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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錦溟 寶鼎(1861~1930)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의 격동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관습의 유제와 신시대의 활력이 혼재하는 시기
였고 전통의 해석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금명 보정은 淸虛系와 함께 조선후기 불교의 양대 계파였던 浮休系의
승려로서 僧寶寺刹인 松廣寺를 근거지로 하여 대외 활동과 교육에 매진하였
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저술의 특징은 전통의 집성과 계승으로 요약할 수 있
는데 그는 전통적 방식으로 불교사를 이해하고 서술한 마지막 세대였다. 그의
불교사 인식의 특징은 고려시대 普照 知訥(1158~1210)의 遺風과 부휴계의 정
통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청허계를 배제하고 부휴계를 위주로 한 편향
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불교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하
지만 보조유풍과 부휴계 정통론의 결합은 曹溪宗의 제창으로 이어졌고 이는
새로운 전통을 선도하는 발상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정과 그의
불교사 인식은 그간 역사학계뿐 아니라 불교학계에서도 별로 주목되지 않았
다.1)1)이는 그가 중앙 불교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1) 1996년에 출간된 韓國佛敎全書(이하 한불전)12(補遺篇 2, 한국불교전서편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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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그의 불교사 이해는 전통의 계승과 창출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정의 생애 및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계
보와 저술상의 특징을 검토해 본다. 이어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한 불교사 인
식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20세기 전반 종단의 건립과 宗名 논란, 宗祖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보정의 조계종명 제창이 갖는 불교사적 의미를 재고해
보기로 한다.

2. 錦溟 寶鼎의 생애와 저술
1) 활동과 시대인식
錦溟 寶鼎은 1861년(철종 12) 전라도 谷城郡 雲龍里에서 태어났고 생애 대
2)

부분을 松廣寺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2)

1942년에 지어진 보

정 비문 陰記의 ｢贊助記｣에는 松廣寺, 泰安寺, 觀音寺, 大興寺(大屯寺), 白羊
寺, 華嚴寺, 泉隱寺의 사찰명과 함께 ‘受業門生과 有志 60人’이라고 적혀 있다.
보정 비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이 절들은 그와 제자들이 주석하였거나 특정
한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이들 사찰이 소재한 전라남도 일원은 조선후기 불
교의 중심지였다. 송광사는 浮休 善修(1543~1615) 이후 부휴계의 본산이었고
대둔사는 淸虛 休靜(1520~1604)의 의발이 전해지고 그를 향사하는 表忠祠가
세워진 청허계의 종찰격 사찰이었다. 대둔사는 楓潭 義諶(1592~1665) 이후 13
대 宗師를 배출한 교학의 산실이었는데 의심이 속한 鞭羊 문파가 주류였고 여
기에 逍遙 문파의 일부가 참여하였다. 대표적 종사인 蓮潭 有一(1720~1799)
은 화엄의 대가였던 雪坡 尙彦(1701~1769)의 뒤를 이어, 경상도를 근거지로
원회, 1996, 동국대학교출판부)에는 보정의 저술과 편저 11종이 실려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정의 자는 茶松, 호는 錦溟, 添華이고 부친은 通政大夫 金相宗으로 인조대 공신
인 鶴城君 完의 11세 적손이라고 하며 모친은 完山 李氏이다. 이하 보정의 생애
는 茶松文藁부록1, ｢行錄草｣(한불전12, 771-773면)와 ｢華嚴講主錦溟堂大宗師碑｣
(李智冠 편, 2000, 韓國高僧碑文總集 : 朝鮮朝․近現代, 迦山佛敎文化硏究院, 872
-875면) 참조. 보정의 비문은 念齋 宋泰會가 찬하였고 葦滄居士 吳世昌이 篆字하
였으며 전법제자인 龍隱 完燮이 글씨를 썼다. … <陰記>는 權相老가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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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仁岳 義沾(1746~1796)과 함께 강학으로 이름을 떨쳤고 수많은 주석서를
남겼다. 19세기에는 유일의 후손인 草衣 意恂(1786~1866)이 대둔사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상언의 후손 白坡 亘璇(1767~1852)과 禪에 대한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茶山 丁若鏞, 秋史 金正熙와 승려들 사이의 교류와, 이들의 훈도
를 통해 考證學 학풍의 영향이 크게 미친 지역이기도 하다. 보정은 선과 교의
다양한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토양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는 15세가 되는 1875년(고종
12)에 출가하여 송광사의 金蓮 敬圓에게 머리를 깎고 2년 후 景坡로부터 구족
계를 받았다. 이후 사방을 유력하면서 당대의 宗匠을 찾아 교학을 배웠으며
송광사 출신 虛舟 德眞(1806~1888)을 만나 의심을 깨쳤다. 또 30세가 되면서
스승 경원의 법을 계승하여 개당하였고 이후 송광사는 물론 지리산 화엄사
등 인근 사찰에서 강설하였다.
이 무렵 사원 밖의 현실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1894년에는
東學 교도가 일어나 서울이 약탈당하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절의 안위를
보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3)3)산중에서 수행과 강학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지 보정은 1898년(광무 2) 禪敎兩宗 資憲의 품계를 받고 송광사의 都摠
攝 직책을 맡게 된다. 그는 이후 4번에 걸쳐 총섭을 역임하였다고 하는데 총
섭은 주지의 별칭으로서 송광사의 주지직은 1831년(순조 31)부터 總攝(總理)
으로 칭해졌고 사찰령이 시행된 1911년에 와서야 다시 주지 명칭이 사용되었
다.4)4)이후 해방 때까지 주지는 雪月 龍燮, 栗庵 贊儀, 綺山 錫珍이 맡았으며
보정은 1921년 5월에 주지로 추대되자 이전에 맡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사하였
다. 보정이 송광사 총섭직을 맡아 활동한 때는 大韓帝國이 성립되고 정부의
불교정책이 관리․통제 및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꾸던 시기였다. 1899년 高宗
은 칙명으로 海印寺의 팔만대장경을 3부 인쇄하여 三寶宗刹인 通度寺, 海印寺,
松廣寺에 각각 안치하게 하였다. 송광사는 보정이 주관하여 승려 50명을 해인
사에 파견하였고 대장경은 송광사 藏經殿에 봉안되었다.5)5)대장경의 인쇄와
3) 다송문고부록1, ｢행록초｣(한불전12, 772면)
4) 송광사 주지(총섭)직의 변천과 계보는 曹溪山松廣寺史庫(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3, 亞細亞文化社), 1016-1023면.
5) 다송문고권1, ｢轉讀大藏經跋文｣(1905) ; ｢藏經殿佛粮願入功德記｣(1916)(한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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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같이 하여 송광사에 부과된 잡역의 혁파가 명해졌고 藍輿의 폐단을 금
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6)6)다음 해인 1900년에는 송광사가 위치한
順天(昇州)의 관아 이속배인 通引들의 ‘作亂’에 총섭인 보정이 행정교섭을 맡
았다. 이 사건은 太常寺에 보고되었고 관청에서 사찰에 부과해 왔던 과중한
잡역을 면제하라는 칙지가 警務廳을 통해 하달되었다.
19세기의 사찰은 紙役을 비롯한 각종 잡역을 담당해야 했고 양반, 관료 등
의 사적 침탈과 지나친 접대 및 향응 요구는 사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이는 사찰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가중되었다. 이에 願堂으로 지정된
일부 사찰은 왕실 및 고위관료의 힘을 빌려 잡역을 면제받거나 절의 운영을
위해 다량의 空名帖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당시 후원해 준 명망가와 공적 지
원을 얻어낸 승려의 공덕을 기리는 송덕비가 세워졌을 정도로 잡역과 사적
침탈의 폐해는 큰 것이었다. 하지만 보정이 총섭을 맡았을 무렵에는 官役 등
각종 폐단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불교시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한제
국은 儒敎를 국교로 표명하였지만7)7)불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당시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불사와 법회에 황제와 정부기
관이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관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일
례로 1900년에 고종과 황태자, 80여 명에 달하는 고위 관료의 후원에 의해 삼
각산 守國寺가 창건되기도 하였다.8)8)1902년 4월에는 宮內府 칙령에 의해 사찰
을 관리․통제하는 공식기관인 寺社管理署가 설립되어 元興寺에 두어졌고 ｢大
韓寺刹令｣과 ｢寺社管理細則｣이 반포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에 의한 공식적 불
교정책의 시행이었는데 ‘사원의 잡역과 왕래인의 供需를 혁파하고 관속 및 민
간 잡배의 토색과 주구 등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제상으로 규정하여
관행으로 굳어진 사찰에 대한 침학을 금지하였다.9)9)비록 사사관리서가 얼마
지나지 않은 1904년 1월에 폐지되어 대한제국의 불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
12, 695-697면)
6) 다송문고권1, ｢藍輿革罷緣起記｣(1899)(한불전12, 696면)
7) 1899년 高宗은 ｢尊聖綸音｣을 반포하여 孔子의 道를 國敎로 하고 고종이 儒敎의
宗主임을 천명하였다.
8) 洪月初, 1927, 奉先寺本末寺志(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아세아문화사), 217224면.
9) 강석주․박경훈, 2002,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36-3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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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기존의 방임과 수탈에서 공인과 관리의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점
은 불교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승보사찰 송광사는 대한사찰령 하에서 16中法山의 하나로 지정되어 전라남
도의 대표사찰로 인정받았다. 이 무렵 보정은 총섭으로서 송광사의 공무를 담
당하였고 서울에도 왕래하였다. 1902년 10월 고종이 耆社를 세우면서 願堂을
설치하기 위해 關文을 발급하고 해당 승려를 초빙하자 보정은 자원하여 상경
10)10)

하였다.

