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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종경록집성의 시대적 배경과 

그 사상적 가치

현 견 (김동숙)

【주제분류】불교철학, 선(禪)불교

【주요어】종경록(宗鏡錄), 영명 연수(永明延壽), 일심위종(一心為宗), 선교

일치(禪教一致), 일심(一心)
【요약문】종경록(宗鏡錄)에서 영명 연수(永明延壽, 904∼975)선사는 “舉
一心為宗, 照萬法如鏡”의 구호로써 전체불교를 관통하는 “禪教一致”를 제시

해서 불교 전체를 통합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그 통합적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

었으며, 통합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으며, 통합의 결과는 불교역사에 어떤 흔적

을 남겼는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 
연수선사가 불교전체를 통합하고자 한 목적과 의도는 선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연수선사가 생존했던 시대는 비록 선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선종내부의 폐단 및 제종파간 갈등 반목 모순 등이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교 내부에서는 서로 배척하기도 융합하기도 하면서 분

열과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방법은 불교를 

통합하는 것이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연수선사는 “禪教一致”를 제시하였다. 
사실 “禪教一致”사상은 연수선사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수선사를 기

점으로 중국불교는 송대 이후 禪教一致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그가 

제시한 禪淨一致 三教合一은 송대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시도였기 때문

에 후대의 불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사에서 

연수선사의 종경록 위상과 가치는 확고하다고 하겠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종경록의 핵심사상인 一心을 다루면서 선행연구자들의 

자료 및 본인의 간단한 고찰을 통해서 종경록 의 以心為宗의 성격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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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一心의 사상적 가치를 탐구하고 연수선사의 선교일치의 사상적 의의와 중

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一心의 특징은 體用 性相 真妄 染淨 因果 理事등을 

총섭한 화합체로 真心을 體로 하면서 일체 법을 통섭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연수가 종경록에서 一心을 가지고 불교전체 宗旨를 삼았던 이유는 

一心은 일체법의 종지가 되며 삼세제불 지옥아귀 축생이 모두 일심에서 유출

되어졌고 동일하게 一心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Ⅰ. 서론 

宗鏡錄은 선교를 융합한 거작이며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대소승 교리

체계 및 제종파의 教義와 선종사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이다. 저자 

영명 연수(永明延壽, 907∼975)는 당시 제종파의 유명한 고승대덕을 참방

하고 문답질의하고 논의해서 기타 제종파의 교리체계를 선교일치로 회통

한 새로운 시각으로 종경록을 편집 집대성하였다. 연수선사는 많은 저작

을 남겼으나 절반이상이 유실되었다고 한다. 이중 연수의 다른 저작, 萬善

同歸集, 唯心訣 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으나 宗鏡錄은 그것이 지니

는 불교사와 사상사적 중요한 위치에 비해 그 사상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

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그 이유로는 우선 양적으로 이 책은 백권에 이

르는 방대한 책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각종 선의 종파와 교학 이론 등 당

시 중국의 각종종파의 이론들이 섭렵되어 있고, 나아가 유교 도교 등의 서

적도 두루 인용하고 있기에 이 책의 사상적 중심점 내지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종경록은 사료적 가치뿐 

아니라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래 송대 초까지 불교내용을 총정리 한 불교

백과사전으로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방대한 체계 

전체를 우선 총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 골격과 윤곽을 소개하는데 그 역

할을 다하고자 한다. 
당나라 중엽부터 200년 동안 중국 불교의 주류가 되었던 선종은 당말 오

대에 이르러서 선종의 근본적 意義는 점점 변질되었고, 불교의 기본사상과 

부합하지 않는 많은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禪機라는 명분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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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선종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를 양

산해 내면서 점점 쇄락해져 갔다. 또한 불교내의 여러 제종파들은 서로간의 

관점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분쟁

을 이어갔다. 때문에 선종을 비롯한 제종파간의 사상적 통일은 시대가 요구

하는 필수조건이 되어갔다. 이에 연수선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불교의 사

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경록을 지어서 시대의 소명을 이루고자 했다

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1. 永明延壽의 행장 및 사적

연수선사(904∼975)는 오나라 사람으로 당나라 昭宗대에 태어나서 (天
複四年), 北宋, 開寶八年에 입적하였다. 이 시기를 중국 역사는 唐末, 五代

十國,1) 혹은 五代北宋初라고 한다. 당시 사회적 동태를 살펴보면 唐末에서 

五代사이는 전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50년의 기간이었다. 이같은 사회적 

불안 속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중엽에서 오대에 이르는 기간은 선종이 그야

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연수선사는 현재 중국의 절강성 항주사람으로 일찍이 지방관이라는 아

주 작은 벼슬을 지냈다. 30세가 되던 해에 집을 떠나 출가를 하였다. 그는 

절강성 봉화에 있는 설두산의 資聖寺、杭州 靈隱寺、永明寺(今杭州 淨慈

寺) 주지를 지냈으며, 특히 영명사에서는 많은 승속의 제자를 배출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영명연수라 불렀으며 圓寂 후에는 시호를 智覺禪師라

고 하였다. 그는 法眼宗 제3대의 법맥을 이었는데, 법안종은 五家七宗 중에

서 가장 늦게 형성되었으나, 연수선사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융성하거나 길

게 법맥을 이어 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수선사는 일생 동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전부 61본 197권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1) 五代十國(907∼960)이란 약 반세기 정도 唐末 이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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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宋高僧傳 등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指月錄에서는, “연수선사는 선사로서 선교일치를 주장하면서 참선 이외

