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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불사의 도교적 의미

1 . 도의 인간학적 합의
‘道’는 학파와 종파의 차이롤 떠나 중국 종교의 이상적 인간상올 묘사할 때 가
장 먼저 이해해야 할 근원적인 개념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종교는 거의
예외 없이 도롤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 도률 체득하여 도와 하나되는 삶율 사는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교 전통은 몸의 수련올 통

해 도와 하나되는 몸짓올 획득하는 得道를 종교의 궁극적 목표로서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도와 하나되는 삶올 이야기할 경우 도교를 가장 먼저 문제삼지 않을
수없다.

道 그 자체의 개념적 원리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자들이 다양한 관
점에서 엄청난 양의 글올 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무

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국 문회률 가장 중국 문화답게 만

*
**

이 논문은 2α)()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옴.
본 논문의 제목으로 선택한 ‘도와 하나되는 삶’(‘與道合-’)은 『회남자』에 나오는 표
현으로1 도교의 이상 인간융 내용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다. 도교에서는 도훌 체득한
이상 상태롤 표현할 때에 ‘得道’ 혹윤 ‘體道’라는 말율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道률 얻은 사랍올 가리키는 표현용 道人 ￠훌Å， 神{띠， 神λ 至A 둥 다양하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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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고 할 수 있는 ‘도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올 탐구하기 위한 전제로

서， 道에 대해 필요한 한에서 간단하게 서술할 필요J} 었다.

문자학적 의미에서 도는 행위와 사상의 통일체를 지칭하는 개념 기호라고 이해
활 수 있다. 즉， 도는 동작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 요소(行)와 사고 혹은 생각 나
아가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요소(首)로 구성되어 있다. 그 두 요소로 구성된
도의 본래 의미는 길， 즉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11설문해자』에서는 “도는 사람이

다나는 길이다. 그것은 일정한 방향을 향해 뻗어있다，" (道 所行道也 -j藍뿜之道)
라고 道의 문자적 함의(字意)를 젤명하고 있다. 道 즉 길은 일정한 방향을 향해

뻗어 있어서， 사랍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표로서 역할올 한다는 뜻이 그의 설
명 속에 숨어 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 도는 많은 경우 사상적 의미가 전혀 담
기지 않은 단순한 ‘통행로’라는 의미에서 그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道는 사람 혹은
사물 나。까 자연 의 존재 방식올 결정하는 규율 혹은 원리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道 개념의 의미 확대는 춘추 시대에 와서 거의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
는데， “하늘의 도는 멀고， 사람의 도는 가깝다. 따라서 인간과 멀리 떨어진 하놀에
서 발생동}는 천문 현상의 변화를 근거로 인간사의 질흉 회복을 예측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 (天道遠 A道미， 非所及也 何以슷g之.)(11좌전』

소공18년)라는 鄭子塵의

발언은 그러한 경향올 대표하는 例라고 말할 수 있율 것이다. 道는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폰째를 지배하는 규범이자 원리라고 보는 이러한 확대된 도 관념
은 노자와 장자 그리고 공자 둥 고대 철인들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
졌다.
특허 본론에서 문제삼는 도교(도가)의 도론은 고대의 철인들이 정립환 도의 규

정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며， 그러한 도론에 근거하여 우주 자연의 규융이자 인
간 폰재의 근거가 되는 도를 제득하여 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도교적 양생 수양론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도와 수양론과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
해 도교(도7}) 의 도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도교적 道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정립한 문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道德
짧』이다.1) If'道德經』은 이념적으로 확대된 道에 관한 고대 중국의 다양한 담론을
1) r도덕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학계의 토론에도 불구하
고 그 문서의 저자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일단 『도덕경』의 저자가 ‘노자
라고 하는 『사기』의 지적은 그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실로서 신병성이 결여되어 었
다l'사기』에 묘사된 ‘뇨二자의 전기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화적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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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서 우주 만물의 근거가 되는 형이상학적 근원이 ‘도’라고 규정한다. 道의
여러 다양한 성격은 근본적으로 『도덕경』이 정립한 도론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개관해 볼 때u'도덕경』의 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다， 2)