당시 고종의 병환으로 서울 원흥사에서 華嚴會가 열렸는데 보정은

13도 고승이 모인 이 자리에서 법을 강설하는 기회를 가졌다. 원흥사는 1902
년 1월 동대문 밖에 창건된 조선불교 首사찰로서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총괄
하는 大法山이었다. 이곳에서 강설을 하였다는 것은 그가 40대 초반에 중앙
불교계에 이름이 알려졌음을 뜻한다. 다음 해 5월 고종은 度支部를 통해 원당
의 축조 비용으로 금 1만관을 내렸고 보정은 監董을 맡은 정3품관 鄭明源과
11)11)

함께 송광사로 돌아와 聖壽殿을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는 고종의

환갑을 맞아 세워진 이 성수전 건립을 위해 2년간 手製 3번, 上言을 세 차례
올렸고 직접 상경까지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12) 이러한 적극적 대외
12)

활동에 대해 ‘승려가 본업에 힘쓰지 않고 서울에 출몰하는 것은 名利를 구하
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하지만 보정은 ‘승려 또한 신하이며 군주를 위하
는 마음은 본래 부처를 위하는 데 뜻이 있으므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곧
13)13)

부처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14)14)

진휼해 준 은택을 기렸고

그는 원당 봉안의 공덕과 朝家가

고종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1919년 고종이 붕어

한 후 송광사에서 百日齋가 열리자 보정은 ｢薦度文｣에서 고종이 후세에 환속
하여 다시 제왕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였고 생전에 송광사에 심은 3대 인연
과 그 공덕을 기렸다.15) 여기서 3대 인연이란 칙명으로 대장경을 간행하고 송
15)

10) 앞의 ｢행록초｣
11) 앞의 ｢행록초｣ ; 다송문고권1, ｢聖壽殿始刱緣起跋文｣(1903)(한불전12, 694
면), 후자에는 조칙으로 내탕금 5만량을 하사하였다고 되어있다.
12) 앞의 ｢행록초｣에 기재된 1903년 12월의 ｢告功｣ 내용
13) 앞의 ｢행록초｣
14) 다송문고권1, ｢毓祥宮願堂記｣ ; 권2, ｢耆老所願堂新建事上言壯｣(한불전12, 714
․724면)
15) 다송문고권2, ｢薦李太王祈禱祝｣ ; ｢李太王百齋緣起序｣(1919)(한불전12,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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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에 봉안한 일, 원당인 성수전을 축성하고 위패를 봉안한 일, 백일재를 하
사하여 봉도한 일을 말한다.
보정은 1904년 총섭을 그만두었는데 1906년 統監府 체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그의 대외적 활동은 현저히 줄어든다. 1908년에는 義兵이 曹溪山에 숨어
들어 일본 군대에 항거하였는데 일본군의 방화로 東庵과 普照庵 두 암자와
楓巖․碧潭塔 등 3개의 탑이 불에 탔다. 이때 보정이 주석해 있던 淸眞庵은
겨우 화를 면하였지만 얼마 후 송광사 전체가 병화에 휩쓸릴 위기에 처하자
그는 홀로 절을 지키면서 순교할 것을 서약하기도 하였다.16) 보정은 승려로서
16)

정치적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博愛, 大同, 仁義 등의 덕목과 도덕을 중
17)17)

시하는 전통주의자로서 시대 조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당

시가 ‘東亂 西飛’의 시대이며 나라의 운수(國祚)는 1902․3년에 갑자기 기울었
고 백성의 마음(民情)은 1904․5년 사이에 크게 동요하였다고 술회한다.18) 한
18)

편 불교는 因緣, 도교는 自然, 유교의 이치는 綱常인데 이중 강상의 治亂에 의
해 시대의 성쇠가 달려있다고 보았고, 세파가 동서에서 비등하고 강상이 상하
에서 문란하여 사람은 각기 自由이고 사물도 각기 自任하며 마땅한 것을 하
19)19)

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로 인식하였다.

이는 유교국가인 조선(대한제국)의

근본 질서가 와해되고 대내외의 충격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1911년에는 總督府에 의해 ｢寺刹令施行規則｣이 반포되고 30본산제가 시행
되었다. 사찰령의 핵심은 조선 총독의 허가에 의해 사찰의 이전 및 폐합, 재산
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本末寺의 인사와 경제권을 독
점하는 본산 주지의 승인을 총독이 직접 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공식
국가정책 안에 불교가 포섭된 것은 대한제국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대한
사찰령이 선구이지만 총독부의 사찰령은 불교의 종교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면)
16) 다송문고권2,
보정 ｢비명｣
17) 다송문고권1,
18) 다송문고권1,
19) 다송문고권2,

｢楓巖祖師浮屠奉安碑殿記｣(1917)(한불전12, 726-727면) ; 앞의
｢愛同契序｣(한불전12, 704면)
｢隱寂庵普照菴回祿記｣(1908)(한불전12, 701-702면)
｢答趙雅士鍾鉉書｣(한불전12, 7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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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시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반강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기에 조
선불교의 전통은 크게 변질되었고 체제불교의 성격이 심화되었다. 특히 본산
주지가 사찰운영의 전권을 틀어잡게 된 것은 대중들의 공의에 의해 사찰을
20)

운영하는 전통적인 山中公議制 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총
20)

독부의 불교정책은 政敎 일체화를 추구한 것이었고 조선불교의 자율성을 용
인하지 않는 식민지 통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사찰령이 발효되었을 당시
조선 불교계는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고 오히려 사찰령에
적극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세력이 많았다. 특히 圓宗을 주도하였던 李晦光은
1912년 7월 가장 빨리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본산으로 지정된 海印寺의 주지
가 되었다. 송광사 또한 30본산의 하나로 지정되었는데 1912년 1월에 신청하
여 1913년 2월에 寺法이 인가되었다.21)

21)

이에 앞서 보정은 1910년 風潮가 일변하고 송광사에 ‘新學’의 학교가 세워
지자 몇 년간 漢文과 佛敎를 가르쳤고 1914년 2월에는 송광사 普濟堂에 講院
을 설치하고 강석에 부임하였다.22) 그에 의하면 송광사의 승려교육은 안으로
22)

는 조선후기 이래의 禪宗, 敎宗, 念佛宗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革新 이후 小校,
23)23)

中校, 大校를 두어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전통 불

교와 근대적 방식의 병행이었다. 보정은 1915년 이후 지리산 천은사를 시작으
로 대흥사, 태안사 등을 돌아다니며 저술에 전념하였고 1922년에 보제당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1923년에는 송광사의 학당이 옮겨져 벌교에 松明校堂이
세워졌는데 그는 ‘革命의 장부는 開化世界를 다해야 하고 松明校堂은 佛宗의
布敎社로 시작하여 민족 양육의 堂으로 끝내야 한다’고 하여 불교포교와 민족
24)24)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개화를 위해서는 세계 풍류와 동서양의 철학을 배워

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열망은 제자 龍隱 完燮이 10년의 학
업을 마치고 東京에 유학 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5) 보정은 1928년 法性寮
25)

20) 李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하편 930면.
21) 위의 책, 상편 628-674면, 각 본사의 ｢燈規｣ 내용. 송광사의 사법은 白羊寺와 동
시에 인가되었는데 이는 같은 해 4월에 허가된 敎宗甲刹 奉先寺에 이어 두 번째
로 늦은 것이었다.
22) 앞의 ｢행록초｣
23) 다송문고권2, ｢本寺革罷念佛堂感想說｣(한불전12, 765면)
24) 다송문고권2, ｢寶城郡筏橋浦松明校堂上樑文｣(한불전12, 7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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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진 송광사 강원에서 계속 후학 교육을 담당하다가 1930년 2월에 입적
하였다. 그의 활동 내역은 시기별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
한제국기에 송광사 총섭으로 있으면서 공무와 대외적 활동에 힘쓴 일이다. 둘
째, 전통 강원교육과 함께 1910년 이후 신식교육을 병행하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한 일이다. 셋째, 많은 저술을 통해 전통을 집성하였고 이후 살펴보게 될
부휴계 정통을 강조하는 불교사 인식을 적극 표명한 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보정의 계보와 저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2) 계보와 전통의 집성
보정은 부휴계 金蓮 敬圓의 법을 이었고 虛舟 德眞에게 의심을 깨쳤으며
梵海, 菡溟, 景鵬, 圓海, 圓華 등 당대의 宗匠을 찾아가 교학을 배웠다. 그가
수학한 이들 중에서 부휴계는 원해와 원화만이며 나머지는 청허계 법맥에 속
하는 승려들이다. 먼저 삼국시대부터 당시까지의 승려 행적을 모은 東師列傳
의 저자 梵海 覺岸(1820~1896)은 대둔사 13대 강사로 추존되며 보정이 불교
사에 관심을 가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圓海 文周도 부휴계 적전
黙庵 最訥의 4세손이지만 위의 각안에게 계를 받고 강학에 진력하였다고 한
다. 한편 菡溟 太先(1824~1902) 역시 청허계 승려이지만 최눌의 3세손 枕溟
翰醒에게 교학을 배우기도 하였고 화엄학에 정통하였다. 그 제자인 景鵬 益運
(1836~1915)은 청허계 백파 긍선의 제자 雪竇 有炯(1824~1889)에게 華嚴
과 拈頌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부휴계 圓華 德柱(1839~1893)는 화엄사 출
신이며 마찬가지로 화엄에 심취하였다고 한다.26) 이들의 공통점은 교학 특히
26)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이다. 화엄은 17세기 이후 불교계에서 매우 중시
되었는데 청허계와 부휴계 모두에서 강학과 법회가 성행하였다. 특히 대둔사
는 18세기 이후 교학의 중심지로서 청허계 편양파 및 소요파의 거점이었지만
부휴계 승려가 여기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된다.27) 보정 또한 계파를 뛰어 넘
27)

25) 다송문고권2, ｢送完燮沙彌東京留學｣(한불전12, 745면)
26) 이들의 간략한 행적은 東史列傳권5․6(한불전1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태
선과 익운의 비문은 앞의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근현대에 수록되어 있다.
27) 부휴계 楓巖 世察의 제자인 碧潭 幸仁이 18세기 후반에 대둔사 강사를 역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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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면면히 이어진 교학 전통을 계승하였고 ‘華嚴講主’로 칭해졌다.
28)

