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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교학 이후, 교외별전 이후75)

－교외별전의 해석학*－

변 희 욱

【주제분류】불교철학, 선(禪)
【주요어】교학 이후, 교외별전 이후, 교학, 교외별전, 선교일치, 조주, 종밀, 

대혜, 한암

【요약문】교외별전(敎外別傳)과 교학(敎學)은 양립할 수 없나? 이 글에서는 

교학 “이후(beyond)” 등장한 “교외별전”의 의미를 묻고, 교외별전 “이후

(after)” 그 개념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탐구한다. 교학 이후, 교외별전 이후,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나?”라는 물음에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노선

이 있었다. 
교학 이후, 조주는 문자 그대로의 교외별전을 고수했다. 교외별전은 교학 이후

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다. 교학 이후, 
종밀은 선교일치 주장하면서 선 수행에 교학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했다. 종밀

의 선교일치론에서 교학은 선의 필수조건이며, 선과 교학은 서로를 요청하는 

관계이다. 그의 선교일치론에서 교외별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외별전 이후, 대혜는 교외별전의 취지를 전달함에 경론과 문자를 활용했다. 
그는 경론과 문자를 활용했지만 교학을 인정했다고 할 수 없다. 대혜의 경우, 
교외별전의 함의는 교학과 언어에 매몰되지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자

유롭게 활용함이다. 교외별전 이후, 한암은 교학을 수용하여 교외별전의 의도

를 전달하려 했다. 한암에게 교학 수용은 교외별전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암의 

경우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가능하다. 
임제종 양기파가 사용한 교외별전이라는 용어는 문자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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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직접 확인과 관련되었다. 그들은 교외별전의 개념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정리했으며, 그들에게 교외별전은 선 자체를 의미한다. 조주, 대
혜, 한암의 선을 교외별전이라는 같은 용어를 묘사할 수 있다. 교학 이후, 교외

별전과 교학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1.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나? 

이 기획에서는 교학(敎學) “이후(beyond)” 등장한 “교외별전(敎外別

傳)”의 의미를 묻는다. 또 교외별전 “이후(after)” 그 개념은 어떻게 발전했

는지를 탐구한다. 그러기 위해 질문한다. 선(禪)은 교학을 배제하나, 수용하

나? 아니면 교학은 선의 필수조건인가?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

나? 양자를 문자로 풀면 “텍스트를 배제하고 따로 전하기” 그리고 “텍스트 

공부로 접근하기”이어서, 문자풀이로 보자면 텍스트 공부에 관한 한 양자

는 모순 관계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항상 그랬을까? 
선문에는 교학 혹은 이론 학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있다: ㈎ 텍스

트를 배제하고 따로 전하기” 라는 표제를 엄격하게 고수한다. “문자 그대로

의 교외별전”이다. ㈏ 교학을 필수조건으로 주문하거나 수용한다. 흔히 이

런 태도를 “선과 교학의 지향은 하나[禪敎一致]”라는 용어로 정리하기도 

한다. 그러면 ㈎, ㈏가 아닌 노선은 없을까? 
㈎는 교학 “이후(beyond)”, 선이 부각된 이유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

에서 문제는 문자⋅텍스트 없이 의미나 의도를 전달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교외별전을 표방하는 쪽은 문자나 텍스트를 배제하기만 했을까?”

㈏는 교외별전 “이후(after)”, 이론과 실천, 그리고 텍스트 공부와 종교체

험을 포섭하여 전통적인 교학 공부와 선정(禪定) 체험, 양자가 서로에 기댈 

수 있게 한다. ㈏에서는 ‘선에게 교학은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선이 교학

을 수용’하는지를 따져볼 만한 문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선교일치”라는 용어는 ‘선에게 교학은 필수조건이다.’를 뜻할까, 
아니면 ‘선이 교학을 허용한다.’를 뜻할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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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기획 의도는 다음이다. 첫째, 선과 교학에 관계에 관한 두 입장

(㈎, ㈏)과 관련하여, ㉠과 ㉡을 이론 측면과 실제 측면에서 따져본다. 둘
째, ㈎와 ㈏가 아닌 다른 노선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물어본다.2) 이글에서

는 그 기획 의도를 특징적인 유형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교외별전의 기봉

(機鋒)을 고수했던 조주(趙州, 778∼897), 선교일치의 이론을 확립한 종밀

(宗密, 780∼841), 교외별전을 견지하면서도 경론을 활용했던 대혜(大慧, 
1089∼1163), 그리고 선과 교학 양쪽의 정점에 있었던 한암(漢巖, 1876∼
1951)이 그 특징적인 사례이다. 

2. 교외별전의 의미

2.1. 용어 “교외별전”의 발전

문제 ㉠과 관련해서 알아보자. 달마(達磨, 460∼532/534) 이후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不立文字]”는 선문의 기본 강령으로 작동했다. 그 후 952
년 편찬된 조당집(祖堂集)에 “교외별전”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다.3) 

1) 선사들이 교학과 문자 학습에 비판적이면서 교외별전을 견지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보라. Welter, Albert (2000); 변희욱(2005). 
2) 한국 불교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돈점 논쟁도 이 문제의 다른 표출이다. 知訥(1158∼

1210)은 선과 교학을 아우르는 頓悟漸修 체계에서 ‘화엄교학을 이해하고 믿음(돈오=
解悟=信解)’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性徹(1912∼1993)은 禪門正路(pp. 3-4, 154, 
209)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눌의 돈오점수는 선문의 정통이 아니다. 지눌 돈오점

수의 돈오는 해오이며, 해오는 지적 이해(知解)이다. 지해는 지적 장애(解碍)로 기능한

다. 돈오(=해오)는 화엄교학에 대한 지적 이해이어서, 교학으로는 지적 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 돈오점수는 敎家이며 돈오돈수 看話만이 선문의 정로이다.> 성철에게 선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듯 지눌과 성철은 선과 교학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상반되

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눌은 스스로 화엄적 해오(圓
頓信解/稱性圓談/華嚴禪)가 해애(解碍)를 안고 있다고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굳이 

선문 안에 화엄적 해오를 포함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성철은 왜 그토록 배타적

으로 보일 정도의 단호하고도 철저한 태도로 화엄적 해오를 선문에서 축출해 내려는 

것인가?; 화엄적 해오가 지해인가 아닌가?” 박태원(2012), pp. 463-464, 472.
3) 祖堂集, 高麗大藏經(K).1503.V.45.276a, 師問僧: 從什摩處來? 對云: 雪峰來. 師云: 

有什摩佛法因緣, 你擧看? 其僧便擧: 和尙示衆云; 三世諸佛不能唱, 十二分敎載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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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에 또 다른 두 경구 “바로 사람의 마음을 적시한다[直指人心]”와 “본

성을 확인하면 바로 부처이다[見性成佛]”가 추가되어 네 개의 연속 경구로 

확립되었다. 목암(睦庵, 1088∼1108)이 편찬한 조정사원(祖庭事苑)에 

선의 4구가 함께 기재되었다. “여러 조사께서 법을 전할 때, 처음에는 경율

론 삼장의 가르침을 함께 운용했지만, 후에 달마 조사는 오직 마음만을 전

하여 집착을 깨뜨려 근본 뜻이 드러나게 했다. 이른바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4) 조정사원 말미에 대관 2년(大觀二年; 1108) 
8월로 명시된 발문(跋文)이 붙은 것으로 보아,5) 목암이 1108년 8월 이전에 

조정사원을 찬술했다고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외별전을 비롯한 4
구가 연속 경구로 확립된 시기는 1108년 8월 이전인 셈이다. 