도 매일 일과를 정해 놓고 그 일과에 따라서 생활을 하였다. 방생、기도、
참회、정토발원 등 108가지 불사를 하루에 한 가지씩 행하셨던 특이한 이

력을 가진 선사이다”2)고 하였다. 
한편 그는 법안종과 천태종 법맥을 계승한 것 이외에, 정토종 법맥도 계

승하여 정토종 제6조로 추앙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가 원했는지

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가 입적한 후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

이다. 그는 선사이면서도 교학에도 정통했으며 특히 천태와 화엄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  
종경록이 비록 불교사에서 있어서는 선교회통 및 제종파 사상을 집대

성한 중요한 책이지만 종경록이 처음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연수선사가 종경록을 집대성한 후에 먼저 吳王3)에게 바

쳤는데, 오왕이 소장하고 유통시키지 않았으며 연수선사가 입적한 백년 후 

북송 神宗때4) 비로소 유통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이후 새로운 

수정본이 나왔지만 역시 너무 복잡하고 번다하였다. 그 후 대장경에 수록되

는 영광을 안았지만 명대에 이르러서 지욱(智旭)5) 선사에 의해 다시 한 번 

첨삭을 당하면서 그 뜻이 간략해지고 뜻이 일목요연하기에 이르렀다. 청말

로부터 지금까지는 새로운 절본은 보이지 않는다.6)”고 했다. 송대 曇秀7)가 

2) 指月錄卷24(卍新續藏 83) p.06b. “居永明十五載 度弟子一千五百人 入天台山度戒 

約萬餘人 常與七眾授菩薩戒 夜施鬼神食 朝放諸生類 六時散花 日夕修持百八事 寒暑

無替 開寶八年十二月示疾 二十六日辰 焚香告眾 跏趺而化 閱世七十有二 坐四十二夏 

塔全身於大慈山.”; 이와 유사한 내용이 五燈會元卷10, (卍新續藏 80) p.04a에도 발

견된다. “師居永明十五載 度弟子一千七百人 開寶七年入天台山度戒約萬餘人 常與七

眾授菩薩戒 夜施鬼神食 朝放諸生類 不可稱算 六時散華行道 餘力念法華經 計萬三千

部 著宗鏡錄一百卷 詩偈賦詠凡千萬言, 開寶八年十二月示疾 越二日焚香告眾 跏趺而

寂 塔于大慈山.”
3) 吳越國의 왕(907年-978年)으로 五代시기 十國가운데 한 국가로서 절강성 臨安인 錢

镠이 개국했다. 
4) 北宋제 6대 황제(1078∼1085)
5) 藕益智旭(1599∼1655)은 명대4대 고승 중 한사람이다.
6)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 第四輯, 東方出版中心, 1996, p.36. “종경록 編成後, 

吳越王就收藏起來未予流通, 直到延壽死後近百年, 於宋神宗元豐年間(1078∼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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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人天寶鑑에는 “선사가 이와 같이 입적하였고, 총림 대다수는 종경

록의 이름조차 모르다가, 熙寧(1060∼1077)에 圓照선사가 종경록을 

유출하기 시작하였다. . . . 그래서 납자들이 다투어 종경록을 읽기 시작

하였다. 圓照가 종경록에 대해서 장려하자 많은 선승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8)고 하고 있다.  
종경록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항을 주었는데, 특히 청나라의 제

4대 황제인 옹정황제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는 영예를 누린다. 옹정황제

가 칙서에서 종경록을 추천하고 존중하여 말하기를, “짐이 생각하기에 

달마대사가 서쪽으로부터 온 이후 선종이 불법의 妙心을 설해서 부처님 혜

명을 잇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서 무진한 이익을 준 사람 가운데, 저 선사

(영명연수선사)가 지은 이 책 만한 것을 본적이 없다”9)고 하면서 “짐이 종

경록 중에서 그 근간을 추려서 상하 10권을 발간했다”10)고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영인본으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宗鏡大綱인데 옹정제가 

종경록 100권 중에서 나름대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편집한 책이다.

2. 종경록 집성배경 및 사회적 의의

연수선사가 생존했던 시대는 8세기 당무종의 훼불로 인한 불교계의 세

력 약화와 선종이 정점에 이르면서 남긴 병폐, 제종파간 분쟁 등이 남긴 폐

단이 고스란히 산적한 시대였다. 사회적으로는 당나라가 망하면서 여기저

기 군웅이 활개를 치고 이에 따른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백성은 삶의 터전

을 잃고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하루아침에 군신의 

지위가 뒤바뀌는 등 국가의 기틀이 뿌리채 흔들리는 불안한 나날을 보낸 시

才有木刻本流行 以後還出現新刻的改訂本 就不免蕪雜紊亂 後來還是收入到大藏經裏 

到了明末刻‘方冊藏’, 智旭(蕅益)發現改訂不妥當, 便加以刪訂, 略為清晰, 到清末還一

再有節本出現.”
7) 남송때스님 생몰연대미상.
8)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 第四輯, 東方出版中心, 1996, pp.36.
9) 종경록, 三秦出版社,1994, p.3. “朕謂達摩西來以後 宗門中述佛妙心 續紹佛命 廣濟