그러나 법맥이나 활동 면에서 보정은 누구보다도 송광사 부휴계의 전통 안
에 깊숙이 발 딛고 서 있었다. 비문에 기재된 ｢系譜｣에는 應庵朗允-影庵等瓚聖月瑞薷-智峰之安-碧蓮仁性-金蓮敬圓으로 이어지는 부휴계 법맥을 그가 계승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계보｣의 제일 앞에 있는 응암 낭윤은 부휴 선수의 7
세 적손 楓巖 世察(1688~1758)의 제자이다. 보정은 부휴 선수와 적전제자 碧
巖 覺性을 부휴계의 遠世祖로, 세찰과 그 스승 影海 若坦을 近世師로 추숭하
였다.29) 근세사 세찰의 밑에는 黙庵 最訥, 碧潭 幸仁, 霽雲 海澄, 應庵 朗允의
29)

4傑이 배출되었는데 묵암 최눌이 편찬한 諸經會要의 ｢佛祖宗派圖｣에는 ‘善
修에서 覺性으로 이어진 법이 若坦과 世察로 전해졌고 이를 最訥과 朗允이
계승하였다’30) 라고 하여 적전 최눌과 함께 보정의 선조인 낭윤의 위상 또한
30)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휴계의 적전 계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
간인 송광사 浮圖殿에는 세찰의 적전 자리에 최눌의 탑이 서있고 방계 위치
에 행인과 해징의 탑이 세워져 있다.31) 낭윤의 탑은 보이지 않는데 보정 또한
31)

자파의 문도들이 세력이 없어 조사인 낭윤의 탑비를 건립하지 못한 것을 안
32)32)

타깝게 여겼다.

33)33)

또 1876년 세찰 휘하 4문파의 영당이 만들어졌지만

낭윤

의 진영은 보정에 의해 뒤늦게 봉안되었다. 그는 낭윤의 ｢行狀草｣를 짓고 자
파를 선양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지만 탑비나 진영의 사례에서 보듯 그가 속한
낭윤 문파는 다른 파에 비해 약세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보정 자신은 송광사
의 총섭을 지내는 등 부휴계 내에서 위상이 높았고 강학을 통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28)
29)
30)
31)
32)
33)

고 19세기 중반 송광사를 중창한 龍雲 處益도 大屯寺 表忠祠의 도총섭을 지내기
도 하였다. 보정도 1916년 대흥사에 가서 12宗師의 교화와 절의 번창함을 칭송
하였고 ｢海南郡頭崙山大興寺淸神庵重修記｣(다송문고권1)를 지었다.
앞의 ｢화엄강주금명당대종사비｣
다송문고권2, ｢上大華嚴寺圓華函丈文｣(1887)(한불전12, 718-719면)
諸經會要｢佛祖宗派圖｣(한불전10, 56-57면)
부도전 탑비 건립과 이전, 적전을 둘러싼 논의는 金龍泰, 2006, ｢‘浮休系’의 계파
인식과 普照遺風｣普照思想25, 333-335면 참조
다송문고권2, ｢應庵禪師眞影新造記｣(한불전12, 751면), 1911년 菡湖장로와
상의하여 낭윤의 진영을 만들고 세찰의 진영 밑에 최눌과 나란히 봉안하였다.
다송문고권2, ｢曹溪山眞影堂移建及新造影緣起論｣(1918)(한불전12, 732-7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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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비의 음기에는 受業門生 代表, 弟子, 孫弟子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사법상의 제자는 龍隱 完燮(朱完燮)과 栢隱 鍾宅, 손제자로는 鳳吉, 東熙가 기
재되었고 수업문생에는 曼庵 宗憲(1876~1957; 宋曼庵), 綺山 錫珍(1892~1968;
林錫珍), 海隱 裁善이 대표로 들어있다. 적전 제자인 완섭은 송광사 監務를 지
냈으며 보정 비 건립을 주도하고 그 글씨를 썼다. 비문을 지은 念齋 宋泰會
(1872~1940)는 보정과 절친한 인물로서 완섭에게 儒書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34)34)

그는 1917년 朝鮮本末寺刹一覽誌와 東人年鑑을 저술하였고

송광사 및

부휴계 관련 기문을 다수 썼는데 저술 경향과 글의 내용에서 보정과의 친연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적극적 사회 활동을 펼치다가 식민지기에 접어들어
35)35)

교육과 저술에 전념한 행보도

보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업문생 대표 중

만암 종헌, 기산 석진은 근대 불교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다. 먼
저 송만암은 白羊寺 출신으로 朴漢永에게 교학을 배웠고 佛敎專修學校 교장
을 지냈으며 30년대 總本山 건설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 해방 이후 古佛
會와 古佛叢林을 만들어 전통불교의 계승을 표방하였고 曹溪宗의 종정을 역
임하기도 하였다. 다음 임석진은 보정 비가 세워졌을 때 송광사 주지였는데
佛敎中央學林을 졸업하고 송광사 지방학림 교사와 불교전문강원 강사를 지냈
다. 그가 편찬한 松廣寺誌에는 보정의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수업문생
중 해은 재선은 보정의 강학 법맥을 계승한 제자였다. ｢행록초｣에 의하면 보
정은 평생 3번 ‘傳心’하였는데 첫 번째는 1897년 보조암에서 訥峯에게 傳講하
였고 두 번째로 1918년 재선에게 강석을 전수하였으며 세 번째는 1928년 송광
사 강원을 옮길 때 다시 재선에게 강석을 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전심’은
강학 및 강석을 전수한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재선은 보정의 교학을 계승한
전법 제자인 셈이다. 그는 교학에 밝아서 禪宗 3祖 僧璨의 ｢信心銘｣을 일본승
塋山의 信心銘拈提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36) 또 송광사 方板에 소장되어
36)

34) 두 책 모두 필사본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藏書閣에 소장(B9C 40, B15FB 16)
되어 있다. 전자는 30본산 본말사의 내역을 수록한 일람이며 후자는 조선 名賢
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기재한 연감이다.
35) 宋泰會는 전라도 화순 출신 進士로서 成均館에서 수학하였고 중국에 유학을 다
녀온 후 1908년부터 大韓每日申報의 기자로 활동한 개신 유학자였다. 합방 이후
전라도 고창에 吾山高普를 세우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36) 다송문고권2, ｢信心銘譯說跋文｣(한불전12, 751면), 부휴계 栢庵 性聰의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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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修禪社 6세 圓鑑國師 冲止의 歌頌錄이 병화로 없어진 것을, 崔南善의
소개에 의해 京城의 일본 臨濟宗 승려 閒堂禪師의 소장본을 얻어 송광사에서
12부를 찍기도 하였다.37) 재선이 간행한 이들 저술에 보정이 발문을 써준 것
37)

에서 사제 간의 돈독한 관계가 확인된다.
보정은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불교 전통의 집성
에 일로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소 원근의 寺蹟에 모두 해박하였고
38)38)

그 핵심을 알아 30년을 하루같이 기록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사적이나 불

교사에 정통하였다. ｢비문｣과 ｢행록초｣에는 그의 저작 내역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행록초｣에서는 <著述>과 <編錄>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술>로는 詩稿3
권, 文稿2권, 佛祖讚詠1권, 淨土百詠1권을 들고 있고 <편록>에는 曹溪
高僧傳1권, 釋譜畧錄1권, 著譯叢譜1권, 三藏法數1권, 續名數集1권, 念
佛要解1권, 大東詠選, 質疑錄, 十地經科, 楞嚴經科圖, ｢須彌山圖｣가
있다. ｢비문｣에서는 시문집 약간 권과 편록을 합쳐 수십 종이라고 밝히고 있
지만 실제 기재된 것은 ｢행록초｣의 목록에 鄕史列傳이 추가되고 ｢須彌山圖｣
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 저술의 상당수는 韓國佛敎全書12에 수록되
었는데 시문집인 茶松詩稿3권과 茶松文藁2권, 佛祖錄贊頌(불조찬영)1권,

淨土讚百詠(정토백영)1권, 念佛要門科解(염불요해)1권, 조계고승전1권,
저역총보4권, 대동영선1권, 질의록1권이 들어있다. 그 밖에 ｢비문｣과 ｢행
록초｣에 나오지 않는 菩薩降生時天主護法錄1권과 栢悅錄1권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명칭이 확인되는 보정의 저작은 ｢수미산도｣를 제외하고 총 17종
에 달하며 이 중 11종이 한불전12에 수록되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의
저술과 편저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보정 저작의 주제별 분류
주제별
史書

책

명 (권 수)

저술 불조록찬송1
편록 조계고승전1, 석보약록1, 향사열전

비 고
승전, 계보

본이 아닌 일본 승려의 책을 저본으로 한 것에서 시대의 변화가 느껴진다.
37) 다송문고권2, ｢曹溪山第六世圓鑑國師所著歌頌錄印寫跋文｣(1918)(한불전12, 736면)
38) 앞의 ｢화엄강주금명당대종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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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록

저역총보1, 삼장법수1, 속명수집1,

개념 사전,

질의록1, 백열록1, 보살강생시천주호법록1

서책목록 선집

註釋․科文 편록 ｢십지경과｣, ｢능엄과도｣
淨土(念佛)
詩文集

․

경전 해석

저술 정토찬백영1
편저 염불요문과해1
저술 시고3, 문고2
편록

대동영선1

보정의 저작은 經史子集의 분류에서 子를 포함하여 史의 비중이 매우 크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계고승전, 석보약록, 불조록찬송, 향사열
전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저역총보, 삼장법수, 백열록․대동영선과
같은 서책목록, 개념사전, 시문 선집류도 전통의 집성이라는 차원에서 광의의
역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저역총보는 한역 불경 및 논소, 불교관계 서
책, 승려 비문, 儒家 문집, 당시 유통되는 도서를 총괄한 목록집으로 서명과
함께 저자명이 기재되어 있다. 삼장법수나 속명수집은 일종의 개념어 사
전류이며 질의록과 보살강생시천주호법록 또한 경전을 인용하여 불교용어
및 교학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대동영선은 게송과 불교관련 시를 엄선한
것이며 백열록은 조선후기 불교관계 기문과 시문을 추려 모은 책이다. 당시
에는 역사서, 사전류, 족보, 문집 등의 편찬과 간행이 활발하였는데 보정의 저
술에서도 전통의 집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세
기에는 東史列傳, 山史略抄 등 불교사서와 함께 寺誌의 편찬이 성행하였
고 연담 유일의 釋典類解를 필두로 하여 사전류도 만들어졌는데 보정은 이
러한 역사와 전통 중시의 일선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저술은 선과 교, 염
불을 병행하는 조선후기 ‘三門修業’의 전통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저술의 성
격상 선승의 면모를 확연히 느끼기는 어렵지만 대동영선과 다송시고에서
게송과 함께 선적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시를 찾아볼 수 있고 정토찬백영과
39)39)

염불요문과해는 염불에 해당하는 책이다.

