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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이상엽 

(서울대학교 철학과) 

어떠한 종교나 사상과 같은 가치체계가 그것이 파생된 것과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으로 전파되어 나아가기 시작하면 크고 작 

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용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나 사상의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 

는 경우는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본고는 

중국 불교 수용기의 혜원(慧遠， 334-416)이란 인물에 주목하고자 한 

다. 

혜원은 불교라는 이민족의 종교를 중국 내로 이식시키는 일에 누 

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통적인 불 

교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사견(!fß見)으로 밖에 취급할 수 없는， 

‘영혼[神l은 불멸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의 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숭이었던1) 혜원의 이러한 주장은 언뜻 중국인 

에 의한 자발적 불교 수용의 한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당시 중국 불교는 강남 격의불교의 풍조 속에서 반야계열 대숭경전의 철 

학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었고， 소숭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ãstivãdin) 
의 불교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동진 말 
기에 시작된 구마라집(뾰摩羅什， Kumãr쩨ïva)의 중관학파 논서 번역으로 인 
해 종래 격의불교의 종말과 대숭불교의 중국 내 절대적 우위 점거가 단초 

를 보이기 시작한 격변기이기도 했다. 혜원은 강남 여샌盧山)에서 격의불 
교가들과 교류하며 중국 불교의 반야학을 계승했고， 자신의 스숭 도안t道 

安)의 학풍을 이어받아 셜일체유부 경론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일 
혼이 넘은 나이로 구마라집이 장안에서 펼친 역경 사업의 최초기 수혜자가 
되어 새로운 대숭불교 역시 수용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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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사회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후한 시대의 저 

작인 『모자이혹론{후子理感論).1에서 발견되는 신불멸(神不滅)이라는 

중국인들의 초보적인 오해가 다양한 종류의 불교 텍스트를 무수히 

접할 수 있었던 혜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잔존한다는 점을 생각한 

다면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혜원의 신불멸론(神不滅論)을 수용기 

의 중국 불교가 지니고 있었던 과도기적 오점으로 여기는 것2)이 일 

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혜원의 불교 수용 노력은 불 

교의 본래 모습을 왜곡시킨 실패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 

혜원이 주장한 신불멸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사문불경왕자론 

(沙門不敬王者論).1이란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문불경 

왕자론』의 서술에서 ‘신(神)’이란 개념은 중국 사상에 대한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시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며， 이때의 ‘신’은 불 

멸하는 윤회의 주체를 의미하는 후한 불교의 ‘신’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 『사문불경왕자론』의 ‘순훼)1업씨’와 ‘불순화{不順 

化)’라는 표현에 드러난 당시 주류 중국 사상과 불교 간의 입장 대립 

에 대해 분석하여 혜원이 신불멸론을 주장한 시대적 상황의 이해를 

시도해보고， 『사문불경왕자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이 가지고 있 

는 다양한 의미에 주목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혜 

원의 신은 불멸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사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당시의 사상적 환경에서 불교의 진의를 전달하려는 시도의 결 

과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2) 심재룡 편저， 『중국 불교 철학사J ， 철학과 현실사， 1998, pp.1 9-20. 
3) 중국 고대 철학에 있어서 신의 개념에는 ‘우주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영묘한 무엇’， ‘인간의 내부에 있어 마음의 작용을 주재하는 존재’，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혜원의 신불멸론은 이러한 ‘신 
(神)’의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하며 전개됐다고 한다. (木村英一 編，
r慧遠昭究 - 遺文篇J ， 創文社， 1960, p.394) 혜원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문 
쩌시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신’의 세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이 
지만， 이는 신불멸론의 일변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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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순화(順化) 대 불순화(不順化) 

혜원의 『사문불경왕자론』에 둥장하는 ‘순회{順化， 化에 순웅한다)’ 

란 말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당시 중국식 사유와 불교 간 

에 있었던 사상적 대립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혜원은 그의 

글의 「출개出家)J편에서 불교의 출가 수행자를 ‘순화하지 않는 것 

[不順化]으로 궁극적 이상[宗]을 추구하는 자’4)라고 정의하는데， 중국 

식 사유를 대표하는 가상의 논적(論敵)은 오히려 ‘순화하는 것으로 

궁극적 이상을 얻을 수 있다’5)고 주장하여 혜원을 반박한다. 이 ‘순 

화’란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혜원은 이 ‘순화’를 거부하려 했 

고， 또 왜 혜원의 논적은 ‘순화’를 통해 궁극적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고 반박했던 것일까? 혜원이 『사문불경왕자론』에서 ‘신(神)’이란 개념 

을 끌어들인 것은 「출개出家)J편을 이은 r불순화구종(不順化求宗)J편 

에서 ‘순화’에 대한 혜원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다. 따라 

서 그의 신불멸론을 이해하려면 당시 주류 중국 사상과 불교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1. 시대적 배경 - ‘순화(順化)의 사상’ 

위진 · 남북조기의 중국 사상계를 일관하여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신도개新道家) 사상이었다. 신도가 사상은 한대(漢代)의 

어용 철학이었던 신비주의적 유학 사상의 부정으로부터 유래한다. 한 

대의 신비주의적 유학 사상을 대표하는 것은 하늘이 황제가 행하는 

정치의 옳고 그름에 감웅하여 온화한 기후나 자연재해로써 상벌을 

내린다는 주장을 한 동중서(童件웹)이다. 이러한 동중서의 천인감웅 

설(天A感應說)은 인간행위의 도덕성 여부가 화복을 초래한다는 일종 

의 도덕 중시 사상이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비주의적인 형태로나마 

4) “出家則是方外之홈。...... 其罵敎也。...... 知生生由於훌化。 不順化以求

宗。" 增祐 編， 『弘明集J ，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0, b6-8). 
5) “然則明宗必存乎體極。 體極必由於順化。" 위의 글， (T52, p.30, b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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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한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상적 정당성의 근거를 경험세 

계에 기초한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한대 황제들의 지원과 참위설의 

미신적 권위에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대의 신비주의 

적 유학은 후한이 멸망한 후로부터는 종래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한 지식인들에 의해 부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러 

한 과정에서 신도가의 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신비주의적 유학에 대한 신도가적 입장의 구체적인 모습은 후한 

시대 왕휩王充)이란 인물의 사상에서 이미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 

다. 비록 왕충의 사상은 당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 

가 도가적 관점에서 시도한 한대 미신 비판은 훗날 신도가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왕충은 그의 저작인 『논 

형(論衝)~에서 한대의 일반적인 믿음이었던 천인감웅설을 “선을 행하 

는 자에겐 복이 다다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겐 화가 도래한다. 복이 

나 화의 보응은 모두 하늘(이 주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 

면， 하늘이 그것에 웅한다."6)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요약한다. 그는 

이 천인감웅설에 대해 하늘의 도리를 어디까지나 무위자연(無寫自然) 

이라고 생각하는 도가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한다. “무룻 천도는 자연 

이며， 무위(無寫)이다. 만약 하늘이 사람을 견책하고 경고한다면 이는 

유위(有탔)이고 자연이 아니"7)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화나 

복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왕충은 벌레들이 사람 발에 밟혀 

짓눌려 죽거나 밟히지 않아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연에 의 

한 것이란 사실에 비유를 들어 인간의 길흉화복 역시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왕충은 그가 생각하는 하늘의 무위자연한 모 

습， 곧 하늘이 어떠한 의사나 의도도 가지지 않은 채로 작용한다는 

6) 이하 인용되는 한문 원문은 모두 필자의 번역. 소괄호는 의역된 부분을 나 

태내거나 한자를 표기하기 위해， 대괄호는 원문의 한문 표현을 병기하기 
위해 사용했다. “行善者福至。 寫惡者福來。 福網之應皆天也。 人薦之天應
之。" 王充， 『論衝J ， (碼友蘭，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 하'J ， 까치글방， 

1999, p.139에서 한문 원문을 재인용). 
7) “夫天道自然lli。 無뚫。 如議告人。 是有薦非自然也。" 王充， 앞의 책， (碼友

蘭， 앞의 책， p.l 29에서 재인용). 

