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법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박 해 당* *

Ⅰ. 들어가는 말
1600여 년에 걸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
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조계종은 어떠한 종단인가, 조계종의 종지는 무엇이고, 종통은 무엇인
가 하는 문제가 한국불교의 자기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다. 그리고 현재 교단과 학계를 망라하여 첨예한 견해의 대립을 보이
고 있는 것이 바로 종통, 또는 법통에 관한 것이다.
먼저 1994년 9월 29일자로 공포된 조계종의 宗憲 에서 종지 및 법
통과 관련하여 밝히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宗憲 前文
恭惟컨데 我 宗租 道義國師께서 曹溪의 正統法印을 嗣承하사 迦智靈域
에서 宗幢을 揭揚하심으로부터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敎派가 竝立하여 禪
風敎學이 槿域에 彌漫하였더니 麗朝의 衰微와 함께 敎勢가 不振하려 할새
太古國師께서 諸宗을 包轄하사 曹溪의 單一宗을 公稱하시니 이는 我國佛
敎의 特色인지라 世界萬邦에 자랑할만한 事實이어니와 我宗은 朝鮮朝 5百
年의 排佛毁釋의 政治的 法難에도 不撓不屈하고 縣絲의 慧命을 嗣續하면
서 定慧雙修와 理事無碍를 提高하며 大乘佛敎의 成佛度生을 實踐하여온
것이다.
爾來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을 制定하여 戒法을 尊崇하고 理判을 推奬하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 경희대 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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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內로는 正法眼藏을 秘傳綿綿케 하고 外로는 度生門戶를 豁開하여 敎
化活動을 向上케 하니, 禪敎竝彰이 從此而始라 하겠다.
8.15 光復後 宗團의 淸淨과 僧風을 振作하려는 宗徒들의 願力에 의해
佛紀 2498(1954)年 淨化運動이 일어나 自淨과 刷新으로 마침내 宗團의 和
合이 이룩되어 佛紀 2506(1962)年 3月 22日 宗憲을 제정하고 統合宗團이
出帆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敎團의 淸淨性과 三寶 護持의 基本틀이 다져지
고, 修行衲者의 家風이 振作되었으며, 布敎와 伽藍佛事에 힘을 기울여 韓
國 佛敎는 유례없는 敎勢 擴張을 이루었다. 그 후 敎團에 닥친 몇 차례의
法難을 극복하고 宗團 改革에 대한 宗徒들의 輿望에 副應하여 改革會議가
出帆하게 되었다.
이에 改革會議는 宗團 改革에 필요한 各種 措置를 취하고, 佛法이 衆生
敎化의 萬代指針이 되며 敎團이 修行과 傳法의 永劫基壇이 되도록 宗憲을
改正하였으니, 宗徒 大衆은 民族統一과 文明史의 새로운 흐름에 對備하고
宗憲의 큰 뜻을 받들어 實踐하여 이 땅의 佛日을 萬古에 빛나게 하고 三寶
를 法界에 流傳케 하라.
삼가 佛祖의 加護 밑에 우리 法孫 萬代의 向上과 繁榮을 빌며 이 憲章
을 改正 公布하노라.
第 1章 宗名 및 宗旨
第 1條 本宗은 大韓佛敎 曹溪宗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樹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 普愚國
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宗脈이 綿綿不絶한 것
이다.
第 2條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
第 3條 本宗의 所依經典은 金剛經과 傳燈法語로 한다. 其他 經典의 硏
究와 念佛 持呪 等은 制限치 아니한다.
第 2章 本尊, 紀元 및 嗣法
第 4條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本尊佛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釋迦牟尼佛
이외의 佛像을 本尊으로 모신 寺刹에 있어서는 그 慣例에 따른다.
第 5條 ① 本宗은 釋迦牟尼佛의 紀元을 檀紀 1789年(西紀 紀元前 544
年)으로써 起算한다.
② 佛敎가 우리나라에서 公認된 紀元을 檀紀 2705年(高句麗 소수림왕 2
년)으로써 起算한다.
第 6條 本宗은 新羅 헌덕왕 5年에 曹溪 慧能祖師의 曾法孫 西堂 智藏禪
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를 宗祖로 하고, 高麗의 太古 普愚國師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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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興祖로 하여 以下 淸虛와 浮休 兩法脈를 繼繼承承한다.
第 7條 本宗의 法脈相承은 師資間의 入室面授 또는 傳法偈의 授受로써
行한다.1)

이를 통해볼 때 조계종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조계종은 조계 혜능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는 종단이지만, 동
시에 교학전통도 포괄하고 있다. 둘째, 조계종은 보조지눌이 제시한 정
혜쌍수의 선수행과 화엄종이 제시한 이사무애의 가르침을 받들어 왔다.
셋째, 조계종은 경전의 연구와 같은 교학이나 염불이나 주문과 같은 신
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로 보자면 조계종은 비록 혜능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선종으로 자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 교, 정토, 밀교
등의 모든 불교적인 가르침이 종합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조계종의 법맥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조는 혜능의 증법손인 서당지장의 법을 이어 신라말에 가지
산문을 개창한 도의선사이다. 둘째, 그 전통이 쇠미해졌다가 고려시대
에 보조 지눌의 중천을 거쳤다. 셋째, 조계종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말의 태고보우로부터이다. 이때의 조계종은 단지
선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를 통합한 명칭이다. 태고보
우는 중흥조가 된다.2) 넷째, 태고보우 이래의 법맥은 청허, 부휴에게