교학에 관한 글은 ｢십지경과｣,

｢능엄과도｣를 비롯하여 문집, 삼장법수나 질의록 같은 개념사전류 등이
39) 보정이 쓴 정토찬백영의 ｢後跋｣(1914)(한불전12, 363면)에 의하면 이 책은
彌陀經과 부휴계 栢庵 性聰의 ｢淨土讚｣을 읽고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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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학 특히 화엄학이 중시된 조선후기의 전통을 그 내용에서 엿볼 수 있
는데 보정은 開堂設會한 것이 8處 10會였고 화엄강주로 칭해졌을 정도로 강학
전통에 충실한 교학자였다. 불교학자 權相老는 젊어서 송광사에 반년 간 머물
때 보정을 만났다고 술회하면서 그에 대해 교학과 좌선, 염불에 모두 진력하
여 諸方의 법도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40) 이처럼 보정은 깊은 교학
40)

적 이해를 토대로 하여 개념 및 서책, 불교사를 집성하였고 선과 교, 염불의
전통을 모두 계승하였다.
그의 불교사 이해는 불조록찬송과 조계고승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조록찬송은 西天二十八祖(28명), 東土祖師(89명), 華嚴譯著
誦諸師(86명), 海東新羅列祖(22명), 九山祖師(9명), 海東列祖(112명), 曹溪宗師
(105명)의 순서로 각 조사에 대해 간략한 전기와 贊訟을 붙인 책이다. 인도와
중국의 조사에 이어 신라와 9산 선문, 고려의 조사를 조계종사와 함께 수록하
여 한국불교사 전체를 시야에 넣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화엄조사를 별도로
채록한 점과 普照 知訥 이후 조계종의 계보를 따로 정리한 점이 눈에 띤다.
전자는 조선후기 화엄의 성행과 교학 전통의 계승을 반영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조선불교를 조계종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불교사 이해였
다. 이 불조록찬송 ｢서문｣에는 다음 <표2>와 같이 본문에 수록한 전기와 찬
송의 인용 전거를 들고 있다.41)

41)

<표2> 불조록찬송 내용의 인용전거
분류
廣錄
略錄

(저자) 서 책 명
(道源)(景德)傳燈錄, (華亭)通載錄, (念常)(佛祖)歷代(通載),
(汝稷)指月錄, (道勗)廣燈錄, (唯白)續燈錄
(志磐)(佛祖)通紀, (普濟)會元錄, (拱振)通錄

<인도> (無着)攝論頌, (龍樹)略贊頌
贊頌 <중국> (法藏, 澄觀)九會頌, (冶父善傅)金剛頌, (宗密)眞妄頌,
(司馬)禪林頌
40) 앞의 ｢화엄강주금명당대종사비｣의 <음기>
41) 佛祖錄贊頌｢佛祖錄贊頌序｣(1921)(한불전12, 316면), 서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으로 1편의 內外를 삼고 宗分의 同異에 따라 2편의 海東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고 하였는데 본문에는 인도에서 조계종까지 순서대로만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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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한 해 전인 1920년에 보정이 쓴 조계고승전의 ｢서문｣에서는 역대

高僧傳의 저자를 소개하고 있다.42) 그는 僧傳의 전통이 중국 唐代에 義淨,
42)

惠皎, 寶唱에 의해 시작된 이래 宋의 智輪, 贊寧이 각각 10권, 道宣이 31권, 金
世宗의 御製 40권 등 많은 고승전이 세상에 유통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자와 그 시대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도 발견되는데 大唐西域求法
高僧傳을 쓴 의정은 당의 승려이지만 혜교와 보창은 당 이전 남조의 梁에서
활동한 인물로 각각 (梁)高僧傳과 名僧傳을 지었다. 또 유명한 續(唐)高
僧傳을 지은 도선은 당의 승려이다. 참고로 송의 찬영은 고려 출신이라고 하
며 그가 지은 宋高僧傳에는 신라 元曉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보정
은 海東에서 명승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승전은 삼국시대 覺訓의 海東高僧傳,
원효의 神僧傳, 고려 曇噩의 學僧傳만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근래 범해
각안의 東師傳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중 신승전, 학승전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불교사서 전통에
대한 보정의 깊은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이처럼 불교 전통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동사열
전의 저자 범해 각안의 선구적 업적이 있었다. 보정은 젊은 시절 각안에게
수학한 적이 있었고 행장과 시집의 발문을 직접 쓰기도 하였다. 그는 각안에
대해 三敎 학인의 敎父이자 12종사의 적손이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그의 禪敎
43)43)

를 자신이 전수받았다고 하여 門生으로 표현하고 있다.

각안은 청허계 연담

유일 계통인 玩虎 倫佑의 제자 縞衣 始悟(1778~1868)와 草衣 意恂(1786~
1866)에게 배웠고 의순의 禪門四辨漫語에 서문을 썼으며 ｢大屯寺志略記｣를
썼다. 그가 주석하였던 대둔사는 연담 유일과 교류한 정약용의 지도에 의해 大
芚寺誌가 편찬되는 등 역사 서술과 교학 전통이 깊은 곳이었다. 각안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고 전국을 유람하며 불교 전통과 역사를 집성하
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계파는 달랐지만 보정은 각안을 스
승으로 추숭하였고 각안과 의순이 선교를 겸비하고 律師의 계보를 이었다고

42) 曹溪高僧傳｢曹溪高僧傳序｣(1920)(한불전12, 380면)
43) 다송문고권1, ｢梵海禪師行狀｣(1917)(한불전12, 706-707면), 보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송태회 또한 1917년 각안의 시문집에 ｢梵海詩稿叙｣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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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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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지은 각안의 행장에는 저술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정은 각

안의 책들이 미처 간행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여겼다. 20여 편에 달하는 저
술목록 중 역사와 관련된 것은 동사열전을 비롯하여 ｢史略記｣, ｢通鑑記｣, ｢四
碑記｣, ｢眞寶記｣, ｢博議記｣가 있고 개념 사전으로 名數集, 시선집인 東詩選

이 들어있다. 또 경전에 대한 해설인 ｢遺敎經記｣, ｢四十二章經記｣, 그리고 ｢
警訓記｣와 시문집 등이 있다. 이러한 저술 내역과 주제는 보정의 저술 경향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점에서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보정의 성향은 스승으로
모셨던 각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시각은 각각
부휴계와 청허계라는 계파적 인식에 치우친 것이었지만 전통의 집성과 통사
적 이해라는 점에서 양자의 지향은 같았다.

3. 불교사 인식과 曹溪宗 제창
1)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보정은 조선 선종의 법맥에 대해 ‘浮休와 淸虛가 芙蓉 靈觀의 골수를 얻어
전법의 鼻祖가 되었고 元曉와 普照는 신라와 고려의 道를 얻은 散宗’이라고
보았다.45) 이는 고려말 太古 普愚(1301~1382)가 중국 臨濟宗의 정법을 전수
45)

해 온 이래 그 법이 부용 영관을 거쳐 청허 휴정 등으로 이어졌다는 기존의
太古法統說에 기반한 불교사 인식이다. 태고법통설은 17세기 전반에 성립된
이후 불교계의 공론이 되었고 부휴계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46) 19세기초 송
46)

광사의 옛 영당인 慈蔭堂에는 원래 16國師가 봉안되어 있었지만 19세기 중반
龍雲 處益에 의해 새 영당이 세워지면서 태고 보우와 후세의 列祖가 봉안되
기도 하였다.47) 보정은 또 부휴 선수가 처음에 화엄교학을 배웠지만 깨달은
47)

44) 다송문고권1, ｢受菩薩戒牒 松廣寺戒壇｣․｢大戒牒序文｣(한불전12, 684-685․
706면)
45) 앞의 ｢수보살계첩 송광사계단｣
46) 김용태, 앞의 논문, 335면.
47) 다송문고권2, ｢曹溪山眞影堂移建及新造影緣起論｣(1918)(한불전12, 732-733면),
1876년 풍암하 4문파의 영당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태고 이하 조사의 영정은
大藏殿 벽으로 옮겨졌다.

