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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쿄·절학적 의미 

기성 쾌선(箕城 快善)으I IF 염불환향곡(念佛還劉曲).l을 중심으로 

조홍원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동양철학전공) 

1 . 머리말 

철학은 본질적으로 향수병이요 귀향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다. 

우리말에서도 “고향(故劉)"이 “타향(他쨌)" 내지 “객지(客地)"와 대대 

(待對) 관계를 이루며 성립하는 말이라면， 고향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떠나온 자’ 혹은 ‘분리된 자’ 혹은 ‘소외된 자’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1) 고향을 말할 때 인간의 현존이 객(客)， 즉 ‘떠돌이’， 

‘뜨내기’， ‘나그네’， ‘길손’으로 자연스레 이미지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 

리라. 이처럼 고향 개념에 떠남[離] . 분리[分，別] . 상실[失] . 유랑[遊， 

客]으로서의 인간 현존이 전제되어 있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돌아감 

[歸，還] 혹은 하나됨[合，會] 혹은 되찾음[復]에로 향하는 인간의 의지 

를 암묵적으로 반영한다 하겠다. 고향은 떠나온 곳만이 아니라 돌아 

가는 곳이요， 인간도 귀향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고향’ 담론 

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귀향(歸 

쨌)’ 혹은 ‘환향(還鄭)’을 지향하며 예기(據期)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향’과 ‘귀향’ 내지 ‘환향’은 현실적 범주로서건 초현실적 

범주로서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정신사에 면면히 내려온 주제였 

1) ‘정착민’， 다시 말해 태어난 곳에 줄곧 안착하여 사는 사람에게 최소한 그 처 
소는 고향은 아닌 것이다. 그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활세계일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삶이 괴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붓다의 苦集滅道 四請설과 

같은 解脫 답론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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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 묻지 않은 어린 시절 평화롭고 아늑했던 그 과거적 공간으로 

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되찾거나 지행해얘할 원형 내지 이상 세계 

에 관한 보다 큰원적인 문제의식과 연관되어， 고향은 서양에서도 기 

독교， 유대교의 교리는 물론 플라톤(Platon)의 대화록에서부터 헤겔 

(Hegel) , 하이데거(M. Heidegger) , 블로흐(E. Bloch)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 철학적 논의의 중섬에 서 있었다.2) 동양에서도 이는 마찬가 

지로， 고향이 지니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망은 수많은 문예 작품을 

잉태하는 모태가 된 것은 물론이요， 특히 그 근원성 및 원형성이라 

는 상징적 의미로 인하여 종교적 · 철학적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라만상의 본체[體]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본연(本然) 내지 참모습[員面 目 ]을 가리키는 은유 내지 비유로 

서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본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살피고 

자 하는 기성 쾌선(箕城 快善， 1693~ 1764)의 『염불환향곡(念佛還鄭 

曲 )~3)도 그 좋은 일례라고 할 수 있다. 

2) 자세한 것은 전광식 r고향(故뺑)에 대한 철학적 반성 근 · 현대 서양정신사 
에서의 고향논의를 중심으로J(C哲學빠究~ 67, 대한철학회， 1998.08); c고향: 

그 철학적 반성~(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참조. 
3) 快善은 法號요， 箕城은 堂號이다. 행장 및 비문에 따르면 그의 속성은 柳R

로， “蕭宗쫓西"(서기 1693)년 時興 同知를 부친으로， 黃R를 모친으로 하여 

칠곡부에서 출생하였다 13세에 대구 A公山 松林좋에 입산， 이듬해 敏끊 문 
하에서 零髮하고 16세에 西歸 대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명 

산대찰을 보림 행각하다， 51 세(1743년) 이후로는 동화사를 중심으로 화엄경 

연구와 선 수행에 정진하였으며， 1764년 팔공산에서 입적하였다. 法系를 살 
펴보면， 행장에서 道德山 大照와 洛濟堂 弘濟 문하에서 수업하고 25세에 홍 
제의 인가를 받았는데 홍제는 상봉에게서 배웠다고 한 바， 간추려보면 조선 

중기 淸虛 休靜(l520~ 1604) →輔후 彦機(1581 ~ 1없4) →樞澤 義講(l592~

1665) • 題峰 i爭源(1627 ~ 1709)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잇고 있으며， 敎輝을 
두루 겸비한 학승이자 선승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행장의 기록이나 작품으로 

보아 華嚴 교학과 輝 및 탱士에 두루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술로는 
『念佛遺鄭曲』과 더불어 r請擇法報恩文』이 현전하는 바， 모두 그의 사후 3(서 
기 1767)년에 나온 “좋住屬 開뀌j 本”이다 『韓國佛敎全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第9冊， pp.633-659) 지금까지 나온 箕城 관계 연구로는 일찍이 金雲學 스 
님의 T염불환향곡리 해제(1975)가 있고， 고약진(1980)과 강동균(1990) 교수가 

r請擇法報恩文」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 및 정토 사상을 다룬 바 있다 한편 

최근 조은수 교수는 이 문헌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 불교의 성격을 논한 논문 

을 발표한 바 있으며(금강대 국제불교학술회의， 2004.10.23), 오윤희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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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조선 대구 팔공산(八公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불승(佛增) 

의 저작으로 전해오는 이 문헌에서는 존재의 본원이자 인간을 포함 

한 뭇생명[짧生]의 참모습을 고향[家劉]에 비유한 가운데， 이 고향이 

라는 상정을 중심 모티브로 하여 인간의 현존과 구원의 문제를 ‘고향 

상실[失뺑]’ 및 ‘고향회귀[還鄭]’로 다루고 있다. 대중에게 쉽게 수용 

될 수 있는 사언구(四言句) 가요 형식의 염불곡(念佛曲 )4) 인 이 문헌 

에서는 첫 장에서 인간의 “본래 근본 자기 마음[本源 담 心]"을 고향이 

라 정의한 가운데， 이 고향인 본원의 마음에서 빗나가 그 존재마저 

망각한 채 “꿈”길 나그네로 떠돌며 돌고 도는[輪뼈] 중생이 어떻게 

본원섬을 자각하고 회복하여 본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향(家劉)， 실향(失劉)， 실로(失路)， 문향(問劉)， 취향(趣쨌)， 환향(還 

劉)의 총 여섯 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5) 

문학의 영역에서는 ‘고향’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고， 오늘날 민속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점증하 

고 있다. 나아가 종교적 · 철학적 범주로서， 말하자면 인간과 그 삶의 

본질， 또는 세계 근원과 관련하여 연구될 수 있는 바， 그러나 이런 

초고(미출간)가 있다(다음 각주 참고). 자세한 것은 본고， “참고문헌”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그 때문에 본고에서 필자의 『念佛還엠}曲J 인용문중 한글 번역 또한 이런 念佛
曲이라는 문헌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자 노력하였으며， 八듬句 번역을 원칙 
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문 문장 중간에 구절구절 바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 

구 수에 메이지 않고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쓰는 원 
칙을 취하였다 또한 후렴구 “阿鋼 ~t佛”은 제외하였다 한편 본고는 T염불환 

향곡』에 대한 강독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불교철학연습>(2004년도 2학기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강좌)의 기말 보고서로 작성 · 제출(2004.1 2.29)된 것이 

며， 수업중 참고 자료로 배포된 오윤희 님의 T염불환향곡」 번역 초고(2004.10 ， 

未刊)에서 필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본고에서 『염불환향곡」 인용의 우리말 
옮김 부분은 이를 토대로 필자가 다시 번역한 것이며， 그에 대한 해석 및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필자의 것이다 r염불환향곡』을 소개하고 더불어 아직 출 
간되지 않은 번역 초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조은수 교수 및 
오윤희 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한 학기 동안 같이 수강하며 강독 
과 토론을 함께 했던 同學들에게도 아울러 고마움을 전한다. 

5) 기타， 이 문헌에 관한 서지 및 일반 사항은 김운학의 해제(1975) 등을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의 다른 저작인 『請擇i去報恩、文」의 서지에 대해서는 고익 
진(1980)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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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고향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불교 분야로는 전 

무6)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향이라는 주제가 

갖는 이러한 보편적 의미를 염두에 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을 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불교(문헌)에서 ‘고향’의 비유와 상징이 어떤 의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문헌별 혹은 시기별로 그 의미망에 있어 어 

떻게 겹치면서도 다른가를 밝히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 중심이 W의 

『염불환향곡』에 있는 만큼， 전반부( II - III)는 특별히 이 후반부(W)의 

논의 과제를 염두에 툴 것이다 우선 H에서는 실향적 현존과 귀향적 

본원이라는 일반 과제 하에 시에 나타난 고향 의식을 중심으로 상실 

의 현존과 귀향을 지향하는 인간의 회귀의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 

하여 선시를 통해 그 불교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편으 

로 불교에서， 특히 선불교에서의 고향의 비유와 그 상징이 어떠한 의 

미를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도 겸하게 된다 이어 m에서는 

‘인권입실(引權入實)’의 ‘일승(一乘)’ 사상의 모티브를 제시한 『법화경 

(法華經)~과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 대승불교에서의 고향 상징의 양상 

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일승’ 사상과 ‘궁자(罷子)’의 비 

유에 주목하고 그것이 고향의 의미망 형성에 있어 갖는 함의를 부각 

시켜 보고자 한다. 이러한 II-III의 논의는 이후 W에서 관련 주제로 

자연스레 이어짐은 물론， 불성론(佛性論)과 화엄(華嚴)적 세계관에 관 

한 언급을 자연스레 수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불교 일반에 있어 

고향의 비유와 상징이 갖는 특수한 종교적 · 철학적 의미가 드러나리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6) 지금까지 나온 불교 관계 ‘고향’ 연구로는 문학 영역에서 印權煥의 것이 있다 
(본고， “참고문헌” 부분 참조). 그는 圓鍵 때止(1226~ 1292), 면雲 景閒029
8~ 1375), 懶컸 慧根(1320~ 1377) 등 고려 시대 선승들이 남긴 시 작품에 나 
타난 고향 의식과 그 의미 양상을 분석하고， 고향을 1) “깨달음의 세계， 즉 진 
여 · 열반의 세계로 나타내는 경우”와 2) “고향에 돌아가는 것 즉 귀향(歸鄭) 
을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필자가 본고 ‘II’의 
논의에서 사용한 시들은 주로 이 인권환의 저술에서 그 소재를 얻어 차출한 
것임을 밝히며， 인권환 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타 유관 자료를 대조 • 검토 
하였고(해당 각주 참조) 그에 대한 번역 및 해석 또한 펼자의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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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염불환향독』에서 고행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제시 

된 체계， 즉 기성이 제시한 수행론 체계가 어떤 수증론{修證論)적 

특정을 보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히 이 문헌의 본론에 해당한다 할 “취향(趣鄭)" 부분을 집 

중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이 문헌에 불교의 다양한 제 교설이 어떻 

게 유기적으로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소승의 제반 교설 

및 수행 체계가 기성에 의해 어떻게 수용 · 종합되고 있는가， 나아가 

교션(敎輝· 華嚴과 輝) 및 선정(輝i爭: 輝과 i爭士) 관계와 이 양자 모 

두의 수용 · 종합이 한국불교사상사 전반의 암묵적인 지속 과제였다 

고 한다면， 기성은 이 과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화염 

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션과 정토가 기성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며， 

수용， 종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수증론적 의마는 무엇 

인가 하는 것이 본고 후반부(특히 N.2)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 

겠다. 기성의 『염불환향곡』에 제시된 수행론 체계가 갖는 수증론적 

의미란 다시 말하면， 기성의 ‘고향[家뺑]’과 ‘고향 회복[還鄭]’ 담론이 

갖는 종교적 · 철학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ll. 시의 고향 의식과 불교에서 고향 상징 

1. 나그네와 고향 →상실과 회귀 의식 

일찍이 어느 시인은 고향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리움과 무한한 

동경의 대상으로， 영원한 “모성”이요 “이상향”이라 한 바 있다. 세상 

에 부모 없는 이는 없듯 고향 없는 이 또한 없을 것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타향살이”라는 말이 대중가요에도 흔히 등장하지만， 

고향 떠나 사는 이로서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도 아 

마 없을 것이다. 죽어 혼 없이 라도 돌아가고픈 고향에 대한 이러한 

절절한 그리움의 전형을 우리는 평생 객지를 떠돌며 살아야했던 두 

보(社南， 712~770)7)의 시에서도 본다. 