1) 종헌 대한불교조계종법령집 , 대한불교조계종, 1994, 17- 19쪽.
2) 그런데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과연 태고보우로부터이가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현재 나와 있는 연구에 의하면 태고보우 이전에 이미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구산선문을 총괄하는 종명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金煐泰의 曹溪宗名을 쓴 時期
와 그 까닭 ( 韓國佛敎史正論- 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 불지사
1997 )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려 인종
이후부터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름이 정착된 이유는
첫째, 조계를 祖로하는 하나의 종파이기 때문이다. 특히 천태대사로 인한 천태종
종명의 예를 본뜬 듯하다. 둘째, 구산선문의 승려들도 승과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종의 형성이 필연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천이 처음 천태교관을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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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다섯째, 현재의 조계종 법맥은 오직 청허, 부휴 두 법맥 밖
에 없다. 여섯째, 앞으로의 법맥은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에 의한 사자
상승으로 이어진다.
위와 같은 종헌 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조계종은 실질적으로 한
국불교의 다양한 전통을 포괄하고 있는 종단이면서도 도의로부터 청
허, 부휴로 이어지는 선사들의 법맥을 제시함으로써 선종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법계에 대
한 규정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법통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종조를
둘러싼 논쟁이 크게 일어난 시기는 1930, 40년대이다. 이 시기에 제기
된 법통설을 보면 대략 한암(漢巖)이 주장한 도의종조설(道義宗祖說)
과 임석진(林錫珍)이 주장한 범일종조설(梵日宗祖說) , 그리고 법통논
쟁의 실질적인 양대산맥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조종조설
(普照宗祖說) 과 태고종조설(太古宗祖說) 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
다. 그리고 종헌 의 규정은 도의종조설과 보조종조설 및 태고종조설
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3)
하지만

종헌 의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종조설

과 태고종조설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결
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의 종정을 지낸 성철(性徹)의 경
할 때 구산문의 승려들이 대거 천태종으로 옮겨가고 천태종대선에 응시하는 등
구산선문의 약세와 부진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종세의 강화와 선문의 결속을
위해서도 종명의 정착이 필요했을 것이다. 넷째, 승과에 합격한 이후의 선승법계
가 교종계의 수좌, 승통에 배대되는 것이 선사, 대선사인데, 천태종승도 선종계의
법계 그대로를 받았으므로 중국의 경우처럼 선문을 범칭적으로 선종이라 하지 않
고 조계종이라 함으로써 천태종과의 확연한 구분을 짓고자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령 태고보우가 제종통
합의 명칭으로서 조계종을 사용하자고 했다할 지라도 그것은 전래의 조계종이라
는 명칭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그때가 처음은 아니다.
3) 김상영, 조계종 종조와 중흥조 논쟁의 연구사 多寶 20호, 大韓佛敎振興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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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태고종조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는 물론이려
니와 도의조차도 조계종의 법계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여4) 큰 파
문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는 조계종의 법통에 대해 이처럼 서로 대립적인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맥을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이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종헌 의 규정이나 각 법통설을 놓고 볼 때에 그 앞의 과정
이 어떠하건 휴정과 부휴 이후는 모두 그의 법통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과연 휴정이 누구의
법을 이어받았는가이다. 지금까지 법통설을 다루어온 연구자들 또한
이것만을 다루어왔다. 그렇지만 과연 휴정 이후의 한국불교가 과연 의
심의 여지없이 휴정의 법계로 이어져온 것일까? 특히 선종에서 밝히
는 법계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깨달음을 인가하고
인가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여러가지 법통설의 형성 과정과 문제점
법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조선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서산
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의 법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있
어났다. 여기에서는 먼저 휴정 스스로 밝힌 법계와 그의 사후 제기된
나옹법통설(懶翁法統說),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태고법통설(太古法
統說),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된 보조법통설(普照法統說)의
순서로 각각의 주장을 알아보고,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정 이후의 법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 원택, 후기 , 退翁 性徹, 韓國佛敎의 法脈 , 藏經閣, 1993,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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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정이 밝힌 법통
휴정은 생전에 자신의 법계를 밝힌 적이 있다. 1560년에 지은 벽송
당대사행적(碧松堂大師行蹟) 과 1568년에 지은

경성당선사행적(敬聖

堂禪師行蹟) 의 발문(跋文)에 실려 있는 것이 그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휘는 지엄(智嚴)이고 호는 야노( 老)이며 거처한 집은 벽송
(碧松)이다. (중략) 먼저 연희교사(衍熙敎師)를 찾아가 원돈교의(圓頓敎義)
를 물었고, 다음으로 정심선사(正心禪師)를 찾아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은밀한 뜻을 격발하여 현묘한 뜻을 함께 떨쳤으니 깨달음에 이익되는 바
가 많았다. 정덕(正德) 무진(戊辰)년 가을에 금강산 묘길상에 들어가 대
혜어록(大慧語錄) 을 보다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는 화두에 의심을 품
어 오래지 않아 칠통을 깨뜨렸다. 또한 고봉어록(高峰語錄) 을 보다가
다른 세상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는 말에 이르러 이전의 견해를 한꺼번에
떨구었다. 그러므로 대사께서 평생 발휘한 것은 고봉과 대혜의 선풍이다.
대혜화상은 육조(六祖)대사의 17대 적손(嫡孫)이고, 고봉화상은 임제(臨
濟)선사의 18대 적손이다. 아아, 대사께서는 (중국의) 바다 밖에 있는 사
람으로서 은밀하게 오백년 전의 종파를 이어받았으니 마치 정자(程子)나
주자(朱子)가 천년의 뒤에 태어나 멀리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실마리
를 이어받은 것과 같으니, 유교나 불교나 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이다.5)
법(法)으로써 파(派)를 논하자면 벽송선사는 (나의) 할아버지이고 부용
(芙蓉)선사는 아버지이며, 경성선사는 삼촌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6)