172

韓 國 文 化 37

․

후 임제종이 되었다고 서술하여 부휴계의 법맥과 가풍 모두 임제종이었음을
인정하였다.48) 하지만 이러한 법통 인식과는 별도로 송광사와 보조 지눌의 유
48)

풍을 강조하고 그것을 부휴계 전통에 연결시킨 새로운 역사인식이 표명되었
는데 그것은 曹溪宗의 표방이었다. 조계종은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선종의 종
파로 존재하였고 조선 중기까지 선종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태
고법통설이 정립된 조선후기 불교계는 조계종이 아닌 임제종으로 스스로를
칭하였기에 이때 조계종을 다시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보정이
1920년에 송광사 茶松室에서 쓴 曹溪高僧傳의 서문에는 조계종과 宗主인 보
조 지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佛日老(지눌)는 九山의 장벽을 없애 禪敎宗을 만들고 諸家의 流派를 융합
하여 曹溪宗을 세웠으니 이로부터 9산이 변하여 하나의 道가 되고 兩家가 합하여
하나의 宗이 되니 조계종의 취지는 넓고 크다. 이에 略錄이 없을 수 없으므로 본
종의 개창주에서 시작하여 본종의 유파로 끝내는데 산문을 논하지 않고 이 종과
관련 있는 자는 모두 넣어 기록하였다. 종주가 장벽을 없애고 宗을 세운 은혜를
49)49)
갚기를 바란다.

즉 종주 지눌이 선종의 9산은 물론 교종까지 아우르는 선교 통합의 宗으로
서 조계종을 개창하였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지눌 이전부터 선종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전기에도 선종은 조계종, 교종은 화엄종으로 칭해졌음을 고려
하면 지눌이 선과 교를 융합한 조계종을 세웠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양종이 혁파된 후 선과 교를 함께 수학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양자의 겸수는 역사적 산물이었다. 또 보정이 이 글을 쓴 시점에
는 이미 총독부에 의해 ‘朝鮮佛敎 禪敎兩宗’의 종명이 정해진 상태였으므로 현
실적으로도 선과 교를 아우를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보정이 제기한 조계종은 종조 지눌 이외에 조선후기 부휴계의 계보
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조계고승전의 목차에는 지눌 이후 역대 고승의
48) 다송문고권2, ｢浮休祖師立石祭文｣(1920)(한불전12, 746-747면). 宋泰會가 쓴
｢松廣寺浮休堂善修大禪師碑文｣의 <陰記>(1920)(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근현대,
79-80면)에는 浮休 善修를 太古 普愚의 6세손으로 명기하고 있다.
49) 앞의 ｢조계고승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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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휴계 승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문에서도
이름만 거명된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 전기가 수록된 승려들은 부휴계에 속하
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조계고승전 편찬과 조계종
표방의 의도가 보정이 속한 부휴계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음을 의미
한다. 이 책은 처음 ｢大曹溪宗主 佛日普照國師傳｣을 필두로 하여 송광사 16국
사의 전기가 수록되었고 태고 보우에서 幻庵 混修를 거쳐 부용 영관과 청허
휴정, 부휴 선수로 이어지는 태고법통설의 계보, 그리고 懶翁 惠勤, 無學 自超,
妙覺 守眉 등 여말선초 불교계의 주류였던 懶翁系 승려들도 기재되어 있다.
이어 조선후기는 부휴 선수와 적전 벽암 각성의 문도, 栢庵 性聰의 후손 등
부휴계 승려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또 송광사를 크게 중창한 龍雲 處益
등의 전기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청허계 승려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휴정의 제자 가운데 선수에게 수학한 적이 있는 詠月 淸學의 전기 정도만 실
려 있다. 이처럼 보정의 조계종 인식은 철저히 부휴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
고 여말선초 태고 보우의 법통과 송광사에서 활동한 나옹 혜근의 위상을 모
두 인정하면서 그 위에 보조 지눌과 수선사의 전통을 얹어놓은 구조였다. 하
지만 부휴계의 연원을 둘러싸고 태고법통설과 조계종의 계승 사이에 발생하
는 모순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정은 조계종 개창주 지눌의 권위를
높이고 그것을 부휴계의 전통 안으로 적극 끌어 들였다. 그는 念佛要門을
지눌의 저술로 이해하고 그에 과문과 해석을 붙인 염불요문과해를 지었는데
지눌과 조선후기 불교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켰다.
普照는 曹溪禪宗을 창립한 海東 曹溪山의 조사이며 徑截門, 圓頓門, 淨土門 三
門의 宗主이다. 경절문과 원돈문은 習定均慧의 추요이며 정토문은 濟世度生의 방
50)
편이다.50)

여기서 曹溪禪宗의 창립자 지눌은 부휴계의 근거지인 송광사 조계산의 조
사이며 조선후기 삼문의 종주로 위치 지어졌다. 조선후기의 三門 즉 徑截門,
50) 念佛要門科解 (한불전12, 426-427면)와 그 ｢跋文｣, 발문에 의하면 염불요문
이 유통되지 않았는데 보정이 綺山 珍公(임석진)의 소장본을 얻어 과주를 붙였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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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1)

圓頓門, 淨土門은 각각 선, 교, 염불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었는데,

이

는 선교겸수의 방향, 화엄교학과 간화선의 수행방식을 정리한 지눌의 惺寂等
持門, 圓頓成佛門, 看話徑截門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보정은 삼
문수업의 유래를 지눌에게 소급하고 ‘조계산에 禪宗, 敎宗, 念佛宗의 3宗이 있
어 창사 이래 모두 겸행하였다’고 설명한다.52) 또 삼문이 定慧(선교)와 중생구
52)

제(염불)의 방안이라고 하면서 ‘禪敎兼傳 定慧均修’로 요약되는 보조유풍을 부
53)53)

휴계가 계승하였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눌의 조계종과 송광사 부휴계의 ‘正

統’을 결합시킨 불교사 인식으로서 새로운 조계종 전통의 창출을 의미한다. 송
광사를 매개로 하여 부휴계가 조계종의 적자임을 표명하고 자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인식은 풍암 세찰의 탑을 송광사 부도전에 봉안하면서 쓴 다음 글
에 잘 나타나 있다.
曹溪의 佛祖源流가 전래됨에 있어 臨濟 후 太古의 뒤로 다른 사찰과 다른 특수
함이 있으니, 芙蓉 밑에 淸虛와 浮休의 두 갈래가 각기 宗風을 퍼뜨렸는데 오직
부휴 적손의 傳燈이 끊이지 않았고 조계의 傳法이 가장 성하였다. 이에 부휴부터
幻海까지 9탑을 세운 것이니 순서가 분명하다. 우리 祖師들의 탑은 碑殿(부도전)
을 떠나지 않고 普照를 떠나지 않으며 이곳에 상주하면서 영원히 松門을 진호한
54)
다.54)

이 글에서 보조유풍과 송광사 전통 위에 성립된 부휴계를 조계종의 정통으
로 보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松廣寺는 普照의 도량으로 16국사를
거쳐 浮休, 碧巖에 이르니 33대의 宗脈을 잇고 佛祖의 宗猷를 천양한 것이다.
이것은 佛日老의 원력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5)라고 하여 송광사 보조유
55)

풍과 부휴계를 직접 연결시켰다. 조선후기에 지눌과 그 유풍을 현창한 부휴계
56)56)

백암 성총의 업적에 대해서도 ‘中興佛日(지눌)之家風’으로 평가하였고

송광

사의 三日庵이나 國師殿 등을 중수할 때 ‘牧牛(지눌)의 기풍’을 계승하는 뜻을
51)
52)
53)
54)
55)
56)

鞭羊堂集권2, ｢禪敎源流尋釼說｣(한불전8, 256-257면)
다송문고권2, ｢本寺革罷念佛堂感想說｣(한불전12, 765면)
다송문고권1, ｢宗師契案序｣(한불전12, 690-691면)
앞의 ｢풍암조사부도봉안비전기｣
다송문고권2, ｢曹溪山普照庵講堂選佛場緣化結社文｣(한불전12, 721-722면)
다송문고권2, ｢曹溪山國師殿重創上樑銘幷序｣(1919)(한불전12, 739-7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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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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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지눌의 권위는 더욱 강조되었다.

조계종이 표명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1910년대 후반 송광사에서는 사우의
중수와 함께 부휴계 조사의 탑비가 중건되거나 탑이 이안되었다. 普照庵 북쪽
에 있던 근세사 풍암 세찰의 탑이 1908년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지자 1916년
부도전의 본래 자리로 이안되었다. 또 앞서 스승 세찰의 탑을 보조암으로 옮
겼던 벽담 행인과 제자 會溪 輝宗의 탑도 1918년 보조암에서 부도전의 현 위
58)58)

치로 이전되었다.

이전에 세찰의 탑이 보조암으로 옮겨진 것과 제자 행인의

탑이 그 옆에 조형된 것은 행인 문파가 세찰의 적전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정은 세찰의 적손이 묵암 최눌임을 분명히 하면서 행인의 탑을
59)59)

부도전 최눌 탑 옆의 방계 자리로 옮겨 세운다고 하였다.

이어 1920년에는

‘조계종을 창설한 부휴 이후 9세 적손이 昭穆을 승계하였지만 이 중 선조인
부휴만이 탑만 있고 비가 없다’고 하여60) 보정과 주지 설월 용섭의 주도로 선
60)

수의 탑비가 다시 세워졌다. 이때 선수의 손제자 白谷 處能이 지은 원 비문
뒤에 송태회가 부휴계의 번성을 바라는 음기를 달았고61) 보정은 선수를 ‘曹溪
61)

宗主’, 부휴계는 ‘槿域門徒 曹溪宗派’로 명명하였다.62) 1918년에 지어진 벽담
62)

63)63)

행인의 비문에도 선수 이후 ‘曹溪의 8傳’임이 명기되고 있다.