선림보훈(禪林寶訓)에는 교외별전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실

려 있다. 이에 따르면, 대혜는 학인들이 벽암록(碧巖錄)에 수록된 원오

(圓悟, 1160∼1125)의 해설을 암송하고 학습하는 행태를 목도하고 “교외

별전의 도를 지키기 위해”, 벽암록의 경판을 소각⋅파기했다고 한다.6) 
대혜와 죽암(竹菴, 1083∼1146)은 선림보훈의 최초 원고를 쓰고 모았

다. 남송 순희(南宋淳熙) 연간(1174∼1189)에 정선(淨善)이 앞뒤가 훼손되

어 일실된 원본을 구해, 이 원본에 역대 어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충해서 

三乘敎外別傳, 十方老僧口到這裏百雜碎.; “교외별전”이 송대에 편찬된 景德傳燈錄, 
圓悟佛果禪師語錄, 傳法正宗論, 五燈會元, 祖庭事苑에 실렸음을 주목하여, 
그것을 송대에 정립된 용어로 추정한다는 견해(Foulk, T. Griffith, 1999, pp. 221-222)
가 있지만 재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송 건국(960) 이전인 952년에 편찬된 조당집에 

이미 “교외별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4) 祖庭事苑, X.64.379a, 傳法諸祖, 初以三藏教乘兼行, 後達摩祖師, 單傳心印, 破執顯

宗. 所謂教外別傳,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
5) 祖庭事苑, X.64.434a, 大觀二年八月二十七日, 建武軍節度使同知大宗子學事上柱國

謹題. 紹興甲戌季夏重別刊行. 
6) 禪林寶訓, T.48.1036bc, 敎外別傳之道, 至簡至要, 初無他說. 前輩行之不疑, 守之不

易. 天禧間雪竇以辯博之才, 美意變弄, 求新琢巧, 繼汾陽爲頌古, 籠絡當世學者, 宗風由

此一變矣. 逮宣政間, 圓悟又出己意, 離之爲碧巖集. 彼時邁古淳全之士, 如寧道者死心

靈源佛鑒諸老, 皆莫能迴其說. 於是新進後生, 珍重其語, 朝誦暮習, 謂之至學, 莫有悟其

非者. 痛哉, 學者之心術壞矣. 紹興初佛日入閩, 見學者牽之不返, 日馳月騖浸漬成弊. 卽
碎其板, 闢其說, 以至祛迷援溺, 剔繁撥劇, 摧邪顯正, 特然而振之, 衲子稍知其非, 而不

復慕. 然非佛日高明遠見, 乘悲願力, 救末法之弊, 則叢林大有可畏者矣. (與張子韶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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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했다. 그것이 현재의 선림보훈 판본이다.7) 벽암록 목판을 부수고 

선림보훈의 원본을 썼다는 대혜, 그리고 대혜와 함께 원고를 지었다는 

죽암이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에 속한다는 점에서, 대혜의 벽암

록 목판 파기 사건에 대한 선림보훈의 해설은 ‘임제종 양기파의 교외별

전 해석’이라 할만하다. 
1269년(宋) 지반(志磐, ?∼?)은 불조통기(佛祖統紀)를 찬술하면서 

“달마선종(達磨禪宗)” 항목을 따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직지인

심 견성성불이 지극하도다. 이것이 우리 종이 마음을 보는 신묘한 취지이

다. 교외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진실로 이것들(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제외하고서 가르침으로 삼겠는가? 진실로 이 도를 말미암아 마음을 근본으

로 삼고 언설에의 경도[言說相]를 떠났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방편삼아 

말할 뿐이다.”8) 전거된 불조통기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교외별전이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1313년(元) 임제종의 영중(永中)이 처음 간행한 치문경훈(緇門警訓)9)

은 교외별전의 의미와 의도를 이렇게 정리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과 글귀

를 좇아 교학에 빠져, 스스로 본래면목을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

서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의 적

시하여 본성을 확인하면 바로 부처이다.’를 교외별전이라고 했다.”10) 여기

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교외별전은 문자에의 탐닉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고, “교학 이후” 교학을 대체하는 개념이다. 교외별전은 ‘불립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의미하며, 교외별전이란 선 자체이다. 치문경

훈은 임제종 계보가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 정리한 교외별전

7) 禪林寶訓, 序, T.48.1016b, 昔妙喜竹菴誅茅江西雲門時共集. 予淳熙間, 雲居得之老

僧祖安. 惜其年深蠹損首尾不完. 後來或見于語錄傳記中, 積之十年僅五十篇餘. … 東

吳沙門淨善書.
8) 佛祖統紀, T.49.291a, 直指人心見性成佛, 至矣哉. 斯吾宗觀心之妙旨也. 謂之敎外別

傳者, 豈果外此爲敎哉. 誠由此道以心爲 宗, 離言說相故, 强爲此方便之談耳.
9) 1313년(元) 臨濟宗 계보의 永中이 緇林寶訓을 增補하여 緇門警訓이란 책명으로 

발간했다. 1474년(明) 如巹이 이 판본을 增補하여 새로 발행했다. 
10) 緇門警訓, T.48.1080b, 世人尋言逐句, 沒溺教網, 不知有自己一段光明大事. 故達磨

西來,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 謂之教外別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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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의도는 임제종 계보의 교외별전에 대한 해석이라고 정리할 만하다. 

