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자부심, 고려대장경에 대한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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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 고려대장경 다시보기
불교의 가르침을 총 집성한 대장경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진리의 보
고(寶庫)이며 지혜의 바다이다. 이런 대장경을 그 성립의 순서대로 말하면
① 팔리어삼장 ② 티벳대장경 ③ 한역대장경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팔리어삼장은 팔리어로 쓰여 진 초기불교의 성전이다. 붓다가 설한 가르침
(경)과 계율(율), 그리고 부파불교시대의 교법에 대한 연구결과들(논)을 포함
하고 있다. 경장과 율장이 성립된 이후 한참 지나 논장이 성립되었으며, 그
시기는 기원전으로 본다. 티벳대장경은 7세기경부터 번역을 시작하였고 9세
기에 그 대부분이 완성되었다. 산스크리트 원전이1) 제대로 전하지 않아 티
벳대장경은 특히 후기 인도의 경론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마지막은 한
1) 佛典의 산스크리트화는 기원전ㆍ후 1세기 무렵 쿠샤나왕조와 안드라왕조에서부터 시작하여, 4세기
초 이후의 굽다왕조에 들어와 본격화 되었다. 바라문의 사용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굽타왕조가 공
용어로 채택하면서 불전의 산스크리트화가 더욱 적극성을 띈 것이다. (佐佐木敎悟 外, 권오민 역,
『인도불교사』, 경서원, 1992,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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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장경이다. 경전의 한문 번역은 2세기부터 시작하여 거의 1천년 동안 진
행해왔다. 이렇게 해서 이룩된 한역대장경에는 대승과 소승의 경율론 삼장은
물론, 넓게는 중국 한국 일본의 학자들이 지은 저술들까지 함께 포함시킴으
로써 그 분량이 가장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한역대장경을 지칭함
이다. 한역대장경은 그동안 중국에서 15~6회, 우리나라 고려에서 3회, 일본
에서 6회의 조성(雕成) 및 출판이 있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대장
경이 조성ㆍ간행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뿐이다. 따라서 고려대장경은 세계 유일의 현존
한역대장경으로서 우선 그 가치가 진중(珍重)된다. 또 고려대장경은 중국에
서 오랫동안 진행해 온 불교 보존의 노력과 결실을 거의 그대로 반영ㆍ망라
하고 있으며, 대장경의 중보 수록과 함께 그 내용의 교정이 가장 정밀하고,
판목(板木)과 문자의 수려함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충분하지가 못하며
곡해되고 있는 부분 또한 적지않아 보인다. 고려대장경의 정확한 역사는 물
론,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지식이나 편향된 시각에
머물러 있다. 고려대장경 조성과 관련하여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과 설들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대장경을 오직 호국불교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우도 이
에 해당한다.
국보32호 고려대장경은 우리민족문화의 정화(精華)이자 자부심이다. 나아가
그것은 세계인이 함께 귀중하게 여겨 영구히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유네스코가 고려대장경을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 등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고려대장에 대
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왔다면, 이는 곧 우리들 스스로
민족문화의 가치를 방치ㆍ훼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관점에서든,
우리 소중한 문화들은 다시 새겨지고 그것에서 긍정성과 자부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고려 초초본 첨품법화경 판각 불사’에 즈음하
여, 고려대장경의 역사와 함께 그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새삼 다시 보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Ⅱ.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조성
고려에서 대장경 조판(雕版)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8대 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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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31) 때의 초조대장경과, 제23대 고종(1214~1259) 때의 재조대장
경이 그것이다. 또 대장경의 초조(初雕)와 재조(再雕) 사이인 제13대 선종
(1084~1094) 때에 고려고장(高麗敎藏)의 조판 간행이 있었다. 이는 경율론
삼장이 아닌, 경론 및 율에 대한 장소(章疏) 만을 모아 간행한 것이므로 대
장경과 구분된다. 그러나 고려교장이 지닌 가치와 의의 또한 대장경에 못지
않아 이를 대장경의 범주에 함께 넣어 검토한다.