含生,利益無盡者 未有若禪師此書者也.”
10) 南怀瑾, 宗镜录略講, 民族知识出版社, 200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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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였다. 이와 같이 각 방면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불

교에도 영항을 미쳤다. 이러한 시대 현상을 목격한 연수는 일심위종(一心

為宗)을 바탕으로 선교일치를 주장해서 몰락해 가는 불교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종경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핵심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내부적으로 一心為宗을 기

본바탕으로 제종파간의 흩어진 전체적 불교사상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통

합정리하고, 승가화합을 도모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

고; 두 번째는 선교회통을 통해 불교를 내외적으로 단결시키고 위치를 공고

히 해서 외부로부터 도전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뜻은 그

가 종경록 서문에서 이 책을 집성한 의도이자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
러한 풍토를 감안해 보면 그가 종경록을 집대성한 것은 시대적 요구로서 

필연적 의무 및 종경록을 집성한 의의라고 하겠다. 
우선 연수선사가 종경록을 집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종 입장에서 

불교를 총체적으로 규합하면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제종파 장로대덕들

을 참방해서 질의 문답하는 방식을 취해서 흩어진 불교사상 및 제종파간 사

상적 대립을 정합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경록
은 선사상은 물론이고 교학적 이론에 높은 식견을 가진 대가들이 함께 모여

서 만들어낸 불교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11) 특히 그는 본인이 선사로서 

흥성했던 선종이 남긴 폐단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였는데, 당시 참선의 본뜻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선승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스승과 제자가 서

로 마음과 마음을 전승한다고 하지만 옛 가르침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견해로 법을 전하니 불법의 근본도리에 원만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12) 
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요즘 수행자들은 온전히 견문과 식견이 깊지 못하

면서, 스스로 잘 안다고 뽐내고 자랑하면서 선지식은 가까이 하지 않고 오

직 자기 견해를 고집해서 보장에 보답할 줄을 모른다”13)고 하면서 식견이 

11) 南懷瑾, 宗鏡錄略講, 民族知識出版社, 2000, p.1.
12) 종경록卷43(大正藏48) p.671a. “近代相承 不看古教 唯專己見 不合圓詮.”
13) 종경록卷61(大正藏48) p.762c. “今時學者 全寡見聞 恃我解而不近明師 執己見而罔

披寶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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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선승들을 꾸짖고 있다. 

사실 연수선사가종경록을 짓기 이전에 이미 법안종 시조인 법안 문익

(法眼文益 885∼958)은 宗門十規論을 지어서 당시 선종풍토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 보면 연수선사 왜 그렇게 

선교일치를 외쳤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1규는 “진실로 자신

의 심지를 밝히지 못했으면서 함부로 타인의 선지식 노릇을 한다.(自己心

地未明妄為人師)”; 제2규는 “가풍(문중)만을 중시하고 근본종지는 돌아보

지 않는다.(黨護門風不通議論)”; 제3규는 “선종 근본 강령도 모르면서 종지

를 매몰시켰다(각자 문파 강령만 드높일 줄 알았지 혈맥은 모른다:舉令提

綱不知血脈)”; 제4규는 “눈 밝은 종사도 아니면서 함부로 방편을 시설했다

(對答不觀時節兼無宗眼)”; 제5규는 “이사를 서로 어기며 더럽고 깨끗한 것

을 구분하지 못한다(理事相違,不分濁淨)”; 제6규는 “선지식을 간택할 줄 모

르고 고금을 억측한다(不經淘汰臆斷古今言句)”; 제7규는 “옛 사람의 언어

행위를 모방만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임기응변의 방편을 쓸 줄 모른다.(記
持露布臨時不解妙用: 시대에 맞는 새롭고 창조적인 교화법이 없다)”; 제8
규는 “교를 통하지 않고 함부로 인증한다(不通教亂有引證)”; 제9규는 “음

률 이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게송 짓기를 좋아한다(不關聲律不達理道

好作歌頌)”; 제10규는 “자기 단점을 지키기 위해 다투기를 좋아한다(護已

之短好爭勝負)”14)등이다. 위의 내용들은 대체로 불법을 선양할 때는 반드

시 불조본의(佛祖本意)에 계합해야 하며, 선종이 비록 교외별전을 설하지

만 불조의 뜻 외의 다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이

치는 반드시 부처님이 설하신 도리[佛理]에 부합해야 하는데, 자질이 부족

한 선사들이 마구잡이식 불교 즉 경전을 의거하지 하지 않은 채 오직 가풍

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잘못된 인증 및 가르침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문제들이 바로 연수선사가 목격한 상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한편 선종은 一切眾生皆有佛性을 제창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

구나 열심히 정진만 하면 모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간단명료한 수행체계

14) 宗門十規論卷63 (大正藏51) p.37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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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방하였고 이러한 수행법은 일반 민중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받아

들여져 많은 파급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반면 비교적 상층부 귀족불교영역

에서 활동을 했던 기타 제종파들은 대체적으로 이론에 치중하면서 민중과

는 괴리가 생겼고, 또한 천태종은 비록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기는 했지만, 
먼저 이론을 터득한 후 실참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역시 민중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제종파간 분쟁

과 갈등을 야기했고, 또한 우열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 도구로 변질되면서 

서로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모순을 양산해 냈다. 하지만 연수는 비록 제종파