첫째， 도는 천지만물의 근원이다. “도는 만물의 비밀을 담고 었다?' (道者， 萬物之
짧， 62장)라든가 “도는 만물의 으뜸인 것 같다"(似萬物之宗) 혹은 “상제보다 앞서
존재하는 듯하다"(象帝之先， 4장) 둥은 도의 근원성올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도는 다른 창조자의 창조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셋째， 도는 무와 유라는 존재의 근본 형식을 통일하는 근원적 통합의 원리이다.
따라서 도는 었음과 없음， 생성과 소멸，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옴 둥둥의 대립적

힘올 통합하며， 그 자신은 생성과 소멸올 뛰어 넘는 근원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존재의 근원인 도는 인간의 감각적 인식을 초월한다. 인간의 인식은 근본
적으로 상대적이며， 기호(名)를 통해서만 사물올 파악한다. 그러나 도는 그런 상대
성올 념어서 있으며， 모든 기호적 제약을 벗어나 있다 “도롤 이륨 불여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Bt

아니다"(道可道非常道)라든지

“도는 항상 이름올 넘어

서 었다"(道常無名， 32장) 둥은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도의 절대성을 표현하
는 말들이다.

다섯째， 무명이고 무형인 도는 없는 듯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의 생성과 창조의
근원이다Ii'도덕경』에서 도는 무한하며 무형이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의 상대
성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 생명의 원리로 설정되어 았다.
도교적 수양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도가 단순히 우주의 개관적 근

원일뿐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한편， 『도덕
경』에서는 道의 근원성과 본래성올 표현하기 위해 자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도는 무엇보다는 ‘자연’ 그 자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연’
강한 기록이다. 그것은 이미 신화화된 노자의 전기(仙話)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도
덕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도덕경』의 道률 중심으로
서술한다. 신선화된 노자의 전기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신선화된 노자가 도교
적 지평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요시오카 요시토요(吉뼈餐豊)의 『道敎 ε
佛敎 1.0 (國훌뻐T會， 1959) 및 쿠스야마 하루키(補!l樓樹)의 『老子傳說σ)맑究.n (創
文社， 1979년) 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

道의 성격과 특징율 논하는 수많은 연구 성과가 쌓여 있지만， 陳鼓鷹의 r老子今注今
譯!.o(중화서국)의 r 서론」 부분이 도의 성격올 종합적으로 잘 개괄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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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늘날 영어로 Nature라고 번역훨 수 있는 실체적 자연율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_3) 하지만， ‘자연’이라는 개념이 실체적인 자연 현상뽕만 아니라 인위적인 조

작이 7꿰되지 않은 사물의 본래적이고 순수한 상태롤 가리킨다는 점올 염두에
둔다면， 『도덕경』의 ‘자연’에는 분명 도의 본래성과 근원성이 온전히 보존된 원초

의 순수 상태라는 합의가 담겨 있디는 사실올 인정해야 할 것이다. 道 개념에 담
긴 추상성과 모호성올 극복하고 사물 존재 그 자체에 내재하는 본래적 순수성이
라는 의미롤 담아내기 위해 ‘도’와 ‘자연’을 병치시킨 것이라고 이해활 수 있다.

도교는 인간의 현실이 부정적인 질곡 상햄 처해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도와
자연으로 대표되는 존재의 순수성 모텔을 통해 현실의 질곡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엄밀한 주석학적 토론을 유보하고 말한다면， 도교의 ‘자연’은 인
간이 실현해야 할 본래적 이상적 상태， 존재의 시초로 휘귀하여 발견할 수 있는
본래성， 순수성， 근원성을 지칭하는 개념어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 도교의 도론과

인간학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수행의 방법올 통해 인간이 존재의 본래성 순수성올 회복하고 인위적 조
작에 의해 파괴되기 이전의 본래적 었음{‘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구원론적 인간

학의 함의， 수양론적 함의률 담고 있다. 도교 수행론은 도에 의혜 근거 지워진 인
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율 목표로 삼는다，.4)

3)

“도법자연”이라는 도덕경의 언셜은 상당히 북잡한 의미 내용윷 담고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도를 단순히 자연(Nature)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올 단적으로 보
여준다. 전개서의 저자인 陳鼓應은 도덕경의 ‘자연’이 존재의 본래성 순수성을 담기
위해 사용된 말이라고 풀이한다.