1. 초조대장경
대장경은 2세기부터 경전의 한역과 함께 교학연구를 계속 축적해온 중국에
서 처음 만들어졌다. 북송의 개보 4년(971) 태조의 칙명으로 촉의 익주에서
대장경 조판에 착수, 태종 흥국 8년(987)까지 12년에 걸쳐 완성한 개보판
(開寶版) 대장경이 그 처음이다. 이것이 북송칙판대장경이며 개판지에 따라
촉판(蜀版)으로도 부른다. 이 대장경은 당 지승이 편찬한 『개원석교록(改元
釋敎錄)』을 바탕으로 경율론 등 480함, 1076종 5048권을 싣고 있으며 판
목 수는 13만여 판에 이른다.
동아시아 최초의 이 개보판 대장경은 주변의 불교국에도 전해졌다. 고려에
는 성종 10년(991)에 481함 2500권이 전래하였고2) 이어 현종 10년(1019)
과 13년(1022)에도 경전이 전해진다.3) 대장경 간행은 그 자체가 불교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말해준다. 그만큼 북송으로부터의 대장경 전래는 이미 인쇄기
술 및 불교전적의 보유에 상당한 저력과 자부심을 지녀온 고려불교에도 적
지 않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오래지 않아 고려에서도 대장경이 조성되고
있는 데서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첫 대장경, 즉 초조장경에 관한 사업 내용은 고종 23년(1236) 재조
대장경을

조성할

때

이규보가

쓴「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

文)」4) 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종 2년(1011) 거란병(契丹兵)
이 대거 고려를 침략하였다. 현종이 남으로 피난하였고 거란병이 송악성에
머물러 물러가지 않았다. 이에 군신이 함께 위없는 대발원으로 대장경의 각
성(刻成)을 맹세하였더니 그 뒤 거란병이 스스로 물러갔다.’는 내용이 보인
다. 이로 미루어,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받음에 대장경 조성에 의한 불력으
로 외침을 물리칠 것을 크게 발원하고, 그것의 표면화로서 이내 대장경 조성
에 착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보판 대장경의 전래에 자극을 받아 장경
2)『高麗史』권3,「世家」권제3, 성종 10년 夏 4월조 : 『高麗史』권93,「列傳」6, 韓彦恭.
3)『高麗國靈鷲山大慈恩玄化寺碑陰記』.
4) 李奎報,『東國李相國全集』권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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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의 의지를 다져왔을 고려가 국난을 계기로 드디어 대장경 조성에 나선
것이라 하겠다.
현종 2년에 착수한 대장경 조성은 그가 재위하였던 22년(1031)까지 20년
간에 5천축(軸)의 대장경이 조성되었다.5) 이후 그것은 문종대에 들어와 재개
되어 문종 17년(1063)에 거란대장경이 수입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문
종이 승하한 뒤에는 둘째 왕자 선종이 즉위하여 그 조성을 계속 진행시켜
마침내 대장경 조조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초조대장경의 조조는 현종
2년(1011) 무렵부터 시작하여 선종 4년(1087) 이후 11세기 말 경까지도 계
속 되었다. 물론 그간에 대장경 조조가 잇따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주로 현
종ㆍ문종 대에 이루어 졌으며, 신역 경론들이 편입된 북송칙판대장경이 문종
말년에 들어옴에 이는 선종 대에 조조 추가 되었다.6)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초조대장경의 구성은 복합적이다. 1
차로『개원석교록』에 따른 480함 5048권의 불전을 수록하고, 다시 2차 3
차로『정원록(貞元錄)』에 수록된 불전과 거란본, 그리고 송본 신역 경들이
편입 첨가 되었다. 이처럼 처음에 480함 5048권이었을 초조장경이 2차 3차
에 걸쳐 계속 보완되면서 선종 연간에 600함이 넘는 분량이었음이 확인된바
있다.7) 그만큼 초초대장경은 개보판대장경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개보판을
복각(覆刻)한 것이 아니다. 개보판에 더하여 거란본을 대조하고 고려에 전해
오던 전본(傳本)들과 상호 교감하거나 이들을 부분적으로 입장(入藏)시켜 정
확성을 높여 고려 특유의 장경을 이루고 있다.8)
외침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큰원을 세우고 출발한 진병호국의 대장경조성
사업이지만 그 과정과 내용에는 이처럼 고려불교의 교학적 수준 및 문화의
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완성 후 영남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된 초조장경은 국가 진호의 호국적 상
징이 되어왔다. 그러나 고종 19년(1232) 몽골군의 침입 때 황룡사의 9층 탑
과 함께 부인사의 장경판은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이처럼 경판과 함께 간
본 또한 불에 타고 산일되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현재 일본 경도의 대
표적인 선종 사찰 남선사(南禪寺)에 522종 1825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
에서는 130종 242권이 발굴 조사되어 있다.9)

5)
6)
7)
8)
9)

의천,『大覺國師文集』권제15, ‘代先王諸宗敎藏調雕印疏’.
