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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시대 지눌의 사상을 선교겸수(禪敎兼修)와 사교입선(捨敎入禪)

으로 해석하면서,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승된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으

로 규정하고 있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가 �이조불교�(1929)에서 청허휴정의 사상

을 선교겸수후 좌선견성으로 해석하고 그 연원을 지눌에게서 찾은 이래, 국내학계에서

는 지눌의 사상을 선교겸수･사교입선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이후 지눌의 사상이 조선

시대에 끼친 영향을 선교겸수･사교입선의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특히 지눌의 저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가 전통 계승의 가장 중요

한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에 인용된 지눌의 �법집별

행록절요병입사기�일부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

한다. 지눌의 사상은 선교겸수나 사교입선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원형 그대로 전승된 것

이 아니라 각 시대별 상황과 문제의식에 따라 변화 수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서도 다양

한 해석이 존재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시대에서는 지눌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검토하였다. 15세기, 16-17세기, 18세기로 시기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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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눌의 저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각 시기별 관련 인물

들의 텍스트 이해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지눌사상 이해는 크게 3가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선과 교의 대립을 지양하고 선과 교를 화회(和

會)시킨 내용으로 이해한 경우이다. 두 번째, 먼저 교를 공부하고 후에 선을 수행해야 비

로소 출신활로(出身活路)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형시켜 수용한 경우이다. 세 번

째, 선과 교의 관점을 떠나 의리선(義理禪)과 격외선(格外禪)의 단계적 선 수행 내용으로 

이해한 경우이다. 조선시대에서는 선과 교의 조화를 추구하던 시기, 선 우위의 통합체

제를 구축하려던 시기, 강학을 위한 문헌해석에 중점을 두던 시기에 따라 각각 지눌사

상에 대한 이해도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지눌,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조선, 선(禪), 교(敎)

I. 머리말 

한 인물의 사상이 원형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는 없다. 각 시대별 상황과 문

제의식에 따라 사상의 내용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사상사 연구는 순차

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선대 인물의 사상을 분석한 후 그 사상이 후대 인물

들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이해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수용되고 전개

되어 왔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사상의 시대사적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한다.

그런데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의 경우 특이한 연구양상을 보인다. 

먼저 후대 인물인 조선시대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지눌 이해에 의

거하여 선대 인물인 고려시대 지눌의 사상이 규정되었다. 다카하시 토오루

(高橋亨, 1878-1967)가 �이조불교�(1929)에서 청허휴정의 사상을 ‘선교겸수후 

좌선견성’으로 해석하고 그 연원을 지눌에게서 찾은 이래,1) 국내학계에서는 

1) 高橋亨, �(朝鮮思想史大系)李朝佛敎�, 東京: 寶文館, 1929,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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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의 사상을 선교겸수･사교입선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이후 지눌의 사상이 

조선시대에 끼친 영향을 선교겸수･사교입선의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2) 특히 지눌의 저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이하 �법집절요�)가 전통 계승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는데, 이

는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에 인용된 지눌의 �법집절요� 일부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청허휴정의 지눌사상 이해를 고려시대 지눌 그 자신의 것

으로 곧장 소급시켜 해석하는 연구방식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유

용할 때도 있겠지만3)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선 청허휴정이 지눌

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 수용했을 가능성을 차단시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하다면 오늘날 학계에서는 지눌사상을 청허휴정의 시선으

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청허휴정의 해석이 조선시대의 지눌 이해

를 대변한다면 수백년에 걸친 조선시대에서 각 시기별 인물별로 다양한 해석

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방식을 계속 적용하여 지눌사상을 선교겸수･사

교입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본고에서는 지눌사상의 원형은 독립적으로 지눌 저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선은 조선시대 각 시기별･인물별로 지

눌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법집절요�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2) 길희성, ｢한국불교수행전통에 대한 일고찰｣, �보조사상�2, 1988.(�지눌의 선사상�, 서울:소나무, 

2001에 수정･재수록) ; 종범, ｢강원교육에 끼친 보조사상｣, �보조사상�3, 1989  ; 이창구, ｢조선 중

기 보조선의 영향: 서산을 중심으로｣, �보조사상�21, 2004. ; 김방룡, ｢조선 후기 보조선의 영향｣, 

�보조사상�25, 2006.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성남:신구문화사, 

2010. ; 이병욱, ｢보조사상이 조선 중･후기 불교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41, 2014. ; 손성필, ｢조선

중기 지눌 사상의 전승 양상: 서적과 강학을 통한 전승｣, �보조사상�44, 2015.

3) 다카하시의 견해는 한국불교계에서 ‘조계종이란 어떤 종파인가, 한국불교의 전통 혹은 특징은 무

엇인가’라는 시대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당시 한국승려 진진응(陳震應,1873-1941)에 영향받아 

나타난 견해로 보이고, 이후 국내 불교계에서 ‘조계종의 종조는 누구인가, 조계종풍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과 결부되면서 지눌과 청허휴정의 사상을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한국불교의 전통이 조선시대에서 단절되었다는 견해에 반박하

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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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15세기, 16-17세기, 18세기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15세

기 후반에 �법집절요�가 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16-17세기에는 각 

사찰에서 �법집절요�를 비롯한 불교서적이 활발히 간행되면서 수행체계와 

이력과목이 형성되었으며, 18세기에는 �법집절요�의 간행이 뜸해지고 대신 

講學私記4)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법집절요�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각각의 시기에서 관련 인물들의 해석이 어떠했는가를 �법집절

요�의 내용과 직접 비교해보는 방식을 통해 조선시대의 지눌사상 이해를 분석

해 보겠다. 

II. 15세기 �법집절요� 이해

먼저 15세기 조선에서 �법집절요�를 간행할 때 기록한 발문을 통해 조선시

대의 �법집절요�이해가 어떠했는지 검토해 보겠다. 발문에는 간행하는 책에 

대한 소개, 간행 이유, 간행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법집절요�간

행자들의 지눌사상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법집절요�판본은 27종5)이 있고, 이 중 가장 오래된 판

본은 1486년(성종17년) 전라도 광주 무등산 규봉암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 판

본은 현재 3책이 남아 있으며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6) 그 중 명지대 소장

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책 말미에 대걸(大傑, 생몰년미상)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발문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조선시대에서 최초로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고7) 

4) “강학사기란 불교 경론 연구의 주석서이다. (중략) 불교 강학사기의 종류로는 강원교재의 글자나 

내용을 해석한 講院私記와 여러 경전이나 논서에 한 개인의 생각을 적어 놓은 硏學私記가 있다.” - 

이종수, 2017, ｢조선후기 불교 講學私記의 종류와 定本化의 필요성｣, �남도문화연구�33, p.9.

5) 송일기･김동연, ｢조선시대 사찰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65, 

2016.

6) 보물 제1148호, 명지학원 소장 (대걸 발문 없음) ; 보물 제1222호 한솔문화재단 소장 (간기, 대걸 발

문, 시주질) ; 보물 제1470-1호, 제10, 영광 불갑사 팔상전 복장본 (합철본, 대걸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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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조선시대 간행자들의 �법집절요�이해에 대한 초기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문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듣기를 달마께서 양나라에 오시어 禪法을 현양하셨는데 조계 이후에 (달

마의) 宗을 익힘이 서로 어그러져 강사는 漸義에 치우쳐 펼치고 선사는 

頓宗에 치우쳐 전파하여 선사와 강사가 서로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보조국사께서 저들의 속박을 풀어주고자 여래의 三種敎義로써 

선종의 三種法門을 인증하고 요점을 모아 別行하여 후학에게 남겨주셨

다. 그 제자 慧諶8)과 正宣 등이 공인을 모아 판을 조성하였는데 이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나 글자 형태가 닳아졌으니 배우는 자들이 안타깝게 여겼

다. 대걸이 다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나 法要를 듣고 이 法이 장래에도 널

리 퍼지게 하고자 원을 세웠으며 法을 위해 신명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연민해 정신을 간절히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판목에 다시 새겼다. 

