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본래적 삶의 회복과 지눌 사상의 의의

―돈오점수 사상의 실천성을 중심으로―

예성주

(서울대 철학과)

1. 들어가며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렇듯이, 불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도 

인간 존재가 지닌 본래적 모습1)을 되찾는 것이다. 석가모니 시대부

터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온 불교라고 해도 

그 근본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종파 사이에서 나타난 

인간에 대한 수많은 해석과 이에 상응하는 구도 방법의 설정들은 때

로는 인간 존재의 구원이라는 목표보다는 그 교리 자체에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론(敎)에 집착하는 교종, 그

리고 수행(禪)에 집착하는 선종은 각자가 그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개인과 중생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교리에만 집착하는 교조

주의적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동조하지 않고 불교가 지닌 인간 구원의 정신을 누구

보다도 철저히 깨달으며 실천적인 수행 사상을 정립시킨 사상가가 

고려 후기의 선(禪)승이었던 보조(普照)국사 지눌(知訥)(1158∼1210)
이었다. 그는 인간 구원의 실제를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실천성이라

1) ‘본래적’ 이라는 말 속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노장 사

상의 관점에서는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인간 자유의 경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신과의 합일, 전통 유학 사상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인격의 완

성 등으로 그 뜻을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사

상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본래성’, 즉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면서도

그것을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경지’ 정도로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가장 필

요한 것이 인간 존재의 ‘자유로움’ 이라는 점을 견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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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지눌은 선승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득도에 도움이 될 만하면 경전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구도에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선과 교를 아우르는 돈오점수(頓
悟漸修) ․ 정혜쌍수(定慧雙修) 등의 이론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인간 구도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의 사상이, 인간 존재의 본

래적 삶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제로 큰 실천성을 지

닌다는 사실을 그의 수행이론인 돈오점수(頓悟漸修)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 인

간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2) 

2. 불교에서 본 인간 존재의 특징3)

불교에서 인간이란 오온(五蘊 : 色, 受, 想, 行, 識)이라는 존재로 

설명된다. 여기서 온(蘊)이란 쌓인 것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가 모이고 쌓여서 형성된 존재이고, 불교적 세계관인 연기(緣起)설에 

의하면 그 쌓이는 것들은 인간 외부의 모든 요소들이다. 실로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갖 외부적 대상들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면서 출생하고, 성장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눈에 보이

는 여러 물리적 대상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

신적 요소들 모두 인간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결국 인간은 세계 내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와 너를 구분

하는 분별심(分別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외부적 요소들을 자신과는 구분되는 대상으

2) 지눌과 인간의 본래적 삶의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강건기, 인간학으로서의 보조사상 ,보조사상, Vol.31, 2009년 이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강 교수의 연구가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의 이론적 측면

을 위주로 서술되었으며, 따라서 이 글이 지눌 사상의 실천성을 구체적으

로 보여줌으로서 강 교수의 연구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불교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한자경, 불교철학의 전개 : 인도에서 한국까지, 

예문서원, 2003년 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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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하고, 이들에 의해 자신이 휘둘리고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고통이 시작된다. 한 개인은 그의 식욕과 성욕 등 기본적

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

며,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도 결코 분

리될 수 없다. 물론 자신과 외부 실체는 분명히 다르긴 다르지만 본

질적으로는 모두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면 속박도 없고 이로 

인한 고통도 없게 되지만, 어리석은 범부(凡夫)의 분별심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어리석음(無明)을 범하게 된다. 점점 객체와의 관계

를 설정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더욱 집착하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존재는 객체의 존재를 자신

에 대한 구속으로서 인식한다.
또한 인간은 여러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형성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의식 저변의 무의식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이다.4) 과거부터 자신이 경험한 일들은 자신의 의식이 알아차리

기도 전에 그 무의식을 형성하며,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주

게 된다. 각종 원인을 모르는 스트레스, 강박관념, 우울, 불안 모두 

이러한 무의식의 활동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자

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완전히 속박된 존재이게 된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인간 존재는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그리

고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로부터의 속박에서 온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불행한 비 본래적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본