천혜봉,『高麗大藏經과 敎藏의 硏究』, 범우, 2011, pp.21~28.
같은 책, p.228.
정병삼,「고려대장경의 사상사적 의의」,『불교학연구』제30호, 2011, p.78.
천혜봉, 같은 책,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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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조대장경
고려의 재조대장경은 초조장경 조조가 마무리 된 선종 4년(1087) 이후
149년 만에 다시 착수되었다. 고종 23년(1236)부터 동왕 38년(1251)까지
16년 동안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그 조성의 동기와 초기의 사정은 역시 이
규보의「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타나 있다. 이「기고문」은 고종이 태자
와 공ㆍ후ㆍ백(公侯伯)ㆍ재상ㆍ문무백관과 더불어 제불보살과 천제석을 비롯
한 33천 및 일체호법영관(一切護法靈官)에게 대장경의 재조성을 발원하며
올린 기고(祈告)의 내용이다. 그 내용의 요지만을 간추려 말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초조대장경은 현종 2년(1011)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발원한
것이며, 이 발원 이후에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났다.
② 몽골군이 침략하여(1231) 몽골군대에 의하여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초조장경이 불태워졌다.(1232)
③ 거란의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몽골의 군대도 스스로 물러가기를 확신
하면서, 불태워진 초조장경을 대신해 재조대장경각판을 발원하여 관련
부서를 이미 설치(1236)하여 그 판각을 하고 있다.

10)

기고문에서는, 국왕인 고종이 재조대장경의 주체자로서 나타나 보인다. 그
러나 이후 실제적인 대장경 조조는 무신정부의 집정자인 최이(崔怡)의 사재
시납으로 진행되었다. 몽골의 1차 침입(1391) 이듬해인 고종 19년(1392) 강
화로 천도한 국가가 대장경을 조성할 만한 경황이나 재력이 없었던 것도 현
실이었다. 따라서 대장경 조성으로 불력에 의해 국난을 타개함과 동시에 이
로써 무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이에게는 대장경 조성사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최이는 부친 최충헌의 식읍 및
자신의 식읍지(食邑地)가 있는 진주지방 일원의 재력을 기울여 대장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23년(1236) 후기에 정식으로 조판업무를
담당하는 관사로써 본사대장도감(本司大藏都監)을 강화에 설치하고, 그의 경
제 특구인 남해에도 분사(分司)대장도감을 두고11) 대장경 조조에 관한 일체
의 일을 진행해 간 것이다.
대장경 조성은 목재의 벌채와 운반 건조작업에서부터 목판제작 판각 및 인
쇄용 닥종이나 먹의 구비 등 여러 단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였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준비작업은 목판에 새길 본문의 교정이다. 그 교정은 화엄종
10) 김성수,「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불교연구』제32집, 2010, p.45.
