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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 彫成과 鄭晏의 역할
최 연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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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鄭晏의 본관은 河東이다. 조부 정세유, 부친 정숙첨에 이어 3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집안 출신이다. 희종대 과거 급제 이후 晉州

牧 지방관을 시작으로 國子監 祭酒, 參知政事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최항에 의해 정치 일선에 복귀하였다가 백령도에 유배된 직후 살해되
었다. 그가 고향인 하동과 남해에 머문 시기는 지방관을 그만둔 고종

4년 1월경부터 국자감 좨주로 임명된 고종 28년 4월까지 24년간, 그리
고 최이의 전횡을 피해 낙향한 고종 30년 직전부터 최항에 의해 다시
발탁된 고종 38년 1월까지 약 8여 년간이다.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은 고종 30년부터 판각량이 급증하였다. 판
각 능력의 향상에 따른 기술적 발전과 몽고군과 직접적인 전투가 없
었던 것도 증가 요인이지만, 분사도감에서 경판을 판각한 사실도 중요
하다. 분사도감은 애초 인적 자원과 물자 조달에 업무의 중점을 두었
으나, 고종 30년부터 6년간 전체의 약 10%를 판각하였다. 이러한 변
화와 정안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 연관성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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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안은 하동과 남해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혜심
과 일연, 만종 등 불교계 인사 및 지역 토착세력 등과 교류하여 人的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그가 관직생활 도중 남해로 낙향한 시점, 혜심
의 선문염송집 발문을 작성한 시점과 맞물려 분사도감에서도 경판
을 판각하였다. 또 분사도감에서 판각 중일 때 정안에 의해 금강반야
바라밀경 등 불교전적이 간행되었다.

하동은 분사도감이 존치한 진주와 남해와 맞닿아 있고, 조성 공간으
로 활용된 수선사와 단속사와 인접해 있다. 정안이 구축한 인적 관계
망과 하동의 지리적 여건을 종합해 보면 그는 대장도감이 있었던 江

華京과 원거리에 있던 진주와 남해의 분사도감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는 하동과 남해라는 경상도 서부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고, 혜심 및 수선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라도 동
부지역에 대한 여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자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토착 및
경제적 기반과 활동 양상을 고려해 볼 때 私財 施納은 물론이고, 각성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성에 필요한 각수와 물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주제어 : 鄭晏, 고려대장경, 분사대장도감, 하동, 양경사, 私財 施納

Ⅰ. 머리말
경남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강화경판 고려대장경(고려대장경으
로 줄여 부름)이 彫成된 시기는 몽고와 전쟁 중이었다. 고종 18년 몽고
군은 1차 침략 후 여러 차례 再侵하였다. 전쟁 초기 지금의 평안도, 황
해도,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고려대장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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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직전인 고종 23년 몽고군은 경기도 안성,1) 전북 부안,2) 충남 예산3)
등지를 공격하였으나 별초군과 지역민들이 격퇴시켰다. 횟수를 거듭할
수록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으로 전투가 확전되었다. 때
로는 휴전을 갖기도 하였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몽고군은 국토를
유린하면서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대몽항쟁 중 고종은 여러 신하와 함께 고려대장경 조성을 발원하
여 16년 만에 마쳤다.4) 경판 간기를 통해 고종 24～38년까지 14년간
판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기에 ‘□□년 고려국(분사)대장도감에서
皇帝(高宗)의 명령을 받들어 새기고 만들다’5)라고 표기한 것에서 고종

이 각성사업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무인집권자인 崔怡․崔沆
父子를6) 비롯하여 鄭晏7) 등 관료들은 私財를 喜捨하였다. 文臣 李奎報

는 고종 명령을 받들어 24년에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을 지었는데 그의
나이 70세였다.8) 불교계에서는 校勘을 담당한 守其9)를 비롯하여 天其
등이 참여하여 관료층, 유불학지식인 등 지배층이 깊이 관여하였다. 아
울러 天台山人 了源, 進士 林大節․永儀, 戶長 裵公綽, 隊正 許百儒, 金
得貂, 鄭洪, 金升, 東伯 등 많은 刻成人들이10) 판각에 적극 동참하였다.

외형적인 규모 뿐 아니라 경전 편제, 구성 범위, 교감 등 질적인 면에

1)
2)
3)
4)
5)
6)
7)
8)
9)
10)

고려사 권23, 고종 23년 9월 임술.
고려사 권23, 고종 23년 겨울 10월 계축.
고려사 권23, 고종 23년 12월 계묘.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9월 갑자.
고려대장경 卷末 刊記, ‘□□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고려사 권129, 열전 42, 최충헌 부 항.
고려사 권100, 열전 13, 정세유 부 안.
동국이상국집 연표 및 권25, ｢대장각판군신기고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卷首題, 沙門 守其等 奉 勅 校勘.
고려대장경 조성에 참여한 각성인에 대한 정리는 다음 자료집이 참조된
다. 김윤곤 편저, 高麗大藏經 彫成名錄集,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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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세계 최고의 표준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헌신적
인 노력 덕분이다. 몽고군이 언제든 침입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있지
만, 전 계층이 참여하여 국가사업으로 8만매에 이르는 대장경 조성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고려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주도된 이후, 불교학과 서지학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
이후 고려시대 연구자들이 고려대장경 각성인 및 각종 誌․跋文 자
료를 적극 활용하면서 연구 깊이가 더해졌다. 90년 이전 연구에서는 대
장경 판각은 최씨정권이 주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후 연구에서 다
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전개되었음이 밝혀졌다. 다양하
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려대장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각성사업에 재
산을 시납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鄭晏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정안을 다룬 논고는 정치 활동과 불교계 교류,11) 불교
전적 조성,12) 남해에서의 활동과 分司南海大藏都監의 연관성13)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또 고려대장경 조성에 관한 일부 논의가 있다.14) 각성