이처럼 1910년

대 후반 부휴 선수가 새삼 주목되면서 조계종주로 현창되고 적전 세찰의 탑
이 부도전의 제 위치에 복원된 것은 조사 현창사업과 부휴계 중심의 불교사
인식이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조계종은 기실 부휴계를 의미하는 것
이었는데 선수 이후의 부휴계는 ‘浮休宗’으로도 칭해졌다.64) 조선후기에 송광
64)

57) 송태회, 1916, ｢三日庵重創及丹靑記｣ ; 보정, 1919, ｢國師殿重修記｣(조계산송광
사사고, 256-260면)
58) 다송문고권2, ｢碧潭堂塔移安祝｣(한국불교전서12, 731면)
59) 김용태, 앞의 논문, 334-335면 ; 다송문고권2, ｢碧潭堂塔會溪堂塔移安碑殿及築
墻記｣(한국불교전서12, 732면) ; 다송문고권2, ｢楓巖祖師浮屠奉安碑殿記｣(1917)
(한국불교전서12, 726-727면)
60) 다송문고권2, ｢浮休禪祖立碑歷史序｣(1920) (한불전12, 746면)
61) ｢화엄강주금명당대종사비｣의 <음기>
62) 다송문고권2, ｢浮休祖師立石祭文｣(1920)(한불전12, 746-747면)
63) 尹喜求, 1918, ｢松廣寺碧潭堂幸仁大宗師碑文｣(한국고승비문총집 : 조선․근현대,
580-582면)
64) 다송문고권1, ｢浩鵬堂學契序｣(한불전12, 690면), 앞의 ｢행록초｣에도 ‘浮休宗’

176

韓 國 文 化 37

․
65)65)

사 보조유풍을 매개로 자파의 정체성을 다진 부휴계는

보정 단계에 와서

이처럼 부휴계 정통론에 의해 宗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보정은 철저히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하여 불교사를 이해하였는데 권상로의

佛敎略史에 대한 서평에서 부휴계와 관련된 오류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
다.66) 그는 이 책이 조선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밝힌 公論이지만 禪門拈頌과
66)

拈頌說話의 찬집 및 간행 장소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부휴계 백암 성총이
경전을 간행한 일 등이 누락되어 있어 ‘私門의 遺恨’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였
다. 첫 번째 선문염송은 지눌의 제자 眞覺 慧諶이 스승의 密傳을 얻어서 道
源의 傳燈錄에 기반하여 찬집하였고 혜심의 제자 龜谷 覺雲이 이를 간행하
였으며 염송설화는 각운이 명을 받아 修禪社에서 저술하였고 人天公에게 간
행하게 한 책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글에서는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집하
고 귀곡이 염송설화를 기록한 곳이 송광사 廣遠菴이었다고 밝히고 있다.67)
67)

여기서 선문염송은 전등록과 아울러 수선사 계통에서 매우 중시된 책일
뿐 아니라 화엄경｢十地論｣과 함께 조선전기 승과 선․교종의 시험 과목이기
도 하였다.68) 또한 17세기 전반에 성립된 이력과정의 최종 단계인 大敎科에도
68)

포함되었다. 보정은 이처럼 중요한 책이 부휴계에 의해 성립된 것인데 권상로
의 책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염
송설화의 찬록자를 龜谷 覺雲, 龜谷, 覺雲으로 혼칭하고 있는데 귀곡 각운은
태고 보우의 제자로 알려진 승려이고 염송설화와 관련이 있는 수선사의 각
운은 별개의 인물이다. 두 번째는 권상로가 雪坡 尙彦이 華嚴隱科를 저술하
고 백파 긍선이 起信論을 새로 간행한 일은 기록하면서 백암 성총이 華嚴
會編을 간행한 공적과 晦庵 定慧의 創錄 사실은 누락시켰다고 하여 서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앞의 두 사람은 청허계이고 뒤의 두 사람은 부휴계라
는 점에서 이 또한 부휴계를 소략하게 다룬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셋
째로 권상로가 ｢佛敎決疑｣에서 부휴계 묵암 최눌의 華嚴品目에 나오는 화

65)
66)
67)
68)

14세 문파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용태, 앞의 논문
다송문고권2, ｢讀佛敎略史感想論｣(1917)(한불전12, 727면)
다송문고권1, ｢廣遠菴重修化文｣(한불전12, 691-692면)
이능화, 앞의 책, 하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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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 글자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보정은 緇門이나 禮華
嚴文 등 최눌 이전의 전거가 있음에도 과실을 최눌에게 모두 돌렸다고 비판
한다.69) 이처럼 보정은 철저히 부휴계의 입장에 서서 온전한 불교사 이해를
69)

촉구한 것이다.
한편 보정이 찬록한 栢悅錄에는 조선후기 청허계와 대비되는 부휴계의
정체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찬자를 알 수 없는 ｢佛祖
源流序｣가 그것인데 그 내용은 ‘조선의 傳燈을 기록한 佛祖原流가 한 곳에
서 간행되었지만 자기 문파를 오로지 하고 공정하지 못하여 말류의 개탄함이
심하므로 序註를 제외하고 원류만을 기록하여 自家의 계보로 삼는다’는 것이
70)70)

다.

이 글에서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조선의 조사로는 靈觀 문하의 淸虛와

浮休를 들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불조원류는 현존하는 獅巖 采永의 (西域
中華海東)佛祖源流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조원류는 청허계에 편중
된 서술이 문제가 되어 부휴계 벽담 행인에 의해 1755년 무렵 전주 松廣寺에
있던 판본이 불태워진 후에 현존 불조원류(1764년)가 재차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본에는 부휴계와 청허계의 본산격인 순천 송광사와 해남 대둔
71)71)

사가 ｢大施主秩｣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판본을 불태운 벽담 행인을 포함하

여 조계고승전에 수록된 부휴계 승려들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저자인 채
영이 지은 ｢後跋｣에는 ‘先志를 繼述하고자 1762년 봄부터 팔방을 돌면서 여러
문파의 글을 수집하였고 전주 송광사에서 諸山 碩德이 모여 公議를 널리 모
아 전등 사실을 고증하고 순차를 정해 책을 만들어 간행한다’고 하였고 인쇄
된 천여 질의 책을 諸宗에 보낸다고 적혀 있다.72) 즉 현행 불조원류는 청허
72)

계의 특정 문파 위주로 서술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부휴계를 비롯한 여러 산
문 및 제종의 공의를 얻어 재차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불조원류에
는 채영의 발문만 있고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위의 백열록에 실린 ｢불
조원류서｣는 그 내용상 부휴계 측에서 쓴 불조원류의 서문일 가능성이 크다.
보정이 부휴계 위주의 불교사 인식을 중시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적 이해관
69)
70)
71)
72)

다송문고권2, ｢大經字數卞決疑辨｣(1928)(한불전12, 766-767면)
栢悅錄｢佛祖源流序｣(한불전12, 534면)
김용태, 앞의 논문, 337-338면.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佛祖源流後跋｣(한불전10,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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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필요성도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계파와 전법 문제는 사찰의 확보 및 유
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1912년 총독부에서 반포한 ｢本
末寺法｣의 총칙에는 본말사의 주지를 淸虛와 浮休의 법손으로 삼을 것을 규
정하였다. 각 본사의 ｢燈規｣에는 주지를 맡을 수 있는 계파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휴계는 송광사를 거점으로 法住寺, 멀리는 桐華寺, 銀海寺까지 세력을 미
치고 있었다.73) 당시 雙溪寺는 法類가 다르다는 이유로 海印寺의 말사를 거부
73)

74)74)

하고 부휴계 사찰로 본산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휴계의 영향이 컸던

華嚴寺 또한 仙巖寺의 말사로 편입되자 1913년 주지대리 陳震應의 주도로 본
산 청원운동을 펼치고 분규를 겪은 후 1924년 본산으로 승격되었다.75) 이처럼
75)

계파는 현실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문제였다. 한편 보정이 부휴계 정통
론에 입각하여 제창한 조계종명은 시대와 조우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
받게 된다.
2) 宗名 논란과 宗祖論
19세기 말부터 가속화된 일본불교의 침투와 總督府의 식민지 불교정책 사
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해야 했던 조선불교는 여러 현실적 장벽에 부딪
혔다. 그 중 하나가 종단건립을 둘러싼 불교계의 갈등과 宗名과 宗祖를 둘러
싼 논란이었다. 20세기에 들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명으로 제기된 것은 圓
宗, 臨濟宗, 禪敎兩宗, 曹溪宗이었다. 종명 논란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는 일본불교의 진출, 불교계의 신시대에 대한 열망, 조선불교의 정체성, 統監
府 및 총독부의 종교정책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였
던 불교계로서는 일본 불교의 후원을 받아 신시대의 여명을 밝히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1902년에 실시된 대한제국의 사찰령이
중도에 폐기된 상태에서 1906년 통감부에 의해 일본불교의 조선사찰 관리허용
73) 이능화, 앞의 책, 하편 1137면 ; 상편 628-674면.
74) 高橋亨, 1929, 李朝佛敎, 寶文館, 761면.
75) 이능화, 앞의 책, 상편 658면 ; 정광호, 2001, 일본침략시기의 한․일 불교 관계
사, 아름다운 세상, 348-360면의 주요 사건일지 참조. 이때 새로 온 주지 김학
산이 살해되었을 정도로 갈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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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골자로 하는 ｢寺刹管理規則｣이 공포되었다. 이에 일부 사찰은 일본불교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寺格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청허 휴정의 본
거지였던 묘향산 普賢寺의 경우 1909년 일본 臨濟宗 妙心寺를 본사로 삼아 그
부속사찰이 되고자 하였고 실제 일본 승려 古川大航이 보현사의 사무를 총괄
하기도 하였다.76) 보현사의 관리청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直指寺 등 몇 사찰
76)

은 통감부의 허가를 얻었다.77) 일본불교의 시혜를 받고자 한 것은 중앙의 불
77)

교계도 마찬가지였다. 1906년 奉元寺 주지 李寶潭과 南․北漢山城 總攝을 지
낸 華溪寺 주지 月初 巨淵(1858~1934; 洪月初)의 주도로 신학문 교육을 기치
로 내건 佛敎硏究會와 신식학교 明進學校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井上玄眞을
통해 일본 淨土宗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또 1907년부터 통감부의 주도로
불교계 인사의 일본시찰이 거행되었다.78) 이 무렵 晦光 師璿(1862~1933; 李
78)