선림보훈, 불조통기 그리고 치문경훈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교외별전은 교학 이후, 문자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본성을 직접 

확인함과 관련되었다. 교외별전의 개념은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을 의미하며, 선 자체이다. 이 연장선에서 달마의 면벽(面壁)과 침묵, 조사

(祖師)의 방할(棒喝), 대혜의 경판 소각⋅폐기는 한결같이 학인들에게 문자

에의 경도와 지식 축적을 경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들의 문답과 행위는 교외별전의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2. 祖師, 조주의 교외별전 

선과 교학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 ㈏와 관련하여 물어보자. “교

학 이후 그리고 교외별전 이후, 선은 교학을 배제하기만 했을까?” 
조사에게 선과 교학의 관계를 따진 사례가 있다. 교학승으로 추정되는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조사의 뜻과 경전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가 대답했다. “조사의 뜻을 알면 바로 경전의 뜻을 안다.”11) 선문에서

는 경전을 학습하지 않고 기연문답(機緣問答)으로 진리에 접근한다고 하는

데 그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교학승은 따졌다. 진리의 전달 수단으로

서의 텍스트를 배제하고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위의 문답에

서 선에 대한 교학자의 의구심과 교학에 대한 조사의 우식의식을 읽을 수 

있다. 
교학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조사의 의도를 알아냄에 교

학은 전혀 필요하지 않나?㉠” 만일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면 문자 그대로

의 교외별전에 충실하다. 조주의 입장은 단호하고, 그는 교외별전에 철저하

다. 조사의 의도를 알아내면 경전의 의미도 알 수 있으며, 교학 없이도 진리

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 “경전의 의미를 이해

한다면 조사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 만일 대답이 “그렇다” 라면, 별도의 

방안인 기연문답이나 방할, 나아가 선정 체험 없이도 진리를 구현할 수 있

11) 趙州從諗禪師語錄, Z.118.326a, 問: 祖意與敎意同別? 師云: 會得祖意便會敎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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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되면 교학 “이후”의 선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며, 교외별전이

라는 표제는 허구일 뿐이다. 
교학 “이후” 교외별전 노선을 철저하게 지킨 조주에게는 교학과 관련한 

일화가 많다. 그 중 하나를 보자. 

정주(定州)에서 어떤 좌주(座主: 講師)가 오자 조주가 물었다. “어떤 공부

를 했는가?”
좌주가 말했다. “경, 율, 론을 듣지 않고도 바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조주가 손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좌주가 

망연하게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조주가 말했다. “설사 그대가 듣지 않고 강의할 수 있다고 해도 그저 경론이

나 강의하는 놈일 뿐이다. 그러니 불법은 아직 멀었다.”
좌주가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불법이 아닙니까?”
조주가 말했다. “설사 그대가 묻고 답할 수 있고 해도 모두 경론에 속하는 

것이지, 불법은 아직 아니다.”
좌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12) 

이 일화에서 좌주는 경전에 해박한 인물을 대변한다. 좌주에게 조주는 

그와 같은 행태는 학습과 강의일 뿐이지 불법 체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폄하

한다. 소개된 일화는 교학 측의 기록이 아니라 선어록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교학에 대한 견해가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교학과 교학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간파할 수 있다. 이 일화로 보면 조

주로 대표되는 조사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경론을 안다고 해

서 조사의 의도를 아는 것은 아니다. 교학으로는 궁극의 진리를 실현할 수 

없다. 교외별전이 교학 “이후”의 뜻이다.  
조주를 비롯한 조사들은 왜 교학을 폄하했을까? 임제(臨濟, ?∼867)의 

일화에서 그 의도를 읽어보자. 임제가 어떤 학인이 오는 것을 보고 두 손을 

펼쳐 보였다. 학인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임제가 떠

12) 趙州從諗禪師語錄, Z.118.327b, 定州有一座主到, 師問: 習何業? 云: 經律論不聽便

講. 師擧手示之, 還講得者箇麽? 座主茫然不知. 師云: 直饒你不聽便講得也, 只是箇講

經論漢, 若是佛法未在. 云: 和尙卽今語話, 莫便是佛法否. 師云: 直饒你問得答得, 總屬

經論, 佛法未在. 主無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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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알겠는가?” 학인은 솔직하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임제의 반응을 보자. “이런 꽉 막힌 먹통아! 너에게 노잣돈 두 푼을 주노

라.”13) 임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사들은 이론으로 학인을 이해시키지 않

는다. 
조사들은 텍스트를 풀어주지도 않고 논증하지도 않고, 상대가 스스로 돌

파하게 자극할 뿐이다. 그들은 말과 글보다는 침묵과 행동으로, 설명과 이

해보다는 충격과 자극으로 뜻을 전하려 한다.14) 조사들이 텍스트를 배제하

는 까닭은 이론으로는 공부 당사자를 각성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학 지식 축적[見聞覺知]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思量計較] 그리고 지

식과 추론 능력에 대한 자부심[聰明利根]이 바른 견해[眞正見解, 正見]의 

장애로 작동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5) 문자와 지식은 인식을 왜곡시키며, 
굴절되지 않고 작동되는 이성이란 없다는 것이 임제의 생각이다. 

이런 태도를 “텍스트를 배제하고 따로 전한다[敎外別傳]” “문자를 세우

지 않는다[不立文字]”로 상징한다. 조주와 임제는 교외별전의 취지를 온전

히 고수하려했고, 교학을 수용하지 않았다.  

2.3. 최고 지위의 교학승, 한암의 교외별전

근대 한국 불교의 재정립기에 선과 교학의 최고 지위에 있었던 한암의 

주장이 문제이다.16) “이 도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가져 

13) 臨濟錄, Z.118.214a, 師見僧來, 展開兩手. 僧無語. 師云: 會? 云: 不會. 師云: 擘不開, 
與汝兩文錢. 

14) Bernard Faure(1993, pp. 195-198)도 선사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도를 전달하

고자 행한 기연문답을 주목했다. 반면 선사들의 행위를 돈오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하

지 않는 견해도 있다. 샤프와 폴크는 선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문답, 침묵, 방할을 “그

들만의 대화”라 묘사하면서, 선사들의 비논리적인 행위들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종

교 의례라고 해석했다. Foulk(1993) p. 181; Sharf(1992); Foulk and Sharf(1993- 
1994). 공안과 선문답을 비롯한 선사의 교육 방안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장치라

기보다는 세력 확장과 의례집전을 위한 종교 행위라는 것이다. Sharf(2010) p. 76. 
15) 大慧語錄, ｢示徐提刑｣, T.47.907c, 士大夫, 多以有所得心, 求無所得法. 何謂有所得

心, 聰明靈利思量計較者是. 何謂無所得法, 思量不行計較不到. 聰明靈利無處安著者

是.; 大慧語錄, ｢錢計議請普說｣, T.47.884c, 法不可見聞覺知. 若行見聞覺知, 是則見

聞覺知, 非求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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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배우려 하면 도리어 미혹하나니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

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기 때문에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다.”17) 이 주장은 교학의 최고 지위, 교정(敎正)에도 잘 어울

릴까? 이런 주장은 선종의 종정(宗正)에 어울리며, 이런 노선을 “교외별전”
이라 해도 될 것이다.18) 

1936년 여름 상원사(上院寺)로 가보자. 한암이 법문했다. 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것[無說無聞]이 진짜 말한 것이고 진짜 들은 것이

다[眞說眞聞]” 이다. 한암에 따르면, 선의 진리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로 전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다. ‘법문’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

지, 원리로 보면 법문은 없어야 한다. 진짜 법문은 말 없는 법문이다.19) 한
암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격외지를 말로 전했다. 

