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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知訥의 頓悟漸修論 硏究

남 영 근

본 논문은 지눌(知訥)의 돈오점수(頓悟漸修)가 불완전한 깨달음 이후

닦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수행법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 지

눌의 돈오점수론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도덕교육

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돈오점수론은 즉체즉용론(卽體卽用論)에 기반한다. 승조(僧肇)의 『조

론(肇論)』에 나타난 動과 靜, 有와 無의 순환 관계, 혜능(慧能)의『육조

단경(六朝壇經)』에 나타난 진여(眞如, tathātā)와 번뇌(煩惱, kleśa)의 즉

체즉용론과 그에 따른 무념(無念)·무주(無住)·무상(無相)의 수행법은 돈오

점수론의 모태(母胎)가 된다. 또한 화엄교학(華嚴敎學)에 나타난 즉체즉

용론인 법계연기(法界緣起)와 사종법계(四種法界), 성기론과(性起論) 연기

론(緣起論)은 원돈신해(圓頓信解)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이다.

돈오론의 기초가 되는 지눌의 심성론은 진심(眞心)의 체용관계와 자성

(自性)의 체용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진심의 체용인 불변(不變)과 수연

(隨緣)의 즉체즉용의 관계는 내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라는 돈오론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눌은 진심의 본체[自性]의 體와 用인 공적(空寂)과 영

지(靈知)의 즉체즉용 관계를 중시한다. 이는 불변과 수연, 性과 相, 理와

事 중 어느 것에도 편중되지 않는 조화로운 마음으로서 돈오점수론의 일

관된 원칙이 된다.

이러한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지눌의 돈오론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믿음과 이해를 통한 깨달음[圓頓信解]이다. 지눌은

이통현이 강조하는 信 개념과 선종(禪宗)의 돈오의 종지가 상통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화엄적 돈오론을 정초한다. 지눌은 원돈신해의 한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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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면서 빚게 되는 모순을 감수하면서도 원돈신해를

강조하는데, 이 점은 그의 禪 사상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는 내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廻光返照]

이다. 지눌은 마음의 빛을 안으로 돌이켜 공적영지심을 발견하는 체험을

통해 확고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이는 지눌의 돈오론의 중심

이 화엄교학이 아니라 선종에서 중시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는 화두참구를 통한 깨달음[看話徑截]이다. 간화경절

문이 돈오점수론의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간

화경절문은 반조 체험을 통한 확고한 깨달음을 위해 지눌이 제시한 하나

의 방편으로서 돈오점수론의 전체적 맥락에 포함된다.

지눌은 理와 事의 차이에 근거하여 깨달은 이후에도 부지런히 닦을 것

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로 부족한 깨달음인 원돈신해 이후의 닦음과 관

련된다. 그리고 지눌은 이러한 닦음의 이상적 형태를 닦되 닦지 않는 경

지인 무념수(無念修)라고 본다. 닦음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과는 달리 지

눌은 확고한 깨달음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

조한다. 이러한 무념수 개념에는 이타행(利他行)이라는 윤리적 실천이 포

함되는데 이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뜻한다. 지눌이 확고한 깨달음

이후 사실상 닦지 않는 경지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따로 강조하

는 까닭은 지눌 사상의 이러한 실천성과 관련이 있다.

닦음은 선정(禪定, samādhi)과 지혜(智慧, prajñā)의 수행을 그 내용으

로 한다. 지눌은 혜능을 계승하여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

(定慧雙修)를 이상적 닦음인 자성문정혜(自性門定慧)로 강조한다. 그리고

낮고 평범한 근기의 수행자가 점문(漸門)의 방법을 차용한 수상문정혜(隨

相門定慧)의 반복을 통해 자성문정혜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한다. 깨달음

만으로 부족하여 닦아야 한다는 점수론은 수상문정혜에 해당하며, 자성

문정혜와 수상문정혜의 분류는 혜능의 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이는 지

눌의 돈오점수론이 무엇보다 선종의 종지에 충실하다는 점을 뜻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과 및 도덕교육 방

법론에 관한 함의가 도출된다.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육과정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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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는 주로 한국 불교사상의 공통분모인 조화 정신의 관점에서 지눌을

다루고 있다. 지눌 사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과 함

께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지눌 사상의 차별적 성격에 주목한

내용 선정 및 진술이 필요하다. 도덕교육 방법론의 측면에서 공적영지심

의 체험인 돈오는 도덕적 자아의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깨달음

이후 숙련 과정인 점수는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낮은 근기를 위한 수행 방법인 수상문정혜는 도덕성 발달

론에 있어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주요어 : 지눌(知訥), 즉체즉용(卽體卽用), 공적영지(空寂靈知), 깨달음[頓

悟], 닦음[漸修], 도덕교육

학 번 : 2018-2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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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눌(知訥, 1158~1210)1) 의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2)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돈오점수론은 돈오라는 깨달음

이후에 점차적인 닦음[漸修]을 거치는 수행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성불(成

佛)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는 頓

의 측면에서 ‘한 순간 깨달음[sudden enlightenment]'을 의미할 뿐 아니

라 悟의 측면에서 어리석은 집착의 소멸을 뜻한다. 근본불교 수행론의

핵심인 사성제(四聖諦, catvāri āryasatyāni)를 보더라도, 깨달음의 결과인

멸성제(滅聖諦, nirodha-satya)는 무명(無明, Avidyā)을 초극한 열반(涅槃,

nirvāna)이자 해탈(解脫, mokṣa)이다. 따라서 돈오를 근본불교의 멸성제

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깨달음 이후에도 닦음[悟後

修]이 필요한 깨달음을 선종의 돈오라고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돈오

점수론은 단박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닦음의 노력을 기울

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관

점에 기초하여 돈오점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돈오점수는 먼저 단박에 깨친[頓悟] 후에 점진적인 닦음의 과정을 따르는 수

1) 속성(俗姓)은 정씨(鄭氏), 호는 목우자(牧牛子)이다. 입적 후 왕실에 의해 국사(國師)로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불일보조(佛日普照)이다. 고려 의종 19년(1165년) 8세의 나이

에, 당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사굴산(闍崛山) 종휘(宗暉) 선사의 문하에 

출가하였다. 이후, 25세에 선종의 과거인 담선법회(談禪法會)에 합격하였으나, 출가 

수행자로서 타락한 고려 불교의 혁신과 선교합일(禪敎合一), 그리고 수행자를 위한 저

술과 교육 활동에 평생을 전력하였다.

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불교 개념어인 돈오(頓悟), 점수(漸修), 체(體), 용(用), 심(心) 등

을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와 단박 깨달음[頓悟], 점차 닦음[漸修], 본체[體], 작용[用], 

마음[心] 등으로 풀어 표기하는 방식을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 내에서 

이미 개념어의 한자 표기가 제시된 경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돈오, 점수, 공적, 영

지, 등과 같이 한글로 표기한다. 단, 이미 한자 표기가 제시된 경우에도 어감상 어색

하거나, 의미의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한다. 그리고 근본불교의 개념

어의 경우에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함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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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이다. 지눌은 단박 깨친 후에도 몸에 밴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을 점진

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

또한 다음과 같은 비유적 예시를 통해 돈오점수를 설명하기도 한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해야겠

다고 다짐했으나, 막상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4)

이러한 교과서의 설명은 지눌의 돈오점수를 불완전한 인식[頓悟]과 그것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漸修]의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돈오가 불

완전한 인식일 뿐이라면 이를 선종(禪宗)의 돈오로 볼 수 없으며 점수

또한 단박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이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연구자

는 돈오점수론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의 타당성 여부에 문제의식

을 가지게 되었다. 지눌의 돈오점수가 실제로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여

닦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수행법인가?

이와 같은 연구 동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눌의

저술에 나타난 돈오점수론을 고찰하여 그 본의를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목적은 첫째, 지눌 돈오점수론의 기초가 되는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눌 사상은 전체적으로 중국불교의 즉

체즉용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먼저, 중국불교적 즉체즉용론의 원

류(源流)라고 할 수 있는 승조(僧肇, 384~415)의 『조론(肇論)』에 나타난

동정일여론(動靜一如論)과 비유비무론(非有非無論)의 즉체즉용 논리를 밝

힌다. 이를 통해 즉체즉용의 핵심적인 의미가 규명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혜능(慧能, 638~713) 어록인 『육조단경(六祖壇經)』의 내용이 승조

의 즉체즉용론의 기반 위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위해 『육조단

경』에 나타난 진여(眞如, tathātā)와 번뇌(煩惱, kleśa)의 즉체즉용 관계

3)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비상교육, 

2019, 67~68쪽. 

4)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교학사, 2019, 

70쪽.



- 3 -

및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수행 방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화엄교학(華嚴敎學)의 즉체즉용론에 관해 논한다. 지눌의 禪

사상은 당시의 주류 담론이었던 화엄교학의 많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

기 때문에 지눌 사상의 이해에 있어 이는 혜능 사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먼저, 법장(法藏, 643~712)의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인 육상원융론(六相

圓融論)이 상즉상입(相卽相入)과 원융무애(圓融無礙)라는 즉체즉용적 논

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구명한다.5) 다음으로, 법계연기론을 체계화

한 징관(澄觀, 738~839)의 사종법계론(四種法界論)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

는 법장의 법계연기론이 리(理)·사(事)의 즉체즉용 관계인 리사무애법계

(理事無碍法界)와 화엄교학의 궁극적 법계인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

로 체계화된다는 점을 밝힌다.6) 이어서, 지엄(智儼, 602~668)의 성기론(性

起論)에 관해 논한다. 성기론에는 법계연기론과 차별되는 이론적 강조점

이 있다. 이는 지눌이 법장의 법계연기론을 비판하면서 화엄교학을 선종

으로 포섭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엄

의 성기론을 법장의 연기론과 비교하면서, 연기론에 대한 성기론의 차별

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연기론에 대한 성기론

의 차별성을 논증하기 위해 지엄의 성기론을 계승한 의상(義湘, 625~702)

의 성기론 또한 논의에 포함시켜 살펴본다.

둘째, 지눌의 돈오론의 의미를 밝히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눌의 심성론(心性論)을 진심(眞心)의 체용관계와 자성(自性)의 체용관계

라는 두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지눌의 돈오론은 심성에 卽한 것이

기 때문에 심성론의 내용이 돈오론에 관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먼

5) 상즉상입과 원융무애의 즉체즉용론은 이통현(李通玄, 635~730)의 부동지불(不動智佛) 

개념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통현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佛心]인 

부동지불(不動智佛)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는 부처와 중생간의 상즉상입성을 강조

한다. 이통현 사상은 지눌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원돈신해론의 주된 근거가 된다.

6) 리사무애법계는 理와 事의 즉체즉용 관계를 말한다. 理와 事가 체와 용으로 구분 된다

는 점은 지눌이 돈오를 理의 차원으로, 점수를 事의 차원으로 풀이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리사무애법계는 이통현이 강조한 성기(性起)로, 사사무애법계는 법장이 강조한 

연기(緣起)로 연결된다. 지눌의 원돈신해문은 이통현을 계승하여, 법장의 사사무애·연

기론에 대한 리사무애·성기론의 우위성을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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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심(眞心)의 두 측면인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체용관계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는 불변과 수연이 즉체즉용의 관계를 이룬다는 지눌의 관

점을 논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라는 돈오론의 근거가 된

다는 점을 구명한다. 또한 진심의 본체인 자성의 두 측면인 공적심(空寂

心)[體]과 영지심(靈知心)[用]의 체용관계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는 지눌

이 진심의 본체[自性]를 공적과 영지의 즉체즉용 관계로 보았다는 점을

밝힌다. 지눌의 공적영지심 개념은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荷澤神會,

684~758)와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심성론을 계승한 것이다. 따

라서 지눌이 신회와 종밀의 심성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눌이 중시하는 공적영지의 즉체즉용적 조화

와 균형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눌의 깨달음에 관해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

에서 지눌의 깨달음을 살펴본다. 먼저, 믿음과 이해를 통한 깨달음[圓頓

信解]의 측면에서 논한다. 여기에서는 지눌이 화엄을 선으로 포섭하여

화엄적 돈오[解悟]를 정초하는 철학적 논증 과정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

개한다. 특히 지눌이 이통현의 『신화엄론(新華嚴論)』에 나타난 신해(信

解)를 종밀의 해오 개념으로 연결하는 내용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게 된

다. 이러한 원돈신해는 본 논문에서 연구 동기로 삼고 있는 ‘닦음이 필

요한 불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에, 원돈신해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 입장을 정리하고, 원돈

신해가 지눌의 禪 사상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7) 이를

통해 지눌이 원돈신해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인지했다는 점,

그리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돈신해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 드러날 것

이다.

또한 내적 체험[廻光返照]을 통한 깨달음의 측면에서 논한다. 지눌은

7) 교종의 방편을 수용한 원돈신해가 뜻하는 해오 개념은 성철(性撤, 1912~1993)에 의해 

시작된 돈점(頓漸) 논쟁 이후로 학계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목정배(1990), 윤원철

(1994)은 성철의 의견에 동조하며 해오를 지해(知解)로 보고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비

판한다. 반면 김호성(1992)은 해오의 완전성을 주장하며 성철의 주장을 비판한다. 박

성배(1992)는 해오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임과 동시에 지적 이해의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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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돈신해문을 통해 선종에서 경계하는 지적 이해를 통한 깨달음을 수용

했다. 이런 이유로 지눌의 돈오론을 원돈신해 중심의 불완전한 깨달음으

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8) 하지만 연구자는 원돈신해보다 회광반조라는

선종의 체험적 수행 방법을 통해 지해(知解)를 극복한 확고한 깨달음이

지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파악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원돈신해

에 대한 반조 체험의 우위성을 논증한다.

이어서 화두참구(話頭參究)를 통한 깨달음[看話徑截]의 측면에서 접근

한다. 이는 지눌 수행론의 삼문(三門) 체계 중 하나인 간화경절문(看話徑

截門)에 해당하는 것이다.9) 경절(徑截)이 ‘가로질러 간다’는 뜻을 가진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부처와 하

나가 되는 수행[無心合道門]을 말한다. 이러한 간화경절문의 전증론(全證

論)은 돈오점수론에 관한 일반적 인식인 분증론(分證論)과는 상이한 측면

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간화경절문이 돈오점수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10)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버스웰(R.

Buswell, 2013)이 지적한대로 간화경절문을 돈오점수에 편입시키기도 하

고 배제하기도 하는 지눌의 양면적 태도에 기인한다. 연구자는 지눌이

당시 도입기에 있던 간화선을 돈오점수론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

했으며,11) 간화선을 통해 반조 체험을 강조한 것이라는 논점을 제출한다.

8) 7번 주석 참고.

9) 지눌의 사상체계는 일반적으로 삼문(三門)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돈오문인 ‘원돈신

해문(圓頓信解門)’이고, 두 번째는 점수문인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세 번째는 간화

선의 화두참구법을 통해 곧장 깨달음을 완성하는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이다. 

10) 간화경절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간화경절문을 

돈오점수론과 별개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철(1981)은 돈오점수론을 신봉하던 

지눌이 자신의 말년에 사상적으로 전회하여 임제선을 신봉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며 

길희성(1996)은 여실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지눌이 언어적 사유를 초월한 간화경

절문을 강조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둘째는 간화경절문을 돈오점수론의 

체계 내에서 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강건기(2001)는 간화경절문이 점수문(성적등지문)

의 일종이라고 보며 심재룡(2004)은 돈오점수론 내에서 근기에 따른 수행방법의 차이

로서 간화경절문을 이해한다. 연구자는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과 『법집별행록절요

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에 등장하는 간화경절문에 관한 지눌의 설명을 

살펴볼 때, 지눌이 간화경절문을 돈오점수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양

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버스웰(R. Buswell, 2013)의 관점이 이 논쟁의 원인

을 잘 설명한다고 본다.

11) 이덕진(2001)은 지눌의 시대가 사상적으로 신회와 종밀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으나 상

대적으로 새로운 사상인 대혜의 간화선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다소 이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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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간화경절문이 지해를 넘어선 철저한 내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지눌 돈오론의 전체 맥락에 포함됨을 밝히고, 그의 돈오론을 위인문(爲

人門)의 원돈신해와 위법문(爲法門)의 반조 체험으로 체계화한다.

셋째, 지눌이 제시한 깨달음 이후 닦음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확히 구

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깨달음 이후의 닦음[悟後修], 그리고 닦음의

내용인 선정(禪定, samādhi)과 지혜(智慧, prajñā)에 관해 자세히 논한다.

먼저 오후수의 필요성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는 지눌이 이치[理]와 현상

[事]의 차이로부터 오후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事 차원의 습기(習

氣)가 오후수의 필요성으로 대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지눌이 깨

달음을 理의 무분(無分), 닦음을 事의 分으로 파악하고, 양자를 각각 頓

과 漸으로 연결한 것은 확고한 체험적 깨달음이 아닌 원돈신해 이후의

닦음과 관련됨을 밝힌다. 이를 통해 지눌이 제시하는 오후수의 필요성이

주로 초심자나 근기가 낮은 범부에 대한 담론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후수의 이상향인 무념공부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는 지눌이

말하는 깨달음 이후 닦음의 이상적 형태가 오전(悟前)의 유념수(有念修)

와는 다른 무수이수(無修而修)의 무념수(無念修)라는 점을 밝힌다.12) 이

러한 논의를 통해 지눌의 점수론이 미진한 깨달음을 닦아서 완성시킨다

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가 닦음의 이상향으로 보는 무념수는 확

고한 깨달음의 적용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13) 이어서, 오후수의 이타

행(利他行)에 관해서 논한다. 여기에서는 돈오점수론이 단순히 자신의 성

상적 토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지눌이 이런 상황에서 작은 담론

인 간화경절문을 큰 담론인 돈오점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12) 지눌의 오후수 개념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무수이수의 무념수를 오후수의 일

반론으로 파악하여 돈오점수론이 사실상 돈오돈수론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다. 대표적으로 박성배(1992)는 돈오점수를 돈오돈수적 점수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승택(2011)은 돈오점수가 돈오돈수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 이는 성철로

부터 제기된 돈오점수론에 대한 비판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연구자는 돈오점수론 체

계 내에서도 돈오돈수론이 강조하는 확고한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

다. 또한 그러한 확고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무념수가 일반적인 닦음이 아닌 높은 

근기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닦음’이라는 점에서 돈오점수가 돈오돈수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논의될 것이다.

13) 성철(1981)은 선종의 깨달음이 돈오이면 修도 돈수(頓修)라고 주장하면서 깨달은 뒤

에도 더 닦는 점수를 비판한다. 이는 지눌의 화엄적 해오에만 집중하여 그의 궁극적 

취지인 무수이수의 무념수에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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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成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윤리적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지눌의 이타행 개념은 자신이 선행

(善行)을 한다는 의식이 없고,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

시(無住相布施)로서 무념수의 일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

행된다. 이를 통해 닦음의 이상향이 확고한 깨달음 이후의 무념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눌이 점수를 따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사회적 실천

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선정(禪定, samādhi)과 지혜(智慧, prajñā)에 관해 논한다. 먼

저,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관계를 논한다. 이를 위해 선정과 지혜의 즉

체즉용 관계를 논한 혜능의 사상과 이를 계승한 지눌의 입장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원칙과 성적등지(惺寂等持)의 방법

론을 도출한다. 이어서 근기에 따른 정혜 수행의 두 가지 방법론으로 자

성문정혜(自性門定慧)와 수상문정혜(隨相門定慧)를 논한다. 여기서는 지

눌의 점수 개념이 근기에 따라 이상적 닦음인 자성문정혜[無念修]와 대

중 보편을 위한 닦음인 수상문정혜[有念修]로 나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문정혜(二門定慧)의 구조가 선종의 대표적 사상가인 혜

능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구명하여,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선종의 가

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논지를 강화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부족

한 깨달음을 보충하기 위한 닦음은 지눌이 이상향으로 여기는 자성문정

혜가 아니라 수상문정혜에 해당한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고, 나아가 자성

문과 수상문이라는 서로 다른 근기를 기준으로 지눌 사상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된다.

넷째, 돈오점수론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고

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에 대한 함의와 도덕교육 방법론의 두 측면

에서 논의가 전개된다. 먼저, 『윤리와 사상』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진술의 특징을 정리하고 본론의 연구 결과에 입각한 연구자의

제언을 개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덕교육 방법론에 관한 함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첫째는 돈오론의 함의로, 여기서는 돈오론을 도덕

적 자아의 체험으로 연결하고, 도덕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 8 -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는 점수론의 함의로, 깨달음 이후의 닦음을 통해

공적영지심을 숙련하는 점수론의 내용이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 개념에

제시하는 함의를 구명한다. 셋째는 수상문정혜의 함의로, 낮은 근기의 점

수 방법에 해당하는 수상문정혜가 도덕성 발달에 함의하는 바를 밝히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본론은 돈오

점수론의 기초인 중국불교의 즉체즉용론, 지눌의 돈오론, 지눌의 점수론,

그리고 지눌 돈오점수론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논하는 4장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첫 번째 순서인 Ⅱ장은 지눌의 돈오점수론에 대한 사상적 배경

인 즉체즉용론(卽體卽用論)을 논한다. 중국 대승불교의 핵심 담론인 즉체

즉용론(卽體卽用論)은 지눌 사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지눌 사상의 기초로서 중국불교의 즉체즉용론에 관해 살펴본다. Ⅱ

장의 1절에서는 승조와 혜능의 즉체즉용론을 살펴보고 Ⅱ장의 2절에서는

지눌에게 큰 영향을 미친 화엄교학의 즉체즉용론을 논한다.

Ⅲ장에서는 지눌의 돈오론에 관해 논한다. Ⅲ장의 1절에서는 돈오론의

기초가 되는 지눌의 심성론을 분석한다. Ⅲ장의 2절에서는 지눌의 돈오

론을 믿음과 이해, 내적 체험, 화두참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체계화한다.

Ⅳ장에서는 지눌의 점수론에 관해 논한다. Ⅳ장의 1절에서는 돈오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눌이 제시한 ‘깨달음 이후의 닦음[悟後修]’의 필

요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오후수의 이상향인 무념(無念) 공부의 의

미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오후수의 무념 공부가 자신을 위한 수

행을 넘어 윤리학적 담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밝힌다. Ⅳ장의 2절에서

는 점수의 내용인 선정과 지혜의 의미와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눌의 정혜 수행론을 자세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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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에서는 돈오점수론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Ⅴ장의 1절에

서는 고등학교『윤리와 사상』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진술

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론의 연구 결과에 입각한 연구자의 제언을 개진

하고자 한다. Ⅴ장의 2절에서는 도덕교육 방법론에 관한 함의를 ‘돈오론

과 도덕적 자아의 체험’, ‘점수론과 체화적 접근’, ‘수상문정혜와 도덕성

발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본 논문은 지눌의 원전을 중심 텍스트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며, 이를

위해 동양학에서 말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핵심 연구 방법으로 택한다.

지눌의 원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개념어들은 일관되게 해석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의미상 차이가 있다. 예컨대 심(心)은 심성론에서 진

심(眞心)으로 쓰일 때에, 망심(妄心)의 반의어로서 불성(佛性)이나 법신

(法身)과 같은 궁극적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즉심시불(卽心是佛)의 맥락

이다. 반면 무심(無心)과 같은 경우에 心은 현상적 心의 망상과 집착을

강조하는 개념어이다. 또한 지(知)의 경우에,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일반

적인 인식을 뜻하지만, 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靈

知]이라는 진심의 본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개념어라

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하면 곡해되는 부분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전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충실하게 살펴보는 해석

학적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을 위해 동양학의 문헌 연구 방법인 문자학(文

字學) · 훈고학(訓詁學) · 성운학(聲韻學) 등의 소학[小學, philology]적

연구 방법14)에 근거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중요 개념어에 대한 정

확한 해석이 중시되므로, 소학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맥락, 글의 구조 등

을 고려하여 자구(字句)의 정확한 독해를 강조하는 훈고학적 방법을 중

심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원전 해석의 곡해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정확한 해석을 도모한다.

14) 고대 중국에서 언어에 대한 학문은 소학(小學)으로 불렸다. 한자의 모양[字形]을 연구

하는 문자학(文字學), 한자의 소리[字音]를 연구하는 성운학(聲韻學), 한자의 뜻[字意]

을 연구하는 훈고학(訓詁學)이 소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다. Pulleyblank, E G., 양세

욱 역,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서울: 

궁리, 2014, 4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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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의 저술에는『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수심결(修心

訣)』,『진심직설(眞心直說)』,『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간화결의론

(看話決疑論)』,『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염

불요문(念佛要門)』,『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

人文)』의 9종이 있고, 지눌의 입적 이후 고려 희종의 명으로 세운 비문

인 『불일보조국사비명병서(佛日普照國師碑銘幷序)』은 지눌의 생애와

구도(求道)의 길을 기록한 유일한 문헌으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염불요문』을 제외한 8종의 저술을 다룬다.15) 그리고 지금까지 간행된

보조 저술의 여러 판본을 대조 교열하고,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아 지눌

연구의 표준이 되고 있는『보조전서(普照全書)』(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를 원전으로 활용한다.

또한 원전과 함께 다양한 역본과 전문 연구서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다. 국역본으로는 김달진의 『보조국사전서(普照國師全書)』(서울: 고려

원, 1987)과 법정의 『보조선사법어(普照禪師法語) - 밖에서 찾지 말라』

(서울: 불일출판사, 1991), 김탄허의 『보조법어(普照法語)』(서울: 교림,

2005)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고, 영역본의 경우 북미권의 대표적 지눌 연

구자인 Robert E Buswell의 The Korean Apporach to Zen: The Collected

Works of CHINUL(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3.)을 참

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전반에 걸쳐 지눌의 저술 다음으로 자주 인

용되는『육조단경』은 다양한 판본 중 최고본(最古本)인 돈황본(敦煌本)

을 원전으로 활용하며, 영역본으로 Philip B. Yampolsky의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he Text of the Tunhuang Manuscript with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New York, 1967.)을 참고한다. 또한

원전과 더불어 길희성, 박태원, 박성배, 심재룡 등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서 및 논문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2차 자료 활용의 목적은

지눌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통해 더욱 깊이 있

는 논의를 모색하는 것에 있다.

15) 『염불요문』은 10종의 염불 삼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저술로, 극락왕생을 지향하는 타

력(他力) 수행의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의 주제인 돈오점수론이 철저한 자력(自力) 

수행이라는 점에서 『염불요문』은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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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눌 돈오점수론의 이론적 기초 :

즉체즉용론(卽體卽用論)

1. 승조(僧肇)와 혜능(慧能)의 즉체즉용론16)

본 장에서는 돈오점수론의 이론적 기초로서 즉체즉용론을 고찰한다.

체용론은 세계를 본원·본체·원리[體]와 현상·기능·작용[用]의 통일로 해석

하는 사유양식이다.17) 본체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 서양 철학은 동양 철

학에 비해 본체와 현상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면, 동양 철학은 상대적

으로 본체와 현상의 간극을 좁히는 방향[체용불이(體用不二)]으로 사유를

전개해 나갔다.18) 체용불이의 관점이 신유학에서 체용일원(體用一源)의

사유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공(空)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대승반야(大乘

般若) 계통의 경전에서는 즉체즉용의 사유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

종의 견성성불(見性成佛) 주장의 근거가 된다.

지눌의 사상은 전체적으로 즉체즉용론이라는 근본적 기반 위에 서 있

다. 이런 점에서 지눌의 돈오점수론 이해에 있어, 즉체즉용론에 관한 이

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노장현학(老莊玄學)의 이분법적 체용

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동정일여(動靜一如)와 비유비무(非有非無)의 세계

관을 정초한 승조의 『조론』과 진여와 번뇌의 불가분성에 기반해 성불

(成佛)을 논한 혜능의 『육조단경』에 나타난 즉체즉용론을 살펴본다.

16) 즉체즉용은 의미 자체가 순환적인 것으로 즉용즉체와 같은 의미이다. 이를 간결하게 

풀어서 말하면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이다.(체에 대해 말하면 체가 곧 용이며, 

용에 대해 말하면 용이 곧 체)”라는 뜻을 함축한다. 강진석, 『체용철학』, 서울: 문사

철, 2012, 75쪽. 

17)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신유학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127쪽.

18) 동양윤리사상의 특성 혹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 뿐, 그것이 전적으로 동양에서만 보편화될 수 있는 특성 혹은 배경이라고 이해

해서는 안 된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동양윤리사상강의』, 서울: 새문사, 2017,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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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승조의 즉체즉용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어 온 초기에는 반야 계통의 경전들

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 반야계통의 경전들은 空 사상을 핵심으로 한

다.19) 불교는 중국의 전통적 사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의 토착화를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중국 사상을 불교 이론에 적용한 격의불교(格義佛

敎)가 나타났다. 격의불교에는 이른바 육가칠종(六家七宗)이라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지만 개괄적으로 볼 때 노장현학의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하

여 본체를 현상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을 취했다. 승조의 즉체즉용론은

이러한 육가칠종의 숭본주의(崇本主義)를 비판하며 체와 용이 구분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맥락 위에 있다. 본 절에서는『조론』에 나타난 동정일

여와 비유비무의 사유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지눌 돈오점수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즉체즉용론의 의미를 밝히도록 한다.

육가칠종을 위시한 격의불교는 無를 본체로 有를 작용으로 보는 현학

적 접근을 위주로 한다. 동정(動靜)의 관점에서 無는 고요한 것으로 靜에

대응하고, 有는 변화하는 것으로 動에 해당한다.20) 승조는 중관학(中觀

學)의 이제설(二諦說) 형식을 차용하여 동정일여와 비유비무를 진제(眞

諦)로, 유무와 동정을 속제(俗諦)로 삼아 이러한 숭본주의를 비판한다.

반드시 제법(諸法)이 움직이는 데서만 고요함을 구하므로 제법은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하고, 움직임을 버리지 않고 고요함을 구하기 때문에 고요하나 움직임

을 떠나지 않는다.21)

위 인용문에 따르면 고요한 본체는 움직이는 현상 속에 존재한다. 따라

서 고요함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의존하여 존재하

는 것이다. 이는 그 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에

19) 김제란, 「중국철학에서의 ‘체용(體用)’ 개념의 변천과정」, 『시대와 철학』, 17(4),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2017, 45쪽.

20) 승조는 無의 본체를 본무(本無)로, 본무가 인연에 따라 화합하여 나타난 것을 ‘연회

(緣會)’라고 개념화한다. 전자가 無이자 靜이라면 후자는 有이자 動의 세계이다.

21) “必求靜於諸動, 故雖動而常靜, 不釋動以求靜, 故雖靜而不離動.” 僧肇, 송찬우 역, 

『肇論』, 「物不遷論」 서울: 경서원, 2012,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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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동과 정은 구분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동과 정은 하나의 세계에 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승조는 이

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대저 사람들이 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나는 과거의 사물이 지금에 이

르지 않았기 때문에 動이고 靜이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靜이란

역시 과거의 사물이 지금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靜이라고 말한다. 動이면서

靜이 아니므로 그것이 오지 않은 것이며, 靜이면서 動이 아니므로 그것은 가지

않은 것이다.22)

승조의 동정에 관한 관점은 일반적인 그것과는 다르다. 승조의 동정 개

념에는 시간에 관한 승조 특유의 시각이 들어있다. 위 인용문에서 승조

는 같은 현상에 대해 動과 靜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부여한다.

物이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지 않은 것은 動이다. 物이 動하므로 과거

의 物과 지금의 物이 같지 않다. 그런데 物이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지

않은 것은 동시에 靜이기도 하다. 과거의 것이 지금에 이르지 않아서 과

거는 과거에 지금은 지금에 각자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조는 시

간의 흐름 속에서, 物의 모습에는 動과 靜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요컨대

승조가 말한 동정일여의 의미는 과거의 物이 지금에 이르지 않았다는 하

나의 사실이 動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靜의 근거가 되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動과 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거나 체와 용이

같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승조의 동정일여는 動과 靜이 하나의 전체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임의 동적 속성은 그 자체

로 고요함의 정적 속성이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간다고 말해도 반드시 갈 필요가 없다. 과거와 현재가 항상 존재하

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23)

22) “夫人之所謂動者, 以昔物不至今, 故曰動而非靜. 我之所謂靜者, 亦以昔物不至今, 故

曰靜而非動. 動而非靜, 以其不來, 靜而非動, 以其不去.” 같은 책, 51쪽.