8) 위의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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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의거하여， 개인의 화복이나 신분의 귀천은 무작위(無作寫)적으 

로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세계 변화 원리의 무작위 

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왕충은 “명(命)이 귀하면 천한 지위에서부터 

저절로 영달하게 되고， 명이 천하면 부귀한 지위에서부터 저절로 위 

태롭게 된다 ...... 벼슬살이하는 것의 귀천과 재산을 다루는 것의 빈 

부는 명과 시운{에 달려있는 것)이다. 명이니 강요할 수 없고， 시운이 

니 힘쓸 수 없는 것이다"9)라고 하여 자신이 처한 위치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의지를 무용한 것으로 보는 숙명론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왕충의 독특한 무위자연 사상은 진대(폴代)의 왕필(王弼)과 곽생郭 

象)과 같은 신도가 사상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완성되고 비로소 중 

국 사회에 수용되게 된다. 우선 이들은 왕충이 그러했듯이 자연현상 

이나 인간사의 길흉화복에 부여됐었던 한대 천인감웅설의 주술적인 

의미를 배제하여 세상의 현재 상태는 개인의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 

하게 단지 ‘스스로 • 저절로 그러하다f 自然]’는 주장을 펼쳤고， 또한 

노자나 장자가 인위가 가해지기 전의 근원적인 무위 · 자연 상태의 

회복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순웅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겼다. 이는 한대 사상 

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승}는 데에 그쳤던 왕충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대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이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왕필은 “만물은 (그들의)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본성으로 삼는다. 따 

라서 따를 수는 있어도 작위할 수는 없다 ...... 사물에는 확정된 본 

성이 있는데， 그것을 조작하고 작위하려 하므로 반드시 설패하는 것 

이다."1이라고 하여 무위를 근본으로 삼기를 주장했다. 또 곽상은 “자 

연은 곧 사물의 스스로 그러한 모습일 따름이다 ...... 사물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그렇게끔 만드는 것은 없음올 알 수 있다"11)는 그의 

9) “命貴從購地自達。 命購從富位自薦。 ...... ft庫貴購治塵賞富。 命與時也。 命

則不可動。 時則不可力。" 王充， 앞의 책， (鴻友蘭， 앞의 책， p.141 에서 재인 

용). 

10) “萬物以自然罵性。 故可因而不可寫也。 物有常性而造짧之。 故必敗也。" 王

弼， 『老子注J ， (鴻友蘭， 앞의 책， p.l 59에서 재인용). 
11) “自然郞物之自爾耳。 ...... 明物之自然非有使然也。" 郭象， 『莊子注J ， (鴻友

蘭， 앞의 책， p.l 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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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화흰獨化論)을 펼쳤고， 나아가 이러한 자연 · 독화의 무작위적인 

원리로 주어진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본성(本性)’이자 ‘천리자연(天 

理멈然)’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유위(有寫)로 

서 배척하고， 이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위(無寫)란 절 

대적 가치를 체득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2) 왕필과 곽상의 이와 같 

은 주장은 곧 계충적 질서를 천리， 자연， 본성이란 표현으로서 긍정 

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주장한 것 

으로서， 육조 시대를 관통하여 귀족 중심의 계급 사회를 정당화시켜 

주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왕필과 팍상은 『노자』나 『장 

자』에 나타난 경험주의적 측면들을 계승하고， 주로 이들 문헌에 대한 

주석을 쓰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에 훗날 신도가 

라고 불리지만， 이들이 도가 계열 고전에 근거하여 주장하려한 바는 

결국 유교의 명교(名敎)였음을 알 수 있다 13) 때문에 왕필과 곽상의 

사상은 학파를 불문하고 당대의 귀족과 문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한나라의 신비주의적 유학을 대체한 시대적 주류 

사고가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도가적 우연론과 숙명론이 한족 

지식인의 일반적인 사유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도가 사상의 영향력을 남북조 시대 남조 국가인 해梁)의 

유학자였던 범진(泡續)의 불교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불교 

의 업(業) 이론을 부정하여 나무에서 떨어진 꽃들이 융단 위에 떨어 

지는 것도 있는가하면 거름 더미에 떨어지는 것도 있듯이 인간이 처 

하게 되는 신분의 귀천이란 우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14) 

이는 왕충과 신도가의 ‘현상세계는 스스로 그러할 뿐이어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계숭한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 

가 그는 불교의 신불멸론을 비판한 그의 저술인 『신멸론(神滅論).1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위의 책， pp.210-211; 북경대학교 철학과연구실， 유영회 옮김， 『중국철학사IIJ ， 

간디서원， 2005, pp.l 81-182. 
13) 위의 책， p.133, p.l84. 
14) Kenneth Ch’en, Buddhism in China, Princeton Univeπity Press, 1972, p.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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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생성[뼈觀]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사실I 自然l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삼라만상[森羅]은 스스로 생겨났다는 사실 

I獨化l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으므로 모든 존재는) 

어지러운 모습으로 스스로 폰재하였다가 (이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써) 오는 것은 제어할 수 

없으며 가는 것은 쫓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그저) 

저 천리(天理)에 편숭하여 각자 그의 본성올 즐겁게 여겨서， 

소인은 그의 밭이랑을 달게 생각(해01:)하고 군자는 그의 염소 

(括素)함을 보존(해얘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리가 부여한 사회 

적 본분에 안주하여 생업에 충실하면) 밭을 갈아 (그 작물을) 

먹으니 먹을 것이 다하는 일이 없고， 누에를 쳐 (그 옷을) 입으 

니 업을 것이 다하는 일이 없다. 아랫사람은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그의 윗사람을 섭기고 윗사람은 무위(의 도)로써 그의 

아랫사람을 대하니， 삶올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할 수 있으며， 나 

라를 구제할 수 있고 군자를 패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하니 

마땅히) 이 도(道)를 써야 한다.15) 

범진의 이러한 주장은 이 글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신도가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주고 있다. 개인이 처하게 되는 상태는 그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위 • 자연 • 독화라고 하는 천리에 의해 임의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무용하며， 이를 본성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순웅하여 생업이나 충효와 

같은 사회적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신도가의 주장이 시대나 학파에 구얘받지 않고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틀어 중국 지배층의 사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사문불경왕자론』에 동장하 

15) “若知뼈觀票於딩然。 森羅행於獨化。 忽꿇엄有tl't爾而無。 來也不細。 去也不

追。 乘夫天理各安其性。 小Á1t其훌훌歐。 君子保其括素。 執而食。 食不可廳
也。훌以衣。衣不可盡也。下有餘以奉其上。 t無짧以待其下。可以全生可以 

養親。 可以寫E可以옳人。 可以뜰國可以露君。 用此道也。" 個祐 編， 앞의 
책， r難神澈論J ， (T52, p.57, b27-c4). 



44 월확논=F 쩌135칩 

는 논적 역시 신도가적 사상의 영향 속에서 ‘순화함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얻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로 『사문 

불경왕자론』에서 ‘순회{順化)’란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진술틀을 살 

펴보면 논적의 이러한 입장이 신도가적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혜원은 불교의 재가 신자를 ‘순화하는 백 

성’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혈육에 대한 사랑과 군주 

를 섬기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16) 또한 혜원은 불교가 이 

틀 재가자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내용을 한정시켜 그틀의 ‘자연(딩然)’ 

을 보존토록하기 때문에， 재가자들은 ‘순화’에 합치되어 군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도 한다，1 7) 그리고 ‘순화’하지 않는 행위는 생 

활을 풍요롭게 하는 재물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다.18) 이와 같은 진술들로 미루어 볼 때 ‘순화’란 자신의 ‘스스로 · 

저절로 그러한’ 상태， 곧 임의적인 변화{ft， 獨化한 것)로 자신이 처 

하게 된 상태에 거스르지 않고 수동적으로 순응하여(11頂) 후생이나 충 

효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곧 신 

도가들이 이상적으로 보았던 무위의 상태와 일치한다. 위에서 보았듯 

이 신도가들은 현상세계의 본래 모습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 

화한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고 이에 대해 ‘순화’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적 상태임을 주장했다. 당시의 중국적 

지성을 대표하고 있는 논적의 ‘순화함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얻는다’ 

는 주장은 신도가 사상의 자연관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음을 알 

수있다 

2. ‘순화(順化)의 사상’에 대한 불교의 입장 

위에서 언급했듯이 혜원은 순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보는 신도가들 

16) “在家奉法則是11頂化之民。 ...... 有天屬之愛奉主之禮。"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0, a15-16). 
17) “以因順寫通而不華其自然i:!1o ...... 其外未明則大同於順化。 故不可受其德而

遺其禮。 油其惠而廢其敬。" 위 의 글， (T52, p.30, a22-28) 
18) “求宗不由於順化。 則不重運通之資。 息愚不由於存身。 則不貴原生之益。" 위 
의 글， (T52, p.30, b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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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과는 달리 ‘순화하지 않는 것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불교는 특히 반야계 경전의 이해와 관련하여 신 

도가가 발전시킨 형이상학의 툴을 수용하기도 했지만，19) 신도가적 사 

유에는 불교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일면이 있었다. 가령 혜원보다 

조금 이전 시대에 활약한 지둔(支週， 314-366)이란 승려는 신도가의 

노장현학을 매개로 불교를 이해하려했던 대표적인 격의불교가였지만， 

그는 또한 『장^l(莊子).1의 r소요유편(週違遊篇)J 에 대한 자신의 주석 

을 저술하여 종래 받아들여지던 곽상의 『장자』 해석을 거부했다. 곽 

상이 인간은 각자의 스스로 그러한 본성과 본분에 따르는 것으로 지 

극의 행복을 누리며 소요l週違)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반면， 지둔은 불 

교의 입장에 서서 자연( 自然)을 거부하고 본분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요라고 주장한 것이다.20) 혜원과 

논적(論敵) 사이의 ‘순화’를 둘러싼 입장 대립 역시 신도가와 불교 

사이의 이 양립 불가능한 관접의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왜 혜원이 

나 지둔과 같은 불교 사상가들은 신도가적 ‘순화의 사상’을 거부했던 

것일까? 