이를 통해 보자면 휴정이 파악하고 있던 법계는 등계정심(登階正
心)- 벽송지엄(碧松智嚴)- 부용영관(芙蓉靈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
인다. 그렇지만 지엄에 대한 서술에서 그에게 선을 가르쳐준 정심에
대해서는 단지 깨달음에 이익되는 바가 많았다 라고만 하였을 뿐, 정
작 법맥은 곧바로 대혜와 고봉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
5) 休靜, 碧松堂大師行蹟
6) 休靜, 敬聖堂禪師行蹟

三老行蹟 한불7 :752중- 753상
三老行蹟 한불7 :757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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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휴정이 정심을 자신의 법계에 두었는지는 의문이다. 확실한 것은
지엄이 대혜와 고봉의 어록 을 통하여 깨쳤다는 것과, 그것이 휴정에
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이 점은 휴정의 법계를 논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휴정은 위로 정심까지만 말하고 있을 뿐, 그 위는 어떻게 되는
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휴정이 더 이상의 법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법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통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7 ) 그 어느쪽이건 휴정은 분명히 자신
의 법계를 벽송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나옹법통설
휴정이 말하지 않은 정심 이전의 법계에 대한 언급은 휴정 사후인
1612년에 허균(許均)이 지은

청허당집서(淸虛堂集序) 와

사명비(四

溟碑) 에 처음 보이는데,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청허당집서 에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도봉영소(道峰靈炤)국사가 중국에 들어가 법안(法眼)과 영명(永明)이
전하는 바를 얻어 송(宋)의 건륭(建隆)연간에 본국으로 돌아와 현풍(玄風)
을 크게 떨쳐 말법의 중생들을 구제하였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비
로소 선양되어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이에 임제와 조동(曹洞)의 선풍을 얻
7) 이에 대하여 최병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이것으로 보아 휴정은 정심
을 지엄의 정사법사로는 보지 않았고, 그 법통을 송의 임제종과 직결시키고 있었
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태고보우도 없고, 나옹혜근도 없으며, 물론 보조지
눌도 없는 것이다. 굳이 휴정의 가통으로 말한다면, 중국 임제종의 대혜, 고봉을
원조로 하고, 조선의 벽송을 초조로 하는 새로운 종파의 개계이라고 할만한 것이
며, 그리고 벽송의 선지를 이어받아 완성한 사람이 바로 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휴정의 의도는 그 법통을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의 전통에서 찾지 않
고 그와는 일단 구분하면서 송의 임제종과 직결시켜 그 계승을 강조하고 나아가
그 가풍을 발휘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병헌, 韓國佛敎法統說의 問題
點 僧伽 제6호, 中央僧伽大學, 1989, 80쪽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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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승하였으니, 선종에 끼친 공적이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국사의 정
법안장(正法眼藏)은 도장신범(道藏神範)에게 전해졌으며, 청량도국(淸凉道
國)과 용문천은(龍門天隱) 평산숭신(平山崇信) 묘향회해(妙香懷瀣) 현감각
조(玄鑑覺照) 두류신수(頭流信修)의 6세를 거쳐 보제나옹(普濟懶翁)을 얻
게 되었다. 나옹은 오래 원나라에 머물면서 두루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고
원통한 경지에 곧바로 나아가니 빛나는 선림(禪林)의 사표가 되었다. 그
법을 전해받은 이는 남봉수능(南峰修能)을 적사(嫡嗣)로 하며, 정심등계
(正心登階)가 이를 이었으니 곧 벽송지엄의 스승이다. 벽송은 부용영관에
게 전해주었으며, 그 도를 얻은 이 가운데 오직 청허노사(淸虛老師)만을
칭하여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8)

이에 따르자면 휴정은 중국 법안종의 법안문익(法眼文益)으로부터
영명연수(永明延壽)를 거쳐 도봉영소- 도장신범- 청량도국- 용문천은- 평
산숭신- 묘향회해- 현감각조- 두류신수- 보제나옹- 남봉수능- 등계정심으
로 이어진 법계에 속하게 된다.
한편 사명비 에 나오는 법계는 이보다 간략한 형태로서, 영명연수보조지눌(普照知訥)- 나옹혜근(懶翁慧勤)- 부용영관으로
다.9)

이어지고

있

청허당집서 에 실린 것과 비교해볼 때 나옹혜근에서 부용영관

으로 이어지는 법계는 청허당집서 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보충할 수
있으나, 새롭게 등장한 보조지눌을 어디에 두어야할지는 난감한 문제
이다.
허균이 제시한 법계는 이 밖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법계에 따르자면 정심을 거쳐 휴정에게 이어진 종파는 법안
종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정은 지엄 이후의 법통
이 임제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나옹혜근이나 보조지눌은 결코
법안종 승려가 아니다. 또한 이 법계에 등장하는 정심 이전의 사람 가
운데에는 도봉영소, 보조지눌, 나옹혜근만이 실제로 존재했고, 나머지
는 실제 존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스승과 제