7) 삼南 r乾元中萬居同용縣悲歌 五J(758). 다음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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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生何寫在第§ 궁벽한 이 골짜기에 왜 내가 사나 

中夜起坐滿感集 밤중에 일어나 앉으니 만 가지 시름 

嗚呼五歌兮歌표長 아， 다섯 째 곡 길게 노래하노니 

j없招不來歸故챙P 혼 불러 오지 않더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 

생명체의 원초적 귀소(歸東)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고향에 대한 그 

리움이나 때 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로 향하는 회귀 의식은 아마도 

인간 보편의 정서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언어마다 고향에 관 

련된 어휘가 풍부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색채의 고향의식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문예 작품의 중요 요소가 되어 왔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우리말에서도 고향은 위의 두보 시의 그것과 같은 한자어로， 원의 

는 옛 향리이다. 출신지 즉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장을 뜻한다. 

“시골" “고향(古劉)" . “본향(本鄭)" . “고원(故園)" . “고산(故山)" . 

“향관(챙P關)" . “향리(劉里)" . “향토(햄士)" . “향촌(獅村)" 등의 낱말이 

그 동의어 내지 유사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고정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소통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는 것 

이라면， 쓰이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고향이 

라는 말 역시 지정학적 범주에서부터 종교적 · 철학적 차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 중층적인 내용을 담은 광범위한 의미 

망을 지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향 개념과 그 상징 및 의미의 

발견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살 

펴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_íì) 

http.//yetgle.com/dolcha160.htm 
http://blog.joins.com/medía/index.asp?uíd=zeonkt&folder=O&day 
=21α)쇠'207 

8) 전광식(1999:23-25) 참조. 그는 여기에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1) 출신지 
를 뜻하는 지정학적 개념， 2) 푸근함과 안정됨， 그리고 평화로움과 같은 인간 

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 3) 삶의 질의 표현으로 사용， 4) 현재적 
선호와 관련해서 사용， 5) 전통과 전통적인 것을 의미， 6) 이상향이나 유토피 

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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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雨堂前天地關 섬우당 앞 천지는 광활하고 

遊仙柱上歲年長 유선침 위 세월은 길기도 하다 

維然客路增塊樂 셜령 나그네 길 즐겹다 한들 

爭似f뽑裝退故챔P 행장 챙겨 고향에 돌아감만 하겠는가 

위의 시는 고려시대 원감 충지(圓鍵 벼止， 1226-1292)의 「시인(示 

A)J9)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고향이란 나고 자란 지정학적 장소 

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그네와 그 방랑걸[客路]은 생사윤회의 세 

계에서 돌고 도는 무명 중생을 비유한 것이요， 그에 대비하여 고향 

은 불교적 깨침의 경지，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마땅히 자각하고 돌아 

가야 할 것으로 말하는 생명 본연의 모습[本來面目l을 의미하는 상 

징적 표현이다. 

위의 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향은 어떤 의미에서건 근원에로의 

회귀이자 이상에 대한 지향을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차적 의미인 

지리적 처소로서의 고향이 자연스럽게 문화적 · 종교적 · 철학적 범주 

의 의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럽인에게 있어 이 

탈리아， 동양인에게 있어 인도는 여러 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민족종교인 유대교에 있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자 유대의 선 

조들이 살았던 지상의 “영원한 고향”이었다고 한다면， “천국” 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본향(本앵~)이다 마찬가지로 “천축 

(天쓴)"과 “서방 정토(西方 澤士)" 혹은 “부처님 나라[佛國士]"나 “안 

양국(安養國)" 등은 불교인에게 있어서는 깨쳐 돌아가 의지할 궁극적 

귀의처(歸依處)가 되는 것이다 10) 이런 경우 말하자변 인생은 나그네 

요 순례자이며， 그 전통에 속해있는 이들에게 이것들은 ‘또 다른 고 

9) 빼止"圓鍵集J(인권환(1999:764) 등에서 참조. 이하 『圓鍵集』으로부터 인용 
은 이와 통일함 인권환의 저작에 대해서는 본고 각주 6번 및 ‘참고문헌’ 항목 
참조) 

10) 이것들과 관련하여 “故뺑" “古엠)" . “本쨌" “家쨌”이라는 직접적 표현들이 
등장하는 사례들은 『樂츄P 文類J(T47n1969) w西方合論J(T47n1976) 등과 같은 

정토관계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w佛祖統紀~(T49n2035) 등과 같은 史籍류나 
경론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각각이 구체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교학과 수증론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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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아니 어떤 점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고향[本鄭]이 되는 셈이다. 

2. 윤동주으I r또 다른 고향」 눈물짓는 ‘나’[苦]와 정신의 

초월 지향[脫] 

이와 겹치면서도 약간 다른 맥락에서， 공간적이고 지정학적인 고향 

과 대비하여 정신이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해야 할 이상적이고 관념 

적인 공간으로서의 고향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윤동주 

(尹東柱， 1917 -1945)의 「또 다른 고향J (1941) 1 1)을 주목해 볼 수 있 

겠다. 

고향(故뺑)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면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富)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툼 속에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짧)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11) 윤동주 w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서울: 正흡社， 1948. 이 「또 다른 故鄭」은 
1941년 연희전문 졸업반 시절에 쓴 작품으로 전한다. 북간도 明洞에서 출생한 

윤동주는 그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으며， 그의 시정선에는 기독교적 의식이 

많은 영호t을 주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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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에서는 두 개의 고향이 등장한다. 

“백골”의 “고향”과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 그것이다. 전자가 태 

어난 육신의 고향(북간도)을 말한다면， 후자는 그런 현실적이고 물리 

적인 장소로서의 고향이 아니다 앞서(1l.1) 언급한 건원 연중 두보 

의 「비가」가 당시 정치 문화의 중섬지였던 낙양 인근의 고향땅 공현 

을 떠나 “궁벽한 골짜기”에 살면서 흉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헐벗고 굶주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 “밤중에 일어나 앉”아 “만 

가지 시름”에 잠겨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으로， 죽어서라도 귀향하고 

픈 간절한 심정을 “혼 불러 오지 않더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이라 

노래하고 있다면， 이 시의 화자는 “아름다운 혼”과 함께 고향에 돌아 

와 누웠으되， 그러나 “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가운데 고뇌하 

는 시인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 공간이라 하겠다.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고향，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는 이러 

한 고향 의식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 

뇨"라 하는 시인 정지용의 「고향}2)과도 또 다르다 하겠다. 정지 

용의 「고향」이， 돌아왔으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미 고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현실 앞에 평소 그려왔던 고향을 느낄 수 없어 

마음은 결국 여전히 “머언 향구로 떠도는 구름”처럼 과거 속으로 아 

련히 사라져버린 어렸을 적 ‘진정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주로 

표출하면서 동섬의 세계로 향하는 인간의 원초적 회귀의식을 보여주 

고 있다면， 시어 “어둔 방”이나 “어둠”이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눈 

물 짓는” 시인에게 있어 “백골”의 고향이란 자유를 빼앗긴 무기력하 

고 닫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어둔” 현실에 대비하여 “개” 

짖어 일깨우고 “바람”으로 스치며 손짓하는 저 “하늘" “우주”로 통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은 “백골 몰래” 가야 할， 그리고 “가자”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3. 선승의 오도송(惜道~명)과 시에 나타난 고향 상징 

윤동주의 시를 보면 두 고향 사이에 현존하는 자아로서 “눈물 짓 

12) 정지용 c정지용시집 c ， 서울 시문학사，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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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내")가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백골”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혼”과 함께 있다. “백골”이 캄캄한 방 속에 유폐되어 안일 

속에 허망 없이 부서져가는 현실적이고 유동적이며 육체적인 그리하 

여 결국은 사멸할 자아라면， “아름다운 혼”은 자유롭고 이상적이며 

불멸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다. 시인에게 있 

어 현존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지닌 

존재인 것이다. 아울러 ‘나’의 이러한 두 차원은 두 개의 고향 관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현 

실적 조건에 의해 분열된 현존의 자아상과 두 가지 고향 의식을 보 

여준다. 이러한 시상(詩想)을 통해 이 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란 암흑 속에 유폐되어 있는 “어둔 방" 즉 “백골”로 대변되는 현실 

의 “고향”으로부터 “아름다운” 혼이 인도하는 탈현실의 “또 다른 고 

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불교의 화법과 그 상징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임종을 앞둔 고려 말의 선승 백운 경한(터雲 

景閒， 1298-1375)은 이렇게 말한다 13) 

處處皆歸路 여기저기 모두가 돌아가는 걸 

頭頭是古뺑 곳곳마다 모두가 나의 옛 고향14) 

何須理빠樞 뭐하자고 배와 노 따위 마련하리 

特地欲歸뺑 나는 그저 나대로 고향에 갈 뿐 

我身本不有 이 몸 본래부터 었지 않았고 

心亦無所住 마음 또한 머물 곳 본래 없으니 

作까散四方 재 만들어 사방에 흩어버리고 

꺼 古樓那地 세상 땅 조금도 차지하지 말라 

선승 백운에게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백골”의 고향을 

찾는 것도，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삶 

13) 景閔~입雲和尙語錄」， F韓國高{曾集 • 高麗時代3J (佛敎學冊究會 편， 서울: 경 

인문화사， 1974), p.l51 
14) 本如의 ↑펌道많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處處逢歸路 頭頭復故찌 本來成現

事 何必待思量"(f佛祖統紀h T49n2035:021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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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바로 “눈 돌려 보면” 여기저기 곳곳마다 경 

험하는 모든 것이 본래 고향이요 본래 귀향길인지라， 충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대로가 본래 내 고향"15)이라는 

것이다. 다만 관건은 그 삶의 참모습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깨쳤 

느냐 못 깨쳤느냐에 있을 뿐이다. 이 점은 충지와 그 제자의 다음 

문답에도 잘 드러나 있다.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자세히 보라” 하였다 “보라는 것은 무엇 

을 말한 건가요?" 하니 “그걸 알면 되지” 하였다 16) 

윤동주의 시로 말해보면， 그 ‘나’의 설상을 보라는 것이다. 불교에 

서 말하는 마음이란 아름다운 혼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니다. “백골” 

볼래 살며시 가야 할 그 어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백골”의 고향으로부터 “아름다운 혼”이 깃드는 “또 다른 고 

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백골의 고향을 그리워도 하고 아름 

다운 또 다른 고횡탤 그려도 보면서 왔다 갔다 돌고 도는 바로 그 

놈， 바로 그 ‘나’의 설상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불교， 특히 선(輝)에 따르면 바로 보논 그 자리에 환향은 그 즉시 

설현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적 표현을 빌리면， 중생 스스로 이미 부처 

[풍生郞佛， 一切짧生皆有佛性]이기에 고향은， 부처님 나라는 나그네 

중생에게 이미 구현되어 있다. 다름 아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참모습 

[員相]으로서의 연기(緣起)라는 진여(員如) . 불성(佛性) . 여래장(如來 

藏)으로.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도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보고 바로 깨치기만 하면 나그네， 중생의 삶 그대로가 환향자， 부 

15) 빼止 r答李公行險 J(W圓鍵集~ ) 

古園家業日홈패 고향의 집안 일 날로 황량해가고 
遊子迷律去路長 냐그네 미혹의 나루터에서 갈 길 멀어라 
若向圍中뼈眼觀 만약 그 가운데 눈 돌려 보면 
元來뼈]下是콤劉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대로가 본래 내 고향 

16) 때止~圓짧集~， “‘師言故쟁ß歸路在什)꽉處9’ 師도 ‘훌眼看 ’ 日 ‘看是什빵道?’ ‘知

~IJ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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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삶인 것이다. 물론 깨쳤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여전 

히 길을 갈 뿐. 다만 미혹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고향’이자 ‘이미 부처’인 부처님 나라의 길을. 