23) “是以言往不必往. 古今常存, 以其不動.” 같은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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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動은 動이 아니라 靜이기도 하므로, 動을 動이라

고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역의 경우로 靜 또한 靜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動이라고 규정하면 靜을 배제한 것이고, 靜이라고 규정하면 動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승조의 동정일여는 動에 집착하게 되면 靜을

놓치게 되고 靜에 집착하면 動을 놓치게 되는 묘한 순환적 관계라고 정

리할 수 있다.

이러한 승조의 동정일여(動靜一如)는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는, 動靜이 하나의 전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며, 둘째는

動과 靜 양자 중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놓치게 되는 순환

관계라는 것이다.「물불천론(物不遷論)」의 동정일여론은 『조론』 의 다

른 장인「부진공론(不眞空論)」에서 비유비무론으로 이어진다.

비록 있으나 없는 것을 비유(非有)라고 한다. 비록 없으나 있는 것을 비무(非

無)라고 한다.24)

승조는 동정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유무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

계로서 하나의 통일체라고 본다. 그에게 있어, 無는 有를 生하게 하는 근

본이자 有는 無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는 현학(玄學)적 설명은 유효하

지 않다. 유와 무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며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승조

는 이러한 관계를 비유비무라고 말하며, 비유비무를 진제로 삼는다.25)

현상의 만물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견(邪見)은 미혹이며, 사물은 실제

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견(常見)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비유비무는 진제라고

할 수 있다.26)

24)“雖有而無, 所謂非有. 雖無而有, 所謂非無.” 僧肇, 송찬우 역, 『肇論』, 「不眞空論」 서

울: 경서원, 2012, 104쪽.

25) 진제는 제일의제(第一義諦) 혹은 승의제(勝義諦)라고도 하는데 이는 용수가 중론 24

장에서 세속제(世俗諦)와 제일의제라는 이중의 진리관을 내세운데서 비롯한다. 세속제

는 언어적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언어적 진실을 말한다. 제일의제 혹은 승의제

는 언어적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의 궁극 진리이며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용수는 제

일의제를 세속제로 표현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부정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

로 불이(不二)의 中이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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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의 관계는 앞서 동정의 관계와 같이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없

다고 규정하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정하면 없음이 드러난다.

중론에서 이르길 사물은 인연을 따르기에 있지 않고, 연기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27)

인연을 따르는 사물의 모습은 본체적 차원에서 무자성(無自性)으로, 무엇

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자성은 생멸 인과의 본체이기는 하지

만 실체(substance)가 아니다. 무자성은 연기라는 有의 현실로부터 비롯

한다. 이것에 의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에 의해 이것이 일어난다는 연

기는 有이지만, 그것이 이치 상 無라는 것이 무자성의 뜻이기 때문이다.

연기라는 현상의 차원에서 사물을 有라고 규정하면, 이치 상 無가 드러

나 有에 머물 수 없게 되고, 이치의 차원에서 無라고 단정하면 현상의

有가 드러나 無를 고집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도 아니고[非有],

없음도 아니다[非無].

이와 같은 유무와 동정의 순환 관계는 부정과 긍정의 양립 관계로도

볼 수 있다. 非有는 有를 부정하면서 無를 긍정한다. 그러나 다시 非無로

서 무를 부정하면서 유를 긍정한다. 즉, 유무동정(有無動靜)은 서로를 긍

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28)

승조의 즉체즉용론은 지눌 사상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라는 논리는 지눌 사상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진심(眞心)과 자성(自性)의 체용 관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

리고 승조의 동정일여론에 나타난 승조 특유의 역설적 시간론은 이통현

26) “以物非無, 故邪見爲惑. 以物非有, 故常見不得. 然則非有非無者, 信眞諦之談也.” 僧

肇, 송찬우 역, 『肇論』, 「不眞空論」 서울: 경서원, 2012, 115쪽.

27) “中論云, 物從因緣故不有. 緣起故不無.” 같은 책, 115쪽.

28) 이와 같은 승조의 즉체즉용 관계에 대해, 강진석은 유무 장력[張力, tension]의 세계

로 이를 표현한다. “장력의 세계는 무에 집착하면 유를 들어다 무의 무지함을 깨뜨리

고, 유에 집착하면 무를 끌어다 유의 허상을 깨뜨리는, 마치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

는 고무줄처럼 팽팽한 필드(field)와도 같다. 승조는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고무줄처럼 서로를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장력의 세계를 체용의 사유로 재구성해내었

다.” 강진석, 『체용철학』, 서울: 문사철, 2012,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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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십신초위(十信初位) 개념을 통해 강조하는 초월적 시간성 담론에 녹

아들어 지눌의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으로 이어진다.

특히 승조 즉체즉용론의 체용의 순환적 관계는 돈오점수론에 일관되는

지눌의 강조점과 상통한다. 지눌은 본체와 작용, 이치의 깨달음과 사실적

훈련, 또랑또랑함[惺]과 고요함[寂],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에 있어 양자

중 하나에 걸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모두를 겸비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자 수행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1.2 혜능의 즉체즉용론

지눌의 입적 이후 고려 희종의 명으로 지눌의 행장(行狀)을 기록하여

세운 비문인 『불일보조국사비명병서(佛日普照國師碑銘幷序)』에 따르면

지눌은 종교적 인격형성에 있어 총 세 단계의 심기일전(心機一轉)을 겪

었다. 제 1단계는 혜능의『육조단경』에 의한 것이고, 제 2단계는『화엄

경(華嚴經)』에 의한 것이며, 마지막 3단계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禪師語錄)』에 의한 것이었다.

『불일보조국사비명병서』에는 지눌이 25세 때인 1182년에 승과(僧科)

에 합격하고 창평 청원사(淸願寺)에 머물면서 학당에서『육조단경』을

열람했을 때를 묘사한 대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지눌은 “ ‘진여자성(眞

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어 육근(六根)이 보고 듣고 분별해 알지만 만경

(萬境)에 물들지 않고 진성(眞性)이 항상 자재(自在)하다.’ 는 대목에 이르

러 크게 놀라며 일찍이 겪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였다”29)고 전한다. 지눌

이 감화받은 대목은 혜능의 『육조단경』의 종지인 진여와 번뇌의 즉체

즉용 관계를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지눌이 이 대목에서 사상적 전회

를 겪었다는 기록과 같이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혜능의 『육조단경』에

나타난 진여와 번뇌의 즉체즉용론에 큰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29) “眞如自性起念, 六根雖見聞覺知, 不染萬境, 而眞性尙自在, 乃警喜, 得未會有” 「불일

보조국사비명병서」, 『보조전서』,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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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선종의 중요 가르침은 사구게(四句偈)로 요

약된다. 문자로써 가르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불립문자(不立文字)’,

마음에서 직접 마음으로 전하는 ‘교외별전(敎外別傳)’, 마음속의 청정한

본성을 한 순간 깨닫는 ‘직지인심(直指人心)’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이 그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가르침들은 『육조단경』에 나타난 깨달음과 수

행에 관한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육조단경』에서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

若波羅蜜, mahā-prajnā-pāramitā)’을 지향한다. 이는 생과 사의 경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저 너머의 언덕[波羅蜜]에 도달하는 큰[摩訶] 지혜

[般若]를 말한다. 즉, ‘마하반야바라밀 ’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혜능에 의

하면 이 깨달음은 한 순간[頓]에 이루어진다.

순간의 생각에 무지(無知)가 들어오면 반야가 끊어지고, 순간의 생각에 지(智)

가 들어오면 반야가 생긴다.30)

그렇다면 왜 깨달음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선종의 오조(五祖) 홍인(弘忍, 601-674)의 수좌승(首座僧)인

신수(神秀, 606?~706)와 혜능이 서로의 깨달음을 말한 게송을 비교해보

자. 신수의 게송은 아래와 같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明鏡臺)와 같다.

늘 부지런히 털어내어,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할지니!31)

다음으로 혜능의 게송을 살펴보자.

30) “一念愚, 卽般若絶. 一念智, 卽般若生”. Philip B. Yampolsky,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he Text of the Tunhuang Manuscript with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 New York, 1967, p.130.

31)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 같은 책,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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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깨달음의 나무가 없고,

명경 또한 대(臺)가 없다.

불성은 항상 깨끗하고 순수한데,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요,

몸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라.

맑은 거울은 본래 깨끗한데,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오?32)

신수와 혜능의 게송은 마음을 ‘거울‘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혜능은 위의

게송에서 ‘본래’ 깨달음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본래’ 깨끗하다

고 말한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함을 드러내려는 노력 없이 청정

함을 단박 깨닫기만 하면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心卽佛]가 된다. 반

면, 신수의 게송은 먼지에 덮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점차 닦는[漸修] 수련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차이를 근본불교의 사성제의 관점에서 대조해 볼 수 있다. 사

성제는 불교의 궁극 목표인 ‘고(苦, duhkha)’로부터 해방되어 열반에 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체적 가르침이다. 신수는 사성제의 순서를 그대로

밟아나간다. 그래서 고통으로 인한 집착의 세계를 정화하여 깨달음을 얻

는다. 반면 혜능은 집제가 곧 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집착과 고통의 실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33)

번뇌 자체가 스스로 깨달음이다. 과거의 생각이 미혹되었을 땐 범부였으나,

미래의 생각이 깨달으면 이것이 부처다.34)

32) “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清淨. 何處有塵埃. 心是菩提樹. 身爲明鏡臺. 明鏡本

清淨. 何處染塵埃?” 같은 책, p.132

33) 박성배는 이러한 혜능과 신수의 사성제에 관한 이해의 차이를 무생사제(無生四諦)와 

생멸사제(生滅四諦)로 구분한다. 전자는 고통이 원래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후자는 생긴 고통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다. 박성배, �깨침과 깨달음

(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ment)� , 서울: 예문서원, 2002, 31쪽.

34) “即煩惱是菩提. 前念迷即凡, 後念悟即佛. Philip B. Yampolsky,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he Text of the Tunhuang Manuscript with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 New York, 1967,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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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지혜(智慧)와 선정(禪

定) 속에서 모든 사물에 물들지 않으며,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이 마하반야바

라밀에서 나오셨고, 삼독(三毒)이 변하여 지계(持戒), 선정(禪定), 지혜(智慧)로

된다.35)

혜능은 일체의 번뇌가 그 자체로 청정한 심성(心性)이라는 관점을 바탕

으로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의 세 가지 수행 원칙을 제시한다.

무념·무상·무주는『육조단경』수행론의 종(宗)·체(體)·본(本)이 된다.

나의 이 가르침은 예부터 지금까지 무념을 주된 교리로, 무상을 체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상은 相과 함께 하면서도 相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념은 생

각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무주는 사람의 근본 성품이다.36)

혜능은 본래 생각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그침 없이 일어나는 사념(思念)의 연쇄성으로 인해 번뇌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 순간 생각의 집착을 끊어버리는 무념이 필요하다. 그

리고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사념의 연쇄성을 끊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

터 집착을 할 대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서도 대상을 떠나야만 하는 무주가 필요하다.

무념·무상·무주는 고정된 相에 대한 집착을 허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무념·무상·무주는 무사유와 무감정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

다. 이는 현상계의 제법(諸法)과 형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행

자의 마음이 相에 속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相을 따르되 그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 무념, 무상, 무주의 본의라고 할 수 있다. 상을

따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 세계의 형상과 그것이 일으

키는 번뇌 또한 진여[體]의 작용[用]이기 때문에 번뇌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무념·무상·무주는 진여와 번뇌의 즉체즉용론

35) “無去, 無住, 無來往, 是定惠等不染, 一切法三世諸佛, 從中變三毒, 爲戒定惠. 같은 

책, p.148.

36) “我此法門, 從上以來, 頓漸皆立無念爲宗, 無相爲體, 無住爲本. 何名無相? 無相者 於

相而離相. 無念者 於念而不念. 無住者 爲人本性.” 같은 책,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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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근거한 수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본체와 작용, 불성과 번뇌의 즉체즉용 관계는 일행삼

매(一行三昧)의 수행으로 연결된다.

일행삼매는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언제나 똑바른 마음이다. 정

명경에서 말씀하셨다. “곧 바른 마음이 수행의 장소요, 곧 바른 마음이 정토(淨

土)다.” 불성실한 마음으로 법의 곧음을 말하지 말라.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곧

은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오직 곧은 마음

을 실천하여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를 일행삼매라 부른다. 미혹된 사

람은 사물의 성격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붙잡혀, 곧 바른 마음이란 움직임이

없이 앉아 있는 것이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없애어 미혹을 버리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수행은 무생물과 같아서 도(道)에 장애가 된다. 도란 자

유롭게 흘러야 하는 것인데 어찌 도가 사람을 방해하겠는가? 만약 마음이 사물

에 머물지 않는다면 도는 자유롭게 흐를 것이요, 마음이 사물에 머무르면 도는

속박되고 말 것이다. 만약 움직임이 없이 앉아서 선정[坐禪]을 하는 것이 옳다

면 어찌하여 유마힐(維摩詰)은 숲속에 앉아서 선정을 수행하는 사리불(舎利弗)

을 꾸짖었겠는가?37)

혜능은 좌선(坐禪) 수행을 비판하며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진여와 번뇌가 즉체즉용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행에는 따

로 특별한 때나 장소가 없다. 수행은 ‘걷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

에[行住坐臥]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전 과정에서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좌선 수행이 특정한 시간과 정좌라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과 대비된

다.

지금까지 혜능의 깨달음에 대한 관점과 무념·무주·무상, 일행삼매의 수

행 방법을 통해 혜능 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는 즉체즉용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이 각각은 지눌의 돈오점수론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선,

혜능의 돈오론은 지눌 사상의 뼈대를 형성한다.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화

엄교학과 관련이 있지만 철저하게 혜능의 돈오론을 중심에 두고, 신수의

37) “不行直心, 非佛弟子. 但行直心, 於一切法上. 無有執著, 名一行三昧. 迷人著法相, 執

一行三昧, 直言坐不動, 除妄不起心, 即是一行三昧. 若如是 此法同無情, 却是障道因

緣. 道須通流, 何以却滯? 心不住法, 道即通流, 住即被縛. 若坐不動是, 維摩詰不合呵

舍利弗, 宴坐林中.” 같은 책,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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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론을 비판하는 맥락에 있다. 지눌은 혜능의 종지를 계승하여 집착해

야 할 번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바깥의 相을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다음으로, 혜능의 무념·무주·무상의 수행론 또한 지눌 사상에 있어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돈오 자체가 무념, 무상, 무주에 관한 깨달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눌이 제시하는 닦음의 이상적 형태는 무념수[無念

修]·무상수[無相修]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눌은 윤리적 이타(利他) 행

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무주의 개념에서 비롯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라는 점에서 혜능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행삼매의 수행방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행의 일상성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내심(內心)의 불성 차원으로 반조(返照)하는 깨달

음의 체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점수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행삼매에서 강조되는 수행의 지속성은 지눌 수행체계의 삼

문(三門) 중 하나인 간화경절문의 화두선에서 강조되는 의심의 지속성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혜능 사상의 즉체즉용론은 앞으로 다룰 지눌의 돈

오점수론의 중요 대목마다 다시 강조될 것이다.38)

2. 화엄교학(華嚴敎學)의 즉체즉용론

지눌 돈오점수론의 바탕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첫 번째가 앞서

논한 선종의 심즉불(心卽佛) 사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번 장의 주제인

화엄교학의 즉체즉용적 법계관(法界觀)이다. 지눌은 여실언교(如實言敎)

로 중생들을 쉽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 선종과 교종간의 갈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화엄교학, 그 중에서도 이통현의 『신화엄론』을 적

극 수용한다. 이통현의 이론은 이후,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본격적으로 다

38) 이 외에도, 지눌에게 있어 중요한 혜능의 수행론은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에 관한 

것이다. 혜능은 선정과 지혜의 관계에 있어서도 즉체즉용의 관계를 주창했는데, 이는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원칙과 성적등지(惺寂等持)라는 지눌의 수행 방법론으로 연결된

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하게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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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때 함께 논해야하므로 본 절에서는 이통현 이해의 배경이 되는 화엄

교리를 다루도록 한다. 이통현은 법장의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과 사사

무애법계관(事事無碍法界觀)을 비판하고, 성기론(性起論)과 리사무애법계

관(理事無碍法界觀)을 우위에 두고자 했으며 지눌은 이를 계승하였다. 이

에 본 절에서는 화엄교학의 법계연기론과 사종법계론(四種法界論)의 즉

체즉용 담론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눌이 강조한 성기(性起)와 연기

(緣起)의 이론의 차이점을 밝히도록 한다.

2.1 법계연기(法界緣起)와 사종법계(四種法界)

화엄 교학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총체성[tot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총체성의 근원은 붓다의 깨달음인 연기법(緣起法)에 있다. 연기법

은 모든 존재가 원인에 따라 생겨나고 원인에 따라 소멸하는 인과론을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緣] 서로를 드러내는

[起] 관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독자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

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붓다의 깨달음인 연기법의 핵심이다.

두순(杜順, 557~640), 지엄(智儼, 602~668), 법장(法藏, 643-712), 징관(澄

觀, 738~839) 등의 화엄 교학자들은 이 연기법에 기초하여 법계연기론을

체계화했다. 법계연기론에 따르면 법계 내의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모두를 반영하고, 모두는 하나에 반영되는

무한한 중첩 관계[重重無盡]에 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는 따로 존재하

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

가 곧 하나인[一卽多多卽一] 총체성을 상즉상입(相卽相入)과 원융무애(圓

融無礙)의 관계라고 한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중복되고 융통되기에

[相卽相入] 법계의 존재 간에 걸림이 없음[圓融無礙]을 의미한다.

법계연기론의 이론적 체계는 초조(初祖) 두순에 의해 최초로 형성된

이후 지엄, 법장, 징관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다듬어졌다. 법계연기론을

성기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했던 지엄과 의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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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법계연기를 육상원융(六相圓融)으로 풀이한 법

장의 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징관의 사종법계 이론에 비추어 분

석한다.

법장의 육상원융론에서 육상(六相)이란 총상(總相) · 별상(別相) · 동상

(同相) · 이상(異相) · 성상(成相) · 괴상(壞相)을 말한다. 법장은 이를 집

[屋舍]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문: 어떤 것이 총상인가?

답: 집이다.

문: 이것은 다만 서까래[椽]와 같은 여러 조건[緣]들일 뿐인데, 무엇이 집이란

말인가?

답: 서까래가 곧 집이다. 왜냐하면 서까래가 온전히 홀로 집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까래를 제거하면 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까래가

있을 때 집이 있다.39)

위 인용문에 따르면, 집은 전체로서 총상을 의미한다. 실제 존재하는 것

은 서까래와 같은 재료[別相]이지만, 그 재료들이 모이게 되면 집[總相]

이 된다. 즉, 여러 원인[緣]들이 모이게 되어 결과적 동일성을 갖게 되면

총상을 이룬다.

별상이라는 것은 서까래와 같은 모든 연은 전체인 總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일 따로 있지 않으면 總의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로 있지 않으면, 전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뜻은 어떠한가? 본래 別로써 總을 이루니 別이 없음을 말미

암은 까닭에 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別이란 곧 總으로써 別을 이

루는 것이다. 만약 집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는 서까래가 아닌 것이고, 만약

서까래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는 집이 아닌 것이다. 總과 別이 서로 하나 된

다.40)

39)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 45, 507c:20~24), “問. 何者是總相? 答. 舍是. 

問此但椽等諸緣, 何者是舍耶? 答椽即是舍. 何以故為椽全自獨能作舍故. 若離於椽舍即

不成. 若得椽時即得舍矣.” 

40) 法藏, �華嚴一乘教義分齊章�(『大正藏』 45, 508a:22~29), “別相者, 椽等諸緣別於總

故. 若不別者, 總義不成. 由無別時即無總故. 此義云何? 本以別成總, 由無別故總不成

也. 是故別者, 即以總成別也. 若不即舍不是椽, 若不即椽不是舍. 總別相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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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총상에 관한 설명에서는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차원을 강조

했다면 법장은 별상을 설명하면서 서까래와 같은 각 재료들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서까래는 집이라는 전체의 재료임과 동시에 서까래라는 개별

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별상의 개별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

으면 총상도 존재 할 수 없다. 각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상과 별상은 상즉상입의 관계에 있

게 된다.

나머지 네 가지 相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총상이 별상이 모인 전체를 의미한다면 동상은 별상들 사이의 상호 의존

적인 관계를 말한다. 별상들 각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별상들은 전체

에 포함되려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별상 간의 동일

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서까래, 기둥, 지붕은 모두 집이라는 전체에 기능하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서까래는 서까래의 역할을 하고,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동상과 이상이다. 성상이란 별상들의 연이 모

여서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응집성을 나타내고 괴상이란 별상들이 서로

흩어져 있으려고 하는 해체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육상은 성격에 따라 두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 총상·동상·

성상은 전체·전체에 포함되려는 별상 간의 동일성·전체를 이루는 응집성

을 말한다. 그래서 총상·동상·성상을 원융문(圓融門)이라고 한다. 별상·이

상·괴상은 부분·부분들의 개별성·흩어지려는 해체성을 말한다. 그래서 별

상·이상·괴상을 항포문(行布門)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상원융론은 원융문

과 항포문간의 상즉상입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동일하

게 어울리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존재하고[自在]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가운데 동일한 주반구족(主伴具足)의 관계를 말한다. 앞서 논의한 체

용론의 틀에 따르면, 원융문과 항포문은 불가분의 순환 관계로서 즉체즉

용의 관계에 놓여있다.

법장이 육상원융론으로 법계연기를 풀이했다면 징관의 사종법계론은

법장을 계승하여 법계연기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된다. 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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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계의 의미를 사법계(事法界), 리법계(理法界), 리사무애법계(理事無

碍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로 구분한다.

문: 법계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법계는 무슨 뜻입니까?

답: 법은 규칙을 뜻한다. 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事에 관해서

말하면, 나뉨을 뜻하기 때문에 事를 따르면 분별된다. 두 번째는 性의 뜻으로

리법계를 따르니, 온갖 법성(法性)이 불변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만

나서 엮이면 리사무애법계가 된다.41)

위 인용문에 따르면 사법계는 분별이 가능하고 가변적인 현상적·개체적

세계를 말하고, 리법계는 불변하는 性으로서 본체적·보편적 차원을 말한

다.42) 즉, 理와 事는 체용 관계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理와 事는 어떻

게 하나의 법계를 형성 할 수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징관이 제시

한 理와 事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관은 理와 事의 기본적인

의미로서 전자에는 ‘무분(無分)’, 후자에는 ‘분(分)’을 들었다.43) 그리고 理

와 事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여 이른바 ‘사구(四句)’를 제시한다.44) 이 중

理의 사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理의 사구(四句)라 하는 것은 첫째 ‘분한(分限)이 없다’고 한다. 일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하나의 존재 속

에 모두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분한이 있다고 하는 것과 분한이 없다

고 하는 것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한다. 분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나의

의미이다. 전체가 하나로 존재하면서 나아가 일체의 장에 항상 가득 차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티끌을 관찰하면 거기에 일체의 법계가 나타나는 것

과 같다. 넷째, ‘분한이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그 자체는

절대이고, 원융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미는 하나의 모습이어서 두 문으로 세

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5)

41) 澄觀, 『大華嚴經略策』(『大正藏』 36, 707c:9~13), “問. 何名法界? 法界何義? 答. 法

者軌持爲義. 界者有二義. 一約事説界即分義, 隨事分別故. 二者性義約理法界, 爲諸法

性不變易故. 此二交絡成理事無礙法界.”

42) 위 인용문에서 理를 性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성기론(性起論)을 논할 

다음 절에서 밝히도록 한다.

43) 理와 事의 이러한 의미는 돈오점수론의 이론 체계에 직결되는 중요 개념이다.

44) 木村淸孝, 정병삼 역, 『中國華嚴思想史』, 서울: 민족사, 2005,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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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는 일반적으로 무분(無分)을 가리키지만 事의 分적 성격도 가지고 있

다. 理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보편적인 본질이기도 한 동시에 개체

속에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다. 징관은 이러한 理의 두 가지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티끌에 일체의 법계가 다 들

어있듯이, 事의 分 속에 理의 無分이 가득 차 있고, 理의 無分은 사의 分

에 의거하여 나타나는 상즉상입·원융무애의 관계이다. 또한 理와 事는

체용의 관계이므로 체용론의 차원에서 리사무애법계는 리법계와 사법계

의 즉체즉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理와 事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사사무애법계로 나아가게 된

다. 사사무애법계는 각각의 事가 理의 현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이므로 상

즉상입·원융무애하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사무애법계에서는 현상

자체가 곧 완전한 진리가 되며 이는 화엄에서 추구하는 대자유의 궁극적

법계이다.

이통현과 지눌은 법장이 사사무애법계관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고 비

판하였다. 지눌은 이통현의 입장을 계승하여, 사사무애법계에 대한 리사

무애법계의 우위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연기론과 성기

론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사사무애법계가 연기론에 대응되는 것이라면,

리사무애법계는 성기론에 해당한다.

2.2 연기(緣起)와 성기(性起)

앞 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법장의 육상원융론의 상즉상입은 징관이 말

하는 사사무애법계의 궁극적 경지에서 현상적 존재의 원만구족함으로 긍

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법장에서 징관으로 이어지는 화엄 교학

45) 澄觀,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大正藏』 36, 181a:27~181b03), "理四句者, 一無

分限. 以遍一切故. 二非無分. 以一法中無不具故. 三具分無分. 謂分無分一味. 以全體

在一法而一切處恒滿故. 如觀一塵中, 画像見一切處法界. 四倶非分無分. 以自體絶待故. 

圓融故. 二義一相非二門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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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계연기론은 현상적 존재의 상즉상입이라는 붓다의 연기법을 굳건히

계승하는 맥락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의 연기법은 달리 보면, 깨달음에 관한 소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무명

(無明)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해탈이라는 긍정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가

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대승(大乘)의 입장에서 볼 때 붓다 자신은

연기설을 구성하면서 인간이 지닌 이 두 가지 가능성의 궁극적 분기점에

무명을 설정하는 데 그치고 만다고 볼 수 있다.46) 붓다의 연기설은 ‘무아

(無我, anātman)’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지만 대승불교의 불성(佛

性)이나 여래장(如來藏, tathāgatagarbha)과 같은 깨달음에 관한 적극적인

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대승불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불성 표현은 연기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눌의 진심

(眞心) 개념도 이러한 적극적인 불성 표현 중 하나다.47)

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성의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화엄의 이조(二祖) 지엄에 의한 법계연기 해석인 ‘성기(性起)’라고

할 수 있다. 성기론은 지엄에 의해 주창된 이후 신라의 의상에 의해 계

승되었다. 지눌에게 심대한 영향을 준 이통현의 화엄 교학 또한 연기론

에 대한 성기론의 우위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지눌의 저술에서 핵심적으

로 인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성기론은 법계연기와 구별되는 화엄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성기(性起)란 ‘여래성연기(如來性緣起)’를 줄인 말로서, 性은 본성

(本性), 실성(實性)을 가리키며, 起는 법성·여래성이 그대로 현현(顯顯)해

46) 박태원, 「의상의 성기사상 - 『화엄경 문답』을 중심으로」, 『철학』, 49(0), 한국철학회, 

1996, 8쪽.

47) 길희성은 붓다가 비아(非我)를 통해 무아(無我)를 설(說)하는 부정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비아를 통해 무아를 설하는 붓다의 부정적 방식에서 우리는 인격적 주

체 개념을 넘어서 어떤 ‘초월’을 향한 열망이나 열정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무

엇이 붓다에게 오온은 자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추동하고 있었을까? 오온이 자아가 

아니고 우파니샤드적 아트만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붓다가 찾고 있는 혹은 전제로 

하나는 자아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아가 참 자아라는 말인가? ······· 이런 흐름이 대

승불교에 와서 여래장사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마음

과 철학-불교편』, 「지눌-반야지에서 절대지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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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의미한다.48) 이는 화엄 교학의 총체성 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현상적 존재를 불성의 현현으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일어남’은 천태

(天台)의 性이 ‘갖추어져 있음[性具]’인 것에 맞서 현상적 존재의 불성을

그 자체로 긍정한다. 지엄은 성기의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은 體이고, 起는 마음에 드러남이다. 이것은 기상(起相)을 모아서 진실함

[實]에 들어가는 것이다.49)

지엄은 性과 起를 체용 관계로 파악한다. 性이 본체라면 起는 그것이 현

상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엄은 성기를 實로 풀이하는데

이는 성기가 일어난 현상[起相]의 진실한 측면임을 말한다. 기상을 현상

적인 연기의 세계로 본다면, 성기는 연기의 진실성이므로, 성기는 연기의

본의가 된다. 이에 관한 지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성기는 일승에 있어, 법계연기를 밝히는 것이니, 연기의 극치이다. 본래 구경

(究竟)은 수행과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相을 떠났기 때문

이다. 그것은 분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커다란 이해와 커다란 수행이기 때문

이다. 이것이 연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일어남이라고 하지만 일어남은 일어나지

않음과 같다. 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성기라 한다.50)

지엄은 성기가 연기의 극치이자 본성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기는 연

기 개념의 종착지이자 연기를 지탱하는 근본이 된다. 지엄 문하에서 법

장과 함께 수학했던 신라의 의상은 지엄의 성기론을 충실히 계승하는데

의상이 나눈 대화를 통해 위 인용문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문: 성기와 연기라는 두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8)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신유학 강의』, 서울: 휴먼북스, 2018, 38쪽.

49) 智儼,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規』(『大正藏』 35, 79b:29~c:02), "性者體. 起

者現在心地耳. 此即會其起相入實也."

50) 智儼, 『華嚴經内章門等雜孔目章』(『大正藏』 45, 580c:05~c:08), "性起者, 明一乘法界,

縁起之際. 本來究竟離於修造. 何以故? 以離相故. 起在大解大行. 離分別菩提心中. 名

爲起也. 由是縁起性故, 説爲起. 起即不起. 不起者是性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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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성기란 것은 자체이니 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연기라고 하는 것

은 성기에 들어가는 가까운 방편이다. 모든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을 따라

생겨나는데, 이 생겨남이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 깨닫는 것을 말한다. 성기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법성이니 ‘생겨남이 없음’을 본성으로 삼기 때문이다. 즉 ‘생겨

남이 아님’을 가지고 생겨남으로 삼는 것이다.51)

주지하듯 성기는 여래성연기의 줄임말이다. 이는 본성[法性]이 현상의 차

원에서 연기로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앞서 ‘性=理’로 파악한 징관의 사종

법계론의 틀에 따르면, 성기는 理가 事의 차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

서 事는 연기이고 理는 연기의 본성이 된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연기의

본성은 ‘자성이 없음’, ‘생겨남이 없음’을 말한다. 앞서, 붓다의 깨달음이

무명과 해탈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무명은 연기의 세계[事]

를 말하고, 해탈은 연기의 본성인 무자성[無自性, 理]에 대한 깨달음이다.

즉, 연기라는 ‘현상[事]’은 이치[理] 상 ‘생겨남이 없는 본성[無自性]’이다.

따라서 지엄이 성기를 연기의 진실성·극치·본성으로 풀이한 것은 연기

라는 현상[事]이 연기의 이치[理]인 무자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의상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을 따라 생겨난다”고 풀이한

다. 즉, 연기보다 근본적인 것이 무자성의 본성이고 이는 현상적 연기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본성 자체에 자성이 없으므로[無自性],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날 것이 없다. 그래서 성기는 불기(不起)와 동일한 것이다. 이

런 맥락에서, 의상에게 성기는 연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연기는 성기

의 방편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연기를 관(觀)하여 그 본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그렇다면 곧 생겨남이 아니라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생겨난다는 말을 합

니까?

답: ‘생겨난다’는 것은 곧 그 법성이 분별을 떠난 보리심 안에 나타나 있기 때

문에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생겨남이 아님’을 가지고 생겨남으

로 삼는 것이니, 그 법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름할 뿐이지 생겨나

51) 義湘, 『華嚴經問答』(『大正藏』 45, 610b:17~21), “問. 性起及縁起, 此二言有何別耶? 

答. 性起者即自是言不從縁言縁起者. 此中入之近方便. 謂法從縁而, 無自性故. 即其法

不起中, 令入解之. 其性起者, 即其法性, 即無起以爲性故. 即其以不起爲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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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이 있는 생겨남은 아니다.

문: 그렇다면 분별을 떠난 마음이 있고 나서야 생겨난다는 것은 ‘본래 생겨남

이 아니다’라는 것과는 다른데, 어째서 ‘본래 생겨남이 아님’을 가지고 ‘생겨남’

으로 삼습니까?