4) 도의 회복， 나아가 도에 의해 근거지워진 본래적 인간성율 회복할 것올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r도덕경』은 수양론적 함의를 가진 문현으로 얽올 수 있다Ií도덕경』의 초

기 주석서 중의 하나인 “河上公注”는 도덕경의 도론과 메시지 전체를 수양론적 관점，
특히 기의 수행이라는 관정에서 읽어내려고 환다. 다른 한편， 도가 사라진 현실을 극
복하여 평화롭고 순수하고 자유로운 삶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주의
적 열망이 담긴 정치론으로서 『도덕경』율 원어 낼 수 있는 가놓성도 부정할 수 없
다. 이처럼 고전은 다OJ한 얽기의 관점에 의해 거듭날 수 있는 열린 텍스트이다. ‘텍
스트’란 그것이 숭배되어야 할 문헌이 아니라， 다양한 읽기의 관점에 의해 얽히기를

기다리는 중립적인 문서라는 의미이다. 고전은 믿고 숭배해야 활 캐논(경전)이 아니
라 읽고 이해하고 재해석되어야 할 텍스트이기 때문에 시대의 거리롤 뛰어넘어 여전
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경화적 태도와 해석학적 태도 캐논과
텍스트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고전 읽기의 입장을 개괄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읽고 이해해야 할 문서롤 쉽사리 경전으로 고정화시켜， 단 하나의 읽기

관점을 고집하고 다양한 해석올 용닙하지 않는 ‘경학’적 캐논적 태도가 아주 뿌리깊
게 잔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김용육의 노자 해석올 비판한 검경숙온 노
자 읽기의 다양한 가능성옳 무시하고 ‘노자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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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德經』에서 도론은 도의 근원성용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추상
적 언설이 아니다 r도덕경』은 비판적 현실 인식을 바당에 깔면서， 근원적인 도애

로의 복귀 혹은 도의 회복올 역절하는태 그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Ií도덕경』의

저자 혹은 편자가 도의 근원성과 무위성

자연성을 강초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도의 근원성에서 멀어져 있디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현실 비판을
통해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도의 존재 모텔을 따라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이

상올 강조한다. 종교는 현실을 극복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r도덕경』 전체는 삶의 근원
적 변화를 촉구하는 소망이 담긴 전형적인 종교 담론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구원

론적 소망은 현실을 긍정하면서 현실 속에서 추구될 수도 있고 현실올 전면 부정
하면서 추구될 수도 있다. 도교는 현실 부정과 긍정의 두 스펙트럼올 동시에 보유

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교적 신념의 출발점에 자리잡고 있는 『도덕
경』은 도의 근원성에 근거하며 변화의 방법과 방향율 제시하는 전형적인 종교사상

으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치 기독교가 하느님 나라롤 말하고 불교가 열반
이나 정토를 말하는 것처럼

F도덕경』은 도와 하나된 상태

도의 근원성을 회복하

는 得道의 삶올 인간의 삶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에

서 제시된， 도와 하나되는 삶올 실현하는 것올 지향}는 도교 수행의 주요한 이론
적 내용을 정리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는 편협한 시각에서 김용육의 해석울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고전은 ‘옳
은’ 읽기와 ‘톨린’(‘다른’이 아닌) 읽기만이 존채하는 닫힌 문서가 되고 만다. 고전의
읽기에 관한 한 옳고 툴리고의 해답은 있올 수 없다. 얼마나 현실적 정합성울 가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전은
말이 없다. 고전을 말하는 사랍은 고전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을
통해 ‘자기’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가 융합된 지
평의 융합올 이 ψl하는 것이다. 김용옥의 노자 읽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의 읽기가 전적으로 톨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문화적 토론은
‘무엇올?’ 이라는 사실 인정의 차원에서는 사실의 옳고 그량II 대한 것이지만， 한 단
계 더 나아가 그 사실의 ‘왜?’를 묻는 차원에 나아가면 옳고 그릅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듯함’의 문제로 전환한다. 김용옥이 한문 해석 능력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혀 한문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 한 것이 아
니라변(무엇올 묻는 차원) 독자적인 읽기의 전략(왜를 묻는 차원)올 무시한 채， 기초
실력 운운하는 발언 그 자체가 바로 기본 소양의 부족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용옥의 문제는 그가 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원문올 잘못 읽었다는데
있지 않다. 그의 잘못은 스스로의 읽기롤 절대시하는 바로 그 독단성과 오만함에 있
다. 고전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든， 인간은 결국 함께 더불어 살。t7싸 하는 존재
이며， 그 더불어 살기의 윤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식은 오히려 위험한 무기
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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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도와 하나되는 몸짓(도교수행)
도교 의례는 도교의 신성한 가치를 현실 속에 구현하i찌 하는 형식화된 몸짓
이다. 그것은 도와 하나되는 것올 지향하는 폼짓이다. 도교 의례는 그 자채가 거
대한 수행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옴짓은 공동체적 목적올 위해 실천되는
집단적 폼짓일 수도 있지만， 명상과 판상 둥 지극히 개인적인 몽짓일 수도 있다.
도교적 몸짓은 폭넓은 스펙트럼올 가지고 있다. 道士는 도교에서 의례적 톰짓을