8) 한불7 :659하- 660상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煐泰, 朝鮮 禪家의 法統을 밝힘 韓國佛敎史正論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 불지사, 1997, 567 - 5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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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가르침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휴정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정심 이전의 법계
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짜맞추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허균이 제시한 법계는 그 역사적 사실성에 비추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현재는 전해지지 않지만 허균의 시대에 이와 같은 주장이 있었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10 ) 그렇지만 휴정의 입적으로부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이 글을 지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는 설
득력이 없다. 만일 그와 같은 법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법계에
대한 관심이 결코 없다고 할 수 없는 휴정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어디에도 그와 같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 전통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휴정이
나 나옹, 보조의 선풍이 결코 법안종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에, 설령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하더라도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허균의 상상력에 의한 날조인가? 11) 허균에게 글을
청한 이가 유정(惟靜)의 제자인 혜구(惠球) 등 여럿이고, 문집의 발간
과 같은 일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분명 허균의 글
에 대한 제자들 사이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감안해볼 때 유
정의 제자들이 상의하여 법계를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허균의 글을 통
해 표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12)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법통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조선불교가
고려불교의 전통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
이 아닌가 추정된다.
10) 金煐泰, 朝鮮 禪家의 法統을 밝힘 韓國佛敎史正論- 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 불지사, 1997, 573쪽.
11) 李鍾益, 韓國佛敎の 硏究 , 536쪽/ 金煐泰, 朝鮮 禪家의 法統을 밝힘 韓國佛敎
史正論- 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 불지사, 1997, 572쪽에서 재인용.
12) 최병헌, 韓國佛敎法統說의 問題點 僧伽 제6호, 中央僧伽大學, 1989 , 82쪽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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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나옹혜근의 중요성이다. 나옹은
태고보우(太古普愚)와 더불어 고려말 임제선풍을 드날린 고승으로 이
름을 떨쳤으며, 무학자초(無學自超)- 득통기화(得通己和)로 이어지는 법
맥을 통하여 조선전기불교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는 무학자초
와 득통기화의 활동과 이른바 삼대화상(三大和尙)에 대한 예경을 통하
여 잘 나타난다.13 ) 따라서 나옹은 조선불교계에서 기성의 권위와 정통
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계에서 휴정으로 이어
지는 법맥이 나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라고 생각된다.
나옹을 휴정의 법계로 보는 시각은 이외에 회백(懷白)이 1637년에
지은 제월당대사집서(霽月堂大師集敍)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4) 이
시기가 태고법통설이 정립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자면, 휴정 사
후 그의 문하에서는 각각 나옹법통설과 태고법통설을 주장하는 대립
적인 견해가 있었으나, 태고법통설이 대세를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나
옹법통설은 힘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허균이 제시한 법계는 휴정의 문하들이 자신들이야
말로 이전의 한국불교 전통을 종합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정통법맥이
라는 자부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역사적 비사실성, 특히 휴정 스스로 임제종맥임을 천명하였음에도 법
안종의 법계에 속하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이 법계는 곧바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새로운 법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그것이 태고법통설이다.

13) 서정문, 朝鮮時代 禪門法統說에 대한 考察
論文集 제1집, 中央僧伽大學
1992, 42쪽.
14) 이에 따르면 나옹이 중국에 가서 지공화상과 평산처림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 돌
아왔으며, 이후의 유파는 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옹으로부터 나왔는데
나옹의 밑으로 일곱번을 전하여 휴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다.(한불8 :11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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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고법통설
태고법통설은 편양언기(鞭羊彦機)가 1625년에 지은 봉래산운수암종
봉영당기(蓬萊山雲水庵鍾峰影堂記) 에 처음 나타난다. 여기에서 언기
는 휴정의 제자인 사명당 유정의 법계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이제 4문파의 자손들이 임제종의 선풍을 잃지 않은 데에는 그 근원이
있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이 중국의 하무산(霞霧山)에 들어가 석옥(石
屋)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幻庵)에게 전하였다. 환암은 소온(小穩)에게 전
하였고, 소온은 정심에게 전하였다. 정심은 벽송에게 전하였고, 벽송은 부
용에게 전하였다. 부용은 등계에게 전하였고, 등계는 종봉(鍾峰)에게 전하
였다.15)

또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언기가 지은 청허당행장(淸虛堂
行狀)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릇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 속에 임제종풍을 잃지 않은 데에는 본원이
있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이 중국의 하무산에 들어가 석옥의 법을 이어
받아 환암에게 전하였다. 환암은 구곡(龜谷)에게 전하였고, 구곡은 등계정
심에게 전하였다. 등계정심은 벽송지엄에게 전하였고 벽송지엄은 부용영
관에게 전하였다. 부용영관은 서산등계에게 전하였다. 석옥은 곧 임제의
적손이다.16)

여기에서 언기는 휴정의 법맥이 임제의 적손임을 강조하면서 그 근
원을 태고보우에서 찾고 있는데, 글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사자상승
(師資相承)보다는 임제의 종풍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요컨
대 언기는 지엄 이후의 선풍이 임제종풍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
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자상승의 법맥이 확
실하지 않다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휴정은 지엄이
15) 한불8 :253하.
16) 한불7 :735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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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대혜와 고봉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밝히는 정도로 처리하
고 넘어갔지만, 스승으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은 제자를 통해서만 법이
전해진다고 하는 선종의 전통에 비추어볼 때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
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기는 보우에서 정심으로 이어지는
법계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이 법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계는 사실이 아니라 언기로 대표되는 휴정의 일
부 문도들이 임제종 정통법맥임을 내세우고자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
로 보아야 한다.
언기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낸 태고법통설은 기존의 나옹법통설과
더불어 휴정의 문하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옹법
통설을 버리고 태고법통설을 정통으로 확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1640년에 중관해안(中觀海眼)이 쓴