답: 비록 분별이 없는 마음이 있고 나서야 생겨나는 것이긴 해도 ‘본래 생겨

남이 아님’과 별개가 아니다. ‘생겨남’과 ‘생겨나지 않음’은 같은 것으로 다름이

없기 때문이며, 증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허공 가운데 새가

움직인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은 모두 허공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52)

성기는 본래 공한 性[無自性]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생겨남이 없지만, 그것

이 마음에 드러난다[起]는 점에서 생겨남이다. 즉, 생겨남이 없음[性]과

생겨남[起]의 관계는 승조의 비유비무론에 나타난 즉체즉용의 관계가 되

고, 상즉상입·원융무애하여 구분될 수 없다. 또한 性은 理이고 起는 事이

므로 사종법계의 틀로 보면, 성기론은 리법계와 사법계의 즉체즉용 관계

인 리사무애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엄의 性[理] 개념이 연기보다 근

본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연기의 현상[事]을 떠난 독립적인 실체 개념은

아니다.

성기론은 연기론이 함의하는 본성[無自性]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개

념으로서 현상적 존재의 본성 자체가 불심(佛心)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또한 성기론이 리사무애법계와 상통한다면 법계연기론에서 강조하는 상

즉상입, 원융무애, 일즉다다즉일의 총체성은 사사무애법계관이 강조하는

현상적 존재의 원만구족함과 상통한다. 따라서 법계연기론이 상대적으로

연기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상즉상입의 인과 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공성(空性)을 깨우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성기론은 거꾸로 공성의 이

치가 이미 현상적 마음에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상즉상입의 연기 세계의

바탕이 되는 본성임을 강조한다.

화엄종에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점을 개진하기 위해 사용된 본성

52) 義湘, 『華嚴經問答』(『大正藏』 45, 610b:26~c:01), “問. 若爾要待離分別心方起者, 爲

本不起別, 何即之以本不起爲起乎? 答. 雖待無分別心方起, 與本不起非別相. 起與不起 

同無異故, 無増減故. 是故經中, 以虚空中鳥所行不所行, 倶無別空爲喩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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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개념은 선종의 心으로 연결되어 직지인심·견성성불이라는 돈오론이

나오게 된다. 특히 성기론에서 강조되는 현상적 존재가 구유한 본성과

이치[理]는 지눌이 계승한 이통현의 신해(信解) 개념을 뒷받침하는 이론

적 토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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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눌의 돈오론(頓悟論)

1. 심성론(心性論)

지눌의 돈오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있는 심성론을 이해해

야 한다.53) 선종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

性成佛)과 같은 어구에서 보듯이 심성(心性)은 수행 주체가 깨달음을 위

해 가리키는[指] 자리이자, 보는[見] 자리이다. 따라서, 개념적인 관점에

서 심성은 선원(禪源)으로서 禪의 객체적 측면이라면 돈오나 점수는 선

행(禪行)으로서 주체적인 행위의 측면이 된다. 본 절에서는 돈오론을 이

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지눌의 심성론을 진심(眞心)의 체용관계와 자성(自

性)의 체용관계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1 진심(眞心)의 체용관계

불교에서는 각 종파와 경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궁극적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한다. 지눌은 『진심직설』에서 이 다양한 이름들을 소개한

다.

교(敎)에서는 그것을 심지(心地)라고 부르니 온갖 선(善)을 내기 때문이다. 보

리(菩提)라고 하니 깨달음을 본체로 하기 때문이다. 법계(法界)라 하니 사물들이

서로 침투하고 포섭하기 때문이다. 여래(如來)라고 하니 온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열반(涅槃)이라 하니 뭇 성인들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여(如如)라고 하

니 참되고 항구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신(法身)이라 하니 보신(報身), 화

신(化身)이 의지하기 때문이다. 진여(眞如)라고 하니 생멸(生滅)이 없기 때문이

다. 불성(佛性)이라 하니 삼신(三身)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총지(摠持)라 하니 그

53)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눌의 돈오론은 심성론에 즉한 것이다. 지눌의 돈오는 공적

영지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오론을 다루는 데 있어 심성론은 필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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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공덕(功德)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래장(如來藏)이라 하니 여래를 감

추고 덮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각(圓覺)이라 하였으니 어둠을 부수고 홀

로 비추기 때문이다.54)

진심은 이 중에서 지눌이 택한 하나의 상징어로서 인연(因緣)에 집착하

는 망심(妄心)과 대비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진심이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으로서 모든 차별상을 벗어난 궁극적 정신 경계

에 해당한다. 지눌은 다음과 같이 진심의 성격을 자세히 밝힌다.

『방광반야경』에 “반야(般若)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

다.”고 하였다. 또『기신론』에는 “진여 자체는 모든 범부, 성문, 연각, 보살, 부

처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므로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

니며, 항상 있어 본래로부터 性이 스스로 일체 공덕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였

다. 이상의 경론에 의하면 ‘진심의 본체’는 인과(因果)를 뛰어넘고, 고금(古今)에

통하였으며 범부와 성현을 구별하지 않고 상대되는 것이 없다. 마치 허공이 어

디에나 있는 것처럼, 그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온갖 실없는 말들이 끊어져 생겨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고요히 항상 머무른다.55)

위 인용문이 말하고 있는 진심의 성격은, 고금(古今), 유무(有無), 동정(動

靜), 인과(因果) 등 일체의 相을 떠난 공덕(功德)이 성인(聖人)과 범부(凡

夫)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성인과

54) “且佛敎者, 菩薩戒, 呼爲心地, 發生萬善故. 般若經喚作菩提, 與覺爲體故. 華嚴經立爲

法界, 交徹融攝故. 金剛經號爲如來, 無所從來故. 般若經呼爲涅槃, 衆聖所歸故. 金光

明號曰如如, 眞常不變故. 淨明經號曰法身, 報化依止故. 起信論名曰眞如, 不生不滅故.  

涅槃經呼爲佛性, 三身本體故. 圓覺中名曰總持, 流出功德故. 勝鬘經號曰如來藏, 隱覆

含攝故. 了義經名爲圓覺, 破暗獨照故.” 知訥, 「眞心直說」, 보조사상연구원 편집부, 

『普照全書(보조전서)』,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 49쪽.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보

조사상연구원 편집부, 『보조전서』,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를 원전 텍스트로 삼

는다. 앞으로 인용하게 될 지눌의 저술의 출처에 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저

술명」과 『보조전서』 상의 쪽수를 밝히는 것으로 통일한다.

55) “放光般若經云, 般若無所有相, 無生滅相起. 起信論云, 眞如自體者 一切凡夫, 聲聞緣

覺, 菩薩諸佛, 無有增減, 非前際生, 非後際滅, 畢竟常恒, 從本已來, 性自滿足, 一切功

德.  據此經論, 眞心本體, 超出因果, 通貫古今, 不立凡聖, 無諸對待. 如大虛空, 徧一

切處, 妙體凝寂, 絶諸戱論, 不生不滅. 非有非無, 不動不搖, 湛然常住.” 「진심직설」, 

『보조전서』,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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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모두에게 진심이 편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진심이 相을 떠난 차원을 뜻한다면, 성인은 이러한 차원을 체득한 사람

을 말하며 범부는 相에 집착한 망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

서 진심이 무차별적으로 편재한다는 주장은 망심 또한 진심이라는 모순

에 봉착하게 된다. 이 지점에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대승불

교의 평등주의적 관점이 해결해야 할 철학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최대한 많은 범부들을 진심의 세계로 이끌고자 노력했던 지눌이 이러

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철학적 도구가 바로 체용론(體用論)이

다. 지눌은 진심의 체용 각각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상대적인 것과 끊어져 있고, 일체

의 상을 떠났으므로, 性을 밝게 알아 증득한 이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또 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르는 것이다.56)

지눌은 이 본체와 작용을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이라고 부른다.57) 불변

은 진심의 性으로서 본체를 이루고 수연은 진심의 相으로서 작용을 이룬

다. 이를 사종법계론에 적용하면, 불변은 理이고 수연은 事가 된다. 지눌

은『육조단경』을 인용하여 불변과 수연의 체용 관계를 밝힌다. 『보조

국사비명병서』에는 그가 『육조단경』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일

대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묘사하고 있다.

『육조단경』을 펼쳐 보시다가 “진여자성(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

록 육근(六根)이 보고 듣고 깨닫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항

상 자재(自在)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에 놀라고 기뻐하며, 일찍 겪지 못했던

56) “妙體不動, 絶諸對待, 離一切相, 非達性契證者, 莫測其理也. 妙用隨緣.” 「진심직설」, 

『보조전서』, 53쪽. 

57) 불변과 수연 개념은 일심(一心)을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이문(二門)으로 설명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근거한다. 지눌이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대승기신론』을 여러 차례 인용하는 것을 통해, 그가 『대승기신론』에 정통했으며, 그

로부터 많은 사상적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信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도 드러날 것이다. 또한 진여와 생멸의 이문을 불변과 수연의 이문으로 변용한 것은 

지눌에 대한 종밀의 지대한 영향 때문인데, 불변과 수연에 관한 종밀의 논의와 이에 

관한 지눌의 입장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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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체험하였다.58)

지눌에게도 혜능의 이와 같은 관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의 행동하고 베푸는 것이나,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는 것이

나,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이나,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놀리는 것이나, 왼쪽

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엿보는 것 등이 다 진심의 묘한 작용이 나타남이다.59)

지눌은 일상생활에서 인연을 따르는 행위는 모두 진심의 본체로부터 일

어난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어떻게 망심이 진심이 되는가’ 라는 모

순은 불변과 수연의 체용론 구조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相[用]의 세계

가 性[體]으로부터 비롯되기에 망심 또한 진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묘사된 불변과 수연의 관계는 마치 불변의 실재로

부터 현상이 드러난다는 서구 형이상학적의 실체론적 담론으로 독해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눌 뿐 아니라 불교를 포함한 동양 사상에는 만법

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만법을 떠나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마치 저 물은 젖음으로 본체를 삼으니 젖는 성질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결은 움직임으로 相을 삼으니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의 性과

물결의 相이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 그

러나 물결 밖에 따로 물이 없고 물 밖에 따로 물결이 없어 그 젖는 성은 하나이

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60)

물의 젖음은 물의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성질로서 본체가 되고, 물결은

현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움직임으로서 작용이 된다. 이런 점에

서 양자는 性과 相으로써 다르지만, 물결과 물은 하나의 젖는 성질로서

58) “於學寮, 閱六祖壇經至曰, 眞如自性起念, 六根雖見聞覺知, 不染萬境, 而眞性常自在. 

乃驚喜, 得未曾有.” 「불일보조국사비명병서」, 『보조전서』, 419쪽.

59) “故一切時中, 動用施爲, 東行西往, 喫飯着衣, 拈匙弄筯, 左顧右眄, 皆是眞心妙用現

前.” 「진심직설」, 『보조전서』, 53쪽.

60) “如水以濕爲體, 體無動故. 波以動爲相, 因風起故. 水性波相, 動與不動, 故非一也. 然

波外無水, 水外無波, 濕性是一故, 非異也.” 「진심직설」, 『보조전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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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불변과 수연은 서로 개념

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수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연이 곧 불변이 되

고, 불변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변이 곧 수연이 되는 즉체즉용의 구조를

가진다.「진심직설」은 다음과 같이 불변과 수연의 즉체즉용을 설명한다.

또 작용은 본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작용이 본체를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

용을 내는 것이므로 본체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이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의

면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61)

불변과 수연이 즉체즉용의 관계에 있다면 망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일까? 지눌에 따르면 그것은 수연의 세계를 진심의 작용으로 보지 않

고, 수연에 매몰되어 그것만을 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연

속에 불변이 현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진심의 즉체즉용은

온전히 실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활용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데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性을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고 베푸는 가운데, 어둡지 않

다.62)

지눌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이 진심의 수연이며, 수연을 따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불변의 자성(自性)을 마음으로 챙겨갈 것을 주장한다. 그

것은 생멸·동정·인과의 세계를 따르되 그것에 걸리지 않는 정신 경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눌의 돈오론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다.

1.2 자성(自性)의 체용관계

앞 절에서 진심의 본체와 작용인 불변과 수연의 즉체즉용 관계이며,

61) “又用從體發, 用不離體. 體能發用, 體不離用. 約此不相離理, 故非異也.” 「진심직설」, 

『보조전서』, 53쪽. 

62) “所以, 在日用而不覺. 在目前而不知. 若是識性底人, 動用施爲, 不曾昧却.” 「진심직

설」, 『보조전서』,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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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진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삶을 영위 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진심의

작용이 본체로부터 비롯한다면 진심의 무분별한 본체에 분별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능(功能)이 요구된다. 즉, 본체로부터 작용으로 넘어가

기 위한 매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지눌은 당나라의 고승 종밀이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의 지(知) 개념에 천착했던 것을 주목한다. 종밀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택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법은 꿈과 같다고 여러 성인들은 다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도 본래 고요한 것이요, 티끌의 경계도 본래

공(空)한 것이라,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신령스럽게 알아 어둡지 않나니, 이 공

하고 고요한 마음은 곧 과거에 달마가 전한 청정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

혹하여도 미혹한 그대로요, 깨달았어도 깨달은 그대로로서 마음은 본래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인연을 따라 생기지도 않고 경계로 인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혹한 때에는 번뇌이지만 앎 자체는 번뇌가 아니다. 깨달을 때에는

신변(神變)이지만 앎은 신변이 아니다. 그러므로 앎이라는 한 글자는 온갖 묘한

이치의 근원이다.”63)

종밀은 신회가 말한 마음을 寂과 知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마음은

본래 寂하기 때문에 그 본체에는 번뇌가 없다. 그런데, 텅 비어 고요한

[空寂] 마음은 적막에 싸인 것이 아니라 신령스럽게 앎[靈知]이라는 밝음

을 동시에 가진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으므로 번뇌 망상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세

상은 본래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런 앎이 어둡지 않다. 그

러므로 공적하고 영지한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며 또한 삼

세 부처님과 역대 조사(祖師)와 천하의 선지식(善知識)이 은밀히 서로 전한 법

인(法印)이다.64)

63) “荷澤意者, 謂諸法如夢, 諸聖同說, 故妄念本寂, 塵境本空, 空寂之心, 靈知不昧, 即此

空寂之心, 是前達摩所傳淸淨心也. 任迷任悟, 心本自知. 不藉緣生, 不因境起. 迷時煩

惱, 知非煩惱. 悟時神變. 知非神變. 然知之一字, 是衆妙之源.”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

기」, 『보조전서』, 104쪽.

64) “諸法如夢, 亦如幻化, 故妄念本寂, 塵境本空. 諸法皆空之處, 靈知不昧. 卽此空寂靈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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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은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만, 영지라는

밝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종밀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마니

구슬(摩尼珠)의 비유는 공적과 영지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마니구슬은

대상을 모두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마니구슬의 두 가지

성질 때문이다. 첫째는 비어있음[空寂]이고, 둘째는 투명하게 밝음[靈知]

이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구슬이 가진 공적한

속성에 의해 투명한 밝음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명한 밝음

이 외부의 相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든다. 요컨대, 진심의 본체에는 寂과

知라는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한다.65) 종밀은 이러한 비유를 바탕

으로 진심의 본체인 자성(自性)을 또 다시 체와 용으로 구분한다.

진심의 본체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하나는 자성(自性)의 본래적 작용이요.

다른 하나는 緣에 응하는 용이다. 동경(銅鏡)에 비유한다면 동의 질(質)은 자성

의 체요, 거울의 밝음은 자성의 작용이며, 그 밝이 나타내는 영상들은 연에 따

른 작용이다.66)

자성의 본체[自性體]는 고요함[空寂]이고, 고요함으로 인해 나타난 자성

의 작용[自性用]은 밝음[靈知]이며, 자성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인연의

작용[隨緣用]이 수연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진심의 본체인 불변으

로부터 작용인 수연의 세계가 도출 될 수 있다. 자성용은 ‘자성’용으로서

본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성‘용’으로서 작용적 성격을 가지는

중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영지라는 자성용은 진심의 본체[自性]가

수연을 낳게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성용은 생명을 가

之心, 是汝本來面目, 亦是三世諸佛, 歷代祖師, 天下善知識, 密密相, 轉底法印也.” 

「수심결」, 『보조전서』, 35쪽. 

65) 강건기는 마음의 實相을 어둠과 밝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神秘)의 역설[paradox]

로 풀이한다. “공이 불공을 떠나 있을 수 없듯 공지도 영지를 떠나 있지 않다.······빈 

병이라 할 때 병 자체가 없음을 말하지 않듯, 무심이라 해도 마음의 본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공적이라해도 화순한 허무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건기, 「神秘 Paradox

를 통하여 본 知訥의 空寂靈知心」, 『한국불교학』, 7, 한국불교학회, 1982, 51~52쪽.

66) “眞心本體, 有二種用. 一者自性本用, 二者隨緣應用. 猶如銅鏡, 銅之質是自性體. 銅之

明是自性用. 明所現影是隨緣用.”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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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존재가 무정물(無情物)과 달리 세계를 경험적으로 감각하고 인식 할

수 있는 본체론적 근거가 된다. 종밀은 자성용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한 새와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심성은 모두 언제나 스스로 환히 아는 앎이 있어서 나무나 돌과

는 다르다.67)

마음의 본체가 공무(空無)일 뿐이라면 현상세계에 대한 허무주의적 담론

에 머물 뿐 깨달음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반대로 실유

(實有)일 뿐이라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현상과 본

체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신회, 종밀에게 있어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공적영지심의 즉체즉용으로 나타난다. 지눌 돈오점수론의 중

심 내용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공적영지심의 즉체즉용은 지눌 사상 전

체를 아우르는 대원칙이다.

처음 발심(發心)함으로부터 부처가 되는 데 이르기까지 오직 고요하고 오직

알아 그것은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지위에 따라 이름이 다소 다르

다. 즉 밝게 깨달을 때에는 이지(理智)라 하고, 처음 발심하여 수행할 때에는 지

관(止觀)이라 하며, 제대로 연마하여 행을 이룰 때에는 정혜(定慧)라 하고, 번뇌

가 아주 없어지고 공을 쌓는 행이 원만하여 부처가 될 때에는 보리(菩提)와 열

반(涅槃)이라 한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발심한 때부터 최후까지 오직 고요하고

오직 안다.68)

지눌의 수행론은 시작부터 끝까지 진심의 체용인 공적과 영지의 즉체즉

용으로 일관된다. 공적은 본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지는 작용과 관련된

67) “則愚智善惡, 乃至, 禽畜等心性, 皆自然了了常知, 異於木石.”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

기」, 『보조전서』, 114쪽. 

68) “始自發心, 乃至成佛, 唯寂唯知, 不變不斷. 但隨地位, 名義稍殊. 謂約了悟時, 名爲理

智, 約發心修時, 名爲止觀. 約任運成行, 名爲定慧, 約煩惱都盡, 功行圓滿, 成佛之時, 

名爲菩提涅槃. 當知, 始自發心, 乃至畢竟, 唯寂唯知.”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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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수행에 있어 공적영지의 즉체즉용이란 마음의 性과 相,

體와 用 중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지눌은 종밀의『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나타난 종밀

의 북종(北宗), 홍주종(洪州宗), 우두종(牛頭宗)에 대한 비판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지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지눌은 북종, 홍주종, 우두종의

심성론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신회의 심성론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다. 종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종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생에게 본래부터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마

치 거울에 밝은 성품이 있는 것과 같고, 번뇌가 그것을 덮어 나타나지 않는 것

은 마치 먼지가 앉아 거울이 어두운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만일 말의 가르침에

의하여 망령된 생각을 없애 버리어 생각이 없어지면 심성은 스스로 깨달아 모

르는 것이 없을 것이니, 그것은 마치 거울에 앉은 먼지를 털어 버리어 먼지가

없어지면 거울의 본체는 밝고 깨끗하여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69)

지눌은 북종의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평한다.

이것은 다만 인연에 의하여 더러움과 깨끗함의 일어나는 相과, 흐름을 배반하

고 습기를 등지는 문이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이 없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

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이 이미 철저하지 못하니 그 수행인들 어찌

참되다 하겠는가?70)

북종의 심성론은 지눌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주지하듯 신수의 북종은

번뇌를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닦기 위해 공력을 기울인다. 종밀

의 ‘구슬의 비유’에 따르면 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수연용의 측면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맑은 구슬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들을 보

고서 구슬이 정말로 그러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성체의 공적함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연용의 번뇌가 자

69) “北宗意者, 衆生本有覺性, 如鏡有明性, 煩惱覆之不現, 如鏡有塵闇. 若依言敎, 息滅忘

念, 念盡則, 心性覺悟, 無所不知, 如磨拂昏塵, 塵盡, 則鏡體明淨, 無所不照.” 「법집벌

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05쪽. 

70) “此但染淨緣起之相, 反流背習之門. 而不覺妄念本無, 心性本淨, 悟旣未徹, 修豈稱眞

哉?”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05쪽. 



- 41 -

성용으로부터 비롯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홍주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며 손가락을 퉁

기고 눈을 깜박이는 등의 모든 행동이 다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작용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체가 탐욕과 분노와 우치(愚癡)로서 선악(善惡)을 짓

고 고락(苦樂)의 갚음을 받는 것도 다 불성이니, 마치 밀가루로 갖가지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모두 밀가루인 것과 같다.”71)

지눌은 다음과 같이 홍주종의 폐단을 지적한다.

홍주는 항상 말하기를 “탐진(貪嗔)과 자선(慈善)이 다 불성(佛性)이라 무슨 구

별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의 젖는 성질이 언제나 변

함이 없는 것만 보고 건너는 배와 뒤집어진 배의 그 장점과 단점이 아주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홍주종은 돈오문에는 가깝기는 하나 적실하지

못하고 점수문에는 완전히 어긋난다.72)

홍주종은 수연용만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밀에 따르면, 홍

주는 수연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심의 묘한 작용[自性用]에 대해서 알

지 못한다. 앞서 제시한 구슬의 비유에 따르자면 홍주는 구슬에 나타나

는 변하는 색상들이 곧 불성의 작용이라고만 하여 구슬 자체가 지닌 투

명성[知]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눌은 물의 젖는 성질[體]이 동

일하다고 해도, 물결[用]에 따라 물 위에 있는 배가 물을 건널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홍주종은 배를 뒤엎는 물결과 건너게 하

는 물결을 구분하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주종

과 같은 일체개진(一切皆眞)의 강조는 모든 현상이 진심의 작용이라는

점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수행의 측면에서 허무주의적 위험성

71) “洪州意者, 起心動念, 彈指動目, 所作所爲, 皆是佛性, 全體之用, 更無別用. 全體貪嗔

癡, 造善造惡, 受苦受樂, 皆是佛性. 如麪作種種飯食, 一一皆麪.” 「법집벌행록절요병입

사기」, 『보조전서』, 105쪽. 

72) “洪州常云, 貪嗔慈善, 皆是佛性, 有何別者? 如人但觀, 濕性始終無異, 不知濟舟覆舟,  

功過懸殊. 故彼宗, 於頓悟門, 雖近而未的. 於漸修門, 而全乖.”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

기」, 『보조전서』,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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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어 수행자의 방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73) 다음으로

우두종에 대한 종밀의 평가를 살펴보자.

우두종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법은 꿈과 같아서 본래부터 일이 없고,

마음과 경계는 본래 고요한지라 이제 비로소 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있다 하여 곧 영고(榮枯)와 귀천(貴賤) 따위의 일을 보는 것이

다. 일에는 순경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따위의 감정이 생기

는 것이다. 감정이 생기면 곧 모든 괴로움의 구속을 받지만, 그것도 꿈 속에서

짓고 꿈 속에서 받는 것이라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잘

아는 지혜도 꿈 속의 마음이요, 나아가서는 열반보다 나은 어떤 법이 있더라도

그 또한 꿈이요 허상이다.”7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우두종은 홍주종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우두종은 번

뇌가 공할 뿐만 아니라, 진심의 본체까지도 공하다[一切皆空]고 주장한

다. 이는 진심이 가지는 두 측면인 공적과 영지 중 공적이라는 無의 측

면만 알고, 영지라는 有의 측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

한 관점은 세계를 극력 부정할 뿐, 세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서 홍주종과 마찬가지로 중도(中道)에 부합하지 않는다.75)

73) 주희(朱熹, 1130~1200)의 홍주종 비판은 종밀과 지눌의 홍주종에 대한 견해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희는 마음의 현성(現性)을 그 자체로 불성(佛性)의 현현(顯

顯)으로 내걸고 설법하는 홍주종이 도덕적 아노미 상황을 초래한다고 공격하였다. 주

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도덕 이치라고 주장하면 광자(狂者)의 행동을 규제할 

장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병환, 『김병환 교수의 신유학 강의』, 서울: 휴

먼북스, 2018, 356-357쪽. 지눌 또한 이타행(利他行)과 같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에서 종밀·지눌 그리고 주희의 홍주종 비판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74) “牛頭宗意者. 諸法如夢, 本來無事, 心境本寂, 非今始空. 迷之謂有, 即見榮枯貴賤等

事. 事旣有相違相順, 故生愛惡等情, 情生則諸苦所繫, 夢作夢受, 何損何益? 此能了之

智, 亦是夢心, 乃至設有一法, 過於涅槃, 亦如夢幻.”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

전서』, 106~107쪽. 

75) 길희성은 知 개념이 마음의 본성을 적극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내는 표증(表證)

의 적확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불교는 중관(中觀)의 空이나 유식

(唯識)의 有를 넘어 性에서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을 찾았으며, 性의 핵심을 知라고 보

았다. 이는 단지 무자성만을 性으로 삼는 공종(空宗)의 공과 무아를 넘어 진아(眞我)

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마음과 철학-불교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35~362쪽을 참고.) 강건기 또한 공적심은 용수

의 팔불(八不) 개념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일관이며, 공적영지 개념은 무심이라 해도 

마음의 본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관해서는 강건기, 『목우자 지

눌 연구』, 전주: 부처님 세상, 2015, 324~325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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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를 끝까지 적용하면 깨달아야 할 진심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눌 또한 우두종이 홍주종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절반 밖에 모른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눌은 심성에

대한 신회의 견해가 가장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 말법시대에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먼저 하택이 보여준 가르침에

따라 자기 마음의 성과 상, 체와 용을 간택하여 공적에도 빠지지 말고, 수연에

도 걸리지 않고 진정한 이해를 얻은 뒤에 홍주, 우두의 두 종지를 두루 살펴보

면 틀리지 않고 꼭 들어맞을 것이다. 어찌 망령되게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내겠

는가?76)

지눌은 공적에 빠지는 우두종과 수연에 빠져 있는 홍주종의 위험성을 지

적한다. 그리고 신회의 공적영지 개념을 우두와 홍주의 편향성을 극복한

심성론의 표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지눌은 북종만은 완전히 그른 것이라

고 격하했지만 종밀과 달리 홍주종과 우두종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신회의 공적영지의 가르침을 습득한 입장에서 보면 홍주종은 진심의 작

용을 강조한 것이고 우두종은 진심의 본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눌은 신회를 입장을 심성론의 표준으로 보았지만, 홍주종이나 우두종

의 관점 또한 공적영지심의 한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포용하는 입

장에 있다.

이처럼 자성의 공적영지의 즉체즉용 관계는 불변과 수연의 즉체즉용

관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이며 지눌 사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앞으로 논할 돈오론은 공적영지심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

음 장에서는 지눌의 심성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깨달음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한다.

76) “是故, 而今末法修心之人, 先以荷澤, 所示言敎, 決擇自心性相體用, 不墮空寂, 不滯隨

緣, 開發眞正之解然後, 歷覽洪州牛頭二宗之旨, 若合符節. 豈可妄生取捨之心耶?” 「법

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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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오의 유형과 체계

지눌이 밝힌 진심의 불변과 수연, 자성의 공적과 영지는 선종의 성불

론인 돈오론으로 연결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눌의 깨달음을 믿음과

이해를 통한 깨달음, 반조 체험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화두 참구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 유형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도록 한다.

2.1 원돈신해(圓頓信解)77) : 믿음과 이해를 통한 깨달음

지눌은 하택신회와 규봉종밀을 계승한 심성론을 바탕으로 돈오의 개념

을 철학적으로 논증한다. 특히 지눌은 이통현의 『신화엄론』으로부터

계발 받아 화엄교학의 지적 담론으로도 선종의 돈오를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대의 선교분쟁 상황을 극복하고 많은 사

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론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지눌의 화엄적 돈오론의 정초는 선종의 교외별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기에 논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철이『선문정로

(禪門正路)』에서 제기한 돈오돈수론(頓悟頓修論)은 지눌의 원돈신해를

선문에서 최대의 금기로 여기는 지해(知解)의 장애로 천명하면서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지눌의 원돈신해론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학

계의 논쟁을 소화하여 연구자의 논점을 제출하고자 한다.

세존이 입으로 설한 것은 교(敎)이며, 조사들이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禪)이

77) 원돈(圓頓)은 원만한 이치를 단박에 모두 갖춘다[圓滿頓足]는 뜻이다. 즉 원만한 이치

를 원만하게 갖춰진 마음으로써 단박에 속히[頓速]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을 말한

다. 천태종에서 원돈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천태에서는 『법화경(法華經)』을 ‘원돈경(圓頓經), 일념삼천(一

念三千)의 수행법을 ‘원돈지관(圓頓止觀)’이라고 불렀다. 화엄오교판(華嚴五敎判)에서

는 ’頓‘이란 언어와 사유를 초월하는 진리를 말하는 네 번째 敎를 가리킨다. ‘圓’은 

화엄의 가르침으로서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길희성, 『知訥의 禪思想』, 서

울: 소나무, 2015, 154~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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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처와 조사의 마음과 말씀은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어찌 그 근원을 궁구

하지 않고 각기 자기가 익숙한 데만 안주하여 쓸데없이 쟁론을 일으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가.78)

지눌은 선사(禪師)임에도 불구하고 교학의 이론에도 배울 점이 있을 것

이라고 보고 다양한 종파의 경전에 관심을 가진다. 지눌은 종파 간의 분

쟁이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교종 이론 중에서

도 선종에 부합하는 것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자에

게 관행의 귀감이 되는 여실언교(如實言敎)79)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지눌은『화엄경(華嚴經)』의「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을 열람하던 중

『육조단경』이후 두 번째 사상적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된다.

산중으로 돌아와 앉아서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심종(心宗)에 부합하는 부처님

의 말씀을 찾기 약 3년, “하나의 티끌이 대천세계만큼이나 큰 경권(經卷)을 포

함하고 있다.”는 『화엄경』「출현품」의 비유와, 결론적으로 “여래의 지혜도

역시 이와 같아서 중생의 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단지 우둔한 자들이 알

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기에 이르러 경권을 머리에

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80)

지눌은 『화엄경』과의 만남 이후 3년간의 방대한 학술 연구를 이어나갔

다. 그리고 이통현의 화엄경 해석인『신화엄론』이 선종의 돈오론을 적

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지눌 수행체계의 三門 중

하나인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은 이통현의 신해를 종밀의 해오(解悟)에

연결시킨 것이다.

사대(四大)를 인정하여 몸이라 하고 망령된 생각을 마음이라 하며 그것을 전

78) “世尊說之於口, 卽爲敎. 祖師傳之於心, 卽爲禪. 佛祖心口, 必不相違. 豈可不窮根源, 

而各安所習, 妄興諍論, 虛喪天日耶.” 「화엄론절요序」, 『보조전서』, 174쪽.

79) 일반적인 敎가 진리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반면 禪의 여실언교는 이를 간단하게 나타

낸 것이다. 지눌의 저술이 ‘결(訣)’, ‘절요(節要)’와 같은 이름을 갖는 것은 이런 맥락

에 근거한다.

80) “退歸山中, 坐閱大藏, 求佛語之契心宗者, 凡三周寒暑, 至閱華嚴經出現品, 擧一塵, 含

大千經卷之喩, 後合云, 如來智慧, 亦復如是, 具足在於衆生身中, 但諸凡愚, 不知不覺. 