간 주장하는 핵심적사상의 관점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근본은 모두가 一

心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진 사상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위배 될 것이 없으며, 
총체적으로도 일맥상통하고 모든 출가자 역시 일불의 제자가 된다고 강조

하면서 禪教一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편 선대의 선사이자 화엄학자인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

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모든 종파의 시조는 석가불

을 시조로 하며, 經은 부처의 말씀이며, 禪은 부처님 뜻으로, 제불 마음과 

말씀이 서로 위배 되지 않는다. 모든 조사가 서로서로 법을 계승한 것도 근

본은 부처님께서 친히 부촉하신 것으로…(중략)…, 하물며 가섭으로부터 

굽다…(중략)… 내지 마명 용수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즉 선과 교, 그리고 제종파간 통합은 당연한 귀결이 된다는 결

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종경록卷1(大正藏48) p.418a. “故圭峰和尚云 謂諸宗始祖 即是釋迦 經是佛語 禪是

佛意 諸佛心口 必不相違 諸祖相承 根本 是佛親付...(中略)... 況迦葉乃至毱多...(中略)... 
及馬鳴龍樹 悉是祖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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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경록의 구조와 사상적 내용

1) 종경록의 구조 

종경록은 비록 백 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제1장은 종경록의 가장 핵심이 

되는 ‘표종장’으로 제1권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제1권의 전반부에서

는 종경록의 명칭을 “舉一心為宗, 照萬法如鏡”으로 해석하면서, 무엇이 

종(宗)이 되는가를 분석하고, 선교회통의 요지가 되는 일심을 종경록 전

체의 핵심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제2장은 제1권 후반부부터 제93권까

지에 해당하는 ‘문답장’이다. 문답장은 자문자답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대

소승 경전은 물론이거니와 제가백가를 비롯하여 법상종,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심지어 밀교 사상까지 두루 섭렵하고 인용하여 회통하고 있다. 나머

지 부분에 해당하는 제3장은 ‘인증장’으로서 다량으로 많은 책들을 인용하

여 소개하고 있다. 연수가 인용하는 책들을 살펴보면 불전 120권, 조사어록 

120권, 성현 문집 60 권으로 도합 300권 분량의 저술이다.16)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점은 중국 불교사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

을 정도로 방대한 것이며, 그의 평소의 학식을 짐작케 해 주는 일이라고 하

겠다. 
종경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문답장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

로 340문단로 나뉘며, 각 장 마다에서 몇가지씩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문제

들을 거론하여 다루고 있다. 대략 제46권 이전의 문답은 주로 法性을 밝히

고 있으며, 제 47권 이후는 法相에 대해서 밝힌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분류는 대략적인 것으로 그리 엄격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며 중복되는 부

분이 있다. 그 예로 제46권 이전에도 법상문제를 논하였고, 제47권 이후에

도 또한 법성문제를 논하는 바가 있다. 이 외에 전후 문제 및 찬석, 인증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곳이 많다.

16) 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 第四輯, 東方出版中心, 1996,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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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제시한 선교일치 사상은 선종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

다. 그는 교학에서는 화엄을 최고로 치면서도, 선사(禪師)의 입장에서 선종

을 우위에 두면서 선교합일을 주장했다. 연수는 선사의 입장에서 경전은 다

만 길을 인도는 할뿐이지 구경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선종에서 말하

는 明心見性 만이 구경각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종 승려들

은 오직 문자에만 집착해서 실천수행을 소홀히 한다고 서슴없이 경책을 하

면서, 한편 불교수행은 선교가 서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는 선교병행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완정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

면서, 이러한 과제를 풀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 선교

합일을 통해서, 현재의 분산된 사상적 이론체계를 규합하는 것이라고 말하

였다. 

2) 사상적 핵심 - 以心為宗

연수선사는 당시 만연되어 있는 불교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구책으로 종경록을 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舉一心為宗, 照萬法如鏡”17)이라는 명제를 제사하면서 선교일치(禪教一

致)를 주장함으로써 불교 내부의 사상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앞에

서도 언급한 듯이, 그러한 통합을 시도한 주요 이유는 당시 선종 이외 각 종

파들 간에 통일되지 않은 교리적인 사상체계로 인한 갈등 반목이 표면화 되

면서 불교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 그는 선

교회통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여 총체적으로 불교를 개선 정돈하려고 시도

한 것이다.  
연수가 선교일치를 공론화시키고 제종파간 합일된 사상을 돌출시키기 

위해 해결책으로 주목했던 개념은 일심(一心)사상이었다. 그가 착안했던 

일심(一心)사상은 모든 종파 사상체계의 근간이 되며 불교전체의 핵심요소

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가 도달해야 할 불교의 근본요지인 구경처였

다. 연수는 “조사와 부처님의 본뜻은 모두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祖佛本

17) 종경록卷1(大正藏48) p.417a. “舉一心為宗 照萬法如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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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 皆為明心)18)이며 “만약에 마음의 요지를 요달하지 못하면 도리어 미혹

해져서 거꾸로 된 생각만 이룰 뿐이다”(若不了心宗, 皆成迷倒)19) 라고 밝

히고 있다. 
그런데 일심에 대한 해석은 각 경전 제종파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

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파

생된 이견이 주된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연수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이 문

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의 통합체로 이끌어 내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