‘순회{!I며化)’란 표현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틀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를 원인으로 삼지 않고 그저 스스로 그 

러할 뿐이라는 우연론{化)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틀에 수동적 

으로 순웅할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順)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일 

찍이 불교가 발홍한 인도에서는 당대 지배적 사유인 브라마니즘의 

제시{쩔祝) 만능주의에 반대하여 ‘순화의 사상’과 유사한 우연론과 

숙명론을 주장했던 자유사상가들이 존재했었다. 가령 초기불교의 모 

습을 전하고 있는 팔리어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문이 

둥장한다. 

맛칼리 고살래Makkahali Gosãla)가 말했다. “폐하， 폰재의 오 

19) Kenneth Ch’en, Op. cit. , pp.58-65. 
20) 지둔과 곽상의 ‘소요’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Ibid, pp.65-66; 緣田옳雄， 장휘옥 옮김， 『중국불교사 제2권 • 수용기의 불교J ， 
장승， 1993, pp.l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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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는 직접적인 원인(因， hetu)이나 조건적인 요인(緣， 

praηaya)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들은 인 • 연과 무관하게 
오염됩니다. 존재의 정화에 역시 인 • 연이 폰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들은 인 · 연과 무관하게 정화됩니다. 세상에는 자력도 폰재 
하지 않고 타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칸에겐 힘이나 활력이나 

영향력이나 활기나 힘의 발휘가 결여되어있습니다. 모든 존재 

는， 모든 생물은，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제어력 

이나 힘이나 활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섯 가지 종 

류의 환생을 통해 즐거움이나 괴로움의 정해진 행로를 경험합 

니다'."21) 

이 맛칼리 고살라라는 사문은 부처 당시 인도 사상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명외도(邱命外道， Ãj끼ika)를 대표하는 인 

물이다. 그들은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상 세계는 어떠한 원인도 

없이 결정되며， 인간에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단지 정해진 운명(niyati)과 천성(bhãva)의 지배를 받는다는 우 

연론과 숙명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궁극적 이상인 해탈 역시 

‘정해진 행로’를 따라 환생을 수동적으로 경험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 

간에 이르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22) 사명외도의 

이러한 주장들은 위에서 검토한 신도가들의 사고방식과 무척 홉사하 

다. 

사명외도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팔리어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초기불교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한역(漢譯) 1"중아함경(中 

阿含經).1에 수록된 r도경(度經)J23)에서는 우연론과 숙명론에 대한 불 

교의 비판이 제시된다. 만약 ‘사랍이 행하는 바는 모두 숙명의 지음 

에 기언한다’는 주장이나 ‘사랍이 행하는 바는 모두 인도 없고 연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의욕이 

21) D쟁ha Ni.찌a， Sãmaññaphala Sutta, (Maurice Walshe, σans.， The Long 
Discourses 01 the Buddha, Wisdom Publications, 1995, pp.94-95). 

22) 사명외도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을 참고하였다. 길희성， 「인도 

철학사J ， 민음사， 1984, p.45; 平川影， r l' ν F1A敎史 上J ， 春秋社， 1974, 
p.24. 

23) r中阿含經」， 「度經J ， (TOI , p.435, a24-p. 436, 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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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 

을 죽이는 것[殺生]’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r도경」에서는 이어서 사 

람이 가져야할 올바른 견해로서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調]를 제시한다. 이 고집멸도의 진리는 각각 

‘인간 존재는 괴롭다’， ‘괴로웅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이 멸한 상 

태인 열반이 었다’，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불교의 

근본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성제의 의의는 사명외도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이 처하게 된 괴로움을 인간 자신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 불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을 곧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사명외도의 우연론과 숙명론을 부정하고， 사성 

제를 통해 자력 구제를 기치로 삼는 불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사성제 중에서도 우연론과 숙명론의 부정과 관련하여 주목해 

야 할 것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두 번째 진리， 집성제(集聖 

調)이다. 집성제의 구체적인 표현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직접적인 요 

인과 더불어 조건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지 비로소 발생한다는 연기 

설(緣起說)이고， 이것을 인간 존재가 마주하고 있는 괴로움의 구명에 

적용시킨 것이 섭이연기셜(十二緣起說)이다.24) 이는 혼히 초기 경전 

의 다음과 같은 구절로 대표된다. 

세존이 여러 비구에게 고하였다. “늘어남의 진리가 있고， 소멸함 

의 진리가 있다. 잘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셜하겠다. 무엇이 늘어남의 진리인가? ‘이것이 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마 

찬가지로) 지혜가 없음[無明l에 연유하여 의지적 행위I行l가 있 

고， 의지적 행위에 연유하여 의식[識]이 있고， 의식에 연유하여 

정신과 육체[名色]가 있고， 정신과 육체에 연유하여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入]이 있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연유하여 외부와 

의 접촉[觸]이 있고， 외부와의 접촉에 연유하여 감각[受]이 있고， 

감각에 연유하여 갈애[愛l가 있고， 갈애에 연유하여 집착[取]이 

24) 길희성， 앞의 책， p.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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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집착에 연유하여 폰재함f有]이 있고， 존재함에 연유하여 태 

어남[生]이 있고， 태어남에 연유하여 늙고 죽는 것[老死l이 있어 

크나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이게 된다. 이것을 일러 늘어남의 

진리라고 한다. 무엇이 소멸함의 진리인가?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음이 멸하면 곧 의지적 행위가 멸하고， 

의지적 행위가 멸하면 곧 의식이 멸하고， (위와 같은 십이연기의 

과정을 거꾸로 거쳐 결국) 크나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것을 일러 소멸함의 진리라고 한다'."25) 

불교는 우선 이러한 연기설을 통해 모든 존재는 반드시 다른 폰재 

를 조건적 원인[緣l으로 삼아 생겨난다고 주장했고， 마찬가지로 ‘크나 

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겨나는 것에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은 조건적 요인들의 연쇄과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상 세계의 

변화는 아무런 인 • 연 없이 일어난다는 당대 사명외도의 우연론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불교는 나아가 ‘크나큰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 

기는 것에는 조건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제거하는 

행위를 통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괴로움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하 

여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명외도의 숙 

명론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는 집성제에 근거해 우연론과 숙명론을 부정하였고， 인간의 자유의지 

를 보장하여 자력에 의한 해탈을 추구하게끔 만들 수 있었다. 

중국 불교 수용기의 혜원과 지둔은 신도가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중국 내에 위와 같은 불교의 자력 구제란 이상을 분명히 해 

야 했다. 당시의 중국인들은 현재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상은 독 

화 • 자연의 원리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5) 원문에선 ‘乃至’란 표현으로 중략된 12연기의 나머지 내용들을 첨가하였다. 

“世尊告諸比lÍ。 有t曾法. 減法。 論聽。 善思。 當寫밟說。 될何增法。 所謂此有
故彼有。此起故彼起。謂緣無明行。緣行識。乃至純大苦聚集。是名增法。 i
何滅法。謂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所謂無明滅則行滅。乃至純大苦聚滅。

是名減法。" r雜阿含經~， 358번 경전， (T02, p.1 00, a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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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상태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저 임의적인 변화에 순웅하여 무위를 체득하는 것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혜원 글에 둥장하는 논 

적의 ‘순화하는 것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얻는다’는 주장이 표현하는 

바임을 위에서 밝혔다. 이러한 ‘순화의 사상’은 사명외도의 주장틀과 

마찬가지로 자력 구제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을 부정하는 사고방 

식이었다. 따라서 혜원은 ‘순화하지 않는 것[不順化l으로 궁극적 이상 

을 추구한다’는 표현으로， 지둔은 그만의 r소요유편」 해석으로 신도 

가적 무위의 이상을 거부하고 인간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자연 현 

상을 초극하려는 주체적 노력을 통해서만 궁극적 이상인 해탈을 얻 

을 수 있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ill. 신(神)의 존재와 신불멸론(神不澈論)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혜원은 ‘순화’에 대한 예의 불교의 입장 

을 중국인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었다1"사 

문불경왕자론』은 혜원이 동진의 귀족 환현(桓玄)에게 쓴 『원법사답 

(遠法師答).!26)이라는 편지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데， 혜원은 이 글에 

서 이미 ‘출가자는 불순회{不順化)하는 것으로 궁극적 이상을 추구한 

다’고 주장하여 불교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했듯이 

당시 중국인들은 신도가의 극단적인 우연론과 숙명론을 당연한 상식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 

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따 

라서 혜원은 『원법사답』을 토대로 『사문불경왕자론』을 저술하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적 사고방식을 지닌 가상의 논적을 새로이 둥장시켜 

자신의 ‘불순화 사상’에 대한 예상 가능한 비판을 정리하고 이를 다 

시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 

문불경왕자론』의 서술 내에 ‘신(神)’이란 용어가 도입된다. 이 장에서 

26) 增祐 編， 앞의 책， r遠法師答J ， (T52 , p.83, cl0-p. 84,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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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원 신불멸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문불경왕자론』의 

「불순화구종」편과 「형진신불멸(形盡神不滅)J편을 분석하여 혜원이 신 

불멸론을 주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고， ‘불멸하는 신’이란 어떤 존 

재인지 이해해보려 한다. 