男兒폐處是故鄭 대장부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 결 

幾A長在客愁中 얼마나 많은 사람 객수에 잠겨 있나 

一聲喝破三千界 한 마디 버 럭 질러 삼천계 뒤흔드니 

좋裡挑花片片紅 눈 속에 붉은 도화 여기저기 휘날리네 17) 

지금까지 주로 선승들이 남긴 짤막한 시를 중심으로 불교에서의 

‘고향’ 상징의 일면이자 핵심을 살펴보았다. 일찍이 보조 지눌(普照 

知햄， 1158~ 1210)이 땅에 엎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듯 마음에 옆 

어진 자 마음 딛고 일어난다 한 것처럼， 그처럼 고향을 알려면， 고향 

에 가고자 한다면 먼 데서 찾지 말고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진면 

목을 돌아켜 보라는 것， 바로 이젓이 고향의 비유와 상징과 관련하 

여 불교 철학적 내지 종교적 의식이 개업되는 지평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 저 남방 불교 전통에 있 

는 또 한 스님의 ‘고향’ · ‘집’ (Home) 이야기를 들어볼까? 

제행은 무상합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이야말로 부처 그 자체 

인 걸요. 무상한 현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불변이 

라는 것， 즉 변화한다는 그 본성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누리는 불변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 이러한 시각에 

서 변화를 바라보게 되변 그대의 마음은 곧 평안해질 것입니다 … 

진정한 고향， 진정한 집을 갖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 

는 나그네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참 고향은 우리 내면의 

평화입니다 … 부처님은 ... 이 세상의 어느 중생도 한 상태로 영 

원히 머무를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흩어진다 말씀하셨 

습니다 ...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의 육신과 마 

17) 韓龍雲 r↑폼道領J(丁 E年 12月 3 日 ) r韓龍雲全集~ l(서울. 新묘文化社， 1973; 
1980 증보재판)， p.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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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깊이 관(觀)하여 그 무자성(無담性)을 깨닫는 것뿐이라 ...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얼시적얼 뿐입니다 … 누구에게나 이 

는 마찬가지이며， 부처님과 그 깨달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오직 하나， 그들은 사물의 존재방식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듬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참 고향은 어디인가(원제 Our Real Home)~라는 제목으 

로 국내에 번역 출간된 어느 태국 스님의 책 18)에 나오는 말을 간추 

린 것이다. 지금까지 시를 중심으로 언급했던 한국의 선승틀에게 있 

어 그 이론적 배경이 된 대승 혹은 동아시아 불교의 경우 전반적으 

로 진여 · 불성 · 여래장 등의 긍정적 언표 방식의 관념을 전면에 내 

세우는 ‘섣법’ 형태를 보인다. 반면 테라바다(Theravada) 전통을 잇 

고 있는 남방불교권의 차(Chah) 스님이 쓴 위의 인용 구절은 그런 

류의 관념을 전제함 없이，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를 중심으 

로 비교적 불교 초창기 교설의 연기관 및 표현법에 충실하게 전달하 

면서， 연기 설상을 뚫어보는 지혜와 무집착의 평화에 참고향의 본령 

이 있음음 역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표면적 차이는 

분명 있지만， 필자는 두 지평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논다. 

특히 “무상함이야말로 부처 그 자체”라는 구절은 동아시아 불교가 

의존하고 있는 “진여(뚫如， tathata, 있는-그대로임)"라는 말의 원 

래 뜻을 효과적으로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IT'법화경 J 궁자(第子)의 비유와 대승의 고향 상징 

1 iI법호}경』으| 일승 사상과 「신해품」 궁자의 비유가 갖는 의미 

이 절에서는 대승불교 경론에서 사용된 ‘고향과 관련된 표현의 일 

면을 살펴볼 것인 바， 우선 『법화삼매경(法華츠味經)~을 보자. “본원 

18) 아잔 쓰하 지음， 박용길 옮김~참 고향은 어디인가J(보리수잎 15), 서울. 고요 
한소리， 1989; http ιIwwω calmvoice. org/fi 1 es/book/lv15.htm 정리 · 인용 
하면서 문창 순서와 표현(번역어)을 약간 바꾸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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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이켜 욕망의 집을 멸진하여 사람틀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게 하는 것으로， 고향이란 무위를 말하며 이름하여 청정한 집이라 

한다[退原盡欲室 令A歸故챙P 故鄭名無캄 號字淸i爭堂]"19)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서 고향이란 본연의 무위 청정한 마음이요， 그것의 회 

복이 귀향이 된다. 이것은 경의 전후 맥락에서 보면， 삼매중에서도 

법화삼매가 으뜸임을 역설하면서， 깨달았다 하지만 도리어 깨끗하니 

[伊] 더러우니[不浮] 남자니 여자니 하는 차별상에 매여 윤회의 바다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문승”의 문제점을 왕녀 이행(利行)의 입을 

빌려 비판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런 만큼 여기에서 무위가 고향이 

라는 정의는 한편으로 대소승을 막론하고 불교 수행의 본령이 일체 

의 차별%L을 떠나 청정한 마음의 회복에 있음을 역설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불교와의 차별을 시도하는 

“대승”불교인들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하겠다. 

이제 대승불교 경론에서 “고향”에 연관된 모티브와 그 표현이 본 

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u"법화경(法華經) ~20) r신해품(信解品 )J과 

그 주석서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고향”이라는 비유가 등장하는 

맥락과 그것이 상정하는 바에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사에 있어 『법화경』은 “대승(大乘)" , 즉 ‘큰 수레’라는 기치를 

내결고 새로운 불교가 등장하면서 이전의 불교틀과 대립 · 갈등을 일 

으켰을 때 그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경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우선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 “회삼귀 

일(會三歸一)"의 “일승(一乘)" 사상을 틀 수 있겠다. 이는 불교내의 

여러 차별적 교설틀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교화하기 위해 설해진 방 

편(方便)에 지나지 않으며，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폼鐘)로 대 

별되는 세 그룹의 수행인 내지 가르침[르乘]은 결국 “법화(法華)"라 

는 일승 혹은 일불승(一佛乘)에 귀결하며， 그로 회일(會→)되어야 한 

다는 사상이다. 이를 잠 보여주는 것이 저 유명한 「방편품」과 r비유 

19) r佛說法華三味經，，(T09n0269:0288b) 

20) c妙法運華經I(ft흙摩羅什譯 7卷本) T09n0262; w正法華經~(프法護譯 10卷本)

T09n0263; rì杰品妙法運華經~ (대]那씨1:多共&多譯 7卷本) T09n0264 



불쿄에서 ‘고땅’의 비유요~ :그 상정의 총쿄 · 절팍적 의미 61 

품」의 “불타는 집"[火흰]과 “세 수레"[르車， 르乘] 비유라 할 것이다. 

이에 따표면 부처는 결국 오직 하나의 불승[一佛乘]을 설할 뿐이요 

이 일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한 것인 만큼， 이로부터 삼승은 방 

편{權]이요 일불승이 진실[實]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이 회삼귀일의 일불승 사상이 갖는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 

다 w볍화경』에서 일불승을 강조하는 것은 성문， 연각들 역시 궁극적 

으로는 일불승의 대승으로 귀입(歸入)됨을 밝히는 것으로， 따라서 성 

문， 연각으로 대변되는 여타의 교학 체계와 수행법을 모두 인정하여 

그 나름의 존재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하되 나아가 일불승에로 이 

끄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는， 

“대승의 이법이 고향[大勝理法 ... 續是故鄭]"이라는 주석서의 표현 

처럼， 일불승으로서의 대승의 가르침 내지 그 가르침이 지시하는 궁 

극적 실재가 수행인 및 중생이 돌아가야 할 궁극의 고향으로 제시되 

는 격이다. 

한편 이 비유에서 부유한 장자는 바로 일체 중생의 아버지인 여래 

이다. 불타는 집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三毒)의 불에 휩싸 

인 삼계에 해당하며， 불난 집에서도 장난에 팔려 놀고 있는 자식들은 

욕망에 빠져 갖가지 고뇌를 겪으며 생로병사의 끝없는 고뇌를 되풀 

이 하면서도 이를 괴로움이라 깨닫지도 못한 채 해탈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번뇌집’ 속에서 희희낙락거리는 중생을 일컴고 있다. 부처님 

을 아버지로， 중생을 철없는 아이들에 빗댄 이 비유가 갖는 의미는 

「신해품」 “장자 궁자(第子)"의 비유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고 필자는 본다. 궁자가 집을 나와 헤매다가 부자 아버지의 은밀한 

교화를 점차 받아 마침내 그 전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이 비유는 낮 

은 수준에서부터 “점진적으로[漸漸]" 수행을 쌓아가며 지견(知見)이 

열리고 근기(根機)가 높아져 마침내 여래의 온전한 지혜와 덕을 모두 

이어받아 성불한다는 뜻을 펴고 있다. 한편 『대반열반경(大般裡盤經) 

』을 보면 석존의 입멸을 앞둔 직계 제자들이 스스로를 “자애로운 어 

머니를 상실할 처지에 있는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이제 무엇을 의 

지하고 누구에게 귀의해야 하느냐고 울먹이고 있는 것21)과 좋은 대 

비를 이루는 바， 이 점을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볼 수도 있겠다.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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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대반열반경』에서 석가모니의 입멸과 함께 제자들이 상실한 

그 “자모(慧母)"는 이제 『법화경』을 통해 영원의 생명을 가진[佛身常 

住] 부자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이다~법화경』의 편집자가 이 궁자의 

비유를 수레의 비유와는 달리 “불설(佛說)"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빌어 서술22)하게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법화경』의 중요 사상으로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切聚生意有佛性)"이나 부처님의 

인격은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진리로서 항상 중생과 함께 한다는 “불 

신상주(佛身常住)" 사상을 빼놓을 수 없다면， 사라쌍수에서 입별한 

역사적 인불로서의 붓다는 “자애로운 어머니”를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제 무한 사랑을 베푸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객지를 헤매다 돌아온 

가난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보배까지 안겨주는 영원한 아버지 

“장자”로 이미지화되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 

리 안의 부처념으로서의 불성이자 다른 한펀으로는 중생에게 무한 

사랑을 베푸는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불신(佛身)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의 고향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법화경』과 그 사상이 ‘고향’이라는 상징과 관련 

하여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끌어낸 바， 정리하면 1) 일불승 

으로서의 대승의 가르침 자체， 2) 우리 안의 부처념으로서의 불성， 

3) 중생의 영원한 아벼지로서의 불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차원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대승불교 전반에서 고향의 다 

양한 의미망을 형성한다고 보이는 바， 이제 관련 문헌을 함께 보면서 

이 문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21) ~大般뱉盤經~， “爾時홈婆羅女 flJ於佛前 ... 而입佛言 唯願世尊 住壽住世 不般많 

盤 利益世間諸天A民 世尊若定般j멀盤者 -切없生 無復쩔道 ?쩔如벚兒失於慧 
f품 "(T01nOü07:0194c); “我等從今何所歸依 增如 몇兒失於慧母"(Q203b); “我等

從今誰건l歸依 8옮若벚兒失於慧f풍"(0205a) 등 참조 

22) r信解品」은 “爾時 慧命須홈提 摩詞迎싸延 摩템뼈葉 摩詞답權連 從佛所間未曾
有法 世尊授舍利했阿짧쫓羅三務두홈提記 發希有心歡喜觸짧 IID從座起整衣服
偏샌右릅右隊著地 →心合掌曲射휴敬 體띠尊종it而터佛言. ‘我等居f용之首 " 
(T09n0262:0ü16b 이하 등)라는 서두가 잘 말해주듯이， 수보리 · 마하가섭 · 마 
하가전연 · 마하목건련 등 4대 ‘聲聞’이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世尊”에게 고 
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궁자’의 비유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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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장(吉藏)으I r 신해품」 주석과 대승에서의 고향 상징 

의 의미망 

삼론종의 논사 길장은 『법화현론(法華玄論)~에서 「신해품」 궁자의 

비유를 주해하면서 “유치시(때推時)" . “실부시(失父時)" . “환귀향시 

(還훌體g時)"의 세 단계로 나누고， “처음 대승을 배움이 유치시요， 교 

화를 등지고 미혹을 일으컴이 설부시요， 미혹을 돌이켜 깨달음을 따 

름이 귀향시[初學大乘謂때雅時 背化起惠名失父時 變迷從J댐최歸劉時 

也]"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3) 그는 “대승의 이법이 본성이요 

고향인 것[大乘理法 稱갱本城 猜是故짧ß耳]"이며， “궁자”인 중생이 궁 

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 “본국이라는 것은 곧 

대승의 묘리[本國者 태]大乘理也]"24)라고 한다 그렇다면 길장이 염두 

에 두고 있는 대승의 이법， 대승의 묘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대승현론(大乘玄論)~을 보면 “불의(佛意)를 받고서도 ... 어려서 

고향[劉土]을 잃고 … 반본(反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無明)인 

바， 알음알이를 쓸어버리고 본원으로 돌아가는 눈이 불성”이라 하고 

있는데，경) ~십이문론소(十二門論없)J 서문을 보면 “중도”를 부처님의 

뜻이자 중생이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의 “본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도 중생과 삼승의 수행자들은 모두 중도라는 본향을 상실한 사 

람”이라 하면서， 그는 성문 연각의 이승을 별도로 지적하여 말한 것 

이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라고 설명한다. 아이가 어려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 오래도록 타국을 떠돈다 한 것은 바 

로 그런 맥락에서라고 하면서 J십이문론』이라는 “현묘한 나루터[玄 

律]"에 들어가는 것은 곧 “중도라는 본향으로 돌아감I歸中道本鄭r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6) 

23) 吉藏， J ìt;華玄論ι (T34nl720:0416b). 
24) 吉藏"'法華義統 r信解品」 주석 부분(T34nl721:0546a， 0553b) 참조 
25) 吉藏j'大乘玄論 “敢承佛意 " 少失뺑土 ... 不知反本 稱日魚明 落識還原 팀 

껴佛性"(T45n1853:0035b). 

