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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중국 송대(宋代)의 대혜(大慧) 종고(宗핑， 1089→ 1163) 는 간화션을

통해 학인(수행자)의 능동적 자세와 적극적인 현실참여라는 현장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는 임제선의 주요테제인 “수처작주 입처개진"(隨
處作主 立處皆흉) 혹은 “무위진인"(無馬員 A) 을 적극적인 ‘현실참여’
혹은 ‘현실반영’으로 이해함으로써 임제선이 조사선의 정통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조사선의 실제적인
내용이며 정통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간화선을 한반도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보조(普照) 지눌
(知햄， 1158-121 0)이었다. 그런데 지눌의 간화선 수용은 매우 특별하

면서도 난해한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의 전반적인 수행태도와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大慧) 종고(宗果)의 선사상 사이에는 결코
좁지 않은 간극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돈오점수(願惜漸修)에 기초한

출세간 중심의 종교적 순결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했던 지눌이 수행
이력에서는 대혜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강렬한 현실 참여적 성
격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k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 J( 서울대학교 철학과， 2005) 가운데 일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은 沈在龍 교수님익 지도로 이루어졌다. 스승은， 2004년 10월 20일 오
전 8시 36분 처음 떠나왔던 곳으로 서툴러 돌아가셨다. 꼭 10년 동안만 내게
허락된 홍복이였다-

哲學論3i: 第 32輯

12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눌의 간화선 수용은 다분히

선택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는 종교적 순결주의를 지키는 데서 조사선의 정통성

을 찾았고， 간화선 역시 그러한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용한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지눌이 말년에 간화선을 역설했으면서도 그

의 기본적인 수행자세는 오히려 묵조선을 닮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하여， 이와 같은 지눌의 수행론적 특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를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II. 지눌의 간화선 수용
1

보조선에서 간화선의 위상에 대한 문제

보조선의 사상적 특정이 돈오접수를 기초로 한 엄격한 수행 중섬

주의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톤오돈수(頭↑폼願修)를 표방하는 조사선의
정맥으로 간주되고 있는 간화션 역시 보조선에서 삼문(三門) 가운데

간화경절문(看話젠載門)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공존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실 논란거리가 아닐 수 없다 1) 특히 지눌에게

1)

지눌이 말년에 간화경절문을 수용한 것을 두고， 사상적 전회나 전향이라는 분

석이 지배적이다(성철선문정로.J:. 장경각，
의 華嚴敎學 f比 ~IL ， r보조사상J

15, 2001) ,

1993 , 204쪽， 인경 rr看話決疑論4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성철 스님은 보조의 사상적 전회가 불충분했다고 비판했
다 그러나 지눌에게 사상적 전회가 있다는 기상천외의 기발한 착상은 지눌을
자세히 읽어 본 사람들이 지난 칠백여 년 동안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심

재룡 r 普照輝과 臨濟輝 죽은 말귀 살려내기 J ，보조사상J

8, 1995, 116쪽 참

조) “현재 임제선적 간화방법론의 독존과 유행을 들어 초년의 지눌과 만년의
지눌을 구분하고， 더욱이 硬年 定說 初年 ~說이라 칠타하고 이를 제자들에게
까지 강요함은 종파적 독선적 태도임음 스스로 드러내는 비 불교적 행태이
다，"(심재룡 r 普照輝과 臨濟輝 J ， 121 쪽) 또 다음의 논문에서도 관련내용이 자
세하다 심재룡， “ A Critical Appraisal of the Sudden/Gradual Debate in
Korea: Songcho!'s Subitism VS , Chinul ’ s Gradualism" , C 백련붕교논집티
5. 6, 1996, 378-405쪽 또 지눌의 선사상에서 간화선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의견까지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일찍이 뭔
기종은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이 꺼U 랩의 저술이 아넌， 慧講의 저술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논거는 없지만 지눌사상 속의 혜심적 요소라고 추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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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 종밀의 선사상이 조사선의 얼자(擊

子)로 점점 굳어지면서， 보조선은 마치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덩어리
를 억지로 부둥켜안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보조

선 체계 속에서 간화선의 위상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수선사 선풍
은 불론 고려중기와 후기 고려 선불교의 간화선 수용과정을 해명하
는 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눌의 간화선 수용배경은 일단 12 세기를 전후한 고려 불교계의