11) 김광철, ｢고려 무인집권기 鄭晏의 정치 활동과 불교｣ 석당논총65, 2016.
12) 정병삼, ｢고려 후기 鄭晏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24, 2009 ;
최영호,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및 박은
경, ｢해인사 소장 사간판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재검토｣ 석당논총65,
2016.
13) 김광식, ｢鄭晏의 定林社 創建과 南海分司都監｣ 건대사학8, 1993(高麗
武人政權과 佛敎界, 민족사, 1995 수록) ; 주영민, ｢鄭晏家의 남해 불사경
영｣ 고문화85, 2015.
14) 김윤곤․김호동,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刻成活動의 參與階層｣ 한국
중세사연구3, 1996 ; 최영호, ｢南海地域의 江華京板高麗大藏經각성사업
참여｣ 석당논총25, 1997 ; 배상현, ｢고려시기 晉州牧 지역의 寺院과 佛
典의 조성-分司 南海大藏都監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구사학7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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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정안의 연관성은 기왕 논고를 통해 대략 이해할 수 있다. 정안
의 역할과 분사대장도감(분사도감으로 줄여 부름)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각도로 다루었으나, 정작 하동과 남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심도 깊
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조성기구인 분사도감은 진주와 남해에 존치했
는데, 정안의 주 활동 공간은 인접한 하동이다. 특히 두 번째 낙향하여
활동한 공간은 남해이다. 이에 각성사업 추이와 분사도감 역할 등을 종
합적으로 논의해 정안의 하동과 남해지역에서의 활동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하동은 지리적으로 분사도감이 위치한 진주와 남해를 이어주는 지역
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조성 공간인 경남 산청의 단속
사, 전남 승주의 수선사와는 인접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각
성사업과 하동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정안이
고려대장경 조성에 私財를 희사한 사실, 낙향 후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불교전적을 간행한 것은 각성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하동에서 정안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가 조성하였던 불교전적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하동
과 남해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였던 정안이 각성사업에서의 수행한 역
할과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고려대장경 조성과 하동에서 정안의 활동
1. 고려대장경 조성 추이와 분사대장도감
고려대장경 각성사업에 있어서 고종 30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난
다. 예년에 비해 대장도감에서 경판 판각이 3배 정도 급증하였고, 분사
도감에서도 경판을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고종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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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절반 이상이 판각되었다. 판각기술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기술적
발전에 따라 숙련도가 축적된다. 고려는 부인사장 고려대장경을 한 차
례 판각한 경험도 있고, 대각국사 의천의 敎藏 간행도 기술 향상에 많
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기에 고종 24년부터 축적된 대장경 판각기
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화되어 한 장의 경판을 완성하는 기간이 크
게 단축되었을 것이다. 판각기술 축적에 따른 기능 향상과 업무 분장의
효율성, 대몽항쟁의 변화, 분사도감에서의 판각 개시 등이 각성사업 변
화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잠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은 국가 기구로서 각성사업 정책 입안, 업무 추
진, 人的․物的 자원 조달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대장도감은 당시 임
시 수도였던 江華京에, 분사도감은 界首官이 파견된 大邑을 위주로 설
치되었다. 고종 38년 東國李相國集 간행에 있어서 경상도 안찰사가
진주 분사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使를 겸직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당시 직제는 진주의 행정조직 체계를 활용하였다. 책임자는 안찰사였
고, 간사—교감—필사자—각수로 구성되었다.15) 기존 행정조직에 특채
된 요원들이 사업 업무를 분담하면서 경전 교감 및 경판 판각에 필요
한 현장 인력들을 직접 수급하고 관리하였다.16) 분사도감이 설치된 군
현은 경남 진주와 남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조
성 업무 추진에 있어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은 행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판의 실질 판각은 도감 산하의 공방과 사원 등으로 밝혀
졌다. 해인사, 수선사, 단속사, 하거사 등이 대표적인 사원이다.17) 판각
15) 최연주, 고려대장경연구, 경인문화사, 2006, 121쪽.
16)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 대한 성격, 위상,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다음 논
고에서 상론한 바 있다.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 최연주, 위의 책 ; 최영호,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
구, 경인문화사, 2008 및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조성기구와 판각공간,
세종출판사, 2009.
17) 최영호, ｢｢海印寺 所藏本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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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확대와 판각 기술 향상은 고려대장경 조성에 큰 변화를 가져
왔을 것이다.
고종 30년 사업 변화는 抗蒙 추이와도 연관된다. 고종 24년과 25년을
제외한 4년간은 경판이 일정하게 판각되었다. 고종 30년을 기점으로
경판 판각 수량이 급증한 것은 전쟁 추이와도 관련 깊다. 이 기간 대규
모 몽고군의 침입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고종 26년 4월 몽고군이
철수한18) 이후부터 고종 34년 7월 阿母侃이 이끄는 몽고군이 다시 침
입해 鹽州 등지에 주둔할19) 때까지 긴박한 공방전은 거의 없었다. 대
규모 전쟁과 약탈이 없었던 시기에 더 많은 경판이 판각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원활한 경판 판각을 위해서 목판 확보, 목재 수급, 각
수 및 각종 기술자 참여 등은 물론 기타 물자 조달과 행정 지원까지 신
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장경 조성이 고종 34년에 마무리된 것은 전
쟁이 크게 확전되지 않은 것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결국 치열한
전투가 없었던 8년간은 각성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고종 30
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표-1>20)은 각성사업 각 연도별 판각 추이를 정리한21) 것이다. 주
의 판각 성격｣ 한국중세사연구4, 1997 ; 김윤곤, ｢高麗大藏經 조성의
참여계층과 雕成處｣ 인문과학12, 1998, 경북대 ; 최영호, ｢13세기 江華京
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과 해인사｣ 한국중세사연구13, 2002 ; 최연
주, ｢修禪寺와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彫成｣ 대구사학81, 2005.
18) 고려사 권23, 고종 26년 여름 4월.
19) 고려사 권23, 고종 34년 가을 7월.
20) 최연주, 앞의 책, 143쪽 재인용. <표-1>에서 판각 수량은 동아대학교 함진
재 소장 고려대장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未詳은 간기에서 도감 명칭
이 탈락 또는 마멸되어 판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고려대장경 인경본 기준으로 하면 총 80,242판이다. 한편
함진재 소장본 보다 먼저 印經된 월정사, 일본 大谷大學 소장 인경본과 해
인사 소장 목판 이미지 사진 등을 대조해 본 결과 刊記의 탈락, 인경상태
불량으로 인해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무리가 없지만 향후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김윤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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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려대장경 연도별 판각 추이
구분
년
고종 24(1237)
고종 25(1238)
고종 26(1239)
고종 27(1240)
고종 28(1241)
고종 29(1242)
고종 30(1243)
고종 31(1244)
고종 32(1245)
고종 33(1246)
고종 34(1247)
고종 35(1248)
고종 37(1250)
고종 38(1251)
無刊記
합계

판각 수량(장)
大藏都監 分司都監 未詳
2,957
12,583
24
6,411
7,241
7,047
8,964
25,480
6,095 262
31,911
7,543 159
15,293
1,310
9,732
844
60
2,335
609
38
723
30
22
12,810
160,483

목되는 점은 첫째, 고종 29
～33년까지 5년간 조성한 경

판이 8만여 장으로 약 67.0%
이다. 고종 30～32년에 집중
되는데, 총 88,052장으로 전
체의 54.9%가 판각되었다.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 원인
은 대장도감의 기술축적에 따
른 판각 능력의 향상도 있지
만, 분사도감에서 경판을 판
각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분사도감은 고종 30～35년까
지 6년간 판각하였는데, 전체
의 10.6%인 총 17,124장이다.