래적 삶을 찾기 위해 불교를 비롯하여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많은 철

4)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불교 사상이 대표적으로 유식

(唯識)사상이다. 유식에서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는 활동이

제 6식이라 하고, 그 저변의 자의식인 제 7식 그리고 전생을 포함한 과거

로부터의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제 8식을 설명한다. 이 제 8식인 아라야

식이 전변(轉變)활동을 함으로서 온갖 번뇌가 생기고 인간은 고통에 빠지

게 된다. 유식 철학의 무의식에 대한 이론은 현대 정신분석학에까지 영향

을 주고 있다. 현대 정신분석학은 무의식과 이로 인한 억압에 대해 분석한

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로 프로이트(S. Freud)와 융(C. G. 
Jung) 등이 있다.



철학논구 제40집218
학적․종교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 담론 중에

서도 지눌의 사상, 특히 돈오점수 이론이 지니는 실천적 가치의 위상

은 주목할 만하다.

3. 돈오점수 사상의 실천성

3.1. 돈오사상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은 돈오(頓悟)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

다. 지눌이 설명하는 돈오는 역대 선 사상에서, 특히 6조 혜능(慧能)
부터 특히 중시되어 오던 돈오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수심결(修心訣)에서는 돈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돈오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

라 하여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가 참 부

처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

다가, 홀연히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

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돈오라고 한다.5) 

돈오에서 돈(頓)이란 “홀연히” 깨치는 것이며 그 깨우침(悟)의 내

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토록 애타게 찾던 부처가 바로 내 마음인 중

생심이라는 것이며, 고통의 근원이었던 번뇌 무명이 실은 그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눌이 강조했던 깨달음의 내용인 중생심의 정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눌의 선 이론에서 마음이란 진

5) 보조전서, 34쪽. 강건기, 목우자 지눌 연구, 부처님 세상, 2001년, 171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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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眞心) 또는 공적영지(空寂靈知)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둘 다 같

은 개념이지만 ‘공적영지’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함

축하므로 이를 통해 마음을 설명하자면, 인간의 마음이란 고요하고 

적적하여 일체의 대상적 분별이 없고 아무런 번뇌가 생기지 않으나

(空寂) 그와 동시에 그 마음 자체는 또렷이 깨어있어 모든 앎의 근본

인 신령스러운 앎(靈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6) 인간의 마음은 부

처이므로 번뇌가 실은 번뇌가 아니며 모든 대상이 구분된 대상이 아

니고 무차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식 자체가 없는 것

은 아니며 부처의 마음과 같이 진리에 대한 밝은 앎을 지니고 있다. 
지눌의 공적영지라는 마음이론은 단순히 이론이 아닌 나름대로의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외부의 대상이나 또 

다른 자기 자신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되어 있다고 여기어 이를 제거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러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 존재로서

는 외부적 조건이나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

가기란 불가능하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

은 이러한 억압이라는 것이 실은 자신의 망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억압은 억압이 아니게 되며 자신

의 고통도 더불어 사라진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실적으로 그 억압

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의 실상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

이 모든 분별을 초월(空寂)하면서도 그 다름을 밝게 아는(靈知) 부처

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오가 왜 수행 단계인 점수(漸修)에 선행해야 하

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점차

적으로 수행에 정진한 후 깨닫는 것이 더욱 빠르고 간단한 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눌에 의하면 돈오가 점수에 선행하는 

것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이다. 
지눌은 마음에 대해 먼저 깨닫지 않고 수행하는 치선(痴禪)에 대해 

“헛되이 수고하며 앉아 졸기도 하고, 혹은 관행함에 있어서 정신을 

6) 앞의 책, 36-37쪽. 강건기, 같은 책, 16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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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착란상태에 있기도 한다.”7)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행의 목표인 

공적영지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것은 목표가 없는 상

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척 정도를 알 수 없으며 성

취감도 느끼기 힘들다. 그러므로 “정신을 잃고 착란상태에 있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 깨달은 후에 닦는 수행은 지눌이 “심성

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空)함을 먼저 돈오했기 때문에 점

문열기(漸門劣機)의 오염수(汚染修)에 떨어지지 않는다.”8) 라고 하듯

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

기 위해서는 우선 깨달음의 경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가장 빠르면

서도 쉬운 길이다.