상황과 직간접으로 결부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천 사후에 가지
산문의 학일(學一， 1052-1144) 과 사굴산문의 탄연(뼈然，
등에 의해 선종이 부흥하고 또 이자현(李資玄，

1070 1159)
1061-1125) 같은 인
•

물을 비롯한 거사들의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2 세기 고려 불
교계에는 선사상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사회에서 선사
상이 부각된 배경은 북송대 선사상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대외적 요

인과， 당시 문벌귀족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치 일선에서 밀려난
문신관료들의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반감이나 회의적 분위기라는
대내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여러 상황
이 고려 불교계에 수선사 선풍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불도록 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요인들에 지나지 않는
을 것이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권기종 r 혜섬의 선사상 연구J ， 동국대불교문

화연구원 편 w불교학보'"

19, 1982, 209쪽). 어쨌든 그 가부를 떠나서 이와 같

은 논란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보조선과 간화선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조선의 삼문과 그 가운데 간화경절문

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여러 학자틀의 견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인경

r 마음의 해석학· 보조선 사상의 체계와 구조J ，

『보조사상~ 12, 1999.
2) 수선사의 간화선 선풍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고려 불교계의 사상적 동향과 수

선사 선풍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물들을 참조했다 조명제，
「고려후기 或環解 능엄경익 성행과 사상사적 의의 J ， 부산대사학회 편 w 부대
사학~

12, 1988, 136쪽， 고익진 r 法華經 i!lG環解의 盛行來歷考 J ， 동국대불교문
12, 1975, 187-190; 조명제 r 고려중기 居士輝의 사
경향과 간화선 수용의 기반J ， 부산경남사학회 편 f 역사와 경제~ 44,

화연구원 편i'불교학보~
상적

2002, 99← 120쪽; 채상식 r 고려후기 수선결사 성립의 사회적 기반」， 『한국전
통문화연구J 6( 효성가톨릭대인문과학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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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지눌이 『대혜어록」을 가슴에 사무쳐 하고 간화션을 수용
했던 그의 철학적 문제의식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
다. 지눌은 종밀이 이미 선(輝)과 교(敎)를 융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으로써 선종에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하택파보다 홍주파가 번성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종밀 이후에 나타난 간화션을 접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밀의 업
적에 대한 지눌의 평가가 비판적이고 선택적이었던 것은 당연한 일
이다. 하지만 지눌은 선 수행이 철학적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는 종밀과 의견을 같이한다.3) 지눌이 간화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간화선을 홍주종의 전통이 아닌 종밀의 선사

상과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한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한다.
지눌의

비명에

의하면

그가 간화선을 처음 접한 것은 41 세경

(1198년)으로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魔)에 있을 때였다. 그 때 대혜
종고의 어록을 처음 수입하여 열람하였다고 전한다.4) 이 책을 열람

하게 된 경위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중국에서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5) 고려 불교계에 널리 알려진 것 같지도 않으며， 누군가로부

터 배웠거나 살펴보도록 권유받았다는 기록도 없다. 어쨌든 이를 계
기로 지눌은 이른바 세 번째 섬기일전(心機-轉)을 맞게 된다.6) r 비

명」에서는 당시의 정황과 관련해서 지눌의 독백체로 다음과 같이 전
하고있다.
내가 보문사에 거처한 지 십여 년이 흘렀다. 비록 [그 동안] 뜻

3)

섬재룡

r 보조국사 지눌의 중국션 이해」， r 동양의 지혜와 輝~(세계사，

1992) ,

61 쪽 참고.
4) 金君絡

r 昇平府뽑漢山松廣좋佛日普照國師陣銘 J ， 朝蘇總督府 編

聲』 下(圖書刊行會，

1971) ,

r 朝蘇金石總

949 ← 953쪽.

5) 대혜가 엽적한 해는 1163년이고 그의 어록이 간행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166년 8월이다.