같은 기간 대장도감에서는 20.1%를 판각한 것에 비하면 그 비율은 높
지 않다. 판각 기간 14년 중 분사도감은 6년간, 전체의 10%에 해당되
는 경판을 판각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분사도감의 주
된 임무는 경판 판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분사도감의 그 위상은 대장
도감과 동일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편성 운영되었다. 경판
판각보다는 다른 역할 즉 인적․물적 자원조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저, 앞의 자료집, 해제, 19～54쪽 ; 최연주, ｢刻成人을 통해 본 高麗國新雕
大藏校正別錄 彫成｣ 동아시아불교문화15, 2013 및 ｢분사남해대장도감
과 고려대장경의 彫成空間｣ 한국중세사연구37, 2013 참조.
21) 고려대장경 경판 수량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집계한 내용과 기준이 서
로 다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장경 경판의 이중판, 삼중판 등을
포함하여 총 81,352판으로 집계되었다. 최영호, ｢海印寺大藏經板의 구성체
계와 범위｣ 석당논총6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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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2) 이상에서 고종 30년부터 분사도감에서 경판을 판각하면서
사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할 예정이지만 정안의 활동과 고종 30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
된다. 정안의 정치활동, 그리고 하동 및 남해로 낙향한 후 불교계와 활
발히 교류한 시기와 각성사업은 겹친다. 정안은 고종 4년경 진주목 지
방관을 그만 둔 후 고향인 하동에서 노모를 봉양하였다. 고종 28년 4월
부터 정안은 국자감 좨주로 활동하였지만, 집권자 최이가 전횡하는 것
을 보고 害를 피하기 위해 남해로 물러난 시점을 고종 30년 전후로23)
본다. 정안이 고종 30년 만종 주도로 단속사에서 간행한 선문염송집
발문을 작성한 사실, 고종 31～33년에 金剛三昧經論, 大方廣佛華嚴
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金剛般若波羅蜜經, 佛說預修十王
生七經을 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각성사업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정안이 주로 활동하였던 하동과 남해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그 연관성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종 30년부터 경판 판각
이 급증한 점, 분사도감에서 경판이 판각되는 것은 그의 활동과 무관하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정안과 혜심의 교류, 그리고 양경사
정안의 본관은 하동이다. 그의 집안은 조부 정세유, 부친 정숙첨에
이어 3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하였다.24) 정안과 최이는 처남매부
간으로 그의 부친 정숙첨은 최이의 장인이다. 누대에 걸쳐 하동에 토착
22) 최연주, 앞의 책, 103쪽.
23) 김광철은 정안의 낙향 배경이 노모 봉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친 정숙첨
의 하동 유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략 고종 4년 1월로 추정한다
(앞의 논문, 50쪽).
24) 하동 정씨 가계와 세력기반에 대해서는 기왕 논고에서 상론한 바 있어 논
의를 생략한다. 김광철, 앞의 논문, 4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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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갖춘 정안은 과거 급제 후 晉州牧 지방관과 國子監 祭酒, 知門
下省, 그리고 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하동과 남해를 근거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의 열전을 검토해 보자.
가) 정안의 처음 이름은 奮이다.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서 어릴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陰陽, 算術, 醫藥, 音律에 정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晋陽의 고을 원으로 나갔다가
어머니가 늙어서 사직하고 하동으로 돌아와 봉양하였다. 崔
怡가 그 재능을 총애하여 왕에게 글을 올려 國子監 祭酒로
임명하였다. 정안은 최이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타인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 보다 나으려고 다투는 것을 보고 害를
멀리하려고 南海로 물러나 거주하였다. 불교를 좋아하며 명
산의 이름난 사찰을 두루 찾아 다녔다. 개인 재산을 내어서
국가와 中分하기로 약속하여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佛事가
크게 번거로워 한편에서는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정안이
이미 퇴직한 후에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최이 외손을
자식으로 삼아 길러서 아첨하였다. 또 권세 있는 사람을 섬
겼으며, 사치를 좋아하여 저택과 그릇의 화려함이 극에 달
하였다.(고려사 권100, 열전 13, 정세유 부 안)

그의 출생년도는 불명확하나, 희종대 과거 급제25) 이후 진주목 지방
관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관료생활에 부침이 많았다. 가)에
서 정안이 최이의 외손을 양육한 점, 권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 점
을 볼 때 권력 지향 성향이 강했던 것 같다. 그가 진주목 지방관을 그
만 둔 시점은 고종 4년 1월경으로 추정26)되며, 국자감 좨주로 정치활
동을 제기한 시점은 고종 28년 4월27)이다. 최이의 전횡을 보고 그 害를
피해 남해로 물러난 것이 고종 30년 이전이다.28) 낙향하였던 그는 최
25)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408쪽.
26) 김광철, 앞의 논문, 48쪽.
27) 고려사 권73, 선거 1, 과목 1, 선장, 고종 2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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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해 고종 38년 1월에 지문하성29)으로 다시 발탁되어 참지정사로
승진하였다.30) 얼마 후 백령도에 유배되었다가 최항에 의해 살해되었
다. 그의 관직생활을 종합해 보면 정안이 고향인 하동과 남해에서 활동
한 시기는 진주목 지방관을 그만둔 고종 4년 1월경부터 국자감 좨주로
다시 임명된 고종 28년 4월까지 24년간, 그리고 다시 낙향한 고종 30년
이전부터 고종 38년 1월까지 약 8여 년간이다.
정안은 낙향해 있던 기간 동안 관료, 불교계 등 유력 인사와 빈번하
게 교류하였고, 전국 유명 사찰을 두루 다녔다. 그가 교류한 대표적인
인물은 李奎報, 慧諶, 一然 등이다. 고종 23년과 24년에 하동지역 토산
물인 작설차를 정안이 이규보에게 연이어 보내주자 감사한 마음을 詩
로 표현하였다.31) 그리고 고종 명령으로 이규보가 수선사 2대 사주였
던 진각국사 묘지명을 작성할 때 정안에게 그의 행록을 정리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32) 이를 통해 정안과 이규보와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고종 36년 정안이 남해에 있는 私第를 희사하여 定林社
라는 사찰을 창건하여 일연선사에게 청하여 주지로 추대하였다.33) 정
안과 일연과의 교류도 엿볼 수 있다. 정안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사상
및 생활면에서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修禪社 社主였던 無衣子
慧諶일 것이다. ｢曹溪眞覺國師語錄｣34)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28) 김광철은 정안이 조성한 선문염송집 발문에 ‘癸卯仲秋 逸庵居士 鄭晏跋’
에 주목하여 이 시점에 물러난 것으로 추정한다(앞의 논문, 50쪽).
29)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1월 무인.
30)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38년 5월.
31) 동국이상국집 권18, 고율시,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32) 동국이상국집 권35, 비명묘지,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
眞覺國師碑銘 幷序奉 宣述｣.
33)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아세아문화사,
1983).
34) 한국불교전서 6, 曹溪眞覺國師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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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임오 9월 13일 하동 鄭參政의 청으로 上堂하다.
어떤 중이 물었다. 둥둥둥 북소리여, 큰 보시의 문이 열리
고….
-2) 임오 10월 14일 하동 양경사 慶讚會가 시작되어
법당에 올라가 설법하기를, 圓覺을 닦아서 우리 절을 만
들고….
-3) 계사년 양경사에서 여름 안거를 시작할 때
법당에 올라가 설법하기를, 날카로운 心機의 바퀴가 구르
는 곳에는 부처님과 조사님의 갈등을 뒤집고….