予頂戴經卷, 不覺殞涕.” 「화엄론절요序」, 『보조전서』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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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통틀어 ‘나’라고 인정하다가, 혹 좋은 벗을 만나 위에서 말한 불변·수연·성

상·체용의 이치를 듣고는 갑자기 신령스럽고 밝은 지견이 바로 제 진심이고, 본

래부터 항상 고요하여 성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이 곧 법신이며, 몸과 마음

이 둘이 아닌 것이 참 나로서, 여러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

에 돈오라 하는 것이다.81)

위 인용문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작은 좋은 선생을 만나 불변

과 수연, 성상체용(性相體用)의 이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즉, 깨달음

은 여실언교를 통해 심성의 체용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견(知見)을 형성

하는 것이다. 지눌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마치 저 대신[大官]이 꿈에 감옥에 갇히어 몸에 형틀을 쓰고 갖가지로

괴로워하면서 온갖 꾀로 벗어나기를 구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를 불러일으키면

갑자기 깨어나 제 몸이 본래의 제 집에 있고, 안락하고 부귀하기가 다른 대신들

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보는 것과 같다.82)

감옥에 갇혀있던 대신은 선지식(善知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性[不變]

과 相[隨緣]의 즉체즉용 관계에 대한 이지적 통찰을 통해 불성을 깨닫게

된다. 지눌은 종밀의 견해를 계승하여 닦음 이전의 불완전한 깨달음을

해오(解悟)로, 완성된 깨달음을 증오(證悟)로 구분한다. 선종의 관점에서

불성에 대한 지적 이해는 마음의 변화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오

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눌은 여실언교의 내용을 단순히 이성적으로 수긍

하는 것을 넘어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은 “信이 극에 달하

면 자연스럽게 解가 열린다.”83) 는 지눌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데, 信 개념은 지눌이 이통현으로부터 계승한 것이다. 지눌은 이통현의

『신화엄론』의 주요 부분을 요약 정리한『화엄론절요』에서 信에 관한

81) 認此四大爲身妄想爲心, 通認爲我, 若遇善友, 爲說如上不變隨緣性相體用, 之義忽悟靈

明知見, 是自眞心, 心本恒寂無邊無相, 即是法身, 身心不二, 是爲眞我, 即與諸佛, 分

毫不殊, 故云頓也.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16쪽.

82) “如有大官, 夢在牢獄, 身着枷鎻, 種種憂苦, 百計求出, 遇人喚起, 忽然覺悟, 方見自

身, 元在自家, 安樂富貴, 與諸朝僚, 都無別異也.”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

서』, 116쪽.

83) “信若極, 則自然有開解矣.”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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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현의 견해를 소개한다.

“각수(覺首)보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곧 법계와

다름 없어 깨끗하여 아무런 더러움이 없다는 것, 둘째로 자기 몸과 마음의 분별

지성이 본래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이 본래 움직이지 않는 부처의 지혜[不動

智佛]이라는 것, 셋째로 정(正)과 사(邪)를 잘 분별하는 자기 마음의 묘한 지혜

가 곧 문수(文殊)보살이라는 것이다. 바로 신심(信心)의 시초에서 이 세 가지 법

을 깨닫기 때문에 이름하여 각수라 한다.” 또 말하기를 “범부의 위치로부터 이

십신(十信)에 들어가기 어려운 까닭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범부라 인정하고

자기 마음의 부처가 곧 부동지불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84)

이통현은 현상적 마음[自心]이 본래 움직이지 않는 부처의 지혜[不動智

佛]이며 이 사실을 믿는 결단을 통해 깨닫는다고 본다. 그런데 범부가

미혹한 이유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不信] 때문이다. 믿음은 화엄 교

학의 수행 단계85) 중 십신위(十信位)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시작에

서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단계[初發心]인데, 이통현은 여기에 매우 적극

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지눌은『원돈성불론』에서도 이통현의 주장을 밝

히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信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믿음의 원인(信因)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果德)과 계합하되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이어야 비로소 신심(信心)이라 할 수 있다.86)

이통현은 올바른 믿음이 수행[因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果德]

인과 관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그 자체로 부처와 아무

런 차이가 없다는 동일성에 관한 믿음이라고 설명한다. 이 두 가지 믿음

84) “覺首菩薩者, 有三. 一覺自身心, 本是法界, 白淨無染故. 二覺自身心分別之性, 本無能

所, 本來是不動智佛. 三覺自心善簡擇正邪妙慧, 是文殊師利, 於信心之初, 覺此三法, 

名爲覺首. 又云, 從凡入十信難者, 摠者認是凡夫, 不肯認, 自心是佛, 不動之佛故.” 

「화엄론절요序」, 『보조전서』, 173쪽.

85) “『화엄경』 보살 수행도의 52단계는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

向), 십지(十地)의 50位(중생의 단계)와 불위(佛位)의 단계인 등각(等覺), 묘각(妙覺)으

로 이루어진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서울 : 2014, 233-234쪽.

86) “信因中, 契諸佛果德, 分毫不謬, 方名信心.”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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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지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한다.

조사문(祖師門)의 믿음은 교문(敎門)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동일하지 않다. 교문에서는 사람과 하늘들로 하여금 인과(因果)를 믿게

한다. 즉 복락(福樂)을 좋아하는 이는 십선(十善)이 묘한 因이 되고 인간과 천상

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果가 된다고 믿으며,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고집멸도가 성인의 과라 믿으며, 불과(佛果)를 좋아하는

이는 삼겁(三劫)의 육도(六道)가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과가 됨을 믿

는다. 그러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이와 다르다. 일체 유위(有爲)의 인과를 믿

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 천진의 제 성이 사람마다 갖추어져 있고 열

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에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 구하려 하지 않고 원

래 저절로 갖추어졌음을 믿는 것이다.87)

만약 십신(十信)의 단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의 몸이 부처의 몸과 다를 바

가 없으며, 원인(최초의 믿음)이 결과(최종적인 깨달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신해(信解)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88)

지눌은 인과에 대한 믿음과 동일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

다. 지눌에 따르면 인과 관계에 대한 믿음은 교종의 믿음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원인이고 부처는 믿음을 통해 획득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중

생이 부처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행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사

실[事]적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동일성에 대한 믿음은 중생과 부처

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미 온전한 부처를 구유하고 있다는 이치[理]를 강

조한다. 事의 차원에서 십신위(十信位)는 초발심으로서 수행의 시작에 불

과하지만 理의 차원에서 보면 처음 믿게 된 부처의 지혜(원인)는 최후의

정신 경계에 도달한 자가 체험하는 그것(결과)과 다른 것이 아니다.89) 이

87) “祖門之信與敎門信, 有何異耶? 曰多種不同, 敎門令人天, 信於因果. 有愛福樂者 信十

善爲妙因, 人天爲樂果, 故有樂果, 有樂空寂者, 信生滅因緣爲正因, 苦集滅道爲聖果, 

有樂佛果者, 信三劫六度爲大因, 菩提涅槃爲正果. 祖門正信, 非同前也. 不信一切有爲

因果, 只要信, 自己本來是佛, 天眞自性,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成, 不假他求, 從

來自備.” 「진심직설」, 『보조전서』, 48~49쪽.

88) “體齊諸佛十信之中, 若不信自身與佛身, 因果無二者, 不成信解.” 「화엄론절요」, 『보조

전서』,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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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현이 마음의 부처를 부동지불(不動智佛)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부처의

지혜가 인과와 고금(古今)을 넘어 상주(常住)하고 있다는 理의 측면을 강

조한 것이다.90) 즉, 최초의 믿음과 최종적 깨달음의 동일성은 양자 간의

理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信 개념의 동일성론은 동시성(同

時性)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관해 지눌이 인용한 이통현의 설명을 살펴

보자.

비록 십신(十信)과 오위(五位)의 차례를 따라 보현(普賢)의 행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기지만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보광명지도 달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관행을 성취한 이가 열 가지 신심(信心)으로, 바로 불

과의 보현행이 원만함에 이르는 것을 알되, 단번에 모두 아는 것을 신심(信心)

이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오늘 마음이 큰 중생이 처음으로 신심을 내자 그 인

과가 동시(同時)인 것이다.91)

십신위에서 믿은 자신과 부처의 동일성은 理에 해당하므로 십신 이후 상

위 수행 계위를 거치고 결국 궁극적 경지에 도달한 경우에도 이 점은 달

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 ‘보광명지92)가 달라지지 않

았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즉, 事의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점차 흐르고 부

처가 되기 위한 수행 또한 점차 성숙해지지만, 완전한 부처를 구유하고

89) 박성배는 교신(敎信)은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인 반면, 조신(祖信)은 ‘나는 

이미 부처이다’ 라는 믿음이라고 풀이한다. 전자는 점수라는 수증론의 바탕이 되고, 

후자는 돈오의 바탕이 된다. 『깨침과 깨달음(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ment)』, 서울: 예문서원, 2010, 53쪽.

90) 지눌의 심성론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깨달음은 자성(自性)을 깨닫는 것이고, 지

눌이 활용하는 화엄 이론 상 性은 이치(理)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징관의 사구에 

따르면 理의 기본 성격은 구분이 없음[無分]이다. 이런 점에서 자성으로서 마음의 부

처는 인과·고금의 구분을 넘어선다. 십신의 단계에서 믿은 자신의 불성은 이러한 자

성·이치로서 중생이 깨달았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다.

91) “雖然, 安立十信, 及五位次第, 畢竟成普賢行, 因滿果終, 時亦不移, 普光明智亦不異.  

此觀行及者了知. 此十種信心, 直至佛果普賢行滿以來, 一時摠解, 名爲信心也. 此是今

日大心衆生, 初發信心, 因果同時也.”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78쪽.

92) 보광명지(普光明智)란 근본보광명지(根本普光明智)를 말한다. 이는 모든 생명이 가지

고 있는 근본적인 지혜로서 부동지불에 해당한다. 이통현과 지눌이 자심(自心)이 곧 

부동지불임을 믿는다고 말할 때의 자심은 근본보광명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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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理의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同時].

승조의「물불천론」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시간은 흐르되 흐르지 않는다

[動靜一如]. 예컨대, 혜능의 게송에서 먼지 쌓인 거울의 본래 빛나는 성

품이 불성의 理라면 쌓인 먼지로 인해 빛을 발하지 않는 현실은 事이다.

신해는 거울이 먼지에 덮여있어도 빛나고 있다는 이치를 최초로 믿고 이

해하여 부처의 세계에 득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信은 시간을 초월한 지

혜93)로서 모든 수행의 계위에서 그 공능(功能)을 발휘한다.94) 다음과 같

은 지눌의 설명은 이러한 이통현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제 마음에 있는 근본 무명의 분별하는 종자로써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불을

이루고, 법계의 본체와 작용으로 믿고 나아가고 깨달아 들어가는 문을 삼아, 십

신에서 더 닦아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십일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동지불

을 떠나지 않는다.95)

지눌은 십신의 초위(初位)에서 깨닫는다는 이통현의 신해 개념이 선종의

돈오에 관한 적절한 여실언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순간에 득입하

게 되는 초발심인 십신에서 최종적 깨달음의 ‘이치’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만 사실의 측면에서 아직 초발심에 불과하므로 신해는 ‘悟’이

되 ‘증오(證悟)’에 못미친 ‘해오(解悟)’가 된다. 이에 지눌은 당대 교학자

들에게 주류였던 법장의 화엄 해석을 이통현의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주지하듯 지눌은 교종의 믿음을 事의 측면에 주목한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본다. 기존의 법장 이론은 이러한 인과성을 강조하는 사

93) 木村淸孝, 정병삼 역,『中國華嚴思想史』, 서울: 민족사, 2005, 201쪽.

94) 信의 동시성론은 ‘대승일심의 신심(信心)’에 관한 논서인 『대승기신론』의 신만성불론

(信萬成佛論)에서 비롯한다. 『대승기신론』에서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 

한 「분별발취도상(分別發趣道相)」에서 논하는 발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초발심(初

發心)인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둘째는 해행발심(解行發心), 셋째는 깨달음이 완성된 

증발심(證發心)이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범부가 십신위의 수행을 통해 믿음을 완

성하여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을 획득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불퇴

전(不退轉)의 발심·믿음[決定心]이 된다. 한자경, �대승기신론 강해�, 서울: 불광출판

사, 2013, 200쪽.

95)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 便成不動智佛, 以法界體用, 以爲信進悟入之門, 從信及入

位進修, 乃至, 經十住十行十廻向十地十一地, 摠不離本不動智佛.”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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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애법계관과 연기론에 기초한다. 반면 이통현의 이론은 理의 측면에

주목하여 동일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의 철학적 근거가 리사무애법계관과

성기론이다. 따라서 지눌은 사사무애법계관와 연기론에 대한 리사무애법

계관과 성기론의 우위성을 주장하게 된다. 우선 사사무애법계관과 연기

론에 대한 지눌의 평가를 살펴보자.

또 다른 곳에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 융합한다는 이치를 논한 것이 있다. 즉

이미 과지(果智)를 이룬 노사나불이 중생의 생멸하는 팔식(八識) 안에 있고, 중

생도 부처의 지혜 안에 있다. 이것은 이치와 다르지 않은 한 일이, 그 이치와 다

르지 않은 많은 일로 하여금 의지한 바 이치를 따라 하나 가운데서 다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중생과 부처의 본체는 다르지마는 이치를 따라 두루 미치는 것

은 마치 인타라 그물 속의 구슬들이 그 몸은 다르지만 그 빛은 서로 어울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일일이 서로 융합하는 연기문에 해당하는 것이다.96)

만일 그대가 지금 범부와 성인의 관계가 각기 다르다는 견해를 고집하여, 제

부처와 남의 부처, 같은 모양(同相)과 다른 모양(異相)을 혼잡시켜서는 안 된다

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릇된 견해이므로 감정의 고집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이래서야 언제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같고 다름이 융통된 근본

지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일 인과문(因果門)만을 논하여 온종일 입

다툼만 하려면 모르지만, 관행문에 의하여 보리를 빨리 증득하고 번뇌를 벗어나

헤매는 중생들을 두루 구제하고 부처의 수명을 이으려 한다면, 항상 자기의 한

마음으로 범부와 성인, 인과 과, 의보와 정보 등을 융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

운데에는 육상(六相)의 이치를 갖추어 감정의 앎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97)

지눌은 사사무애법계관·연기론의 문제점이 부처와 중생을 인과 관계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사사무애법계관·연기론의 기초가 되는 법

장의 육상원융론에서 원융문(총상·동상·성상)과 항포문(별상·이상·괴상)은

96) “他處所論, 生佛互融之義. 已成果智盧舍那佛, 在衆生生滅八識之中, 衆生亦在佛智之

中者. 是不異理之一事, 全攝理性時, 令彼不異理之多事, 隨所依理, 皆於一中現也. 此

則生佛, 體殊而隨理普遍, 如因陀羅網中 珠珠體別 而影影交羅也. 此當緣起門事事融攝

也.”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73쪽.

97) “汝若執現今, 凡聖相續各別之見, 云自佛他佛, 同相異相, 不可混濫, 則宛是遍計, 情執

未忘, 何時得入, 生佛圓具同異自在, 本智之境界耶? 若唯論因果門, 口諍終日, 則可矣, 

若依觀行門, 速證菩提, 透脫塵勞, 廣度群迷, 續佛壽命者, 恒以自己一心, 融會凡聖因

果依正差別, 其中具六相義, 非情識知.”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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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즉상입하는 인과 관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지눌은 사사무애법계관·연

기론에는 부처와 중생도 인과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처와 중생이 인과 관계가 되면 부처는 믿음의 단계부터 중생에

게 온전히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 지혜[果智]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주지하듯 이러한 인과 관계의 강조는 부처와 자신의 이치적 동일성

보다는 증득(證得)에 이르는 사실적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이통현의 ‘중생과 부처가 서로 융합한다’는 이론은, 요컨대 마음을 관찰하여

도에 들어가는 이로 하여금 항상 자기의 몸과 말과 뜻과 또 모든 행위들이 다

여래의 몸과 말과 뜻과 또 행위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실체와 자성이 없어서 본래 둘이 아니고, 본바탕이 다르

지 않기 때문이다. 법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나 본성상 조건들에 의존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로부터 일어난 형상들의 출현은 전적으로 본성

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본성은 그 자체가 법계인지라 안도 바깥도 중간도 없

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부처와 중생은 본래 근본

보광명지의 성품의 바다에서 허깨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의 모양과

작용에 차별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근본보광명지의 모양과 작용이다.

그러므로 본래는 하나의 체이지만, 일으키는 작용은 다양한 것이니[理事無碍],

이것은 성기문(性起門)에 해당하는 것이다.98)

지눌은 이통현의 부동지불 개념이 사사무애법계관이 아닌 리사무애법계

관에, 연기론이 아닌 성기론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기론에서 개별

적 존재와 본체와의 관계는 상즉상입[事事無碍]으로서 인과적으로 연결

되는 반면, 성기는 개별 존재 자체가 본체의 작용으로서 드러난 것[理事

無碍]을 의미한다. 전자는 서로 다른 事들이 동일하게 구유한 理로 나아

간다면, 후자는 동일한 理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事의 세계를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기론이 원리적 동일성을 강조한 관점이라면 연기론은

현상적 차이를 강조한 관점이다. 따라서 지눌은 리사무애법계관과 성기

98) “論主所示, 生佛互融之義, 要令觀心入道之者, 常須自信自己身語意, 及境界之相, 皆

從如來身語意境界中生. 皆無體無性, 本不二, 故體無差別故. 但以法界無作, 自性緣生. 

故緣緣之相, 全性而起. 性自法界, 無內外中間. 應如是知, 如是觀察也. 此則佛及衆生,  

本從根本普光明智性海幻現故, 生佛相用. 似有差殊, 全是根本普光明智之相用也. 故本

是一體而起用重重. 此當性起門也.”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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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중생 자체가 원만구족한 부처라는 이치적 동일성에 기반한 이통현

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99)

이렇게 십신위라는 초발심에 해오라는 깨달음의 지위를 부여한 지눌의

원돈신해론은 성철(1981)의『선문정로(禪門正路)』가 제기하는 강력한 비

판에 의해 한국 불교계 뿐 아니라 불교 학계에서도 논쟁의 중심이 되었

다. 성철에 의하면 원돈신해와 해오는 교외별전을 지향하는 선문에서 배

격하는 지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돈

오점수론 또한 지해에 바탕을 둔 수행체계로서 잘못된 것이다. 선종의

깨달음은 돈오돈수일 뿐이며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은 공안참구(貢案參究)

가 유일하다.100) 그리고 공안을 참구해 가는 과정에서 일상일여(日常一

如)·몽각일여(夢覺一如)·오매일여(寤寐一如)의 삼관(三關)을 돌파하여 제8

식 아뢰야식(阿賴耶識, alaya-vijnana)의 미세한 망념까지 끊어져야만 진

정한 깨달음인 구경각(究竟覺)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101) 성철은 다음과

같이 지눌을 비판한다.

“성품 자리에 원래 번뇌가 없으며 번뇌 없는 지혜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을 규봉 스님은 돈오라 했다. 그러나

견성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보조스님의 가장 큰 과오는 규봉의 주장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대담하게도 이것을 견성이라 했다는 점이다. 번뇌망상이 있더라도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거울에 먼지가 가득 앉아 있으면 밝은

빛이 드러나진 않지만 거울의 밝은 성품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해오는 먼

지가 가득 앉았지만 거울 자체의 밝은 성품만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허나 이를 견성이라 할 수는 없다. 선문에서는 먼지를 닦아내 거울의

밝은 빛이 삼라만상을 자유자재로 두루 비추는 것을 두고 견성이라 했다. 그러

니 해오의 견성이야 닦음이 필요하겠지만 선문의 견성, 즉 증오는 다시 닦음이

필요하지 않다.102)

지눌은 事의 차원에서 완전히 실현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깨달음 전과

99) 심재룡 외 편역,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29쪽.

100) 이효걸,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5, 58쪽.

101) 박성배, 「성철스님의 돈오점수설 비판에 대하여」,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

인가』, 서울: 민족사, 1992, 240쪽

102) 퇴옹성철, �성철스님 평석 - 禪門正路�, 합천: 장경각, 2017,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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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공통으로 구유하고 있는 理에 주목한다. 먼지를 닦아내 거울의 밝

은 빛이 발하는 것을 최종적 목표[證悟]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눌은 먼지 앉은 거울의 밝음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 특별히

천착하고 그것을 믿고 이해한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

면 성철은 “먼지가 가득 앉았지만 거울 자체의 밝은 성품만은 차이가 없

다는 것을 알았다.“는 해오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이 견성이나 깨달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깨달음은 ”먼지를 닦아내 거

울의 밝은 빛이 삼라만상을 자유자재로 두루 비추는” 것이다. 즉 성철의

돈오돈수론은 범부와 성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본래적 불성[理]보다 수행

자 실존의 차원[事]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흔히 참선하다가 기특한 소견이 생기면 그것을 두고 ‘견성했다’ 거나 ‘한 소식

했다’ 고들 하는데 정작 만나서 살펴보면 견성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다. 과연

무엇을 깨쳤나 점검해보면 제 홀로 망상에 휩싸여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떠드

는 것에 불과하다. 견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망설은 자신만 그르치는 것이 아

니다. 이는 선종의 종지(宗旨)를 흐리고 정맥(正脈)을 끊는 심각한 병폐이다.103)

성철은 선가(禪家)의 고질적 문제인 수행자들의 방종과 자만심에 주목한

다. 그는 지눌의 원돈신해론이 여기에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원돈신해의 해오 담론이 한국 불교에 만연한 까닭에, 수행자들이

理를 事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확철대오(廓撤大悟)를 위해 매진하기 보

다는 한낱 지해에 불과한 해오를 깨달음으로 오해하여 자만한다는 것이

다.

돈오점수를 내용으로 하는 해오인 원돈신해가 선문 최대의 금기인 지해(知

解)임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이를 완전히 포기함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선문정전(禪門正傳)의 본분종사들은 추호의 지해도 이 불조(佛祖)의 혜명(慧命)

을 단절하는 사지악해(邪知惡解)라 하여 철저히 배격할 뿐 일언반구도 지해를

권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조는 규봉의 해오사상을 지해라고 비판하면서도

『절요』, 『원돈성불론』등에서 해오사상을 연연하여 버리지 못하고 항상 이

103) 퇴옹성철, �성철스님 평석 - 禪門正路�, 합천: 장경각, 2017,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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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취하였다.104)

이와 같이 성철의 지눌 비판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원

돈신해의 해오를 선종의 깨달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철에 의해 촉발된 논쟁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에 관한 주요 연구는 성철의 입장을 지지하여 원돈신해의 지해가 가진

한계를 강조하는 관점, 원돈신해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 그리고

양자 간의 절충을 취하는 관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관점 각

각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정배는 선문의 돈오는 견성이고 지눌이 말한 신해는 해오로서 지해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교종의 돈오이기 때문에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선종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깨달았어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지해를 가진 해오가 원만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증거이라고

주장하며 성철의 견해를 지지하고 해오의 한계를 지적한다.105) 반면 김

호성은 성철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해오의 완전성을 주장한

다. 그는 증오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십신 초심의 해오에 완전히 갖

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해오는 관념적인 앎이 아니

라 믿음을 통한 전인적 전회(轉回)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해오만으로 완

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06) 박성배는 지눌이 해오의 의의와 한계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해오는 분명 단순한 지적 이

해를 넘어선 지혜이자 증오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동력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하지만 해오가 증오와는 다르게 해애(解碍)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만 증오가 나타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107)

104) 같은 책, 350쪽.

105) 목정배, 「『선문정로』의 근본사상」, 『보조사상』, 4, 보조사상연구원, 1990, 486~491

쪽. 이와 동일하게 성철의 입장을 지지하며 지눌의 해오를 비판하는 대표적 연구로는 

“윤원철, 「『선문정로』의 수증론」, 『백련불교논집』, 4, 1994.”를 참고.

106) 김호성, 「돈오돈수적 점수설의 문제점」,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서

울: 민족사, 1992, 226쪽

107) 박성배, 「보조스님은 증오를 부정했던가?」, �한국사상과 불교� , 서울: 혜안, 2009, 

416~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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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결같이 말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몸을 굴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

무리 하루 종일 관찰하여도 지해의 속박을 받아 쉴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즘 수좌들이 문하에 말을 떠나 깨달아 들어감으로써, 지해를 아주 버리는 사

람들을 위해 다시 적어 보는 것이다.108)

위 인용문은 지눌이 해오가 가진 지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와 분별을

넘어선 증오를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강조되겠지만 돈오점

수론은 ‘해오로는 안된다!’ 라고 선언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

도로, 지눌은 그의 사상적 귀착점이 반지해(反知解)라는 선종의 종지에

있음을 누차 역설한다. 이는 지눌과 성철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반지해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해를 낳는 신해에 해오의 지위

를 부여하여 깨달음으로 인정하는 지눌 사상의 모순적 성격이다. 『법집

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서술 체계에는 이러한 모순성이 극단적으로 나

타난다. 초반부에서는 신회와 종밀에 근거한 심성론과 해오론을 개진하

다가 후반부에서는 그들을 지해종사로 취급하면서 언어와 개념적 사고를

배제한 무심합도(無心合道)의 경지를 전면에 내세운다. 궁극적으로 강조

하고자 하는 무심합도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효율적이고 분명한 전달 방

법을 제쳐두고 굳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해를 해

오로 인정하는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정당화해야 할 동기나 필

요성을 지눌이 가졌다는 점을 함의한다. 즉, 지눌의 해오에 관한 논의에

서 본질적인 사항은 해오의 지해가 선종의 돈오와 모순된다는 점이 아니

라 그가 이 해오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성철의 비판과 이에 비롯한 돈점 논쟁은 이러한 배경적 이해보다 해오

와 선종의 깨달음 간의 모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한다. 해오는 깨달

음이 아니라는 주장은 선종의 교외별전적 입장에서 모순을 지적하고, 해

오만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주장은 해오의 禪적 성격을 극대화하여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며, 절충적 입장은 해오의 지해와 禪적 측면을 모

두 인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눌의 사상 체계가 내적 모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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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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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해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논쟁에서 성철과 그

에 동조하는 주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해오가 선종의 깨달음으로는 무가치하다는 주장이 완벽히 타당하다

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밝혔듯이 지눌의 모순은 모순 그 자체보다 그것

의 배경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선문에도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모자라는 근기를 위해 흐름을 따르는 허

망과 더러움 속에서도 성품이 깨끗한 묘한 마음이 있다고 가리켜 보여, 그들로

하여금 쉽게 알고 믿어 들어가게 하였다.109)

원교와 돈교의 신해문으로써 말하면, 이 열 가지 지해의 병도 또 진성(眞性)

의 연기이므로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거기에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듣고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심의 학자들도 믿고 받들어 가질 수

있다.110)

지눌의 사상은 당시 고려 불교계의 결사운동(結社運動)이라는 사회적 운

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지눌의 수선사(修禪社) 결사운동은 중앙

귀족불교를 배격하고 모든 계층에게 결사 참여의 문을 열었다는 특징이

있다. 수선사 결사운동은 12세기 이래 고려 사상계에서 유행하던 선사상

을 답습하지 않고 이타행의 실천을 표방하고 정토신앙도 수용하는 등 대

중적 기치 아래 전개됨에 따라 독서층과 지방의 향리층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111) 지눌은 이 결사운동을 이끄는 대

중 교육자로서 위인문(爲人門)의 입장에서 그의 선사상을 확립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노

력했다. 다음과 같은 지눌의 언급은 그의 사상이 가진 이러한 성격을 분

명히 보여준다.

109) “禪門, 亦有爲初機下劣人, 指示隨流妄染中, 有性淨妙心, 令其易解信入.” 「원돈성불

론」, 『보조전서』, 80쪽.

110) “又若約圓頓信解門, 則此十種知解之病, 亦爲眞性緣起, 無可取捨. 然以有語路義路, 

聞解思想故, 初心學者, 亦可信受奉持.” 「간화결의론」, 『보조전서』, 92쪽.

111) 정병삼, 『한국불교사』, 서울: 푸른역사, 2020,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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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급하고 빨라 가만히 늙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마음을 닦지 못하고서

죽음의 문에 점점 가까이 간다. 옛날에 함께 놀던 이를 생각하면 현명한 이도

있고 어리석은 이도 있었더니, 지금 손꼽아보면 아홉 쯤은 죽고 한 사람 정도

살았구나. 더구나 살아 있는 이도 저들과 같아 차츰 쇠잔해 가거늘, 앞으로 남

은 세월인들 얼마나 되겠는가?112)

애닯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고파 음식을 대하고도 입을 벌릴 줄 모르고, 병

들어 의사를 만나고도 약을 먹을 줄 모르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따

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구나.1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눌은 언어·의리분별·사고행위에 익숙한 초심의 범

부나 낮은 근기의 수행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깨달음에 관한 여실언교

가 필요했다. 따라서 지눌이 지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돈신해, 해오에

천착한 것은 그것이 보편교육의 차원에서 가지는 강점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눌 당시의 고려 불교계와 현대 한국 불교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선불교 교단의 참선 전통은 신라말에 들어온 마조도

일(馬組道一, 709~788)이 조사선(祖師禪)과 고려말에 들어온 같은 계통의

임제선(臨濟禪) 전통에 기반하여 마조, 황벽(黃檗, ?~850), 임제(臨濟,

?~867), 대혜로 이어지는 선풍(禪風)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면 임제선을 생각할만큼 한국의 선은 돈오돈수적 공안선을 중시하는

임제선이 확고한 주류이며114) 성철이 말하는 ‘선문정로(禪門正路)’는 오

직 임제선일 뿐이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지눌의 돈오점수는 겉으로는

임제선을 잇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신회, 종밀 류의 교학이다.115) 즉,

그의 지눌 비판은 올바른 선종이 오직 임제선이라는 전제 하에 지눌의

사상이 임제선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

112) “歲月飄忽, 暗催老相, 心地未修, 漸近死門. 念昔同遊, 賢愚雜遝, 今朝屈指, 九死一

生. 生者如彼, 次弟衰殘, 前去幾何?” 「결사문」, 『보조전서』, 9쪽.

113) “嗟夫. 今之人, 飢逢王饌, 不知下口, 病遇醫王, 不知服藥, 不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 「수심결」, 『보조전서』, 45쪽.

114) 박성배, 「성철 스님의 돈오점수설 비판에 대하여」, �한국사상과 불교�, 서울: 혜안, 

2009, 334쪽.

115) 이덕진,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논쟁」,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8,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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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눌이 활동했던 고려 중엽의 불교계는 단일 종파가 안정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담론은 화엄이었다.116) 그

리고 마조, 황벽, 임제, 대혜를 위시한 간화선풍의 새로운 사상적 물결이

원효와 의상 등으로부터 부단히 이어져 온 뿌리 깊은 화엄 교학의 위상

에 도전하는 혼란기였다. 성철의 문제의식이 이미 주류가 된 임제종이라

는 단일종파의 순결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는 반면, 지눌의 선사상은 사

상적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화

엄을 배제한 교외별전의 배타적 강조는 사회적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눌은 기존의 주류 사조인 화엄종의 사

변적 형이상학을 선종의 체험에 연결시키고 그 중에서도 선종에 가장 부

합된다고 생각되는 이통현의 이론을 근본 교설로 설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대적 차이와는 별도로 임제 계통만을 선종의 정통으

로 파악하는 관점은 논의를 요한다. 선종의 기본 정신은 신수의 점수론

과 대비되는 혜능의 돈오론에 있다는 점에서 신회, 종밀 계통을 선종의

이단(異端)으로 취급하는 것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돈황(敦煌)

출토 자료 중 선종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전법보기(傳法寶紀)』에 따르

면 선종이라고 불리는 학파의 원류는『능가경(楞伽經)』을 공부하는 ‘능

가학파(楞伽學派)’에서 비롯한다. 그런데『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등과

같은 돈황본의 다른 자료들 대부분은 능가학파 조사의 계통에 혜능을 포

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북종의 신수를 오조(五祖)의 후계자로 기록하고

있다.117) 실제로 능가학파의 조사인 신수는 북점종의 영수로서 혜능 못

지 않게 유력한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혜능이 육조(六

祖)이고, 혜능의 남돈종이 진정한 ‘禪’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수의 북점종

과 정통성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신회이다. 신회의 주장은 결국 역

사 속에서 승리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선종(남돈종)의 불교에 대한 지

배적인 위상으로 이어진다. 즉, 혜능과『육조단경』이 선종의 표준이 된

점은 북종의 점수를 비판하고 남종의 돈오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신회의

116) 심재룡,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92쪽. 

117) Philip B. Yampolsky, 연암 종서 역,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육

조단경연구�, 서울: 경서원, 1992,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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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신회는 남돈종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

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눌의 심성론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하

듯 종밀은 신회의 사상을 계승하여 북종의 점수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

런 점에서 종밀, 신회가 임제선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파 간의 지엽적인 차이에만 천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원돈신해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논쟁, 그리고 이

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밝혔다. 지눌의 사상이 논쟁적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본 절의 주제인 화엄적 해오가 그의 돈오론에서 많은 비중으로

강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눌이 화엄적 해오를 중시한다는 점이 그의

돈오론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깨

달음에 관한 지눌의 본의가 화엄적 해오가 아닌 선종에서 중시하는 내적

체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한다.