26) 吉藏十=門論流~， “往古來今稱숨 謂大救播布十方耳 i齊弱喪於玄律者 第二得
益 初得益 次離益 莊周 i:， 少失椰土名弱喪 喪失也 弱少也 l:l~六道與三乘 皆是

失中道本앵ß之人也 53IJ正取二乘껴弱喪 l:! D罷子是也 故E 훌훌如童子 ÝjJ推無識 f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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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길장의 「신해품」 해석은 그의 교판론을 반영한 것으로， 

τ화엄경」과 F법화경』을 “대승교(大乘敎)"와는 별도로 분류하고 “섭말 

귀본(構末歸本)"， 즉 근본적 진실을 나타내는 『화엄경 J , 그리고 삼승 

을 모아 일불승의 진실로 귀입시키는 r법화경』이 불교의 두 수레바 

퀴에 해당된다고 파악하면서도， 이러한 두 경의 핵심 교설을 이해하 

는 도구로서는 나가르주나의 철학 체계에 기초한 삼론의 교리를 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길장의 사례는 『법화경』이 방향 

제시한바 대승 일불승의 가르침을 ‘고향’으로 전제하면서도， 대승의 

제 경론과 교설에 대한 각자의 교판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나 표 

현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길장은 삼론학에 입각해서 나가르주나와 중관이 체계화한 “대승이법” 

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고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불교 사상사의 논의는 석존의 연기에서 끝나지 않았듯이， 

나가르주나의 ‘공’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나가르주나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존적 발생’으로 보는 석존의 연기 개념을 한편으로는 계승하 

면서도 의존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각 요소들에 대한 실체론적 이 

해와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절대주의적 이해를 지양 · 극복 

하기 위해 당시 반야경(般若經) 계열의 문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공’ 개념에 주목하고 ‘공으로서의 연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 

운 불교 철학의 영역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후 ‘공’의 논지를 살리면 

서도 그 말이 노정 하는 파괴성과 부정성(否定性)을 지양 · 극복한다 

는 기치 아래 유식(唯識)， 여래장(如來藏) , 진여(흉如 l ， 불성(佛性) 등 

과 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표 방식의 관념들이 등장하여 그것 

들을 중심으로 재해석된 연기관(緣起觀) 및 공관(空觀)이 인도 불교 

사상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가 추구해온 부처나 열반의 경지를 상주불 

멸의 설재로 간주하는 사유 및 긍정적 언표 내지 대화법이 표변화 

父逃週 久住他國也 玄律잉P是斯論 入此論之律 歸中道本앵P也"(T42n1825: 0173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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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예컨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모든 존재에게 불성 

이 갖추어져 있음’을 역설하는 『열반경(많盤經)~을 보면 심지어 일체 

의 모든 것을 무상(無常) . 고(苦) . 무아(無我) . 부정(不澤)으로 보라 

는 초기 불교의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여래(如來)는 상주불변하는 법 

선(法身)이며 열반의 경지는 상(常) . 락(樂) . 아(꿨) . 정(澤)이라는 

네 가지 속성[四波羅密]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 

기에서 연기는 생멸변화하는 덧없는 현상 세계에 대한 진술로， 공은 

상주불변하는 불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절대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차별적 현상 세계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고， 부정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 불생불변하며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청정한 아(我)로서의 

불성이라는 실재가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음이 거론되고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언표 방식만으로 보면 그렇다. 

그리하여 일례로 천태종계 문헌에서는 방편이 미약한 중생의 현존 

을 “고향상실”한 어린아이에 빗대면서 그러나 “본래 갖추어진 진여 

를 이름하여 고향이라 한다[本有貞如 名鳥故鄭]"고 말하고 있다 27) 

한편 자선(子瓚)의 『기신론소필삭기(起信論趙筆빼記)~에서는 “보살승 

이라는 이 법은 생사라는 들판을 넘고 번뇌라는 바다를 건너 보리라 

는 고향에 도달하여 열반이라는 언덕에 오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 
다 2íl) 

특히 이 차별적 현상 세계를 넘어서있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긍정 

적 접근은 대승 교학을 거쳐 중국 불교의 논의에 오면 중국 전통 철 

학의 핵심 개념들과 결합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전 

통 사회의 중국 불교인들은 3-5세기 이래 여래장， 불성， 진여 등의 

관념들이 불교 철학의 전변에 부각되는 인도 후대 불교의 담론을 두 

드러지게 계승하면서도 다시 여기에 중국 사상의 주요 관념들이었던 

도(道)， 자연(엄然)， 성(性)， 섬(心) 등과 이를 접맥， 체용(體用)의 논 

27) 灌然~法華玄義釋觀~， “몇兒失故행1故 名껴弱喪 方便善微 名최몇、兒 本有貞如
名껴故鄭"(T33nl717:0881b); 智圓， ~ì몽盤玄義發源機要~ , “벚兒失故쩨 名찌弱 
喪 方便善微 名최뿔兒 本有맺如 名 日故柳" (T38n1766:0024a) 등 참조. 

28) 子짧 J起信論流筆햄IJ記 J ， “ - 홈鐘乘 此大法 越生死野 度煩↑싫河 flJ홈提뺑 폴i里 

盤뿜."(T44n1848:029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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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구조 속에서 불성， 진여， 진심(員心)， 진아(員我)， 본성(本性)， 전진 

(全員)， 대도(大道) 등의 개념을 통해 각각의 모든 존재의 가장 깊숙 

한 곳에 갖추어진 본래적 완전성과 본래적 통일성에 대한 강한 확신 

을 표출해 왔던 것이다 29) 그리하여 ‘고향’의 비유에 있어서도 예컨 

대 “성의 바다가 우리 고향이요， 볍계가 우리 집[性海콤鄭也 法界

펌宇也]"30)이라는 식의 화염적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다. 

N. IF염불환향곡(念佛還鄭曲)dl 의 고향과 고향 회복의 걸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에서 겹치면서도 달 

라지는 ‘고향’ 상정과 그 의미망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동아시 

아 불교에서 『법화경』에 의해 그 모티브가 제시된 대승 ‘일불승’의 

경지를 ‘고향’으로 전제하면서도， 제 경론과 교설에 대한 각자의 교판 

이나 교학적 배경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법에 있어서는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 점을 특별히 환기한 바 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앞서의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18세기 조선의 불승， 기성의 

『염불환향곡』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IF 염불환향곡』으| 고향과 고향 상실로서의 현존 

(1 ) 가향(家劉)의 성격 화엄적 세계관에 기초한 고향관 

‘염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문헌의 제목에 담긴 뜻이 

라면， 우선 돌아가야 할 고향(집)으로 제시된 “가향(家劉)"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불론 그것은 다릅 아년， “가향”이 

라 표제한 이 문헌의 첫 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중생 본연의 

“마음[心]"이요， 중생이 자각함으로써 회복해야 할 “부처[佛]"이다. 

29) 조홍원0999:4-027 ~029 단락) 참고 

30) r옮州無姓和 1페陣」， 『樂和文類J (T47nl969A:0l83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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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心폼 마음이여마음이여 

超過性相 성과상을뛰어넘고 

而包空有 공과유를포섭하며 

播三世間 삼세간과사볍계를 

及四法界 융섭하여아우르니 

三大斯없 삼대여기녹아있고 

十玄具足 십현문이갖춰있어 

而此本心 이런본래자기마음 

全此全彼 피차구분초월한즉 

-毛一塵 터럭터럭티끌티끌 

3ιιe、 上~~ κO ÍË: 모두모두이와같네 

佛폼佛폼 부처로다부처로다 

普光明智 두루한벚밝은지혜 

應正等覺 응공이요성등정각 

偏在←切 모든곳에두루하사 

짧生心中 뭇생명의마음속에 

於中本具 그가운데본래있어 

無盡法門 다함없는무진법문 

普能1'IJ 益 생명있는모든것들 

一切累生 두루두루이 롭도다31) 

“가향”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우선 기성이 그의 저작에서 구사하는 용어와 설명법에 있어 문헌 

전체에 걸쳐 특히 화염 교학과 그 세계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동아시 

아 불교의 이론적 정점으로 평가 받는 화엄학과 한국 불교 전반에 

있어서 그 지대한 영향의 자연스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비문 

에서 “계해(쫓y;" 1743)년에 (동화사 인근에) 초막을 짓고 80화엄 전 

권을 가지고 끝내 다시 시작하였다"32)한 것이나， 고익진 교수도 일찍 

31) 箕城~念佛還뺑曲」 「家鄭J(한불전9:651). 

32) 李播(樓) r箕城快善輝師牌銘拉序J ， “쫓갖構草幕 持華嚴全經八十卷 終YJ..復始"
이 비문은 『露峰門讀마본을 바탕으로 고익진(1980)에 원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필자의 인용은 이에 준한다 이 비문 및 그를 바탕으로 한 그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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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한 바 있듯이，33) 기성이 볍계 상으로 특히 화엄 연구가 왕성 

했던 “서산 문하 편양파”를 잇고 있다는 이러한 특수한 정황도 반영 

된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기성이 “환향”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 ‘가향’이란 기실 그 연원으로 

보면 앞 rn.2. 말미에서 설명한 바， 모든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갖추어진 본래적 완전성과 본래적 통일성으로서의 불성(佛性)이라는 

본체[體]라고 할 수 있다. 본래 깨쳐 있고[本覺] 일체 광명의 밝은 

지혜와 온갖 덕[萬德]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적 완전성이요， 

모든 곳에 두루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 한 가운데 각기 내재해있다는 

점에서 본래적 통일성인 것이다. 바로 이 불성이 기성이 말하는 중생 

본연의 “본래 근본 자기 마음[本源업心]"이요， 그 참모습이자 본체인 

“부처”인 것이다. 

따라서 기성의 위의 서술은 앞 rn.2에서 인용한 바의 “성의 바다 

가 우리 고향이요， 법계가 우리 집”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일체 부처와 역대 조사들이 깨쳐 증득한 법이자 

일체 중생 본연의 참모습으로서의 이 “가향”을 지칭하여 『청택법보 

은문』에서는 “자섬진법계(自心률法界)"라고도 하고 있다.34) 이렇듯 

기성의 “가향”은 동아시아 전반에 기조를 이루는 불성·여래장·본각 

사상을 화엄적 세계관에 바탕하고 그 교학적 용어를 빌려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토관계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일반에서 “극락정토(極樂i爭 

士)" 등 정토(澤士)가 고향이란 표현들이， 앞서 ll .1에서도 예시한 것 

처럼，35) 자주 등장하는 바， 그 핵심 논리는 바로 이렇듯 불성 사상에 

에 관해서는 고익진(980) 및 강동균(1990)을 참고하기 바란다. 