로 제종파 대덕의 다른 관점에 대한 의문점들을 질의하고 토론하였다. 기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불교전체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즉, 연
수는 일심을 통한 사상적 통일은 곧 전체 불교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종
파가 나뉘고 사상이 분산된 것은 바로 하나의 통일된 이념 사상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종경록의 기본요지는 “舉一心為宗, 照萬法如鏡”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종경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단연코 일심사상

(以心为宗)이라고 할 수 있다. 一心은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가리키며, 
宗은 불교 요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一心의 주체는 體用不二 空有不二 

自他不二 真妄不二 性相不二 理事不二 染淨不二 因果不二 真諦俗諦不二 

自他不二의 和合體이며, 서로 相即하는 自性清淨圓融體이다. 이 부분에 대

해 연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연고로 석가문불이 이르되 佛語心으로 종지를 삼고, 무문으로 법문을 

삼는다. 차토의 달마대사가 이르되 이심전심 불입문자로, 佛佛이 손으로 

전했고 祖祖가 서로 전한 것도 바로 이 心이다. 이상은 불조가 세운 종지이

다. 또 모든 성현이 세운 종체이다. 自性清淨圓明體는 이 여래장 가운데의 

法性體이다. 본래부터 성이 스스로 만족하고, 染에 처해도 때 묻지 않고, 닦
고 다스려서 청정해지는 것이 아닌 고로 自性清淨라고 한다. 性體가 遍照

해서 그윽해서 두루 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고로 가로되 圓明이라고 

한다. 流를 따라 染을 더해도 더러워지지 않고, 流을 돌려서 染을 없애도 淨

해지지 않는다. 또 聖體에 있어도 增하지 않고, 凡身에 처해도 減하지 않는

18) 종경록卷9(大正藏48) p.460c.
19) 종경록卷9(大正藏48) p.4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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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隱顯의 다름이 있으나, 차별의 다름은 없다. 번뇌가 이를 덮으면 隱

이라고 하고, 지혜가 이를 요달하면 顯이라고 한다. 生因으로 소생하는 바

가 아니며, 오직 了因으로 요달해야 한다. 이것은 곧 一切眾生의 自心體로

서 靈知 不昧하고 寂照20)해서 보낼 것이 없다(즉, 없앨 것이 없다).21)

여기서 말하는 自性清淨圓明體로서의 法性體는 바로 연수선사가 세우

고자 했던 근본종지인 일심의 총체인 통일체를 가리킨다[舉一心為宗體], 
이것은 一心이 凡聖 體用 真妄 性相 染淨 隱顯 增減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한편 一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凡聖 體用 真妄 性相 

染淨 隱顯 增減등으로 나누어져서 만법인 객관적 현상이 나타난다[照萬法

如鏡用]. 마치 금으로 반지 귀걸이 등을 만들지만, 반지와 귀걸이를 녹이면 

도로 금이 되어 금의 본질적 바탕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모든 현상

은 한마음(一心)의 작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광반조하게 되어 

다시 일심 근본체인 自性清淨圓明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從體起用]. 따
라서 일심이 만법의 근원이 되며 종지가 된다는 것이다.22)

송대 사대부인 楊傑(생몰연대 미상)23)은 종경록에 서문을 써서, ‘一
心’이 결국 宗이 된다는 요지를 “제불의 진어는 마음으로써 요지를 삼으

며”(諸佛真語, 以心為宗.) . . . 인천 성문 연각 보살 여래도 이 곳에서 유출

된 것을 알아야 하며(人天聲 聞緣覺菩薩如來, 由此而出), 수라 방생 아귀 지

옥도 이로 말미암아 유출되어진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脩羅旁生地獄鬼

趣, 由此而出)”24)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곳(此)은 곧 ‘一心’

20) 靈知不昧 寂照(體用, 性相이 자재한 상태로 我空 法空해서 俱空한 상태를 가리킴)
21) 종경록卷1(大正藏48) p.417b-c. “是故西天釋迦文佛 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 此土

初祖達磨大師云 以心傳心 不立文字 則佛佛手授 授斯旨 祖祖相傳 傳此心 已上約祖佛

所立宗旨 又諸賢聖所立宗體者 杜順和尚依華嚴經 立自性清淨圓明體 此即是如來藏中

法性之體 從本已來 性自滿足 處染不垢 修治不淨 故云自性清淨 性體遍照 無幽不矚 故
曰圓明 又隨流加染而不垢 返流除染而不淨 亦可在聖體而不增 處凡身而不減 雖有隱顯

之殊 而無差別之異 煩惱覆之則 智慧了之則顯 非生因之所生 唯了因之所了 斯即一切

眾生自心之體 靈知不昧 寂照無遺.”
22) 종경록卷34(大正藏48) p.615c. “從體起用 四等六度 乃至四辯六通妙身淨剎 無所不

現 既是此心現諸法故 法法全即真心 如人夢所現事 事事皆人 如金作器 器器皆金 ......,
三界虛偽 唯心所作.離心則無六塵境界.”