2.2 회광반조(廻光返照) : 내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초발심인 십신위[信解] 깨달음[解悟]으로 인정하

는 모순을 범할 정도로, 대중적 목적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원돈신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추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내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 방법인 회광반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원돈신해

에 대한 반조 체험의 우위성을 구명한다.

애닯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

기 성품이 참 법인 줄을 모르고 있다. 법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

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여 불도(佛道)를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항상 앉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대장경을 줄줄 외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아무 보람도 없이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자

기 마음을 바르게 알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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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될 것이다.118)

지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심의 본체에는 깨달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마음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경전에 매달리거나 고행에 몰

두하는 것은 깨달음을 줄 수 없다. 지눌은 당대 수행자들의 폐단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선종의 폐단인 성급한 자만심이고, 다른 하나

는 교종의 폐단인 ‘비굴한 마음[退屈心]’이다. 전자가 미미한 깨달음을 대

단한 것으로 자만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깨달음을 요원한 경지로 보고 좌

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 절의 주제와 연관된 교학자들의 퇴굴심에

대한 지눌의 평을 살펴보자.

내가 보니 교학자들은 권교(權敎)가 베풀어 놓은 것에 걸려서 眞과 妄을 별개

의 것으로 집착하여 스스로 비굴한 마음을 낸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사사무애

를 말하지만 관행을 닦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선가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르기를

돈교(화엄교판의 네 번째 가르침)에서 말하는 언어를 초월하는 진리 이상의 것

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거기에 본심의 불변과 수연, 性과 相, 體와 用을 완전

히 깨달아 안락하고 부귀하기가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가 되는 뜻이 있음을 알

지 못한다. 어찌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119)

교학자들이 퇴굴심을 가지는 이유는 방대한 방편적 가르침에 집착하여

좌절하기 때문이다. 지눌은 깨달음이 외적인 방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여 교학자들의 퇴굴심을 제거하고자 했다. 지눌이 비록 화엄교학

이라는 외적 방편을 활용했지만 그의 돈오론의 근본 정신은 ‘밖에서 찾

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8) “嗟夫. 今之人迷來久矣, 不識自心是眞佛, 不識自性是眞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

佛而, 不觀己心.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煉

臂, 敲骨出髓, 刺血寫經, 長坐不臥, 一食卯齋, 乃至轉讀一大藏敎, 修種種苦行, 如蒸

沙作飯, 只益自勞爾. 但識自心, 恒沙法門, 無量妙義, 不求而得.” 「수심결」, 『보조전

서』, 31쪽.

119) “予見敎學者, 滯於權敎所說, 眞妄別執, 自生退屈. 惑口談事事無碍, 不修觀行, 不信

有自心悟入之秘訣. 纔聞禪者, 見性成佛, 以謂不出頓敎離言之理. 不知此中, 圓悟本心, 

不變隨緣, 性相體用, 安樂富貴, 同於諸佛之意. 豈爲有智慧人也?” 「법집벌행록절요병

입사기」, 『보조전서』,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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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땅을 짚지 않고서 일어나

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다. 일심(一心)에 미혹하여 끝없이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요 일심을 깨달아서 끝없이 묘용(妙用)을 일으키는 자는 여러 부처

들이다. 헤맴과 깨달음은 비록 다르지만 반드시 일심에 말미암으므로,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한다면 역시 구할 수 없다.120)

미혹과 깨달음은 하나의 마음[一心]이 일으키는 두 측면이므로 밖에서

어렵게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일심의 미혹된 측면에만 집착하면

번뇌를 일으키지만 그것의 본체를 깨달으면 번뇌 대신 묘한 작용이 생긴

다. 따라서 깨달음은 외적 방편에 대한 관심을 내면의 마음으로 전환함

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지눌은 한 생각의 빛을 돌이키는[一念廻光] 반조

(返照) 체험을 통해 한 순간 진심의 본체를 체험한다고 밝힌다.

범부가 어리석어 사대(四大)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성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靈知)가 참 부처인 줄을 모른다. 그래서 마음 밖

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

한 생각에 문득 마음의 빛을 돌이켜[一念廻光] 자기 본성을 본다. 이 성품의 바

탕에는 본래부터 번뇌 없는 지혜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님과 조금

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돈오라 한다.121)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에 기초하면 이러한 관점은『육조단경』에 나타

난 혜능과 신수의 ‘돈점론’ 중 혜능의 돈오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신

수가 번뇌의 실유성(實有性)를 인정하여 점수를 통한 깨달음을 추구했다

면, 혜능은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과 무념(無念)을 견지하면서 마음에는

닦아야 할 번뇌가 없다고 본다. 지눌은 혜능의 종지에 기초하여 마음의

빛을 돌이키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 걸음마다

120)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離地求起, 無有是處也. 迷一心, 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悟一心, 而起無邊妙用者, 諸佛也. 迷悟雖殊, 而要由一心, 則離心求佛者, 亦無有是處

也.”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7쪽. 

121)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不知自性是眞法身, 不知自己靈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廻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漏智

性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不殊, 故云頓悟也.” 「수심결」, 『보조전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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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三界)122)를 뛰어넘고 단박 의심을 깨친다고 말한다.123) 그렇다면 이

러한 반조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가리키는 것인가?

문: 그대가 지금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답: 네 듣습니다.

문: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답: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문: 참으로 기특하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리에 드신 문이다.124)

수행자는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진

심의 불변과 수연으로 말하자면 철저히 수연의 경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눌은 그것을 듣고 있는 자신의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고 말한다. 이

처럼 하나의 생각에 대해 마음의 빛을 밖에서 안으로 돌이키는 일념회광

의 반조를 통해 수행자는 마음의 본체에 눈을 뜨게 된다. 하나의 생각이

라고 해도 마음이 밖을 향할 때에는 여러 소리가 존재하지만, 소리를 듣

고 있는 마음의 본바탕으로 마음의 빛을 전환시키면 거기에는 어떤 소리

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눌은 밖으로 일관하던 마음의 빛을 안으로 돌이키는 반조

공부를 통해 ‘듣는 것(대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주체)’으로 관심의 전

환을 촉구한다. 이는 ‘듣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의 체용 관계에 비롯한

다. ‘듣는 것’이 진심의 用이라면 ‘듣고 있는 것’은 진심의 體에 해당한

다. 진심의 체용은 즉체즉용의 관계에 있으므로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하나의 相[一念]이 반전[廻光]을 통해 性으로 자각되는 것이다.

지눌은 대화를 이어간다.

문: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허공이 아니겠는

122) 미혹한 중생이 윤회하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가리킨다.

123) “徑登佛地 步步超三界 歸家頓絶疑.” 「수심결」, 『보조전서』, 35쪽.

124) “汝還聞, 鴉嗚鵲噪之聲麽? 曰, 聞. 曰, 汝返聞汝聞性, 還有許多聲麽. 曰, 到這裏, 

一切聲, 一切分別, 俱不可得. 曰, 奇哉奇哉! 此是觀音入理之門.” 「수심결」, 『보조전

서』,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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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답: 본래 공하지 않으므로 환히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문: 그럼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실체인가?

답: 모양이 없으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문: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125)

일념회광의 반조를 통해 깨달은 마음의 본체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음[空寂]’ 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지눌의 심성론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

듯이, 진심의 본체인 자성은 다시 공적[體]과 영지[用]의 체용 관계로 분

류된다. 위 인용문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체험의 결과를 공적함과 환히

밝음이라는 자성의 두 측면으로 표현한다. 즉, 반조를 통해 체험한 내용

은 공적영지심이라는 마음의 본체이다. 공적영지심을 체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했다고 말할 때에는 체

험의 대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적영지심 또한 깨달음이라는 체

험의 대상인가? 지눌은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이 밖에 무슨 방편이 따로 있겠는가? 만약 방편

을 써서 다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해 눈

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기 눈인데 다시 볼 필요

가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또 보려

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의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인데 무엇하려 또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려고 한다면 얻

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 알지 못한 줄 알면 이것이 곧 견성(見性)이다.126)

지눌은 공적영지심을 깨닫는 것이 대상에 대한 체험과는 다른 것임을 분

명히 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체험은 체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런

125) “我更問儞. 儞道, 到這裏, 一切聲一切分別, 揔不可得, 旣不可得, 當伊麽時, 莫是虛

空麽? 曰, 元來不空, 明明不昧. 曰, 作麽生是不空之體? 曰, 亦無相貌, 言之不可及. 

曰, 此是諸佛諸祖壽命, 更莫疑也.” 「수심결」, 『보조전서』, 36쪽.

126) “只汝自心. 更作什麽方便? 若作方便, 更求解會, 比如有人, 不見自眼, 以謂無眼, 更

欲求見. 旣是自眼, 如何更見. 若知不失, 卽爲見眼. 更無求見之心, 豈有不見之想? 自

己靈知, 亦復如是, 旣是自心, 何更求會? 若欲求會, 便會不得, 但知不會, 是卽見性.” 

「수심결」, 『보조전서』,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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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눌은 눈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

며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처럼 공적영지심의 체험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줄 아는 것이라는 역설에 있다. 이는 공적

영지심의 즉체즉용 관계에서 비롯한다. 공적영지심을 앎[知]의 측면에서

보자면, 마음의 본체는 寂으로서 무지(無知)의 상태인 동시에 知로서 모

든 것을 환하게 알고 있다. 즉, 공적영지심의 체험은 체험하되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는 것이 된다. 같은 뜻으로 지눌은 중생이 생각 없음을 觀할

수 있으면 그는 곧 부처의 지혜로 향한다고 말한다.127) 원돈신해가 아무

것도 체험할 수 없는 마음을 지적으로 대상화하여 믿고 이해함에 따라

지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반면, 반조 체험은 마음 그 자체에 직입(直入)

하므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돈신해의 해오가 한계

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도 생겨나지 않아야 할 깨달음에 지해라는 불순물

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선종의 대표 가르침인 직지인심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깨달음은 당연히 마음 자체에 곧장 들어가는 반조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눌은 이러한 취지에서 지해를 넘어설 것을 역설한다.128)

선문에도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모자라는 근기를 위해 흐름을 따르는 허

망과 더러움 속에서도 성품이 깨끗한 묘한 마음이 있다고 가리켜 보여, 그들로

하여금 쉽게 알고 믿어 들어가게 하였다. 믿어 들어간 뒤에 그 지해와 분별을

잊어야 비로소 몸소 증득하였다 할 수 있다. 만일 지해와 분별을 잊지 못하면,

해탈이라는 깊은 구덩이 속에 앉아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온갖 행의 연기문 가운

데서 걸림이 없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29)

127) “若有衆生, 能觀無念者, 卽爲向佛智故.”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17쪽.

128) 그동안의 연구는 원돈신해와 반조체험을 잘 구분짓지 않고 양자 모두를 해오로 묶어

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길희성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보는 반조

에 의해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긍정하고 깨닫는 것이 원돈신해문에서 말하는 解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음의 체험을 解라고 한다면 지눌이 반조 체험을 강조한 취

지인 ‘지해의 극복’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지눌이 방편으로 차용한 원

돈신해와 본질적 강조점인 반조 체험 간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길희성, 

『知訥의 禪思想』, 서울: 소나무, 2015, 153~164쪽 참고.

129) “禪門, 亦有爲初機下劣人, 指示隨流妄染中, 有性淨妙心, 令其易解信入. 信入然後, 

忘其解分, 方爲親證. 若不忘解分. 坐在解脫深坑, 不能於萬行緣起門中, 轉身無滯故

也.” 「원돈성불론」, 『보조전서』,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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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꾸준한 반조의 공(功)이 없으면서 한갓 스스로 머리를 끄덕거리며 지금

환히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130)

지해와 분별의 위험성을 낳을 수 있는 원돈신해의 지적 성격이 교종의

것이라면 반조 체험은 선문의 교외별전적 전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반조 체험의 강조는 지눌이 교문(敎門)에 대한 선문(禪門)의 우월성을 드

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눌은 철저하게 선종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자

신의 사상을 구성해 나갔다. 지눌은 선교일치를 강조하지만 이는 선과

교의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선종과 교종 간의 엄격한 차등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통합이다.131) 지눌은 대중적 이론의 기획 및 선교 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에서 원돈신해를 부각시키지만 올바른 깨달음이 선종의 교외

별전적 체험[返照]을 통한 확고한 깨달음임을 분명히 한다. 이 점은 간화

경절문(看話徑截門)의 화두참구(話頭參究) 수행으로 이어진다.

2.3 간화경절(看話徑截) : 화두참구를 통한 깨달음

깨달음의 본질이 체험에 있다는 지눌의 생각은 화두(話頭)를 참구(參

究)132)하는 간화선(看話禪)의 수행방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간화선

130) “若無親切返照之功, 徒自默頭道, 現今了了能知, 是佛心者, 甚非得意者也.” 「법집벌

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11쪽.

131) 박태원은 돈오를 이해·관점·견해 범주의 통째적 전의(傳衣)인 혜학(慧學)적 돈오와 

마음 범주의 통째적 전의인 정학(定學)적 돈오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화엄적 

돈오문인 원돈신해문은 혜학적 돈오에 해당하고, 이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조체험을 통한 돈오는 정학적 돈오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선종은 분명 계(戒)·정

(定)·혜(慧) 삼학(三學) 중 정학에서 활로를 찾는 전통이며 지눌 또한 선문의 최고 우

위를 확신하는 인물로서 혜학보다 정학을 우위에 둔다. 이는 지눌이 선문의 돈오점수

에 상응시킬 수 있는 교가의 이론으로서 화엄을 선택한 것이지, 화엄 교학에 의거하

여 돈오점수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에 관해서는 박태원, 「돈오(頓

悟)의 두 유형과 반조(返照) 그리고 돈점 논쟁」, 『철학연구』, 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

소, 2012, 9~50쪽을 참고하라.

132) “참구(參究)는 참의(參意)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화두선은 말을 통하여 말이 필요 없

는 경지로 나아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종의 교외별전적 관점에서 말이란 사

실상 죽은 것인데, 지눌은 죽은 말에 집착하는 것은 참의라 하여 제 스스로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죽은 말을 살려 살아 있는 말로 활용하여 성불하는 것이 참구라 

하였다.” 심재룡, 『지눌연구-보조선과 한국불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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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두참구법은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이라고 부른다. 경절(徑截)이란

‘가로질러 간다’는 의미로서 돈오점수의 점진적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교외별전의 체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간화경절문의

전증론(全證論)은 돈오점수론에 관한 일반적 인식인 분증론(分證論)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간화경절문을 지눌 사상 체계 내

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눌의 저술에 나타난 간화경절문의 내용 및 이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돈오론의 체계 내에서 간화경절문의 의

미를 밝히고자 한다.

지눌은 41세인 1198년부터 지리산 상주무암에서 3년간 대혜종고(大慧

宗杲)의 어록을 열람하던 중 마지막 사상적 전회를 겪게 된다. 이를 통

해 지눌은 간화경절문을 시설하여 이른바 삼문(三門) 체계를 완결한다.

지눌은『대혜보각선사어록(大慧普覺禪師書語錄)』을 열람하며, “선정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

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

나 먼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떠나서 참구하면 안 된다. 만일 갑자기 눈이 열

리면 비로소 그것이 집안 일임을 알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고, 그 뜻을

깨치게 되어 정견(情見)을 버리고 편안해졌다고 말한다.133) 지눌은 간화

경절문을 원돈신해문과 대조하여 설명한다.

원교와 돈교의 신해문으로써 말하면 이 열 가지 지해의 병도 또 진성(眞性)의

연기이므로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듣고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심의 학자들도 믿고 받들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절문으로써 말한다면 몸소 깨닫고 은밀히 계합하는 데 있어

서는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듣고 알고 생각하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법계의 걸림 없는 연기의 이치라 하더라도 도리어 말로 이해하는

장애가 될 것이다. 만일 훌륭한 근기와 큰 지혜가 아니면 어찌 그것을 밝힐 수

쪽.

133) “禪不在靜處, 亦不在鬧處, 不在日用應緣處, 不在思量分別處, 然, 第一不得捨却, 靜

處鬧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 忽然眼開, 方知皆是屋裡事.” 「불일보조국사비명병서」, 

『보조전서』,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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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는가?134)

이와 같이 원돈신해문은 듣고, 알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깨닫는 초보적

방편이라면 경절문은 이러한 언어, 의리분별, 사고행위 등을 초월한 높은

근기의 수행이다. 이와 같은 지눌은 이를 무심으로 단번에 부처와 하나

가 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이라고 부른다.

조사나 종사로서 무심에 합도한 사람은 선정이나 지혜의 구속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선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치에 맞게 산란한 마음을 거두

어 잡음으로 인연을 잊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은 법을 가

리어 空을 봄으로써 번뇌를 씻는 功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무심을 바로

깨달아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없는 해탈한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티끌이나 생각이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별 다른 일이 아닐 것이

니 거기에 어찌 공력(功力)을 소모하는 일이 있겠는가?135)

지눌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서 간화경절문이 선정과 지혜의 구

속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선정과 지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닦음[修]’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간화경절문은 돈오점수론

의 체계에 포함될 수 없는 별도의 이론인 것처럼 보인다. 길희성은 경절

문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임제선(臨濟禪)을 접하지 못한 이통현과

종밀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의 방법을 지눌이 따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여실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지눌은 언어적 사유를

초월한 간화경절문을 강조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다.136) 하지만 앞서

134) “又若約圓頓信解門, 則此十種知解之病, 亦爲眞性緣起, 無可取捨. 然以有語路義路, 

聞解思想故, 初心學者, 亦可信受奉持. 若約徑截門, 則當於親證密契, 無有語路義路, 

未容聞解思想故, 雖法界無碍緣起之理, 翻成說解之碍. 若非上根大智, 焉能明得?” 「간

화결의론」, 『보조전서』, 92쪽.

135) “以是當知, 祖宗無心合道者, 不爲定慧所拘也. 何者, 定學者, 稱理攝散故, 有忘緣之

力. 慧學者, 擇法觀空故, 有遣蕩之功. 今直了無心. 觸途無滯者, 以無障礙解脫智現前

故, 一塵一念, 俱非外來, 俱非別事, 何有枉費功力耶.”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

조전서』, 123쪽.

136) 길희성, 『知訥의 禪思想』, 서울: 소나무, 2015, 207~223쪽과 길희성, 「知訥 禪 사

상의 구조」,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정신문화연구원, 1996, 117~118쪽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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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 체험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하듯 언어를 넘어설 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눌에게 있어 새삼스럽지 않다. 여실언교를 통한 깨달음을 지눌이 강조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체험이 결여된 언어는 지해일 뿐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점을 줄곧 주창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지눌을 가

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성철의 경우이다. 성철은 신회와 종밀을 지해

종사(知解宗師)로 격하하고 간화경절문을 강조한「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

기」가 지눌의 만년작이라는 점에서, 말년에 간화선을 접한 지눌이 기존

의 돈오점수론에서 돈오돈수론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137) 그

러나 지눌의 신회와 종밀 비판은 신회와 종밀이 가지고 있는 지적 성격

에 매몰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지눌의

신회와 종밀에 대한 비판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후반부에 집

중되는데, 전반부는 신회와 종밀의 심성론을 통해 돈오점수를 설명하고

있다. 만일 지눌의 입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 것이라면 하나의 저술 안

에 상반된 입장을 담았을 리는 만무하다.

또한 지눌은 간화경절문을 닦음이 필요없는 무심합도라고 주장하는 동

시에 깨달음 이후 닦음의 맥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위에서 예로 든 법문은 모두 말에 의해 이해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이를 위하

여, 법에는 수연과 불변의 두 가지 이치가 있고, 사람에는 돈오와 점수 두 가지

문이 있음을 자세히 분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이치를 통해 모든 경

론의 돌아가는 곳은 바로 제 마음의 性과 相임을 알고, 그 두 가지 문을 통해 모

든 성현의 자취는 바로 제 행의 처음과 끝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결

같이 말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몸을 굴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루 종일

관찰하여도 지해의 속박을 받아 쉴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즘 수좌들이

137) 주지하듯, 지눌은 만년작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서 신회와 종밀을 지해종사

로 격하한다. 이에 대해 성철은 지눌이 초년에는 신회와 종밀의 지해문(知解門)을 따

랐지만, 만년에 사상이 성숙하여 화두선의 우위성을 인정하였다고 본다. 성철에 따르

면 지눌은 간화선을 접하면서 기존의 돈오점수론을 반성하고, 사상적 변화를 모색하

였다.(이에 관해서는 퇴옹성철, �성철스님 평석 - 禪門正路�, 합천: 장경각, 2017, 

300쪽을 참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파의 구분을 초월하여 각각의 장점을 수용하

고자 하는 지눌 사상의 중요한 특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혜능의 정혜, 신회의 

知, 종밀의 선교통합과 돈오점수, 이통현의 독창적 화엄해석과 법장비판, 대혜종고의 

간화선, 심지어는 정토신앙까지 융합된 것이 지눌 사상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통시적 

완성의 과정으로 지눌 사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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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에 말을 떠나 깨달아 들어감으로써, 지해를 아주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다

시 적어 보는 것이다.138)

지눌은 경절문이 원돈신해문의 해오가 가지는 폐해에 대한 보완적 방편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눌은 원돈신해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성격

에 안주하게 되면 닦음을 게을리하여 증오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눌은 해오 이후의 점수를 대체할 화두참구라는

또 하나의 방편을 소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무심합도문

은 선정과 지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지눌의 언급은 선정과 지혜라는

닦음 대신 간화경절문을 활용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

서 강건기는 지눌이 경절문을 돈오점수의 체계 속에 포괄하고 있다고 보

며, 경절문을 해오 이후 점수의 일종으로 파악한다.139) 이처럼 간화경절

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버스웰(R. Buswell)의 입장은 문제의 핵심을 잘 포착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는 지눌이 간화경절문을 돈오점수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

기도 한 양면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40) 간화경절문은 닦음

없이 단번에 완성된 깨달음을 달성하는 높은 수준의 방편인 동시에 점수

의 과정을 대체·보완하는 성격 또한 가지기 때문이다. 이덕진은 돈오점

수를 ‘큰 담론’으로, 간화경절문을 큰 담론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작은

담론’으로 설정하여 이 문제에 접근한다. 간화경절문은 작은 담론으로서

어떤 때는 돈오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깨달음 뒤의

닦음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

138) “然上來所擧法門, 並是爲依言生解悟入者, 委辨法有隋緣不變二義, 人有頓悟漸修兩

門. 以二義, 知一藏經論之指歸, 是自心之性相, 以兩門見, 一切賢聖之䡄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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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59쪽.

139) 강건기, 『목우자 지눌 연구』, 서울: 부처님세상, 2001, 143쪽. 하지만 지눌은 여실언

교에 의한 해오를 말할 때에도 지해의 장애를 우려하여 반조 체험을 강조했다. 경절

문에서 언어를 초월한 경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눌의 기본적 입장과 다르지 

않다.

140) Robert E. Buswell, “Pojo Chinul and the Sudden-Gradual Issue: Kanhwa 

Son and Korean Buddhist Soteriology”, 『불교학보』, 6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

구원, 2013, 176~185쪽 참고.) 



- 71 -

은 지눌의 시대가 간화선의 도입기였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이해되는 면

이 있다. 돈오점수론에 영향을 준 신회, 종밀 등의 이론이 지눌보다 400

년에서 500년을 앞선 것인 반면 지눌이 간화선에 눈을 뜨게 된 계기인

대혜의 사상은 60~70년 전의 것이다.141) 지눌의 시대는 아직 대혜의 사

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상적 토양이 온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

눌의 제자인 혜심(慧諶, 1178~1234)에 이르러 간화선이 고려 불교 결사운

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된다.142) 즉, 지눌은 간화선을 고려에 소개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큰 담론인 돈오점수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지눌의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

다.

이것은 종밀 스님이 숭상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여러 조사와 선지식들이

경절의 방편으로써 학인(學人)을 지시할 때 쓰던 언구들을 간단히 인용하여 이

책 뒤에 붙여 한 가닥의 활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143)

따라서 간화경절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간화선과 돈오점수

론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간화선이 돈오점수론과 접

점이 있어야만 간화선을 돈오점수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제선

의 수행법인 간화선과 돈오점수론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눌 수행

론의 禪적 강조 지점인 반조 체험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원돈신해문의

해오는 반조의 체험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으로 성숙한다고 했는데, 간화

경절문 또한 원돈신해문의 불충분함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반조 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화경절문은 내용적 측면에서

도 반조 체험의 성격이 있다. 이 점은 간화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

141) 이덕진은 지눌의 시대가 신흥 사상인 대혜의 간화선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지눌이 이런 상황에서 작은 담론인 간화경절문을 

큰 담론인 돈오점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덕진, 

「고려 선불교의 성립과 전개」,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사상�, 서울: 예문서원, 

2010, 222~226쪽 참고.

142) 정병삼, 『한국불교사』, 서울: 푸른역사, 2020, 378~379쪽.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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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有出身一條活路耳”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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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

간화선(看話禪)은 공안선(公案禪) 혹은 화두선(話頭禪)이라고 하는데 선

종 중에서도 특히 임제종(臨濟宗)의 참선법이다. 여기서 공안은 선 전통

에서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내려오는 사례’를 말하고, 화두란 그 중 특

히 중요한 ‘말머리’를 일컫는다.144) 대표적인 예로, 어떤 스님이 조주(趙

州, 778~897)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스님은

“없다.”라고 대답했다.145) 이를 조주의 無자 공안이라고 하며, 無라는 말

머리가 화두가 된다. “달마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

까?” 라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 라고 대답했다가, 다른 스님의 똑같

은 질문에 “앞니에 털이 돋았다.”라고 대답한 것 또한 조주와 관련한 대

표적 공안의 예이다. 이런 동문서답 식의 엉뚱한 선문답에는 ‘개념’으로

파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달마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이 뜰 앞의

잣나무라는 것,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

는 식의 의심만을 낳는다. 간화선은 이 의심 덩어리[疑團]를 품어 집중하

는 수행 방법을 말한다. 지눌은 다음과 같이 화두를 드는 지침을 설명한

다.

어떤 중이 조주 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조주 스

님은 “없다.” 고 대답하였다. 그 “없다.”는 한 글자는 바로 저 많은 나쁜 지해와

나쁜 깨달음을 부수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로 알려고 하지 말고, 어

떤 도리로도 알려고 하지 말며, 뜻의 근본을 향해 생각하거나 헤아리지도 말

고·······다만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하던 항상 잡고, 항상 들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공부하여야 한다.146)

위 인용문에서 간화선의 화두참구법의 핵심인 ‘의단(疑團)을 품음’은 일

반적인 의심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의심의 목적은 언

144) 오강남,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서울: 현암사, 2006, 253쪽.

145)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존재한다는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말은 

의심을 유발한다.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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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得作有無會, 不得作道理會,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但向十二時中, 四威儀內, 時時

提撕, 時時擧覺, 狗子還有佛性也無云無, 不離日用, 試如此做工夫” 「법집별행록절요병

입사기」,  『보조전서』, 163쪽.



- 73 -

어·이성·논리의 조작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 반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의심은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이처럼 화두는

언어이지만 그 언어를 통해 언어를 넘어선 경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

행자는 화두참구를 통해 언어를 잊어버림으로써, 의심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오직 의심하는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어떤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지눌은 이어서 말한다.

아무 마음도 쓰지 않으므로,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에도 空에 떨어질까 두려

워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야말로 참으로 좋은 경지이니, 늙은 쥐가 갑자기 소

뿔에 들어가 곧 죽는 것을 보리라.147)

지눌은 화두에 대한 논리적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의심

만 하고 있는 상태(“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경

지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선종의 언어로 표현하면 ‘의심 덩어리가 터지

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 내려놓되, 내려놓았다거나 내려놓지 않았다거나 병에 걸리거

나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헤아림마저 없다가, 갑자기 재미없고, 잡을 수 없는

화두에서 단박 깨치면, 한 마음의 법계가 환히 밝아진다. 그러므로 심성에 갖추

어져 있던 백천 삼매와 한량없는 이치의 문이 구하지 않더라도 원만히 얻어진

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한 치우친 의리와, 듣고 알아 얻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

이다. 이것이 이른바 선종의 경절문에서 화두를 참구하여 증득해 들어가는 비결

이다.148)

화두에서 단박 깨침은 지금까지의 ‘듣고 알아 얻은 것’을 소멸시킨다.

즉, 간화선을 통한 무심합도의 경지는 언어와 이성적 분별의 넘어선 상

태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147) “直須無所用心, 心無所之時, 莫怕落空. 這裏却是好處, 驀然老鼠入牛角 便見倒斷

也.” 「간화결의론」,  『보조전서』, 97쪽.

148) “故一一放下, 亦無放下不放下, 滯病不滯病之量, 忽然於沒滋味無摸底話頭上, 噴地一

發, 則一心法界, 洞然明白. 故心性所具百千三昧無量義門, 不求而圓得也. 以無從前一

偏義理聞解所得故. 是謂禪宗徑截門, 話頭叅詳證入之秘訣也.” 「간화결의론」,  『보조전

서』,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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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간화경절문의 화두 수행법은 수행 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근기에 배치된 방법일 뿐 궁극적으로 일념회광의 내적 전환을 통한

체험을 지향한다.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일념회광을 통한 반조는 밖

으로 향하던 생각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들리거나 보이

는 것’에서 ‘듣고 보고 있는 행위의 주체’로 관심을 전향하는 것이다. 그

리고 그 주체는 ‘공적영지심’이라는 마음의 본체로서 앎이 없지만 알고

있는 것이었다. 간화경절의 깨달음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논리적·언어

적 분석을 통해 의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바깥에서 답을 찾는[外求]

헛수고이다. 공안의 내용 자체가 언어적 사유가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조의 功을 통해 온갖 분별적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가 공적영지심임을 발견하듯이, 수행자는 의심을 통해 답을

얻으려는 외적인 노력을 접고 의심 자체로 관심을 전환하게 된다. 그리

고 답을 구하지 않는 순수한 의심 상태가 자신의 마음의 본체임을 발견

하게 된다.149)

요컨대 간화경절문의 화두선은 반조 체험을 화두의 의심법으로 재구성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눌이 원돈신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조 체험

을 통해 마음을 직접 깨닫는 것을 강조했듯이 화두 참구를 통해서 강조

하고자 하는 것 역시 지해를 넘어선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간화

경절문은 내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지눌 돈오론의 전체적 맥

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0) 그래서 지눌은 화두참구라는 반조

체험 방법을 원돈신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심합도의 수행에 활용하

기도 하고, 원돈신해 이후 점수 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활용

하기도 한다.

149) 앞서 공적영지심을 무지의 知로 풀이했듯이, 답을 구하지 않는 의심은 의심 없는 의

심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영지심은 공적의 차원에서 모든 의심이 空하지만 영지의 

차원에서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의단이 터진다는 것은 결국 의

심이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는 공능을 가진 공적영지심에 대한 반조

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150) 박태원에 따르면 지눌의 돈오론은 혜학적 돈오와 정학적 돈오의 체계로 나뉘고 지눌

은 선문의 전통에 따라 정학적 돈오를 강조한다. 정학적 돈오는 일념회광의 반조 방

법인데, 이는 화두참구의 간화선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다. (박태원, 「돈오(頓悟)의 

두 유형과 반조(返照) 그리고 돈점 논쟁」, 『철학연구』, 4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136쪽~14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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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눌의 돈오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지눌의 돈오론을 위인문과 위법

문(爲法門)으로 체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지눌의 돈오는 한

순간 마음 속의 부처를 이해했지만 닦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해오와

해오 이후 닦음을 통해 완성되는 증오 두 가지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지눌이 위인문의 차원에서 중시한 원돈신해에만 집중한

것이다. 지눌은 위인문이라는 대중적 차원에서 원돈신해·해오를 정초하

였고 위법문의 차원에서는 반조 체험을 통한 직지인심을 분명히 제시하

면서 확고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반조 체험을 위해 당시 새로운

사상인 간화선이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돈오

론의 체계를 바탕으로 지눌의 점수론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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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눌의 점수론(漸修論)

1. 깨달음 이후의 닦음[悟後修]

앞 장에서 지눌의 심성론을 바탕으로 지눌의 돈오론을 유형별로 분석

하였다. 서론에서 연구자는 “지눌의 돈오점수가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

기 때문에 닦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수행 방법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닦음[悟後修]에 관한 지눌

의 주장을 오후수의 필요성, 오후수의 무념 공부, 오후수의 이타행이라는

세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1.1 오후수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지눌은 분명 직지인심의 확고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깨달음 뒤에 닦음이 필요한 것인가? 지눌에 따르

면, ‘돈오’는 이치[理]의 차원이며 점수는 사실[事] 차원이기 때문이다. 지

눌은 理는 단박 깨닫는 것이지만, 事는 점차 닦는 것이라고 구분하여 말

한다.