나)는 하동 陽慶寺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나-1)에서 양경사로
혜심을 초청한 인물은 鄭參政이다. 임오년(고종 9년)에는 정안이 진주
목 지방관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참정이라 부를 수 없다. 정참정은 곧
정숙첨을 지칭한다. 정숙첨은 고종 4년 1월에 흥왕사․홍원사 등 승려
들이 최충헌을 죽이려는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사위 최이에 의해 죽음
을 면하여 하동으로 귀향되었다.35) 정숙첨의 초청으로 혜심은 고종 9
년 9월 13일 하동 양경사에 왔으며 한 달 뒤 경찬회 때 다시 초청되었
다. 나-2)는 양경사 준공을 기념해 개최된 법회로 추정된다. 혜심은 정
숙첨 초청으로 양경사에 왔을 때 노모 봉양을 위해 하동에 머물고 있
던 정안과도 조우하였을 것이다. 나-3)에서 고종 20년 혜심은 양경사
에서 하안거를 시작하였고, 7월에 마치고 수선사로 돌아갔다.36) 정씨
집안과 혜심은 양경사를 중심으로 빈번한 교류를 하였다.
양경사가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므로 그 위치에 대
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양경사는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정숙첨에 의
해 창건되었으며,37) 그의 집안에 의해 지역 내에서 위상을 다졌을 것
35)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봄 정월.
36) 한국불교전서 6, 曹溪眞覺國師語錄, ｢七月自河東還本社慧修棟梁設鎭
兵法會｣.
37) 김광식은 양경사를 하동 정씨 가문의 願堂으로 이해하고 있다(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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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것은 조선 태종 7년 전국 주요 고을에 資福寺를 지정할 때 하
동 양경사가 포함된 것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양경사는 慈恩
宗 소속으로38) 그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하동 陽慶山 인근에 위

치하였던 교종 계열의 사찰로 추정된다. 양경산은 하동현 북쪽 3리에
있는 鎭山39)으로 하동읍성이 위치한 고하리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지금의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하동읍성 뒷산이 양경산이다. 본래 하동
읍은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에 위치하였고, 하동읍성은 양경산 아래에
둘레 1,019척, 높이 13척 규모로 조선 태종 17년에 축조되었다.40) 고려
시대 하동현 治所는 지금의 고전면 고하리 일대였다. 조선 숙종 28년
府로 승격되면서 섬진강 인근 지금 하동군 하동읍으로 옮겼다.41) 하동

군 고전면 하동읍성 일대가 양경산 기슭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인근에
양경사가 위치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양경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안과 혜심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사료 가)에서 정안은 陰陽, 算術, 醫藥, 音律에 정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할 만큼 박학다식하였다. 철학과 문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혜심과 함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로 격의
가 없이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안과 혜심이 빈번하게 교류한 시기
는 고종 9～10년 전후가 아닐까 한다. 혜심은 정안의 詩를 次韻하여
“信宿慈悲寺 次韻逸庵”이란 시를 지으면서 자신을 ‘松叟’, 그를 ‘竹君’으

로42) 비유하였다. 두 사람은 마치 인생의 도반처럼 상대방을 松叟, 竹
321쪽).
38)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2월 신사.
39) 경상도지리지 하동현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하동현, 산
천.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 하동현, 성곽.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읍성의 축조시기를 ‘世宗 丁酉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유년은 태
조 17년이므로 이에 따랐다.
41) 읍지 1, 慶尙道 河東府邑誌, 건치연혁.
42) 한국불교전서 6, 無衣子詩集 上卷, ｢信宿慈悲寺 次韻 逸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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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이라 비유하면서 인연을 강조하였다. 또 손수 逸庵이란 號를 지어 주

었고,43) 洗心亭이라는 堂號도 직접 지어 주었다. 혜심이 洗心亭이라 이
름 지을 때, ‘逸庵居士 鄭公 奮이 노모를 봉양하면서 溪亭을 지었는데
비록 고을[里閭]에 있으나 경치가 볼 만 하다’44)라고 하였다. 여기서
고을[里閭]은 바로 하동을 지칭한다. 정안과 혜심은 하동을 중심으로
사상과 문학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
서 친밀함이 깊어졌다.
혜심 死後 산청 단속사에서 만종에 의해 간행된 선문염송집의 서
문을 정안이 작성한 것에서도 그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선문염송
집 30권은 혜심이 1125칙의 공안을 모아 초간본을 간행하였으나, 간
행 직후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그 후 제자인 淸眞夢如가
347칙을 새로 더하여 총 1472칙으로 새로이 편집하였다.45) 고종 30년

단속사에서 만종 주도로 선문염송집이 간행될 때 정안에게 서문 작
성을 의뢰하였다. 그 배경은 정안과 혜심이 수시로 교류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 차원을 넘어서
문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교류하였고, 결국 수선사와 연결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종 23․31～33년에 妙法蓮華經, 金剛三昧
經論,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金剛般若波羅
蜜經,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을 정안이 간행하였다. 이들 전적의 간행

은 그의 신앙 경향이 수선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백련사와
연계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46) 그렇다면 혜심과 수선사, 그리고 정
안은 각종 교류를 통해 사상적으로 밀착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안과 혜심, 정안과 일연의 교류에 있어서 강월암과 정림사에
43)
44)
45)
46)

한국불교전서 6, 無衣子詩集 下卷, ｢逸庵銘 幷序｣.
한국불교전서 6, 無衣子詩集 下卷, ｢題洗心亭 幷序｣.
한국불교전서 5, 禪門拈頌集 권1, 제32․33장.
정병삼, 앞의 논문, 428～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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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안은 남해 사저를 정림사로 개창
한 후 일연선사를 초청하여 주지를 맡겼다. 그 배경은 수선사와의 오랜
교류가 그 기반이 된 것이다.47) 일부 연구에서 정안이 남해 私第를 定
林社로 개창했을 때 그 곳을 강월암48)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軍威麟
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49)에 따르면 ‘정안이 남해 사저를 고쳐 정림사

로 개창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비문 내용만으로 강월암과 남해 사저
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강월암 창건 법회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 逸庵居士가 江月庵을 창건하고 청하다
법당에 올라가 설법하기를, 돌문은 높고 바위굴은 기괴하며,
시원하고 유쾌하여 살기에 무방하다. 산은 여기저기, 물은
줄기줄기 모두 여기에 한눈에 다 들어온다. 逸庵公이 절[蘭
若]을 지으니 좋은 붓으로도 다 묘사할 수 없고, 無衣子가 그
낙성 때 오니 좋은 공덕은 말하기 어렵다. 말의 등을 태우거
나 鑽龜 기왓장을 깨뜨리거나 구기로 점치거나 헛소리하거
나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손가락을 한번 퉁겼다.(한
국불교전서6, ｢曹溪眞覺國師語錄｣)