1. 불순화(不順化)의 당위성 - 신(神) 개념의 도입 

『사문불경왕자론』의 「불순화구종」편은 ‘순화하는 것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불순화한다고 말하는개’라는 논적의 질 

문으로 시작된다. 논적의 이와 같은 질문에는 신도가적 우연론과 숙 

명론이 함축되어 었다는 사실을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다. 불교가 사 

명외도의 우연론 • 숙명론을 부정하고 자력 구제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는 연기이론과 그것을 인간 존재에 적용시킨 십이연기설 

이었다. 마찬가지로 혜원도 논적의 주장에 맞서 r출가」면에서 제시한 

불교의 근본적 입장\A)을 부연하여 나름의 연기설(B)을 내세운다.27) 

A. 태어냄生l과 태어남(의 반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화[票化] 

(얘 순용하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아 (이러한) 화{化) 

에 순용하지 않는 것으로 궁극적 이상[宗]을 추구한다.28) 

B. 화(씨에 대하여 정(情)이 없으면， 화가 물나서 태어나는 

일I生l도 다한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이와 같이) 정으로부터 

유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는 쇠하고 화는 소멸 

한다. (반면) 화에 대하여 정 이 있으면， (속세의 λh물에 감웅 

하여 유동I動l하게 된다. 유동하는 일이 (이와 같이) 정으로부터 

27) R. Robinson과 같은 학자도 혜원이 『사문불경왕자론』에서 일종의 격의불교 

식 연기이론을 제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빠꺼훔→化→生’의 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Richard H. Robinson, Early Mãdhyamika in lndia and 
Chin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6, p.106) 하지만 ‘生이 情으로부터 유 
래하지 않게 된다{生不有情)’거나 ‘情으로써 그 生을 더럽히지 않는다(不以 
情累其生)’는 표현과 같이 情이 化를 매개하지 않고 바로 生에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情의 유무에 따라 化가 生을 초래하는 일의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化를 生의 因， 情을 生의 緣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할 것 같다. 즉， ‘化→(情)→生’의 과정이 타당하다. 

28) “知生生由於票化。 不順化以求宗。"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O, b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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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태어나는 일I生l은 

끊기지 않(아 반복되)고， 태어나는 일이 끊기지 않으면 곧 그 

화는 더욱 넓어지고， 육체는 더욱 집적하고， 정은 더욱 막히고， 

허물은 더욱 깊어진다. 그것의 근심됨은 어찌 말로 다할 수 있 

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불)경에서는 ‘열반은 불변해는 것이)니 

화가 다하는 것을 처소로 삼으며， 삼계는 유동(流動)해는 것이) 

니 죄고를 바탕으로 삼는다. 화가 다하면 곧 (괴로움의) 인 · 연 

이 영원히 쉬게 되고， 유동하게 되면 곧 괴로웅을 받는 것의 다 

함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29) 

혜원은 불교적 연기이론을 ‘화{化)’와 ‘생(生)’과 ‘정(情)’이란 용어 

를 사용해 논적에게 설명한다. ‘화’란 신도가적 언어에서는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스스로 그러한 변화들’을 의미했는데， 혜원은 이 용어 

를 연기설의 구도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개인이 환생해서 마주하게 

되는 스스로 그러한 변화들’이란 불교적 의미를 추가했다，30) ‘생’은 

십이연기설의 생과 마찬가지로 ‘환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생’ 

은 필연적으로 ‘화’를 유발한다. 또한 ‘화’와 ‘생’ 역시 위의 인용들 

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원인[因]과 그 결과[果]의 관계에 있다. 

이는 인간이 ‘그가 처하게 된 변화틀’에 순용하여 그 상태에 요구되 

는 갖가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업을 쌓아 다시 ‘환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화’와 ‘생’은 재귀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전생을 의미한다. 혜원은 이를 

‘유동I動， 流動l’이란 단어로 나타내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태어남 

29) “無情於化。 化畢而生盡。 生不由情。 故形탠而化滅。 有情於化。 感物而動。 動

必以情。 故其生不總。 生不絡則其化網廣而形鋼積。 情鋼體而累播深。 其寫愚‘

也。 풀可勝言행。 是故經稱t尼펄不變以化盡뚫't。 三界流動以罪苦馬場。 化盡
則因緣永息。 流動則受苦無廳。" 위의 글， (T52, p.30, c3-9). 

30) 종래의 『사문불경왕자론』 번역은 化란 단어가 ‘在家’편과 ‘出家’편에서는 

‘敎化’를 뭇하고， r不順化求宗」편에서는 ‘變化’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심재 
룡 편저， 앞의 책; 木村英一 編， 앞의 책; 個祐 編， 장계환 옮김， 『한글대장 
경 홍명집J ， 동국역경원， 1999) 그러나 r不順化求宗」편이 어디까지나 r出家」
편에서 제시된 혜원의 ‘不順化’ 주장을 부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T52， 
p.30, cI9-21)을 생각할 때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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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의미한 반복은 곧 인간이 극복해야할 괴로움을 의미하고， 혜원 

역시 ‘화’와 ‘생’이 반복되는 ‘유동’의 상태를 근심[愚]， 괴로움[苦]과 

결부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과일이 

라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나 습기와 같은 조건적인 요 

인이 필수적이며， 이 조건적 요인[緣]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야말 

로 불교 연기설(緣起說)의 핵심적 주장이다. 혜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러저러한 상태에 처했다{떠’는 원인이 ‘환생(生)’이란 결과를 초래 

하여 윤회전생이 시작되려면 ‘화’와 ‘생’ 사이에 작용하는 조건적 요 

인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에 

순응하여 ‘갖가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의 작용’인 ‘정’이다. 

‘생’과 ‘화’의 반복은 ‘정’에 연유하여서야 비로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정’은 십이연기설에서의 갈애나 집착과 마찬가지의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혜원은 이러한 연기설을 통해 개인이 환생하여 

현재 처하게 된 상태는 전생에서 있었던 ‘정’의 작용을 조건적 요인 

으로 삼는다고 주장해 신도가식 우연론을 부정하였고， 또한 개인은 

이 ‘정’을 제어하는 주체적 노력을 통해 환생의 반복을 초월하여 열 

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여 신도가의 숙명론을 부정했다. 혜원은 이 

로써 우연론과 숙명론을 부정하고 논적에게 ‘불순화함으로써 궁극적 

이상을 구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설을 제시한 것으로는 ‘어떻게’ 불순화할 수 있 

는지를 설명했을 뿐， ‘왜’ 불순화해야하는지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적 사유에서는 개인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이 

상[宗]’이 좁宗)의 문자적 의미 중 하나이기도한 근본[本]이란 개념 

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령 신도가 사상가 

들이 ‘순화’의 태도를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다는 왕충의 입장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화’함으로써 윤리적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순화’를 통해 본성， 무， 무위， 자연과 같은 단어로 표현 

되는 존재 본연의 상태를 체득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 공자의 사상은 춘추 시대의 혼란한 사회상을 비판하며 이전 서주 

시대의 종법적 봉건제도를 부활시키려한 복고주의였고， 맹자는 인간 

의 선천적인 본성이 선하다고 하여 이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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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노자나 장자 역시 인위가 가해지기 이전의 자연 상태를 인간이 

나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봤다. 이들 주류 중국 사상가들은 

모두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 

이라고 생각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들 

은 단지 완벽했던 근본에 후천적으로 가해진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 

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인간이 지향해야할 목표로 혁 

신적인 이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인간의 본래 상태를 궁극적 이상으 

로 보고 이것의 복원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1) 하지만 유부 불 

교에서는 해탈이란 이상을 향한 수행을 번뇌의 단진을 통해 예류{預 

流)， 일래(一來)， 불환(不還)， 아라한(阿羅漢)의 계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과정으로 묘사했으며， 반야계 초기 대승경전에서도 보살의 

수행을 초발심(初發心)， 신학1新學)， 불퇴전(不退轉)， 일생보처(一生補 

處)의 사종보살의 단계를 기초로 삼는 상승의 구도로 표현했기 때문 

에，32) 당시까지 전해진 불교에는 중국과 같은 반본{反本)의 구원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불교와 중국 주류 사상의 이러한 차이는 수용기 불교에 가해진 비 

판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가령 남조 유송(劉宋)의 고환(顧歡)은 

『이하론(奏夏論)JJ 33 )이란 저술에서 “육체를 온천하게 하고 제사를 지 

31) 이는 한국 • 중국 • 일본이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고대사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사 
고방식인 듯하다. 한·중· 일은 과거 자신의 나라가 강성했던 모습을 근원 
적 상태로 삼고， 그것과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부자 
연스러운 상태라고 보는 것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대사에 신경 쓰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삼국이 일본의 메이지 시대， 한국 