11) 남해의 분사대장도감에서의 판각은 최이의 처남인 정안(鄭晏)의 財施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사대
장도감은 남해 외에도 여러 곳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천혜봉, 같은 책, pp.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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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수기(守其)가 책임을 맡았다. 그는 30여명의 교정승을 동원하여 송본ㆍ초
조국본ㆍ거란본 등을 대교(代校)하고, 또 여러 경록을 참고하여 경문의 잘못
된 곳을 바로잡아 그 정문(正文)을 제시하였다.12) 이런 대장경 교감의 내용
을 수록한 수기의『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經校正別錄)』
30권과 교정자들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대장경목록(大藏經目錄)』역시 강
화 본사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입장(入藏)되었다.
이미 중국의 개보칙판대장경, 송조의 추가대장경, 거란대장경 그리고 국내
전본(傳本) 경전 등을 선별 수록한 초조대장경을 이어받은 고려대장경은, 한
역대장경 가운데 그 수록 범위의 규모가 가장 크고 선본(善本)의 장경이 가
장 많이 들어있다. 이런 재조대장경은 정장(正藏)과 함께 장외(藏外)판과 보
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와 분사대장도감에서 조성한 경판이 정장이며,
대장경의 편입할 목적으로 새겼다가 입장되지 못하고 제외된 것이 장외판이
다. 이 장외판의 일부는 조선말에 보유판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보유판은 본
사와 분사에서 본업을 마치고 여업(餘業)으로 판각한 경판을 말한다.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의 수록범위는 672함, 6802권이다. 경판은
정장판수 154,296판, 보유판수 6352판, 합계가 160,648판이다.13) 이에 더
하여 재조대장경 조성사업을 모두 마친 후에 새긴 경판 및 후대의 사간판(寺
刊版)까지 모두 합하면 그 총수는 81258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려재조대
장경은 팔만대장경으로도 불리운다.
3. 의천의 고려교장
교장(敎藏)은 삼장의 경교와 각 종학(宗學)의 주석 저술인 장소(章疏)를 한
데 모은 총서를 일컬음이다. 이런 장소가 유독 고려에서 간행되었으므로 고
려교장이라 한다. 1ㆍ2차에 걸친 대장경이 국가의 주도로 이룩된 대사업이
었음에 비해 그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닌 교장은 온전히 대각국사 의천의
의지와 발원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종의 넷째 왕자인 의천은 11세에 난원 왕사를 스승으로 화엄종의 대찰
영통사에서 출가ㆍ수학하였다. 그는 문종 27년(1073)에 장형인 세자(뒤의
순종)를 대신하여「대세자집교장발원소(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올리고 있
다. 출가한지 불과 8년 밖에 되지 않은 의천이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여러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장소들을 하나의 장전(藏典)으로
12) 동국대출판부,『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1976, p.128.
13) 천혜봉, 같은 책, 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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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불법을 흥륭시키고 나라를 이롭게 하며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 제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부왕에게 올
린 이 발원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문종에 이어 순종이 승하한 다음 중형인 선종이 즉위하자 그는 다시「대선
왕제종교장주인소(代宣王諸宗敎藏雕印疏)」를 올린다. 교장 수집의 의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의 간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대담하고 비장한 발원
이었다. 소에서 그는 ‘현종은 5천축의 비장(秘藏)을 새기고 문종은 천만송의
계경(契經)을 새겨서 그 정법이 비록 원근에 펴졌지만 장소는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이들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널리 펴고 길이 보
존하는 일은 이를 두루 수집해서 간행하는데 있다.’고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
다.