6) 사실 지눌의 섬경변화와 『대혜어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지눌의
진술에 의하면 우연히 『대혜어록ι 이라는 책을 읽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으로 되어 있지만， 심경의 변화를 겪은 후 그 변화를 정당화 또는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았고 마침내 『대혜어록」 가운데서 찾게 되었올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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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지만， 정 견(情見)이 아직 채 가
시지 않아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듯해서 마치 원수와 함
께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리산에 거처할 때에 『대혜보각선사
어록』을 구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선은 고
요한 곳에만 있는 것도 시끄러운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일

상생활 가운데 있는 것도 골똘히 생각하여 분별하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일상생활
하는 것과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에서 [모두] 참구하라. 이렇게 하
면 홀연히 눈이 열려 모든 것이 이 집안의 일임을 알게 될 것이
다" 내가 여기서 계합하여 깨치게 되니 자연스럽게 되어， [마음에
걸려 있던j 물건이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원수와 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 바로 편안해졌다 7)

비명에 의하면， 지눌이 『육조단경~(六祖t賣經)과 이통현의 『신화염

경론~(新華嚴經論)을 접하고 이른바 1 차와 2차 심기일전을 거친 때
는 각각 26세와 28세경이다. 2차 섬기일전 당시에 지눌은 『화엄경』
을 머리에 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을 만치 깊은 감
명을 받았고

r 신화엄 경론』을 두고서 “마음이 큰 중생으로서 원돈으

로 깨쳐 들어가는 법문으로서는 가장 좋은 마음의 거울이었다”고 극
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8)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도 어딘가 아직

막힌 구석이 있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이 ‘가슴에 걸린 어떤 물건’의 정체이다.

7)

r 昇平府홈찢山修輝社佛日普照國師牌銘井序」， 『普照全書~， 420쪽- 子엽普門 E
來， 十餘年옷

雖得意動修， 無虛廢時， 情見未忘， 有物磁鷹， ~D 警同所. 至居智

異， 得大慧普覺輝師語錄즙: “輝不在靜處， 亦不在閒處， 不在日用應緣處， 不在思
量分5JIJ 處. 然第-不得橋때靜處閒處， 日 用應緣處， 思量分5JIJ 處행， 忽然眼開， 方
知皆是屋裡事” 子於此찢會딩然， 物不陽鷹， 警不同所， 當下安樂耳

용된 대혜의 말은 「示妙證居士一펴걷f ?ß J(T 大慧普覺輝師語錄~，
893c-894a) 에 살려 있다

8)

여기서 인

大正藏

47 ,

w 普照全書~， 173-174쪽 大定 ζ E. tk 月， 金始隱居下쩌山， 常以輝門빙n 心홈n 佛롯
心

'"

然終疑華嚴敎中， ↑폼入之門

...

退歸山며， 坐閔大藏， 求佛語之찢心宗者，

凡三周寒暑， 至閔華嚴經出現品， “畢一塵含大千

,

經卷之 n힘， 後合~: “如來智慧，

亦復如是， 具足在於累生身며， 但諸凡愚， 不知不覺" 子]뀔數經卷， 不覺碩j弟 然
未詳今日凡夫， 最찌j 信入之門‘ X 閔李長者所造， 華嚴論釋十信初{立果， 如何耳

於大心짧生， 圓願↑폼入之門， 껴짖鳥，~、鏡롯‘

--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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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의 선사상에서 간화선 도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
해(知解)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9) 하

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불교이론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 기본적인 자세와 결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평가
들이 개진된 바 있다.

첫째， 지눌이 간화선을 도입함으로써 그의 현실사회에 대한 의식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10) 즉 간화선은 지눌에게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세상 속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 둘째， 지눌의 간화선 수용은 총림의 경영상 필요한 운력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는 은둔적 수행자의 기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11) 이 의견에 따르면 지눌이 간화션
을 수용한 것은 산림불교 은둔불교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의 운력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눌
의 선사상에서 간화선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입
장도 개진되고 있다 12)

어쨌든 지눌 역시 대혜와 마찬가지로 조사선의 본령에 대한 철학

적 문제의식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문제의식을 구성
한 환경은 대혜 때와는 전혀 탈랐다

r 정혜결사문J (定慧結社文)을 통

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수행문화를 진작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었다. 조사선의 본령과 간화

선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했다 그래서 그는 본성의

본래적 순결성보다는 실제적인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

9) “지눌이 대혜의 간화션을 채택하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점은 알음
알이병[知解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길희생

r 지눌 선사

상의 구조」，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d]，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13쪽)