晦光)은 불교연구회의 3대 회장이 되었으며 1908년 元興寺에서 전국 사찰 52
명의 대표를 모아 통합종단인 圓宗 宗務院을 설립하고 종무원장이 되었다. 그
는 통감부로부터 원종을 승인받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
을 한 사람은 일본 曹洞宗 승려이며 원종의 고문으로 추대된 武田範之였다.
다케다는 一進會 회장인 李容九, 內部大臣 宋秉畯과 결탁하여 일본불교가 조
선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불교문제 개선의 청원서를
통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한편 조동종의 한국포교 관리자로서
79)79)

선종인 일본 조동종과 한국불교의 연합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케다는 이

회광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10년 10월 합방 직후 이회광은 원종과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12월경 국내에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연합조약 내용이 알려지자 불교계에
서는 이를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팔아먹는 ‘賣宗易祖’의 망동으로 규정하였고
맹약에 대한 반발과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80) 이에 영․호남의 사찰을
80)

76) 金煐泰, 1988, ｢近代佛敎의 宗統 宗脉｣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197면 ; 이능
화, 앞의 책, 하편 937면.
77) 朴敬勛, 1988, ｢近代佛敎의 硏究｣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23면.
78) 정광호, 앞의 책, 87-88면.
79) 崔柄憲, 2001, ｢일제의 침략과 불교 : 일본 曹洞宗의 武田範之와 圓宗｣韓國史硏
究114 참조
80) 高橋亨, 앞의 책, 918-941면 ;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37-9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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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선불교 통합종단을 세우려는 臨濟宗 건립운동이 추진되
었다. 임제종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조선 임제종과 일본 조동종의 계통 및 성
격이 다르다는 종법상의 이유를 들어 연합을 반대한 것이지만 실제 조선불교
81)81)

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려는 일종의 ‘保宗’ 운동이었다.

朴漢永, 陳震應,

韓龍雲 등의 주도로 1911년 1월 15일 송광사에서 1차 총회가 열렸고 그 결과
한용운을 임시관장으로 하는 임시 종무원이 설치되었다.82) 이후 임제종은 호
82)

남에서 영남으로 영향권을 넓혀서 梵魚寺에 종무원을 두었고 삼보사찰인 송
광사, 통도사, 해인사를 3본산으로 정하였다. 또한 총독부에 종무원 인정 신청
을 하는 한편 1912년 서울의 중앙포교당을 비롯해 각지에 포교당을 열고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하지만 임제종 운동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1911년 2
월 임제종 측의 가입 제의에 대해 청허계의 종찰격이었던 해남 대흥사가 거
부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일본 眞宗 大谷派에 사찰을 예속시키겠다는 조약서
83)83)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흥사는 결국 임제종 운동에 참여하였지만 당시 각

사찰의 이해관계와 종단의 주도권 문제가 얽힌 상태에서 불교계는 서울의 원
종과 남방의 임제종으로 양분되었다. 하지만 총독부는 원종과 임제종 종무원
어느 쪽도 인가해 주지 않았다. 이는 조선불교가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특정 종파가 조선불교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총독부는 조선불교를 직접 관할하고 통제하
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1911년 6월 ｢寺刹令｣이 제정 반포되었고 이후 30본산
체제가 가동되었다. 조선불교의 명칭은 총독부에 의해 ‘朝鮮佛敎 禪敎兩宗’으
로 정해졌고 원종과 임제종은 모두 폐지되었다.84) 원종과 임제종을 대신하여
84)

조선시대의 공식 명칭이었던 선교양종이 제3의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다.
통합종단의 종명은 조선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져야
81) 韓龍雲, 1938, ｢佛敎靑年運動을 復活하라｣佛敎新10
82)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39면, 이후 1912년 雙溪寺에서 2회 총회가 열렸고 종무
원이 梵魚寺로 바뀌었다.
83) ｢大屯寺隸屬眞宗｣每日新報1911년 2월 28일(金光植, 1996, 韓國近代佛敎史硏究,
民族社, 75면에서 재인용)
84) 선교양종의 제정과 사찰령 반포는 교육원불학연구소 편, 2001, 曹溪宗史 : 근현
대편, 조계종교육원, 57-63면 ; 김영태, 앞의 논문 참조. 선교양종 종명은 총독
부 관리 渡邊彰의 제안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한다.

․

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제창

181

했다. 하지만 圓宗은 그 연원이 불명확하였다. 원종 창설을 주도한 이회광은
禪敎兼修를 주장한 북송대 法眼宗 승려 永明 延壽의 宗鏡錄에 근거하여 선
과 교를 겸수하는 원종의 종문을 표방하였다고 설명한다. 반면 李能和는 원종
의 유래를 義天의 圓宗文類로 소급하여 찾는 이도 있지만 이는 화엄을 의미
하는 것일 뿐 원종의 명칭에는 아무런 역사적 연유가 없으며 단지 圓融無碍
의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다.85) 이에 대해 高橋亨는 두 의견 중 무엇이
85)

옳은지 알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는데 이처럼 당시에도 원종 명칭의 유
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종의 역사적 연원을,
조선불교의 종조로 추숭되는 태고 보우의 圓融府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러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유래가 불명확한데다 일본 불교와의 연합
논의로 인해 권위가 크게 손상된 원종에 비해 임제종은 분명한 역사적 연원
과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었고 조선불교의 주체성이 내포된 명칭이었다. 태고
법통설 정립 이후 조선후기 불교계는 스스로 임제종을 표방하여 왔기에 조선
불교의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려는 종단 건립운동에서 임제종을 내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 비록 時勢로 인해 일본불교에 조선불교가 부속되
는 것 자체를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였지만 원종에 대항한 임제종 운
동은 당시에도 그 정통성과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었다.86) 한편 禪敎兩宗의 명
86)

칭은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을 지양하고 총독부가 불교계를 직접 통제하기 위
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그 연원은 조선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世宗
때 선종과 교종으로 종파가 통폐합 된 이후 선교양종은 經國大典에 명문화
되었고 中宗 이후 양종이 공식 폐지되었지만 선과 교 두 갈래의 전통은 후기
까지 지속되었다. 이처럼 선교양종은 조선전기 불교의 공식 명칭이었고 조선
후기 선과 교학의 전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조선시대 선교양
종의 성립은 불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라는 점에서 사찰령 시행의 본
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1910년대 초반 교단 건립과 종명을 둘러싼 갈등에 보정이 직접적으로 참여

85)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37면 ; 高橋亨, 앞의 책, 920-921면.
86) 東亞日報1920년 7월 1일, 조선불교를 일본 臨濟宗에 부속시키려는 이회광의 시
도에 대한 박한영의 대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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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회광, 박한영, 한용운 등 원종과 임제종의 주도 세력과
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교단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 총
섭을 그만 둔 다음 해인 1905년 3월 이회광이 轉經佛事로 송광사에 왔을 때
보정 또한 그 법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회광의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조동종에 원종을 귀속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대역, 시역 사건에 비유하면서 ‘易宗’ 행위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87) 이에
87)

비해 임제종 측과는 호의적인 관계였다. 임제종을 주도한 박한영은 1910년 무
렵 山中人이 道를 지키기 어려워 한용운과 함께 ‘新敎’에 주력할 때 공적인 일
로 송광사에 가서 보정을 만났다고 술회하였고 그와 30년간 쌓은 교분을 회상
88)88)

하고 있다.

여기서 신교의 일이란 송광사에서 열린 임제종 임시 총회를 지

칭하는 것 같다. 보정은 자주성을 잃은 원종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만큼 송
광사에서 열린 임제종 건립운동에는 지지를 표명하였을 것이다. 1910년대 후
반부터 보정은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한 조계종 인식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종
단의 건립, 종명 논의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임제종 운동이 현
실적으로 좌절되고 총독부에 의해 선교양종의 종명이 규정된 상황에서 조계
종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보정의 조계종 이해는 부휴계를 정통으로
보는 계파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조계종 명칭 자체는 조선불교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적 연원을 갖는 것이었다. 더욱이 보
정이 조계고승전을 편술할 무렵 조선불교를 다시 일본 임제종에 통합시키려
는 이회광의 기도가 발각되었다는 점에서89) 임제종을 대체하는 종명으로 조
89)

계종을 제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또 ｢조계고승전서｣에서 선과 교의
90)90)

양종을 통합한 조계종을 강조한 것도

당시 선교양종이 종단 명칭으로 사용

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식이었다.
보정은 1904년 총섭을 그만둔 후 중앙 불교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87) 다송문고권1, ｢聞宗務院付屬曹洞宗自題反對說｣(한불전12, 702면)
88) 다송문고부록2, ｢錦溟講伯六十一壽詩序｣(1921)(한불전12, 773-774면). 이는 보
정의 제자로서 東京에 유학 간 주완섭의 청으로 박한영이 쓴 서문이다. 이때 보
정의 환갑을 기념해 시를 쓴 이에는 박한영, 이설월, 송만암 등 승려와 송태회,
鄭萬朝 등 개신 유학자가 망라되었다.
89) 강석주․박경훈, 앞의 책, 72-76면.
90) 다송문고권2, ｢慈靜國師毁塔緣起｣(1922)(한불전12, 753-754면)

․

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曹溪宗 제창

183

대외적 활동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가 제기한 조계종명의 파급효과
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정 사후 10주년이 되는
1940년 11월에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조선불교의 종명 개정이 논의되었고 기존
의 선교양종에서 조계종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다음해 4월에는 ｢사찰령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총본사를 太古寺로 하는 曹溪宗이 태동되기에 이르
렀고 太古 普愚를 종조로 하는 寺法이 인가되었다. 이 사법개정과 조계종의
성립은 3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總本山 건립운동의 결과였는데 총본산의 건립
에는 총독부의 의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91) 하지만 그 저의와는 별도
91)