3.2. 점수사상

지눌의 수행 이론에서 가장 그 구체성과 실천성이 돋보이는 것은 

점수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6조 혜능의 유명한 게송에서 알 수 있듯

이 선가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은 깨달으면 수행도 덩달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였다. 그러나 인간 존재란 본질적으

로 그 인식과 실천 사이에서 모종의 괴리감을 지니기 마련이다.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외부적 요

건이 그 도덕적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돈오하여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인식하고 깨닫더라도 행동

은 이전의 습관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지눌도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쌓여 온 습

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범부들은 시작도 모르는 광대한 겁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앞의 책, 103쪽. 강건기, 같은 책, 98쪽에서 재

인용

8) 보조법어, 54∼56쪽. 길희성, 知訥의 禪사상,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
년, 18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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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五道 : 人, 天, 畜生, 餓鬼, 地獄)에 윤회하면서, 태어나서 오

든 죽어서 가든 ‘나’라는 상(相)에 굳게 집착해서 망상전도(妄想顚
倒)와 무명종습(無明種習)으로 오랫동안 본성을 삼아 왔다. 비록 

금생에 이르러 갑자기 자기의 본성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차이

가 없음을 깨달아도, 오랜 습관은 갑자기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역

경과 순경을 만나면 성냄과 기쁨, 옳고 그름이 타오르는 불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여 객진번뇌(客塵煩惱)가 이전과 다

름이 없다.9) 

지난 생으로부터 쌓여 온 습관은 돈오와는 달리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시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무시

하는 일부 선사들의 행태를 “더러운 습기의 기멸(起滅)을 알지 못하

여 흔히 법(法)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니, 한다는 말이 자기 분수를 

넘는다.”10)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렇지만 지눌은 돈수(頓修)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점수의 실천인 

정혜에서 깨달음과 수행의 간격이 없는 무심수(無心修)인 자성정혜

(自性定慧)의 방편도 설정해 놓고 있다. 다만 그것은 “번뇌가 엷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서 선(善)을 해도 선(善)에서 자유롭고 악

(惡)을 해도 악(惡)에서 자유로워 여덟 가지 바람(利衰毁譽稱譏苦樂)
에 동하지 않고 세 가지 감정(쾌락, 고통, 중성)이 고요한 사람”11) 
정도나 가능한 이상적인 수행이며, 일반 중생들이 실천하기에는 불가

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적인 차원에

서 실천이 가능한 점수(漸修)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눌은 점수의 실행으로서 정혜(定慧)를 들고 있다. 정과 혜란 

계․정․혜 삼학(三學)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은 마음을 고요한 상

태로 가다듬고 혜는 정을 통해 고요해진 마음 상태에서 법(法)이 공

(空)함을 깨닫는 것이다.12) 그런데 그에 의하면 정혜는 두 가지 형태

인 자성정혜(自性定慧)와 수상정혜(隨相定慧)로 나눌 수 있다. 앞서 

9) 앞의 책, 48쪽, 길희성, 같은 책, 173-4쪽에서 재인용

10)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710-711쪽, 길희성, 같은 책, 176쪽에서 재인용

11) 보조법어, 54쪽, 길희성, 같은 책, 188쪽에서 재인용

12) 보조법어, 11∼12쪽, 길희성, 같은 책, 184-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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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설명했듯이 자성정혜는 깨달음과 수행의 간격이 없는 

수행이다. ‘自性’이란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수행은 자신의 본

래적 모습인 부처의 마음에 따른 수행이다. 따라서 정이라고 해도 가

다듬을 대상을 분별하지 않으며 혜라고 하더라도 원래가 공(空)하므

로 달리 깨달을 것이 없다. 이는 닦지 않는 닦음이며 깨달음과 수행

이 분리되지 않은 무심수(無心修)로서, 지눌은 혜능의 말을 인용하여 

이 자성정혜가 최상승선(最上乘禪)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13) 
그러나 최상승선은 최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

도 그 실천은 범부(凡夫)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지눌은 번뇌의 대상과 깨달음의 대상을 상정하는 점문(漸門)으
로서의 수상정혜(隨相定慧)가 최상승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편으로 

삼아 닦기를 권한다. 