실천하는 의례 전문가이다. 도교의 도사는 키톨릭의 신부나 불교의 숭려와 마찬가
지로、 도교 공동체 내부의 일정한 규융에 따라 엄격한 훈련올 거쳐 의례 전문가로
서 길러진다. 그 수련 과정은 도교 의례의 절차와 의례적 몸짓올 습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단히 복잡한 세부 節目율 가지고 있는 도교 의례의 완결된 절차
롤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하기 위해서는 간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 의례 전문가로
서 도사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폼짓의 난이도1 즉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해진 위
계 질서 속에 편입된다.5)

5)

기톨릭의 서품 제도나 불교의 숭직 제도와 대단히 비슷하게， 영어식으로는
“ ordination rank" 라고 부롤 수 있는， 교계 조직 질서에 따론 풍급이 부여되는 것이
다. 외형적 조직 공동체로서 도교 공동체 내부의 위계는 곧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
원， 즉 도사의 수행 수준과 일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모든 교계 조직이 그러하듯이
도교의 교계 조직에 있어서도 위계의 정점에 속한 인물은 도교적 진리， 가르침에 가
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존재로 설정되어 었다. 가톨릭의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르면
교황이 하느님의 진리률 구현하는 현실의 대표자인 것처렴， 도교의 교계 조직에서
본다면 교황과 같은 유일한 중심은 아니지만， 장천사는 도교적 진리를 구현한 대표
자로 나。까 도교적 진리의 체현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계 질서를 절대시하는
공고한 조직의 실현은 종교 공동체의 경직성을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위계 질서
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자유로운 옵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종교의 신비주의적
성향은 그러한 깨달음의 위계률 설정하려는 교권 제도에 대한 반발로 출현하기도 한
다. 도교에서도 교권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지유로운 수행자의 출현이 일상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대는 그러한 자유 수행자들이 폭발적으호 동장한
정점이었다. 도교 내부에는 그 수를 알 수 없올 정도로 다양한 종파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다양성은 권위의 절대적 중심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교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권력과 결합한 어느 특정 종파가 다른 종피를
권위적으로 통합하려는 교권 수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明나라의 시점에서 용호산 장천사의 정일파가 교권 통합에 성공한 결과물이
라고 볼 수 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도교는 끊임없는 분파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
에 오늘날 도교 교권의 최종적인 숭리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중국에서
도교는 살아있는 종교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도교의 교권 조직이
일찍이 무너져 버린 곳에서는 그러한 자유로운 수행자 혹은 자유로운 의례 실행지들
이 저마다의 권위률 주장하며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다.