사명당행적(四溟堂行蹟) 에 실려

있다.
못난 제자인 해안은 오석령(烏石嶺) 망주정(望洲亭)의 가장자리 아랫자
리에 앉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나, (사명)대사의 정통 제자인 혜구, 단헌
(丹獻) 등이 전국의 문도들과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청허는 능인(能
仁)의 63대, 임제의 25세 직계 자손이다. 영명은 법안종이고, 목우자(牧牛
子)는 별종(別宗)이며, 강월헌(江月軒)은 평산으로부터 분파된 것이다. 이
비(허균이 지은 비문이 있는 비)에는 우리 스승이 임제로부터 전해지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 만일 후세의 지혜에 눈멀고 귀먹은 이가 오래도
록 전한다면 눈과 귀를 놀라게 할 일이 어찌 없겠는가? 해안은 비록 변
변치 못하지만 올바르게 적는 붓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를 가지고 와서
재삼 청하기 때문에 (중략) 삼가 쓴다.17)

여기에 등장하는 혜구는 허균에게 사명당의 비문을 청하러 갔던 당
사자로서, 나옹법통설을 창안해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참여한 자리에서 태고법통설로 의견이 결정되
었다는 것은 나옹법통설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17) 한불8 :75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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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태고법통설은 휴정 문하에서 정통의 주
장으로 확립되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문헌들에서 금과옥조로 떠
받들렸다.
이들이 나옹이 아닌 태고를 선택한 이유는 몇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임제종풍의 순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옹보다는 태고가
낫다. 나옹과 태고 모두 원나라에 가서 임제종 승려인 평산처림(平山
處林)과 석옥청공(石屋淸珙)에게서 각각 인가를 받고 돌아와 임제종풍
을 드날렸다. 그렇지만 나옹은 이에 더하여 중국 선종에 속하지 않는
지공(指空)화상의 법 또한 이어받았다. 따라서 임제종의 순수성이라는
점에서 나옹보다는 태고가 더 낫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18)
또 다른 이유는 나옹의 법계가 조선전기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무학자초와 함허득통으로 이어지는
법맥인데, 이것은 결코 등계정심에서 휴정에 이르는 법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휴정의 법맥을 나옹에서 찾게 된다면 그것은 무
학- 함허 법맥을 정맥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방계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옹은 피해야만 한다. 더우기 태고의 경우
는 조선 이후 법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새
로이 법계를 구성하는데 부담이 없었다.
또한 나옹이 이미 허균이 제시한 법맥에 핵심적인 인물로서 등장하
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허균이 제시한 법통설은 이미 많
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옹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었
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태고법통설 또한 나옹법통설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나옹법통설과 마찬가지로 정심 이전의 법계를 아무런 근거 없
이 짜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1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煐泰, 朝鮮 禪家의 法統을 밝힘 韓國佛敎史正論새로 캐내고 바르게 밝힌 논문 모음 , 불지사, 1997, 592- 5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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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의 사자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는 큰 문제를 낳는다.
선문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깨달음을 인가하고 인가받는 관계이
기 때문에 반드시 몸소 만나서 법을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정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엄은 정심으로부터 선을 배워 깨달음에 많은 이
익을 얻기는 했지만, 결코 깨달음을 인가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
려 지엄의 깨달음은 대혜어록 과 고봉어록 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말은 없다. 이로 보자면 정심은 결코 지
엄의 사법사(嗣法師)가 아니다. 휴정이 지엄의 법맥을 정심이 아니라
중국의 대혜와 고봉에게 바로 이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태고법통설에서는 정심을 지엄의 사법사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곡각운(龜谷覺雲)과 등계정심의 관계, 구곡각운과
환암혼수(幻庵混修)의 관계, 환암혼수와 태고보우의 관계에서도 나타
난다. 한마디로 이들이 법을 인가해주고 인가받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였다는 것은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는다.19)
이처럼 태고법통을 구성하고 있는 인맥은 어느것도 확실한 것이 없
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태고법통설은 한번 휴정의 문
도들에 의해 확립되고 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통의 법통설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조계종의 종헌 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4. 보조법통설
근현대에 이르러 이불화(李佛化), 이종익(李鍾益) 등에 의해 역설된
보조법통설의 핵심적인 주장은 심재열의 조계종조는 왜 보조국사인
가

20 )라는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조법통설에서도

태고법통설에서 내세우고 있는 구곡각운에서 등계정심을 거쳐 휴정에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정문, 朝鮮時代 禪門法統說에 대한 考察
제1집, 中央僧伽大學, 1992, 44- 53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 多寶 20호, 大韓佛敎振興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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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법맥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곡각운이 환암혼수가 아니라
졸암연온(拙庵衍 )의 사법제자이고, 졸암연온은 보조지눌의 수선사
(修禪社) 법맥이기 때문에 휴정은 보조법맥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결
국 휴정 이후의 한국불교는 보조법통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결국 태고법통설과 보조법통설의 논쟁에서 핵심은 구곡각운이 태고
법통설의 주장처럼 환암혼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보조법통설에서 주장
하듯이 졸암연온의 제자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쟁을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문증은