법문에 이어 한암이 물었다.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이 무설무문의 진리

를 아시는지요? 만일 모르는 이가 있다면 주각(註脚)을 내리겠습니다.” 그
러고나서 주장자를 들어 선상(禪床)을 세 번 치고 물었다. “대중은 알겠는

가?”20) 
경론의 의미 파악에 매몰된 학인의 속성을 간파한 한암은 이렇게 압박했다. 

옛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문에 들어와서는 지적 이해[知解]를 두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간절히 천착(穿鑿)을 꺼린다.” 또 말씀하셨다. “지

묵(紙墨)에 오를까 두려워한다.” … 우선 나부터 이 앞에서 몇 마디를 말하

여 썩은 내 나는 소리[惡氣息]로 집안의 허물[家醜]를 드날리며 대중에게 

16) 한암은 1929년 조선불교 禪敎 兩宗의 敎正, 1935년 조선불교 선종의 宗正, 1941년 조

선불교 조계종의 종정, 1948년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정, 네 번에 걸쳐 교정⋅
(and/or) 선종의 종정에 선출되었다. (김광식, 2007, pp. 421∼450) 교정과 종정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선과 교학에서 당대 최고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7) 漢巖一鉢錄 上, p. 69. 
18) 기존 연구는 한암의 교외별전 면모를 간과했다. 대부분은 한암의 선에 끼친 보조의 영

향[김호성(1990)]과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의 한암이 차지하는 위상[김광식(2007); 
박재현(2006); 신규탁(2009)]에 집중했다. 한암의 선을 생애와 관련하여 정리한 연구

[윤창화(2003, 2011); 고영섭(2007)]와 돈오를 주제한 연구[종범(2006); 신규탁

(2006); 인경(2009)]가 주목할 만하다.
19) 漢巖一鉢錄 上, p. 36 참조.
20) 漢巖一鉢錄 上,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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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고 말았다. 이른바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참으로 우습

고 우습도다. 피를 토하도록 울어도 소용없으니 입을 다물고 남은 봄을 보

내니만 못하리라.21) … 불심은 스스로 뜻을 얻은 후에 스스로 도를 이루는 

것이요, 필경 언어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뜻을 얻고는 말을 잊

는다 하시고, 또 마음을 얻으면 세간에 거친 말이나 자상한 말이 모두 실상

법문(實相法門)이요, 말에 떨어지면 염화미소(拈花微笑)가 또한 경전에 나

열된 문자일 뿐이라 하셨다. 그러면 위에 제시한 말들이 교내법문(敎內法

門)인가, 교외별전인가? 마음으로 얻는 것인가, 말에 떨어진 것인가? 몸에 

혈기 있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 속히 말해 보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십

만 팔천 리나 멀어진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가?”22)

한암에 따르면 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지적 이해[知解], 탐구[穿
鑿], 문자풀이와 기록[紙墨]으로는 궁극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암 스스로의 법문도 필요 없는 짓, 나아가 역겨운 짓[惡氣息]이다. 더 나

아가 선사들의 법문과 선문답,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음인 선어록은 “집안

의 허물[家醜]”인 셈이다. 선은 언어로 전하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교외별전이다.

이로 보면 한암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에 철저하다. 바로 다음 반전(反轉)
이 있다. 그의 이런 주장은 “교외별전인가? 말에 떨어진 것인가?” 한암이 

주장한 내용은 교외별전에 부합한다. 그가 이런 내용을 선어록을 인용하면

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전하려 한 “행위”는 교외별전에 철저할까? 교외별전

을 전하려 한 선사들의 행위는 교외별전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사들은 아무런 매체도 사용할 수 없었을까? 한암은 어떻게 했

을까? 어찌되었건 한암은 언어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 했다. 그것도 선문

에 전해 내려오는 구절, “이 문에 들어와서는 지적 이해를 두지 말라”23)를 

인용하면서 법문을 시작했다. 말하지 않고 뜻을 전하려 했던 조사는 말해야 

했다. 조사의 뜻이 그 자리에서 밝혀졌다면 조사는 한마디라도 할 필요가 없

었을 것이다. 조사어록과 공안집이 전해진 까닭도 그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21) 杜荀鶴(唐, 846∼904/907)의 ｢聞子規｣가 출전이다. 楚天空闊月成輪 蜀魄聲聲似告人 

啼得血流無用處 不如緘口過殘春. 
22) 漢巖一鉢錄 上, pp. 55-57. 인용문은 필자가 현대어로 윤문한 것이다.
23) 圓悟佛果禪師語錄, T.47.726a.; 大慧語錄, T.47.846a, 入此門內 莫存知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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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외별전과 선교일치의 사례

3.1. 종밀의 선교일치: 선과 교학의 상호 요청 

문제 ㉡과 관련해서 알아보자. 
종밀(宗密, 780∼841)은 “① 경전은 부처의 말이며 선은 부처의 뜻이다. 

모든 부처의 마음과 입은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24)라고 했다. 여기서 

부처의 마음은 선을, 부처의 입은 경전을 상징한다. ‘경전= 부처의 말(입), 
선= 부처의 뜻(마음)’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종밀은 경전과 논서가 그대로 

선일 수는 없지만 불조(佛祖)의 도를 전하고 선을 공부하려면 “② 경전과 

논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5)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경전과 논서를 외

면하고서는 불교의 진리를 전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종밀의 두 주장(①+②)은 선교일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급이

다.26) 
종밀의 선교일치론에 따르면, ‘돈오(頓悟)한 후 선을 점진적으로 수행[漸

修]해야 한다. 그는 돈오 없이 하는 수행은 진짜 수행이 아니다.’라는 특유

의 돈오점수론을 전개했다.27) 그는 돈오 이후의 점수를 설명하면서, 점수 

이전의 돈오를 해오(解悟)라는 다른 이름으로 묘사했다. 여기서 돈오는 교

학을 통한 이해이다. 교학을 통한 이해, 그것을 경유한 전면적인 자기 성찰 

없이는 수행이 진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종밀은 해오를 “선지

식의 지도를 받아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망념이 본디 공함’을 깨달음”28)

으로 풀었다. 마치 해는 한꺼번에 떴지만 서리는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29) 
선지식을 경전 강의를 듣고 기존의 자기를 성찰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자기

24) 禪源諸詮集都序, T.48.400b, 經是佛語 禪是佛意. 諸佛心口 必不相違. 
25) 禪源諸詮集都序, T.48.400c, 經論非禪, 傳禪者 必以經論爲準.
26) 종밀의 선교일치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冉雲華(1988); Gregory(1980).
27) 禪源諸詮集都序, T.48.407c, 先須頓悟方可漸修者, 此約解悟也.(約斷障說, 如日頓出