(중략) 成化22年(1486, 성종17년) 丙午 夏孟日 大傑 謹跋9)

이 글을 통해 대걸의 �법집절요�에 대한 이해와 간행 이유를 알 수 있다. 지

눌이 선과 교의 대립 상황 속에서 교3종으로써 선3종을 인증하고 요점만 모아 

따로 유통시킨 것이 �법집절요�인 것이며, 이와 같은 선교화회의 내용을 장래

에 널리 퍼지게 하고자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3종과 선3종을 배대하면서 선교화회를 주장하는 내용은 �법집

절요�에 전혀 나오지 않고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선원제전집도서�

(이하 �선원도서�)에 나온다. 위 발문에서 해당되는 내용도 �법집절요�가 아

닌 �선원도서�의 본문과 서문에서 차용한 내용이다. 다음은 �선원도서�에서 

7) 발문에서 “제자 혜심과 정선 등이 공인을 모집하고 판을 조성하였다"는 내용과 "글자 형태가 닳아

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당시 규봉암에는 고려시대 판목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다.

8) 慧諶: 판본에는 惠諶으로 되어 있음.

9) �법집절요� H4, p.767a “竊聞達磨來梁 顯揚禪法 曹溪已後宗習相乖 ｢講者偏彰漸義 禪者偏播頓宗 禪講相嫌

｣ 故我國普照國師欲解他縛 ｢以如來三種敎義 印禪宗三種法門｣ 集目別行以貽後學 其弟子惠諶正宣等募工

雕板 自是以來歲久字刓 學者病焉 大傑幸得人身 獲聞法要 願以此法欲廣將來 ｢爲法忘於(身+丘)命 愍人切

於神情｣故 廻玆重鏤於諸梓上 (중략) 成化二十二年丙午夏孟日 大傑 謹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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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밀의 글이다.

본래 부처는 돈교와 점교를 설하셨고 선으로써 돈문과 점문을 여셨으니, 

2가지 교와 2가지 문이 서로 부절처럼 계합한다. (그런데) 지금의 강사는 

漸義에 치우쳐 펼치고 선사는 頓宗에 치우쳐 전파하여 선사와 강사가 서

로 만나려면 북쪽 호나라와 남쪽 월나라의 간격만큼이나 멀다. (나) 종밀

은 숙생에 어떤 훈습을 지어 이 마음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스스로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이의 속박을 풀어주고자 法을 위해 신

명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연민해 정신을 간절히 하였다.
10)

다음은 �선원도서�에서 배휴(裴休, 791-870)의 서문이다.

규봉대사는 오랫동안 한탄하며 말씀하시길, “나는 정녕 이러한 시기를 

맞아 침묵하고 있을 수 없구나”하셨고, (협주생략) 이에 여래의 三種敎義

로써 선종의 三種法門을 인증하셨다.11)

이로 보면, 15세기 조선시대 대걸은 종밀의 �선원도서�와 배휴의 서문 내용

으로써 지눌의 �법집절요�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원

도서�에서 종밀은 선교의 대립 내용을 돈과 점으로 파악하고서, 본래 이 돈과 

점은 선과 교에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和會시켰고, 선3종과 교3종을 서로 

배대하면서 선과 교가 일치함을 논하였다. 서문을 쓴 배휴는 이러한 종밀의 선

교화회･선교일치를 교3종으로써 선3종을 인증한 것으로 소개한 것이다. 

반면에 지눌의 �법집절요�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법집절요�

는 �선원도서�가 아닌 �법집별행록�12)을 요약한 것이고, �법집별행록�은 선

10) �선원도서� T48, p.399c “原夫佛說頓教漸教禪開頓門漸門 二教二門各相符契 今講者偏彰漸義 禪者偏播

頓宗 禪講相逢 胡越之隔 宗密不知宿生何作熏得此心 自未解脫 欲解他縛 為法忘於軀命 愍人切於神情”

11) �선원도서� T48, p.398b27-c1 “圭峯大師久而歎曰 吾丁此時不可以默矣 (협주 생략) 於是以如來三種教

義 印禪宗三種法門”

12) �법집별행록�이란 �법집�에서 배휴와 종밀의 편지글을 기록한 �中華傳心地師資承襲圖�가 따로 유

통된 것이고, �법집�은 종밀의 간단한 글, 게송, 편지글 등을 모은 10권의 책으로 추정된다. - 신규



조선시대의 지눌사상 이해   161

종 내에 있는 4종의 선을 논하면서 하택종을 선양하는 내용이지, 선교화회를 

논하는 내용이 아니다. �법집별행록�을 요약한 지눌의 �법집절요�역시 4종

의 선 가운데 하택종의 如實言敎로써 달마가 전한 心의 의미와 그에 따른 돈오

점수의 수행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선3종과 교3종을 서로 배대하면서 선교화

회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13)

따라서 대걸은 �법집절요�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내

용상으로 보면 �선원도서�의 발문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국

사께서”라는 구절만 “규봉선사께서”로 바꾸면 그대로 �선원도서�의 발문으

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대걸은 �법집절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상

태에서 종밀의 �선원도서�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비록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판본의 발문에서는 �선원도서�의 내용으로 �법

집절요�를 소개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당시에는 �선원

도서�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할 만큼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동일한 내용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걸의 이러한 이해로 인해 혹은 대걸 이전부

터 형성되었던14) 이해로 인해 이후 조선에서는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함께 읽으려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대걸의 발문이 새겨진 �법집절요�가 간행

된 지 7년 후 1493년에 전라북도 高山(현 완주) 花岩寺에서 �선원도서�가 판각

(중각)되었다. 이것 또한 �선원도서�의 가장 오래된 판본인데, 이 1493년 화암

사본과 앞에서 본 대걸의 발문이 수록된 1486년 규봉암본이 함께 합철되어 있

는 것이 영광 불갑사 복장서적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고,15) 16세기 이후 두 책이 

동시에 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그간의 판본 연구16)를 통해 볼 수 있다.

탁, �화엄과 선�, 정우서적, 2010.

13) 지눌이 �법집절요�에서 �선원도서�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택종의 돈오점수

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주를 이룬다.

14) 대걸의 발문에서 ‘법요를 들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불교계에서는 �법집절요�를 �선

원도서�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5) 강순애, ｢영광 불갑사 팔상전의 복장전적고｣, �서지학연구�32, 2005.

16) 송일기･김동연, ｢조선시대 사찰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6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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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486년 대걸의 발문과 비교하여 1493년 화암사에서 종밀의 �선원

도서�를 중각할 때는 �선원도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책 말미에 대

수(大叟, 생몰년미상)의 발문이 있다. 다만 대수의 발문에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아 언제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493년 화암사 중각본 이전에 이미 다른 

판본에 적혀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듣건대, (1-1) 眞性에는 본래 중생이 없건만 중생이 망견에 연하였

을 뿐이요, 여래께는 본래 言敎가 없건만 言敎가 유정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망견이란 중생의 병이고, 言敎란 여래의 약이다. 약으로 병을 치

유하면 병에서 불치가 없어지고, 言으로 망을 깨달으면 망에서 불각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쌍림대사는 言敎를 모아 寶莊을 만들었는데, 오직 우

리 密師만이 禪偈를 모으고 �都序�를 만들었다. (1-2) 敎로써 論(=�선원도

서�)을 의지하면 敎가 장애없이 흐를 것이요, 論으로써 敎를 드러내면 論

이 끝없이 운행될 것이다. 그 敎를 보는 자 이치를 깨달아 변화융통할 것

이고, 그 論을 보는 자 마음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17) / (2) 대수는 대장