23) 송나라 관직명칭임 (左朝請郎尚書禮部員外郎護軍楊傑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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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키는 것이다. ‘一心’은 ‘宗’의 뜻이 되며, ‘宗’은 ‘요지’ 혹은 ‘종지’
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수선사가 가리킨 ‘一心’은 불교의 요지인 

‘宗’이 된다는 결론이다. 결국 이 ‘宗’은 ‘一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종경록의 핵심은 以心為宗이 된다는 주장이다. 
일심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명해 보면 體用 性相 真妄 染淨 因果 理事

등을 총섭한 상태로서 真心을 體로 하면서 일체 법을 두루 통섭하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一心’은 또다시 일반성과 특수성을 기준으

로 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일반성으로의 ‘一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一切眾生皆有佛性)를 가리키며, 특수성으

로의 ‘一心은 제종파 혹은 각 경전에서 나타내는 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선종은 一心을 自性清淨心으로, 화엄종에서는 理事圓

融(相即)으로, 법상종에서는 大圓鏡智를 정토종에서는 自性彌陀로, 천태 

중관은 中道實相으로, 法華經은 一佛乘으로, 金剛經은 性空幻有 혹은 

無念 無相 無住라는 특수한 명칭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수는 일체 

법상을 분류해 보면 결국 心(我空)과 境(法空)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心境작용을 총괄하는 ‘一心’의 특수한 방면인 真心體로 귀납시켰

다. 따라서 마치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명칭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

로 一心도 이와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명칭이 실로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표면상으로 볼 때 각 경전 속의 명칭과 종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一心’ 에서 유출되어진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치 

涅槃經은 ‘一心’을 佛性 혹은 如来藏 이라고 칭하고, 般若經은 緣起性

空, 自性空, 中道實相이라고 칭하고, 華嚴經은 法性 혹은 一真法界라고 

하며, 起信論은 真如 一心(중생심(衆生心)) 二門(真如心和生滅心)등 다

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연수는 또한 “維摩經에서는 ‘불사의’로
서 종지를 삼았고, 금강경에서는 ‘무주’로서 요지로 삼았고, 華嚴經에

서는 ‘법계’를 종지로 삼았으며, 涅槃經에서는 ‘불성’을 요지로 삼았다

는 점을 지적한다. 세우는 바를 따라서 천 가지의 길이 있지만 이것은 모두 

‘一心’의 다른 뜻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真心’으로써 묘체를 쓰기 

24) 종경록卷1(大正藏48) p.4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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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5)라고 했다. 때문에‘一心’은 비록 한 가지이지만 여기에는 동시

에 특성화된 다양한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一心’의 특성화된 의미작용으로 그는 “반야는 오직 불이(不二)를 설

하고, 법화는 다만 일승을 말하고, 정명은 도량 아닌 것이 없다고 하고, 열
반은 모두 비장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천태는 오직 삼관을 정진하고, 강서

는 체를 들어서 전체를 진이라고 하고, 마조는 마음이 곧 부처라 하고, 하택

은 바로 지견을 가리킨다”26)고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표현들을 깊이 들여

다보면, 역시 ‘一心’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一心’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일심을 본질[體]의 입장에서 ‘一心’의 특수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종파들의 근본종지를 나타내는 명상 속 개념의 근본은 모

두 一心’의 특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관과 천태는 

‘中道實相’으로서 만물의 근원을 삼고, 화엄은 ‘一真法界’로서 만물의 근원

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모두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한 “同體異名”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즉, 제종파가 표방하는 사상적 체계와 논리적 구조에 따라 다

소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一心’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때로는 일반적 개

념의 표현으로, 때로는 특수화된 개념의 표현으로 ‘一心’의 작용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 대한 시각차이 혹은 인식부

족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 연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불교가 통일된 명

상개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로 보았다.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어 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모두가 회귀할 근본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이다.
연수는 또 종경록에서 普光明智는 일심의 가장 원융한 상태를 가리키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연수는 “심으로서 체를 삼는다는 것은, 일체법이 

곧 심자성, 즉 마음으로 근본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以心為體, 故云, 

25) 宗鏡錄卷2(大正藏48) p.427c. “各據經宗 立其異號 如維摩經以不思議為宗 金剛經

以無住為宗 華嚴經以法界為宗 涅槃經以佛性為宗 任立千途 皆是一心之別義 何者 以

真心妙體”
26) 종경록卷2(大正藏48) p.427c. “般若唯言無二 法華但說一乘 淨名無非道場 涅槃咸

歸祕藏 天台專勤三觀 江西舉體全真 馬祖即佛是心 荷澤直指知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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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一切法, 即心自性), . . 마음이 지혜가 된다는 것은, 곧 본성은 적조의 작

용을 하기 때문이며(以心為智, 即是本性寂照之用) . . . 그래서 ‘一心’을 자

각성지 혹은 ‘보광명지’ 등이라고 한다(所以云, 自覺聖智, 普光明智等)”27)

고 했다. 여기서 ‘一心’의 변형태를 살펴보면, 심자성은 ‘一心’의 체가 되며, 
‘一心’의 지혜는 마음작용의 근원이 되며, 본성을 깨달으면 널리 두루 광명

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寂照(體用자재한 상태)한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普光明智는 自性清淨圓融體의 또 다른 이름으로, ‘一心’의 

또 다른 방면으로 무한한 지혜공능을 내장하고 있는 다른 명칭 일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는 또 기신론 사상을 빌려서 ‘一心’을 총괄적으로 설하였다. 그는 

