이 설두
중현의 설두송고와 그것에 대한 원오극근(圜悟克勤)의 강의록인 벽암록(碧
巖錄)이었다.

이에 비해 간화선은 특정한 공안에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 그 한계점에서 마
음의 격발(激發), 대파(大破)를 통해 극적인 깨달음의 체험을 얻고자 하는 방법
이다. 모든 구도자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개오(開悟)의 방법화는 원오의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杲)에 의해 완
성되었다.29)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송, 고려 선종계에서 편찬, 저술된 공안 주석

28) 현재 학계에서는 문자선, 간화선, 공안선 등의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근래 이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개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
경, ｢공안선과 간화선｣, 철학사상 24(서울 : 2005)에서 공안을 당대에 유행한 스승과 제자 사이
의 선문답으로 보고, 화두를 공안 가운데 절박하게 의심이 일어난 질문이나 언구라고 구별한다. 
나아가 공안선을 원오극근이 정형화한 방법으로 보고, 간화선은 대혜종고에 의해 정형화된 선으
로 본다. 한편, 라이용하이(賴永海)는 ｢중국 송대 간화선 및 그 사상의 특징｣, 보조사상 25(서울 : 
보조사상연구원, 2006)에서 분등선(조사선), 송원 선학(공안선), 간화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
징을 不立文字, 不離文字, 但擧話頭로 보았다. 이들의 시각은 공안선과 간화선을 혼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의미가 있지만, 송대 선종사의 구조와 흐름을 규명한 것과 거리가 있으며, 간화선으
로 귀결된 송대 선종사의 결과에 따른 구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29) 小川隆, 續･語錄のことば碧巖錄と宋代の禪(京都: 財)禪文化硏究所, 2010); 語錄の思想史(東京: 
岩波書店,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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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부분 문자선의 이해와 관련된다. 당의 선승들이 문답을 통해 선의 깨달
음을 추구하였다면 송의 선승들은 스스로의 문답이 아니라 공안에 대한 비평
의 독창성으로 실력을 과시하였다. 송대에 착어는 처음 염고가 유행하였다가 
송고로 전환되었고, 이어 평창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고칙에 송을 붙이는 
것은 중당(中唐)부터 시작되었고, 설봉의존, 현사사비, 법안문익 등이 많은 작
품을 남겼으며, 조당집이나 천성광등록에서 그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칙을 모아 연속해서 같은 형태의 송을 붙이는 시도는 분양선소
(947~1024)가 최초였다. 그는 경덕전등록에서 100칙의 기연을 뽑아, 여기에 
송과 염을 덧붙여 선현일백칙(先賢一百則)과 대별일백칙(代別一百則)을 
지었으며, 스스로 만든 공안 100칙을 모아 송고대별삼백칙(頌古代別三百則)
을 편집하였다. 이러한 공안 비평은 운문종의 설두중현이 출현하여 설두송
고를 제시하면서 이후 선종계에 문자선의 정수로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나
아가 이러한 풍조는 임제종, 조동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고를 비롯한 공안 비평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선
문에서 유행하면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선적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증도가사실이 기본적으로 남명송증도가에 대한 주석서라는 사
실은 그러한 문자선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남명송증도가뿐만 아니라 남명
법천의 착어가 선문염송집 전체 134칙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고려 선종계에
서 남명의 공안 비평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준다.30) 

그렇다면 증도가사실의 편찬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까?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13세기 수선사 단계에서 간화선이 수용, 정착된 것
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역사상과 거리가 있다. 고려 선종계에서 간화선이 
수용 단계이지만 오히려 문자선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증도가사실은 공안 비평의 유행
과 관련된 주석서라는 문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울러 문자선과 관련된 선적

30) 조명제, ｢修禪社의 禪門拈頌集 편찬과 雲門宗의 어록｣, 역사와 경계 90집(부산: 부산경남사학
회, 201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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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3세기말까지 지속적으로 편찬, 저술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3

세기 고려 선종사는 간화선 일변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자선이 성
행된 단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31) 

둘째, 임제 법통설에 입각한 불교사 이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임제종
은 북송말 이후 선종계를 주도하였고, 고려 선종에 미친 영향도 광범위하게 드
러난다. 그러나 적어도 북송까지 운문종이 임제종과 함께 송대 선을 주도하였
으며, 그러한 사상적 위상과 영향은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고려 선종사를 임제종 위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송대 선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IV.맺음말
증도가사실은 서룡선로 연공이 남명송증도가에 대한 주석서로 편찬한 