10) 최병헌 r 지눌의 수행과정과 정혜결사J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255~313쪽， 한기두 r 정혜결사의 본질과 그 변천 J ，
T보조사상~ 1, 1987, 32쪽
11) “필자의 추측으로는， 지눌이 대혜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총림의 경영상，
정뇨의 무구별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본다"(허우성 r 지눌 윤리사

상의 특성과 한계 J ， 166쪽)

12) 권기종 r 간화선과 ‘무자’ 公案考 J ，논문집" 2이동국대학교， 198 1)

보조지불의 만확섣 。 l 애억|서 나타나는 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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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적 점수의 중요성을 희석하지 않는 돈오를 조사선의 본령으
로 파악했고， 돈오라는 원리적 순수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수행자의
설제적 수행행위를 독려한 간화선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삼현문 체계를 통해 본 간화경절문의 우월성과 연속성

지눌이 간화션을 만남으로써 기존의 엄격한 수행중섬적이고 은둔
불교적인 성격을 변화시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간화선과의

만남 이후에도 그의 수행방식은 돈오점수의 엄격한 수행중심의 기조
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눌의 삼현문(프玄門) 이론을 통해 그의

선사상 속에 간화선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그는 근기에 따른 세 가지 수행 단계인 삼현문에 대해 디음
과 같이 적고 있다

선문에는 또 여러 근기가 있는바 들어가는 문이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경우는 유섬(唯心)과 유식(唯識)의 도리에 의거하여 체중현
(體中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에 있는 현문(玄門)으로 원교
의 사사무애[에 해당하는]의 진리치가 있다. 그런데 이 [체중현에
의지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불법(佛法)이라는 알음알이[知見]를
마음에 두어 깨끗이 벗어 던지지 못한다. [그래서 l 또 어떤 경우는
본분사(本分事)에 의거하여 쇄락한 알음알이를 응대[祖對]하고 구

중현(句中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초현문의 불법이라는 알음알
이를 깨부순다 이 [구중]현에 경절문이 있으니， ‘뜰 앞의 잣나무’，

‘마삼근’ 같은 화두가 그것이다 하지만 삼현문을 세운 옛 선사들
의 뜻은 본분사에 의거하여 화두를 웅대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말로 삼는 까닭에， [구중현을] 두 번째 오묘한 문으로 삼은 것이
다. 하지만 [구중현 역시] 쇄락한 지견의 언구(言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 [얽매여] 자재하지 못

하므로 세 번째로 현중현의 침묵， 방망이로 때리기， 소리 지르기
등의 작용을 세워 앞선 [구중현의] 쇄락한 지견을 깨부수는 것이

다. 그래서 “삼현을 시설한 것은 본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
로 만일 옛 조사들의 최초의 종지를 기대하면 옳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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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의 설명에 따르면 선 수행의 세 단계 가운데 맨 처음[초현문]

은 체중현(體中玄)이다. 지눌은 이것이 교학에 기초한 수행법인 원돈
문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진리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한 이 수행법이 여전히 유섬과 유식의 교학적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구중현(句中玄)인데， 여기서 지눌은 “초현문의 불
법지견을 쳐부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교학적 잔영을 남기고 있
는 초현문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수행법임을 암시하였다. 그

다름이란 바로 경절문 수행법인 화두참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천칠백 공안에 기초한 화두참구가 바로 선문의 두 번째
단계인 구중현이다.
하지만 구중현 역시 선문의 수행법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왜냐하
면 구중현은 그 자체가 선의 진리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병(輝病)을 치료하기 위해 제출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생사와 지해(知解)의 장， 즉 쇄락한 지견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법의 문제접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구봉할 등이다. 이것이 바로 현중현(玄中玄)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처음의 두 현문과는
달리 세 번째 현문은 ‘어떤 수행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설

이다. 지눌은 현중현의 정체성을 “[구중현의] 쇄락한 지견을 부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현중현은 <-함>이 아니라 <-하지
않음>이다. 따라서 현중현은 구중현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의
미를 갖는다.