이 같은 교장에 대한 의천의 의지는 결국 우여곡절을 겪으며 입송구법(入宋
求法)으로 이어진다. 선종 2년(1085)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몰래 상선을 얻어
타고 송에 건너간 의천은 송제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동안 서신 왕래가 잦았
던 정원을 만나는 등 많은 고덕들을 찾아 교학을 담론하였다. 송에 체제하는
14개월 동안 의천은 제종의 고승 50여인을 만나고 제종학을 두루 섭렵하였
으며 천태산에 가서 지자대사의 탑을 참배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중에 그는
장소 3천여 권을 수집하였고 선종 3년(1086)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의천은 문종의 원찰로 세운 흥왕사에 머물면서, 국왕의 도움으로
이곳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고 송에서 가지고 온 전적들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런가운데서도 그의 장소 수집은 계속 되었다. 고려 국내는 물
론 요ㆍ송ㆍ일본 등에도 청탁의 서신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 교장을 구하
였는데, 요나라에서는 국사의 명성을 듣고 천우제(天佑帝)가 대장경과 여러
종파의 소초 6900여권을 보내오기도 하였다.14) 이렇게 해서 의천이 송에서
가져온 것과 함께 수집한 장소가 4천수백여 권이었다. 선종 7년(1090)에 의
천은 그동안 20년에 걸쳐 수집해온 이들 모든 장소를 검증 정비하여 교장의
조판 간행을 위해 그 총 목록을 편찬하니 곧『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
藏總錄)』이다.
의천이 만들었으므로『의천록』으로도 불리는『교장총록』은 경율론 삼장
으로 분류한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권에 각각 경율론 삼장의
주석서들을 분류하여 실었는데 이들 서명(書名)은 총 1010부 4857권이며
모두 당시의 현존본들이었다. 수록된 교장의 태반은 수ㆍ당시대를 전후한 중
국의 학문승들에 의한 것이지만 신라 출신 학문승들의 장소 또한 그에 버금
14) 김부식 찬,「靈通寺碑」『大覺國師外集』권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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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만큼 적지 않았다. 그런데 종래의 고승전에 그 전기가 실려 있지 않거나
그들의 출신국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일일이 고증하여 원효
ㆍ대현ㆍ의적 등 20여명의 신라 학문승들에 의한 장소임을 밝혀내『교장총
록』에 실은 것은 오로지 의천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였다. 또 그가 특히 신
라의 고승 원효의 수많은 저술 장소들을 정리하여 이를『교장총록』에 비중
있게 수록한 것도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교장총록』에 의한 장소의 조판 간행은 교장도감이 설치된 흥왕사에서 주
도하여 4천여 권을 모두 펴낸 것으로 나타나지만15)전체적인 조판 간행의 경
과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종 8년(1091) 봄 이후부터 시작하여 다음해인
선종 9년(1092)에 첫 교장조조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교장총록』
에 수록된 차례대로 조판한 것도 아니며, 선택적으로 상재(上榟)하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교장도감의 조조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던 중 의천이 숙종 6
년(1101) 47세로 입적함에 그 조조는 자연히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길장의
『법화현론(法華玄論)』10권이 숙종 7년(1102)에 마지막으로 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16)

Ⅲ. 고려대장경의 다면적 함의
1. 호국불교 전통의 상징성
고려의 1ㆍ2차 대장경 조성이 불력을 빌어 외침의 국난을 극복하고자 한
대대적인 호국불사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초조장경의 조조로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났듯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에 타버린 대장경을 복구함으로써
역시 몽골의 퇴각을 기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대장경의 조조가
그대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 이는 고종이 초조대
장경을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데서도17) 알 수 있다.
반드시 이런 대장경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고려불교에서는 일찍부터 호국의
정신과 그 실천은 매우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나타난다. 거란ㆍ여진ㆍ몽골,
그리고 북쪽의 황건족과 남쪽의 왜구에 이르기까지 고려는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때로는 국내의 정변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런 고
려에서 불교의 호국 사실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것은 크게 ① 종교
신앙적 형태 ② 직적접인 군사행위로도 나타났다.
15)『高麗史』권90,「列傳」권제3 大覺國師煦.
16) 천혜봉, 같은 책, pp.212~259 참조.