의 군사 독재 시대， 중국의 경제 개방 시대와 같은 각국의 변혁기 때마다 
부국강병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고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수립해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민족 국가들의 이런 
모습은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혁신을 통한 사회 발전을 주장하는 사회진화 
론의 바탕에서 근대화를 이룬 서구 민족 국가들이 대체로 자신의 고대 강 

역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32) 平川影， 앞의 책， pp.389-394. 
33) “全形守祝繼善之敎。 명g鏡易姓總惡之學 ...... 佛是破惡之方。 道是興善之術。

又以中夏之性。 不可做西決之法 ...... 殘忍剛複則師佛罵長。 慧柔虛受則服道

薦至。" 增祐 編， 앞의 책， r難顧道士횟夏論J ， (T52 , p.43, cI4-p.44, 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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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은 선함을 이어가는 가르침이고， 외모를 훼손하고 성을 바꾸 

는 것은 악함을 절멸하는 배움이다.”， “불교는 악함을 파괴하는 방법 

인 반면에， 도교는 선함을 홍성시키는 술법이다. (따라서) 중화민족의 

본성으로 서쪽 오량캐의 가르침을 본받을 수는 없다끼 “잔인하고 굳 

세고 너그럽지 못하면 곧 불교를 우수한 것으로 여겨 본받고， 자애롭 

고 부드럽고 욕심이 없어 잘 받아들이면 곧 도교를 지극한 것으로 

여겨 따른다"와 같은 진술들로 오랑캐I횟]의 종교인 불교와 중화[夏] 

의 사상인 유교 · 도교 간의 차이를 묘사한다. 고환은 중국의 종교가 

본래의 선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발홍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불교는 본래의 상태에 인위를 가해 악함을 제거하려 한다고 분 

석하였고， 나아가 오랑캐들이 이러한 불교를 본받는 것은 그들이 악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중국인들에겐 불교 

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혜원의 또 다른 저술인 『명보 

웅론(明報應論).1에 등장하는 논적은 “만물의 마음은 애욕이 많아서 

단지 나를 사사로이 여기고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여 정욕과 사려가 

깊은 것일 따릅이다. 만약 정욕에 인하여서 보웅에 도달하고 감정에 

편승하여 응보가 생긴다고 한다면， 자연의 도리는 어디에 기탁해야하 

는 것인개"34)라고 질문하는데， 이 역시 속세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 

에 없는 존재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왜 불교는 굳이 인위를 가 

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중국에서 불교의 해탈을 향한 수행론이 ‘반본’의 

구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대단한 약점이었다. 원래 인도 불 

교에서는 사성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를 괴로웅이라고 파악하는 것 

으로 해탈을 향한 수행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혜원도 마찬가 

지로 환생의 반복을 ‘근심’이라고 표현하여 이를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살아가며 마주치게 되는 괴로움을 숙명 

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안주해야한다는 신도가적 태도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괴로웅의 선언 역시 불순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설득 

34) “萬物之心愛欲森緊。 但私我有E情慮之深者耳。 若因情致報乘感生應。 自然之

道何所寄행。" 위의 책， r遠法師明報應論J ， (T52, p.33, b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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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가 당시의 유가 · 도가 사 

상의 틈새에서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불순화의 수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와 같은 ‘반본’의 

구원론적 구도를 받아들여 불순화를 통해 회복되어야할 본래적 상태 

를 상정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혜원은 위에서 인용한 ‘화’， 

‘정’， ‘생’의 연기설에 이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펼쳐나간다. 

무릇 태어나는 일[生]은 육체(가 있는 일)로써 속박됨이 되는데， 

(이) 태어나는 일은 화{떠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화가 정(情) 

을 원인으로 감웅하(여 태어나는 일올 초래하)는 일이 있으 

면 곧 신(빼은 그 (자신의) 본래 상태 I本l를 막히게 하고， 이 

에 (근본적인) 지혜는 그 (자신의) 밝음을 어둡게 한다. (이러한 

무명의 상태로 인하여) 고립된 모양으로 (자타의) 구별이 있으 

면 곧 보존하려는 바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며 관계하는 바는 

오로지 유동(의 세계)이다. 이에 영(靈)의 고삐는 제어를 잃어 

태어나는 일[生]의 길이 매일 같이 열리고， 바야흐로 기나긴 (윤 

회의) 흐름에서 탐애를 뒤쫓는 것이다. (이와 같으니) 어찌 (태 

어나는 일을) 한번 받고 그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반본(反 

本)하여서 궁극적 이상I宗l올 구하려는 자는， 태어나는 일이 
그 신(뼈올 더럽히게 하지 않고， 세속의 한계를 초월하고 퇴 

패시키려는 자는 정이 그 태어나는 일을 더럽히게 하지 않는다. 

정이 그 태어나는 일을 더럽히지 않으면， 곧 태어나는 일은 멸 

해질 수 있고， (이리하여) 태어나는 일이 그 신올 더럽히지 않 

으면， 곧 신이 아득해 질 수 있다. 아득한 신은 대상 세계(의 

구속)올 끊는다. 그러므로 그것올 일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니， 열반의 이름이 어찌 허망한 이름이겠는가?35) 

이러한 혜원의 설명은 당시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이 불교 수행의 

전제가 되는 윤회전생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기존의 

35) “何以明其然。 夫生以形罵똘뺨。 而生由化。 有化以情感。 則神體其本而智홉其 

照。介然有封。則所存唯己所涉唯動。於是靈뺑失細生좋日開。方隨슐愛於長 

流。뿔一受而已행。是故反本求宗者。不以生累其神。超落塵封者。不以情累 
其生。不以情累其生。則生可滅。不以生累其神。則神可흉。훗神總境。故謂 

之i尼‘뀔。 ì尼펄之名。 뿔虛稱也歲。"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0, c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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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란 개념에 불교적 ‘불순화’ 수행의 당위성 확보라는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혜원은 ‘정’이 초래한 ‘화’와 ‘생’의 

반복을 ‘신’이라는 존재 본연의 상태에 가해진 후천적 ‘더러움’이라 

고 규정하고， 이 ‘신’으로부터 후천적 오점이 제거된 상태를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의 반본 구도 

를 통해 혜원은 인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현상 세계에 대해 

‘속세적 감정I情]’을 일으켜 후생을 도모하고 자신을 보폰하려하는 

사회적 개인이 아닌， 오히려 아직 이와 같은 ‘순화’의 행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아 현상 세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월적 정신인 

‘신’으로서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가가 이상으로 삼는 ‘순 

화’의 태도는 ‘정’이라는 인위에 의해 유발된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불과하며， ‘불순화의 사상’인 불교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본래변목인 

초월적 ‘신’의 회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혜원이 ‘신’이 

란 개념을 통해 새로운 반본의 대상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이 뒤를 

이은 논적의 “과거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고대의 황제들 이래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궁극적 이상에 머물렀던 자는 그 근원과 

근본을 달리 한 적이 없었다. 근본은 둘일 수 없기 때문이다."3이라는 

반박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혜원은 중국식 사유가 가지 

고 있었던 반본의 구원론적 구도를 수용하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생 

각했던 것과는 별개의 ‘신’이란 근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 

로소 불교가 중국 사상과의 대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불순화’의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불교 사상으로서의 신불멸론(神不滅論) 

이렇게 하여 제시된 ‘신’의 개념은 r형진신불멸」편에 이르러 보다 

36) “歷觀前史。 上皇已來在位居宗者。 未始異其原本。 本不可二。" 위의 글， 

(T52, p.30, c25-26). 이는 「不11업化求宗’」편을 이은 「體極不暴應’」편을 시작 
하는 논적의 질문이다 r體極不暴應’」편에서 혜원은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나 중국의 성 인들이 도달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속과 변화를 초월한 이상을 가르치는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이 편의 내용은 혜원의 신불멸론과는 무관하므로 다루 

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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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혜원은 ‘신은 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r형진신불멸」편에서 논적은 위와 같은 「불순화구종」 

편의 내용을 “당신은 화{化)가 다해 끝나는 것을 지극함에 이르는 것 

으로 삼았고， 따라서 지극함을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화에 거슬러서 

궁극적 가치[宗]를 추구(해얘한대고 하였다).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 

는 것은 순화{하는 행위)에서 유래하지 않는대는 이유에서였다)."37) 

는 표현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 

는다며， 혜원이 불교의 ‘불순화’ 수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신’ 개념을 신도가의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부정한다. 논적은 특히 

음과 양의 다양한 조합인 64패로 자연 변화의 원리를 표현한 중국 

고대의 철학서， 『주역』의 용어를 빌려38) ‘신 역시 음과 양의 변화에 

불과하’39)며 ‘신이 소멸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상수(象數: 패상이 

드러내는 변화의 형상)일 따름이니， 누군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 

니’4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혜원이 인간의 초현상적 본성으로 제시 

한 ‘신’ 역시 자연 · 독화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에 

게 자연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은 갖춰져 있지 않 

다는 주장이다. 논적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정해진 운명을 따 

라 소멸하게 되면 육체와 함께 무(無)로 돌아가 다시 환생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혜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무릇 신(神)이란 무엇인가? 정밀함이 극치에 달하여서 영묘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정밀함이 극치에 달하면， 곧 꽤상 

(촬象)이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37) “論者以化盡鳥至極。 故造極者必違化而求宗。 求宗不由於JI圓化。" 위의 글， 

(T52, p.31, bll-12). 
38) 왕펄이 『주역』에 대한 주를 작성한 이후로『주역』은 『노자J • r장자』와 함께 

‘츠玄’이란 표현으로 노장사상을 드러내는 텍스트로 여겨졌다고 한다. (鴻
友蘭， 앞의 책， p.146) 

39) “神雖妙物故是陰陽之所化耳。"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 1, b16). 
애) “反覆終驚皆自然之數耳。 훌#寫之歲。" 위의 글， (T52, p.3 1, b21). 혜원과 논 
적이 모두 r주역』을 기반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때 數라는 단어 

는 ‘함에 나타난 형상과 변화’를 뜻하는 ‘象數’를 지시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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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해) “(새물보다 영묘한 것을 말한다"4 1)(란 표현)을 사 

용하셨다. (따라서) 비록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도 오히려 

그 형상을 정하거나， 그 그유한 모습을 궁구할 수는 없다 ..... . 