지눌은 체중현과 구중현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경우는[或有]---"으
로 시작하면서 그 존재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현중현에 대해

13) r 看話決疑論」， 『普照全書 J ， 95-96쪽‘ 輝門亦有多種根機， 入門稍異 或有依唯{、
0옳識道理， 入體中玄， 此初玄門， 有圓敎事事無짧之끓 111

心， 不得脫Y西

然Jl:t A 長有佛法知見在

或有依本分事， 祖對뼈落知見， 入句中玄， 破初玄門佛法知見， 此

玄有젠載門， 底前相樹子麻 • 三 JT 等話頭 然立此三玄門， 古輝師之意， 以本分事，

祖對話頭， 寫破病之語故，置於第=玄

然未亡酒落知見言句，增於生死界，不得
딩在故， 立第三玄뎌〕玄， 良久 n낀然棒喝作用等， 破前뼈落知見. 所以f;.츠玄施設，

本由遺病， 若望上祖初宗윌P 未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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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명히 하지 않고， 구중현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효

용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현중현이란 공능(功能)으로만， 구중현
의 쇄락한 지견을 깨부수는 공능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지막의 “삼현을 시설한 것

은 본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옛 조사들의 최초의 그

종지를 기대하면 옳지 못하다”는 구절이다. 비록 인용문이기는 하지
만 지눌은 이러한 입장이 삼현문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부합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문장은 『선림승보전』의 「천복승고선사」
편 14) 에서 따온 듯싶은데， 이 구절을 통해 지눌은 삼현문이

기존의

조사선의 이상이나 본령으로 알려진 것틀을 모방하거나 재생하는 과

정이 아니라， 수행주체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수행자세와 멈추지 않는
자기반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지눌의 의도가 세 가지 수행 단계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간

화선 수행법을 내포하는 현중현의 우월성이나 절대성을 피력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눌은 단지 원교의 체중현에서 시
작하여 간화의

현중현으로 이어지는 선문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에

대해 말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지눌의 입장은 다음 인용문에서 더
욱 분명히 드러난다.

선문 가운데도 이와 같은 원돈신해(圓願信解)의 여실한 언교
(言敎)가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러나 그것을 일러 사구(死句)
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지적인 이해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장애
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섬자들은 아직 경절문(젠載

門)의 활구(活句)를 참구할 수 없으므로 이에 성(性)에 견줄만한
원만한 말들을 보여주어 믿어 이해하도록 하여 불러서지 않도록
한다 Ei)

14)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천복승고선사」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r 薦福古輝師」， 『輝林f曾寶傳~

大意， 르問三被打， 此等因緣"

12,

러續藏

137)

臨爾問黃緊， “如何是佛法的的

方便門中 “以馬玄행， 唯↑콤者方知， 若望上祖初

宗" 봉n 未可也.

15) r 看話決疑論」， 『普照全書ι ， 92쪽 輝門中， 此等圓題信解， ~[]實듬敎， 如河沙數.
謂之死句， 以令 A 生解짧故

ÎîÎî.是寫初心學者， 於핸載門活句， 未能參詳故， 示以

哲學論당E 第 32輯

20

지눌은 선가에서 원돈신해의 언교를 비록 사구라고는 하지만 그것

이 결코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선문
에서는 흔히 “막참사구 수참활구"(莫參死句 須參活句)라고 해서 사구

를 버리고 활구를 드는 것을 선가의 정도라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은연중에 문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포하는 것이
기도 했다.
하지만 지눌은 초심자들은 활구를 참구할 수 없고 사구에 의지해

야 한다고 적고 있다. 사구는 원돈신해의 여실언교 즉 선 수행과 관
련된 이론이며 시스템이다. 천태와 화염의 교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활구는 이와같은 체계적 훈련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다.

그렇다면 사구(死句)와 활구(活句)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사구와
활구가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학에 대한 선
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사
구와 활구는 화두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화두를 대하는 수행
자의 태도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엄격히 말해서 사구도 없
고 활구도 없다. 사구가 단순히 배제의 대상으로 귀결될 수 없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눌은 사구란 곧 참의(參意)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참구(행句)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화두에는 참의(행意)와 참구(였句)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의
심을 깨트렸다는 이들은 대개 참의를 할 뿐 아직 참구를 하지 않
아 원돈문에서 바른 지혜를 밝힌 이들과 [그 수준이] 같다. [그래
서] 이런 사람들은 관행하고 마음을 쓰는 데 있어 [원돈문의 이들
처럼] 보고 들어 알아 행하는 공능이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

변， [이들은] 요즘의 문자법사들이 관행중에 안으로는 마음이 있
음을 생각하고 밖으로는 온갖 이치를 구하며， 구하게 된 이치가
미세하면 할수록 도리어 곁모습만을 취하는 병에 결리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 [참의하는 이들을] 의심을 깨트리고 일
심을 온폼으로 증득하며 반야지혜를 발휘하고 그것을 넓고 크게