도와 하나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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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으로서의 ‘無흙’ (non-action)
도교는 현실의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올 모색하고 제시하는 종교 사
상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교의 진단에 따르면 현실의 부정적 질곡은 인
위적 조작의 과잉에서 결과하는 피폐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도는 자연성， 포용성， 포괄성， 그리고 시원성을 동시적으로 표현하는 전체성을 상
징하는 개념이다. 인위적 조작에 의한 세속적 힘의 과잉은 도의 성스러운 전체성
올 숨막히게 만든다Iì'도덕경』은 세속적 힘이 작용하는 의욕 과잉의 상태를 ‘유위
(有薦)’라고 지칭하며， 도의 자연성 내지 시원성을 의미하는 ‘무위(無寫)’와 대립시

킨다. 무위는 도의 성스러움이 있는 그대로 실현되는 상태， 사물의 본래 그대로의
상태이다. 즉 자연 상태이고 시원 상태이고、 도의 포용성과 완전성이 작동하는 완
전합의 상태이다.

나。까 ‘무위’는 그러한 도와 하나되는 삶올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 톰짓율 지

칭하는 수양론적 용어이기도 하다. 존재의 근원인 道률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상올 도교에서는 ‘반박(退樓)’ ‘귀진(輔質)’ 둥 회귀적 메타퍼률 사용하여 표현한
다. ‘귀진’ 혹은 ‘반박’은 도교의 근원적 성스러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무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도의 근원적 성스러용을 실현(簡륨)하교찌 하는 적극적
인 몸짓으로서의 무행위， 무초작이다. 도와 하나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수행법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례적 몸짓이다. 마치 요가나 선이 가만히 않아
있음을 통해 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하고자 효}는 적극적 몸짓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위의 수행은 도의 포용성 자연성 순수성울 파괴하는 인위적 욕망의 과잉을 치
유하는 역설적이지만 적극적 몸짓이다. 그것은 愈望과 有짧에 의해 훼손된 도의
근웬성과 자연성올 회복하는 치료적 몸짓이자 이념이다. 무위는 용망에 의해 발동
되는 파괴적 몸짓이 아니라， 도교적 진리와 하나되는 수행적 몸짓이며， 도인(導
引)， 토납(만納)， 복기(服氣)， 행기(行氣)， 존새存思)， 좌망(坐忘) 혹은 심재(心蘭)
구체적인 기의 수련법으로 구체화된다._6)

도교는 현실의 질곡， 인간올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고통， 천재지변의 고통， 전쟁
의 고통 둥둥， 모든 종류의 실존적 고통올 극복하여 삶에 궁극적 변화률 초래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적 몸짓율 실천한다)) 탈주와 변화를 추구하는 도교의 폼짓은

6) 혼히 혔功이라고 부른 도교의 수련온 위에서 열거환 다양한 기의 훈련과 정신의 훈
련올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도교 기공이 가장 발전된 형태가 다룡 아니 내단 수련법
이다. 구체적인 기의 다양한 수련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다른 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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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져 었기 때문에 그 종류률 다 얼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하지만， 도교 의례의 다양한 몸짓은 한마디로 존재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
는 것， 즉 ‘得道’를 목표로 삽는다. 도교 의례 그 자체를 도교적 진리를 실현하려
는 수행적 폼짓으로 이해한다면 도의 근원적 협을 회복하는 ‘무위’는 무행위가

아니라， 도와 하나되는 것올 목표로 삼는 몸짓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고 이혜할 수 있다. 실제로 ‘무위’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있어 실천
해야 할 다양한 세부적 의례적 호댐f을 가진다. 처음부터 단박에 무위의 최고 상태
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최고 상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발전이

요구된다. 도교적 몸짓의 전문가， 도교 의례의 전문가인 도사는 그 톰짓을 단계적
으로 실천하고 그 결과 무위， 즉 도와 하나됨을 실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1 도와

하나되는 몸짓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결과 도와 하나된 사람들은 도교적 의미의
불사성을 획득한다08) 도교적 의미의 불사성울 획득한 사랍올 도교에서는 신선9) 이
라고부른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도교의 의례，
특히 개인적 수행은 도교적 의미의 불새도와 하나됨)롤 획득하는 몸짓어다. 도교

적 수행은 크게 몸의 수행과 마음의 수행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의
7) 어느 정도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도교적 의쾌‘ 몸짓을 크게 두 호홈으로1 공동체 전
체률 대상으로 실천되는 공동체적 의례와 개인의 몸{마음)율 수련허는 개인적 의례
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공동체 의례는 대개 도교에서는 科嚴라고 불
리는 집단적 의례 Oiturgy) 이며， 개인적 수련온 기공 및 정신 수련융 포함한다. 도교