경을 보다가 다행히 �선원�을 만나 널리 퍼뜨려 유포하여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리라 생각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제 道侶가 대서원을 발해 

단월을 널리 교화하고 판에 새겨 인출하니, 나라 (안 백성들)마다 한 번 

보고 듣게 하여 모두가 수승한 인연을 맺어 필경에는 함께 정각을 이루

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大義이도다.18) 大叟 謹跋19)

17) (1-1)과 (1-2)의 문장은 �치문경훈�에 실린 양걸의 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치문경훈�권6 

T48, p.1072a16-b2) “褒禪山慧空禪院輪藏記 無為居士楊傑作 法界本無眾生 眾生緣乎妄見 如來本無言教 

言教為乎有情 妄見者 眾生之病 言教者 如來之藥 以藥治病則病無不治 以言覺妄則妄無不覺 此如來不得已

而言 賢智不得已而述也 故阿難陀集而為經 優婆離結而為律 諸菩薩衍而為論 經律論雖分乎三藏 戒定慧蓋本

乎一心 藏以示其函容 心不可以凝滯 是以雙林大士接物隨機 因權表實 聚言教而為藏 載寶藏而為輪 以教依

輪則教流而無礙 以輪顯教則輪運而無窮 使披其教者 理悟變通 見其輪者 心不退轉 然後優游性海 解脫意筌

無一物不轉法輪 無一塵不歸華藏 非有深智者 其孰能與於此哉”

18) (2)의 문장은 �태고화상어록�의 ｢중간치문경후서｣에 나오는 다음 문장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重刊緇門警訓序｣, H6, p.694a13-b08 “太古南遊求法時 幸遇斯�警訓�將歸本土 意欲廣宣流布利國利人 有

年矣 今有勝士明會 發大誓願 鏤板印施 俾國人一見一聞 皆結勝因 畢竟同成無上正覺 此斯�警訓�之大義歟”

19) �법집절요� H4 p.767b “竊甞聞之 (1-1)眞性本無衆生 衆生緣乎妄見 如來本無言敎 言敎爲乎有情 妄見者 

衆生之病 言敎者 如來之藥 以藥治病則病無不治 以言覺妄則妄無不覺 是以雙林大士 聚言敎以爲寶莊 唯我

密師集禪偈而爲都序 (1-2)以敎依論則敎流而無碍 以論顯敎則論運以無窮 使披其敎者 理悟變通 見其論者 

心不退轉 / (2)大叟閑遊海莊 幸遇�禪源� 欲意思之 廣宣流布利國利人 積有年矣 今有道侶 發大誓願 廣化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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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선원도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치

문경훈�에 실린 양걸(楊傑, 北宋代)의 글과 �태고화상어록�에 실린 태고보우

(太古普愚, 1301-1382)의 ｢중간치문경훈서｣의 문장을 차용한 것이다. 15세기경 

조선의 대수라는 인물은 종밀의 �선원도서�를 간행하면서 �치문경훈�과 관

련된 문구로 발문을 썼다. “오직 우리 密師만이 禪偈를 모으고 �都序�를 만들었

다”는 것만 대수의 글로 보이고, 나머지는 �치문경훈� 관련 글이다. 왜 �치문

경훈�으로 �선원도서�를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다지 �선원도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20) 종밀이 여래의 언교가 아닌 선게도 모았으니 

‘경전과 �선원도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1-2)’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2가지 발문에서 보았듯이 �법집절요�와 �선원도서�를 15세기 후반에 

판각하던 시기에는 두 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둘 다 ‘선과 교를 아우르자’는 데에 간행 취지가 있

었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 성종대 선교양종의 체제 속에서 나왔던 시대적 요구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법집절요�

에 대한 이해가 �선원도서�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15세기 조선

승려에게 있어 �선원도서�의 내용이 의미가 있었기에 �법집절요�가 간행되

었던 것이지, 오늘날의 이해처럼 �법집절요�가 구심점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법집절요�를 간행한 이유는 바로 종밀이 �선원도서�에서 주장했던 선교화

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집절요�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緣 鏤板印施 俾一國一見一聞 皆結勝因 畢竟同成正覺 此吾所望之大義歟 大叟謹跋”

20) 오히려 대걸의 발문이 �선원도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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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6-17세기 �법집절요� 이해

16-17세기는 조선시대 불교계에 있어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의 전

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종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연

산군대에 폐지되었고 명종대에 잠시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되는 일을 겪었다. 

그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기존의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 있던 승려교육 체계

를 새로이 통합하여 선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

되고 관련 서적들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지눌의 �법집절요�를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는 �법집절요�가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걸의 발문 이외 더 이상의 발문은 발견되지 않는다.21) 또한 �법집

절요�의 내용에 대해 언급한 문헌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단지 승려들의 행적

에서 초학자들에게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함께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

오거나, 청허휴정의 저서에서 일부 문장들이 인용된 정도이다. 이러한 기록들

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집절요�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밖에 없다. 본 장에서는 

�법집절요�의 간행상황과 청허휴정의 �법집절요� 인용문구 분석을 통하여 

16-17세기 �법집절요�이해의 한 단면을 검토해 보겠다.

먼저 �법집절요�의 간행 상황이다. 16세기 이후 �법집절요�는 �선원도서�

와 함께 한 세트처럼 묶여 동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존하는 �법집절요�와 

�선원도서�의 조선시대 판본들을 보면22) 규봉암과 화암사 간행 이후 1537년

부터 1701년까지 대략 17번에 걸쳐 한 사찰에서 동시 간행되었고 연달아 간행

21) 다만 서문이 하나 있다. 1570년 평안도 상원 대청산 해탈사 간행본에 실려있는 팔계비구 나월당 

고옹(생몰년 미상)의 글이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저술시기는 알 수 없다. �한불전�책4, 

p.740c 각주1번과 2번에 의하면, 1574년 동국대소장본(서대사본)과 1576년 속리산 관음사본에도 

실려 있다고 한다. 서문의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선원도서�와 �천목중봉화상광

록�의 문구를 차용하면서 �법집절요�의 의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이 교･선 혹은 

밀･교･율･선으로 나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에서 靈知의 心을 전하였다는 내용이다. 

22) 조선시대 �법집절요�와 �선원도서�의 간행상황은 송일기･김동연(2016.03)의 연구 95-97쪽의 

<표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법집절요�는 27종, �선원도서�는 28종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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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번의 경우까지 합치면 총19번 동시 간행되었다. 

동시 간행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은 1537년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 

1534)의 제자들이 참여했던 경상도 보주 지리산 신흥사본이다. 이때는 1504년

(연산군10년)에 선교양종의 승정체제가 폐지된지 30여년 지난 때였다. 1550년

(명종5년)에 선교양종이 잠시 부활되었는데, 이 시기 1553년과 1554년에 당시 

선종의 판사였던  허응보우(虛應普雨, 1509-1565)와 교종의 판사였던 의상(義

祥, 생몰년미상)이 주도하여 강원도 고성 금강산 유점사에서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연달아 간행하였다. 특히 이 유점사 간행사업은 선종의 대표자

와 교종의 대표자가 함께 간행할 정도로 �선원도서�와 �법집절요�가 당시 선

교화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23) 이

후 1566년(명종21년)에 다시 선교양종이 폐지되었다. 폐지된 지 10여 년 지난 

1576년 속리산 관음사에서는 대걸과 대수의 발문을 그대로 실어 �선원도서�

와 �법집절요�를 동시 간행하였고, 1579년에는 청허휴정과 부휴선수(浮休善

修, 1543-1615)의 제자들 주도하에 다시 경상도 보주 지리산 신흥사에서 동시 

간행하였다. 이 신흥사 판본은 후대 17세기 판본들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24)

이렇게 선교양종 체제가 폐지, 부활, 다시 폐지되는 와중에 �선원도서�와 

�법집절요�가 한 세트로 묶여 꾸준히 동시간행되었던 일련의 상황을 보면, 

�법집절요�의 내용을 �선원도서�의 선교화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개했던 

대걸의 발문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대걸의 발문 내용은 1576

년까지 통용되었던 것 같고, 1579년 신흥사에서 청허휴정과 부휴선수의 제자

들 주도하에 이루어진 동시 간행부터는 청허휴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

로 보인다. 청허휴정이 저술한 �선가귀감�에서 대걸과는 다른 이해가 등장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청허휴정의 저술을 통해 그가 �법집절요�를 어떤 내용으로 

23) �선원도서�판본의 경우 100명이 넘는 시주자가 참여했으며 최고수준의 불서이고 인쇄기법도 매

우 좋다고 한다. - 오용섭, ｢영광 불갑사 복장본 강원교재 불서 연구｣, �서지학회�35, 2010, p.194.