“일심은 만물을 포용하나, 만물은 일심을 산출해 내지 못한다(起信論鈔云, 
一心該于萬有, 萬有不出一心者)28)고 하면서, 세상 삼라만상은 모두 ‘一心’
에서 유출 되었지만 “범부성현의 명칭 때문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29)고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一性으로 다른 것이 아니기(一性非殊) 때문에, 
‘一心’은 자연적으로 삼계의 일체중생의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체불보

살의 마음 까지도 統攝한다고 역설하면서 다시 한 번 ‘一心’을 통해서 제종

파간 불협 화음을 없애고 화합하기를 우회적으로 호소하고 있다.30) 
결국 연수는 ‘一心’은 일체법을 회통하기 때문에 선종의 일심법, 석가모

니가 말하는 일심법, 달마대사가 말하는 일심법은 모두 일맥상통 한다고 하

면서, 일심이 포함하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서의 연관성과 일심이 함축하

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以心為宗을 더욱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연고로 서천 석가모니불이 이르데, ‘심’으로서 ‘종’을 삼고, ‘무문’으
로서 법문을 삼는다. 초조 달마대사에 이르러서, 이심전심으로 문자를 세

우지 않았으며, 곧 역대 부처님이 손에서 손으로 이 종지를 전했으며 역대

조사가 서로 전한 것도 바로 이 ‘一心’을 전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불조가 제정해서 세운 종지이다.31)

27) 종경록卷1(大正藏48) p.417c.
28) 종경록卷29(大正藏48) p.584a. 
29) 종경록卷1(大正藏48) p.415c. “因成凡聖之名”
30) 종경록卷1(大正藏48) p.4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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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파의 종지가 궁극에는 모두 불조의 종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

함으로써 제종파간에 파생된 사상적 모순을 최소화하고 서로 간의 갈등구

조를 조금이라도 좁혀 보고자 노력한 흔적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4. 종경록의 사상적 가치

종경록의 사상적 가치는 선교일치를 바탕으로 以心為宗을 주장해서 

제종파간 흩어진 사상을 통합해서 체계적 이론구조를 수립하려는 시도에 

있다. 종경록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사상적 중요성은 이 저술을 기점으

로 송대 이후 중국불교가 禪敎一致 禪淨一致 三敎合一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역사상에서 중국불교에 새로운 사상

적 이정표를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경록의 중요한 가치

의 하나는 그가 三敎合一을 위해서 제자백가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의 사상 체계는 불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자백가서를 인용

하고 있다. 이같은 연수의 열린 사상적 태도는 다른 사상과의 소통을 시도

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하겠다.
종경록에 나타난 선교일치사상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려 할 때 규봉 

종밀선사를 언급하지 않고는 연수선사의 선교일치사상을 말할 수가 없다. 
연수의 종경록에 나타나는 선교일치사상은 대체적으로 종밀의 사상적 

토대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사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종경록
에서 선교일치를 주장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의제들은 고대부터 현재

까지 이어져온 선종 내부에서 분분했던 몇 가지 사상적 문제에 있어서 대체

적으로 종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선교를 회통함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종밀은 비록 선교일치를 주장했지만 불교의 가르

침이 教와 禅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수가 여러 논사들의 

31) 종경록卷1(大正藏48) p.417b-c. “是故西天釋迦文佛云 佛語心為宗 無門為法門 此

土初祖達磨大師云 以心傳心 不立文字 則佛佛手授 授斯旨 祖祖相傳 傳此心 已上約祖

佛所立宗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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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청취하여 종경록을 저술한 것과는 달리 종밀의 저술은 자신의 이

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연수가 禪의 입장에서 禪教를 會通

한 것과는 반대로 종밀은 教의 입장을 중심으로 禪教를 會通하였다.  
하지만 두 사상가의 입장은 동일하게 선과 교를 합일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하는 면을 가진다. 종밀이 禪教合一, 頓漸合一을 통해 선교의 회통을 

주장했다면, 연수는 禪教一致, 頓漸圓修, 禪淨一致, 三教融合등을 제시하

여 이를 주장했다. 그 외에 종밀이 제창한 무정불성문제, 조사선 여래선문

제, 本有始有, 불성染污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종경록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종경록에서 취급된 여러 사상

들은 종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종밀을 초월하지는 못했지

만, 연수가 제시한 선교일치사상은 송대 이후 불교풍토의 새로운 바람을 일

으켰고 나아가 그 후 중국불교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종경록 중에는 지금은 유실되고 없는 희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景德傳燈錄 古尊宿語錄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남악회양

선사(677∼744)와 청원행사(671∼740)가 지은 두 편의 법어가 실려 있는

데, 이 자료는 선종사에서 사료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역시 유실된 중론

과 유식에 관한 것으로, 문답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中論玄樞 唯識義鏡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유실되어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四祖, 五祖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홍주종의 마조(709∼788)에 관한 기록 등이 종경

록에 남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불교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청나라 옹정제는 연수선사를 매우 추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경록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종경록을 높이 평가

하고 적극적으로 종경록을 열독하기를 장려하면서 말하기를, “짐이 생

각하기에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배울 자격이 없다”고 하여 출가

자 혹은 불학자 들에게 명령하기를 반드시 이 책 필독하기를 권하였다고 한

다.32) 또 그는 종경록을 몇 번이나 탐독한 후에 본인 스스로 서문을 짓기

32) 南怀瑾, 宗镜录略講, 民族知识出版社, 2000, p1. (清朝的雍正皇帝最認真地提倡 



논문78
도 하였고, 宗鏡大綱33)이라는 책을 편집하였다. 종경록이 역사적으로 

차치하는 위상을 알려주는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송대 이후 중국불교는 연수선사 “禪教一致”의 사상적 영향으로 인해 儒