稱性圓談，令其信解，不退轉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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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키는 참구문과 같다고 하겠는가 요즘은 이런 지혜를 증득
한 이를 보고 듣기 어렵다 16)

위에 소개한 지눌의 발언에 따르면， 참의는 화두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눌은 이러한 방식의 화

두 참구가 수행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원돈문의 교학적인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참의가
문자법사들의 수행 즉 교학에 기초한 수행법과는 달라서 원돈문의

교학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수행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어
쨌든 참의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참구라야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눌의 발언을 원돈문이나 참의가 전적으로 잘못되

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는 원돈문과
참의의 공능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이다 활구가 사구를 기초로 시
작해서 마침내 사구를 버리는 것처럼

참구는 원돈문의 지해를 기초

로 시작해서 참의를 거치고 마침내 이것틀을 벗어 던진다. 다시 말해
서

지눌이

지향한 선 수행체계는 <원돈문→참의(사구)→참구(활

구))의 과정인 것이다17) 지눌은 또 간화와 관련해서 또 디음과 같
이 발언하고 있다.

16) r 看話決疑論 J ，普照全書 1 ， 102쪽. 意였句二義， 今時疑破者， 종分싹意， 未得았
句故， 與圓願門正解發明者-般옷. 如是之 A ， 觀行用心， 亦有見聞解行之功 但
不如今時文字法師 於觀行門 中， 內計有心， 外求諸理， 求理彈細， 轉取外相之病
耳 옳可與평句門， 疑破親證一心， 發揮般若， 廣大流通者， 同論耶 此證智現前者，
今 R춘멸見조間故，

17) “기본적으로 지눌은 輝敎-致를 큰 강령으로 하여 선종과 교종 간의 대립과
輝 또는 敎만의 독존을 지양하여 그 둘을 화해하는 태도로 당시에 시행되던

모든 수행 방법을 망라하여 그 어느 것에도 우위를 두지 않는 교화의 체계를

수립하였다"(심재룡 r 普照輝과 臨濟輝 죽은 말귀 살려내기 J ， 119쪽) “보조
선은 어느 하나를 들어 그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 보조선 속에는 倚澤神會
(670-762) 의 知解輝이

있고，

圭뿔宗密 (780-841) 의 輝敎一致가 있고， 慧能

(638-713) 의 無相定慧에 입각한 불교 본연의 械定慧 三學均修， 定慧雙修가 있
고， 賢首 (643-712) 를 비판한 李通玄 (646-740) 의 특유하고도 독자적인 圓願信
解의 방법이 있으며， 그 당시 중국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대혜종고의 간화경절
선이 들어 있다기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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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선사는 학인으로 하여금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화두를 참구
하도록 하여 열 가지 병에 결리지 않고 곧바로 깨치게 함으로써

삼구(三句)를 부릴 수 있도록 했지 부림을 당하지는 않도록 했다
그런데 [간화경절문이] 어찌 돈교의 꽉 막힌 도리[週끓]와 같다고
하여 현수국사는 [그것을] 돈교에 다 묶어 넣고 말았던고! 청 량국
사와 규봉선사 역시 [대혜선사처 럼 간화와 돈교를] 구별하여 말하
기를， “선종의 이념(離念)과 무념(無念) 역시 이 가운데서 자취를

럴고 허물을 막는 것이다 다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은밀하
게 가리키는 대상은 지금 이 글에서 논할 바가 아니다”라 했으니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18)

인용문에서 지눌은 선종에서 증득해 들어가는 문， 즉 간화경절문이
돈교는 물론 원교와도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 이
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간화와 돈교를 동일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법
장(法藏， 643-712) 을 들어 비판한 반면에， 청량징관과 규봉종밀은 대

혜와 마찬가지로 돈교나 원교와는 구별되는 간화의 위상을 인정하였
다고 소개한다. 결국 위의 내용은 션을 교학 속으로 수용하려 한 법

장을 비판하는 한편， 교학에 대한 선의 차별성을 강조한 정관과 종밀
그리고 대혜를 옹호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눌은 엄격하고 지속적인 수행자세를 강
조하는 돈오접수의 기조 위에서 간화선을 수용하였다