동문선(東文選) 에 실린 이색(李穡)의

남원승련사기

(南原勝蓮寺記) 로서, 졸암과 구곡의 관계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戊戌之秋 其將示寂也 以雲師 於族爲甥 於法爲嗣 付以寺事21)

이에 대한 해석은

(졸암이) 무술년 가을에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서, 구곡각운이 혈족으로는 조카이고 불법으로는 법을 이어받은 제자
인지라 절의 일을 맡기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자면 구곡은 환암
혼수가 아니라 졸암의 법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태고법통
설을 주장하는 성철은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於法爲嗣 의 嗣 를 師 로
바꾸어서 인척으로는 생질이 되며, 법으로는 스승이 되어 각운(구곡)
에게 절의 일을 부촉하였다

22)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전

해지는 어떤 문헌에서도 嗣 를 師 로 바꿀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원문을 잘못 보았거나 임의로 원문을 변조하였다는 비판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23 ) 더우기 그렇게 바꾸어서 한 해석을 그대
21) 민족문화연구회편, 국역동문선 원문영인부분, 121쪽 하단 왼쪽.
22) 退翁 性徹, 韓國佛敎의 法脈 , 藏經閣, 1993, 25쪽.
23) 이처럼 원문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다른 곳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예컨대 이색의 哭龜谷詩 에 나오는 龜谷衣冠 去爲臨濟孫 이라
는 구절을 성철은 구곡의 법통은 가서 임제의 법손이 되었다 라는 매우 이상한
문장으로 번역하면서, 출가하기는 보조의 계통으로 출가하였으나 그곳을 떠나 임
제종의 승려가 되었기 때문에 환암의 제자임이 분명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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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르자면 구곡은 연온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스승이 되어, 제자인
연온이 맡고 있던 절을 스승인 구곡이 이어받는 참으로 기묘한 관계
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구곡각운이 환암혼수의 제자가 아니라
졸암연온의 제자이기 때문에 보조의 법맥을 잇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휴정이 보조의 법맥에 속한다는 보조법통설은 타당한 주
장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구곡각운이 졸암연온의
제자로서 보조의 법맥을 잇고 있다고 하여도, 구곡각운에서 등계정심
佛敎의 法脈 , 25- 26쪽, 50쪽) 요컨대 구곡 각운이 출가는 보조 지눌 계통의 졸
암 연온에게 하여 그를 득도사로 삼았지만, 법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떠나 태고 보우에게서 법을 이어 임제종의 승려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성
철은 衣冠胄 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법통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去 를 졸암 연온으로부터 떠나서 라
는 뜻으로 해석한 것( 韓國佛敎의 法脈 , 50쪽)에 비추어 보면 졸암연온의 계통
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衣冠胄 라는 말은 사대부의
자제 를 뜻한다. 韓國漢字語辭典 제 4 권 43쪽의 衣 자 항목에서 衣冠子弟 라
는 표제어에 대하여 사대부(士大夫)의 자제 라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두 가지 용
례를 싣고 있는데, 하나는 고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의관자제 라는 말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통틀어 사대부의 자제 라는
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의관 은 사대부를 지칭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뜻이 맏아들 이나 자손 이라는 뜻이므로 구곡의관주 를 제대로 풀이하자면 구곡
은 사대부의 맏아들(혹은 자손)이다 는 뜻이 된다. 이렇게 보자면 거위임제손 은
구곡이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임제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승려가 되었다 는 뜻이
된다. 따라서 구곡 각운이 원래는 졸암 연온의 제자였다가 뒤에 태고보우의 제자
가 되었다 고 하는 성철의 해석은 전혀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영가대사의 증도가 가운데 自從認得曹溪路 를 해석하여 조계의 길을 인가 받아
알고부터는 ( 韓國佛敎의 法脈 , 93쪽)이라고 하였는데, 認得 은 인가를 받았다
는 의미가 아니라 알게 되었다 는 뜻이므로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는 이라고 해석
해야 한다. 이는 성철의 다른 저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성철스님법어집 1집
5권 인 신심명·증도가 강설 (藏經閣, 1993) 88쪽에서는 조계의 길을 인식하
고부터는 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인가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계의 길을 인가 받아 알고부터는 이라
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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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벽송지엄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인맥에 의존하고 있는 한 보조법통설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5. 휴정 이후의 법맥
법통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또 하나의 문제는 휴정
이후의 법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조계종 종헌 이나, 모든 법통설에
서 휴정 이후의 법계는 부용의 제자인 휴정과 부휴의 양 법맥이 이어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정 이전 불교계의 주류는 나옹
에서 무학, 기화로 이어지는 법맥으로서, 이는 휴정과는 다른 법맥이
다. 그리고 이 법맥이 갑자기 끊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
서 임진왜란 이후 휴정, 부휴의 법맥이 불교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하
여도, 모든 조선의 승려가 이 법계에 속하지는 않았다.24) 그런데도 단
지 휴정, 부휴의 법맥만이라고만 한다면, 사실은 같은 법계에 속하지
않는 이들이 모두 한 법계라고 주장하는 억지스러움을 면할 수 없다.
또 휴정/ 부휴의 법맥만을 인정하기로 하자면 오늘의 조계종에 분명하
게 이어지고 있는 조선불교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휴정, 부휴의 법계상승에서도 문제는 드러난다. 선문의 법계란 단순
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깨달음을 인가하고 인가받는
관계여야만 한다. 그런데 휴정 이후에 과연 그렇게 해서 사자상승의
법맥을 이어간 이가 몇 대에 걸쳐 몇이나 되는가? 또한 일정한 스승
이 없이 스스로 깨친 이들은 어떠한 법계에 속하게 되는가? 예컨대
근대 한국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鏡虛)의 경우 비록 스스로
휴정/ 부휴의 법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스승없이 혼자 깨달았
으며, 깨달은 뒤에 이를 인가해준 스승도 없었다. 이 경우 입실면수의
24) 대표적으로 보조지눌을 계승하고있는 송광사의 법맥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정문, 朝鮮時代 禪門法統說에 대한 考察 論文集 제1집, 中央
僧伽大學, 1992, 39- 4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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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경허는 결코 휴정/ 부휴의 법계에 들어가
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현재의 한국불교계에서 휴정
의 법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입실면
수에 의한 사자상승의 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휴정 이후의