理는 갑자기 깨닫는 것이니 깨달음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事는 갑자기 제거되

지 않고 점차적으로 없어진다.151)

종밀은 이를 얼음과 물의 관계에 비유하며 닦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얼어붙은 못이 전부 물인 줄을 (단박) 알지만, 햇빛을 (점차) 받아야 녹고, 범

부가 바로 진임을 (단박) 깨달았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 (점차) 닦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흘러 전답에 물을 대거나 물건을 씻기도 하고, 망

151) “理卽頓悟, 乘悟併消, 事非頓除, 因次第盡.” 「수심결」, 『보조전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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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없어지면 마음이 영통하여 비로소 신통광명의 작용을 내는 것이니, 마음을

닦는 것 이외에 따로 수행하는 길이 없다.152)

위 인용문에 따르면, 얼음이 본래 물이라는 이치를 단박 아는 것[理]은

돈오에 해당하고, 얼음이 햇빛을 받아 점차 물이 되는 과정[事]은 점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얼음이 물로 변화하여 그 공능을 발휘하는 것이 돈오

점수의 완성으로 성불한 경지가 된다.

이와 같이 지눌은 화엄교학의 이론을 활용하여 깨달음과 닦음을 理와

事로 구분한다. 깨달음은 자성(自性)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징관의

사종법계론에 따르면, ‘性=理‘이고, 또한 그의 사구(四句)에 따르면 理의

기본 성격은 무분(無分)이다. 따라서, 깨달음은 理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理는 無分이므로 理에 대한 통찰은 점차가 아니라 단박이고, 부분이 아

니라 전체이다.153) 반면, 事의 차원은 分이 기본 성격이므로 理와는 반대

의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理를 단박 깨쳤다고 하더라도 事는 점차 닦아

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理의 무분이라는 속성에 기초한 깨

달음은 원돈신해라는 점이다. 주지하듯 지눌은 이통현을 따라 事차원에

서 아직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이미 온전히 갖추어

진 부처의 이치[理]를 믿고 이해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정한다. 즉, 지

눌이 제시하는 닦음의 필요성은 반조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후의 닦음이

아니라, 신해[解悟] 이후의 닦음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처럼 지눌이 제시하는 닦음의 필요성은 원돈신해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152) “識氷池而全水, 藉陽氣而鎔銷, 悟凡夫而卽眞, 資法力而修習. 氷銷則水流潤, 方呈漑

滌之功, 妄盡則心靈通, 始發通光之應, 修心之外, 無別行門.” 「권수정혜결사문」, 『보조

전서』, 11쪽.

153) 돈오성불론의 시조격인, 동진(東晋) 시대의 승려인 도생(道生, 355-434)이 징관에 

앞서 理를 불가분(不可分)으로 풀이했다. 도생은 돈오를 理 본체에 대한 깨달음으로 

풀이했다. 도생에 따르면, 理는 불가분의 개념이기에 부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개

념이 아니다. 혜달(慧達)은 �肇論疏�에서 ‘돈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頓’이라 하는 것은, ‘理’를 나눌 수 없음[理不可分]을 밝힌 것이고, 

‘悟’는 지극히 비춤[極照]을 말한다. 불이(不二)의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는 ‘理’에 부

합하는 것이다. ‘理 ’와 지혜가 함께 아우러짐을 ‘돈오’라고 한다. (慧達, �肇論疏�

“夫稱頓者, 明理不可分, 悟語極照. 以不二之悟符不分之理. 理智恚釋, 謂之頓悟.”). 김

진무, 「도생(道生)의 리(理)와 이학(理學)의 이일분수(理一分殊)」, 『동아시아불교문화』, 

33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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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가 낮거나 평범한 중생·범부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54)

정리하자면, 돈오는 理 차원의 단박 깨달음[解悟]이고, 점수는 事 차원

의 점진적 실천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돈오라는 인식 이후의 점수를

통해 理와 事의 간극이 좁혀진다. 그렇다면 무분(無分)의 理와 달리 事에

는 分이 발생하여 理와 事 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지눌은 범부·중생의 습관적 힘[習氣]을 그 원인으로 본다.

범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도(五道, 중생이 선악의 업보

에 따라 가게 되는 다섯 곳)를 유전하면서 나고 죽음에 나라는 관념에 굳게 집

착하여 망상과 뒤바뀜과 무명의 종자와 익힌 버릇이 오랫동안 한데 어울려 그

성품을 이루었다. 이번 생에 이르러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

을 문득 깨닫더라도, 그 오랜 버릇을 갑자기 끊어버리기가 어렵다.155)

습관적 힘[習氣]은 이치에 관한 단박 깨달음의 힘을 압도하면서, 범부의

삶을 지배하는 바탕이다. 시간적으로 깨달음은 한 순간 이루어진 것인

반면, 습기는 현생(現生) 뿐 아니라 전생(前生)의 아득한 과거로부터 장

구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눌은 理에 대한 순

간적인 인식만으로는 뿌리 깊은 습관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지눌은 이어서 말한다.

역경과 순경을 당하면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르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

났다 사라졌다 하고, 바깥 대상에 대한 번뇌가 이전과 다름이 없다. 만약 지혜

로서 공부를 더하고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려 크게 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156)

理 차원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후에도 事 차원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

은 습기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범부는 여전히 바깥 대상에 대한 번뇌에

154) 실제로 지눌은 事의 습기를 닦을 것을 말하면서 범부가 처한 상황을 주로 제시한다.

155) “凡夫無始廣大劫來至于今日, 流轉五道, 生來死去, 堅執我相, 妄想顚倒, 無明種習, 

久與成性. 雖到今生, 頓悟自性, 本來空寂, 與佛無殊, 而此舊習, 卒難除斷.” 「수심결」, 

『보조전서』, 37쪽.

156) “逢逆順境, 嗔喜是非, 熾然起滅, 客塵煩惱, 與前無異. 若不以般若, 加功著力, 焉能

對治無明 ,得到大休大歇之地?” 「수심결」, 『보조전서』,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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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는 범부일 뿐이다. 즉, 뛰어난 근기를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 깨

달음은 번뇌를 종식시키지 못한다. 깨달음은 오히려 번뇌라는 습기에 온

통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평범한 수행자들에게 돈오는 수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자 조건일 뿐이

다. 그래서 지눌은 돈오[解悟]와 점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고 말한다.157) 돈오가 없으면 점수의 필요성

을 자각하지 못할 것이고 점수가 없으면 돈오는 이치에만 머물 뿐 사실

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깨달은 뒤에 닦음에 힘을 써야하는 이유는

근기가 낮거나 평범한 수행자에게 신해[解悟] 이후에도 남아있는 습기에

서 비롯한다. 즉, 닦음이 필요성에 관한 지눌의 논의는 확고한 깨달음이

아니라 십신초위의 범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내적 체

험을 통한 깊은 깨달음 이후에도 이러한 닦음이 요구되는가? 이에 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1.2 오후수의 무념(無念) 공부

앞 절에서 원돈신해[解悟] 이후에 요구되는 점수의 필요성을 논했다

면 본 절에서는 깊은 깨달음에 기초한 이상적인 닦음의 내용에 관해 논

하도록 한다.

지눌의 오후수 개념은 앞서 소개한 북종(北宗)의 점수 개념과의 비교

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지눌은 북종 식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꼿꼿이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억제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는 것으로써 마음

을 닦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미혹이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성문(聲聞)

들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둑이다.” 라고 하였

다.158)

157) “則頓悟漸修之義, 如車二輪, 闕一不可.” 「수심결」, 『보조전서』,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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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눌은 깨달음에 근거하지 않은 닦음[悟前修]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문제점은 번뇌를 끊으려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지눌은 오전수를 마음에

대한 유위적 억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념수(有念修)이자 오염수(汚染修)라

고 보았다. 이는 병원(病原)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눌은 깨달음 이후의 닦음[悟後修]은 번뇌

를 끊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피

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어서 그 자리가 곧 고요함이니 어찌 다시 끊을 일이 있

겠는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더딜

까를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159)

지눌은 닦음을 설명하면서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으라’고 말한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면[一念] 그것의 본성을 관조[廻光]하면 고요해진다

는 것은 사실상 일념회광의 반조체험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다. 깨달은

뒤에 닦는 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닦음은 반조 체험을 통한 깨달

음, 공적영지심일 뿐이다. 그래서 공적영지심의 내적 체험이 가능한 근기

의 수행자에게 닦음은 사실 닦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과정

이다. 즉, 닦음은 오직 무념(無念)의 깨달음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무념수(無念修)이다. 지눌은『진심직설』에서 이러한 무념수

를 무심식망(無心息忘)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는 10가지의 수행방법[十

種息妄]이 포함된다. 이 중 무심식망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깨

달아 살핌[覺察], 쉼[休歇]의 수행법을 살펴보자.160)

158) “或者不知善惡性空, 堅坐不動, 捺伏身心, 如石壓草, 以爲修心. 是大或矣. 故云聲聞

心心斷或, 能斷之心是賊.” 「수심결」, 『보조전서』, 38쪽.

159) “但諦觀殺盜淫妄, 從性而起, 起卽無起, 當處便寂, 何須更斷? 所以云不怕念起, 唯恐

覺遲.” 「수심결」, 『보조전서』, 38쪽.

160) 십종식망(十種息妄)에는 이 외에도 마음 속의 망상을 없애고 경계만 두는 민심존경

(泯心存境),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민경존심(泯境存心), 마음도 없애고 대상도 없

애는 민심민경(泯心泯境), 마음도 두고 대상도 두는 존심존경(存心存境), 안과 밖을 모

두 체로 보는 내외전체(內外全體), 안과 밖을 모두 용으로 보는 내외전용(內外全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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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각찰이니, 공부할 때에 항상 생각을 끊고 일어나는 생각을 막는 것이

다. 한 생각이 겨우 일어나거든 곧 그것을 깨달아 부수는 것이니 망념이 깨달음

에 부서지면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깨달은 지혜도 버려야 한다.

망념과 깨달음을 함께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심(無心)이라 한다. 두 번째는 마음

을 쉬는 것이니, 이른바 공부할 때에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아 마음이 일어나거

든 곧 쉬고, 인연을 만나거든 곧 쉰다는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가닥

흰 비단인 듯 차가운 물인 듯, 옛 사당 안의 향로인 듯 하여 바로 망상을 끊고

분별을 떠나 바보와 같고 말뚝과 같게 되어야 비로소 진심과 합한다.”고 하였

다.161)

각찰은 망심을 반조하여 그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망심이 발붙

일 곳을 제거하는 것이다. 휴헐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下心]을 말한다.

지눌은 휴헐을 말하면서, ‘바보’와 같아야만 진심과 합해질 수 있다고 말

한다. 이는 일어나는 망심을 ‘모른다는 마음’으로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

을 말한다.162) 각찰이 일어나는 생각을 깨닫는 것이라면 휴헐은 깨달은

마음으로 망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양자 모두 닦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조를 통한 깨달음일 뿐이다. 지눌은 이런 자연스러운 닦음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 하지만 망령된 생각은 본래 공하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악을 끊으려 해도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으려 해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163)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가 되는 즉체즉용(卽體卽用), 체와 용을 함께 표출시키는 

투출체용(透出體用)의 8가지의 무심 공부법이 더 존재하는 데, 크게 보면 앞서 논의한 

각찰과 휴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 열가지 공부법은 무심공부로서 인위적으

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공지공(無功之功)이라는 데 핵심이 있다.

161) “一曰覺察, 謂做工夫時, 平常絶念, 隄防念起. 一念纔生, 便與覺破, 妄念破覺, 後念

不生, 此之覺智, 亦不須用. 妄覺俱忘, 名曰無心. 二曰休歇, 謂做功夫時, 不思善不思

惡, 心起便休, 遇緣便歇. 古人云, 一條白練去, 冷湫湫地去, 古廟裏香爐去, 直得絶廉

纎離分別, 如痴似兀, 方有少分相應.” 「진심직설」, 『보조전서』, 55~56쪽.

162) 서양에 선불교를 전파한 것으로 잘 알려진 숭산(崇山, 1927-2004)이 내세운 대표적 

수행법인 ‘오직 모를 뿐!’이 휴헐의 수행법에 해당한다. 숭산은 생각과 판단을 멈춘 

모르는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보았다. 

163) “雖有後修, 已先頓悟妄念本空, 心性本淨. 於惡斷, 斷而無斷, 於善修, 修而無修. 此

乃眞修眞斷矣.” 「수심결」, 『보조전서』,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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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닦음은 무념수로서 번뇌를 끊되 끊지 않고[無斷而斷], 닦되 닦지

않는[無修而修] 역설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반조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후의 닦음을 깨달음 이전의 닦음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

어 참된 닦음을 가능하게 만든다. 깨닫기 이전의 닦음이 북종 식의 유위

적 노력이라면, 깨달은 이후의 닦음은 사실상 닦지 않는 것이다, 지눌은

철저한 깨달음을 통해 망심을 관조하며 사실상 닦지 않는 경지를 지향한

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무념수 개념은 앞서 다룬 돈오점수·돈오돈수 논

쟁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주지하듯 성철이 제기하는 지

눌 비판의 핵심은 “깨달은 다음에 또 닦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눌의 닦음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돈오를 더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164) 무념수 개념은 확고하게 이루어진

돈오를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완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철저히 깨달은 자도 구체적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깨달

음은 삶 속에서 점차 적용되고 실천되었을 때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지

눌의 수행관이다. 망념을 관조하는 무념 공부는 이러한 깨달음의 적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65)

그런데 성철의 돈오돈수는 이러한 지눌의 수행관과 상반된 관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철은 화두 수행을 통한 돈오견성만으로 수

행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깨달음 이후의 적용 및 실천 과정에는 주

목하지 않는 입장이다.166) 따라서 돈오돈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돈수’

는 생략해도 무방한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철은 돈오점수론이 깨달은

뒤에 더 닦을 것이 남아 있으므로 철저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철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점은 지눌과 성철의 공통점이다. 다

164) 이러한 개념은 앞으로 논하게 될 수상문정혜에 해당한다.

165) 연구자는 무념수에 있어서 깨달음의 적용을 자리(自利) 수행에, 깨달음의 실천을 이

타(利他) 수행에 배대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166) 지눌이 점수의 과정 중 하나로 이타행을 강조했지만 성철이 당시의 뜨거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조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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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눌은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 삶 속에 적용·

실천하는 점수 과정을 통해 수행이 완성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성철

과 차이가 있다.

한편 성철의 돈오점수론 비판의 영향으로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돈오돈

수로 이해하는 경향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성배는 돈오돈수적 차

원이 없는 깨침은 선문의 깨침이 아니므로 돈오점수론을 ‘돈오돈수적 점

수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167) 또한 임승택도 지눌의 닦음은 철저

하게 돈오의 테두리 안에 소속된 닦음이며, 돈오돈수에 더 가깝다고 본

다.168) 이러한 관점은 성철의 지눌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지눌 사상의

禪적 성격을 변호하려는 입장이다. 지눌의 무념수는 사실상 닦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돈오점수에는 분명히 돈오돈수적 성격이 내포되

어 있다. 하지만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는 무시 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

한다. 주지하듯 돈오돈수론은 돈오를 적용·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담론이다. 따라서 돈오점수론을 돈오돈수론으로 치환하는 관점은 지눌이

점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의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지눌의 점수론 중 무념수만을 강조할 경우, 돈오점수론의 위인문

(爲人門)적 성격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돈오점수론을 전체적으로 볼 때

무념수의 무수이수 방법은 수행자 보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지눌은 깨달음 이후 닦음의 필요성으로 습기의 두터움이라는 범부

의 현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눌은 닦되 닦지 않는 경지에 있는 사

람은 근기가 높은 소수라고 보았으며 깨달음 이후에도 습기가 두터운 다

수는 점문의 닦음과 같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습기가 두터워 철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무념수가 불가능해도 자신이 부처라는 지적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닦으면 결국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169) 지눌이 돈과 점, 선과 교, 정학과 혜학 중에서 전자를 강조한다는

167) 박성배, �한국사상과 불교� , 서울: 혜안, 2009, 360~375쪽 참고.

168) 임승택, 「돈오점수와 초기불교의 수행」, 『인도철학』, 31, 2011, 81~90쪽 참고.

169) 이에 관해서는 근기에 따라 다른 두 가지 닦음인 ‘자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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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하지만 동시에 지눌 사상이 여실언교에 대한

이해와 점차적 닦음이라는 위인문적 강조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화엄 교학에 대한 지눌의 철학적 논증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지

눌 사상의 포괄적 성격을 놓칠 우려가 있다.

본 절에서는 지눌의 오후수가 깨달음의 공능을 현실적 차원에 적용시

키는 닦음으로서 번뇌를 끊되 끊지 않고, 닦되 닦지 않는 경지를 지향한

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지눌이 무념수를 자신의 수행을 넘어 사

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확장시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3 오후수의 이타행(利他行)

앞 절에서 논의한 무수이수로서의 점수는 자성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

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이다. 이는 지눌의 점수 체계에서 근본

공부[正]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리(自利)의 수행이다. 그런데 지눌은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망심을 없애는 무념 공부 이외에 다

른 것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정(正)과 조(助)가 다르다. 무심으로 망심을 그치게 하는 것으로써 正을 삼고,

온갖 선을 행함으로써 助를 삼는다. 비유하면 거울이 티끌에 덮였을 때에 손으

로 닦아야 하겠지만, 다시 묘한 약으로 문질러야 비로소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

다. 티끌은 번뇌요, 손은 무심의 공부며, 문지르는 약은 온갖 선행이고, 거울의

광명은 진심이다.170)

지눌은 무심식망이라는 근본공부[正] 와 더불어, 선행(善行)을 쌓는 보조

공부[助]를 강조한다. 무심식망이 正으로서 내적인 점수라면, 선행은 助

로서 외적인 점수에 해당한다. 지눌은 『대승기신론』을 인용하여 선행

한 논의에서 논증될 것이다.

170) “曰正助不同也, 以無心息妄爲正, 以習衆善爲助. 譬如明鏡, 爲塵所覆, 雖以手力揩拭,  

要須妙藥磨瑩, 光始現也. 塵垢煩惱也, 手力無心功也, 磨藥衆善也, 鏡光眞心也.” 「진

심직설」, 『보조전서』,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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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대승기신론』에 “또 신성취발심이란 것은 어떤 마음을 발하는 것인가? 대

략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곧은 마음이니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

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니 일체의 선행을 모으기 때문이며, 셋째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니 모든 중생을 고뇌에서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

다.171)

무념수의 助에 해당하는 선행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자비심(慈悲心)에

서 비롯하며 자비심은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利他行)으로 이어진다. 이

렇게 볼 때, 무념수는 자리(自利)와 이타(利他)의 두 날개가 겸비된 수행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부의 조화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눌의 닦음은 깨달음에 즉한 닦음으로

서 차별적 相의 세계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그런데, 이타행은 기본적으로

나와 남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타자(他者)가 존재해야만

그것을 이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의 인용문에서 티끌에 덮

인 거울을 잘 닦아야 한다는 말은 신수의 게송으로 대표되는 북종의 점

수를 연상하게 한다. 지눌은 차별지를 극력 부정했지만 이타행을 말하면

서 차별지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화엄론』에 이르기를 지혜는 그 본성이 적정이라 願으로 지혜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고로 알지니, 깨달음 전에 미혹되어 있

을 때는 비록 원에 뜻이 있다 해도 마음의 힘이 어둡고 약해서 원이 서지 않는

다. 깨달음 후에야 차별지로써 중생의 고통을 관하여 자비의 원심을 발해 역량

과 분수에 따라 보살도를 행하면 깨달음과 수행이 점차 완전해지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172)

171) “起信論云, 復次, 信成就發心者, 發何等心? 略有三種, 云何爲三. 一者直心, 正念眞

如法故, 二者深心, 集一切善行故, 三者大悲心, 欲拔一切衆生苦故.” 「진심직설」, 『보

조전서』, 62쪽.

172) “華嚴論云, 智性寂靜, 以願防智是也. 故知, 悟前惑地, 雖有志願, 心力昧略故, 願不

成立. 悟解後, 以差別智, 觀衆生苦, 發悲願心, 隨力隨分, 行菩薩道, 覺行漸圓, 豈不慶

快哉.”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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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눌은 모순되는 두 가지 공부를 하나의 수행체계에 포함시킨

것인가? 지눌은 차별지를 바탕으로 보살도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지는 일반적인 차별지와는 다르다. 따라서 지눌이 말

하는 차별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점수론 내에서 이타행이

가지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 깨달음 이후에 닦는 길은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닦음일 뿐 아니라 만 가지

행위를 겸하여 익혀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구제되는 길이다. 오늘날 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단지 불성을 밝혀 보이기만 하면 그 후 이타의 행

과 원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한다. 목우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불성을 밝혀

보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그와 나가 차별이 없은즉, 만약 자비의 원을 발하

지 않으면 적정에 빠질까 두렵다.173)

지눌은 오후수를 통해 자신만을 구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수행자들

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적정(寂靜)에 빠진 것”으로, 寂

과 知라는 마음의 본체 중 寂에만 편향된 닦음이다. 주지하듯 지눌의 사

상은 寂과 知의 즉체즉용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지눌은 이 중 어느 하나

에 몰두하여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이런 맥락에

서 무념수의 자리(自利) 측면은 寂이고, 이타행적 측면은 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눌은 무념수의 고요한 측면[寂]에만 편향된 수행이 밝

은 측면[知]인 이타행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공적에 걸린 우두종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만일 말로 인해 도를 깨닫고 교로 인해 종지를 밝히며 법을 선택하는 눈을 갖

춘 사람은 비록 많이 들어도 명목과 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는 비록 남을 이롭게 하더라도 ‘자기다’, ‘남이다’ 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생

각을 갖지 않고 자비와 지혜가 점점 원만해져 환중(環中)174)에 합하면 그는 진

173) “此悟後修門, 非唯不汚染, 亦有萬行熏修, 自他兼濟矣. 今時禪者皆云, 但明見佛性然

後, 利他行願自然成滿. 牧牛子以謂非然也. 明見佛性, 則但生佛平等, 彼我無差, 若不

發悲願, 恐滯寂靜.”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39쪽.

174) 환중(環中)은 사물과 세계를 관조하는 정신 경계를 가리키는 말로 『장자(莊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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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175)

지눌의 깨달음은 공적영지심이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空寂],

다른 사람의 아픔은 대상화될 수 없는 나의 아픔이 된다[靈知]. 이처럼

오후수의 이타행에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호오(好惡)의 감정 같은 동기

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되 도왔다는 相이 개입할 여

지가 없다.

助를 닦을 때에도 무심과 서로 맞아 인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인과

에 집착하면 범부들의 인간과 천상의 과보에 떨어져 진여를 증득하기 어려우므

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무심과 서로 맞으면 그것은 진여를 증득

하는 방편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라, 광대한 복덕을 아울러 얻을

것이다.176)

위 인용문은 오후수의 正과 助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

다. 무념공부의 핵심이 번뇌를 끊되 끊지 않고[無斷而斷], 닦되 닦지 않

는[無修而修] 역설에 있었듯이 오후수의 이타행은 일체의 분별상을 떠났

으므로 남을 이롭게 하더라도 남을 이롭게 했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그

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지눌이 강조하는 이타행은 무념수에 포

함된다. 이러한 무념적 이타행의 기원은 선종의 소의경전(所衣經典)인

『금강경(金剛經)』에 있다. 『금강경』의 “마땅히 머무는 데 없이 그 마

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구절을 듣고 감화받은 혜능은 선종에

입문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데 없음’은 혜능 사상의 宗, 體,

本 중 本에 해당하는 무주(無住)를 통해 정식화되는데, 이 무주 개념에

이타적 실천의 성격을 결합한 개념이 상에 대한 집착 없이 베푸는 무주

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지눌은 『금강경』을 인용하여 오후의 이타행이

「제물론(齊物論)」에서 유래한다. 

175) “若因言悟道, 藉敎明宗, 具擇法眼者, 雖多聞而, 不起認名執相之念, 雖利他而, 能斷

自他憎愛之見, 悲智漸圓, 妙契環中, 則誠當實行者也.”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21쪽.

176) “若修善時, 與無心相應, 不取着因果. 若取因果, 便落凡夫人天報中, 難證眞如, 不脫

生死. 若與無心相應, 乃是證眞如方便, 脫生死之要術, 兼得廣大福德.” 「진심직설」, 

『보조전서』,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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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상보시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금강반야경』에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福德)은 한량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

의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겨우 한낱 본래의 불성을 알고는 곧 스스로의

천진(天眞)만을 믿고 많은 선행을 닦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진심에

통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게을러져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거늘

어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177)

지눌은 무주상보시의 복덕을 강조하며, 선행을 닦지 않는 수행자들을 비

판한다. 지눌의 관점에서 正만을 취하고 助는 가볍게 보는 수행자들은

이타행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자타겸제(自他兼濟)를 하지 않는

수행자들에게 이타행은 또 하나의 습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선

행에 따른 선과(善果)를 기대하거나, 혹은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고 싶

다는 相에서 비롯하는 집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눌은 진정한

이타행은 어떠한 의도도 없고 댓가도 바라지 않으며 내가 한다는 의식도

없는 순수한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78)

불교의 초탈적 경지는 일견 세속적 윤리를 초탈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생멸·인과·자타를 분별하지 않는 깨달음의 이치를 현실적

차원에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같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자명한 도덕률이 도출된다. 이처럼 깨달음 이후의

이타행은 초월적 깨달음이 일상의 윤리적 실천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눌이 사실상 닦지 않는 무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점수’로 칭하고, 계속 닦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설명될

177) “金剛般若經云,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 其福德不可思量. 今見世人, 有叅學者, 纔

知有箇本來佛性, 乃便自恃天眞, 不習衆善. 豈只於眞心不達, 亦乃翻成懈怠, 惡道尙不

能免, 況脫生死?” 「진심직설」, 『보조전서』, 63쪽.

178) 길희성은 지눌의 이타행 개념을 “깨달은 자의 평등적 시각을 버리고 중생의 차별적 

시각으로 그들의 번뇌와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동참”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길희성, 

『知訥의 禪思想』, 서울: 소나무, 2015, 198~199쪽) 하지만 『진심직설』의 「진심정조

(眞心正助)」 에 나오는 이타행에 관한 제(諸) 논의에 따르면 이타행은 무주상보시로서 

깨달은 자의 무차별적 시각에 기초한 차별적 실천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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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서 강조했듯이 지눌 사상은 그의 사회적 관심을 빼놓고 설명

할 수 없다. 깨달음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사람

을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점수라는 개념을 배제한

다면 윤리적 행위와 같은 사회적 실천은 강조되기 어렵다.179) 따라서 점

수의 이상향은 개인적 차원에서 철저한 깨달음을 삶에 ‘적용’[正]해 망념

을 관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한 깨달음의 공능

을 ‘실천’[助]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닦음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후수의 무수이

수는 마음의 성[寂]과 상[知]을 겸비한 공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내심(內心)을 바로잡는 자기 수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졌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닦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론인

선정과 지혜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2. 선정(禪定)과 지혜(智慧)

선정과 지혜는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으로 불리는 불교 수행의

삼학 중 定과 慧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戒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닦도록 하는 규율이고, 定은 심신을 고요하고 마음이 산란치 않게 하는

내적인 정신 집중을 뜻하며, 慧는 번뇌를 이기고 진리를 증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이 삼학이 이상적으로 융합해야 온전한 인격을 형

성한다고 본다.

혜능은 자성삼학(自性三學)을 개진했는데 지눌은 이를 그대로 계승하

여 선정과 지혜를 공적·영지[自性]의 즉체즉용의 관계로 파악하고 定과

179) 김호성은 상식적인 이해와는 달리, 禪이 처음부터 사회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타행(利他行)을 하기 위해서 발심(發心)을 한다는 것이다. 김호

성은 선의 처음은 자타겸제의 초발심을 세우는 것이고, 중간은 세속 내에서 깨닫는 

것이며, 끝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제도중생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

한다. 특히 위인문적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던 지눌에게 

있어, 윤리적 행위의 강조는 매우 자연스럽다. 김호성, 「보조선의 사회윤리적 관심」, 

『동서철학연구』, 8, 한국동서철학회, 1991,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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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定慧雙修] 또한 정혜쌍수의 방법에도 근

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혜 수행의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혜

쌍수와 성적등지(惺寂等持)의 수행방법, 그리고 자성문정혜(自性門定慧)

와 수상문정혜(隨相門定慧)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

2.1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선정과 지혜의 체용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정과 지혜의 의

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공적과 영지라는 진심의 두 측면이 깨달음

과 수행에 있어 일관됨을 확인했는데 지눌은 공적영지심이 처음 발심하

여 수행할 때는 지관(止觀)이 되고, 제대로 수행하여 연마할 때에는 정혜

(定慧)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정과 지혜의 내용은 지와 관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파악 할 수 있다.

止란 산스크리트어 samatha의 한역(漢譯)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

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180) 觀이란

산스크리트어 vipassana의 한역이며 止를 바탕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관

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눌은 선정과 지혜의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선정이란 이치에 맞추어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잡는다는 뜻으로서 여섯 욕심

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지혜란 법을 가지고 공(空)을 觀한다는 뜻으로서 묘

180) 불교의 선정이라는 말은, 고대 인도의 명상 수행법인 요가(yoga)에서 비롯된 것이

다. 요가는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여, 감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좌선 수행을 말한다.  

禪은 산스크리트어 드야나(dhyāna)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인데, 이는 요가와 마찬가지

로 사유와 명상을 의미하는 말이다. 定은 ‘집중’을 의미하는 사마디(三昧, samādhi)의 

번역어이다. 불교에서 선정이 중요한 개념이 된 이유는 붓다가 출가 전 요가수행자인 

날라까를 만나, 요가의 좌선 수행에 입문하게 된 사실로부터 유래한다.(이에 관해서

는, Kalupahana, David J., 재연 역, The Way of Siddhartha, 『싯다르타의 길』, 

서울: 숨, 2018, 100~108쪽을 참고하라).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개념은 요가의 좌선 

수행의 차원을 넘어 선정의 정적 집중과 그것을 통해 만물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동시

에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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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사(生死)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181)

위 인용문에서 선정은 이치의 측면이고, 지혜는 그것을 현상에 발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선정과 지혜는 본체와 현상으로서 체용의 관계

이다. 선정과 지혜의 체용 관계에 있어, 지눌은 혜능의 즉체즉용적 입장

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혜능은 다음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관계를 설명

한다.

나의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기본으로 삼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로라도

결코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하나요, 둘이 아니다.

선정 자체가 지혜의 본체요 지혜 자체가 선정의 작용이다.……이것은 선정과 지

혜가 같음을 뜻한다.…… 만약 선정과 지혜의 선후(先後)를 다툰다면 너희는 미

혹된 사람이다.182)

선정과 지혜는 어떻게 같은가? 예를 들면 등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다. 등불

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다. 등불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불

의 작용이다. 따라서 등불가 빛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으나, 본질상 그들은

둘이 아니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다.183)

지혜는 등불의 빛으로서 선정이라는 등을 통해 발휘된 현상적 지혜이고,

선정은 등불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상적 지혜의 근거가 된다. 혜

능은 등과 등불의 불가분성을 선정과 지혜에 비유하여 선정과 지혜에 본

말이나 선후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다. 지눌 또한 이러한 혜능의 입장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과 이치를 말한다면, 이치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

181) “定以稱理, 攝散爲義, 能超六欲. 慧以擇法, 觀空爲義, 妙出生死.” 「권수정혜결사

문」, 『보조전서』 13쪽.

182) “我此法門, 以定惠爲本. 第一勿迷, 言惠定別. 定惠體一不二. 即定是惠體, 即惠是定

用.……此義即是定惠等.……若諍先後, 即是迷人.” 『六祖壇經』. Philip B. Yampolsky,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he Text of the Tunhuang Manuscript with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 New York, 1967. pp.135~136.