24) 손성필, ｢조선중기 지눌 사상의 전승 양상: 서적과 강학을 통한 전승｣, �보조사상�4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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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청허휴정이 지눌의 선교

겸수･사교입선 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면서 지눌의 사상도 선교겸수･

사교입선이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법집절요�의 내용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다. 다음의 글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1564)에서 �법

집절요�를 인용하고 해석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① 먼저 如實言敎로써 불변과 수연의 二義가 바로 

自心의 性과 相이며 돈오와 점수의 兩門이 바로 自行의 始와 終임을 자세

히 판별하고, ② 그러한 후에 敎義를 내려놓고[放下敎義] 단지 自心에 현전

하는 一念을 가지고 禪旨를 參詳해야 한다[叅詳禪旨]. 그러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터이니 ③ 이른바 ‘몸을 빼내는 활로[出身活路]’이다.

상근기 대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한계에 있지 않으나 중하근기는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 敎義란 불변수연･돈오점수에 先後가 있다는 것이고, 

禪法이란 一念 가운데 불변수연･성상･체용이 원래 一時라서 離即離非 是

即非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사는 법에 의거하면서도 말을 떠나[離言] 

一念을 곧장 가리켜 견성성불하게 할 뿐이다. “방하교의”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25)

위 글에서 첫째 문단은 지눌의 �법집절요�를 인용한 것이고, 둘째 문단은 

청허휴정의 해석을 적은 것인데, 이를 통해 청허휴정의 �법집절요�내용 이해

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배우는 이가 중하근기인 경우 먼저 여실언교, 청

허휴정에 의하면 교종의 여실언교로써 불변수연･돈오점수를 잘 판별하고 그 

다음에 교의를 내려놓고 離言, 즉 교종의 여실언교를 떠나 자신의 마음에 떠오

르는 一念을 가지고 禪旨를 참상한다면 출신활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선행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길희성(1988)은 “아주 뛰어난 상

25) �선가귀감� H7, p.636b “故學者 ①先以如實言敎 委辨不變隨緣二義是自心之性相 頓悟漸修兩門是自行之

始終 ②然後放下敎義 但將自心現前一念 叅詳禪旨 則必有所得 ③所謂出身活路 / 上根大智不在此限 中下根

者不可獵等也 敎義者 不變隨緣 頓悟漸修 有先有後 禪法者 一念中 不變隨緣 性相體用 元是一時 離即離非 

是即非即 故宗師據法離言 直指一念 見性成佛耳 放下敎義者以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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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의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먼저 교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필연적으로 지해의 병을 떨쳐버리

기 어려운 고로 수행자는 반드시 화두를 참구하는 선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겸학과 사교입선의 전통은 궁극적으로는 보조국사 지눌의 사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서산대사 휴정 이후에 한국 불교의 확고한 전통으로

서 자리잡게 되었다.”26)고 하였다. 국내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견해가 통용되

고 있다.

그런데 청허휴정이 인용한 위의 문구는 �법집절요�자체 맥락으로 보면 교

종과 선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선종 내 하택종과 간화경절, 그리고 원돈신해

에 대한 내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법집절요�의 실제 내용과 청허휴정의 인

용 내용을 비교해 보겠다. 

청허휴정은 ①②③을 마치 하나의 맥락인 듯이 인용하였지만, �법집절요�

에서 ①③과 ②는 서로 다른 맥락이다. 먼저 ①③은 다음의 �법집절요�내용에 

해당된다.

위에서 든 법문은 모두 말[言]에 의지해 解를 내어 悟入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①“法에는 수연과 불변의 二義가 있고 人에는 돈오와 점수의 (兩)門

이 있음”을 자세히 분별한 것이니, “二義로써 일장경론의 취지”가 自心의 

性과 相임을 알게 하고, “兩門으로써 일체 현성의 행적”이 自行의 始와 終

임을 보게 하였다.27) 이와 같이 (悟修의) 本末을 분명히 가려내 분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지 않게 하고 權을 떠나 實에 나아가 속히 보리를 

증득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만약 한결같이 말에 의지해 解만 내고 몸을 바꾸는 길을 알지 못

한다면, 비록 종일 (自心을) 관찰하더라도, 점점 知解에 결박되어 쉴 때가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지금 납승 문하에서 말을 떠나 得入하여 

26) 길희성, ｢한국불교수행전통에 대한 일고찰｣, �보조사상�2, 1988, pp.154-155 ; p.146.

27)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옴표한 곳은 �법집절요�에서 절요했던 �법집별행록�의 다음 문장을 재인용

한 것이다. �법집절요� H4, p.743c02-c05 “就法 有不變隨緣二義 就人 有頓悟漸修兩門 二義現卽知一藏

經論之指歸 兩門開卽見一切賢聖之軌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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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解를 頓亡하려는 사람을 위해, 비록 密師가 숭상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

사와 선지식이 곧장 끊는 방편[徑截方便]으로 배우는 이를 직접 이끌어 주

었던 言句를 간략히 인용하여 이 뒤에 이어줌으로써, 참선하는 峻流들로 

하여금 ③몸을 빼내는 한 가닥 활로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할 뿐이다.28)

�법집절요�에서 이 부분은 지눌이 �법집별행록�의 절요를 마치고, 간화경

절의 방편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지눌은 종밀선사가 저술한 

�법집별행록�의 취지를 요약하고 해석함으로써 선종 내 하택종의 여실언교

에 의지하여 마음을 관찰하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였고, 그렇지만 언교를 따라 

마음이 이러저러하다는 知解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음이 아닌 화두를 

看하는 경절방편의 언구를 끌어와 지해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신활로

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허휴정은 이러한 맥락으로 인용하지 않고 

지눌이 말하는 하택종의 여실언교 내용인 불변수연･돈오점수를 교종의 여실

언교 내용인 것으로 인용하였다.

�법집절요�에서 지눌이 말하는 여실언교는 교종의 여실언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修心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하택이 보여준 언교로써 

自心의 性相과 體用을 결택하고”29)라는 문장이나 “密師의 여실언교에 의지하

여 집중해서 (自心을) 관찰하고”30)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선종 내 하택종

의 가르침을 여실언교라 표현하고 있었다. 지눌이 �법집별행록�을 요약한 목

적도 하택종의 여실언교로써 선종에서 말하는 心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이 여실언교에 의지해 自心을 반조할 것을 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청허휴정은 선종의 여실언교를 교종의 여실언교로 해석하였고, 

28) �법집절요� H4, p.764a “上來所擧法門 並是爲依言生解悟入者 ①委辨法有隨緣不變二義 人有頓悟漸修門 

以二義知一藏經論之旨歸是自心之性相 以兩門見一切賢聖之軌轍是自行之始終 如是揀辨本末了然 令人不

迷 遷權就實 速證菩提 然若一向依言生解不知轉身之路 雖終日觀察 轉爲知解所縛 未有休歇時 故更爲今時

衲僧門下離言得入頓亡知解之者 雖非密師所尙 略引祖師善知識以徑截方便提接學者所有言句 係於此後 令

叅禪峻流知有③出身一條活路耳” 

29) �법집절요� H4, p.743b “修心之人 先以荷澤所示言敎 決擇自心性相體用”

30) �법집절요� H4, p.766a “依密師如實言敎 專精觀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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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있는 문장을 생략하고는 “③이른바 출신활로이다”를 뒤에 배치하였

다. �법집절요�에서 중간에 생략된 문장에는 하택종의 여실언교에 의해 지해

에 결박될 수 있으므로 지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경절방편의 화두를 제시해 주겠

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뒤에 ③출신활로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허휴정은 출신활로할 수 있는 간화경절방편으로 �법집절

요�에서 어떤 내용의 문구를 채워넣은 것일까?  