17)『高麗史』권129,「列傳」권제42, 崔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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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20년(1029) 대장경의 일부가 완성되자 궁중에서 장경도량(藏經道場)
을 열고 대장경을 공양하고 읽는 행사를 개최한 이래 그것은 해마다 봄가을
로 정례화 하고 있다. 또 유사한 호국행사로 대장회(大藏會)ㆍ윤경회(輪經會)
ㆍ경행(經行) 등이 개경과 각 지방에서도 행해지는가 하면 국가 주관으로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강설하는 인왕경법석과 백고좌도량(百高座道場)ㆍ
재석도량 등 수많은 호국 행사들이 빈번하게 개설되었다. 이들은 모두 종교
적 신앙 형태의 호국에 속한다. 반면에 직접적인 군사행위로서의 호국은, 잦
은 거란 등의 침입에 대한 승려들의 동원 수비나 여진에 대한 승려들의 항
마군 조직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대장경 조조는 비군사적, 즉 종교신앙적 형태로써 가장 적극적인 호국의 실
천이었다. 무엇보다도 초조ㆍ재조대장경 조성에 소요된 오랜 세월과 이를 위
한 인적ㆍ물적ㆍ정신적 요소의 막대한 투입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는 일시
적인 호국의례나 법석 등과는 구분되는 대대적인 호국불사인 것이다. 국가의
이익 도모를 위함이라는 점에서는 고려교장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대장경 조성은 한국불교사 전체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호국불사였다. 이와 같은 기간과 정성과 노력면에서 대비할 만한 그 유래를
굳이 거론한다면, 아마 직접적인 군사활동으로 분류할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
의 의승군 활동을 들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고려의 대장경 조성은 종교신앙
적 측면의 대표적인 호국활동으로써 한국불교 호국전통의 한 상징임에 분명
하다.
2. 교학의 역량과 독자성
고려 대장경은 국난극복을 위한 대호국불사로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그러나
이들 대장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에서 드러나는 고려불교의
교학수준 및 역량과 그 독자성이다. 그것은 우선 북송개보칙판대장경의 첫
전래이후 20년 만에 조성에 착수한 초조대장경만 해도 단순히 북송판을 복
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부터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초조대장경은
개보판을 바탕으로 하되 거란본을 대조하고 고려에서 전해오던 국내 전본(傳
本)들과 상호 교감하거나 이들의 부분적 입장(入藏)으로 정확성을 높여 고려
특유의 장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초조대장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시 이룩한 재조대장경에서는 고려불교의 특
징 및 독자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재조대장경을 교감한 수기(守
其)의『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經校正別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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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교정별록은』의 편찬은 목록 작업과 함께
대장경 간행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이에따라 조성된 재조장
경은 현전하는 한문대장경의 모본이 되었음은 주지의 일이다. 그만큼 세계적
인 재조장경 조조를 가능케 한『교정별록』은 그 자체가 고려불교학의 수준
을 말해준다.
또 이런『교정별록』은 수기 등이 국본과 함께 거란본을 크게 중시했음을
엿보게 한다. 가령『교정별록』과 권말교정기 중 국본ㆍ송본ㆍ단본의 차이와
교정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의 89건을 보면, 단본에 따른 경우가 67.4%, 국
본에 따른 경우가 66%로 나타난다.18) 그러나 고려본에 치우치거나 송본과
거란본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각각의 특징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이
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을 정본(正本)으로 삼는 보편성을 지향하였다. 이
는 13세기 고려불교가 지닌 교학적 역량과 함께 그 포용성과 국제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조장경의 외장(外藏)을 포함한 보유판을 함께 정장(正藏)으로 간
주한다면, 그것에 포함된 전적들에서도 고려불교의 독자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신라 말 선사들이 크게 부각된『조당집(祖堂集)』이나 간화선이 바탕
이 되는 해심의『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백련사 계통의 천태사상의 영향
을 보여주는『천태삼대부보주(天台三大部補註)』등의 간행이 그러하다.19)
한편 고려교장은 그 사업을 주도한 의천 개인의 교학적 역량일 뿐만아니라
그대로가 고려불교의 교학적 수준을 반영함이다. 고려교장 간행에 앞서 편찬
한『신편제종교장총록』은 의천의 독자적인 교학관과 회통적인 사상체계에
따른, 경율론 삼종 이외의 각국의 장소들의 수집 정리였다. 따라서 이에 의
한 방대한 교장의 간행은 동아시아 불교학의 전모를 집약해 보여주는 것으
로써, 국내외의 불교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는 모든 불교 국가
가운데 오직 의천이 홀로 이루어낸 쾌거였으며 결국 고려불교학의 수준과
역량의 발현이었다.