霜露漸消. …) 故華嚴說, 初發心時卽成正覺. 然後三賢十聖次第修證. 若未悟而修非眞

修也.; 禪源諸詮集都序, T.48.408a, 若因悟而修, 卽是解悟. 若因修而悟, 卽是證悟.
28) 禪源諸詮集都序, T.48.410c, 遇善知識開示, 覺心本淨, 覺妄本空.
29) 주 27) 괄호 속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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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혁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행해서 점차 습기를 벗겨내야 한

다는 것이다. 종밀의 개념, 해오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믿어서 앎[信解]”30)인데, 경론의 문구나 선지식의 말을 믿어서 발심함이

다.31) 둘째, “뒤 따르는 수행을 위한 지적인 기초”32) 이다. 
종밀은 혜능(慧能, 638∼713)과 신회(神會, 684∼758)의 후예33)임을 

자부하면서도, 징관(澄觀, 738∼839)에게서 화엄을 배워 화엄에 정통했

다.34) 그가 선과 교학에 관한 여러 책을 저술했다35)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

과 교학의 상호 요청 관계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종밀의 선교일치론에 따르면, 교학을 생략한 선은 가능하지 않다. 종밀

의 선교일치론에서 교학은 선의 필수조건이며, 선과 교학은 서로를 요청하

는 관계이다. 따라서 종밀의 선교일치론에서 교외별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밀은 “선”⋅“교”의 개념, “선과 교의 관계”를 명확하

게 정의한 후 논의를 전개했다. 종밀의 선교일치론은 개념상 혼란이 없으며 

정합적이다. 그런 점에서 종밀의 주장은 “엄밀한 의미의 선교일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엄격하게 평가하자면, 종밀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선

교일치라는 용어로 묘사하기 곤란하다. 
선의 전성 시절, 조주와 종밀은 함께 활약했다. 같은 시기에도 선의 교학 

수용 여부에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 노선- 문자 그대로의 교외별전과 엄밀

한 의미의 선교일치가 공존했다.  

30) 董群(2000, p. 216)은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  
31) 주 27) 밑줄 내용 참조. 여기 初發心이란 ‘본래청정에의 믿음과 체득하려는 의지’로 정

리할 수 있다.
32) 심재룡(1987), p. 283.
33) 慧能-荷澤神會-法如-南印-道圓-宗密로 이어지는 계보. 종밀의 선과 화엄 계보에 관해

서는 鎌田茂雄(1975), pp. 52-72.
34) 종밀은 澄觀으로부터 화엄을 배워, 杜順-智嚴-法藏-澄觀-宗密로 이어지는 화엄 5조로 

자부했다. 
35) 종밀은 선 관련 저술로 禪源諸詮集都序, 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을 남겼고, 

화엄 관련 논서로 華嚴綸貫, 華嚴行願品隧疏義記, 華嚴行願品隧疏義記科, 華

嚴行願品疏, 華嚴行願疏科, 華嚴行願品疏鈔를 썼다. 종밀의 저술에 관한 논의

는 변희욱(1994), pp. 14-1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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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혜의 교외별전과 경론 활용 

달마와 혜능의 후예들은 교학을 어떻게 취급했을까? 그들은 교학을 배척

하기만 했을까? 선문에 경전 공부와 언어의 효용을 수용하는 노선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조사선문의 선사들은 부처와 조사의 의도는 말과 글귀로는 

전할 수 없으며 알아낼 수도 없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경전과 논서 그리

고 조사어록 공부를 배제하지 않았다. 또 선배 조사의 기연문답을 문자로 

기록하는 추세가 거세졌다. 
예를 들어 대혜는 벽암록의 목판을 부수었으면서도 조사들의 기연을 

모아 선림보훈의 원본을 집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141년 형양(衡陽, 
湖南省)에 유배되었을 때 조사들의 상당(上堂)과 시중(示衆)에서 고칙공안

(古則公案) 661칙을 추출하여 평창(評唱)과 착어(着語)를 붙이고 자신의 

시중을 첨부하여 책으로 편찬했다. 그것이 정법안장(正法眼藏)36) 원본

이다. 대혜는 교외별전의 뜻을 간수하려 했으면서도, 그 뜻을 전하기 위해 

문자를 활용하여 일종의 공안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선사들은 경론과 어록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불립문자 교

외별전을 구현하고자 격외관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대혜는 경전을 외면하

지 않았다. 대혜는 경전을 활용하여 격외관문을 설치하곤 했다. 대혜가 강

단에 올라 법화경(法華經) 한 구절을 들어 참구시켰다. 대혜는 “경전[법
화경]에서 말하길 ‘[대승의] 승이(勝異)한 방편[異方便]으로 바꾸어서 제일

의(第一義)가 드러나도록 돕는다.’37)”라고 거론했다. 대혜는 주장자를 내

던지고 말했다. “이것이 대승의 승이한 방편이냐? 저것이 제일의이냐? 모
두 버려라!” 그런 다음 대혜가 말했다. “호랑이가 종이 모자를 뒤집어 쓴 것

과 같으니 우습기도 하면서도 놀랍구나!”38)

36) 1147년 제자 冲密과 慧然이 재편찬하여 발간했다. 그 후 明代에 大慧語錄의 ｢答張

子韶｣와 圓澄이 撰한 ｢重刻正法眼藏序｣와 李日華가 쓴 ｢題刻大慧禪師正法眼藏｣이 

첨부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이 판본이 ≪卍正藏經≫ 118冊에 수록되어 있다. 大慧年

譜 59세조, 禪藏.32.680; 石井修道(1974), p. 215.
37) 妙法蓮華經, 方便品, T.9.8c.
38) 大慧語錄, T.47.825b, 上堂. 擧“敎云: ‘更以異方便, 助顯第一義.’” 師拈拄杖卓一下. 

云: “這箇是異方便, 那箇是第一. 擲下!” 云: “大蟲裹紙帽, 好笑又驚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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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는 경전 한 구절을 거론하며 학인들로 하여금 말로는 설명할 수 없

는 진리 그 자체를 체득하도록 자극했다. 대혜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었다

면, 학인은 그 자리에서 돌파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그 때 돌파하지 못했지

만, 대혜의 “승이한 방편”에 의한 자극으로 선정에 빠진 학인도 있었을 것

이다. 이 상황에서 대혜가 거론한 경전의 내용은 학인의 사고를 정지시켰을 

것이다. 어떤 학인에게는 대혜가 인용한 구절[一話]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간화선에서 말하는 “화두(話頭)”이다. 
일부 학인은 승이한 방편과 제일의에 대해 지적 이해[知解]를 진행했을 

것이다.39) 이에 대혜는 지적 이해 따위는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문 없는[無
門] 관문을 설치했다. “호랑이가 종이 모자를 뒤집어쓴 것과 같으니 우습기

도 하면서도 놀랍구나!” 대혜의 관문에 걸려든 또 다른 학인은 대혜가 설치

한 관문을 돌파하고자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이 저리고 온몸이 꼼짝 못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학인에게는 대혜의 무문관이 살아나 화두로 