道佛의 三教合一 三教融合이라는 신사조를 형성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수선사는 불교계에 하나의 획을 그은 선

구자 혹은 공헌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종경록 위상과 가치

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사료적 문헌적 가치에 있어서도 중국 불교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어서, 청말 太虛禪師

(1890∼1947)는 연수선사의 ‘禪教合一’, ‘禪淨合一’을 가리켜서 아주 극

단적인 비평을 하기도 하였으니, 그[연수선사]로 인해서 중국선종의 선이 

모호해졌으며, 한편 선종의 특색도 사라졌다고 논평하였다.   
종경록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비록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서 선종 및 기타 제종파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상에 차이점과 수행방편에

도 여러 가지 길이 존재했지만,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은 모두 동일한 근본

인 一心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불교도가 도달해야 하는 대상이

자 구경처가 되기 때문에 以心爲宗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속에서도 마

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듯이 불법도 

구경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채용한다. 교에는 팔만사천

법문이 있고 선에 천칠백공안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응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두가 중생의 근기에 따른 교화법을 나타낸 것

이다. 역대 불보살과 조사도 모두 應病與樂 因材施教등의 교화방편을 통해

서 무수한 군생들을 제도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교종 선종이 추구하는 목적

이 동일한 까닭에 禪教一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宗鏡錄> 認為不懂此書的人, 也沒有資格學佛. 他還下令出家或學佛者, 非讀它不可.) 
33) 이 책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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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수가 비록 선교일치를 주장 했지만, 그의 관점은 시종 선종 중

심의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선교회통을 하는 과정 중

에서 선종의 입장에서 모든 종파를 회통하면서, 교의 중에서는 화엄학이 가

장 수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역시 법안종 가풍의 한계를 뛰어넘지

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입문자를 표방했던 선종 선사의 입장에서 

다량의 저작을 남기는 등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수선사는 ‘一心’ 이 함축하고 있는 근본 의미와 원리 등을 제대로 파악

만 한다면 굳이 제종파간 서로 배척하고 분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럽

게 하나의 불교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연수선사는 종

경록이라는 대작을 통해서 선종내부의 사상적 모순을 정돈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선승들의 교리 이해 해석 등 취약점을 보충해서 안으로는 불교계 단

결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있다. 그는 以心为宗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종파간 사상이론을 융합한 禅教一致를 주장하면서, 禪
淨合一 三教(儒道佛)合一를 여는 새로운 국면을 창시하여 당시 진보된 생

각을 가진 선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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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ical Context and 

Doctrinal Value of the Zongjing lu 宗鏡錄 

(Record of the Mirror of Orthodoxy) 

Hyungyun Sunim (Kim, Dongsook)

In the Zongjing lu 宗鏡錄, Yongming Yanshou 永明延壽 (904-975) 
attempted to unite the whole of Buddhism by suggesting the integration 
of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禪敎一致, under the slogan of 
“taking the one mind as the axiom 擧一心爲宗 and illuminating the ten 
thousand dharmas as if in a mirror 照萬法如鏡”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e goals and purposes of Yanshou’s syncretic integration, the 
solutions devised, and the effects of this integration on Buddhist history. 

The goals and purpose of Yanshou’s attempt at unifying all of 
Buddhism is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he lived. 
Although Chan schools were the mainstream in Yanshou’s time, they 
were characterized by a variety of internal evils, with tensions, hostilities, 
and contradictions erupting between various sects. Even within 
Buddhism, different sects would at times band together or exclude each 
other, creating endless divisions and controversies. Thus, the foremost 
step to solving these issues was the unification of Buddhism, which 
Yanshou sought to achieve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禪敎一致. 

Although the idea of unifying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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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exclusively Yanshou’s, his lifetime during the end of the Song 
Dynasty marked a turning point in which the integration of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started to become mainstream in Chinese 
Buddhism. In particular, his theories of integrating Chan and Pure Land 
practices 禪淨一致 as well as the unity of the three teachings 三敎合一 

greatly influenced later Buddhism as an attempt to explore new 
directions.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topic of the one mind 
一心, the crux of the Zongjing lu,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aking the one mind as the axiom 以心爲宗.”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not only the value of the one mind, but also the importance 
and greater impact of Yanshou’s integration of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The characteristic of the one mind is that it is an amalgamation that 
reconciles substance-function 體用, essential nature and characteristics 性
相, truth and falsity 真妄, defilement and purity 染淨, cause and effect 因
果, and principle and phenomena 理事; it subsumes all the dharmas, 
taking the true mind 眞心 as its substance 體. Not only is the one mind 
the essence of all dharmas, but all sentient beings originate from the one 
mind and have the identical one mind as their common foundation: from 
all the Buddhas of the three times on high to the lowest hungry ghosts, 
denizens of hell, and animals. Therefore, Yanshou took the one mind as 
the main doctrine of Buddhism as a whole due to this interpretation of 
the one mind.

Keywords: Zongjing lu 宗鏡錄, Yongming Yanshou 永明延壽, the one 
mind as the main doctrine 一心爲宗, unity of the doctrinal 
and meditation schools 禪淨一致, the one mind 一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