법계에서도 휴정 이전의 법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조계종이 의심할 여지없이 휴정의 법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Ⅲ. 기존의 법통설이 가지는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통과 관련하여 역
사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휴정이 처음 제시한 벽송지엄에서 자신에 이르는 법계만이 분
명할 뿐, 나머지 모든 법통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법통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법통을 만들어내야만 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스승과 제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가를 받아야만
깨달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선종의 사자상승의 이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휴정의 법통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이러
한 이념에 의거하여, 이른바 석가모니와 가섭의 삼처전심(三處傳心)에
서 시작되어 보리달마에 이르는 서천(西天)28조설(祖說)을 지어내었으
며, 보리달마에서 혜능(慧能)에 이르는 중국의 선종 법계를 만들어내
었다. 따라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조선의 선종 승려들이 자신들의
법계를 만들어야할 필요를 느꼈을 때, 기꺼이 그 일에 착수하였으리라
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옹법통이나 태고법통과 같은
유형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필요에 의해 형성된 법통은 더 이상 사실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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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것은 쇠락해 있던 조선의 불교를 중흥시킨 서산 이후의 불
교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이념적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 선종이 선택한 태고법통설은 과연 조선불교의 실질
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태고법통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태고 이전의 한국불교
전통이 모두 부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태고 이후의
불교는 이전의 불교와 전혀 다른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특히 보
조지눌에 의해 확립된 한국 선불교의 수행체계와 간화선법은 조선시
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태고법통설에 따르자면 보조지눌은 설 자리가 없다. 결
국 태고법통설은 자신들이 이미 그 영향력 안에 들어 있는 이전의 한
국불교 전통을 부정하고 태고보우라는 매개를 통하여 중국의 임제종
전통과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조선 승려들의 의식지향성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즉 조선을 건국한 성리학적 사대부들이 건국이념의 하나
로 내세웠고, 조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갔던 사대모화(事
大慕華)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 의 연장선 상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휴정 이후의 조선 불교는 실질적으로는 지눌의 영향 아래 있으
면서도 법통으로는 중국의 임제종에서 태고보우로 이어지는 법계에
속하는 기형적인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조계종이 보우로부터 이어지는 법통설을 이념적으로
나마 사실이라고 규정하여 채택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
생하게 되었다.
첫째,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계는 도의에서 지눌을 거쳐 보우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계종이 정하고 있는 입실면수
(入室面授)의 사자상승법이나 태고법통설에 따른다면 보우는 지눌이나
도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계종의 법맥은 입실
면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이전의 법맥과 법칙에 맞춘 이후의 법맥이
라는 모순되는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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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불교는 임제종의 적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조계종
의 종조인 도의는 서당지장의 법을 이었는데, 서당지장은 마조도일(馬
祖道一)의 제자이고, 마조도일은 남악회양(南嶽懷讓)의 제자이다. 그런
데 임제종의 종조인 임제의현(臨濟義玄)은 마조도일에서 백장회해(百
丈懷海), 황벽희운(黃檗希運)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고 있으며,
서당지장은 이 법맥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도의를 종조로 하는
한국불교 조계종은 인맥으로 볼 때 임제종의 정맥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성철이 태고법통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러한 법맥상의 불일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법맥에서 보조지
눌은 물론이고 도의조차도 제외해버리자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25)
그렇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태고보우를 종조로 규정할 경우에도 여전
히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조계종이 간화선에 대해서 정맥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간화선은 송의 대혜종고(大慧宗 )에서 시작되
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여 수행법으로 완성한 사람은 보조지
눌이다. 그런데 입실면수의 전통에 의하자면, 지눌은 대혜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화선의 정맥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태고보우를 종조로 할 경우에도 나타난다. 태고법통
설을 주장하는 성철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법맥에 따르면 석존에서 시
작하여 달마와 혜능을 거쳐 이어진 법맥은 원오( 悟)를 지나면서 대
혜와 호구(虎口)의 둘로 나뉜다. 그런데 태고보우가 인가를 받은 석옥
청공은 대혜가 아니라 호구에서 비롯된 법맥이다.26) 따라서 청공을 통
해 보우로 이어지는 법맥은 간화선의 정맥이 아니다. 결국 태고종통설
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실면수의 법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한
국불교의 간화선은 대혜종고에서 비롯된 정맥이 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실면수의 사자상승을 전제로 하는 태
25) 원택, 후기 , 退翁 性徹, 韓國佛敎의 法脈 , 藏經閣, 1993 , 389쪽.
26) 退翁 性徹, 韓國佛敎의 法脈 , 藏經閣, 1993, 187-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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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통설을 토대로, 그것을 한국의 선불교 전통과 연결시키려할 때에
는 한국불교 스스로가 임제종의 방계, 비정통으로 자리매김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임제종이라는 중국의 종파에 대한 혈연적 순수성을 지키고
자 하는 인맥중심의 법통관이 오히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
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의와 보조지눌, 태고보
우를 모두 포괄하는 법맥은 스스로 규정한 입실면수의 원칙과 모순된
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선불교의 전통을 모두
포괄하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입실면수와 전법게라고 하는 인맥 중심으로 법
맥이 이어질 것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맥을 증명할 수 없는 과
거의 전통과 인맥으로 이어질 미래의 법계라는 모순이 가져다주는 부
담을 끝내 떨치지 못한다.