3. 사상ㆍ문화의 발전 척도
고려대장경이 함축하고 있는 사상ㆍ문화적 측면의 이해 또한 간과할 수 없
다. 고려대장경이 호국신앙의 결실이라고 할 때, 우선 이 같은 신앙의식 자
체가 이미 그 시대의 한 사상적 경향이며 사회적 문화적 현상인 셈이다. 더
18) 정병삼, 앞의 논문, p.91, 주60)에서 재인용 함.
19) 같은 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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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그것이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학문적 수준 및 역량과 결부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대장경 조성사업은 거란ㆍ몽골의 외침과 같은 국가 중대사가 계기
가 되었다. 그러나 대장경 조판은 국가사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
다. 대장경을 필요로 하는 문화적 수준과 대장경을 이해하고 새겨낼 수 있는
불교계의 역량과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가
능했다. 이 가운데 인쇄술의 한정해 언급해 본다면, 대장경은 곧 고려불교의
발달한 인쇄술이 집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앙의 정신성은 그대로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사례
는 신라ㆍ고려의 불교문화 전개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불교신
앙에 의한 불전의 필요성과 요구가 경전의 필사(筆寫)로부터 시작하여 목판
인쇄를 거쳐 마침내는 금속활자에 이르고 있음이 그 좋은 예이다. 백제와 신
라에서부터 시작된 사경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무렵에『무구정광대다라
니경』을 세계 최초로 목판 간행하였다.20) 그리고 이런 목판 인쇄 기술의
선진성이 고려의 초조대장경→고려교장→재조대장경의 대대적인 목판 인쇄
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21)
이 같은 대장경은 불교계의 문화역량의 제고는 물론 모든 고려인들이 우수
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밖에 대장경
은 당시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다는 관
점에서 그 사상 및 문화 현상들에 대한 탐색도 가능하다.
Ⅳ. 결어 :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의의
초초대장경의 조성 시점으로부터 치면, 고려대장경은 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민족문화 유산이다. 그것에서 새삼 우리의 자부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고
려대장경이 지닌 역사, 정신과 사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가치와 의의 때
문이다.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완벽한 한역대장경인 재조대장경에 한정해 말하더라
도, 우선 그 역사적 가치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6년에 걸쳐, 그것
도 이민족의 외침에 대항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
다. 그러나 이 고려대장경을 단순히 진병 또는 호국의 차원에서만 논할 수
없는 것은 특히 그 질적 내용의 우수함과 탁월성 때문이다. 그 시대 사람들
20) 김두종,『한국고인쇄기술사』탐구당, 1994, pp.19~20.
21) 이 같은 고려불교 인쇄 기술의 발달과정에서 우왕 3년(1377)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직지
심체요절』이 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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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완벽한 한역대장경에는 고려불교의 높은 교학
수준과 역량이 그대로 아로 새겨져 있다.
고려대장경을 통해서는 고려 지배층의 사업 주선과 수기 등 고려 학문승
등의 역할 이외에도 사업에 함께 참여 협력했을 문인 지식인 그룹과 서민
대중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전 고려적 합의와 공감을 읽어 낼 수도 있다. 불
력에 의한 국난 극복의 과정이 대대적인 사회통합의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
는 셈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의 가치로서는 불교를 중심으로한 인쇄술의 전통과 그 기
술의 발달을 빼어 놓을 수 없다. 1ㆍ2차 대장경, 그리고 고려교장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그대로 한국 고인쇄기술의 역사라고 말하기에 충분하
다. 더 나아가서는 재조장경의 완성 이후 그 경판이 오늘에까지 온전히 전해
질수 있게 한 그 보존의 과학성까지도 크게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대장경이 지닌 여러 측면의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장경의 호국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진병호국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제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의의는 호국성의 밖에서 더욱 폭넓고 자유
롭게 향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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