장차 그것(神)에 대해 말하려 하면， 이는 곧 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되어버린)다 ...... 신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곧 두루두루 자유롭게) 웅하니 (그것의) 주인 되는 존재가 없 

(어 구속될 수 없)고I圓應無主]， (또한 그) 영묘함이 궁극적이니 

이름이 없(어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다[tG>盡無名). (다만 신은 

사)물에 감응하여 유동[動](， 즉 윤회전생)하게 되고， (패상이 드 

러내는 갖가지 변화의 형상인) 상수[數]에 가탁하여 현행[行]하 

게 된다. (그런데 신은 비록 사)물에 감웅하(는 것으로 유동하게 

되)지만 (사)물이 아니(니， 곧 사물을 초월한 존재이)고， 그렇 

기 때문에 (사)물이 변화하여도 멸하지 않는다， (또한 신은 비 

록) 상수에 가탁해는 것으로 현행하게 되)지만 상수가 아니 

(니， 곧 상수로 표현되지 않는 폰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 

수가 다하더라도 묻나는 일이 없다，42) 

여기서 혜원은 “신이란 것은， 만물보다 영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다.”， “음과 행의 조합인 상수나 패상)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 

라고 한다."43)와 같이 ‘신’의 초월성을 설하는 『주역』 본문에 기초하 

여 논적의 신도가적 『주역』 해석을 반박한다. 그리고 이어 ‘신’은 비 

록 사물에 감웅하여 변화의 모습을 잠시 취하는 것으로 현상세계에 

서 현행(現行)하게 되지만， 본래 ‘신’은 사물[物]이나 변화의 형상I數] 

이 드러내는 현상세계의 모습을 초월한 존재이고， 따라서 사물의 변 

씨) r周易』， 「說휩傳」의 “神也者。 妙萬物而寫言者也。"라는 표현에 기초했다고 

한다. (木村英一 編， 앞의 책， p.393) 이 외에도 ‘만물을 오묘하게 한다’와 
같은 번역도 가능하지만， ‘神의 物에 대한 초월성’이란 의미는 같다고 본 
다. 

42) “夫神者何耶。 精極而寫靈者也。 精極則非封象之所圖。 故聖A以妙物而寫言。
雖有上智。 增不能定其體狀驚其빼致。 ...... 將欲言之。 是乃言夫不可言。 ..... . 
神也者圓應無主妙盡無名。感物而動。假數而行。感物而非物。故物化而不

滅。 假數而非數。 故數盡而不驚。"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 1, c2-9). 
43) “陰陽不測之謂神。" r周易』， r緊離」上， (木村英一 編， 앞의 책， p.394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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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그 형상이 소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신’은 결코 멸하지 않 

는다는 그의 신불멸론을 전개한다. 원래 중국 고대 철학에서 ‘신’이 

란 개념에는 『맹자』의 “성(聖)이면서 알 수 없는 것을 일러 신(神)이 

라고 한다."44)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마 

음의 작용을 주재하는 존재’란 의미 말고도 ‘우주 내에 존재하는 영 

묘한 무엇’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혜원은 이에 근거하여 그가 

「불순화구종」편에서 제시한 초현상적 ‘신’의 개념을 정당화한 것이 

다. 그리고 혜원이 이로써 주장하는 불멸하는 ‘신’의 존재는 ‘온갖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 있대圓應無主， 妙盡無

名)’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이는 곧 그가 ‘신’이란 용어로서 제시한 

인간의 본래 모습은 현상 세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명 

확하게 하여， 인간은 현상 세계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불 

순화의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논적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후에 불사의 세계로 떠나게 되는 영혼’을 의미하는 ‘혼신 

(塊神)’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45) 어디까지나 천당에 환생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46) ï"모자이혹론』의 신불멸론과 혜원의 그것은 성 

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7) 혜원의 신불멸론은 인간 

에게 내재된 자연 거역의 가능성을 신도가적 숙명론으로부터 지켜내 

어， 불순화를 통해 해탈을 추구한다는 불교의 근본적 입장을 관철하 

44) “聖而不可知之之謂神。" r굶子』， r盡心」下， (李澤훔， 정병석 옮김， r중국고 

대사상사론J ， 한길사， 2005, p.126에서 재인용). 
45) “후子日。 Á臨死。 其家上屋呼之。 死己復呼誰。 或日。 呼其塊陳。 후子日。 神

還則生。不還神何之呼。 日。成鬼神。후子日。是也。塊神固不滅훗。但身自 

析爛耳。" 增祐 編， 앞의 책， 「후子理感J ， (T52, p.3, bll-14). 漢代의 중국인 
들은 塊과 뼈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영혼이 있다고 보았는데， 인간이 죽으 
면 혼은 불사의 세계로 떠나게 되고 백은 무덤에 머물다가 저숭으로 내려 
가게 된다고 보았다고 한다. (Valerie Hansen, 신성곤 옮김， 『열린 제국: 중 
국 - 고대-1600J ， 2005, p.l 49) 

46) “得道身滅耳。 ...... 有道雖死神歸福堂。 寫惡많死神當其뺏。" r후子理惠J ， 

(T52, p.3, b16-21). 
47) R. Robinson 또한 혜원의 神 개념은 현상적이고 개인적인 영혼이 아니라 

열반이나 空， 반야， 법성， 불성과 같이 초경험적 실재를 지칭하는 또 하나 
의 방편적 용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ichard H. Robinson, Op. 
cit. , p.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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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혜원은 ‘화’에 대해 ‘정’이 있는 것으로 인해 윤회전생[動l 

하게 되는 존재를 또한 ‘신’이라고 설명하고， “신에게는 아득하게[훗l 

옮겨가는 공능이 었다."48)고 하여， 중국에서 삼세윤회의 연속성을 설 

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던 윤회 주체로서의 ‘신’ 개념을 완전히 폐기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원의 이와 같은 주 

장이 단순히 불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부하기는 힘 

들다. 우선 부처가 설한 무아설(無我說)과 윤회설 사이의 모순을 해 

결하기 위해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는 전략은 정통적인 인도 불교에 

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가령 부파 

불교의 경량부{經量部)는 죽음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음의 생으로 

옮겨 다니는 ‘미세한 정신[細意識]’인 ‘일미윈一味續)’의 존재를 설했 

고， 비록 유부에 의해 비난 받긴 했지만 독자부{續子部)나 정 량부{正 

量部)는 오온{五續)과 같지도 않고 그것을 떠나있지도 않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푸드갈라{pudgala， 人我)란 존재가 있어 이것 

이 업보를 받아 윤회한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 

으로 훗날 후기 대승불교의 유식학파는 업보의 소재로서 아뢰야식(阿 

賴耶識)의 존재를 주장하게 된다.49) 이들은 모두 부처가 설한 무아설 

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이 지은 업보의 연속성을 주장하 

기 위해 초현상적인 매개체를 상정한 것이다. 혜원도 마찬가지로 “자 

애我]를 보존함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 바야흐로 정욕을 (즐겁게 노 

는) 정원으로 여긴다.’'，50) “근심과 허물은 자신[身]5 1)이 있는 것에서 

48) “神有훗移之功。"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 1, c13). 
49) 길희성， 앞의 책， p.72; 平川塵， 앞의 책， pp.218-219. 이 외에도 대중부의 

‘근본식(根本識)’이나 화지부(化地部)의 ‘궁생사온(驚生死續)’ 역시 윤회 주 
체의 지속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5이 “存我未忘方將以情欲寫짧圖。"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0, a24-25). 
51) 혜원은 육체를 形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身은 ‘자신’을 칭하는 대 
명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혜원 r明報應論』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形은 ‘불질적 육체’ 身은 ‘자기 자신’이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四大結而成形。 形結則彼我有封。 情輔則善惡有主。 有封
於彼我。 則私其身而身不忘。" (T52, p.33, c1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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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한다."52) ， “(神이 오염되어서 지혜를 잃게 되면) 보존하려는 바는 

오로지 자기[ô]이다"'53)와 같은 진술들에서 보이듯이 자아에 대한 집 

착을 ‘신(身)’ · ‘기(己)’라는 산스크리트어 아트만(ãtman， self)과 마찬 

가지의 재귀대명사나 ‘애我)’란 단어로 표현하여 배척하였으며， 개인 

이 환생하여 천당에 태어나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모자이혹론』식의 단순한 인과웅보의 교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인간은 ‘순화’하는 태도에 머무른다며 이를 재가자를 위한 가르침으 

로 한계 짓는다.54) 따라서 혜원의 신불멸론은 인간의 집착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존재론적 실체나 환생을 통해 화나 복을 경험하는 윤회 

의 주체로서의 ‘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업보가 신도 

가적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훗]’ 방식으로 존속하고 있 

음을 중국 사상의 초월적 ‘신’ 개념을 빌려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야한다. 