33) 고익진(1980)은 기성 문헌의 사상적 특성을 “全佛敎를 華嚴에 의해 조직하고 

그것을 다시 念佛 속에 흡수한 i爭土뽕、想을 보여준다”고 평하면서， “화염에 대 

한 연구가 서산문하 편양파에서 왕성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설”로， 기성이 이 

렇게 華嚴學에 쏠리고 있는 것은 그의 선배인 풍담의섬 상봉정원이 모두 교학 
에 밝은 선숭이었고， 자신 또한 일찍이 화엄을 돼탱했던 경험이 작용했을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성의 법계에 대해서는 본고， 각주 3번 참조， 

34) 箕城 r請擇法報恩文ι(한불전9:634-650) 참조. 

35) 본고， 각주 10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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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자심정토(법心澤士)’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 조지훈(趙좋 

薰)은 「정토고향론(탱士故劉論)J 이라는 짤막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 

다: “정토가 어째서 고향인가 ... 떠나온 곳이 고향인데 돌아갈 곳이 

어째서 고향인가 ... 부처 앞에 귀의(歸依)하는 것은 부처가 곧 자기 

(담 己) 마음이니， 청정(淸탱)한 본연의 자태(쫓態)로 자섬(멈心)에 돌 

아옴이다 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음이 부처가 되고 그 마음이 곧 극락 

(極樂)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돌아갈 곳은 떠나온 곳이 아 

니면 안 된다 … 우리는 각기(各 2) 불성(佛性) 지님을 인정하는 이 

상 구경(究竟)의 목적인 이 정토가 인인개개(AA個個)의 본구자족 

(本具엽足)한 마음이니， 같은 마음이 어찌 같은 고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36) 

(2) 자기배반의 현존으로서의 고향 상실 -무명과 꿈길 나그네 

그렇다면 “고향을 잃고 길을 헤매는"[失微 失路] ‘나그네’ 중생의 

현존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자. 불성이라는 본 

래적 완전성과 본래적 통일성을 상정하는 구도 속에서 본다면 문제 

된 상황으로서의 현상 세계란 단지 그것의 발현， 구체화， 작용[用l으 

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완전성이자 통일성인 본체[體]， 즉 “볍계(法 

界)"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 

는， 말하자면 언제나 내재적 초월관을 견지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을 

표출하는 전통적인 불교적 어구들 중에서 “생사를 떠나 따로 열반이 

있는 것은 아니다[不離於生死 而別有많盤]" 등은 다소 유화적 방식의 

표현이라면， “열반이 곧 생사[많盤郞生死]" , “생사가 곧 열반[生死郞 

混盤]" , “중생이 곧 부처[짧生郞佛]" 등의 모토들은 바로 이러한 신념 

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어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7) 

이러한 사유 구조는 다음 기성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겠다. 

36) 趙효薰 r浮土故椰論」， 『趙흥薰全集 7J;(서울 一志社， 1973), p.272 
37) 조홍원(1999:4-030 단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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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界平等 저법계가평등함은 

等於엽心 내마음과같을지니 

엽 心便是 내마음이곧그대로 

諸佛法藏 부처념의법의창고38) 

여기에서 깨친 부처인가 윤회하는 무명(無明) 중생인가 하는 문제 

가 상정된다면， 본래적 통일성을 상정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그 갈림 

길이란 본래적 완전성으로서의 불성을 자각했으냐 혹은 받아들였느 

냐의 여부에 있게 된다. 윤회하는 무명 중생이란 단지， 자기가 이미 

부처이면서도 부처인줄을 모르는 “자기배반[自棄r의 상태일 뿐이요， 

그런 점에서 “부처 씨앗을 스스로 끊은[自斷佛種r 사람일 뿐이 

다 39) 

짧生聚生 중생이여중생이여 

無始無明 시작없는무명으로 

覆之心佛 마음부처뒤덮여서 

起뿔、造業 번뇌일고업을지어 

隨業升jπ 업에따라인간천상 

A天諸趣 여러곳을오가면서 

受無量苦 끝도없는고를겪되 

塵沙:RIJ海 수억겁의윤회바다 

無有出期 벗어날길기약없네40) 

이러한 무명 중생의 현존은 “바른 법을 듣지 못함[不聞正法]"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기 때문[不信 

大乘]이라고 기성은 본다. 그런 점에서 중생의 현존을 삼도 윤회를 

즐기면서 끝없는 고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옥을 고향[地힘家 

鄭]"이라 여기며 사는 격이요， 깨닫고 보면 “초저녁 꿈과도 같은[網 

38) ~念佛遺獅曲』 「問鄭J(한불전9:653). 

39) w念佛運뺑曲」 「失鄭J ， “苦武是A 옵 斷佛種”; “不佈長苦 此A 엄 棄"(한불전 
9:651) 등 참조 

40) w念佛還鄭曲4 「失鄭J(한불전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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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잦夢r 것이라고 기성은 말한다 41) 반면 부처(Buddha)는 붓다， 즉 

바로 그러한 완전성으로서의 불성을 ‘깨탈은 자[覺者， buddha]’일 뿐 

이다. 결과적으로 무명(無明)이 윤회의 큰본 원인이요 “고향 상실”의 

원인이라 한다면， 이런 구도 하에서 그러한 무명의 걷힘， 깨침， 부처 

됨의 문제란 “내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님의 법의 창고”라는 것을， 

내가 ‘이미 부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信] 자각함으로써[覺惜] 이루 

어지는 것이다. 바른 법을 들을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관건으로 여겨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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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향 회복의 수증론(修證論) 화엄을 바탕으로 선과 

정토를 아우름 

이제 남은 과제는 『염불환향곡』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제 

시된 체계， 즉 수행론적 체계가 어떠한 특정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문헌의 본론에 해당한다 할 “취행趣 

鄭)" 부분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이 문헌에 화염， 선， 정토 등 

의 불교 제 교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녹아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 기성의 교판 그의 부사의승(不思議乘)의 특성 

불교는 하나가 아니다 다른 종교 내지 사상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결코 단일 전통이 아니며， 그 철학 역시 시기에 따라 등장한 

사상 조류와 사상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기성이 고향을 믿고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정작 서로간 

41) ~念佛還쨌曲~， “樂二道A 不信大乘 地獅家鄭". “不佈長苦 此A 엽棄". “家是本

家 人是舊A 退觀音日 獨如?夢"(한불전9:651-659) 등 참조 

42) "'念佛還椰曲」 「失쨌 J( 한불전9:651) 



72 哲學論~ 第32輯

상치되어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그 안에 지닌 다양한 불교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성은 불교내 대소승의 제반 교설 및 수행 체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선 기성의 원 

론적 입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자. 

기성은 “총회제문(給會諸門)"이라는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삼백육십 회 팔만사천에 이르는 불교의 각종 법문들은 각기 서로 

차이가 있어 각기 달리 듣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소리로 원융”하 

는 것이 부처님의 법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치 큰 바다 물 한 방 

울에는 백 줄기의 여러 물맛이 담겨 있듯이 이런 저런 법문들은 각 

각을 닦아 모두 얻는다는 것이다 43) 따라서 법문의 외면적 차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과거 바라문 시절에 절반의 게송을 

마저 듣기 위해 나찰 앞에 몸을 던졌던 것처럼， 그리고 혜가가 달마 

앞에서 팔을 잘라가면서까지 법올 구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바 

른 법을 구해 들을 것[求間正法]"을 강조한다 44) 

“한소리로 원융”한다는 원론적 입장45)을 피력하면서도 기성은 여 

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가르침 

들은 그 수준에 있어 “갚고 얄음”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기 

본 방향 하에서 불교 내외의 제 교설을 나열하면서 그들간의 관계를 

43) ~念佛還椰曲」 r趣챙l: i;ß會諸門」 다음 부분 참조(한불전9:654): 

三百六十 삼백육십회에걸쳐 

廣設諸會 널리여신각종법회 
八萬四千 팔만사천경문으로 
大혐法門 널리펴신각종법문 
法門쫓別 서로다른여러법문 
A之各間 사람마다달리듣되 
-흡圓敵 한소리로원융함이 

佛之法界 부처님의법계러니 
門門盡是 이런저런법문들은 
大海-뼈 큰바다의물한방울 
修之皆得 백줄기의여러물맛 
百川聚味 이를닦아모두얻네 

44) ~念佛還쩔P曲」 「趣쩨: 求間正法J( 한불전9:654) 참조 

45) 이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될 것이다. 본고， N.2.(4) 
부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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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지취심천(志趣深漢)"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다. 말 

하자변 이 “지취심천” 대목은 그의 불교사 및 교학 이해의 뼈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은수 교수도 주목한 바 있듯이，46) 기성식의 “교 

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필자는 여기에서 이에 대한 내용 분 

석을 중심으로 다음 과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1) 다소간 상치되어 보 
일 수도 있는 대소승의 제반 교셜 및 수행 체계들을 기성이 어떻 

게 수용종합하고 있는가， 나아가 2) 교션(敎輝: 華嚴과 輝) 및 선정 

(輝i爭: 輝과 i爭土) 관계와 이 양자 모두의 수용종합이 한국불교사 

상사 전반의 암묵적인 지속 과제였다고 한다면， 기성은 이 과제를 어 

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화염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션 

과 정토가 기성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며， 수용， 종합되고 있는가. 

우선 이 “지취섬천” 대목을 중심으로 하여 『염불환향곡』 전반에 

나타난 기성의 불교(사) 이해의 핵심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성은 우선 불교 전통의 각종 교설과 수행법들을 상 · 중 · 하의 삼 

승(三乘)으로 구분하고， 성문승(聲間乘)을 하승에， 연각승(緣覺乘)을 

중승에， 대승 보살승(大乘 홈鐘乘)을 상승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성 역시 출발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적인 불교사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그 위에 기성은 화엄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돈오무생(願!폼無生)"의 수증론적 입증L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돈종(願宗) 선문(輝門)의 가르침을 “부사의승(不思議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선(敎輝) 양문을 아우르는 “최상의 가르침 

[最上之法]"으로 제시하면서 ‘일불승(一佛乘)’에 배대시키고 있다. 다 

시 말해， “방편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실로 들어가게 

한다[引權入實]"는 『법화경』 이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일불승 사상 

을 적극 수용한 일승불교 정신을 잇되， 그 일불승의 구체적 내용으로 

는 “단 하나의 참된 본성[一률本性]"으로서의 ‘무생법인(無生法忍)’ 

을 “먼저 깨닫고[先댐]"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깨침에 기초하여 

46) 조은수(2004:9-10) 교수는 이 지취심천 부분은 “염불환향곡의 교리적 기술의 

정점”이요 “기성스님의 불교 교판을 보여준다” 하변서 이 부분을 통해 “기성 
스님이 어떻게 선， 화엄， 정토를 연결시키는지를 알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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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닦아I後修]" 부처의 경지를 증득한다는 말하자면 ‘돈오점수 

(輯I폼漸修)’의 체계를 제시뺨 특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판 구조 하에서 기성은 궁극적으로， “돈오무생”을 매개로 활구 참 

구의 간화션법과 왕생 정토의 염불 수행이 무리 없이 융회되는 

“선오후쉬先’l펌後修)"의 수행 체계를 종문의 정통이자 불교 제 교설 

중 최고의 것이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뛰어난 길로 제시한 셈이다. 