또렷해진 것이다. 
대혜는 공안(公案)이 흔히 독해로 작동하기에 벽암록 목판을 부수었지

만, 공안을 거론하여 학인을 각성시키려 했다. 대혜에 따르면, 지적 이해는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 지적 이해가 생사를 벗어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적 이해에 가로막혔다고 돌파구를 찾는 사대부에게 이렇게 알려 주

었다. “이미 지적 이해가 생겨난 곳을 알았다면 바로 이 지적 이해가 바로 

해탈 도량이며 바로 생사를 벗어나는 계기입니다. 이미 해탈 도량이며 생사

를 벗어나는 계기라면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적멸입니다.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이 이미 적멸이라면, 지적 이해라고 아는 것도 

적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리⋅열반⋅진여⋅불성도 적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어떤 것이 장애할 수 있으며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깨달아 들

어감을 구하겠습니까?”40) 

39) 이때의 지적 이해는 논리와 사변을 동반한 지식 차원의 이해로서 돈오의 장애로 작동

된다. 해오에는 경론과 선지식의 말을 믿고 이해하여[信解] 발심한다는 의미가 있으므

로, 지해와 해오라는 용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40) 大慧語錄, ｢答富樞密｣, T.47.921b. 識得知解起處, 旣識得起處, 卽此知解, 便是解脫

之場, 便是出生死處. 旣是解脫之場, 出生死處。則知底解底當體寂滅. 知底解底旣寂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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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는 “온갖 기묘한 언구와 종사들 각각의 주장과 긴밀하게 전해 받은 

옛사람들의 공안 따위에 탐착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잡독이다.”41) 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안은 “옛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대와 같은 배우

는 이들에게 제시해 준 것”42)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공안은 때로 독해

로 작동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지적 이해로 진리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무작정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바로 지적 이해가 일

어나는 상황이 생사를 벗어나는 계기라는 것이다. 
문자 학습과 경론 암기를 금기시했던 대혜는 대중들에게 설법하거나[普

說] 편지[書]로 문답하는 많은 경우에, 경전이나 어록에서 근거를 제시했으

며, 화엄경(華嚴經), 능엄경(楞嚴經),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의 

경론과 혜능, 마조(馬祖, 709∼788), 임제, 위산(潙山, 771∼853), 원오를 

비롯한 조사들의 어록을 인용했다. 대혜가 경전을 잘못 주해하고 자의적으

로 해석하는 오류에 대해 참회하는 글을 남겼다는 사실43)을 고려하면, 그
가 교학이나 어록 공부를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의 본뜻을 엄밀하게 공부하

길 촉구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문자 그대

로의 교외별전을 고수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혜의 

입장을 선교일치로 평가하기도 하며44) 그의 선을 “화엄선”45)으로 평가하

기도 한다. 
과연 대혜는 “선교일치”라는 용어에 어울릴까? 대혜가 경전과 논서 이해

를 필수조건으로는 설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혜는 입장은 종밀의 선교일

치와 현저하게 다르다. 종밀의 선교일치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혜와 같은 

태도는 선교일치라는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가 경론을 강의했다는 기

能知知解者, 不可不寂滅, 菩提涅槃眞如佛性, 不可不寂滅. 更有何物可障, 更向何處求

悟入.
41) 大慧語錄, ｢示智通居士(黃提宮伯成)｣, T.47.892c, 莫愛諸方奇言妙句, 宗師各自主

張. 密室傳授底, 古人公案之類. 此等雜毒.
42) 大慧語錄, ｢示智通居士(黃提宮伯成)｣, T.47.893a, 古人不得已, 見汝學者.
43) 緇門警訓, ｢大慧禪師看經回向文｣, T.48.1062c, 某甲回向心願尙慮譯潤, 或誤註解, 

或非傳授差殊音釋舛錯. 校對仍改之失, 書寫刊刻之訛. 其師其人悉爲懺悔.
44) 蔣義斌(1991), p. 64.
45) 開霽(1996),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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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교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론

을 활용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혜가 공안집을 편찬했고 경론을 거론하면서 교외별전의 뜻을 전하려

했음은 틀림없다. 그는 교외별전을 지켰지만, 그의 교외별전은 문자 그대로

의 교외별전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교외별전이란 교학과 언어에 달라붙지

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노선이다. 

3.3. 한암의 교외별전과 교학 수용

선종의 최고 지위, 종정이었던 한암은 선원(禪院)에서 소참(小參) 법문할 

때 경전과 조사어록을 강의했다. 이렇게 보면 한암은 교학을 배제하지 않고 

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46) 또 탄허(呑虛, 1913∼1983)의 회고에 따르

면, 한암은 금강경, 범망경(梵網經), 화엄경 등의 경전과 전등록

(傳燈錄), 선문염송(禪門拈頌) 등의 선 문헌을 강의했다.47) 한암은 선과 

교학, 그리고 계율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48) 한암일발록

(漢巖一鉢錄)은 한암을 “선교일치”로 정리했고,49)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

구는 이 점에 주목했다.50) 선교일치라는 용어는 한암에 어울릴까?
한암은 경전에 대한 선사들의 이해를 모아 책으로 간행했다. 1937년 상

원사 선원에서 발행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가 그 사례이다.51) 
이 사례에서 “선은 교학을 배제하나, 수용하나?”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 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물어볼 수 있다. 
첫째, 선의 교학 배제 혹은 수용 여부에 대한 실제 사실과 동기에 대한 질

46) 한암에게 지도받던 조용명의 회고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漢巖一鉢錄 下, pp. 
142-144. “우리 스님은 점심 공양 후, 차 시간이면 조사어록을 들고 나와 법문을 계속

하였다. 나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오늘날 사집(四集)이라고 하는 어록들

을 그 때 우리 스님에게 모두 배웠으며 사교(四敎)과인 법화경,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등은 그 뒤에 중대에서 스님 시봉하고 지내면서 배웠다.”