위에서 정안이 창건한 강월암을 혜심은 ‘蘭若’ 즉 사찰로 표현하면서
그 공덕을 찬양하였다. 강월암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혜심이 남해에 위치한 강월암 낙성식에 참여했다면, 남해 방문 또는 이
47) 채상식은 一然이 남해 정림사로 초청받아 간 사실에 대해 가지산문과 수
선사와 사상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정안이 그 연결고리
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2,
120～121쪽).
48) 강월암의 남해 存置說은 김광식, 앞의 책, 315․322쪽 ; 배상현, 앞의 논문,
33쪽 ; 주영민, 앞의 논문, 85〜86쪽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49) ｢軍威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아세아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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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내용을 남겼을 것이다. 아니면 어록에 별도 언급하였을 것이
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강월암과 정림사를 동일하게 파악한다. 그
이유는 강월암의 창건 시점을 고종 10년으로 보고, 그 위치를 남해로
추정하고50)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앞
서 검토한 바와 정안은 고종 28년 4월부터 국자감 좨주로 활동하였고,
집권자 최이의 전횡을 보고 그 해를 피하기 위해 고종 30년 전후에 남
해로 물러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강월암 창건 시점으로 고종 10
년 전후로 추정하였다면, 정안은 당시 진주목 지방관을 그만두고 하동
에 머물고 있을 때이다. 그리고 혜심과 활발하게 교류하던 시기이다.
그가 하동을 떠난 시점은 국자감 좨주로 임명된 고종 28년 4월이다. 강
월암의 창건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으며, 정림사로 개창했다는 근거도
없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안의 남해 사저인 강월암이 정림사로 개창되
었다고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안은 하동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혜심과 수시로 교류하였던 양
경사 역시 하동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정안의 활동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강월암의 위치를 하동 권역 안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강월암은 하동 권역 안에 창건된 사찰로 남해 사저와 별도 공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원은 승려들의 수행공간이자 각종 의식의 시행
장소였고, 講論과 討論의 장으로서, 그리고 敎學을 전파하는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또 僧俗 교류의 장이기도 하였다. 특히 대읍과 그 인근에
존재한 사원은 각기 교학․교화․의료․풍수지리․외빈접대와 鎭兵法
席, 중앙․지방관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방사회의 정치․경

제․문화 등 전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원 입장에서도
그만큼 단월들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원과 지방관의

50) 최영호는 정림사의 개창 년도를 고려해 볼 때 고려대장경 조성 공간으
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2016,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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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험적 관계가 성립51)되었다. 하동일대는 하동 정씨 집안의 다양
한 기반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혜심과 정숙첨, 정안과의 2대에 걸
쳐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하동과 양경사, 강월암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양경사와 강월암은 정안이 주로 활동한 하동에 존
치한 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정안은 하동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과 양경사와 강월암이라는 사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론을 주
도해 나가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Ⅲ. 정안의 불교전적 간행과 고려대장경
하동을 주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정안은 각성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고려대장경 조성될 때 만종이 주도해 간행
한 선문염송집 30권의 발문을 지었고,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5종의
불교전적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정안의 이러한 활동이 각성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사료는 없지만, 정
안의 활동을 통해 그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동은 東으로는 진주․사천, 西로는 광양․구례, 北으로는 산청․지
리산, 南으로는 남해군과 접해 있으면서 남해안 중앙지점에 위치한다.
각 지역의 조세를 원활하게 수취하기 위해 조운제도를 운영할 때 교통
과 물자 집적이 수월한 하동 인근에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경남 해안
과 내륙인 산청, 함양을 남강으로 연결하는 사천 통양창과 남원과 섬진
강, 승주와 광양 등을 연결하는 순천 해룡창이 하동지역의 좌우에 각각
입지해 있다. 또 당시 집권자인 최씨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진주,

51) 김윤곤, ｢고려시대 경상진주도 지역의 사회발전과 불교문화｣ 민족문화논
총21, 2000, 4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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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산청 등지와 맞닿은 지역이 바로 하동이다.
먼저 진주와 남해의 분사도감, 그리고 하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
해 보자. 고려대장경 조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사
도감은 하동과 인접한 진주52)와 남해53)에 존치하였다. 여기서 고종 38
년 간행된 東國李相國集 조성체계를 통해 그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국이상국집은 辛亥年 분사도감이 대장경 조성을 마친 후 고
종의 명령을 받들어 간행하였다. 분사도감의 체계는 使—副使—錄事—
校勘이다. 특히 동국이상국집이 간행되기 3년 전인 고종 35년 경상

도 안찰사를 역임한 都官郎中 全光宰가 분사도감직을 겸임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54) 분사도감의 최고 관리자는 진주목 부사가 겸직하였다.
그리고 기존 행정 조직체계와 대장경 조성에 따른 직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특채된 요원인 錄事들을55) 활용하였다. 진주의 분사도감에서는
인근 지역 관료인 하동 감무 이익배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각 분사도
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분되었지만,56) 하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안의 불교전적 간행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신해년 분사도감에서 동국이상국집 간행에 진주 인근의 하동
감무였던 이익배가 참여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정안과 교류하였던 혜심이 社主로 있던 수선사의 불교전적
간행에 대해 검토해 보자. 수선사는 명종대 중수된 이후 인근 토착 세
력들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각종 불교전적을 간행하였다. 勸修定
慧結社文, 華嚴論節要, 六祖大師法寶壇經, 法集別行錄節要幷入
私記, 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이 있다. 그리고 小字 金剛般若波
52) 동국이상국집 후집 권12, 拔尾, ‘辛亥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53) 종경록 권27 간기,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54)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 권3, 제38장, ‘慶尙晉安東道按察副使 都官郎中
全光宰誌’.
55) 김윤곤, 앞의 책, 148쪽.
56) 진주와 남해의 분사도감 상호 연관성은 최연주, 앞의 논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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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密經, 宗鏡撮要, 正法眼藏 등과 지눌 저작인 誡初心學人文을