의례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든 공동체 차원의 것이든 궁극척으로는 현실의 질곡옳
벗어나， 신선 세계의 완전함을 실현하는 것율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
을 가진 몸짓이다. 도사는 개인의 수련율 통해 도와 하나 혐을 획득한다. 공동체 의
례의 실천은 그러한 내연 수련율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례 전문가로서 도사의 의례
집전 행위와 기 수련은 연속적이다. 도교 과의의 구조와 의미에 관해서 중요한 연구
성과로는 Kri stofer Schipper , Le Corps Taoisre (Taoisr Body) (Fayard , 1982)
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Isabelle Robinet의 Taoisme의 제3장은 도교 의
례의 기본 구조를 잘 설명한 개요로서 창조할 수 었다. 중국에서 나용 연구서로는
張澤뽀 『道敎爾廳科嚴~究』는 사천대학 도교 연구소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黃鍵
薦률 중심으로 도교 의례의 구조률 잘 그리고 있는 역작이다.

8)

도교의 내부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나 종교의 내부 해석의 진실성울 따지는 것
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9) 道士는 다른 말로 륨A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神뻐은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명칭이다. 신선 이외에도 道A， 神λ 至A 둥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그 개념
들은 각각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도교적 진리 즉 도훌 획득히여 도와 하나
됨율 실현한 폰재(與道合-)， 도교적 깨달옴융 획득(得道)한 도교의 이상적 인간올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내포하는 B까 동일하다. 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마지막 절을
참조

도와 하나되는 삶 291

두 방향은 방법론적 구분일 뿐이지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구
분이 되지 않는다기보디는 그 둘은 분리되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 두 방향의

수행이 통합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도교 수행， 특히 내단 수행에
서는 “성명쌍수(性옮雙修)"롤 강조한다. 약간 거칠게 말한다면， 명(뼈)의 수행은
몸의 수행이고1 성(性)의 수행은 정신의 수행이다. 이론가에 따라서는 그 둘 사이
의 위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으로서 그 둘 사이롤 완전히 분리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방향의 수행은 도교적인 몸과 마
음의 이론 구성과 대용한다.

2.

몸(身， 形)과 마움{心， 神)의 문제

육체(形)와 영혼(神) 혹은 옴(身)과 정신(心)의 관계 문제는 도교를 포함하는
중국적 인간과 수양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교 혹
은 중국 종교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혹은 득도는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
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도교 나아가 중국 종교
일반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혜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

의 차원이 결부된 종교 경험으로 이해되었다. 득도는 구체적인 몸짓을 수반하며，
구체적인 몸짓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특별한 차원의 경험으로 이론회된다.
몸은 깨달음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특히 도교는 깨달음이 발생하는 정소로서의 몸
을 중시하는 역사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먼저 중국의 사상 종교 전통， 특히 도교에서 톰과 마옴， 그리고 그 둘의 관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중국 전통에서 몹과 마음은 궁극적으로 ‘분
리’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화의 과정에서 몸과 마음올
‘구분’하는 의식마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먼저， 形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육체， 형체 나。까 물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반면 形과 대비되는
神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나 생명채를 성립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어

떤 요소를 가리킨다. 서양적인 이분법을 적용해 본다면， 형은 육체 혹은 물질이고，
신은 정신 혹은 정신적 실재률 가리킨다고 단순화 할 수 었융지 모론다. 나。}가

도교의 신 개념에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점은 신이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주
적 신(神明)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는 신적 존재로서 體內神10) 혹은 생명

10) 도교의 체내신 개념은 도교 륙유의 신판념과 결부되며， 도교의 신체 기법， 기의 수련
과 연결되어 상당히 중요하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나오는 주률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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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영혼， 니.ot가 귀신 둥율 동시에 포콸적으로 가리키는 개

념으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런 장에서 그 신은 서구적 의미의 정신과 정
신적 존재， 신적 존재률 포괄한다. 하지만 도교적인 將觀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은 그 形과 神이라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고 닫힌 범주로서가 아니
라， 서로 소통적이며 상호 전환이 가능한 열린 법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기 도교 경전인 『태평경』에 보이는 형신 관계 혹은 몸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언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1)