이상에 정리한 바의 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과를 믿지 않는 아흔 여섯 외도들”과 대별하여 “업에 따 

라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주지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인과법을 받아들이고 “악을 끊고 선을 닦아” 인간 및 

천상으로 대별되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지향하는 소위 ‘인천교 

(A天敎)’의 가르침을 확인한다. 그러나 비록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 

하고 열심히 닦아 인간 세상에 태어냐고 사선 및 팔정을 닦아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간적 복락"[A天世樂]이란 “결국 

설다움이 없는[終無有實]" 무상하고 비실제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유 

위(有馬)의 세계를 끈본적으로 “벗어나"[出離]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출세간의 참된 복락[出世員樂 堅固不壞]"을 지향하는 해탈법을 

열고， 이 출세간의 가르침으로 제시된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법”임을 

확인한다. 이 사제법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지적으로 깨달 

아"[聲聞댐解] 깨침을 얻는 것이 소위 “성문”의 하승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십이인연의 생멸법을 “스승 없이 홀로 깨쳐[無師覺탬]" 증 

득하는 연각승을 중간 수준으로 가르침으로， 육도만행의 자리이타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부지런히 닦아 증득해 들어가는 보살승을 높은 

수준의 가르침으로 언급하고 있다 47) 

47) ~念佛還鄭曲』 「趣쨌· 志趣深浚」다음 부분 참조(한불전9:658): 

九十六種 아흔여섯외도들은 
外道之中 인과법은믿지않고 
不信因果 상승하기바라면서 

欣上厭下 하락함은싫어하나 
隨業受報 업에따라과보받음 
因果之法 인과법의도리이니 
信佛所說 부처님법바로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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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삼승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그 위에 다시 “부사의 

승”을 상정， 이를 “방편으로 인도하여 진실로 들어가게 하는” 일불승 

의 “최고의 가르침”에 배대시키고 있다. 

了 i去本空 법은본래공하다는 

甚深般若 갚은지혜깨달으면 

i힘 i太三乘 삼승또한사라지니 

引權入實 방편으로전살인도 

-員本性 단하나의참된본성 

最上之法 최상승의가르침을 

先댐後修 먼저알고뒤에닦아 

斷惡修善 약을끊고선닦으세 

三歸五械 삼귀의와오계지녀 

精動修習 부지런히수습하면 
得生A間 인간세상태어나고 
四輝八定 네가지선여닮정을 
專心修行 일심으로수행하변 
得生天t 천상세계태어나네 

A天世樂 사람하늘세간복락 
終無有實 실다운젓하나없어 

當可出離 이제응당벗어나고 
出世흉樂 출세간의참된복락 

堅固不壞 견고하여불괴하니 
當可成就 이제응당성취하리 

苦集滅道 고집멸도사제법을 

四請之法 말을듣고깨달으니 
間聲J범解 가장낮은수레타고 

下乘取證 깨달음을증득한것 

十=因緣 섭이인연생멸법을 
生滅之法 스승없이홀로깨침 

無師覺↑폼 중간수준수레타고 
中乘取證 깨달음을증득한것 

六度萬行 육도만행자리이타 
二，fIJ 之法 오래도록근수하니 
多MJ動修 높은수준수레타고 

上乘取證 깨달음을증득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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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修離相 수행상도여윈다면 

不思議乘 이젓이곧부사의승 

具德之法 모든덕을구비한법 

一聞千뺨 한번들어천을알아 

得大給持 크게총지터득하니 

無味活句 무자미의활구참구 

宗門之法 선종문의큰가르침 

慣地-發 대분섬을발하여서 

直入佛地 부처님땅직입하네 

佛所護念 부처님이호념한바 

不펀梁法 오염없는바른법을 

密密受持 빠짐없이수지하여 

싸寫基本 이것으로곤본삼고 

諸聖解脫 뭇성인이해탈한바 

修證之法 수행하고깨치는법 

歷勳修習 부지런히수습하여 

以寫佛事 이것으로불사삼네 

이처럼 삼승 위에 일불승을 설정하고 전자는 ‘방편’으로 후자는 

‘실교’로 갈라보는 이러한 구도는 『법화경』 이래 ‘회삼귀일’의 일승 

사상의 맥을 이은 것이자 동아시아 불교의 일반적 교판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성 사상의 특성이라면 이상의 인용구 

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진본성”의 “선오후수”의 수증론적 체 

계를 최상의 가르침으로 삼고， 이 “션오후수”에 기초하여 션문의 

화두참구법과 왕생 정토의 염불 수행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2.(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이 문헌이 아미타 염불을 권하는 염불곡인 만큼， 염불， 즉 정토 

수행에 관한 그의 논의를 살펴보자.) 

(2) 왜 염불문인가 이행지문(易行之門) 논리와 기성의 시대인식 

그렇다면 왜 염불문(念佛門)인가? 우리는 이에 관한 내용이 중심 

이 된 “정토법문(演士法門 )"18) 절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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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선 기성은 이 염불 정토문을 “뭇 볍문에 널리 통핸I可通入 

門r “수행하기 쉬운 볍문[易行之門r으로 제시한다. 팔만 사천의 각 

종 법문은 “근기 따라 쓰이는 것[當機用之]"으로 “법문 마다 각기 달 

라 상통하지 못하지만[門門各別 不相通入]" 염불법은 일체 법문에 두 

루 통한다는 것이다. “염불문은 천만가지 뭇 법문， 그 어디에도 막힘 

이 없어， 단 한마디의 염불 속에도 많고 많은 수행법이 다 담겨있다 

[念佛不嘴 萬千法門 一;슴:掛構 塵沙行法]"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각종의 “다른 법문 숱한 수행은 얻을 것 하나 없으나” 염불은 

지고 성인 최고 악인 할 것 없이 만이면 만 모두 함께 왕생극락한 

다49)하면서， 여타의 각종 법문이 비유하자면 곡식을 담는 여 러 작은 

그릇들에 불과하다면 염불 왕생의 법문은 큰 창고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계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제각각 그 국토에 

서 염불 닦기를 권하는 것이니， 마땅히 여래의 바른 가르침을 의지하 

여 “가림 없이 받아들여 염불함이 좋을 것[無據擇中 念佛是好]"이라 

권하고 있다. 

나아가 기성은 이 정토 법문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수많은 

경과 논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점올 강조50)하면서， 그 전거로서 

정토 관계 여러 경전들과 교리 내용 및 정토 수행에 관련된 역대 인 

물과 일화들을 거론하고 있다.51) 특히 여기에서 『월장경(月藏經)~과 

48) w念佛還鄭曲」 「趣뺑: ì爭士法門 J(한불전9:656-7) 참조. 

49) w念佛還劉曲」 「趣鄭: ì爭土法門 J ， “餘門憶修 無有)得 念佛萬則 萬A皆件"(한 

불전9:656) 구절 등 참조. 

50) w念佛還鄭曲」 「趣鄭: ì爭士法門 J ， “念佛求生 經論廣說”; “大千’띤沙 經卷之中 皆
說念佛"(한불전9:656) 등 구절 참조. 

51) 수행법의 구체적 예로는 “九品行門 十六觀想”을 들고 있다. 이는 위제희 부인 
이 극락 왕생의 길을 묻자 부처님이 설했다는 『佛說觀無量壽佛經」의 중심 내 
용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중생의 부류와 근기에 따라 상 · 중 · 하의 세 가지 
무리[三輩] 및 구품(九品) 등 총 열여섯의 관법수행[十六觀想]을 말한다 또한 
주요 경전과 인물 및 일화로는 『無量壽經.l， 天親(즉 世親)의 『往生論.l(“天親
論說 專修之法")， 당 오대산 죽림사의 법조， 당 낙양 망극사 혜일， 보광여래， 
여산 동림사의 혜원과 선라 包山九聖 등에 관련된 정토 수행의 일화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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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집경(大集經)JJ 의 “분별오뢰(分輔五宇)"를 강조하고 。1 느二 
λλL 

바， 이는 특별히 주목해볼만하다고 보인다 w염불환향곡』에서는 문헌 

자체의 특성상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없지만， 기성의 또 다른 저 

작인 『청택법보은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있다 

『청택법보은문』을 보면 각자 훈습에 얽매여 사상적으로 분열 대립 

하며 불법의 단멸을 자초하고 있는 당시의 불교계를 개탄하면서， “피 

아시비(彼我是非)"를 지양하고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말세 

중생에게 알맞은 수행법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그에 의지하여[依佛 

敎中所判末世聚生宜修之法]"52) 후학과 대중을 인도할 것을 기성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성은 “분별오뢰고(分辦五후 

固)"를 언급53)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중 제5의 “투쟁뢰고(關爭후固)" 

의 시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시대에는 “인정이 탁하고 

악하여 사람들이 삼세인과를 믿지 않고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한만큼 불법을 유통하고 대중을 교화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잊 

어서는 안 되며， 응당 “시가에 맞는 불교[隨時佛敎]"로써 정진하고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힘써야 할 것으로 기성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바， 우선 무엇이 불법의 유통에 있어 도움 

이 되고 무엇이 불법을 단멸로 빠뜨리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는 것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여러 법문 중에서 지금 세상에 가 

장 마땅한 핵섬 수행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주로 활용하여 한다는 것 

이다잉) 

이처럼 가르침이나 수행법 자체의 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에 따른 그 활용과 적용이 문제 된다변 오교(五敎)와 선문(輝門)의 

제종이란 모두 이런 목적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도라 

52) f請擇法報恩、文~(한불전9:641) 

53) w請擇法報恩文~(한불전9:645-6) 참조 여기에서 五후固란 初五解脫후固， 二
五輝定후固， 三五多間후固， 四五t홈휴후固， 五五關爭후固를 말한다 

54) r請擇法報恩、文~(한불전9:646) “一則辦明 何者是先A流通佛法 何者是今A斷滅
佛法之相 使我輩及後學 知今斷滅 f대先流通 得免誤將斷滅 엄作流通 深招諸法

之젠 ... 二J\IJ諸法門中 낌、出今8좋宜修之要 使後學機法相當 得免誤將方木而退圓

rL徒勞無益之製 ”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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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투쟁뢰고” 시대에는 선 수행을 행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만큼 선보다는 교에 관섬을 보이면서， 특히 말법사상 

과 연결되는 대표적 교법인 정토 볍문을 효과적인 전법의 방편으로 

기성은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토와 선， 그리고 화엄 - 돈오무생(鎭|펌無生)과 별전(別傳)으로 

서의 염불 및 간화선법 

하지만 기성이 션을 배격한 것도 아니요， 염불문을 강조하는 이유 

도 단순히 이것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 

토볍문” 절의 서두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두를 살 

펴보면， 기성은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정토 법문을 “따로 개설[別 

開r되어 전해오는 별도의 수행 전통으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수행 

의 퇴보를 막아주는 뛰어난 방면문[防退勝方便門r이라논 데에서 

찾고 있다.또) 정토 볍문은 일단 들어가면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不退 

轉)의 믿음과 정진을 보장하는 수행 체계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 

기에서 기성은 

極樂彼佛 극락세계저부처님 

常在說法 항상계셔설법하니 

播取十方 시방계를포섭하며 

念佛聚生 염불하는뭇생명들 

件見播 ~t 왕생미타친견하고 

願↑콤無生 무생법을돈오하네56) 

라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의 의미를 되새겨볼 펼요가 있다. 여기에서 

기성이 화엄 법계의 세계관과 그에 기초하여 ‘무생법인(無生法忍， 

anutpattikadharmak~änti)’의 ‘돈오(輯l펌)’ 관념을 끌어들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돈오무생”에 근거하여 정토와 화염， 정토와 선 

55) w念佛還鄭曲』 r趣뺑: i爭士法門 J ， “}JIJ 開防退 勝方便門 念佛求生 經論廣說"(한불 
전9:656) ， 

56) T念佛還엠}曲」 「趣鄭: i爭士法門 J(한불전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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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합 지점을 찾고，57) 이에 기초하여 불퇴전의 신앙 및 수행 체 

계로서 염불문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라는 참모습[實相]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참모습으로서의 연기라는 이법， 법칙은 생겨남이 없다， 다시 말해 생 

겨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생법인’이다. 이 ‘무생법인’ 관 

념은 화엄 열반 기신론 등을 막론하고 불성 사상에 기초한 동아시아 

대승불교문헌의 핵심 주제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일체 중생 

이 불성이요 진여요 여래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소리이며， 이것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라는 것의 

대승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앞서(N.1 .(l)) 설명한 바도 있 

지만， 이와 같이 본래적 완전성과 본래적 통일성을 상정하는 구도 속 

에서 본다면 현상 세계란 단지 그것의 발현， 구체화， 작용으로 이해 

된다. 그런 점에서 완전성이자 통일성인 본체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적 

완전성이자 본래적 통일성인 본체로서의 부처의 작용인 것이요， 그 

본체로서의 부처는 새삼 생겨나거나 만들어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것 

이 아니요， 그 작용으로서의 현상 또한 그러하기에 생겨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무생(無生)’ 관념은 함축한다. 본체로서의 부처와 삼라 

만상의 현상 내지 작용 사이에는 이처럼 아무런 괴리가 없으므로， 이 

런 지평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부처다. 따라서 ‘내가 이미 부처’인 것 

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이미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혹은 ‘내가 이미 아미타불에 의해 구제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돈오(願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信]인 것이 

다. 그리고 이미 부처인 만큼 이러한 지평에서는 물러섬이란 있을 

수 없다. 