비롯하여 上堂錄․法語歌頌, 修心訣, 眞心直說, 牧牛子法語
頌 등을 간행하였다. 혜심이 고종 13년 12월에 간행한 선문염송 30

권,57) 심요 1편, 狗子無佛性話揀病論 1편, 無衣子詩集 2권, 金
剛經贊 1권, 禪門綱要 1권, 혜심 입적 이후 제자들이 편찬한 眞覺
國師語錄 등도 간행되었다. 이들 불교전적의 간행장소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선사 또는 관련 깊은 사원 등에서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수선사는 결사운동의 보급과 그 이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
와 관련된 불교전적을 적극 간행 보급하였던 것이다. 수선사를 중심으
로 형성된 僧俗 협력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불교
전적을 적시에 간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58) 당시 수선사의
불교전적 간행 체계 및 운영 과정은 혜심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던 정안
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사상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정안은 하동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양경사와 강월암을 주축으로
전남 승주에 위치한 수선사 및 혜심과의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왔다.
또 하동과 인접한 진주와 남해에는 고려대장경 조성을 위한 분사도
감이 존치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각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산청 단
속사에서 萬宗 주도로 간행된 혜심의 저서인 선문염송집 발문을 통
해 추론해 볼 수 있다.
57) 진각국사 慧諶이 수선사에서 문인 眞訓과 더불어 선종 古話 1125則과 이
에 대한 선종의 諸師 語話, 즉 徵․拈․化․別․訟․歌 등의 要語들을 채
집하여 30권으로 錄成하여 禪門拈頌을 간행하였다. 하지만 몽고의 침입
으로 강화도로 천도할 때 소실되어 고종 30년 만종에 의해 단속사에서 다
시 간행되었다. 한국불교전서 5, 禪門拈頌說話 권30, ｢增補拈頌跋｣.
58) 수선사의 불교전적 간행 및 고려대장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최연주, 앞
의 논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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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江華京으로 천도할 때 가지고 올 경황이 없어 끝내 그 선
문염송집 원본을 잃어 버렸다. 현재의 曹溪老師(淸眞國師
夢如)께서는 … 다시 경판을 새기고자 하였으나, 인연이 맺
어지지 못하였다. 禪師 萬宗이 반야의 가운데로 와서 일찍
부터 품은 원력을 타고서 海藏分司로 물자를 보내니 匠人을
모집하여 경판을 새기므로 그 전승이 오래가게 되었다. 나
에게도 부탁하여 지문을 짓게 하므로 처음과 끝을 잠시 쓰
니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계묘년(고종 30년) 음력 8월 보름
날 逸庵居士 鄭晏이 발문을 짓다.(禪門拈頌集 권30, 13장)

선문염송집 발문은 정안이 고종 30년 8월에 지었는데, 당시 그는
남해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59) 라)에서 ‘海藏分司’의 실체가 주
목된다. 정안은 ‘禪師 만종이 반야의 가운데로 와서 일찍부터 품은 원
력을 타고서 海藏分司로 물자를 보내니 匠人을 모집하여 경판을 새긴
다’고 적었다. 해장분사를 분사도감,60) 또는 남해의 분사도감61)으로 이
해한다. 海藏은 대장경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혜심의 詩 “悅可上人手寫
華嚴經作偈贊之”중에 ‘용궁의 대장경도 많다고 하지 못하리[龍宮海藏
未爲多]’62)라 하였다. 여기서 대장경을 용궁에 보관한다는 상징적 의미

로 보거나 또는 대장경의 내용이 바다 속 수많은 보배와도 같은 것으
로 보았다. 그렇다면 정안이 작성한 선문염송집 발문에서의 海藏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장분사은 분사도감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단속사 주지 만종이 선문염송집을 간행할 때 분사도감
의 체계를 활용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선문염송집 간행 장소로 분
사도감 또는 그 산하의 공방을 적극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안의 불교전적 간행에 대한 검토 후 재론하기로 하겠다.
59)
60)
61)
62)

김광철, 앞의 논문, 50쪽.
김윤곤, 앞의 책, 175～183쪽 ; 최영호, 앞의 논문, 2016, 91쪽.
배상현, 앞의 논문, 22쪽.
한국불교전서 6, 無衣子詩集 上卷, ｢悅可上人手寫華嚴經作偈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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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은 고종 23～33년에 5종의 불교전적63)을 간행하였는데, 그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정안 주도로 간행된 불교전적
경전 이름

권수 간행 연도

비고

1 妙法蓮華經

7

고종 23년 12월 15일 국보 제206—1호

2 金剛三昧經論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
3
脫境界普賢行願品
4 金剛般若波羅蜜經

3

고종 31년 8월 5일

單

고종 32년 정월 보름 국보 제206—7호

單

고종 32년 3월

국보 제206—6호

5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單

고종 33년 3월

국보 제206—10호

국보 제32호

<표-2>의 5종 경전 간행은 고려대장경 각성사업과 무관하지만,

간행 목적은 각성사업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경전의 誌․跋
文에서 정안은 국왕 및 왕실 안녕과 몽고군의 격퇴를, 그리고 부모형제

의 극락왕생 등을 기원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 23년 12월에 간행된 묘법연화경 발문에 따르면 ‘7권을 조성
하기 위해 山人 明覺에게 요청하여 완성시키고 널리 보급하였음[請山
人明覺 鋟板印施]’64)을 밝히고 있다. 묘법연화경 간행을 주도한 明覺

은 刻字僧으로서 각성사업에 고종 24부터 6년간 대장도감에서만 참여
하였다. 고종 25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30장을 판각한 중견 각자승
이다.65) 또 금강삼매경론,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
63) 5종의 불교전적에 대한 서지 정보 및 誌․跋文, 그리고 원천 정보에 대해
서는 최영호, 앞의 논문, 2016, 77～87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한편 고종 32
년경 조성된 佛說阿彌陀經 單卷은 해인사 소장 현존 보유․사간경판에
서 미확인되어 일단 제외하였다.
64) 묘법연화경 跋文.
65) 최영호, ｢南海地域의 江華京板｢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석당논총25,
1997 ; 최연주, ｢고려시대 金剛般若波羅密經 彫成 현황과 書誌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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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품, 불설예수십왕생칠경 간행에 참여한 각수가 고종 30년 만종이
간행한 선문염송집에 참여한 각수 20여명과 일치한다.66) 정안과 만
종이 간행한 불교전적과 각성사업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고종 30
～33년에 간행된 불교전적에서 조사된 각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선문염송집․금강삼매경론․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
현행원품․불설예수시왕생칠경에서 조사된 각수들 중 각성사업 참
여한 각수의 활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得心 30 대 10-11-38 분 5-7-867)
31 대 10-10-15 분 1-1-2
32 대 2-2-13
무 4-4-10
法蘭 24 대 1-2-4
25 대 2-2-28

31 대 7-8-29 분 1-1-1
32 대 1-1-13
무 2-3-10
文益 24 대 1-1-8
26 대 2-2-26

26 대 2-2-21
27 대 1-1-26
29 대 1-1-5
30 대 8-8-28

天孝 30 대 1-1-1

28 대 1-1-12
29 대 1-1-23
30 대 8-8-33 분 2-2-3
분 3-4-10

31 대 9-9-19

석당논총61, 2015, 102～104쪽.
66) 최영호는 ‘金剛三昧經論과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
品 및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각수 가운데 得心․文益․天孝․法蘭․
三旀 등 20여명은 고종 30년 단속사 주지 만종이 해장분사라는 대장분사
도감에서 공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선문염송집 7권의 각수와 일치하며,
法蘭․三旀의 경우 선문염송집과 함께 금강삼매경론․대방광불화엄
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불설예수시왕생칠경을 조성할 당해
연도에 대장도감․분사도감에서 고려대장경을 조성하였다. … 이들 3종
류의 경판을 만종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앞의 논문, 2016, 92～93쪽).
67) ‘30 대 10-11-38’는 고종 년간-도감-경전 종수-卷次-새긴 張數를 표시한
것이다. 이하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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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 3-3-18
무 1-2-3

32 대 2-3-25
33
분 1-1-2
무 2-2-2

三旀 25 대 2-2-2
26 대 1-2-42
27 대 3-3-44
28 대 1-1-41
29 대 4-4-66
30 대 10-11-33 분 5-8-12
31 대 16-25-72 분 5-10-13
32 대 2-2-32
분 2-2-6
33
분 1-1-9
34
무 5-5-9