더군다나 논적의 신멸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혜원이 활동한 동진 

시대에는 인간 사후에도 영혼이 폰재함을 대체로 믿고 있었던 후한 

시대55)와는 달리 인간이 죽으면 오로지 위無)로 돌아갈 뿐이라는 신 

도가의 단멸론(斷滅論)적 사유가 지배적이었는데，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중국 불교의 중관철학 수용 과정을 분석한 Robinson과 같은 

학자는 혜원이 서역승 구마라집과 교환한 편지들에서는 그의 신불멸 

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혜원의 신불멸론은 『사 

문불경왕자론』이 쓰이게 된 계기를 제공한 환현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과도한 속세주의에 대웅하여 설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오로지 물질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선행이나 

악행은 아무런 과보를 초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랍들에겐 부처 

도 때로 아트만의 존재를 설했다는 찬드라키르티(Candraklrti)의 『중 

52) “達愚累緣於有身。 不存身以息愚。"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0, b6-7). 
53) “神辦其本而智홈其照。 介然有封。 則所存唯己。" 위의 글， (T52, p.30, 

cll-12). 
54) r 出家」편의 주된 주장 중 하나이다. (T52, p.30. a20-27) 
55) 왕충도 후한 시대 중국인들의 이러한 믿음을 비판하고 있다. (鴻友蘭， 위의 

책，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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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中論)~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혜원의 신불멸론도 반드시 불교의 

입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56) 당시 중국에는 신도가적 

사유로 인해 상주론(常住論)이 전무했음을 생각한다면， 혜원의 신불 

멸론은 나름의 ‘중도(中道)’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혜원은 그의 불멸하는 ‘신’ 개념을 통해 우선 인간 본 

래의 상태를 생사윤회를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으로서 제시하여 ‘불순 

화’ 수행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본래 상태를 회복하여서 해탈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인간의 괴로움은 

윤회를 통해 끝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혜원이 

위의 인용에 이어 다시금 그의 신불멸론을 『장자』 동의 중국 고전에 

근거하여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 “태 

어나는 일은 큰 근심이니，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反本]으로 삼는다." ,57) “태어나는 일은 한번 ‘현상 세계 처하는 것 

[化]’에서 다하지 않으니， 바야흐로 사물을 뒤쫓아 (윤회하여) 반본하 

지 못하게 된다，."58)와 같은 두 가지 명제라는 사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우연론과 숙명론 그리고 단멸론적 사유의 환경 

속에서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인도 불교 사상을 ‘반본’이라는 

중국사유식 가치 추구 행위의 형식을 빌려 표명하려는 것이 혜원이 

‘신’의 존재를 주장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비록 혜원의 신 

불멸론은 전통적인 인도 불교 사상은 아니었지만， 이상의 분석에 의 

거하여 당시의 사상적 환경에서 중국 불교는 혜원이 주장한 것과 같 

은 ‘신’의 개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에 대한 요구는 혜원이 임종을 맞이한 직후부터 

번역되기 시작한 『열반경(뽑盤經)~， ~능가경(標빼經)~ 둥의 후기 대승 

경전에 드러나는 여래장t如來藏 tathãgatagarbha) 사상의 수용에 의해 

마침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통적인 불교의 이름으로 충족되게 된 

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여래(tathãgata) ，는 깨달은 자인 부처를 칭효}는 

56) Richard H. Robison, Op. cit. , pp.105-106. 
57) “此所謂知生寫大愚以無生寫反本者1fLo" r沙門不敬王者論J ， (T52, p.3 1, 

c1 7-18). 
58) “此所謂知生不盡於一化方途物而不反者也。" 위의 글， (T52, p.3 1, c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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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이고， ‘생garbha)’은 모태나 태아를 뭇한다. 따라서 ‘여래장’은 

중생들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의미해， 중 

생의 본질은 본래 부처와 동일한데 단지 후천적인 번뇌에 의해 그것 

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서 이를 깨닫고 번뇌를 제거하기만 한다면 누 

구든지 성불이 가능하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래장은 

『여래장경(如來藏經)~에서 중생이 번뇌의 세계에서 윤회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되고，59) Ií 

열반경』에서는 인간의 초월적 본질인 아트만과 같은 것이라고 설해 

지기도 하며，60) Ií숭만경(勝醫經)~에서는 생사를 초월해 있으며 현상 

세계의 폰재들로부터 떠나있는 상주불변(常住不變)의 폰재로 그려진 

다.61) 원래 인도 불교의 맥락에서 이러한 여래장 사상은 대승불교의 

굉空)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수행 측면에서의 잠재적 허무주의를 극 

복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62) 하지만 당시 중국의 사 

상적 환경에서 혜원이 고안해내야만 했던 ‘신’의 존재와 여래장 사이 

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는 인도와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여래장과 같은 개념이 요구 

되고 있었고， 실로 여래장 사상은 인도나 티베트에서보다도 중국에서 

훨씬 중시되어 이후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중국 내에서 불교의 입지 

를 넓혀가는 데에 사용된다. 가령 중국인들은 여래장을 불성(佛性)이 

란 단어로도 번역하는데， 성(性)이란 단어에는 맹자의 성선설이나 신 

도가의 본성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를 규정하 

고， 이를 인간이 회복해야할 윤리적 이상 상태로서 제시하는 기능이 

있었다.63) 중국인들은 불성이란 번역어를 택하여 여래장의 개념으로 

59) “一切聚生。 雖在諸趣煩↑싫身中。 有如來藏常無梁펀。 德相備足如我無異。" r大

方等如來藏經J ， (Tl 6, p.457, c2-3). 
60) “我者郞是如來藏義。 一切짧生意有佛性。 郞是我義。 如是我義從本已來常寫無

量煩↑싫所覆。 是故聚生不能得見。" r大般옆盤經J ， (T12, p.407, b9-11). 
61) “非如來藏有生有死。 如來藏者離有寫相。 如來藏常住不變。" r勝훌훌師子때一 

乘大方便方廣經J ， (Tl 2, p.222, b10-11). 
62) Robert M. Gimello, “Apophatic and Kataphatic Discourse in Mahãyãna: A 

Chinese View",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26, No. 2.(Apr., 1976): 
117-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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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인간의 본래 모습은 부처이다’， ‘따라서 인간은 해탈을 향한 

수행을 해야한다’는 ‘신’과 마찬가지의 함의를 끌어낸 것이다. 여래장 

개념은 또한 6세기 중국에서 가공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1이란 논서에 이르러 ‘본래 깨달아 있는[本覺]’ 중생의 

마음을 의미하는 ‘일심(-心)’이란 개념으로 발전하는데， 이 역시 중 

국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어 혜원의 ‘신’과 무척 흡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혜원이 ‘신’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불 

교적 ‘불순화’의 수행을 신도가적 ‘순화’의 태도보다 우위에 놓았듯 

이， 중국 화엄종의 종밀(宗密)은 무명으로 인해 윤회가 발생하게 되 

는 과정을 역행시켜 인간을 ‘일심’으로 반본시킬 수 있는 불교야말로 

궁극적인 가르침이라는 그의 교판을 전개해 도교나 유교에 대한 불 

교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64) 그리고 신라숭 원효의 사상에서 ‘일심’ 

은 혜원의 ‘신’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교화됨을 가능케 하는 사상적 

근거이자(5)， 중생이 부처의 제도에 의해 되돌아가게 되는 불교의 궁 

극적 목표66)를 상혐}는 것이었다. 혜원의 신불멸론은 중국 불교가 

시대 환경적 요구에 대해 제시한 독자적인 설명이었고，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뒤를 이은 중국 불교의 사상적 변화를 미리 드러내고 있었 

다. 혜원 신불멸론의 불교사상적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을 것이다. 

lV. 결론 

이 글에서는 우선 혜원의 『사문불경왕자론』에 동장하는 ‘순화{順 

띠’와 ‘불순화{不順떠’란 표현을 통해서 불교 수용기 중국에 존재하 

63) Peter N. Gregory, Inquiry into the Origin 01 Humani.η， Universiη of Hawaii 
Press, 1995, pp.l 0-1 1. 