비록 먼저 돈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너무 짙고 두터우

며, 습관적 힘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대상을 대할 대마다 생각이 

정(情)을 내고 사물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상대를 하여 혼침(昏沈)
과 산란(散亂)에 부림을 당하여 항상 그러하게 있는 적(寂)과 지

(知)에 어두운 자는 수상문의 정혜(定慧)를 빌려서 다스림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조절하여 무위(無爲)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14) 

그러나 일반 중생이 열등한 수상정혜를 닦는다고 해서 그가 영원

히 열등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눌은 말한다. 단지 그것

은 방편일 뿐, 종래에는 그것이 자성정혜의 단계와 같게 된다. 

깨달은 사람의 경지는 비록 다스림의 방편을 사용한다 해도 생

각마다 의심이 없어 오염에 떨어지지 않는다. 날이 가고 달이 가

면 자연히 천진(天眞)한 묘성(妙性)에 합하여 자유로이 적(寂)하고 

지(知)하여 생각에 일체의 대상을 접하되 마음에 모든 번뇌를 영

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정(定)과 혜(慧)를 같이 지

13) 같은 쪽. 
14) 보조법어, 54-56쪽, 길희성, 같은 책, 18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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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니, 앞에서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아무 다름이 없다. 비록 수상문(隨相門)의 정혜가 점문의 소행이

라 할지라도,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쇠에 점을 찍어 금을 만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이를 현실적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수상정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구속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를 없애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오를 통해 억압과 구속이 실제로 억

압과 구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자신에게는 그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며 자기 자신을 옭아매고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방편적으로나마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신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대상들이 

실제로는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기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게 된다. 아무리 무의식의 전변(轉變)을 막아보려 해도, 그것은 인간

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때 그는 그것이 전변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박하는 대상임을 깨닫게 되며 실은 전변에 의한 속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공(空)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

이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 수행인 자성정혜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진정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마음이 공적영지(空寂靈知)한 존

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이제 그는 어떠

한 속박이나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본래 제법 자체 혹은 부처

이며 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세계 내에서의 본래성이자 인간성의 회복이며, 
행복의 실현단계이다.

15)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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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지금까지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이 지니는 실천적 가치를 고찰하면

서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흔히 지눌의 사상이 지니는 의의 중 하나로 선과 

교의 통합을 꼽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그의 이론이 지닌 철저한 실

천 지향적 성격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도(求道)를 위해서라면 

경전이든 선 수행이든 마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수반했다. 이는 그전에 비슷한 시도를 했던 의천(義天)에게서

는 찾아보기 힘든 태도였다. 혼란의 무신집권기 시대에 삶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지눌의 수선사(修禪社)결사에 왕실을 비롯하여 불

교계 내외에서 큰 호응을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눌의 사상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남긴다. 

비인간적이고 물질에 종속되는 삶, 늘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는 불안

한 삶 등 현대인의 삶이 지니는 문제와 이로부터 비롯된 현대 사회

의 위기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한 경우16)는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과 같이 

학문적으로 이를 탐구한 경우도 있으며 기독교, 불교, 도교 등 종교

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대 사회는 여전히 인간상실의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전쟁의 

위기 등 수많은 문제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눌의 관점에

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학문은 너무 학문 그 자체로 중요시되어 

그것이 지니는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크게 도움을 주

지 못한다. 지해(知解)의 병이다. 마찬가지로 종교계를 본다면 그 실

천적 활동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16) 현대인의 본래적 삶의 회복을 위한 철학적 연구에서 하이데거(M. Heidegger)의 
철학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의 사상을 불교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이데거의 ‘세인(das Man)’과 ‘현존재(Dasein)’ 개념을

불교적 의미에서 본다면 ‘불각(不覺)’과 ‘본각(本覺)’ 의 개념과 각각 유사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눌과 하이데거 사상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김형

효, 원효에서 다산까지, 청계, 2000년, 188-1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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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러므로 

그것은 일시적인 기도나 명상 혹은 자선행위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실존의 구원이 절실한 현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앎

(돈오)과 실천(점수)이라는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일 뿐이며, 그

런 점에서 지눌의 돈오점수 이론이 지닌 실천성은 현대인의 본래적 

삶의 회복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