분 2-6-19

得心과 天孝는 고종 30～32년까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활동하

였는데, 참여 기간과 경전 수를 보면 숙련된 각수라고 할 수 없다. 하
지만 文益과 法蘭, 그리고 三旀는 전문 각수로 파악된다. 문익은 ‘文’,
‘益’, ‘文益刀’로 인․법명을 표기하면서 8년간, 法蘭은 7년간, 三旀는 10

년간 참여하였다. 이들 각성인의 활동 양상은 대장도감 뿐 아니라 분사
도감에서 장기간 활동한 전문 각수이다. 비록 20여명의 각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의 활동 시기가 겹친다. 정안에 의해 간행된 5종의
불교전적에서 조사된 각수 대부분은 각성사업에서 전문 각수로 활동하
였다.
비록 5종의 불교전적을 고려대장경 편제에 넣을 수 없지만, 각성
사업 체계 내에서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동과 남해를
중심으로 활동한 정안은 각성사업과 무관한 별도 체제를 활용하여 고
종 31～33년에 4종의 불교전적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진주 또는 남해
의 분사도감, 아니면 제3의 분사도감을 활용하면서, 도감 산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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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원 등 조성 공간에서 간행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것은 각
성사업이 지방 행정 조직 체계를 활용하고 있고, 또 조성 공간인 사원
에서 경판이 판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정안이 주로 활동했던 하
동을 중심으로 각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자원의 다양한 분포, 그리고 확
보가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사도감은 인근 진주와 남해에 있다. 도감의 직제 구성은 특정 군현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의 행정조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분사도감이 있는 군현과 인근 군현이 협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동과 가까운 거리에 수선사와 단속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사원은 불교전적을 수시로 간행할 정도의 조직과 경제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여러 사원이 고려대장경 조성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은
여러 논고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안이 주로 활동했던 하동과 남해
는 어느 지역보다도 각종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고, 이를 조달하는
데 수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안의 주선으로 각수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은 물론 경판 등 물적 자원 등이 각성사업에 적극 활용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각성사업에 있어서 정안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
자. 앞서 제시한 사료 가)에 따르면 정안은 ‘개인의 재산을 내어서 국가
와 中分하기로 약속하여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또 佛事가 크게 번거로
워 한편에서는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라고 하여 정안의 각성사업 참
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와 中分’하기로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크게 3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 최씨정권과 정
안이 재산을 각각 희사한 것68)으로 본다. 둘째, 대장경 조성이 강화도
68) 안계현, ｢대장경의 조판｣ 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81 ; 김갑주, ｢고려
대장도감연구｣ 불문문창간호, 1990 ; 문경현, ｢고려대장경 조조의 史的
考察｣ 이기영박사고희기념논총 불교와 역사, 1991 ; 박상국, ｢대장도감
의 판각성격과 선원사문제｣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상, 가산이지관스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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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해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로서 중분을 이해69)
해야 한다. 셋째, 각성사업 추진 세력과 연계한 내용 검토이다.
여기서 세 번째 내용에 대해 잠시 검토해 보자. 사료 가)에서 崔怡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타인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 보다 나으려고 다투
는 것을 보고 害를 멀리하려고 남해로 물러나 거주한 정치적 배경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역할을 확대하여 이해한다. ‘중분’의
의미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부
각시켰던 것으로 보았다. 정안이 在朝官僚로서 각성사업을 추진하던
주체 세력 중 하나70)로 보았다. 근자에 ‘중분’이란 의미는 단순히 사재
시납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그 의미는 정안 역할과 함께 고려해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안이 각성사업과 무관한 불교전적을 간행
한 사실, 각종 지․발문을 통해 국왕 및 왕실 안녕과 몽고군의 격퇴를
기원하고, 부모형제의 극락왕생은 물론, 최씨정권의 안녕과 佛法 보호
등을 기원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정안의 人的 관계망을 검토한 결과 혜
심을 비롯한 불교계의 高僧이나 學僧, 다양한 종파의 승려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래서 정안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재보시, 현장 인력의 참여 유도, 완성 경판의 희사, 그리고 각성사업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것71)이라 설명하였다. 기왕 연구를 중
심으로 정안이 ‘국가와 중분’해 대장경을 조성할 때 그의 역할과 의미
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안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성사업은 각 경전의 간기에 ‘奉勅彫造’라고 밝혀 국가사업으로 추