64) Ibid. , pp.21-24. 
65) 원효는 여래가 교화하는 바의 모든 중생은 일심의 流轉인 까닭으로 제도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可度聚生者。 如來所化一切짧生莫非「心之流 
轉故。" 元曉 樓， 『金剛三味經論J， (T34, p.964, c3-4). 

66) “一切聚生本來一覺。 但由無明隨夢流禮。 皆從如來一味之說無不終歸「心之
源。" 위 의 책， (T34, p.964, c5-8). 



혜원 싣톨뭘튼의 를쿄사상척 의의 65 

였던 불교와 중국 사상 간의 대립 구도를 원어냈다. 당시 중국의 지 

배적 사유였던 신도가 사상은 세계의 변화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 

하게 자연과 독화라는 무작위(無作寫)적인 원리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세계의 변화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여 무위(無寫)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이 『사 

문불경왕자론』 논적의 ‘지극의 가치를 체현하는 것은 반드시 순화하 

는 것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현상에 

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과 조건적 요인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괴로움의 조건적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써 자력에 의한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Ií사문불경왕자론』에서 혜원은 그 나름의 연기이론과， ‘불순 

화하는 것으로 궁극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주장을 통해 이러한 불교 

의 입장을 논적에게 제시했다. 혜원은 비록 중국 고전에 의거하여 불 

교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격의불교가였지만 불교와 중국 사상 간의 

입장 차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 혜원의 ‘불멸하는 신(神)’이란 개념은 중국인들에게 불교의 

‘불순화’ 수행을 설득하기 위해 요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혜 

원은 『사문불경왕자론』에서 인간의 본래 상태를 현상 세계에서 이뤄 

지는 생멸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신’으로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혜 

원은 논적을 반박하여 인간에겐 현상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 ‘신’이 일단 ‘정(情)’에 의해 윤회 

전생하기 시작하면 이 근원적인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반흰反本)’을 

곧 궁극적 가치의 체득으로 본 중국 사유의 배경에서 인간의 본래 

상태를 초월적 ‘신’으로서 제시한 것은 인간은 마땅히 ‘불순화’하여 

현상 세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해탈의 상태를 회복해야만 한다 

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혜원은 신불멸론을 통해 당시 

의 사상적 환경 속에서 불교적 열반의 추구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혜원의 신불멸론을 단순한 사견으로만 취급하기에는 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 개념은 수용기 격의불교에 한정되는 일 

시적 모습에 그치지 않고 혜원의 사후 이뤄진 여래장 사상의 수용을 



66 껄악논쿠 저135칠 

통해 중국 불교의 핵심적 교리로서 재탄생된다. 중국 불교식 여래장 

개념에는 혜원이 고안해낸 ‘신’ 개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반본해야 

할 목표 설정， 그 목표를 향한 수행의 가능성 확보， 윤회 현상의 근 

거 제시라는 세 가지 기능이 부여되어있다. 비록 중국의 여래장 사상 

이 혜원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혜원이 느끼 

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필요에 의해 인도 불교의 여래장 사상이 변 

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오고 싶다. 어떤 

사상이 그것의 전파 과정에서 변용을 겪게 될 때， 그 사상의 정체성 

은 어떠한 경우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근래의 불교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로 일본에서 시작된 소위 비 

판불교의 여래장 · 본각 사상 비판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비판 

불교의 대표적 학자인 松本史期는 불교의 정체를 원시불교의 무아설 

과 연기설로 규정하여，67) 동아시아 불교의 여래장 사상은 원시불교의 

연기이론이 설하는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부정한 사상이며， 인도의 아 

트만과 마찬가지인 인간의 초월적 본질을 주장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비불교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했듯이 중국식 여래 

장 사상은 인도 불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발생된 수동적인 왜곡이 아 

니라 당시 중국의 환경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능동적 변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혜원의 ‘신’이나 중국식 여래장 개념이 초현상 

적 존재로서 제시되는 것은 연기의 논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정신과 육체의 상호의폰성에 

근거하여 단멸론의 입장을 취한 신도가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 

던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로 하여금 ‘모든 존 

재는 실체가 없다’는 연기설의 존재론적 의의보다도 ‘인간에겐 괴로 

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연기설의 구원론적 의의에 주 

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록 기원전 4세기 

인도에서 이휘진 부처 교설의 핵심이 비판불교의 주장처럼 실체론 

67) 松本史期， 『緣起 ￡ 空 - 如來藏思想批判J ， 大藏出版， 1989, pp.l -9; 松本史
期， 심재관 옮김， 「비판불교에 대한 버판적 논의」， 『비판불교의 파라독스J ，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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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서의 연기설과 무아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에 근거하 

여 이후의 불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불교의 원형 

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시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써 밝혀진 원형 

을 그 형태 그대로 회복해야할 당위성은 없다. 원시불교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지 않고 나아가 그것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일본의 비 

판불교 역시 혜원이 ‘비불교적’인 ‘신’의 개념을 고안해내야만 했던 

배경인 중국식 ‘반본’의 사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닐까? 비 

판불교가 본각 사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현대 일 

본 불교의 비불교적인 모습들 또한 일본의 불교 사상이 불교의 원형 

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사상적 환경에서 완 

성된 본각 사상을 일본 사상의 맥락에 알맞게 재창조시키지 못하고 

‘본래의 형태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닐까? 어떠한 

사상이 전파되어가는 와중에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상의 ‘본체’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보다도， 오히려 그 

사상을 재창조하여 원래 맥락에서와 마찬가지의 ‘작용’을 새로운 맥 

락에서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창의적인 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의 한 가지 좋은 예로서 혜 

원의 신불멸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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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阿含經.!l， (TO 1, no. 26). 

『雜阿含經.!l， (T02 , no. 99). 

참고문헌 

元曉 擺， 『金剛三味經論.JJ， (134, no. 1730). 

層祐 編， 『弘明集.JJ， (T52 , no. 2102). 

고익진 편역， 『한글 아함경.JJ，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 1. 

심재룡 편저， 『중국 불교 철학사.1， 철학과 현실λt， 1998.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JJ， 예문서원， 1997. 

임채우 옮김， 『주역 왕필주'.JJ， 길， 2006. 

장계환 옮김， 『한글대장경 홍명집.JJ， 동국역경원， 1999. 

木村英一 編， 『慧遠昭究 - 遺文篇.JJ， 創文社， 1960. 

Maurice Walshe, trans., The Long Discourses 01 the Buddha, 
W isdom Publications, 1995. 

-국내외 연구논저 

고려대장경연구소 편， 『비판불교의 파라독스.JJ，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길희성， 『인도철학사'.JJ， 민음λt， 1984. 

신성곤 윤혜영 공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JJ， 서해문집， 2004. 

오강남， 『불교， 이웃종교로 원다'.JJ， 현암사， 2006. 

리쩌허우(李澤原)， 정병석 옮김， 『중국고대사상사론J ， 한길샤 2005. 

발레리 한센(Valerie Hansen), 신성곤 옮김， 『열린 제국: 중국 - 고 

대-1600 .!l， 2005. 

북경대학교 철학과연구실， 유영희 옮김， 『중국철학사II.! ， 간디서원， 



헤윈 싣톨를뭘튼의 를를쿄사상쩍 의의 69 

2005. 

풍우란(偶友蘭)，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 • 하~， 까치글방， 1999. 

鍵田행雄， 章輝玉 옮김， 『中國佛敎史 第2卷 - 受容期의 佛敎.!I， 장승， 

1993. 

木村淸孝， 朴太源 옮김， 『中國佛敎思想史.!I， 경서원， 1988. 

鍵田옮雄， 『中E힘111敎史.!I， 岩波書店， 1978. 

末木文美士， 『思想 èL τ σ)111敎入門.!I， r '7 ν ̂  c' 그 -, 2006. 

平川影， 『4 ν F111敎史』上卷， 春秋社， 1974. 

平川影， 1' 1 ν H1I敎史』下卷， 春秋社， 1979. 

松本史期， 『緣起 k 空 - 如宋魔思、想批判.!I， 大魔出版， 1989. 

Kenneth Ch’en, Buddhism in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eter N. Gregory, lnquiry into the Origin 01 Humaniη，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Richard H. Robinson, Eaψ Mãdhyamika in lndia and China, Delhi: 

Motilal Banarsidass, 1976. 

Robert E. BusweIl, Jr., ed., Encyclopedia 01 Buddhism , MacM il1an 

Reference Books, 2004. 

Robert M. Gime l1o, “ Apophatic and Kataphatic Discourse in Mahãyã 

na: A Chinese View", Philosophy East and West, Vo1. 26, 
No. 2.(Apr., 1976): 117-136. 

Whalen Lai, “ The Meaning of ’Mind-Only’ (Wei-hsin): An Analysis 

of a Sinitic Mahayana Phenomenon", Philosophy East and 

West, Vo1. 27, No. l.(Jan., 1977): 6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