Ⅳ. 나오는 말 - 인맥 중심의 법통을 넘어서
법통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그것이 인가
를 해주고 받는 스승과 제자라는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맥중심의 법계는 불교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붇다는 결코
후계자를 정한 적이 없으며,

열반경(涅槃經) 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사람이 아니라 말, 말이 아니라 뜻 에 따라 그것이 바른 법인가 아닌
가를 판단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선문의 사자상
승 이념은 이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그런데 출가자의 핏줄은 진
리의 핏줄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단지 나의 스승이 누구인가만을 따
지는 법통론은 결코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 만일
그런 식의 사자상승만으로 진리를 따진다면 붇다도 결국 깨닫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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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인맥중심의 법통관은 폐쇄적인 문중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맥중심의 법통관을 더욱 고착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자상승의 전통에서 스승은 진리의 유일한 판단기준이며,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권위로 자리를 잡는다. 이는 결국 특정한 스승
에서 특정한 제자로 이어지는 닫힌 인맥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나 전통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문중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특정한 문중만이 법통을 이은 정통이고,
나머지는 방계라는 잘못된 법통관념을 낳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부
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는 선의 가
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더러, 열린 태도로 진리를 추구해야할 수행
자의 마음을 특정한 계파에 묶어버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맥을 통해서 법통을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
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법통설 자체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통론의 양대산맥을 형성해온 보조법통
설이나 태고법통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규
정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해왔다. 이는 당연히
분명한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문헌을 해석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논쟁의 양상을 띨 수 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의 법통논쟁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사실도 아니고 이념적 필요에 따라 허구적으로 구성된 법통설과 그에
대한 집착은 결코 불교적 입장이 아니며, 스스로를 좁은 법계 안에 한
정시켜버리는 구속이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인맥중심의 법통설이 요청될 때가 있었
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여 그러한 주장들이 등장하였다. 나옹법통설은
조선 이전의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
하여 제시된 것이며, 태고법통설은 반대로 태고보우 이전의 한국불교
전통과 단절하고, 중국 임제종의 정통적인 흐름이 새로이 시작되었음
을 선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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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오늘, 과거에 형성되었던 법통관에 대해 반성하고, 바람직한 방향
을 논의하는 일이 의미를 갖는다.
실상을 들여다볼 때 현재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순수한 선종이 아니
라 한국불교 1600년의 다양한 역사적 전통들을 모두 이어받고 있는
종합적인 종파이다. 이미 종헌에서 경전공부, 염불, 지주 등을 허용하
고 있고, 총림에는 선원과 더불어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조계종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종
의 법통만으로 조계종의 법통을 따지기로 하자면, 이는 한 부분에 대
한 법통은 될 수 있겠지만, 조계종 전체를 아우르는 법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불교의 특성을 통불교(通佛敎)로 규정하는 것이 학계의 일
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종파가 현재의 조계종
이다. 그런데 통불교의 뿌리는 후기신라초기에 활동했던 원효(元曉)까
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주장되고 있는 선종단일계의 법통설
에 따르자면 원효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결국 조계종은 통불교적 전
통 속에 있으면서, 그 전통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모순을 범
하고 만다. 따라서 이제 조계종은 선종의 사자상승이라는 제약된 관점
을 버리고 한국불교의 종합적 전통이라는 열린 관점에서 법통을 다시
정립해야만 한다.27)
요컨대 현재와 같이 특정한 인맥에 근거한 법통 안에 스스로 갇힌
상태에서는 인맥중심의 파벌주의로 흐를 뿐, 보편적인 깨달음의 추구
와 중생의 구제라고 하는 초인맥적인 목표를 위한 한국불교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세속적인 혈통주의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인맥
중심의 법통관념을 벗어나 한국불교를 새롭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리하여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의 전통을 일구어 미래의 한국불
교를 건설해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이 어떤 것을 이어

27)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조계종을 韓國佛敎總會(Kor ea Bu ddh ist S an g h a
Or der )라고 가칭하여 보는 (睦楨培, 韓國佛敎傳統과 宗名의 再照明 , 韓國佛敎
硏究院, 1984 .6 .9 .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10쪽) 주장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할 일
리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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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어떤 것을 버리며, 어떤 것을 재창조해야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
야한다. 그럴 때에만이 도의선사나 보조지눌은 물론이려니와 태고보우
나 청허휴정조차도 잘못 씌워진 법통의 굴레를 벗어나 진실된 모습으
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전통의 무
비판적인 맹종이 아니라, 전통에 기반한 창조에 의한 한국불교의 발전
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