문헌이며, 1248년에 고려대장경의 보유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권
마다 먼저 남명송증도가를 배열하고, 이어 각종 어구와 용어에 대한 주석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석 내용은 증도가기주의 해당 주해를 그
대로 인용하는 것과 서룡선로가 각종 용어에 대한 주석을 다양한 문헌에서 인
용한 것으로 크게 나뉜다. 증도가기주의 전체 내용이 해당 어구에 대한 주석
으로 모두 전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주석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다만 정거주와 묘공의 증도가주는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헌은 
천태종의 사상을 반영하거나 내용 자체가 간략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도가사실은 남명송증도가와 언기의 증도가기주를 하나의 문헌에 
집성한 형태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증도가｣에 대한 송대 선문의 대표적인 주
석과 송을 열람하는 데에 편리하다. 서룡선로가 붙인 주석에는 불전, 외전을 
31) 조명제, 앞의 책, pp.3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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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양한 문헌이 활용되었는데, 송대 선의 흐름을 반영한 선적이 가장 많
다. 또한 서룡선로가 편찬하기 직전까지의 다양한 문헌을 입수하여 주석에 인
용하였던 만큼 송대 선적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증도가사실을 편찬하였다.  

그런데 증도가사실의 편찬 방식이나 주석 인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적
은 조정사원이다. 조정사원은 증도가사실에 무려 42회나 인용된 문헌
이며, 전체적인 구성과 편집 방식에서 증도가사실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주요한 용어, 어구에 대한 전거를 인용하는 방식이나 인용 문헌의 내용이 
조정사원과 유사하다. 다만 저자인 화엄학을 중시하였던 목암선경의 사상적 
경향과는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

한편 증도가사실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은 12세기 이후 운문종을 비롯한 
송대 선의 전체 동향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공안 비평과 관련된 
선적과 주석서가 다양하게 수용되고 새롭게 편찬되던 동향과 관련된다. 13세
기 고려 선종계에서 종문척영집, 선원청규 등을 비롯한 운문종의 선적이 
다양하게 수용되고 간행되었다. 아울러 지겸의 종문원상집, 일연의 중편조
동오위, 조정사원(30권) 등의 선적 편찬에 운문종의 선적이 깊은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선문염송집의 편찬에 종문통요집을 비롯한 공안
집이나 운문종 선승 20명의 어록 등이 폭넓게 활용되었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선적의 간행, 편찬 양상을 통해서 보면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공안 
비평이라는 문자선이 성행하였으며, 그러한 사상적 동향의 일환으로서 증도
가사실이 편찬되었다. 따라서 종래 고려 불교사 연구에서는 13세기 수선사 
단계에서 간화선이 수용, 정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오히려 문자선이 광
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반영되어 있
다. 나아가 13세기 말까지 고려 선종사의 흐름은 임제종 중심으로만 이해할 것
이 아니라 송대 선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증도가사실만이 아니라 13세기 선적 전체에 대한 문헌학
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선문염송집에 대한 주석서인 
선문염송설화에 대한 기초 연구가 요구된다. 증도가사실이 주석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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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편찬자의 독창적인 견해가 드러나지 않는 데에 반해 
선문염송설화에는 독자적인 공안 비평이 대단히 풍부하고, 인용 문헌도 훨
씬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
고 생각된다.32)    

<표 1> 증도가사실의 주석에 활용된 문헌33)

32) 이 글을 투고한 후에 익명의 심사자에게 증도가사실에 대한 철학적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
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은 필자가 선문염송집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한 글을 발표할 때마다 가
끔 받았던 적이 있어 간단하게 해명해두기로 한다.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증도가사실의 주석 
내용은 모두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된 것이며, 서룡선로의 독자적인 해석이나 설명이 제시된 것이 
없다. 그가 인용된 문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석을 붙였지만, 그 자체로 서룡선로의 사상적
인 이해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나아가 사전적인 주석서의 형식으로 편찬된 증도가
사실의 문헌학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문제 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33) <표1>, <표2>에서 大正新脩大藏經는 T, 新撰大日本續藏經은 X, 한국불교전서는 H, 柳田聖山․椎名宏雄 
編, 禪學典籍叢刊(京都 : 臨川書店, 1999)은 禪典으로 표기하였다. 증도가사실의 원문은 한국불
교전서 6권에 수록된 것을 이용하였으며, 표에서 출전은 해당 페이지만을 표기하였다. 인용 문헌
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문헌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울러 인용 문헌이 증도가사실보다 
후대의 자료에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고에 표기하였다. 외전의 경우에는 문헌명만을 표기하였다.