183) “定惠猶如何等? 如燈光. 有燈即有光, 無燈即無光. 燈是光之體, 光是燈之用. 名即有

二, 體無兩般. 此定惠法, 亦復如是” 같은 책.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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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요점을 들면 자성의 본체와 작용 두 가지 뜻인데, 앞에서 말한 공적영지

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 본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

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의 본체이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

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육조 스님께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선정이고 마음

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184)

지눌은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관계를 공적영지심 개념을 통해 입증하

고 있다. 자성의 본체는 다시 공적의 본체와 영지의 작용으로 구분되는

데, 선정이 고요한 본체에 해당한다면 지혜는 밝게 알아차리는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성의 본체와 작용이 불가분의 즉체즉용 관계이듯이

선정과 지혜도 즉체즉용 관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눌은 공적영지라

는 마음의 性과 相은 소오(所悟)이며 정혜는 능오(能悟)라고 말한다.185)

지눌의 이러한 논리는 정혜쌍수의 수행 원칙과 성적등지의 수행 방법론

으로 연결된다.

2.2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성적등지(惺寂等持)

깨달음 이후의 닦음의 의미가 번뇌를 끊되 끊지 않고, 닦되 닦지 않는

다는 것을 논했는데 정혜쌍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해당한다.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함[定慧雙修]을 강조한다.

고요함과 앎에 자재하여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돈문(頓門)에 들어

간 이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된다.186)

그렇다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 방법을

184) “若說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 取其綱要, 則自性上體用二義, 前所謂空寂靈知是也. 

定是體, 慧是用也. 卽體之用故, 慧不離定, 卽用之體故, 定不離慧. 定則慧故, 寂而常

知. 慧則定故, 知而常寂. 如曹溪云, 心地無亂, 自性定, 心地無癡, 自性慧.” 「수심결」, 

『보조전서』, 39쪽.

185) “所悟心之性相, 能悟定慧二門.” 「법집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20쪽. 

186) “任運寂知, 遮照無二, 則是爲頓門箇者, 雙修定慧也.” 「수심결」, 『보조전서』, 39쪽.



- 93 -

통해 가능한 것인가? 지눌은 정혜를 닦기 위해 또랑또랑함[惺]과 고요함

[寂]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는 또랑또랑함으

로써 혼침한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혼침과 산란을 고루 제어하되, 취하고 버

린다는 생각이 없다. 마음이 또렷하고, 탁 트여 어둡지 않아서, 생각이 없이 환

히 알고, 듣고 아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경계도 끝내 취하지 않는다.187)

지눌은 선정의 수행에는 고요함[寂]이 필요하고, 지혜의 수행에는 또랑또

랑함[惺]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寂은 體에, 惺은 用에 해당하는

수행 방법이다. 성과 적은 체와 용으로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먼

저, 寂은 바깥의 상으로 치닫는 혼탁한 마음을 안으로 수렴시켜 정신을

차분하게 만든다. 그런데 바깥 상이 멸하여 무엇 하나 없이 깨끗해진 마

음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눌 사상은 하나의 고정된 기점에 머무르

지 않고 끊임없이 양 극단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이 공적영지

심의 체용 관계로부터 일관되는 대원칙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진 상태는 순수무결의 이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정신적 진공 상태의 위험성을 갖는

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惺의 수행은 靜한 상태에만 머물

러 어둡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마음을 환히 비추고 일깨우는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이 정혜쌍수는 성과 적을 함께 취하는 수행[惺寂等持]을 의미

한다. 그런데 지눌은 성과 적을 겸비했더라도 성과 적의 선후가 있는 수

행은 정혜쌍수가 아니라고 보았다.

먼저 고요함[寂]으로 흩어지려는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 또랑또랑함[惺]으

로써 흐리멍텅함을 다스린다 하여, 앞과 뒤에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

스려 고요함에 들어가는 이는 점문(漸門)에 속하는 낮은 근기의 소행이다. 또랑

또랑함과 고요함을 고루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한 수행이 될 뿐이니,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앎을 떠나지 않는 자유자재로 겸

187) “先以寂寂, 治於緣慮, 次以惺惺, 治於昏沉. 均調昏散. 而無取捨之念, 令心歷歷, 廓

然不昧, 無念而知, 非彼所聞, 一切境界, 終不可取.”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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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닦는 것이 되겠는가.188)

혜능이 밝힌 것처럼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관계는 선후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 중 하나만을 닦는 것도 올바른 수행이

아니지만 선정과 지혜를 모두 닦더라도 선후가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수행이다. 지눌에 따르면 이러한 수행은 惺과 寂을 고루 취하지

만 惺과 寂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점문의 낮은 근기의 수행이다.

고요함이란 바깥 경계의 좋고 나쁜 일들을 생각하지 않음이요, 또랑또랑함이

란 혼침함과 무기(無記) 따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만일 고요하기만 하고 또

랑또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침이요, 또 또랑또랑하기만 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연하는 생각이며, 고요하지도 않고 또랑또랑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다

만 반연하는 생각일 뿐 아니라 혼침에 빠지는 것이요, 고요하기도 하고 또랑또

랑하기도 하면 그것은 또렷할 뿐 아니라 겸하여 고요함이니, 이것이 곧 근원으

로 돌아가는 묘한 성품이다.189)

성적등지의 본의는 단순히 성과 적을 겸하여 정혜를 닦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동시에 또랑또랑하게 닦는 惺과 寂의 묘합(妙合)이다. 이는 惺을

통해 事 차원의 습기에 대해 밝게 알면서도, 동시에 寂을 통해 습기에

무심해지는 공부 방법이다. 앞서 깨달음 이후의 닦음은 번뇌를 끊되 끊

지 않고, 닦되 닦지 않는 무념수라는 점을 논하였는데, 무념수의 구체적

인 방법이 성적등지를 통한 정혜쌍수인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 관계를 바탕으로 정혜쌍수와 그

방법론으로서 성적등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눌이 공적과 영지의 한 쪽

을 강조하여 정도(正道)를 걷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선정과 지혜, 성과 적 중 어느 하나에 걸리거나 양자의 균형을 상

실한 수행 방법을 경계하였다. 그런데 성적등지의 정혜쌍수가 의미하는

188) “若言先以寂寂, 治於緣慮, 後以惺惺, 治於昏住, 先後對治, 均調昏亂, 以入於靜者, 

是爲漸門劣機所行也. 雖云惺寂等持, 未免取靜爲行, 則豈爲了事人, 不離本寂本知, 任

運雙修者也.” 「수심결」, 『보조전서』, 39쪽.

189) “寂寂謂不念外境善惡等事. 惺惺謂不生昏住無記等相. 若寂寂不惺惺, 此乃昏住. 惺惺

不寂寂, 此乃緣慮. 不寂寂不惺惺, 此乃非但緣慮, 亦乃入昏而住, 亦寂寂亦惺惺, 非唯

歷歷兼復寂寂, 此乃還源之妙性也.”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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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자재(自由自在)의 경지는 낮거나 평범한 근기의 범부들에게는 현실

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눌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살펴본다.

2.3 자성문정혜(自性門定慧)와 수상문정혜(隨相門定慧)

정혜쌍수와 성적등지는 무수이수의 무념수를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구명하

였다. 정혜쌍수의 경지에서는 깨달음의 공능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다. 지눌은 이러한 한가로움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오늘도 유유자적, 내일도 유유자적하면서 온갖 인연을 따라도 아무 장애가 없

다. 악을 끊거나 선을 닦지도 않으며, 순진하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들음이 예사

로와 한 티끌도 맞서는 것이 없다. 번뇌를 떨어버리려는 노력도 필요없고, 한

생각도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얽힌 인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릴 것

도 없다.190)

위 인용문에 제시된 번뇌의 끊음과 선을 닦는 行에는 사실상 行이 존재

하지 않는다. 돈오는 인격의 질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자동적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점수(漸修)는 돈오(頓

悟)에 거의 종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지는 일반적

인 것이 아니라 높은 근기의 수행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통달한 사람의 경지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뜻은 힘씀과 작용에

떨어지지 않고 원래 저절로 무위이므로 따로 특별한 때가 없는 것을 말한다. 빛

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그러하며, 대소변을

볼 때도 그러하고, 남과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

나 눕거나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항상 그러하여 마치 빈

배가 물결을 타고 높았다 낮았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기슭을 돌 때 굽었다 곧

190) “今日騰騰任運, 明日任運騰騰, 隨順衆緣, 無障無礙. 於善於惡, 不斷不修, 質直無僞,  

視聽尋常, 則絶一塵而作對. 何勞遣蕩之功, 無一念而生情, 不假忘緣之力.” 「수심결」, 

『보조전서』,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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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하는 것과 같다.191)

여기서 지눌은 정혜쌍수를 “통달한 사람의 경지”라고 말한다. 이는 깊은

깨달음 이후에 심신이 홀가분한 상태가 된 높은 근기의 수행자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자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상적 세계를 觀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이 불성의 현현이 되는 정혜쌍수가 가능하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선정이고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

다.”192) 라는 혜능의 삼학 개념을 계승하여 지눌은 정혜쌍수를 자성문정

혜(自性門定慧)라고 하였다.

먼저 단박 깨쳤다 할지라도 번뇌가 심히 중하고 익힌 버릇이 굳고 무거워 대

상과 마주칠 때마다 생각생각 감정을 일으키고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대상을

만든다. 혼침과 산란에 부추김을 당해 고요함과 앎이 한결같지 않은 어두운 이

는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어 대치하기를 잊지 않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193)

위 인용문은 자성문정혜와는 달리 깨달음 이후에도 습기의 두터움으로

인해 여전히 망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낮은 근기의 수행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눌은 이러한 경우에 相을 따르는 대치(對治)의 방법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대치란 혼침과 산란을 순서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선

정의 고요함[寂]만으로 혼침함이 심해지면 지혜의 또랑또랑함[惺]으로 이

를 제어하고, 지혜의 또랑또랑함만으로 산란함이 심해지면 다시 선정의

고요함으로 이를 제어한다. 지눌은 이러한 대치 공부를 상을 따르는 정

혜의 닦음이라는 의미로 수상문정혜(隨相門定慧)라고 하였다.

수상문정혜는 자성문정혜에 비해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191) “達人分上, 定慧等持之義 不落功用, 元自無爲, 更無特地時節. 見色聞聲時, 但伊麽,  

著衣喫飯時, 但伊麽, 屙屎送尿時, 但伊麽, 對人接話時, 但伊麽, 乃至行住坐臥或語或

默或喜或怒, 一切時中, 一一如是, 似虛舟駕浪, 隨高隨下, 如流水轉山, 遇曲遇直.” 

「수심결」, 『보조전서』, 39~40쪽.

192) 184번 주석 참고

193) “雖先頓悟, 煩惱濃厚, 習氣堅重, 對境而念念生情, 遇緣而心心作對. 被他昏亂, 使殺

昧却, 寂知常然者, 卽借隨相門定慧, 不忘對治, 均調昏亂, 以入無爲.” 「수심결」, 『보조

전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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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문정혜는 순서가 존재하는 대치 공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성문정혜와는 달리 선정과 지혜, 惺과 寂, 공적과 영지의 즉체즉용 관계

가 해체된다. 그 결과,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의 본의와 멀

어진다. 둘째, 수상문정혜는 닦아야 할 번뇌가 존재하며 그것을 애써 잊

고 떨쳐버리는 공부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수상문정혜는 무념수와 대

비되는 유념수이자 오염수의 측면이 다분하다. 셋째, 이와 같은 수상문정

혜의 특징으로 볼 때, 정혜의 대치 공부는 혜능의 돈종(頓宗)이 아닌 신

수의 점종(漸宗)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눌은 자성문정혜와 수

상문정혜를 각각 돈문(頓門)과 점문(漸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자성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는 돈문에서 노력함이 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고요함을 함께 활용하고 자성을 스스로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는 깨치기 전 점문의 낮은 근기가 다스

리는 공부이고,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수행자이다.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각기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194)

이와 같이 낮은 근기를 위한 대치 공부는 오후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

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의 구분

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눌은 자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를 각각

돈문과 점문으로 구분했던 말을 뒤집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깨달은 다음에 닦는 문에서 겸하여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를 함께 논한 것은

점문의 근기가 행할 바를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

리고 숙박을 의탁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근기가 뛰어난 이가

있고 낮은 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써 그 가는 길을 똑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195)

194) “則修自性定慧者, 此是頓門, 用無功之功, 並運雙寂, 自修自性, 自成佛道者也. 修隨

相門定慧者, 此是未悟前, 漸門劣機, 用對治之功, 心心斷或. 取靜爲行者, 而此二門所

行, 頓漸各異, 不可叅亂也.” 「수심결」, 『보조전서』, 41쪽.

195) “悟後修門中, 兼論隨相門對治者, 非全取漸機所行也, 取其方便, 假道托宿而已. 何故

於此頓門, 亦有機勝者, 亦有機劣者, 不可一例, 判其行李也. 「수심결」, 『보조전서』, 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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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치하는 공부에 의해 잠시 익힌 버릇을 억제하더라도 심성이 본래 청

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임을 먼저 깨달았으므로, 점문의 낮은 근기의 오염

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196)

지눌은 수상문정혜가 점문의 방편을 차용했을 뿐이므로 전적으로 점문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돈문이라고 본다. 돈문의 닦음과 점문의 닦음의 근

본적인 차이는 오전수(悟前修)와 오후수(悟後修)의 차이이다. 수상문정혜

는 비록 점문의 오전수가 사용하는 대치공부를 차용하지만 오후의 대치

공부라는 점에서 점문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수상문정혜는 점문의 방편

만을 빌린 것일 뿐 점문에 속하는 수행이 아니며 돈문 중 낮은 근기의

길로 정당화 될 수 있다.

깨친 사람의 경지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더라도 생각마다 의혹이 없어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 저절로 천진한 묘성

이 계합하여 고요하고 또랑또랑해서, 생각마다 온갖 대상에 관계하면서도 마음

마다 모든 번뇌를 아주 끊되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져

위 없는 보리를 성취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아무런 차별

도 없다.197)

이와 같이 지눌은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이 불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근기에 따른 맞춤형 방편을 열어 놓고 수행

자를 자상하게 안내한다. 나아가 낮은 근기의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잘못된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며 수행자를 격려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수

상문정혜는 일시적 과정일 뿐 최종적으로는 자성문정혜의 경지를 지향한

다. 수상문정혜는 단지 낮은 근기의 공부로서 점문의 대치 공부에만 안

주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대치 공부의 누적을 통해 완숙해진 수행은 습

196) “雖借對治功夫, 暫調習氣, 以先頓悟, 心性本淨, 煩惱本空故, 卽不落漸門劣機.” 「수

심결」, 『보조전서』, 42쪽.

197) “悟人分上, 雖有對治方便, 念念無疑, 不落汚染. 日久月深, 自然契合, 天眞妙性, 任

運寂知, 念念攀緣一切境, 心心永斷諸煩惱, 不離自性. 定慧等持, 成就無上菩提, 與前

機勝者, 更無差別.” 「수심결」, 『보조전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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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모두 털어내어 자성문정혜의 정혜쌍수를 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수상문정혜는 자성문정혜라는 이상향으로 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자성문정혜는 사실상 닦지 않는 이상적 경지인

반면 수상문정혜는 다수의 수행자를 위한 일반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말할 때에 지해의 장애가 있는 깨달음

이후 부지런히 노력해서 닦는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점수’는 수상문정혜

라고 보아야 한다. 자성문정혜는 돈오를 중심으로 증오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다. 반면 수상문정혜는 돈오보다 점수를 훨씬 강조하는 개념이다.

낮거나 평범한 근기를 가진 수행자들은 상근기의 수행자에 비해 깨달음

의 깊지 않다. 두터운 습기로 인해 마음의 체험이 더디고 지해의 굴레에

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지눌은 범부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했으며 이를 위해 점수를 위주로 증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

상문정혜를 따로 시설한 것이다. 요컨대 자성문정혜가 특수적·이상적 닦

음(닦지 않는 닦음)이라면 수상문정혜는 상대적으로 보편적·현실적 닦음

(노력하는 닦음)이라고 볼 수 있다.198)

지눌의 자성문정혜가 그 기원을 두고 있는『육조단경』에는 위와 같은

논증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북종 신수의 제자인 지성(志

誠, ?~?)은 혜능을 찾아가 북종의 수상문삼학과 남종의 자성문삼학의 차

이에 대해 묻는다.

“수화상(신수)은 이렇게 삼학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 계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정

이다. 이것을 戒·定·慧라 부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님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혜능 대사가 대답하였다. “이 설명은 훌륭하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다르

다.” 지성이 물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혜능이 대답하였다. “나의 설명을 듣고

198) 이런 점에서, 앞서 제시한 돈오점수론이 돈오돈수와 가깝다는 주장, 돈오점수론을 

‘돈오돈수적 점수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은 논의를 요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혜 수행의 두 가지 측면(자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 중 자성문정혜만을 강조하여, 수

상문정혜를 상대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있다. 수상문정혜의 대중성은 교학을 수용한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일반적인 선사상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이다. 따라서 자성문정혜

의 돈오돈수적 성격만을 부각시킨다면 지눌 사상의 진수를 놓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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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을 알라. 천천히 봄과 빠르게 봄이 있다.” 지성이 戒·定·慧를 설명해

줄 것을 대사께 여쭈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그릇되지 않음이 자성

의 戒이고,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定이고,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

성의 慧이다. 너의 戒·定·慧는 낮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고, 나의 戒·

定·慧는 높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다.”199)

혜능은 남종의 자성문정혜와 북종의 수상문정혜가 근기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혜능은 법(法, dharma)에는 돈점의 차이가 없으며 근

기에 따라 돈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200) 이는 선종을 대표하는 혜능

이 지눌과 마찬가지로 점문의 닦음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눌이 필요에 따라 화엄교학을 원용한 해오론을 개진한 점을 제

외하고는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선종의 표준인 혜능의 사상과 일치한

다.201) 아래의 표를 통해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표 1》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

근기 혜능 지눌

높은 근기 돈오돈수 =정혜쌍수(자성문정혜)
무념수(≒돈오돈수)

=정혜쌍수(자성문정혜)

낮은 근기 점수(수상문정혜) 해오[信解] 이후 점수(수상문정혜)

이런 맥락에서 깨달음 후의 닦음의 합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대목은

수상문정혜라고 할 수 있다. 수상문정혜는 분명히 돈문이 아닌 점문의

199) "秀和尚言戒定惠, 諸惡不作名爲戒, 諸善奉行名爲惠，自淨其意名爲定, 此即名爲戒定

惠, 彼作如是說. 不知和尚所見如何? 慧能和尚答曰, 此說不可思議, 惠能所見又別. 志

誠問, 何以別? 惠能答曰, 見有遲疾. 志誠請和尚說所見戒定惠. 大師言, 汝聽吾說 看吾

所見處. 心地無非是自性戒，心地無亂是自性定，心地無癡是自性惠. 大師言, 汝師戒定

惠 勸小根智人 吾戒定惠 勸上智人."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he Text of 

the Tunhuang Manuscript with Translation, Introduction, and Notes, New York, 1967, p.164.

200) “法無頓漸, 人有利鈍, 故名頓漸”, 같은 책, p. 163.

201) 김호성은 자성문정혜를 돈오돈수로, 수상문정혜를 돈오점수로 풀이한다. 그는 『육조

단경』에서 자성정혜가 돈오돈수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自性自悟 頓悟頓修 亦無漸次)

을 근거로 든다. 김호성, 「보조의 이문정혜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한국불교학』, 

14, 한국불교학회, 1989, 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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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이다. 따라서 지해와 습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닦아야 하는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냐고 묻는 성철의 비판은 수상문정혜의 관점에

서는 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눌이 수상문정혜를 수용했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지해와 습기

에서 벗어나지 못한 깨달음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보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앞서 원돈신해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지눌 사상의 배경에 대한 이해에 주목해야 한다. 수상문정혜에 관한

지눌의 설명은 이러한 배경과 함께 이론적 설계의 측면에서 해오의 필요

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지눌에게는 초심자나 범부가 돈문의 깨달음에 도

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이해한 초심자의 수준에 깨달음의 지위를 부여하

는 것이다. 지눌은 점문의 방편으로 닦더라도 그것은 방편을 빌린 것 뿐

이며,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점문의 낮은 근기에 떨어지지 않고

돈문의 자성문정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깨달음만 확보되면 점문의 방편을 활용한 닦음이라도 깨달음 이후

의 닦음[悟後修]이므로 돈문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초발

심의 수준에 대해서도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다 깨달음의 지위를 부

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점문의 방편도 오후수의 자격을 가지

게 되어 돈문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눌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라면, 다양한 방편을 마다하지 않는 유연함을 가졌으며202)

이러한 그의 사회적 의식은 위의《표 1》에서 확인하듯 지눌 사상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자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를 포

202) 길희성은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눌은 그의 점수론에서도 오후

수로서 자성정혜라는 수 아닌 수를 닦는 것이 원칙이나 두터운 번뇌의 장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상정혜를 방편적으로 빌려 닦는 길을 열어 놓았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상정혜의 길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자력 수행에

다 타력의 도움을 가미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유심정토와 자성미타를 말하

면서도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 염불과 극락왕생마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길희성, 

『知訥의 禪思想』, 서울: 소나무, 2015,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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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고 있다. 자성문정혜는 지눌의 이상향을, 수상문정혜는 그의 현실적

태도를 노정한다. 이처럼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이상과 현실을 모두 포용

하는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특성이 선종의 대표

사상가인 혜능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점은 돈오점수론이 기본적으로 선종

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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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눌 돈오점수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1. 『윤리와 사상』교과

본 절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윤리와 사상』교과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본 논문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서 나타난 지눌 사상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윤리와 사상』교과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밝히도록 한다.

1.1 내용 선정 및 진술의 특징

현행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윤리와 사상』은 세 명의 불교 사상가를

통해 한국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신라의 원효(元曉, 617~686), 고려의 의

천(義天, 1055~1101)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인 지눌이 이에 해당한다.

『윤리와 사상』은 이 세 인물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체

계를 가지고 있다.

《표 2》『윤리와 사상』내용체계 중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요소203)

영역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한국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서

로 대립하는 다양한 관점들의 조화

를 추구하였고, 선교 통합의 방법

을 통해 소통과 실천성을 더욱 강

화하였다.

5. 분쟁과 화합 :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⓵ 한국불교의 전통 : 화쟁 사상과 선교 통합

  ⓶ 한국불교의 윤리적 특징

한국불교 사상에 관한 내용체계는『윤리와 사상』교육과정이 한국불교

203)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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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화·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불교

관련 단원명의 설정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표 3》『윤리와 사상』교과서 별 한국불교 관련 단원명204)

출판사 한국불교 관련 단원명

교학사(황인표 외) 분쟁과 화합 :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미래엔(정창우 외) 분쟁과 화합

비상교육(류지한 외) 한국 불교와 화합의 윤리

씨마스(박찬구 외)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천재교과서(변순용 외) 한국불교의 전통: 화쟁 사상과 선교의 조화

이는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 의천의 교관겸수(敎觀兼修), 지눌의 선교통

합 담론의 조화·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이른바 ‘통불교(通佛

敎)’적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리와 사상』교과서의

지눌에 관한 내용 선정 및 진술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 『윤리와 사

상』에서는 지눌의 사상을 돈오점수와 정혜쌍수 두 개념을 통해 설명하

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눌은 교종의 현실적 폐단을 비판하면서 불교가 자기 정화와 개혁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편 근본 취지로 돌

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선종과 교종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돈오점수와 정혜

쌍수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205)

『윤리와 사상』검정 교과서들은 모두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의 설명과

동일하게 지눌이 선교통합을 위해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제시했다는 도

입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입 이후에는 돈오점수, 정혜쌍수의 내용을 각

각 설명한다. 돈오점수에 관한 설명 방식은 모든 교과서에서 거의 동일

204)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52쪽.

205)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교학사, 

2019,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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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깨달음이 한 순간 이루어지더라도 오랜 습관과 버릇으로 인한 습

성을 한 번에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선교통합의 조화 정신을 돈오점수론과

연결지어 교육과정의 취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돈오점수는 먼저 단박에 깨친[頓悟] 후에 점진적인 닦음[漸修]의 과정을 따르

는 수행법이다. 지눌은 단박에 깨친 후에도 몸에 밴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

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그는 선종에서 중시하는 돈

오와 교종에서 중시하는 점수를 한꺼번에 강조한 것이다.206)

선교간의 회통성의 강조는 정혜쌍수에 관한 설명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다. 거의 모든 검정 교과서가 정혜쌍수 개념의 선교회통의 목적을 강

조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진술들은 다음과 같다.

‘정’은 고요하여 어떤 미동도 없는 마음이고, ‘혜’는 분별이 없는 지혜이다. 지

눌은 선정을 강조하면서도 불경에 적힌 붓다의 가르침을 도외시하지 않음으로

써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207)

그는 선종에서 출가하였지만 일부 선종이 경전에서 설명하는 진리에 대한 통

찰 없이 단순히 고요함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였고, 동시에 교종도 자신의 본성

을 관찰하는 수행 없이 경전의 말만을 파고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

제 의식을 바탕으로 정혜쌍수를 강조한다. 정혜쌍수란 깨달음을 위해 정과 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고요히 관조하는

방법이고, 혜는 경전 속 부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통찰하는 방법이다. 지눌

은 선종이 중시하는 정과 교종이 중시하는 혜가 초기 불교의 삼학 전통에서 이

어진 수행의 두 축이라고 주장한다.208)

점수의 방법으로 제시한 정혜쌍수란 마음을 고요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선

정[定]과,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는 지혜[慧]를 함께 닦

206)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비상교육, 

2019, 67~68쪽. 

207)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교학사, 

2019, 70쪽. 

208)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천재교과서, 

201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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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雙修] 수행법이다. 정과 혜는 계와 더불어 초기 불교의 수행법인 삼학에 해

당하는데, 이후 이 둘은 선종과 교종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정과 혜 어느 하나만

중시 되었다. 지눌은 정혜쌍수를 내세워, 선정을 중시하는 선종을 바탕으로 지

혜를 중시하는 교종을 포용하고자 한 것이다.209)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각각 선종과 교종의 수행 방법으

로 분류하고, 지눌이 선교의 수행방법 모두를 포용했다는 방식으로 정혜

쌍수 개념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원효, 의천, 지눌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 의 윤리적 특징을 문화 포용적 성격(교학사), 통불교·조화 정신(비

상교육), 다양한 경전과 종파 사이의 조화(천재교과서) 등으로 일반화한

다.

1.2 내용 선정 및 진술에 대한 제언

연구자는 본 논문의 관점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기존에

강조되던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교과서의 지눌 관련 진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윤리와 사상』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도

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과정과 이를 반영한 교과서는 지눌의 돈

오점수와 정혜쌍수를 한국불교의 윤리적 특징인 조화 정신, 회통성에 입

각하여 설명한다. 이 부분은 분쟁의 해결과 화합·조화와 같은 한국 윤리

의 긍정적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마땅히 강조되

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 방식은 원효, 의천, 지눌로 이어지는 회

통과 조화 정신의 공통점에만 주목하여 지눌 사상의 차별적 특징에 대해

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주지하듯 교과서에서는 의천을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지눌을 선종

209)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비상교육, 

201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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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교종 통합으로 분류한다. 즉, 의천과 지눌이 통합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내

용 설명에 있어서는 지눌의 선종 중시 면모가 자세히 드러나지 않으며,

지눌이 선종의 돈오·선정과 교종의 점수·지혜를 동시에 중시했다는 논의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지눌의 상대적

특징보다는 지눌과 의천과의 공통점을 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꾸준한 반조의 공(功)이 없으면서 한갓 스스로 머리를 끄덕거리며 지금

환히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210)

그러나 한결 같이 말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몸을 굴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

무리 하루 종일 관찰하여도 지해의 속박을 받아 쉴 때가 없을 것이다.211)

지눌은 교종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했지만 그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선종에 있으며 교종의 이론은 방편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 설명에 있어서도 지눌이 교종을 포용했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한국

불교의 회통적 특징과 함께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에 대해 보다 충실

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강조한 근기 차이를

고려한 현실적 관점에 따른 경전 수용, 경전의 여실언교에 대한 이해 이

후의 반조 체험을 통한 깨달음의 내면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눌 사상의 선종 중심성을 잘 나타내는 간화선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

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돈오점수, 정혜쌍수만을 다루고 있는데 간화선을

언급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한편, 지눌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 방법’이라는 뜻의 간화선을 강조하

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선 수행자들은 간화선을 깨달음에 이르는 데 으뜸가는

방법으로 삼고 있다.212)

210) “若無親切返照之功, 徒自默頭道, 現今了了能知, 是佛心者, 甚非得意者也.” 「법집벌

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11쪽.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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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

벌행록절요병입사기」, 『보조전서』, 159쪽.

212)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비상교육, 

201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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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서에서는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선교 조화의 관점에서 설명하

고 난 뒤 ‘한편’ 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별도의 개념으로 간화선을 언급

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지눌 사상의 선종적 내용에 관한 설명이 부가된

다면, 선종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 또한 통일적인 설명 체계 내에서 기

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혜쌍수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세한 분석

이 요구된다. 앞서 살폈듯이 교과서에서는 선정은 선종에 해당하고 지혜

는 교종에 해당하는데 지눌이 선정과 지혜가 다르지 않다고 봄으로써 선

교의 합일을 꾀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정혜쌍수에는 정학

과 혜학의 겸비라는 선교합일의 측면이 분명하다. 고요하되 또랑또랑해

야 한다는 지눌의 정혜쌍수론에서 또랑또랑함은 마음의 고요함에만 침잠

(沈潛)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전 공부라는 교종의 상대적 특징 또한 분명

또랑또랑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4장에서 밝혔듯이 정혜쌍수는 선교통합보다는 선종의 본

래 가르침에 충실한 개념이다. 지눌의 정혜쌍수는 혜능의 자성삼학으로

부터 가져온 자성문정혜로서, 그의 선종 중심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요한 명상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집착이 없는 마음을 체험하는 정혜쌍수는 ‘일상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

음’ 이라는 『육조단경』과 선종의 종지에 해당한다. 특히『윤리와 사

상』교과에서는 혜능을 선종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하면서 정혜쌍수가

의미하는 선정과 지혜의 즉체즉용을 그의 대표적 사상으로 제시한다.213)

따라서 정혜쌍수 개념이 함의하는 선교일치적 성격과 함께 지눌의 정혜

213) 다수의 교과서에서 지눌의 정혜쌍수를 언급하기 전에 선종을 소개하면서 선정과 지

혜가 같다는 혜능의 입장을 소개한다. “선종은 일체의 사변적 논리나 경전을 익히는 

데 노력을 경주하는 교종의 입장을 배격하고 단박의 깨침인 ‘돈오’를 주장한다. 또한 

문자에 얽매이는 일이 없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그 어떤 것에도 흔들

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말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정혜불이(定慧不二), 즉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선정이 지혜의 본체라면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절로 지혜의 

빛이 발하는 것이다.”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부 검정(2018. 9. 

14.), 서울: 교학사, 2019,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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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가 혜능 사상을 계승한 선종의 대표적 개념이라는 점이 동시에 강조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눌 사상이 원효, 의천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통 불교적 성격과 함께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라는 지눌 사

상의 차별적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윤리와 사상』은 대승 불교 사상의 윤리적 의미로 불교의 이상

적 인간상인 보살(菩薩, Bodhisattva)의 자비심(慈悲心)을 들고 있다. 그

리고 원효, 의천, 지눌의 사상에 관해 설명한 뒤 한국 불교 윤리의 현대

적 의미로 조화 전통과 함께 ‘보살행(菩薩行)’이 있음을 강조한다. 지눌이

깨달음 뒤의 닦음에 있어 강조하는 이타행인 무주상보시는 자비심과 보

살행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오점수, 정혜쌍수 개

념과 함께 닦음의 방법으로 이타행이라는 윤리적 실천의 측면이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조화와 회통 정신과 함께 한국

불교 윤리의 의의로서 강조되고 있는 불교의 도덕적 실천 측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불교 사상에는 분명 하나로 관통될 수 있는 일반적 정

신이 있다. 그리고 지눌의 사상은 한국불교 사상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분

명히 그러한 공통성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성과 함께 다

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에 관해서 주목하는 것이 배움을 넓고 깊게 만든

다. 이런 점에서, 이상의 논의는 학생들이 한국불교 및 지눌 사상을 더욱

풍부하고 내실 있게 공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덕교육 방법론

본 절에서는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제시하는 수행 방법이 도덕 교육 방

법론에 제시할 수 있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돈오론을 도덕적 자

아의 체험으로 연결하고, 도덕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논한다. 다음으로, 깨달음 이후의 닦음을 통해 공적영지심을

숙련하는 점수론의 내용이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 개념에 제시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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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구명한다. 이어서 낮은 근기의 점수 방법에 해당하는 수상문정혜를

도덕성 발달론과 연관지어 논의한다.