갑기념논총, 1992.
69) 김광식, 앞의 책, 329～330쪽.
70) 김윤곤, 앞의 책, 336～343쪽.
71)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刻成事業의 주도층｣ 한국중세사의 제문
제, 2001, 72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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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그 정점은 고종이며 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최씨정권이 각성사업을 위해 별도로 都監을 세워 私財를 기울여 조
성하였던72)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씨정권의 사재 시납을 적극적으로
희사한 의미73)로 이해한다.74) 이와 마찬가지로 집권층이었던 정안이
국가와 중분하기로 약속하고 대장경을 조성한 것은 국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75) 累卵의 민
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추가
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정안의 활동이다. 정안은 하동과 남해를 중심
으로 수선사 사주 혜심과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지역 불교계와 다양한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수선사와 깊이 연관된 단속사와도 연결되어 있
었다. 하동에서 토착적 기반을 가진 정안은 양경사, 강월암 등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사원이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사회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면 양경사 등은 고려대장경 조성에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각성사업에서 정안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안은 진주목 지방관, 국자감 좨주 등을 역임한 후 하동과 남해
로 물러났다. 당시 집권자인 최우와는 처남매부간이고, 이규보 등 중앙
72) 고려사 권129, 열전 42, 최충헌 부 항.
73) 김윤곤은 당시 집권층 참여에 대해서 ‘대장경의 조판 사업은 무인최씨정권
의 집정자를 비롯한 왕공 귀족과 관인층 그리고 지주층 등의 지배 계층들
에게 현실안정이란 일정한 이익을 담보해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한 바 있
다(｢高麗國 分司大藏都監과 布施階層｣ 민족문화논총16, 1996, 66쪽).
74) 최씨무인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국왕의 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당시 국왕
으로서는 최씨정권의 권력 장악 및 행사와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다면 최
씨정권이 갖지 못한 왕건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우월성으로 인해 국왕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국왕이 국정을 이끌어
가기도 하였다’라는 주장은 참조된다. 박재우, ｢고려 최씨정권의 권력행사
와 왕권의 위상｣ 한국중세사연구46, 2016 참조.
75) 최연주, 앞의 책, 98～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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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 많은 관료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동과 남해에 오
랫동안 생활하면서 혜심과 만종 등 불교계 인사 및 지역 토착세력과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동은 분사도감이 존치한 진주와 남
해와 맞닿아 있고, 조성 공간으로 활용된 수선사와 단속사와도 인접해
있다. 특히 고종 30년에 만종 주도로 단속사에서 간행한 선문염송집
발문을 작성하고, 고종 23․31～33년 불교전적을 간행하면서 지역 내
각수 및 경판 등 각종 자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
이다. 고종 30년에 대장도감 뿐 아니라 분사도감에서도 경판을 판각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안은 대장도감이 있었던 江華京과 원거리에 있
던 진주와 남해의 분사도감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안은 하동과 남해 즉 경상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혜심 및 수선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라도 동부지역에 대
한 여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 지역 내에 있던 각성사업
에 필요한 각수 및 물자 등 각종 자원에 대해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를 바탕으로 私財 施納과 같은 경제적 분담은 물론 사업이 원만
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고려대장경 판각은 고종 24년부터이다. 고종 30년부터 경판 산출
이 급증하는데, 대장도감에서는 경판 산출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급
증하였다. 또 분사도감에서 경판이 판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변화
에 따라 고종 30～32년에 절반 이상을 판각하였다. 그 요인은 판각기술
의 축적에 따른 기능 향상도 있지만 대몽항쟁 추이와도 관련이 깊다.
고종 30년을 전후하여 몽고군의 큰 침입이 없었으므로 각성사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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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종 30～32년에 총 88,052장으로 전체의 54.9%가
판각되었다. 이는 대장도감의 기술축적에 따른 판각 능력의 향상도 있
지만, 분사도감에서 경판을 판각한 것이 급증한 요인이다.
정안은 하동 정씨로서 하동지역에서 오랫동안 토착 기반을 갖고 있
었다. 과거 급제 후 晉州牧 지방관과 國子監 祭酒, 知門下省, 그리고 參
知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낙향한 후 하동과 남해를 근거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향인 하동과 남해에서 활동한 시기는 진주목 지
방관을 그만둔 고종 4년 1월경부터 국자 좨주로 임명된 고종 28년 4월
까지 24년간, 다시 낙향한 고종 30년 이전부터 고종 38년 1월까지 약 8
여 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李奎報, 慧諶, 一然 등 관료, 불교계 등 유력
인사와 빈번한 교류를 하였다. 혜심과 정안은 사상 및 생활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철학과 문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격의 없이 지냈다고 할 수 있다. 정안과 혜심은
하동에서 양경사와 강월암을 중심으로 교류하였다. 양경사는 정숙첨에
의해, 강월암은 정안에 의해 창건된 볼 수 있다. 이들 사원은 하동 정
씨의 지역 내에서 위상을 토대로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을 것이다. 정
안과 혜심의 교류, 양경사과 강월암에서 활동 등을 종합해 보면 하동이
라는 지역 기반을 토대로 지역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서 인근 지역까지
도 그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정안은 묘법연화경․금강삼매경론․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
탈경계보현행원품․불설예수시왕생칠경 등을 고종 23․31～33년에
간행하였다. 비록 각성사업과 무관하지만 각 경전의 誌․跋文에서 정
안은 국왕 및 왕실 안녕과 몽고군의 격퇴를, 그리고 부모형제의 극락왕
생 등에 대해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간행 목적이 각성사업과 대동소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전적 간행에 참여한 각수와 고려대장경 조성
에 참여한 각성인 20여명이 중복 조사되었다.
정안은 재산을 내어서 국가와 中分하기로 약속하고 국가사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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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다. 그는 하동과 남해를 중심으로 지역 불교계와 다양한 교류
를 하였다. 수선사 사주 혜심과 빈번하게 교류하였고, 단속사와도 연결
되어 있다. 사원이 종교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사회에서 정
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양경사 등은 고려대장경 조성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
동과 남해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혜심과 만종 등 불교계 인사 및 지
역 토착세력 등과도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하동은 분사도감이 존
치한 진주와 남해와 맞닿아 있고, 조성 공간으로 활용된 수선사와 단속
사와도 인접해 있다. 고종 30년 만종 주도로 단속사에서 선문염송집
이 간행될 때 발문을 작성한 사실, 또 고종 23․31～33년 불교전적을
간행한 사실을 통해 지역 내 각수 및 경판 등 각종 자원에 대해 구체적
인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고종 30년에 대장도감 뿐 아니라 분사
도감에서도 경판이 판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안은 대장도감이 있
었던 江華京과 원거리에 있던 진주와 남해의 분사도감을 이어주는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정안은 경상도 서부
지역인 하동과 남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혜심 및 수선사 등과의 교
류를 통해 전라도 동부지역에 대한 여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다. 그래서 지역 내에 분포한 각수 및 물자 등 각종 자원의 정보에 대
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私財 施納과
같은 경제적 분담은 물론 각성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크
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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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raving of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 and Role of
Jeongan’s(鄭晏)
Choi, Yeon-Joo
Jeongan’s(鄭晏) family clan is in Hadong(河東). Jeongan, his
father and grandfather served as the high-ranking bureaucrat.
Jeongan had started with Jinjumok(晉州牧) local official after take a
past examination, and was appointed Kukjagam Cheaju(國子監 祭
酒), Chamjijeongsa(參知政事) and so on.
He spend a long time in Hadong and Namhae(南海). He stayed 24
years in Hadong as Kukjagam Cheaju after he had resigned a local
official from January, 4 years of King Gojong’s reign, to April, 28
years of King Gojong’s reign. A few years later, he moved to
Namhae to avoid Choiei’s(崔怡) tyranny from 30 years of King
Gojong’s reign to 38 years of King Gojong’s reign when Jeongan
was reappointed.
Meanwhile, the amount of engraving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
經) increased rapidly 30 years of King Gojong. Improvement of
engraving skill and a indirect battle between Mongol is considered
with main cause. However, There are a few facts that engraved
scriptures in Bunsadaejangdogam(分司大藏都監). Bunsadaejangdo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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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ly supplied the various goods. But it engraved 10% of the
whole scriptures during 6 years since 30 years of King Gojong’s
reign.
It is assumed that such changing and Jeongan’s task as his
official member had a interconnection. First, Jeongan went down to
Namhae in 30 years of King Gojong’s. Second, He write the
epilogue

of

‘Seonmoonyeomsongjip(禪門拈頌集)’

published

by

Manjong(萬宗). Third, He engraved the 5 types of scriptures such
as

‘Kumkangsammaekyeongron(金剛三昧經論)’

between

31～33

years of King Gojong’s reign. Forth, He started the engraving at
Busadaejangdogam in 31 years of King Gojong’s reign. Finally, he
donated a portion of his property. In total, Jeongan must be involved
deeply the delivery of materials in engraving Tripitaka Koreana.
He

worked

mostly

in

Yangkyeongsa

Temple(陽慶寺)

and

Kangyeolam Temple(江月庵) located in Hadong. He leads the local
opinion with Hyesim(慧諶), so the influence must be had numerous.
Hadong is near the Jinju and Namhae where Bunsadaejangdogam
was there. Not only this, engraved zone such as Suseunsa Temple
(修禪社) and Dansoksa Temple(斷俗寺) was near. Consequently, it
is looked that Jeongan took charge of link between Jinju and
Namhae’s Bunsadaejangdogam.
Key Words : Tripitaka Koreana, Jeongan’s(鄭晏),
Bunsadaejangdogam(分司大藏都監), Hadong(河東),
Yangkyeongsa Temple(陽慶寺), engraving, don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