47) 方山窟法語, p. 76.
48) 金素荷는 “계정혜 삼학을 원만히 갖추었다”고 묘사했다. 漢巖一鉢錄 下, p. 98.
49) 漢巖一鉢錄 上, p. 415.
50) 윤창화(2011), p. 46. 김광식(2009, p. 1150은 “禪敎 균형”으로 묘사했다.
51) 한암은 그 시절 보조법어도 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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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왜 한암이라는 선사는 ‘경전과 경전에 대한 해석’을 집성(集成)했
을까? 그것도 선원에서.” 선사 한암은 선 체험과 교육에 경전을 적극 활용

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그가 직접 쓴 

금강경삼가해 서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아뇩보리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했다. … 대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여 생

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삼매[不思議三昧]에 들려고 하는 자가 이 경을 버

리고선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심히 만나기 어려운 뜻을 알아

서 매번 함께 사는 도반들에게 권하여 수지독송하게 했다.”52) 집성 동기에 

대해서는 이 대목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선의 교학 수용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다. “한암은 경전과 그에 대

한 해석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이 편찬

한 금강반야바밀경오가해설의(金剛般若波羅蜜經五家解說誼)53)와 한암

이 발행한 금강경삼가해를 비교하면 그 단서를 잡을 수 있다. 한암은 금

강경오가해 중에서 종밀과 부대사(傅大師, 497∼569)의 해설을 빼고 혜

능, 야보(冶父, 1127∼1130), 종경(宗鏡, 904∼975)의 주석만을 현토 간행

했다. 그것이 금강경삼가해이다. 현재 한국 선가에 전승되는 판본도 이

것이다. 그는 왜 종밀의 주석을 제외했을까? 종밀의 불교에서 교학은 필수

조건이었으며, 그의 교학에는 경전을 통한 이해 즉 해석과 사유가 필수적이

다. 한암에게 경전 공부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석과 사유로서의 교

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54) 
한암이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 있었

다. “서쪽에서 온 긴밀한 뜻은 문자에 관계없는데 요즈음 마음 닦는 학인들

52) ｢金剛般若波羅蜜經 重刊緣起序｣, 漢巖一鉢錄 上, p. 418.(필자가 새로 번역함)
53) 함허는 금강경에 대한 傅大士의 贊과 慧能의 口訣, 宗密의 纂要, 冶父의 頌, 宗鏡의 

提綱을 모은 금강경오가해를 설의했다. 그것이 금강경오가해설의이다. 현재 

1482년(성종 13)과 1679년(숙종 5)에 두 차례 간행된 雲興寺板을 비롯하여 많은 판본

이 전해진다. 금강경오가해설의 판본에 대해서는 金煐泰(1994), p. 278. 
54) 敎義나 禪旨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효용적인 면 때문에, 한암이 종밀의 纂要를 제외

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신규탁, 2009, p. 68). 한암이 종밀의 纂要를 선택하지 않은 

까닭은, 한암이 생각하기에 종밀의 纂要가 이론적으로는 교의나 선지에 어긋나지 않

지만 선정 체험에 별로 이롭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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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말이나 기억하고 구절이나 좇게 해서 무명을 조장시키는 것이 옳

습니까?” 열반회상에서 석존과 가섭은 말없이 정법안장을 주고받았는데, 
왜 말과 문자를 사용하여 뜻을 전하려 하느냐는 문책이다. 교외별전 불립문

자의 뜻을 교조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암의 입장을 알아보자. “다만 글과 말에만 집착하고 진실하게 참구하

지 않는다면, 대장경을 다 보더라도 오히려 도깨비에 홀리는 것이다. 하지

만 만약 본색납자가 말끝에 근본으로 돌아가 바른 안목[正眼]이 활짝 열리

면 길거리에 흘러 다니는 이야기와 재잘거리는 여느 소리도 법의 핵심을 제

대로 설한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 조사께서 곧게 끊어 가르친 것은 어떠하

겠는가?”55) 
한암의 노선에서, 문제는 경전 공부의 여부가 아니라, 경전을 접근하는 

태도이다. “글과 말에만 집착하고 … 도깨비에 홀리는 것이냐” 아니면 “근

본으로 돌아가 바른 안목이 활짝 열리게 하는냐”의 분기점에 말과 글에 있

지 않고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접근 태도에 따라 경전 구절이 죽은 말[死句]
이 될 수도 있고 산 말[活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암의 교외별전 면모와 교학 수용은 상충하지 않을까? 한암은 선와 교, 
혹은 간화 정진과 문자 공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을까? 한암은 참선하

는 사람은 의단만이 드러나고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했

다. 이어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렸다. “본성을 

비추어 보고,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초탈하라.”56) 그런데 실제로는 한암이 

상원사 선원에서 경전을 공부하는 학인들로 하여금 간화를 정진하도록 지

도하고 있었기에, 이른바 ‘참선자’와 ‘간경자’는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었

다.57)

55) 漢巖一鉢錄 上, pp. 421-422.
56) 漢巖一鉢錄 上, pp. 108-109.
57) 조용명의 회고에서 참선(혹은 간화)과 문자 공부의 관계에 대한 한암의 입장을 알 수 

있다. 漢巖一鉢錄 上, pp. 142-144, “우리 스님은 그렇게 차 마시는 시간에 조사어록

을 강하시고 법을 설하셨지만, 참선하는 수좌들에게 경을 보라고 권하는 일은 없었다. 
… (한암 스님은) 참선은 비록 스스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지만 불조의 어록은 혼자 

뜯어 볼 정도의 글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수좌들도 놀지 말고 틈틈

이 글자를 보아도 좋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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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에서 교학에 대한 한암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암

의 불교에서 경전 공부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한암은 참선자가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둘째, 문자 공부의 핵심은 문자를 초탈하

는 것이다. 셋째, 참선을 정진할 때는 문자 공부가 필요 없다. 넷째, 참선자

에게 경론 공부는 필수가 아니다.58) 다섯째, 한암은 교외별전을 견지했다. 
이런 점에서 한암은 종밀과 다르다.

한암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경론을 강의했다는 점에서 

한암이 교학을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게 교학의 의미는 이론 탐

구나 구축이 아니라 자기 각성을 위한 새로운 세계관 정립이라고 할 수 있

다. 한암이 교학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암을 교외별전이라는 용어로 

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암의 교외별전은 조주의 그것과는 그 내포가 다

르다. 이런 의미에서 한암에게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교외별전과 선교일치의 해석학

선교일치

한암의 불교와 관련하여 분명한 점을 먼저 정리해 보자: ⑴ 한암에게는 

교외별전 면모가 있다. ⑵ 한암은 경론을 강의했다. ⑶ 많은 연구들이 한암

의 불교를 선교일치로 정리했다. 여기서 숙고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첫째, ⑴과 ⑵는 개념상 모순관계인가? 이 문제는 교외별전이라는 용어

의 함의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모순관계라면 한암의 사례[⑴∨⑵]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할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⑴과 ⑵를 모순관계로 설정

할 수는 없다. ⑴과 ⑵를 달리 해석하여, ⑵를 수용하는 ⑴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⑶은 타당한가? ⑴∨⑵라고 해서 ⑶이라 할 수 있나? 이 문제는 

선교일치의 개념과 관련되며, 관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아니라 그 해석이다. 

58) 초기불교와 선의 언어에 대한 입장은 박태원(2011)에 잘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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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암은 교외별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교학을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에게 교학은 자기 각성을 위해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는 방안이었다. 