박성배 교수 또한 정토 불교를 논하면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57) 조은수(2004:8-9) 교수도 “톤오무생이란 이러한 무생법인의 관념을 몬오와 
연결하면서， 정토와 선”을 “연결해주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하변서 이에 관하여 특별히 주목한 바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 무 
생법인과 돈오 관념의 결합은 화염， 선， 정토를 아우르는 지평을 제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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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돈{願)과 불퇴전의 성격에 주목한다. 올바른 믿음만이 올바른 

수행과 올바른 깨달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중요한 점은 타력 신앙이냐 자력 신앙이냐 하는 것이 결 

코 아니라는 것이다. 관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 

는 것이며， 그것은 곧 믿음이 불퇴신이냐 퇴선이냐에 있다고 그는 역 

설한다. 그 불퇴신의 올바른 믿음이자 자각으로서의 돈오는 정토와 

같은 타력 신앙일 될 수도 있고 선과 같은 자력 신앙일 수도 있는 

바， 정토 불교에서 염불을 하나의 수행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그것을 

통해 결국 뒤로 불러서지 않는 믿음에 이른다는 목표를 전제로 한다 

는 것이다. 선불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토 불교에서도 곤본 관심은 

불퇴전의 믿음을 이루어 정정취(正定聚)가 되는 데 있으며， 아미타불 

정토에 왕생함이란 곧 정정취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 불퇴전의 경지 

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톤적이고 불퇴전적인 정토 신 

앙이라면 선불교에서처럼 ‘나는 부처이다’라고 하던 정토 불교에서처 

럼 ‘나는 이미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해 구제되었다고 하던 이것은 

아무런 상관없다. 누구나 이미 완벽한 부처님인 만큼， 선을 닦는 이 

들은 선문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부처님들이요， 정토 신앙을 닦는 이 

틀은 정토문으로 틀어가는 완벽한 부처님틀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교수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을 보호해주고 올바른 

선정에 머물게 하는 훌륭한 방편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해당되 

는 수행 방법”인만큼， “염불을 두고 낮은 근기의 중생을 위한 처방일 

뿐이고， 높은 근기의 중생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 

고 일갈하고 있다.많) 

이렇듯 ‘무생법인’의 ‘돈요’라는 관념을 매개로 동아시아 불교에 

서 화엄과 션， 선과 정토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것은 화염 교 

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염불과 선 수행의 관계가 물이 아념을 역 

설하는 기성의 『염불환향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 

서 기성이 아미타 염불을 권하는 이 『염불환향곡』의 본론에 해당한 

다 할 “취향” 첫 머리를 “션종오섬(輝宗惜心)"， 즉 션문의 마음 깨 

58) 박성배(2002:183-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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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았다고 하겠다. 

正傳密付 바로전한부처님법 

佛祖骨體 은빌부촉조사님뜻 

짧開正眼 바른눈을환히뜸도 

不越-念 한생각을넘지않고 

願成正覺 바른깨침몰록이룸 

先↑펌本心 우선본심깨달아야 

三世通채 삼세관통규칙들과 

成佛初因 부처됨의첫인연도 

只在此폼 다만여기있을진저59) 

여기에서 “부처됨의 첫 인연”이 거기에 있다고 한 “우선 본섬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앞 절(N.l.(1))에서 설명한 바의 “가향”， 

즉 고향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생 본연의 “본래 근본 자기 마 

음[本源엄心J"을 깨닫는 것이다. 기성이 화엄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불교를 이해하고 분명 염볼 수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성이 선을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선 수행 

은 본심을 깨치는 뛰어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본다. 위의 인 

용 구절에 이어 깨닫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바， 고향집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기성 또한 “격을 떠난 활구[格外活口]" 참구를 제시하고 

있다. 언어적 소통의 일상적 규칙과 논리를 초월한， 격식을 벗어난 

“격외”의 간화선법을 통해 큰 힘을 쓰지 않고서도 “고향집”에 도달 

하게 된다는 것이다.60) 그가 “선종오심”을 “취향” 첫 머리에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성이 “정토법문” 대목 말미에서 염불 수행이 선가에서도 이루어 

59) w念佛還鄭曲』 r趣쨌’ 輝宗↑좀心 J(한불전9:653) 

60) w念佛還쨌曲』 「趣鄭: 輝宗↑염心」 다음 부분 참조(한불전9:653): 

格外活句 격을떠난활구참구 
善能飛詳 깊이닦아꿰뚫으면 
不費多力 큰힘쓰지않고서도 
폐於家鄭 고향집에도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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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는 역사적 사례들을 거론하며 “여러 조사님네들도 염불 법 

문을 물리치지 않았으며” 선종 조사들의 참다운 뜻에 있어서는 부처 

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선종 조사들의 “뜻인즉 먼저 모름지기 근본 마 

음을 깨치는 데 있는 것”으로， “깨치면 일제 존재와 현상이 그 자체 

로 본래 내 마음”인 것이며， 염불 법문 또한 그 마음을 바로 보고 

닦는 것으로，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는 논리로 정토와 선 수행을 융 

회하고 있는 것이다. 염불 정토 수행의 근본 취지도 본원인 마음을 

깨치라는 것이요， 조사선의 참뜻도 근본 마음을 깨치라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61) 

이와 같이 선종의 마음 깨침에 대해 설명하고， 이 깨침에 대한 

“경론의 닦음과 증득[經論修證]"으로서 “삼무루학(三無編學)"에 의한 

“삼취정계(三聚팩폈)"와 복덕 지혜의 장엄을 구족[福智二嚴具足]하는 

것을 들고， 이어 “유통법문(流通法門)" 장에서는 사자상승(師資相承) 

의 “별전”으로서의 선은 한편으로 화엄 교학을 바탕으로 널리 전파 

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았다. 정토와 선， 선과 화엄의 밀접한 연관과 

궁극적 회통을 기성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62) 

61) f念佛還椰曲」 「趣뺑: ì爭士法門」 다음 부분 참조(한불전9:657): 

諸祖非:l;n 조사님도염불문을 
念佛法門 불리치지않았으니 

意在先須 그뜻인즉근본마음 
댐本心源 깨달음에있을진저 

댐則萬法 깨달으면모든것이 
맑是엽心 그자체로본래마음 

念佛뿔是 염불법문또한어찌 
心外之法 마음밖의것이리요 

此時方見 조사님네참다운뜻 

祖師*心 이제바로알겠어라 
祖師何是 조사님네뜻한바가 

異佛之者 어찌불과다를손가 

62) 이러한 점에서 조은수(2004:7) 교수는 “선종뿐만이 아니라 화염종이 기성의 
불교 이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았다. “먼저 선종의 깨달 
음을 소개하고， 선종의 계보를 보인 후에， 화엄종의 교의를 소개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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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향 회복과 그 길 선오후수(先惜後修) 

앞서 검토한 바 “지취섬천” 대목에서 “부사의승”을 설명하는 부분 

에서 기성은 “선오후수(先댐後修)"， 즉 본래 부처이자 본연의 내 마 

음인 “단 하나의 참된 본성을 최상승의 가트침에 의지하여 먼저 깨 

닫고 그에 기초하여 닦아 수행상도 여윈다면 이것이 곧 부사의승[→ 

員本性 最上之法 先↑홈後修 所修離相 不思議乘]"이라고 한 바， 바른 

닦음과 성불은 바로 이 본래 부처인 내 마음을 깨침으로써 비로소 

시작된다. 필자가 앞 절(N.2.(1))에서 기성의 교판을 검토하면서， “단 

하나의 참된 본성[→員本性]"으로서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을 “먼저 

깨닫고[先j댐]"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깨침에 기초하여 “이어 닦아 

[後修]" 부처의 경지를 증득한다는 ‘돈오점수(願댐漸修)’의 체계를 기 

성은 “최상의 가르침”인 일불승으로 제시하면서， “돈오무생”을 매개 

로 활구 참구의 간화선법과 왕생 정토의 염불 수행이 무리 없이 융 

회되는 “선오후수”의 수행 체계를 종문의 정통이자 불교 제 교설중 

최고의 것이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뛰어난 길로 제시한 것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돈오점수’의 수증론 체계에 의하면 먼저 돈 

오한 다음에 그에 기초하여 점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수행은 수 

행이 아니다. 

이렇듯 “돈오무생”을 매개로 화엄 선 정토를 융회하는 수행론 체 

계를 이 『염불환향곡』에서 기성이 펼쳐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앞의 

절(N.2.( 1))에서 언급한 바 “총회제문”에서 삼백육십 회 팔만사천에 

이르는 불교의 각종 법문들은 각기 서로 차이가 있어 저마다 달리 

성 스님의 불교 이해는 선종에 기반하고 또 선의 수행을 본원심을 깨닫는 수 

단으로서 수행에 중요 위치를 접한다고 하지만” 화엄 교학에 대한 이해도 
“선종을 보충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 수행자 

로의 그의 입장은 “교학을 버리고 선만을 중시하는 橋敎入輝이라기보다는 定
慧雙修， 즉 교학과 선정을 같이 닦아가는 수행법을 제시”하는 특정을 보인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익진(1980) 교수는 기성과 그 저작의 사상적 

특성을 “浮土 속에 華嚴과 輝을 포함한 全佛敎를 흡수”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 
다. “輝敎를 포함한 일체법문을 念佛의 바탕 위에 건립”하려 한 것으로， “全佛

敎를 華嚴에 의해 조직하고 그것을 다시 ;운:佛 속에 흡수한 i爭士思想을 보여준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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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만 그러나 결국 “한 소리로 원융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계”라고 

자신 있게 말함도 바로 이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한 

소리로 원융”이라 한 것이 기성의 단순한 원론적 입장의 피력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는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정토 법문의 염불 수행이나 화두 참구의 선 

수행이 모두 “돈오무생”이라는 수증론적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면， 앞 

서 “부사의승”을 제시하면서 “수행상도 여윈다[所修離相]" 하였듯이， 

선 수행에 있어서 깨침과 닦음이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不可 

得] 것과 마찬가지로， 염불과 아미타불의 정토왕생 역시 그러하다 

고 할 수 있다. 아미타 염불이든 선 수행이든 깨침은 물론이요 닦음 

도 그 무슨 종극(終極)의 것을 얻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없~'Ë ì! 門 미타정토법문인즉 

等虛空界 허공계와같을지니 

강2JIJ 飛過 구하노면만리밖의 

萬里좁山 청산너머달아나네 

但可奉持 받들어서봉행할뿐 

옮得먼、量 따질일이 있겠는가63) 

라고 기성은 말한다. 

“선오후수”라고 하였듯이， 중생이 이미 부처라면 선 수행에 있어 

‘내가 이미 부처’임을 자각하고 그에 기초하여 닦아가는， 즉 사는 것 

처럼， 내가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해 이미 구원되었음을 자각하고 불 

퇴전의 믿음으로 닦아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본래 부처인 ‘내 마음’ 

이라는 고향을 아는 것이요， 그로써 바로 그 본연의 자기 마음인 고 

향으로 돌아감인 것이다. 화염이니 선이니， 선이니 정토니 가릴 것 

없이 바로 이처럼， 무명의 “꿈”길로 헤메던 나그네 중생이 자기 본연 

의 모습이자 삼라만상의 본모습인 “단 하나의 참된 본성[-훌本性]" 

으로서의 ‘무생법인(無生法忍)’에 먼저 눈 뜨고[先惜] 이러한 바른 믿 

음과 깨침에 기초하여 이어 닦으며I後修l 이로써 부처답게 사는[成 

63) ~念佛還鄭曲』 「趣鄭: ì爭土法門 J(한불전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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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이 평화롭고 한가한 “환햄還觀)"의 인생걸의 면모를 기성은 다 

음과 같이 노래하면서 『염불환향곡』을 끝맺고 있다. 