청허휴정이 채워넣은 ②의 문구는 “그러한 후에 敎義를 내려놓고[放下敎義] 

단지 自心에 현전하는 一念을 가지고 禪旨를 參詳해야 한다[叅詳禪旨]. 그러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터이니”이다. ②의 문장은 �법집절요�에서 다음의 내

용에 해당한다.

密선사는 (�선원도서�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萬代에 依憑함을 위해 이

치[理]를 자세히 보여주어야 했고 조사의 가르침은 卽時에 度脫함에 있기

에 뜻[意]을 현묘히 통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禪과 敎의 門이 됨

은 일의 이치와 정황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화엄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자세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緣起의 法門이 事事無

碍라서 교묘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전수문에는 가깝지만 전간문에는 또

한 멀고, (선문에서) “조사의 가르침은 현묘히 통하게 한다”는 것은 근기

를 대하면서 말을 하되 句는 意를 깍을 수 있고 意는 句를 깍을 수 있어 意

와 句가 서로 달려 그 자취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전간문에 가깝지만 전

수문엔 또한 멀다. 전간문에 가깝다는 것은 “卽時에 度脫함에 있기” 때문

이고, 전수문에 가깝다는 것은 “萬代에 依憑함을 위하기” 때문이다. 비록 

兩家가 모두 2門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장점이 있기에 서로 그릇되다고 

해선 안된다.

(조사의 가르침은) 이미 “卽時에 度脫함에 있어” 촬략을 門으로 삼기 때문

에, 비록 敎를 끌어옴이 있더라도 모두 (선문의) 宗을 밝히기 위함이지 순

수한 교[純敎]가 아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자는 단지 敎義의 깊고 얕은 것

만을 가지고 禪旨를 헤아려 한갓 헐뜯음을 일으키니 잃는 바가 많다. 만

약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이 ②敎義를 내려놓고[放下敎義] 단지 自心에 現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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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一念을 가지고 禪旨를 叅詳한다면[叅詳禪旨]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 믿는 이 있다면 이 말을 귀기울여 살펴라.31)

�법집절요�에서 이 부분은 지눌이 �법집별행록�을 절요하는 가운데, 하택

종에서 설하는 ‘心’의 의미를 지눌이 다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선문에서

는 즉시 깨닫게 하고자 心體를 곧바로 가리켜 ‘靈知의 心’이라 간단히 표현하지

만(=전간문), 그 표현 속에는 화엄교의 사사무애법계연기의 이치가 모두 함용

되어 있다는 것이다(=전수문). 당시 고려시대에서 선을 돈교로 폄하하는 견해

에 반대하고 선을 화엄교와 동등한 것으로 주장한 것인데, 지눌은 선문에서도 

화엄교를 끌어와 간략히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방하교의 참상선지

하라’고 하였다. 즉, 선문의 간략한 언구를 화엄교에서 설명하는 사사무애법

계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敎義]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자신의 마

음에 떠오르는 一念을 가지고 禪旨를 참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참상선지는 화두를 看하는 경절방편의 수행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

다. �간화결의론�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규봉 密선사는 (�선원도서�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萬代에 依憑함을 위

해 이치[理]를 자세히 보여주어야 했고 조사의 가르침은 卽時에 度脫함에 

있기에 뜻[意]을 현묘히 통하게 한다(중략)”고 하였다. 따라서 종사가 근

기를 대함에 보여주는 事事無碍의 法門은 최고로 생략하니, 요는 곧장 悟

入하게 함에 있기 때문에 해석해서 알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컨

대 (龍門)佛眼선사가 불자를 들고 말했다. “대중이여! 위로부터 허다한 성

현이 모두 산승의 불자 위에 있고, 각각 대연화에 앉아 미묘법을 설하여 

빛으로 서로 펼쳐짐이 마치 보배그물과 같도다. 믿을 수 있겠는가?” (중

31) �법집절요� H4, p.760a-b “密禪師云 ｢佛敎 爲萬代依憑 理須委示 師訓 在卽時度脫 意使玄通｣ 故知 禪敎爲

門 事體各別 何者 佛敎委示者 緣起法門 事事無碍 巧辯多端故 於全收門親近 而全揀門且疎 師訓玄通者 對機

下語 句能剗意 意能剗句 意句交馳 不留其迹 故 於全揀門親近 而全收門且疎 全揀門親近者 在卽時度脫故 全

收門親近者 爲萬代依憑故 雖兩家 皆有二門 然各有所長 不可相非 旣在卽時度脫 撮略爲門 故 雖有引敎 皆爲

明宗 非純敎也 不知此意者 但將敎義深淺 度量禪旨 徒興謗讟 所失多矣 若大量人 ②放下敎義 但將自心現前

一念 叅詳禪旨 則必有所得 如有信士 傾鑑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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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이와 같이 종사는 事事無碍의 法門을 학인에게 가리켜 보였으니, 곧바

로 깨닫는 자가 끊임없이 있었다. (중략) 마땅히 알라. 선문의 종사가 보

인 無碍法門은 비록 圓敎와 같더라도 언구를 생략하기 때문에 證入의 門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렇지만 선문의 이러한 如實言句를 교문과 비교한

다면 비록 생략이라 하더라도, 경절문의 화두와 비교한다면 佛法知解가 

있기 때문에 십종병을 벗어나지 못한다.32)

선문에서도 密付를 견디기 어려워해 敎를 빌려 宗을 깨달으려는 자를 위

해, 眞性緣起事事無碍의 法을 설한다. 예를 들면 三玄門의 初機가 得入하는 

體中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대혜보각선사어록�에서) “끝없는 국토 

경계에서 自와 他는 털끝 만큼도 간격이 없고, 十世와 古今이 처음부터 끝

까지 當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선림승보전ㆍ薦福古禪師�

에서) “一句가 明明하면 萬象을 갖춘다” 등이 이것이다. 선문에서는 이와 

같은 圓頓信解의 여실언교가 항하사 수와 같지만, (경절문에서는) 그것을 

일러 ‘死句’라고 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解碍를 생하게 하기 때문이다.33)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선문에서 화엄교의 사사무애법계연기를 끌어

오면서 간략히 표현하는 여실언구는 三玄門 가운데 첫번째 體中玄이자 원돈신

해의 수행법으로서 지해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행법이다. 지해의 장애

를 제거하여 출신활로할 수 있는 간화경절의 수행법이 아닌 것이다. 간화경절

의 수행법은 �법집절요�에서 다음과 같다. 