로 태고 보우를 종조로 하고 총본사의 명칭을 태고사라고 한 것은 조선불교
의 전통적 인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종조를 보우로 하면서도 종
명을 임제종이 아닌 조계종으로 채택한 것은 내용상 모순이었고 의외의 결과
였다. 다만 주체적인 임제종 운동을 총독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전력을 떠올
리면 임제종이 종명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조계종이 채택된 것은 이전의 문제 제기나 공론화의 과정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점에서 당시 불교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던 종명 및
종조 논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41년 조계종의 초대 宗正이 된 漢巖
重遠(方漢巖; 1876~1951)은 1930년 조선불교의 初祖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
다. ｢海東初祖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글은 중국 禪의 주류인 馬祖 道一 문
하의 西堂 智藏에게서 법을 전수한 신라의 道義를 해동 조계종의 초조로 세
우고 보조 지눌의 修禪社 계통이 선종 9산의 조계종을 계승하였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또 태고 보우를 해동 초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근래에 제기되고
있지만 보우는 중흥조일 뿐 초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실제 고려말과 조
선초 선종의 연원은 보우의 법맥이 아닌 조계종 계통이 중심이었다고 이해한
다. 그는 보우의 법맥으로 여겨지고 있던 龜谷 覺雲에 대해 각운이 조계종 13
92)92)

대 국사 覺儼의 손제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도의-지눌 종조설은 해동

91) 太古寺는 앞서 1938년 10월에 건립되었다. 총본사의 설립 배경으로는 일본사찰
博文寺의 합병안에 대해 梵魚寺, 通度寺 등에서 주체적으로 총본산 건립을 기획
하였다는 설(정광호, 앞의 책, 206-207면), 불교계의 心田 개발운동을 효율적으
로 통제하기 위해 총독부가 새로운 대표기관을 기획하였다는 설(김광식, 앞의
책, 414-425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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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신라말의 선종 9산에서 시작되어 지눌에 의해 계승, 중흥되었다는
인식으로서 전통적인 태고법통설을 배제한 일종의 ｢보조종조론｣이었다. 방한
암은 출가 직후 지눌의 修心訣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불교사 인
식에서도 이처럼 조계종과 지눌을 중시하였다. 비록 전통적인 권위로 인해 ｢태
고종조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조선불교의 종명으로 조계종이 부상하
게 된 데에는 초대 종정인 그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활발하였던 종조 논의에서 金映遂, 金泰洽, 權相老 등 대표적인 불교
학자들은 대체로 태고법통설의 입장에 서 있었다. 李能和도 앞서 朝鮮佛敎通
史에서 지눌이 세운 조계종이 고려말 조선초의 선종을 대표하는 명칭이었다
93)

고 하면서도 법맥상으로는 보우 등이 전수한 임제종 계통을 중시하고 있다.
93)

보정 또한 보우에서 휴정과 선수로 이어지는 법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능화 등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눌과 부휴 선수를 종조로
내세우고 임제종이 아닌 조계종에 조선불교의 대표성을 부여한 것은 이전과
는 다른 독자적인 전통 인식이었다. 비록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한 편중된 역
사인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의 불교사 이해는 조계종명과 보조종조론을
선구적으로 제창한 것이었다. 방한암의 경우처럼 조계종 조사 보조 지눌의 위
상을 높이 평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조계종이 조선불교의 종단명이 된 배경에
는 이처럼 앞서 제기된 조계종 인식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총본산 건립
당시 종명 제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확인되지 않지만 송광사 주지였던 임
석진이 총본산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와 함께 보정의 수
업제자로 기재된 송만암이 건설위원회의 고문을 역임하고 1941년 조계종의 종
94)94)

무고문이 된 사실 등은

주목해 볼만 하다. 종명을 제정할 때 방한암은 물론

송광사나 보정과 관련이 있는 이들 승려의 입장도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종명으로 표방된 후 종조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한참 후이지만
1954년의 교단개혁안에서 佛化 李在烈(李載丙)이나 法雲 宗益(李宗益)은 종명
을 조계종으로 하고 종조도 태고 보우가 아닌 보조 지눌로 삼아야 한다는 주
92) 方寒巖, 1930, ｢海東初祖에 對하야｣佛敎70, 佛敎社
93) 이능화, 앞의 책, 하편 500-501면을 비롯하여 중편의 ｢源流｣에서도 임제의 적파
임이 강조되고 있다.
94) 김광식, 앞의 책,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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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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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눌을 종조로 하는 조계종 정통주의자였다. 이재열의 朝

鮮佛敎史之硏究는 태고법통설의 오류를 논증하고 보조법통설의 정당성을 주
장한 책으로 지눌과 조계종을 정통으로 보면서 송광사를 조선불교의 총본사
로 내세웠다. 이 책은 조계종 태고사가 건립된 직후인 1942년에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출판허가가 취소되었는데,96)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태고보우 종
96)

조설과 총본사 태고사를 부정한 것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이종익 또한 曹溪宗史, 普照國師의 硏究 등의 저술
에서 지눌과 조계종을 한국불교의 주류 전통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부휴계 정통론에 입각한 보정에 비해 한층 폭넓게 조선후기 불교사를 이해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이래 정설로 고착된 태
고법통설의 권위는 확고하였고 조계종이 내세워졌음에도 불교계에서 보조종
조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방 직후 1945년 10월에 열린 전국승려대
회에서 일제하의 조계종을 폐지하고 종명을 일시 ‘朝鮮佛敎’라고 하였다. 이때
｢敎憲｣에는 지눌의 定慧兼修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법맥은 태보 보우 이하
청허 휴정, 부휴 선수를 잇는다고 명기하였다.97) 1954년 이후 비구승과 대처승
97)

의 대립에서 비구측이 태고 보우 대신 보조 지눌을 종조로 삼자고 일시 주장
하자 보정의 수업문생이었던 새 조계종의 종정 송만암은 이를 ‘換父易祖’라고
격렬히 비판하였다.98) 현재의 조계종도 태고종조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조계종
98)

전통과 임제종 법통의 결합은 사실 모순된 것이었다. 또한 조계종의 성립은
임제종 운동의 좌절, 선교양종의 본산제, 총본산 운동, 대처승 문제 등 식민지
기의 역사적 상황 하에서 굴절과 왜곡을 겪으며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럼에도
조계종과 태고종조론 모두 역사와 전통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의
결합은 선교겸수의 내용과 법통상의 명분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
95)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002,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
량, 50-51면.
96) 李載丙, 1946, 朝鮮佛敎史之硏究(第一), 東溪文化硏揚社, 1946년의 서문에는 원
래 曹溪宗源流及傳燈史之根本的硏究, 曹溪宗傳燈譜竝開宗敎旨 두 책이었는
데 1942년에 출판허가가 취소당하자 해방 후 두 책을 합쳐서 개편하였고 3회 중
앙교무회의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출간한다고 밝히고 있다.
97) ｢朝鮮佛敎敎憲｣, 1-2면(김영태, 앞 논문, 207-208면에서 재인용).
98) 강석주․박경훈, 앞의 책, 211-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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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결국 여러 전통들이 얽혀진 갈래 속에서 하나의 조합이 새 전
통으로 싹트게 되었는데 보정은 그 실타래를 푸는 과정에 일찍부터 참여하였
던 것이다.

4. 맺음말
錦溟 寶鼎은 전통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살았던 松廣寺 浮休系 승려이다.
보정은 大韓帝國 시기에 송광사 총섭을 역임하면서 정부시책과 황실의 후원
에 관여하였고 식민지기로 접어든 이후에는 교육과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는
전통적 방식으로 불교사를 이해하고 서술한 마지막 세대로서 조선의 불교 전
통을 계승하고 집성하는데 반생을 바친 전통주의자였다. 그의 불교사 인식은
송광사 普照 知訥의 유풍과 부휴계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계파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당시 통합 종단의 설립을 둘러싸고 圓宗과 臨濟宗, 禪敎兩宗이 부침
하는 상황에서 보정은 부휴계를 선양하고 지눌과 부휴계의 전통을 연결시킨
曹溪宗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는 조계종명의 선구적 제창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宗名과 宗祖 논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는데 1940년
대 이후 太古 普愚를 종조로 하는 조계종이 공식 종명으로 채택되었다. 지눌
이 아닌 보우와 조계종의 결합은 모순이기는 하지만 전통의 각기 다른 흐름
이 절충, 조합되어야 했던 현실 내지 역사상의 굴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
다. 보정은 불교사와 전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하였고
그의 의도와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전통 창출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
였다.
(필자: 서울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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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ummyeong(錦溟) Bojeong(寶鼎)'s Theory of
Tradition and his Advocacy of the Jogye Order

Kim, Yong-tae *
99)

Geummyeong/錦溟 Bojeong/寶鼎(1861~1930) was a Buddhist priest from
the Buhyu line(浮休系) of the Songgwang-sa/松廣寺 temple. He had
authored many books in his efforts to review and inherit the Buddhist
traditions of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e perceived the
history of Buddhism and wrote about it in a very traditional way, and the
characteristic of his own perception of the Buddhist history was to
emphasize the legacy(遺風) of Bojo/普照 Jinul/知訥 of the Songgwang-sa
temple, and the legitimacy of the Buhyu line as well. This kind of
emphasis was based upon a rather prejudiced historical view, which did not
recognize one of the two main lines(系派) of the Buddhist society of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Cheongheo line(淸虛系). But
his advocation of the Jogyae-jong/曹溪宗 sect and the fact that he
managed to connect the legacy of Jinul to the traditions of the Buhyu line
did harbor a considerable meaning, as he essentially pioneered and contributed
to the advocation of the Jogyae-jong legac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re had been a controversy regarding the issue of
founding a religious order(宗團), which involved deciding the Order's name
(宗名) and identifying the Founder figure(宗祖) that would represent the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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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society of Korea. In the 1940s, 'Jogyae-jong' was chosen as the
official Order name of the Joseon Buddhism, and is still being used today.
In that regard, Bojeong's view of the Buddhist history does feature both
aspects of inheriting the traditions, and creating a legacy.
Key Words : Geummyeong/錦溟 Bojeong/寶鼎, Buhyu line(浮休系), Bojo
/普照 Jinul/知訥, Jogyae-jong/曹溪宗 s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