출전 용어 인용 전적 비고
104 泉和尙 建中靖國續燈錄(X78-706a3)
105 幷序 永嘉集注, 刊正錄
〃 護念付囑 金剛經注(X24-538a4)
〃 不麗 周易
〃 前際不來 華嚴經(T10-274b19) 

維摩詰所說經(T14-554c29) 
106 涅槃 涅槃經(T12-377c15)
〃 金色頭陀 付法藏因緣傳(T50-297b)
107 幽鳥不歸來 景德傳燈錄(T51-227b6)
〃 本來人 알 수 없음
〃 賀昇平 天童云 : 宏智錄(T48-18c27) 

古德云 : 天聖廣燈錄(X78-537b) 고덕 : 筠州洞山曉聰禪師
108 疥狗 大慧語錄(T47-855c19) 말구 차이
〃 當日事 알 수 없음
〃 携笻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T24-229c8)
〃 西風一陣掃無蹤 心賦注(X63-112c4) 원문은 淸凉云
109 朝宗 ?
〃 絶離微 寶藏論(T45-145c)
〃 鷓鴣啼 禪宗頌古聯珠集(X65-694a11) 후반 조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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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용어 인용 전적 비고
〃 善惡不同途 景德傳燈錄(T51-233a)

〃 猶霜雪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T9-393b11)

〃 遠遊子 알 수 없음
110 忘筌 莊子 조정사원(X64-314b10) 
 〃  依舊眉毛 林間錄(X87-279c12)
〃 團扇擬月輪 法華經科註(X31-33a)  원문은 惟穀䟽
〃 俊鷹 五家正宗贊(X78-610b 14)

〃 望南星 雪竇云:建中靖國續燈錄(X78-810a 10)
又云:禪宗頌古聯珠集(X65-680 c4)

111 從來不許外人看 알 수 없음
〃 心垢爲緣 起信論(T32-581c3)
〃 徇世情 緇門警訓(T48-1083)
〃 眞眞未出塵 알 수 없음 法泉禪師上堂
112 秋風臺殿黎離離 續古尊宿語錄

(X68-35 6b22)
〃 隨人手 楞嚴經(T19-113a), 宗鏡錄(T48 -601a) 원문에 佛頂經
〃 翦翦規䂓 莊子
〃 可雌黃 史記
113 空尋覓 寒山子詩集
114   那律能觀 楞嚴經(T19-126a27)
〃 如視庵摩 楞嚴經集註(X11-257a18)
〃   李文和都尉 大慧語錄(T47-890c14) 

〃 心匪石 從容錄 99칙(T48-291b)
鐔津文集(T52-676a)

〃 舊主人 正法眼藏(X67-610a4)
〃 癡猿狂解 摩訶僧祇律(T22-284a)
115 藜藿味 莊子
116 孃生破布衫 宗鏡錄(T48-941c26)   
〃 機宜 法華經玄義(T33-746c)
117 悲願所熏 圓覺經略疏注(T39-553b15)
〃 降雨初 알 수 없음
〃 泥水空三 알 수 없음
〃     石橋西 알 수 없음   
118 勢若崩山 알 수 없음
〃 誇精進 空谷集(X67-294a6)
〃 木人花鳥 龐居士語錄(X69-143)
119 忍心如幻 梁朝傅大士頌金剛經(T85-2a12)
〃 達多親授 法華經(T9-34c26)
〃 曾渡流沙 알 수 없음 南明法泉語錄 ?
120 文殊撞倒老維摩 禪宗頌古聯珠集(X65-494b1) 碧巖錄(T48-210a)
124 荊棘林 宗鏡錄(T48-681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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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용어 인용 전적 비고
〃 失舊容 釋迦如來成道記註(X75-6a9)
〃 泥洹 알 수 없음
〃 著弊衣 天台四教儀(T46-775a)
〃 金甁 알 수 없음
〃 寶珠 經律異相(T53-47b26)
125 楖율 禪宗頌古聯珠集(X65-618b16)
〃 玄沙出嶺 正法眼藏(X67-607a24) 從容錄(T48-279b17)
〃 隻履 通錄
126  護身符子 建中靖國續燈錄(X78-812c14)
〃      蘊空 大藏一覽(482c5)
〃 布髮泥途 過去現在因果經(T3-622b20)
127 長夜冥冥 알 수 없음
〃 信脚行 寒山子詩集
〃 積骨如山 菩薩處胎經(T12-1030b27)
128 熏成 華嚴經探玄記(T33-185b)
〃 養病顔 寒山子詩集
〃 斷雲還 古尊宿語錄
〃 心猿 景德傳燈錄(T51-458a), 禪門諸祖師