또 말하였다. (�대혜보각선사어록�권26에서) “만약 곧장 끊어[徑截] 理

32) �간화결의론� H4, pp.736c-737a “圭峯密禪師所謂 ｢佛敎 爲萬代依憑 理須委示 師訓 在卽時度脫 意使玄

通 (중략)｣ 以故宗師對機所示事事無碍法門 最爲省略 要在直截悟入 不許注解知之 如佛眼禪師 擧拂子云 

｢大衆 從上許多賢聖 摠在山僧拂子頭上 各各坐大蓮花  說微妙法 交光相羅 如寶絲網 還信得及麽｣ (중략) 如

是等宗師 以事事無碍法門 指示學人 直下承當者 比比有之 (중략) 當知 禪門宗師 所示無碍法門 雖同圓敎 而

言句省略故 於證入之門 切近耳 然禪門 此等如實言句 若比敎門 雖是省略 若比徑截門話頭 則以有佛法知解

故 未脫十種病”

33) �간화결의론� H4, p.733a “禪門 亦有爲密付難堪 借敎悟宗之者 說眞性緣起 事事無碍之法 如三玄門 初機

得入體中玄所明云 ｢無邊刹境自他 不隔於毫端 十世古今始終 不離於當念｣ 又云 ｢一句明明 該萬像｣等 是也 

禪門中 此等圓頓信解 如實言敎 如河沙數 謂之死句 以令人生解碍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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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고자 한다면, 一念을 막아 탁 터지듯이 한번 깨뜨려야 비로소 生死를 

요달하니 이를 悟入이라 한다. 그렇지만 절대로 마음을 두고서 깨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중략) (마음을) 일시에 놓아두고 단지 놓아 둔 자리

에 나아가 화두를 看하라.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가 답했다. ‘無!’ 이 한 글자야말로 허다한 惡

知와 惡覺을 꺽는 무기이다.”34)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一念을 막아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화두를 看하라

는 것이 간화경절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해의 결박을 끊어 출신활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집절요�에서 ‘방하교의 참상선지하라’는 것은 

화두를 참상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상선지는 간화경절과 달리 화엄

교의 사사무애법계연기 의미가 함축된 선종의 여실언구에서 화엄교의를 내

려놓고 선지를 참상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끝없는 국토 경계에서 自와 他는 

털끝 만큼도 간격이 없고, 十世와 古今이 처음부터 끝까지 當念을 벗어나지 않

는다.”의 언구를 듣고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一念을 잡아 선지를 참상하라

는 것이지, 一念을 막아 “無”자 화두를 看하라는 것이 아니다.

종합하자면, 청허휴정이 인용한 �법집절요�의 문구①②③은 모두 �법집절

요� 자체 맥락에서 선 수행을 의미한다. ①③은 하택종의 여실언교에 의지해 

자신의 마음을 觀하다가 지해에 걸리는 경우 마음이 아닌 화두를 看하는 경절

방편을 활용한다면 지해의 결박에서 벗어나 출신활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②는 선종에서 화엄종의 사사무애법계연기를 끌어오는 여실언구가 있는데 

이 여실언구를 화엄교의로써 해석하려 들지말고 언구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一念을 가지고 선지를 참상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원돈신해의 수

행법으로서 지해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초심자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34) �법집절요� H4, p.765b18-c03 “又云 若要徑截理會 須得遮一念子嚗地一破 方了得生死 方名悟入 然切不

可存心待破 (중략) 一時按下 只就按下處 看介話頭 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此一字子 乃是摧許

多惡知惡覺底器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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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청허휴정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맥락의 문구를 교차 편집하

면서 교종과 선종의 순차적인 수행으로 변형시켜 인용했다. ①먼저 교종의 여

실언교에 의거해 마음의 불변수연과 수행의 돈오점수를 판별하고 ②다음에 

교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一念을 가지고 선지를 참상한다면 

③출신활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눌에 의하면 ②의 一念을 가지고 선

지를 참상하는 것은 지해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출신활로할 수 있는 방

법이 될 수 없다.

왜 청허휴정은 ②를 ①③ 중간에 채워넣은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하교의 참상선지’라는 표현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선 우위의 수행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하근

기의 수행자는 먼저 교종의 여실언교에 의거해 입문하고 다음에 교종의 여실

언교를 내려놓고 離言해서 선종의 참상선지 수행을 해야 출신활로할 수 있다

는 내용은 결국 불교수행에서 출신활로를 하려면 교종이 아닌 선종에 의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허휴정의 先敎後禪은 지눌사상을 변형시켜 수용한 것인데, 오

늘날 학계에서는 이를 선교겸수･사교입선으로 해석하면서 지눌 그 자신의 사

상으로 소급 적용하였고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허휴정의 선교후선은 �법집절요�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허휴정의 지눌사상 수용은 당시 16-17세기 조선

에서 선교양종 폐지에 따른 선 우위의 통합체제를 구축하려는 문제의식과 연

관지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18세기 �법집절요� 이해

18세기에는 승려 교육과정이 완비되고 여러 관련 책들의 판본이 16-17세기

에 걸쳐 충분히 확보되면서 �법집절요�에 대한 강학사기가 등장하였다.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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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록에 의하면 �법집절요�에 대한 강학사기에 4종류가 있다. 각각 상봉

정원(霜峯淨源, 1627-1709), 설암추붕(雪巖秋鵬, 1651-1706), 회암정혜(晦庵定慧, 

1685-1741), 연담유일(蓮潭有一, 1720-1799)이 저술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 

강학사기 관련 인물들이 �법집절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검토해 보

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35) 문헌의 분량도 많

으므로 기초적인 사항부터 시작해 보겠다.

먼저 간행상황을 저자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6)

<표> 18세기 �선원도서�와 �법집절요�의 강학사기 종류

상봉정원 설암추붕 회암정혜 연담유일

�선원

 도서�

�도서분과�

(1701)37)

*풍계명찰 총서

*서강 발문

*상봉정원 발문

�도서과평�

(1740)

*청월국선 발문

�도서과해�

(1747)38)

*함월해원 총서

*풍곡총활 총서

*풍곡총활 

중각총서

*회암정혜 총서

�도서과목�

(1796)

*연담유일 총서

�법집

 절요�

�절요분과�

(1701,失)

�절요과평�

(1740)

*청월국선 발문

�절요과해�

(1747)

*설담영율 발문

�절요과목�

(1796)

*연담유일 부기

첫 번째, 상봉정원은 1701년(75세)에 �선원도서�와 �법집절요�에 대해 분

과를 하여 �선원제전집도서분과�(이하 �도서분과�)와 �법집별행록절요병입

사기분과�(이하 �절요분과�)를 저술하였고, 이 책들은 1701년 5월 경상도 문

경 희양산 봉암사에서 간행되었다. 여기서 �절요분과�는 현존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다. 남아있는 �도서분과�에는 서문 1개와 발문 2개가 있는데, 서문은 

35)  �선원도서�와  �법집절요� 등에 대한 조선시대 강학사기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선원도서�에 대한 조선시대 강학사기 판본 연구로서 다음이 있다. 서수정,  ｢�선원제전집도서�

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  �한국불교학� 59, 2011.

36) �한불전�권8-10에 나오는 서문과 발문 내용에 의거함.

37) 해당 연도는 간행시기이다.

38) 1747년에 길상암에서 간행되었다가 1757년에 장수사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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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정원의 제자 풍계명찰(楓溪明詧, 1640-1708)이 1701년 1월(62세)에 작성한 

｢都序節要分科捴叙｣이고, 발문은 1701년 봄 예조판서 서강(西江, 생몰년미상)

의 ｢都序分科跋｣, 1701년 5월 상봉정원이 직접 작성한 ｢唐本對校後跋｣이다.

두 번째, 설암추붕은 �선원도서�와 �법집절요�에 대해 분과하고 간단한 평

을 덧붙여 �선원제전집도서과평�(이하 �도서과평�)과 �법집별행록절요병입

사기�(이하 �절요과평�)을 저술하였고, 이를 판각하기 전 1706년에 갑자기 입

적하였다. 이 책들은 설암추붕이 입적한 지 34년 후 1740년 3월 평안도 영변 묘

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되었다. �절요과평�의 경우 한동안 현존하는 판본이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근래에 박상국(2010)과 송일기･김동연(2016)39)에 의

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판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과평�과 �절요

과평�에 각각 발문이 1개씩 있는데, 모두 청월국선(淸月國禪, 생몰년미상)이 

1737년 하안거를 마친 날 동시에 작성한 것이다. 