2.1 돈오론과 도덕적 자아의 체험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

작하여 이를 기초로 타인, 사회·공동체,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가치 관계

를 확장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자신과의 관계’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중학교 도덕 내용 체계214)

도덕과 교육과정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화된 지식으로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능으로 ‘도덕적 정

체성 정립 능력’, ‘도덕적 자기 인식과 존중’ 등을 강조한다. 즉, 자신과

의 관계 영역의 핵심은 학생이 도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자신을 그 자체로 부처로 파악하고 이를 체

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눌의 돈오론이 도덕적 자아의 체

214)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7쪽.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자신과의 

관계 성실

인간다운 삶을 살

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을 

공부함으로써 진정

한 행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자아정체

성을 형성해야 한다. 

◦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

◦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덕적 행동)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자아정체성)

◦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

◦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한 삶)

◦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 도덕적 자기 인식･존중･

조절하기

∙ 본받기(모델링)

◦ 도덕적 보건 능력

∙ 회복탄력성 키우기

∙ 건강한 마음가꾸기 

◦ 고차적 사고 능력

∙ 비판적 사고하기

∙ 창의적 사고하기

∙ 배려적 사고하기

∙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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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함의하는 바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일체 유위(有爲)의 인과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 천진의 제 성

이 사람마다 갖추어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에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추어졌음을 믿는 것이다.215)

범부가 어리석어 사대(四大)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성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靈知)가 참 부처인 줄을 모른다. 그래서 마음 밖

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

한 생각에 문득 마음의 빛을 돌이켜[一念廻光] 자기 본성을 본다. 이 성품의 바

탕에는 본래부터 번뇌 없는 지혜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님과 조금

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돈오라 한다.216)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의 어지

러운 망상들의 실상이 고귀하게 빛나는 부처의 마음이고, 고통과 집착에

서 벗어나지 못한 범부의 마음에 공적영지심이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영지심의 체험은 도덕적 자아의 체

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만일 말로 인해 도를 깨닫고 교로 인해 종지를 밝히며 법을 선택하는 눈을 갖

춘 사람은 비록 많이 들어도 명목과 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는 비록 남을 이롭게 하더라도 ‘자기다’, ‘남이다’ 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생

각을 갖지 않고 자비와 지혜가 점점 원만해져 환중(環中)에 합하면 그는 진실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217)

이와 같이 공적영지심은 차별 없는 차별지(差別智)로서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인 무주상보시의 근거가 된다. 즉,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깨달음은

215) “不信一切有爲因果, 只要信, 自己本來是佛, 天眞自性, 人人具足, 涅槃妙體, 箇箇圓

成, 不假他求, 從來自備.” 「진심직설」, 『보조전서』, 49쪽.

216)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不知自性是眞法身, 不知自己靈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念廻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漏智

性本自具足, 卽與諸佛, 分毫不殊, 故云頓悟也.” 「수심결」, 『보조전서』, 34쪽.

217) “若因言悟道, 藉敎明宗, 具擇法眼者, 雖多聞而, 不起認名執相之念, 雖利他而, 能斷

自他憎愛之見, 悲智漸圓, 妙契環中, 則誠當實行者也.” 「권수정혜결사문」, 『보조전서』,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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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타자를 구분하여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일상적 자아로부터 부처의

자비심을 구유한 도덕적 자아로의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반

조 체험과 같은 명상 교육은 스스로의 평정심을 찾는 것 뿐 아니라 사물

의 공성(空性)에 기반한 윤리적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돈오론의 핵심이 반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명상 교육과 같은 내적 체험 활

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눌이 설명하고 있는 불교 경전의 이론

적 설명을 많은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그 내용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218) 앞서 지눌이 제자에게 반조 체험을 가르치는 대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문: 그대가 지금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답: 네 듣습니다.

문: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답: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문: 참으로 기특하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리에 드신 문이다.

문: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하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없다면 그때는 허공이 아니겠는

가?

답: 본래 공하지 않으므로 환히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문: 그럼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실체인가?

답: 모양이 없으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문: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219)

위 인용문과 같이 학생들은 평소 익숙한 감각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생각

218) 화엄교학이 융성했던 지눌의 시대에는 원돈신해와 같은 교학적 방편이 평범한 사람

들을 위한 깨달음의 방편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꼭 종교적 깨달음만이 아니

라 자기 치유, 업무 능력 향상 등 다양한 현대적 목적에서 명상 체험이 대중적인 방

법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219) “汝還聞, 鴉嗚鵲噪之聲麽? 曰, 聞. 曰, 汝返聞汝聞性, 還有許多聲麽. 曰, 到這裏, 

一切聲, 一切分別, 俱不可得. 曰, 奇哉奇哉! 此是觀音入理之門. 我更問儞. 儞道, 到這

裏, 一切聲一切分別, 揔不可得, 旣不可得, 當伊麽時, 莫是虛空麽? 曰, 元來不空, 明

明不昧. 曰, 作麽生是不空之體? 曰, 亦無相貌, 言之不可及. 曰, 此是諸佛諸祖壽命, 

更莫疑也.” 「수심결」, 『보조전서』,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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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통해 번뇌를 일으키는 습관적 마음을

내려놓고 본연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 콘필드(J. Kornfield)가 제시하

는 ‘통찰명상’ 방법은 이러한 반조 체험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구

체적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콘필드는 호흡→몸→감정→생각의 순

서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변화를 살피고, 감정과 생각을 차분하

게 만드는 기본적 통찰명상 방법을 제시하는데220) 이는 분명 일상적인

감각과 행위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의 본성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지눌의

반조 체험과 맥이 닿아있다. 지눌의 반조 체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

조되는 점은 마음의 고요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동시에 뚜

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는[空寂靈知]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에 콘필드

의 통찰명상 방법을 반조 체험에 접목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반조 체험 프로그램

단계 내용

호흡과 하나 되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추이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공적)

◦호흡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영지)

몸의 느낌과 함께하기
◦차가움, 뜨거움, 따가움 등 몸의 느낌의 변화에 집중하기(공적)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영지)

감정과 함께하기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 관조하기(공적)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영지)

생각 바라보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상 관조하기(공적)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영지)

위와 같은 반조 체험 프로그램은 깨달음의 본체인 공적영지심에 입각한

것이다. 학생들은 호흡, 몸의 느낌, 감정, 생각과 같은 相에 집중하여 마

음의 고요함[空寂]을 체험한다. 여기서는 개념적 공상을 배제하고 현재의

찰나를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221) 또한 공적영지심은 공적

220) 각 단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Jack Kornfield, 추선희 역, Meditation For 
Beginners,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서울: 불광출판사, 2011, 29~128쪽을 참고.

221) 한자경, 『명상의 철학적 기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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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지의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묘합(妙合)적 성격을 가진다. 따

라서 고요함을 체험하는 동시에 이러한 相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밝음[靈

知]의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호흡, 느낌, 감정, 생각의 고

요한 본성을 관조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무(空無)의 적정(寂靜)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밝음을 입체적으로 구유한 자신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반조 체험의 목적이다.222) 따라서 체험 초기에는 마음의

고요함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밝음에 집중하는 순차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점차 고요함과 밝음을 동시에 체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종교적 깨달음을 위한 체험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체험 훈련은 이상적인

경지에 근접하려는 시도로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조 체험의 과정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체험의

초기에는 오랜 시간 익숙하게 가져온 감각과 생각, 감정 등을 새로운 눈

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각적 실천이 필요하

다. 그러다 보면 1분도 지속되지 못했던 집중의 시간이 2~3분으로 길어

지고, 5~10분에 이르러 결국 30분 정도에 도달하면 반조 체험의 참 기쁨

을 맛볼 수 있다.223) 학생들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체

험의 세계로 이끄는 선지식(善知識)으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

해 학생보다 먼저 교사가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보고, 체험의 결

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체험의 방법과 그것의 효과 및 장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실제 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발문을

제시하여 의미있는 체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도덕적 자아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도

222) 또한 이 과정에서 충실한 도덕 교과의 학습이 뒷받침 되어야 체험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혜쌍수, 성적등지는 ‘고요함’과 ‘또랑또랑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며 지눌

은 고요함이나 또랑또랑함 중 하나에만 빠지는 수행을 경계한다. 따라서 마음 공부에 

있어서도 ‘적정(寂靜)에 걸리지 않기’ 위한 ‘또랑또랑함’으로서 교과 공부도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223) 김병환, 「피로사회,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회복탄력성』,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2019,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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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기능인 ‘도덕적 보건능력(mental health

competence)’을 증진시킬 수 있다. 타인, 사회·공동체, 자연·초월과의 관

계에 있어서 성실·배려·정의·책임과 같은 가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기

초는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자기자비(self-compassion)’의 태도와

연관된다.224)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쟁 체제에 내몰린 한국의 많은 학생들

은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에 따른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불

안, 우울 증세, 자해 및 자살 시도 등과 같은 마음의 병리와 일탈 현상은

이러한 자신과의 부정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내면

의 도덕적 자아에 대한 체험은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

움을 주어, 회복탄력성과 같은 도덕적 보건 능력의 증진에 있어서도 유

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2 점수론과 체화적 접근

도덕 교과는 인성교육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인

성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격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

요한 문제가 된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총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 다

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제시한다.

21세기 한국인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가치인 성실, 배

려, 정의, 책임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가치관계 확장을 전제로 자신

에서 타자, 사회와 공동체, 자연과 초월로 이어지는 각 영역의 핵심 가치를 내

면화하여 인성의 기본 요소를 실천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25)

224) 추병완, 「자기 자비(self-compassion)의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5, 한

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8, 3쪽.

225)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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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

고 있는 핵심 가치의 내면화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 능력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적 지혜로서 도덕적 가치가 인격의 일부가 되

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도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

향은 이를 위해 지적 인식을 넘어선 실천 습관화를 강조한다.

현대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와 현상을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성찰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의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적 가치･

덕목이나 기본적 예절 및 규칙이 지적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 민

감성, 열정, 실천 기능 습득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다.226)

도덕심리학,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시

도인 체화[體化, embodiment]적 입장(체화된 마음 혹은 인지 이론)은 도

덕과 교육과정의 ‘내면화’와 ‘습관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체화적 입장에 따르면 윤리적인 행위들은 많은 시간을 통해 숙련

된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의 산물이다. 숙련된 윤리적 노하우

는 일하기, 이동하기, 말하기, 먹기와 같이 숙련된 일상적 행위처럼 심사

숙고된 추론·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227) 특히 본 절

의 주제인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나바에츠(D. Narvaez)는 윤리적 기술

(ethical skills)을 체화하여 도덕적 전문가(moral expert)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전문가가

갖춘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technical) 역량이나 지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228) 전문성은 오랜 기간 동안 윤리적 기술을 숙련(내면화,

226) 같은 문서, 25쪽.

227) Francisco J. Varela, 유권종·박충식 역, Ethical know-how, 『윤리적 노하우』, 서

울: 갈무리, 2010, 49~51쪽.

228)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파주: 교육과학사, 2019,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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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화)하여 그것을 어느 상황에서나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체화된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도덕교육에 대한 체화적 접근은 이치[理]를 꾸준히 익혀서

[習] 그것을 체득(體得)하는 경지를 지향하는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과 상통한다.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평범한 수행자들에게 있어 믿음과 이

해[解悟] 이후 꾸준한 닦음을 통해 완성해나가는 수행 방법이다. 즉, 해

오가 본성[理]을 한 순간에 믿고 이해한 것이라면 점수의 과정은 현실

[事] 속에서 본성의 체득을 목표로 하는 꾸준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부터 모든 성인들은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해 증득했

다. 그러니 이른바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해 닦아서 차츰 익혀야 나타나는 것

이지, 깨달을 때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229)

지눌은 신통 변화와 같은 불성의 현현(顯顯)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

행자가 현실 속에서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지눌이 궁

극적 경지인 증득(證得)을 꾸준한 익힘[習]을 통한 체득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나바에츠가 말하는 윤리적 기술이 체화된 도덕적 전문가

와 같이 본연의 마음이 일상화된 경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렐라(F.J.

Varela)는 윤리적 노하우에 관해 “점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아의 비어있

음과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불교에서 윤리적 숙련

(체화)은 일상적인 삶과 활동 속에서 비어있는 자아의 계속되는 실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230) 바렐라의 이러한 설명은 공적영지심을 깨닫고 그

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실천하여 수행을 완성하는 돈오점수와

상통한다.231) 주지하듯 동양사상의 수양 방법은 체화적 접근을 위한 효

229) “則從上諸聖, 莫不先悟後修, 因修乃證. 所言神通變化, 依悟而修, 漸熏所現, 非謂悟

時.” 「수심결」, 『보조전서』, 33쪽.

230) Francisco J. Varela, 유권종·박충식 역, Ethical know-how, 『윤리적 노하우』, 서

울: 갈무리, 2010, 99쪽.

231) 공적영지심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자아의 공성과 자비심(慈悲心)이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바렐라는 자아의 비어있음을 깨닫는 불교의 

수행은 윤리적 체화를 위한 훈련의 바탕이라고 지적한다. Francisco J. Varela,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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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데 불교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지관(止觀) 명

상법과 이를 응용한 마음챙김(mindfulness)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232) 지눌의 점수론은 선정과 지혜의 닦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주지하듯 선정은 止에 지혜는 觀에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체화

적 접근에 함의하는 바가 분명하다.

다만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등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살피

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어서 그 자리가 곧 고요함이니 어찌 다시 끊을 일이 있

겠는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더딜

까를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생각이 일어나거든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233)

위 인용문은 깨달음의 체화를 위한 닦음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깨달

음 이후에도 망념이 일어나면 자신이 가진 깨달음을 통해 망념의 본래

고요함에 집중[禪定·止]한다. 이를 통해 일어난 생각을 관찰[智慧·觀]하면

망념이 일어난다 해도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지

눌은 이러한 정혜 수행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체화하여 부처

의 신통광명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얼어붙은 못이 전부 물인 줄을 (단박) 알지만, 햇빛을 (점차) 받아야 녹고, 범

부가 바로 부처임을 (단박) 깨달았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 (점차) 닦아 익혀야 하

는 것이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흘러 전답에 물을 대거나 물건을 씻기도 하고,

망상이 없어지면 마음이 영통하여 비로소 신통광명의 작용을 내는 것이니, 마음

을 닦는 것 이외에 따로 수행하는 길이 없다.234)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지눌이 돈오에 못지않게 중시한 점수는 점

종·박충식 역, 『윤리적 노하우』, 서울: 갈무리, 2010, 104쪽.

232) 정창우,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파주: 교육과학사, 2019, 34쪽, 38~39쪽.

233) “但諦觀殺盜淫妄, 從性而起, 起卽無起, 當處便寂, 何須更斷? 所以云不怕念起, 唯恐

覺遲.” 「수심결」, 『보조전서』, 38쪽.

234) “識氷池而全水, 藉陽氣而鎔銷, 悟凡夫而卽眞, 資法力而修習. 氷銷則水流潤, 方呈漑

滌之功, 妄盡則心靈通, 始發通光之應, 修心之外, 無別行門.” 「권수정혜결사문」, 『보조

전서』,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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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수행을 통한 숙련화 과정을 강조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박 깨달

음[頓悟]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禪 사상 내에서도 인성의 체화적 접근을

위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깨달음 이후에도 꾸준

한 실천을 통해 익혀나감을 요구하는 지눌의 점수론은 배우고[學] 익힘

(習)을 중시하는 유학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체화적 접근을 위한 불교 사

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2.3 수상문정혜와 도덕성 발달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

와 수준 및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를 권장한다.235) 도덕교육

의 목적은 인격의 도야(陶冶)에 있으며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목적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도덕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수

준에 맞는 방법을 통한 내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점은 지눌의 수상문정혜

개념에서도 발견된다. 낮은 근기의 수행 방법인 수상문정혜의 반복 훈련

을 통해 높은 근기의 자성문정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눌의 관점은 도

덕성 발달의 측면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단박 깨쳤다 할지라도 번뇌가 심히 중하고 익힌 버릇이 굳고 무거워 대

상과 마주칠 때마다 생각생각 감정을 일으키고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대상을

만든다. 혼침과 산란에 부추김을 당해 고요함과 앎이 한결같지 않은 어두운 이

는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빌어 대치하기를 잊지 않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236)

주지하듯 지눌은 닦음을 자리(自利)와 이타(利他)의 正과 助로 구분한다.

이러한 닦음의 체계에서 무념수[正]는 相에 집착하지 않는 선행(善行)인

235)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부, 2015, 25~26

쪽.

236) “雖先頓悟, 煩惱濃厚, 習氣堅重, 對境而念念生情, 遇緣而心心作對. 被他昏亂, 使殺

昧却, 寂知常然者, 卽借隨相門定慧, 不忘對治, 均調昏亂, 以入無爲.” 「수심결」, 『보조

전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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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상보시[助]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수상문정

혜는 相을 따르는 유념수에 해당하므로 도덕적 측면에서 유주상보시(有

住相布施)가 된다. 따라서 무념수가 도덕성 발달의 측면에서 도덕적 행

위 그 자체를 존중하는 최상의 단계에 있다면 수상문정혜는 칭찬, 보상

등의 기대나 처벌에 대한 공포심 등을 버리지 못한 상대적으로 낮은 단

계라고 볼 수 있다.237) 도덕심리학의 도덕성 발달론으로 보자면 피아제

(J. Piaget)의 타율적 도덕성, 콜버그(L. Kohlberg)의 “순진한 도구적·쾌락

주의적 지향(상을 얻기 위해 규칙에 순응)”238) 등과 같은 조건적 선행에

해당한다. 지눌은 수상문정혜의 근기가 자성문정혜로 발전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깨친 사람의 경지로는 비록 대치하는 방편이 있더라도 생각마다 의혹이 없어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 저절로 천진한 묘성

이 계합하여 고요하고 또랑또랑해서, 생각마다 온갖 대상에 관계하면서도 마음

마다 모든 번뇌를 아주 끊되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져

위 없는 보리를 성취하고,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아무런 차별도 없다.239)

지눌은 수상문정혜의 수행자가 자성문정혜로 나아가기 위해 수상문정

혜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 훈련이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를 근기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구유

하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본다. 원돈신해론에 따르면 부처의 지혜는 자신

의 본성으로서 수행의 정도와 무관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수준도 부족하나마 깨달은 것이다. 수상문정혜

237) 물론 유주상보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시라고 말할 수 없다. 장승희는 보시 개념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유주상보시, 저상적(低相的)보시, 무주상보시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주상보시의 실천 습관화를 통해 유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의 중간 단계인 저

상적보시를 거쳐 무주상보시로 나아가는 윤리적 실천 수준의 발전 단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은 수상문정혜 실천의 누적을 통해 자성문정혜로 나아가는 구조를 윤리적 

실천의 차원에서 해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장승희, 『불교사상의 현재성과 

윤리교육』, 파주: 경인문화사, 2018, 249~253쪽.

238)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고양: 인간사랑, 2017, 362쪽.

239) “悟人分上, 雖有對治方便, 念念無疑, 不落汚染. 日久月深, 自然契合, 天眞妙性, 任

運寂知, 念念攀緣一切境, 心心永斷諸煩惱, 不離自性. 定慧等持, 成就無上菩提, 與前

機勝者, 更無差別.” 「수심결」, 『보조전서』,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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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족한 깨달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깨달음 이후의 닦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점문의 오전수와 달리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된

다.240) 이를 도덕적 실천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유주상보시(수상문정혜)의

반복 훈련을 통해 무주상보시(자성문정혜)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도덕 교육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용해볼 수 있다.

《그림 1》수상문정혜 반복 훈련 절차

선행 

일일기록장

작성

(월요일)

→
반조 

명상
→

선행 

일일기록장

작성

(화요일)

→ 
반조 

명상
→ … →

1달 뒤

변화 내용 

정리

《표 6》선행 일일기록장(예시) 

구분 오늘 했던 선행 선행을 한 이유 선행을 하고나서 좋았던 점

월 교실의 쓰레기 줍기 선생님께 칭찬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아서 흐뭇했다.

화

수

목

금

교사는 학생들이 하루에 하나씩 선행을 하도록 하고 선행의 내용, 선행

을 한 이유, 선행을 하고나서 좋았던 점을 기록하게 한다. 그리고 한 달

이 지날 때마다 선행을 한 이유와 좋았던 점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한 학년 동안 반복한다. 또한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매일 아침 활동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는 반조 명상을

시행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반조 체험 프로

그램이 사용될 수 있다.

240) 이는 동양의 인간관이 서양의 인간관에 비해 교육적 관점에서 가지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서양의 인간관이 인간의 불완전성에 주목하여 계도(啓導)하는 것을 중시하는 

상대적 특징을 가진다면 동양의 인간관, 특히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은 인간이 그 자

체로 완전하다는 긍정적 인간관 내에서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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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선 학생들이 도덕적 실

천을 반복·습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상적이지 않은 동기에서

비롯한 선행일지라도 학생들은 일정기간 선행의 반복으로부터 칭찬·보

상·사회적 평가 등에서 기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는 도덕

적 실천과 친숙해져 그것을 반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실천이 습관화되어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것

에 대한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거나 도덕적 가치 그 자체를 존중

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반조 체험은 공

적영지심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수상문정혜의 유주상보시에서

자성문정혜의 무주상보시로 발전하기 위한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相에 따르는 대치 공부를 오랜 기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자성문정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눌의 주장을 도

덕교육의 구체적 현장의 차원에서 재구성해 보았다. 수상문정혜의 수준

별 접근 담론은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방법의 반복 훈련을 통해 높은 수

준으로 발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 도덕심리학의 인지

발달론이 더 높은 인지 수준에 대한 자극을 통해 발달을 도모하는 것과

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기에 따른 수행 방

법을 강조하는 불교 수행론이 도덕성 발달론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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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지눌의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을 이해하는 일반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돈오점수론을 자세히 고찰하고 이로부터 도

출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지눌의 돈오점수는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닦아야 하는 수행방법을 의미하는가?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논쟁적 문제에 대한 새

로운 독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

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분명히 직지인심(直指人心)의 확고한 깨달

음 이후 사실상 닦지 않는 경지를 지향한다. 지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돈오점수론에 대해 매우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깨달음만으로

는 습기(習氣)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닦음을 통해 그것을 점차 제거

하여 완성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가장 표준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돈오점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설되어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돈오점수론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눌은 분명히 반조(反照) 체험을 통해 직지

인심하고, 그 이후 닦지 않는 닦음인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이상향으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지눌의 정혜쌍수는 주로 선종의 선정과 교종의 지

혜를 그가 조화롭게 통합했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정혜쌍수야말로 사

실 지눌의 禪적 지향점인 ‘닦지 않는 닦음[無修而修]’을 잘 드러내는 개

념이다.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다는 것은 자성(自性)인 공적영지심

(空寂靈知心)에 즉한 닦음[自性門定慧]이다. 지눌이 자성문정혜를 아무런

걸림 없이 유유자적하는 경지로 묘사하듯이 공적영지심에 즉한 닦음에는

이른바 습기가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돈점(頓漸) 논쟁

을 불러온 성철의 지눌 비판과 그에 동조하는 입장들은 지눌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조 체험을 통

한 직지인심보다는 지눌이 위인문(爲人門)적 차원에서 강조한 원돈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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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頓信解)의 해오(解悟)를 돈오론의 전모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족한 깨달음과 그 이후의 닦음은 원돈신해와 수상문정혜(隨相

門定慧)에 해당하며 이 점은 지눌의 돈오점수론이 선종의 사상이라는 점

과 모순되지 않는다. 돈오점수론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지눌이 닦되 닦

지 않는 무수이수의 경지를 지향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깨달음 이후에도

오랜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설명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지눌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깨달은 뒤에도 습

기의 장애가 온전한 자성(自性)의 발현을 가로막아 습기를 애써 닦는 공

부는 유념수(有念修)인 수상문정혜에 해당한다. 미진한 깨달음 이후의 유

념수와 확고한 깨달음 이후의 무념수(無念修)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선 깨달음의 측면에서 전자는 원돈신해를 통한 십신초위(十信初位)에

해당하고 후자는 반조 체험을 통한 직지인심이다. 닦음의 측면에서 전자

는 신수(神秀)의 수상삼학(隨相三學)에 근거한 수상문정혜이고 후자는 혜

능(慧能)의 자성삼학(自性三學)에 기초한 정혜쌍수, 자성문정혜이다. 전자

는 다양한 근기의 포섭, 당시 고려 불교계의 혼란 극복과 같은 위인문적

목적을 위해 강조하는 현실적 방안이라면 후자는 지눌이 위법문(爲法門)

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이다.

돈점논쟁에서 돈오점수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지눌이 지해(知解)의

한계를 강조하고 간화선을 통한 무심합도(無心合道)의 경지를 제시하는

등 선종의 면모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화엄적 해오[圓頓信解] 이후

닦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모순된 사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돈신

해는 그가 위법문 만큼이나 위인문을 중시한 까닭에 그의 저술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것일 뿐, 돈오점수론의 근본적 성격이 화엄 교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셋째, 지눌의 수행론에 대한 기존의 삼문(三門) 체계와 함께 자성문(위

법문)과 수상문(위인문)이라는 이문(二門) 체계에 입각한 해석이 필요하

다. 지눌의 수행론에 대한 기존의 삼문 체계는 총 3회에 걸친 지눌의 심

기일전적 경험에 의거하여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성적등지문(惺寂等持

門), 그리고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으로 체계화된다. 이에 따르면 지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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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론은 화엄적 돈오[圓頓信解門], 정혜쌍수[惺寂等持門], 그리고 화두참

구[看話徑截門]라는 세 가지 수행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눌의 돈오점수론에 관한 오해는 이러한 삼문 체계와 관련이 있다.

우선 이 삼문 체계에는 지눌의 돈오론이 원돈신해로만 설정되어 있으며

반조 체험을 통한 직지인심의 내용은 빠져있다. 그리고 성적등지문은 자

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를 포함하는데, 돈오론을 원돈신해문으로 치환한

다면 반조 체험을 통한 확고한 깨달음 이후의 자성문정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간화경절문을 하나의 독립된 수행체계로 설정한

다면 지눌이 간화선을 때로는 점수의 방편으로 활용했던 것을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지눌의 사상이 돈오점수와 돈오돈수를 모두

인정하는 모순을 범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

성문정혜와 수상문정혜를 논하면서 지눌이 혜능으로부터 가져온 근기에

따른 삼학론이 지눌 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다음과 같은 이

문(二門) 체계에 의해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표 7> 이문 체계에 입각한 지눌의 돈오점수론

구분 자성문(위법문) 수상문(위인문)

근기 높은 근기 낮거나 평범한 근기

깨달음
반조 체험을 통한 직지인심

(간화경절문 포함)
여실언교를 통한 원돈신해

닦음 무념수·자성문정혜(정혜쌍수) 유념수·수상문정혜

지눌은 깨달음이라는 태양을 얻기 위해 태양 그 자체의 온전한 밝음을

지향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밝게 비추고 있는 양지와 그늘진 음지 모두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눌의 돈오점수론은 진정한 깨달음을 희구(希

求)하는 객관적 진리에 대한 지향과 서로 다른 주관적 현실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함께 추구하는 사상이다. 밖에서 구하지 말

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누구나 있는 그대로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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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지런한 닦음을 통해 그 깨달음을 증득하라는 지눌의 가르침은

살면서 겪는 고통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자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 점은 마음공부를 통한 도덕

적 자아의 체험과 그것의 체화를 위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함의하며 지

눌의 수행론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닦아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지눌의

실천적 교육관은 배움의 생명[學生]이 스스로의 인격 도야를 위해 지녀

야 할 성실(性實)한 자세와 교육자가 가져야 할 헌신적 태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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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zed Chinul(知訥)'s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with aims to check whether Chinul's theory

truly concerned gradual cultivation after an incomplete experience of

enlightenment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essence and functions[卽體卽用]. The theory

was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cycles of movement[動] and

stillness[靜] and existence[有] and nonexistence[無] found in Sengzhao

(僧肇)'s Zhao Lun(『肇論』), as well as the essence and functions of

tathātā[眞如] and kleśa[煩惱] and the corresponding practices of wunian

(無念), wuzhu(無住), and wuxiang(無相) presented by Huineng(慧能) in his

book,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六祖壇經』). The dependent

arising of the dharma realms[法界緣起] and the four dharma realms[四種

法界], which are Huyan(華嚴) Buddhist theories of ess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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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along with the theory on the nature origination[性起] and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緣起] underlines the theory of

complete and sudden faith and understanding[圓頓信解].

Chinul's theory of mind and nature forming the basis of the sudden

enlightenment theory can be classified into the essence-function

relationship of one's true mind[眞心] and self-nature[自性]. Chinul's

argument, that permanence[不變] and dependent origination[隨緣],

which is the substantiation of one's true mind, are in an

essence-function relationship, leads to his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that the mind itself is the Buddha. Chinul also

emphasized the essence-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one's true mind, which forms the essence, and the emptiness[空寂]

and spiritual knowledge[靈知]. This is a harmonious mindset which

leaned to neither permanence nor dependent origination, xìng(性) nor

xiàng(相), lǐ(理) nor shì(事) and served as the tenet of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Chinul's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one could be enlightened through belief and

understanding[圓頓信解]. The realization that the concept of xìn(信),

emphasized by Li Tongxuan(李通玄), was relevant to the Zen(禪)

Buddhist concept of sudden enlightenment led Chinul to establish the

Huayan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Chinul acknowledged that

the theory that one could be enlightened through belief and

understanding had its limitations but did not cease to emphasize its

importance, even by placing his argument in a contradictory position.

This can be reasonably understood through detailed discussion of the

background of his Zen thoughts. Second, Chinul argued that the

theory of enlightenment through belief and understanding could be

solidified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rnalizing the light in one's



- 137 -

mind and by discovering one's emptied spiritual mind[廻光返照],

which indicates that the Zen Buddhist act of directly pointing into

one's mind, rather than the Huayan Buddhist tenets, was at the heart

of his theory. Thir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observation,

Chinul presented the investigation of key concepts[看話徑截] as a way

to reach enlightenment.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debate about

whether investigation of key concepts conforms to the system of

therory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it is

included in the overall context of the theory as a means for a firm

realization through reflective observation.

Chinul asserted that one should cultivate oneself even after reaching

the stage of enlightenment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lǐ

and shì, which specifically concerned the cultivation after the

incomplete stage of faith and understanding. He considered such an

ideal form of cultivation as a stage of doing without thinking[無念修],

during which one cultivates but does not cultivate themselves for

cultivation. Departing from the general concept of cultivation, Chinu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urally incorporating and practicing

the sudden enlightenment into one's life. The concept of doing

without thinking includes the ethical practice of the altruistic practice

of non-abiding charity[無住相布施]. Chinul's emphasis on gradual

cultiv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actical orientation of his

theories.

Cultiv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practice of samādhi(禪定) and

prajñā(智慧). As a successor of Huineng, Chinul viewed the balanced

cultivation of samata and prajnā as the way to reach the ideal stage of

cultivation, the stage of meditation[自性門定慧] and wisdom based on

one's self-nature. Chinul argued that by gradually repeating their

practices for cultivation[隨相門定慧], even Buddhist practitione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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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lack in their learning abilities could reach the level of cultivation

of meditation and wisdom based on their self-nature. The theory that

one should not end at reaching sudden enlightenment but gradually

cultivate oneself was part of the theory of gradual cultivation through

practices. The classification of the two theories of meditation and

wisdom based on one's self-nature and gradual cultivation through

practices was based on Huineng's philosophy. This means that his

theory, above all else, follows the teachings of Zen teachings.

This thesis found implications of Chinul's philosophy on the high

school Ethics and Thoughts subject and ethics education methodology

through such analysis. The high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s for

the Ethics and Thoughts subject cover Chinul and his ideas in terms of

the spirit of harmony, which is a common feature in all Buddhist

thoughts in Korea.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ul's

thoughts, it is also essential to focus 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is

theories which means the integration of Buddhist sect centered on

Zen. In terms of ethics education methods, the concept of sudden

enlightenment, which is an experience of the emptied spiritual mind,

could be connected to the experience of the moral self. The gradual

cultivation, which is the process that follows the enlightenment, could

be used as an embodied approach in ethics education. The theory on

gradual cultivation through practices, which was a method for

practitioners with lower learning abilities, could have further

implications on moral development theories.

Keywords: Chinul, theory of essence and functions, emptied spiritual

knowledge, sudden enlightenment, gradual cultivation,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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