『간화결의론』

은 표면적으로 돈오접수보다는 경절문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
지만， 19)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화선 수행법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설명

18) r 看話決疑論」， r普照全書 d ， 102쪽 大慧輝師， 以沒滋味話頭， 令學者參詳， 不濟
十種病，直下承當，便能使得三句，不寫르句所使

뚫可與娘敎週끓同論，而賢首

國師， 朝[取此門此機， 收束於願敎耶 1 淸패國師， 圭輩輝師， 亦皆簡辦i';: “輝宗離

;운:無念， 亦是此中， 佛述週過， 但↓;ιL、傳{、， 密意指授之處， 非今簡觸所論" 此其
明證也.

19)

“지눌은 톤오점수와 햄載門(빠르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길) 수행인
‘무자’ 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해 두 단계 견해의 변화를 겪는다 w 절요사기」
에서는 톤오점수의 틀 속에서 경절문 수행을 포용하고 w 간화결의문」에서는
경절문 수행인 參句門의 입장에서 돈오점수 수행인 參意門을 수용한다."(이병

욱 r 돈오접수의 수행법과 ‘무자’화두 참구법의 관계에 대한 대혜종고와 보조
지눌의 견해 비교」， r 보조사상J

13, 2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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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작성
연대가 분명한 지눌의 최후 작품인 『절요사기』는 돈오점수의 중섬틀
에서 경절문 수행을 수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눌은 기

본적으로 중국의 화엄선승인 종밀을 따르면서 성불을 위한 포괄적인
삼문을 완비했던 것이다. 대혜와 임제종파에 의해 수정된 임제풍의
수행은 지눌에게는 삼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20)

m. 맺음말
조사선에 대한 지눌의 이해 역시 대혜와 마찬가지로 홍주와 하택

의 선 전통， 그리고 화엄선이 혼합된 성격을 보인다. 대혜가 섣화(說
話)와 간화(看話)， 앓[解]과 수행[行]을 각각 양 날개처럼 여겨야 한
다고 했듯이， 지눌은 이통현의 화엄론과 『대혜어록」으로 양 날개를
삼았다고 전해진다. 지눌의 선사상에서 그 영향이 뚜렷이 발견되는

종밀과 이통현 그리고 대혜의 선사상이 서로 무리없이 공존하는 것
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눌은 대혜선의

취지가 홍주종과 하택종 전통의 종합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간화선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눌이 대혜의 불교관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그의 선 수행 태
도가 대혜와 정확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지눌에게는 (선)불교의 사
회적 참여나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별
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출세간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세를 유지해

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간화선이 홍주
종 전통의 조사선에 내재한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태도를 지

양하고， 수행주체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중요시한 점을 높이
샀던 것이다.

지눌은 엄격한 수행 중심주의， 출가주의， 종교적 순결주의 등으로
말할 수 있는 선 수행의 기조를 유지했고 그러한 기조를 강화하는

20)

심재룡 w 지눌연구: 보조선과 한국불교~(서울대출판부，

2004) ,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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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간화션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택 계열의 선 전통에 대

한 그의 관섬 역시 어디까지나 돈오의 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수행
의 미진함을 보충하기 위한 수행론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21)
지눌은 외형적으로는 임제종으로 홍주종의 선 전통 속에 있으면서
도， 하택종의 선 전통을 선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대혜의
선사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의식은 확연히 달랐다. 지눌

에게서는 대혜에게서 보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실참여 정신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간화선에 대한 지눌의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오독(誤讀)이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지눌의
문제의식이 대혜의 그것과 달랐을 뿐이다 22)

21) 길희성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삶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정신
적 유혹과 갈등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순간의 깨달음
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이젓이 아마도 그가 洪州宗보다는 漸修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衝澤宗과 종밀
의 사상을 선 수행의 지침으로 삼은 이유일 젓이다"(길희성

r 지눌 선사상의

구조 J ， 97쪽)

22)

허우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조선의 생명력음 보면 세속과의 교통

을 전제로 하는 참여불교가 반드시 불교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순수를 부르짖고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집단이 오히려 그 생명
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 지눌의 출세간주의는 논리적으로 참여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청정한 승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젓은 논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186-187쪽)

요구이다."(허우성

r 지눌

윤리사상의

특성과

한계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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