세 번째, 회암정혜는 1726년(42세) 금강산에서 학도들의 요청에 의해 �선원

도서�와 �법집절요�에 대해 분과하면서 해석하였고, 1736년(52세)에 이를 필

사본으로 만들고 서문을 지었다가 얼마 후 1741년(57세)에 입적하였다. 입적 

후 6년이 지나 1747년 함경도 길주 성불산 길상암에서 회암정혜의 법손인 풍

곡총활(豊谷總濶, 생몰년미상)이 수정 편집하고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이 길상

암본에는 서문2개와 발문1개가 실려 있는데, 서문은 1747년 함월해원(㴠月海

源, 1691-1770)의 ｢刊集錄科解序｣, 1747년 풍곡총활의 ｢修正晦解都序別行錄序｣

이고, 발문은 1747년 설담영율(雪潭靈律, 생몰년미상)이 지은 것이다. 이후 10

년이 지나 1757년에 다시 경상도 안은현 덕유산 장수사에서 중각하여 간행하

였다. 이 장수사본에도 서문2개가 실렸는데, 1757년 7월 풍곡총활의 ｢重刊都序

節要科解序｣, 1736년 여름 안거일 회암정혜가 직접 작성한 ｢註都序節要序｣이다. 

한편 두 책에 대한 제목이 판본에 따라 다양한데 �한불전�에는 각각 �선원집

39) 박상국,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설암추붕 과평｣, �보조국사 열반8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보조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조명�, 2010, pp.26-29 ; 송일기･김동연, 앞의 논문, p.98,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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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과기�와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서문의 ‘과

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각각 �도서과해�와 �절요과해�로 약칭하고자 한다. 

네 번째, 연담유일은 �선원도서�와 �법집절요�에 대해 분과하고 자신의 사

기를 덧붙여 �도서과목병입사기�(이하 �도서과목�)와 �법집별행록절요과목

병입사기�(이하 �절요과목�)를 저술하였고, 이 책들은 1796년에 간행되었

다.40) �도서과목�에는 1797년에 작성된 연담유일의 서문 ｢序要私記叙｣가 있고, 

�절요과목�말미에는 연담유일의 것으로 보이는 부기가 있다. 

위의 강학사기들은 모두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동시에 해석하고 동

시에 간행된 것이다.(합철) 그리고 여러 관련 인물들이 서문과 발문을 작성했

는데 서문은 모두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함께 묶어 서술한 ‘總序’의 형태

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에서도 두 책은 한 세트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종밀선사라는 공통점에 의거할 뿐 15세기 대걸과는 달리 �선

원도서�와 �법집절요�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법집별행록�

이 어떤 책인지 추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강학사기 관련 인물들은 지눌이 �법집절요�로 요약한 �법집별행록�을 어

떤 책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1701년 �도서분과�에 수록된 풍계명찰의 총서

에서, ‘�선원제전집�100권은 선을 三門으로 찬집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서문이 

�선원도서�인 것이며 �법집별행록�도 100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눌이 1권으

로 절요하고 사기를 덧붙인 것이 �법집절요�’41)라고 하였다. 이것은 15세기 대

걸의 이해보다 발전한 것이다. 다만 �법집별행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

지 않았는데, 아마도 �법집별행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

하게 �선원제전집�100권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42) 

40) 간행지 미상

41) �도서분과�｢都序節要分科捴叙｣ H8, pp.404c-405a “密公於一代時敎 曆傳禪燈 撰集三門 編分百秩 而扁

曰禪源諸詮 且爲義持者 而都序之捴括端倪 亦撰別行錄百餘秩是皆法義之淵源 悟修之捷徑 而於越階除趣覺

地者 莫此兩典如也. 然而別行錄 秩繁義淵 學者 殆未窺涯涘 至元太安年中 我東漕溪訥公 於錄中節其要義 并

入私記 合成一卷 七十餘紙 是爲說食者之要覽.”

42) 1737년 청월국선의 �절요과평� 발문에서는 �법집별행록�이 “수십 권”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박

상국,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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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726년에 회암정혜가 금강산에서 과문주석하고 후에 1747년에 최초 

간행되었던 �절요과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집별행록�을 추정하였다.

‘법집’이란 �선원집�과 대부분 같으니, 저 (선원집)은 (선문의) 諸家에서 

서술한 句偈를 그대로 찬집한 것이라서 能詮과 所詮을 통틀어 선원제전

집이라 한 것이고, 지금(법집)은 다만 (선문의) 四宗이 보여주는 法을 集

하였기 때문에 所詮만을 들어 법집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집별행)

록�의 글에서 “북종의 意는... 홍주의 意는... 운운”이라 말하는 것이다. 

‘법집별행’이란 여러 宗의 法을 通集하면서도 하택(종)의 法을 別行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록�에서) “深淺과 得失을 판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다.43)

회암정혜는 일단 �법집�을 �선원제전집�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지만 4종의 

법을 모은 것으로 보았고, �법집별행록�은 선종 내 4宗의 法을 모으면서 하택

종의 法을 別行시킨 것으로 보았다. 앞서 본 풍계명찰의 이해보다는 좀더 자세

하게 내용까지 추정한 것인데, 지눌의 �법집절요�에 나오는 문구로 유추한 것

이다. 이 밖에도 회암정혜의 �도서과해�에는 함월해원과 풍곡총활의 총서가 

수록되어 있고, 이들 역시 회암정혜와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1796년경 연

담유일도 �도서과목�에서 “법집별행이란, 四宗의 法을 모으면서 하택종을 세

간에 별행시킨 것이다.”44)라고 하였다.

�선원제전집�은 여러 선가의 언구를 모은 것이고 �법집�혹은 �법집별행록�

은 그 중에서 4종의 법을 모아 하택종의 법을 별행시킨 것으로 이해한 이들 강

학자들은 �법집절요�와 �선원도서�의 차이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예를 들

어 1747년 풍곡총활은 다음과 같이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구분하였다.

43) �절요과해� H9, p.546a “法集者 例如禪源集 彼則直纂諸家所述句偈 故通擧能所詮曰 禪源諸詮集 今但集

四宗所示之法故只擧所詮曰法集也 故錄文曰 北宗意者洪州意者云云 法集別行者通集諸宗之法 而別行菏澤

之法 故云卞明深淺得失也” 

44) �절요과목� H10, p.196a “法集別行者 四宗之法集之 而荷澤宗別行於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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圭山은 禪源의 諸詮을 集하고 이를 和會하여 都序하였고, 四宗의 諸法을 集

하고 이에 대한  知見을 決擇하면서 別錄하였다. 목우자는 그 광대한 �록�

을 줄여서 節要하고 마침내 二玄을 가지고서 私記하여 그것을 發明하였

다.45)

이와 같이 18세기 강학사기 관련 인물들은 �법집별행록�이란 무엇인지, 이 

책을 요약한 �법집절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법집�혹은 �법집별행록�은 �선원제전집�과 비슷한 책으로서 100권 혹은 수

십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했고, 특히 �법집별행

록�은 �선원제전집�에 실린 여러 禪家 가운데 4종의 법을 모으면서 하택종의 

법을 별행시킨 책으로 추정했다. �법집절요�는 �법집별행록�의 이러한 내용

을 요약한 것이며, 이에 비해 �선원도서�의 선3종과 교3종의 선교화회 내용과

는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강학사기에서는 지눌의 �법집절요�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현존하는 3종류의 강학사기를 모두 검토해야겠지만 본고

에서는 일단 연담유일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절요과목�에서 연담유일

은 �법집절요�서두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 책의 大意를 설명하였다.