偈頌(X66-745c24)
〃 行藏 從容錄(T48-268c7)

〃 半夜曉 重編曹洞五位
(X63- 213a18)

〃 恰似風 禪林僧寶傳(X79-510a10)
129 囹辟 알 수 없음
〃 歡園 經律異相(T53-1c15)
〃 三輪 元曉金剛般若經疏
130 四生六類 楞嚴經, 戒環解(X11-851a9)
〃 悲水心花 普賢行願品(T10-846a)
131 馬生角 史記
132 普眼當時 天聖廣燈錄(X78-527c4)
133 一毛畢 景德傳燈錄
〃 喪家狗 論語
〃 夜未央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
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
一卷(T48-338a)    

〃 錐頭利 景德傳燈錄(T51-270a11)
〃 木女 寶鏡三昧
〃 登木望芙거 알 수 없음
134 一爲媒 寒山子詩集
135 戴瓮첩 腹 付法藏因緣傳(T50-305a)
〃 靈山據坐 景德傳燈錄(T51-434c1)
〃 九垓 文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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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용어 인용 전적 비고
〃 到王孫 景德傳燈錄(T51-205b4)
136 寒山撫掌笑豊干 景德傳燈錄(T51-433b11)
136 芥納須彌 心賦注(X63-122a20)
137 亭亭 文選
〃 未透淸波 雲門廣錄(T47-545a18) 기타
  〃 潘處士 알 수 없음
138 明州布帒 景德傳燈錄(T51-434a19)
138 天兵魔后 御製秘藏詮(K35-922c7) 원문에 佛藏經
〃 憍尸謾把天花散 明覺禪師語錄(T47-680a5)
139 徧衣계 維摩詰所說經(T14-547c23)   
140 步行騎馬 景德傳燈錄(T51-430b)
〃 謝三本是釣魚人 景德傳燈錄(T51-343c27)
141 黃輿 宋玉大人賦
〃 折錐 四分律隨機羯磨疏正源記

(X40-793a20)
145 蒸沙 楞嚴經(T19-131c24)
〃 虎皮羊質 알 수 없음
〃 髽角 알 수 없음
〃 八臂那吒 圓悟錄(T47-808a1)
146 糞掃爲衣 付法藏因緣傳
〃 洩天機 景德傳燈錄(T51-435a)
147 白駒 淮南子
148 無塵未許 燃燈會要(X79-177c11)
148 空立二車 法華經(T9-12c4)  
〃 火宅外 四行論
〃 四衢 新華嚴經論(T36-887b)
〃 三災 알 수 없음
〃 險詖 시경
149 參辰 
〃 金彈 莊子
150 狐假虎威 史記
〃 毗藍園樹 處胎經
〃 南陽國老 建中靖國續燈錄(X78-811a2)
151 髻珠無類 法華經(T9-39a7)
〃 中心樹子 正法眼藏(X67-620c5)
152 前後三三 禪門拈頌集(H5-913中)  
〃 依珠無價 法華經(T9-29b) 
〃 去日衣杉 孟浩然
〃 葉公好畵 史記
153 沙土學圍城 小兒論
154 金鏘馬麥 因果經
〃 華野 景德傳燈錄(T51-38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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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증도가사실에 인용된 조정사원 항목

출전 용어 인용 전적 비고
155 畵甁 經律異相(T53-110b) 원문에 出耀經
〃 去釘楔 알 수 없음
156 餧驢餧馬 大智度論(T25-301b1)
157 鉢中盛 알 수 없음
158 越王任有頓吳策 史記
〃 驪龍窟 雪竇明覺大師語錄(禪典2-61下1)
159 有盈虧 經律異相(T53-6b15)
〃 爝火不停 莊子
〃 効顰 莊子 天運篇
160 海變桑田 葛洪神仙傳
〃 師之緖餘 莊子 讓王篇