於j比可μ 이것으로부처조사 

供養佛祖 공양할수있으리니 

於此可以 이것으로보살도를 

行홈韓道 실천할수있으리니 

於l比可以 이것으로널리중생 

普度累生 제도할수있으리니 

佛祖域內 부처조사경역내에 

뼈塵罷斷 다툼엘랑없어지고 

長歌太平 긴노래로태평하니 

閔步家쩔P 고향집에한보로다 

家是本家 이집인즉본래내집 

A是舊A 사람인즉그옛사람 

退觀音日 그옛날을돌아보니 

챔如?夢 초저녁의꿈과같네64) 

V.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문헌인 『염불환향곡』을 중섬에 두고 불교에서 

‘고향’의 비유와 그 상정의 종교 •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편으 

로는 ‘고향’의 비유와 상징의 의미 양상을 살피고， 그 교학적 표현이 

나 의미망에 있어 문헌별 혹은 시기별로 어떻게 겹치면서도 다른지 

에 주목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r염불환향곡』에서 ‘고향 회복’의 

길로 제시된 수행론 체계가 지니는 수증론적 특정과 그 의미를 논해 

보았다. 

64) l'念佛還쨌曲 J 「還鄭J(한불전9: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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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우선 H에서는 말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망을 갖는 만큼 ‘고 

향’ 개념과 그 상정 및 의미 발견은 문제 영역을 중섬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시에 나타난 고향 의식을 중심으로 인간의 고 

향 상실의 현존과 회귀 의식에 주목， 그 불교적 양상을 선시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선승들이 남긴 시에는 돌고 도는 무명 중생을 나그 

네와 그 방랑길에 비유， 불교적 깨침의 경지，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마 

땅히 자각하고 돌아가야 할 것으로 말하는 삶의 바탕이자 생명 본연 

의 모습[本來面目]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고향’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향을 알려거든， 고향으로 돌아가 

고자 한다면 먼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진면 

목， 즉 ‘바깥 경계[外境]’를 따라 돌고 도는 ‘나’의 현존과 일체의 인 

식 및 경험 내지 체험의 근본 자리로서의 ‘마음’[心地]을 돌이켜 보라 

는 것， 바로 이것이 고향의 비유와 그 상정과 관련하여 불교 철학적 

내지 종교적 의식이 개입되는 지평이라는 점을 환기하였다. 

이어 m에서는 대승에서 고향 상정의 양상을 살펴본 바， 이어질 

W의 논의를 염두에 둔 가운데， ‘고향’이라는 비유가 등장하는 맥락과 

관련하여 『법화경』과 그 주석서에 주목， 특별히 ‘일승’ 및 ‘불신(佛 

身)’ 사상과 ‘궁자’의 비유가 대승에서 ‘고향’의 비유 및 의미망 형성 

에 있어 갖는 함의를 부각시켜 보았다 이를 통해 『법화경』과 그 사 

상이 ‘고향’이라는 상징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끌 

어낸 바， 1) 일불승으로서의 대승의 가르침 자체， 2) 우리 안의 부처 

님으로서의 ‘불성’， 그리고 3) 중생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불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차원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대승 

불교 전반에서 고향의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구체적 사례로서 길장의 주석서 등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볍화경』에 의해 모티브가 제시된 대승 

‘일불승’의 경지를 ‘고향’으로 전제하면서도， 제 경론 및 교설에 대한 

각자의 교판 내지 교학적 배경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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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W에서는 18세기 조선의 불승， 기성 쾌선의 

『염불환향곡』의 경우 고향과 고향 회복의 길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II - llI)의 논의를 이어 우선 N.l에서는 

인간의 “본래 근본 자기 마음[本源딩心]"을 “가향(家웹)"이라 정의한 

기성의 고향관인즉 동아시아 불교 전반에 기조를 이루는 불성 · 여래 

장 · 본각 사상을 화엄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 교학적 용어를 빌려 

제시한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N.2J 대소승의 제반 교설 및 수행 체 

계가， 특별히 화엄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선과 정토가 기성에 의 

해 어떻게 매개되며， 수용， 종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취향” 

대목을 중섬에 두고 r염불환향곡』 전반을 집중 분석하였다. 

기성은 불교 전통의 각종 교설과 수행법들을 상 • 중 • 하의 삼승으 

로 구분， 성문승을 하승에， 연각승을 중승에， 대승 보살승을 상승으로 

평가， 다시 그 위에 “부사의승”을 설정， 이를 “최상의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승 위에 다시 “부사의승”을 두고 전자는 ‘방편’으로 

후자는 ‘실교’로 갈라보는 기성의 이러한 교판 구도란 “방편으로 이 

끌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실로 들어가게 한다”는 w법화경』 이 

래 회삼귀일의 일불승 사상의 맥을 이은 것이자， 동아시아 불교의 일 

반적 교판법을 따른 것이라고 필자는 평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일불 

승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화엄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돈오무생(鎭↑펌無 

生)"의 수증론적 입장을 핵섬 내용으로 하는 돈종(願宗)의 가르침을 

기성이 지목， 이를 교선(敎輝) 양문을 아우르는 최상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특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참된 본성[一흉本性]"으로서의 ‘무생법인(無生法忍)’을 “먼저 깨닫고 

[先’멈]" 이러한 바른 믿음과 바른 깨침에 기초하여 “이어 닦아[後 

修]" 부처의 경지를 증득한다는， 말하자면 ‘돈오접수(願情漸修)’의 체 

계를 제시하는 특정을 기성의 교판은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문헌이 아미타 염불을 전변에 내세운 염불곡(念佛曲)인 만큼， 

필자는 정토 수행에 관한 그의 논의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그는 염불 

정토문을 “뭇 법문에 널리 통하는[可通入門]" “수행하기 쉬운 법문 

[易行之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집경(大集經)~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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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오뢰(分辦五후)"를 거론하고 있음에 필자는 특별히 주목하고 그의 

또 다른 저작인 『청택법보은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 

았다. 팔만 사천의 각종 법문이란 “근기 따라 쓰이는 것”이니 만큼 

가르침이나 수행법 자체의 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른 그 

활용과 적용이 문제라면 마땅히 “시 기에 맞는 불교[隨時佛敎]"로써 

정진하고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기성의 강조점이요， 소위 “투 

쟁뢰고(關爭후固)" 시대에는 선 수행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만 

큼 선보다는 교에 관섬을 보이면서 특히 말법사상과 연결되는 정토 

볍문을 효과적인 전법의 방편으로 기성이 강조한 것이라고 필자는 

평하였다. 

하지만 염불문에 대한 기성의 강조가 단순히 “이행지문”의 논리에 

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필자는 강조한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토볍문” 절 서두 부분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 

다 기성은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는 정토 법문을 “따로 개설[別開]" 

되어 전해오는 별도의 수행 전통으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수행의 

퇴보를 막아주는 뛰어난 방편문[防退勝方便門]"이라는 데에서 찾으면 

서 ‘무생법인’의 ‘돈오(願情)’ 관념을 끌어들이고 있다. “돈오무생”에 

근거하여 정토와 화염， 정토와 선의 회합 지점을 찾고， 이에 기초하 

여 불퇴전(不退轉)의 신앙 및 수행 체계로서 염불문을 받아들이고 이 

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생법인’의 ‘돈오’라는 관념을 매개로 하 

여 동아시아 불교에서 화엄과 선， 선과 정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바， 이것은 화염 교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염불과 선 수행의 관계가 

둘이 아님을 역설하는 기성의 『염불환향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성이 아미타 염불을 권하는 이 『염불환향 

곡』의 본론에 해당한다 할 “취향” 첫 머리를 “선종오심(輝宗↑폼心)"에 

할애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성은 궁극적으로 “돈오무생”을 매개로 선 

문의 활구 참구의 간화선법과 왕생 정토의 염불 수행이 무리 없이 

융회되는 “선오후수”의 수행 체계를 종문(宗門)의 정통이자 불교 제 

교설중 최고의 것이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뛰어난 길로 제시한 셈이 

다. 이렇듯 기성이 이해하고 제시하는 정토 법문의 염불 수행이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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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참구의 선 수행이 모두 “돈오무생”이라는 수증론적 입장에 기초 

한 것이라고 한다변， “수행상도 여원다[所修離相]" 하였듯이， 그러한 

수행 체계 하에서 보면 선 수행이든 염불 수행이든 깨침과 닦음이란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不可得]. “선오후수”라고 하였듯이， 중 

생이 ‘이미 부처’라면 선 수행에 있어 ‘내가 이미 부처’임을 자각하고 

그에 기초하여 닦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미 아미타불의 서원에 의해 

구원되었음’을 자각하고 불퇴전의 믿음으로 닦아가변 되는 것이다. 

화엄 교학과 선 수행， 선과 정토를 막론하고 “돈오무생”에 입각한 바 

로 이 “선오후수”의 길이 『염불환향곡」이 제시하는 바， 본래 부처인 

‘내 마음’이라는 ‘고향’을 아는 것이요， 그로써 바로 그 본연의 마음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환향’길， 다시 말해 부처답게 사는[成佛] 인생길 

의 면모인 것이다. 

(二)

인간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향 상설’의 현존과 귀향적 본원이 

있다. 물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핀 고향은 현실적이고 공 

간적인 범주일 수도 있고 이상적 · 종교적 · 철학적 범주일 수도 있겠 

다. 하지만 어떤 범주에서건， 인간에게는 현존과 그 돌아갈 본원과 

관련된 실존적 물음이 있으며， 고향 회귀， 고향 회복은 인간과 그 인 

생길에서 매우 당연한 과제로 부각된다. 서양근현대지성사에서도 릴 

케(R. M. Rilke) t.t 하이데거(M. Heidegger)가 인간의 현존을 “실향 

인(Heímatlose) ，’이라 하고 게르하르트(P. Gerhardt)나 노발리스 

(Novalis)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간을 “귀향자(Heimkehrer) ，’라 한 

것65)처럼， 인류 지성사에 있어 문학 · 종교 · 철학은 인간 삶의 이러한 

중층적 모습을 예외 없이 역설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중생이 ‘이미 부처’라 하였듯이， 불교 

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고향은 우리가 이미 있는 자리요， 있어야 할 

본연의 자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즐겨야 할 복숭 

65) 자세한 것은 전광식 ， op. c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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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곱게 피는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자리이다. 필자가 본고를 통해 ‘고향’의 비유와 상정에 주목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번 학기 강독 자료이자)66)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이 

라 할 『염불환향곡」이 “가향”이라는 고향(집)을 중심 모티브로 하여 

“고향 상실”과 “고향 회복”에 이르는 구조를 띤 문헌이라는 이러한 

특성음 특별히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망 

이 단순한 비유를 넘어 풍부한 상징성， 그리고 인간 삶의 현존과 그 

근원과 관련하여 이라한 고도의 종교적 ·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고향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 

고금음 통하여 문학 및 종교 · 철학에서도 즐겨 이용한 비유의 하나 

였던 것이다. 

사실 불교(문헌)에서 비유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교리 

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만큼 ‘고향’의 비유나 

그 상정이 교리와 따로 독립해서 그 어떤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 근원성 및 원형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인하여 ‘고향’과 그에 대비되는 ‘타향’ 및 ‘나그네’라는 이미지 

는， 인간의 삶과 그 인생길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인식 및 경험 

내지 체험의 근본 자리， 바탕， ‘땅’으로서의 ‘마음’[心地]， 이것에 

눈 멀어[無明] 삶의 진면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삼계육 

도’라는 ‘꿈’길을 헤매는 무명 중생의 처지와 그가 돌아가야 할 본원 

으로서의 ‘마음자리’를 알려주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향’이 가지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를 빌림으로써 추상적이고 난해 

할 수도 있는 교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친숙성과 종교적 · 철학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심도 있는 상징성을 고려하고 보면 w염불환향 

곡』의 경우 고향이란 단순하고 단편적인 비유의 영역을 넘어， ‘고향 

의 종교’， ‘고향의 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 

고본다. 

66) 본고， 각주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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