“因敎悟心”, 즉 敎로 인해 悟心한다는 것은 선문에서 密付를 견디기 어려

워해 敎를 빌려 心을 깨달으려는 중하근기의 경우이니, 이 사람은 먼저 

하택의 여실언교인 의리선에 의지해 自心의 眞과 妄을 결택한 연후, 격외

선인 경절언교를 가지고 전입활로한다면 가히 대자재를 얻을 것이다. 그

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분수를 넘어 먼저 (경절언교의) 脫洒知見을 배우니 

곧 어두워짐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목우자는 �별행록�에서 절요하여 

(自心의) 관행을 권한 연후에, 또 活句를 끌어와 知見을 씻어내게 했으니, 

�법집절요�의 大意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46)

45) �도서과해� ｢修正晦解都序別行錄序｣ H9, p.528b “圭山集禪源諸詮 和會而都序之 集四宗諸法 擇知見別

錄之 牧牛子删其廣錄 而節要之 遂將二玄而私記發明之”

46) �법집과목� H10, p.196b “因敎悟心者 禪門中難堪密付借敎悟心之中下根也 此人先依荷澤如宲言敎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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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담유일은 지눌의 �법집절요�를 15세기나 16-17세기의 이해와 달리 ‘먼저 

선종 내 하택종의 여실언교로 입문하여 自心의 본질을 알고 다음에 경절언교

로써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하택종의 여실언교를 의

리선으로, 간화선의 경절언교를 격외선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즉 �법집절요�

전체 내용을 먼저 의리선을 익히고 후에 격외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선 수행 단

계의 맥락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는 16-17세기 청허휴정이 교종과 선종의 관

점에서 �법집절요� 내용을 ‘먼저 교학으로 입문하고 후에 선 수행해야 한다’

는 先敎後禪의 수행체계로 이해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고 평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눌의 �법집절요�에 대해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3가지 이해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종밀의 �선원도서�에 나오는 禪敎和會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집절

요�를 이해한 경우이다. 15세기 후반 �법집절요�의 간행 발문에서는 �법집절

요�의 내용을 �선원도서�의 선3종과 교3종을 서로 배대하면서 선과 교를 화회

시킨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법집절요�에는 선3종과 교3종의 

화회를 논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법집절요�의 내용을 �선원도서�의 연

장선으로 이해하면서 간행했다는 기록은 당시 선교양종 체제하에서 선과 교

의 대립을 지양하고 선과 교의 조화를 추구하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이후 조선에서는 지눌의 �법집절요�와 종밀의 �선원도서�가 한 세트처럼 

대우받기 시작하였고 동시 간행되거나 합철되었으며 이력과목의 사집과에도 

편입되었다.

두 번째, 先敎後禪 즉 먼저 교학으로 입문하고 후에 선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禪 決擇自心眞妄然後 將格外禪徑截言敎 轉入活路 則可謂得大自在 而今人越分過頭 先學脫洒知見 則未免

溟涬然 故牧牛子就別行錄中 節要而勸觀行然後 又引活句 滌除知見 節要大意不出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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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집절요�를 이해한 경우이다. 16-17세기는 선교양종체제의 폐지, 복

립, 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과 교의 우월성 논쟁이 일어났고 청허휴

정에 의해 선 중심의 수행체계가 형성된 시기였다. 청허휴정은 �선가귀감�에

서 �법집절요�의 일부 문구를 인용하면서, ‘먼저 교종의 如實言敎로 입문하고 

다음에 교종의 여실언교를 떠나 離言하여 선종의 선수행을 해야 비로소 출신

활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청허휴정의 해석을 선행연

구에서는 선교겸수･사교입선으로 해석하였고 이것을 지눌에게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 �법집절요�의 해당 내용은 교종과 선종의 수행을 논한 

것이 아니라 선종 내 하택종의 여실언교와 간화경절, 그리고 원돈신해의 수행

을 설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청허휴정은 지눌사상을 변형시켜 수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선 우위의 통합체제를 갖추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인다. 청허휴정의 지눌사상 수용은 당시 조선의 시대상황과 연계하

여 사상의 변천으로 해석해야 하지, 지눌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평할 수

는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선종과 교종의 관점을 떠나 선종 내의 관점에서 하택선과 대혜선으

로 �법집절요�를 이해한 경우이다. 18세기에는 수행체계와 교육과정이 안정

화된 시기였다. 이때는 강학을 위한 텍스트 자체에 집중했고, 정확한 해석을 

우선시했다. �선원도서�와 �법집절요�를 동시에 읽으려는 경향이 이어졌지

만, 둘 다 종밀선사라는 공통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법집별행록�이 무엇인

지 추정하려는 모습과 함께 �법집절요�와 �선원도서�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

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연담유일의 경우, 지눌의 �법집절요�를 15세기

나 16-17세기의 이해와 달리 ‘먼저 선종 내 하택종의 여실언교로 입문하여 自

心의 본질을 알고 후에 경절언교로써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고 

하택종의 여실언교를 의리선으로, 경절언교를 격외선으로 규정지었다. 이것

은 오늘날의 연구처럼 지눌사상을 선교겸수･사교입선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

라 단계적 선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서는 지눌사상 이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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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방식인 조선시대 청허휴정의 지눌사상 이해를 고려시대 지눌 그 자

신의 것으로 소급시켜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조선시대 지눌사상 이해의 다양

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연구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지눌사상의 원형을 지

눌저서의 전체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집절요�의 경우, 책 제목이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다. 다시 말해 �법집별행록�을 요약하고 개인의 

의견을 덧붙인 책이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종밀의 �법집별행록�과 지눌

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자세히 비교한 연구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

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지눌사상의 원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리고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지눌사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상이든 시

대적 문제의식을 떠나 별도로 논의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 지눌이 가졌던 문제

의식과 조선시대 인물들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오늘날의 문제의식은 각기 다

르다. 따라서 각 시대상황과 연계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지눌

사상의 원형과 변천을 논의한다면 좀더 한국불교사에서 지눌사상의 의의가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눌사상 이해를 대략적으

로 검토해 보았을 뿐이고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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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cademic circles interpret the thought of Jinul, a Seon Priest in Goryo 

Period, as Seongyugyeomsu (禪敎兼修) and Sagyoipseon (捨敎入禪) and recognize 

that his teaching has been part of Korean Buddhist practice tradition until present 

day via Joseon Dynasty. This paper raises an objection to this interpretation. Jinul’s 

thought can never be regarded as Seongyugyeomsu or Sagyoipseon, and, in fact, 

has not been inherited in its original form. Rather, it has been changed and accepted 

according to situations or critical views of each perio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re were various kinds of interpretations through history. For 

this, I first reviewed how Jinul’s thought was understood in Joseon Dynasty. It 

divided the era into three periods: the 15th century, the 16-17th centry and the 18th 

century. Then, it analyzed main figures’ understandings of Beopjipbyeolhaengrok-

jeolyobyongipsagi, the core text, by periods. First, it was understood as a content 

that sublates confrontation between Seon and Gyo and harmonizes them. Second, 

the modified content is accepted in which Chulshinwhalro(出身活路) cannot be 

acquired until Gyo is first learned, and then Seon is practiced . Third, it is 

understood as the content of gradual Seon practice composed of Uiriseon(義理禪) 

and Gyeokoeseon(格外禪). In conclusion, it can be found that understandings of 

Jinul’ thought were varied by three periods in the  Joseon Era: A period that the 

harmonization between Seon and Gyo was pursued; a period that the integ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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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which Seon was prioritized was attempted to be established; and a period 

that the literature interpretation for lectures wa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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