번호 출전 용어 祖庭事苑 비고
 1 106 金色頭陁  X64-405b7 전반 付法藏因緣傳
 2 〃 曹溪 X64-314c03
 3 107 打破 X64-387a20 후반 僧問南明 이하 불명
 4 109 鷓鴣啼  X64-334b22
 5 109 直是貧 X64-321a
 6 〃 金剛 ?
 7 111 吹布毛  X64-329c8
 8 112 一粒 X64-417a
 9  113 上上機 X64-320c23
 10 114 不二門 X64-314b19  
 11 115 忘却來時路 X64-337b8
 12 〃 妙峰頂 X64-355a23
 13 117 香飯 X64-357c14
 14 118  刻舟 X64-318c14
 15 118 蒼蒼 X64-358c6
 16 119 無生自證 X64-408c15
 17  120 摩竭當年 X64-314b15
 18 〃 止啼黃葉 X64-314b7
 19 125 奔逐者   X64-345a23
 20 〃  跋提 X64-425b10
 21 126 寶刁  X64-395a21
 22 129 拂石 X64-360c5 法苑珠林(T53-273)
 23 130 龍門 X64-341b6
 24 131 碧眼 X64-345a9
 25 〃 指南 X64-355a9
 26 132  更看迦葉 X64-410a2
 27 〃 試將金屑 X64-374b 古尊宿語錄(X68-30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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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전 용어 祖庭事苑 비고
 28 〃 擺尾上南山 X64-324c08
 29 133 半滅半生 X64-321a16
 30 137 穿耳胡僧 X64-392b6
 31 138 善吉 X64-320c7, X64-346c24
 32 〃 十聖三賢 X64-424c21
 33 139 白拈賊 X64-339c21
 34 〃 鶖子 X64-388a19
 35 145  牓㨾 ?
 36 147 五葉花 X64-320c5
 37 〃  提不起 X64-345a23
 38 153 楊朱 X64-384c9
 39 154 塗毒鼓 X64-355b4
 40 155 金田 X64-358a24
 41 156 祗園 X64-372c18 
 42 〃 香嚴童子 X64-329a22 維摩經(T14-542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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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ngdogasasil(證道歌事實) is a commentary compiled and published by 

Seoryongseonro(瑞龍禪老) Yeon-gong(連公) on Nammyeongcheonhwasangsong –
Jeungdoga (南明泉和尙頌證道歌), which is a text of the Unmun Order (雲門宗) of 

Zen Buddhism.

In fact, Jeungdogasasil was heavily indebted to Jojeongsawon (祖庭事苑) in its 

compilation and annotation. Jojeongsawon itself wa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Zen of the Unmun Order. The Unmun Order is a Buddhist order that led the practice 

of Zen Buddhism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960-1127), representing the trend 

of ‘literary Zen(文字禪)’ which was popular at that time. Zen Buddhism of the 

Goryeo Dynasty adopted the Zen of the Unmun Order in the 11th century, and, in 

the 13th century it wrote and compiled its own Zen texts under the influence of 

Unmun Order literature. 

Until now, the studies on Buddhist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have 

understood that Ghanhwaseon(看話禪) was adopted and settled at the Sooseonsa(修
禪社) stage in the 13th century. However, this is far from actual history. Ghanhwaseon 

was accepted in this period, yet at the same time, literary Zen still enjoyed wide 

currency. And the demand for literary Zen is proved by a variety of related 

documents. 

Abstract

Adoption of Koan Zen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Nammyeongcheonhwasangsong-Jeungdogasasil 

(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

Cho, MyungjeProfessorSi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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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we need to consider a modification of the conventional view that the 

Línjì Order(臨濟宗) is the legitimate school of Buddhism since the late Goryeo 

Dynasty. Publication and writing of Zen texts in the contemporary Zen Buddhist 

circles indicate that the history of Zen Buddhism in the 13th-century Goryeo 

Dynasty needs to break away from the viewpoint centered on the Linji Order, and 

instead,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various trends of Zen of the Song Dynasty.

Keywords 
Jeungdogasasil, koan Zen, literary Zen, Jojeongsawon, the Unmun Order, Jeungdogagh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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