⑵를 수용하는 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교일치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암의 사례를 선교일치라는 용어로 정리한다면, 이를 미루어나가 대혜의 

노선도 선교일치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고, 대혜의 노선을 선교일치에 적용

시킨다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했던 홍인(弘忍, 601∼674)59)이나 

법화경(法華經)을 자유롭게 활용하라[轉法華]고 했던 혜능60)의 노선도 

선교일치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혜를 교외별전이라는 용어로 정리한다

면 별 무리가 없지만, 그를 선교일치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는 없다. 홍인과 

혜능이 경전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들을 선교일치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종밀의 주장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선교일치”는 교외별전과 양립할 수 

없다. 한암은 종밀과는 달리 교학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한암의 

입장은 종밀보다는 대혜에 가까우며, 한암의 선은 종밀의 선교일치와는 현

저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한암의 선은 종밀과 같은 “엄밀한 의미의 선교

일치”와는 전혀 관계없고, 한암의 선을 선교일치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다. 
대혜와 한암의 노선을 선교일치라는 용어로 정리한다면, 그 외연이 지나

치게 넓어서 학술용어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교외별전을 견지하

면서 교학을 수용하는 노선을 선교일치로 정리한다면, 선⋅교 개념의 함의

가 충돌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함의로 본다면, 선(교외별전)-교(교학)
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선교일치라는 용어를 학술 용어로 사용하려면,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61)  

59) 六祖壇經 돈황본, T.48.337a, 我於蘄州黃梅懸東憑墓山, 禮拜五祖弘忍和尙, 見令在

彼門人有千餘衆. 我於彼聽, 見大師勸道俗, 但持金剛經一卷, 卽得見性直了成佛.
60) 六祖壇經 돈황본, T.48.342c-343a, 大師言: 法達, 心行轉法華, 不行法華轉. 心正轉

法華, 心耶法華轉. 開佛智見轉法華, 開衆生智見被法華轉. 大師言: 努力依法修行, 卽是

轉經.
61) 성공한 사례로 종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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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별전

당송대 조사의 선과 관련하여 분명한 점을 먼저 정리해 보자: ⑷ 조사들

은 교외별전을 견지했다. ⑸ 어떤 조사들은 경론과 어록을 활용했고 문서

를 편집했으며 문헌을 남겼다. 여기에도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 
⑷와 ⑸는 개념상 양립할 수 없을까? 조주의 경우에는 ⑸의 면모는 보이

지 않고 ⑷의 성격이 뚜렷하다. 임제종 양기파가 사용한 교외별전이라는 

용어는 문자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본성 직접 확인과 관련되었다. 그들은 

교외별전의 개념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정리했으며, 그들에

게 선이란 교외별전을 의미한다. 
대혜의 경우에는 ⑷와 ⑸가 함께 보인다[⑷∨⑸]. 대혜를 비롯한 어떤 

조사들은 경론과 어록을 활용하여 교외별전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들은 달

마의 메시지를 “교외별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론과 언어의 가치는 폐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혜의 경우, 교
외별전의 함의는 교학과 언어에 매몰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자

유롭게 활용함이다.
경론의 내용이나 조사의 일화를 해설하고 논리로 분석한다[參意]면 교외

별전의 길에서 이탈하고 만다. 경론을 활용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숨은 의도

를 전하려하고 알아내려한다[參究]면 교외별전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다. 
교외별전의 판별기준은 경론 활용⋅언어 사용이 아니라, 지식 추구⋅언어

에의 경도이다. 

교학 이후, 교외별전 이후

교학 이후(beyond), 교외별전 이후(after),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할 

수 없나?”라는 물음에 대해서, 단일 답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 질문과 관련

하여 다양한 노선이 있었다. 
교학 이후, 어떤 조사는 교학과 문자를 벗어나려 했다[교외별전 고수, 조

주]. 교외별전은 교학 이후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 교외별전과 교학

은 양립할 수 없다. 
교학 이후, 선 수행에 교학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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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일치, 종밀]. 종밀의 선교일치론에서 교학은 선의 필수조건이며, 선과 

교학은 서로를 요청하는 관계이다. 그의 선교일치론에서 교외별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외별전 이후, 어떤 조사는 교외별전의 취지를 전달함에 경론과 문자를 

활용했다[교외별전의 경론 활용, 대혜]. 대혜는 경론과 문자를 활용했지만 

교학을 인정했다고 할 수 없다. 
교외별전 이후, 한암은 교학을 수용하여 교외별전의 의도를 전달하려 했

다[교외별전의 교학 수용, 한암] 한암에게 교학 수용은 교외별전과 충돌하

지 않는다. 한암의 경우 교외별전과 교학은 양립가능하다. 
조주, 대혜, 한암의 선을 교외별전이라는 같은 용어를 묘사할 수 있다. 교

학 이후, 교외별전과 교학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밀과 조

주가 동시에 활약했던 시기에, 문자 그대로의 교외별전 노선과 엄밀한 의미

의 선교일치 노선이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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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yond Scholastic Teaching, After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the Hermeneutics on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Byun, Hee-Wook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chiao-wai-pieh-ch’üan 敎外別傳)” is compatible with “scholastic 
teaching (chiao-xué 敎學)”?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as a notion beyond scholastic 
teaching and investigates how the notion has evolved after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t was Zhào-zhōu (趙州, 778∼897) who held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n its literal sense beyond scholastic teaching.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s a concept that represents what is 
beyond scholastic teaching. In this case,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s not compatible with scholastic teaching.

Tsung-mi (宗密, 780∼841), whose doctrinal position may also be 
beyond scholastic teaching, considered scholastic teaching indispensable 
in Ch’an (禪) practice while advocating the Reconciliation of Ch’an and 
Scholastic Teaching (ch’an-chiao ichih 禪敎一致). In Tsung-mi’s 
doctrinal system of the Reconciliation of Ch’an and Scholastic Learning, 
the notion of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tself is not even 
valid. 

After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Ta-hui (大慧,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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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used the Buddhist scriptures and treatises to deliver the 
significance of the notion. Although he made use of the texts and letters, 
Ta-hui may not be said to have accepted scholastic teaching. 

In contrast, Han-am (漢巖, 1876∼1951) attempted to account for the 
significance of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by accepting 
scholastic teaching. He viewed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to be compatible with scholastic teaching. 

The Lin-jì order of the Yáng-qí sect (臨濟宗 楊岐派) employed the 
notion of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in terms of freedom 
from restriction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r direct realization of 
original nature. They expressed the notion through such phrases as “do 
not establish words and letters (pu-li wen-tzu 不立文字)”; “directly point 
to the human mind (ch’ih-chih jen-hsin 直指人心)”; and “see one’s nature 
and become a Buddha (chien-hsing ch’eng-fo 見性成佛).” They viewed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to refer to Ch’an itself. After 
scholastic te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and scholastic teaching took various forms. 

Keywords: Beyond scholastic teaching, after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scholastic teaching (敎學), the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eaching, the Reconciliation of Ch’an 
and Scholastic Teaching (禪敎一致), Zhào-zhōu (趙州), 
Tsung-mi (宗密), Ta-hui (大慧), Han-am (漢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