“사람은 혼돈의 기， 즉 원초적인 기에

서 태어난다. 그 氣는 생명력의 정수인 精을 낳고， 그 精이 고도화되어 영혼(神)을
낳는다. 神은 다시 明을 낳는다. 인간을 구성하는 기는 본래 음양의 기이며， 그 氣

가 고도화되면서 精으로 전환되고 精은 다시 神으로1 神은 다시 明으로 전환된
다."11) (2) “기가 기득하면 거기에서 영혼(神)이 나타나고 기가 끊어지면 영혼(神)
도 함께 죽어버린다. "12) (3) “신과 정이 기에 대해 가지는 판계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비슷하다. 기가 끊어지면 신과 정이 흩어지는 것처럼，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가 죽는다. "13) (4) “기가 흩어지면 죽고 기흘 얻으면 산다
."14) (5) “사람은 한 몸올 가지고 있으며 그 몸은 정신과 더불어 합쳐 하나가 되

어 있다. 몸{形)는 죽옴올 지배하고 있으며 정신은 삶을 지배한다. 그리고 정신과

톰{形)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생명올 유지(솜)할 수 있지만， 정신과 몸
(形)이 분려될 때에는 불행(죽옴 ~)이 발생한다. 곧 정신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

읍이고 정신과 몸이 하나로 합쳐 있는 것이 삶이다. 정신파 육체(形)의 분리가 일
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장생불사가 가능해 진다. "15)

태평경의 언설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태평경의 저자〈들)은 『장자』
혹은 『관자』에서부터 정식화되는 고대 중국의 기론적 판접울 계숭하면서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사물)이 우주적 원기(기)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로 형성
된 인간은 육체라는 유형적 측면과 정신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무형적 측면이 통

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셋째， 유형적 측면인 육체는 인간올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11)

fj"태평경합교J. “夫A本生混뼈之爾， 혔生精， 精生神， 輔生明. 本子樓陽之鷹 짧훌훌짧精，
精훌훌짧神1， jjtt훌훌옳明."(p.739)

12)
13)

r太平經슴校ß: “ A有顆IJ有神， 혔觀l離亡."(p.96l

상동:j輔有혔， 如魚有水 藏縮輔散 水絡魚亡끼 p.727)

14) 상동: “失氣JtIJ7E， 有氣則生"(p.309)

15) 상동: “ A有-身， 與精神相合井也 形者乃主死 精神者乃主生 相合則吉， 去則~. 無精
神則死， 有構뼈IJ生 相合Jt!鳳'-， 可以흉存也 "(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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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신은 인간올 불멸로 이끌고 가는 힘융 가지고 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

체적 측면은 속의 원리인 반면에 정신적 측면은 성스러웅의 원리이다. 넷째， 인간
을 형성하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는 사실상 분리되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육체가 인간올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무형적 정신이 육체와 분리되어 별개
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이 생명올 부여하는 힘이라고 할

지라도 육체와 분리된 정신이 독립적으로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아니다. 도교에서 추구하는 장생불사는 어디까지나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통
합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율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
신이 육체와 분리된 채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는 정신 불멸， 혹온 영혼 불멸의

입장을 도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섯째， 인간의 생명을 형성하
는 바당이 되는 혔를 순수하게 고도의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수련에 의해 인간 생
명은 활성화되어 불사의 상태로 유지될 수 었다. 생명의 윈리인 정신의 바탕도 기
고， 육체를 형성하는 기질의 바탕도 결국 기이다. 따라서， 도교의 불사 수련은 결
국 기의 수련올 통해 몸과 정신을 충실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마치 호해 맑온
물이 가득 넙치고 그 물 속에 건강한 물고기가 뛰어 놀듯이. 여섯째， 기의 순수화
와 충실화는 단계적인 고도화 과정올 거쳐 최후의 단계에서는 궁극적인 도와 하
나가 되는 신적인 상태에 이른다. 그 신적인 단계는 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태평경』에서는 밝음 혹은 빛의 메타퍼를 사용하여 그 최후의 깨달음을 표현한다.
시기적으로 훨씬 나중에 동장하는 내단 문헌에서는 도교적 완성 상태를 ‘-뽕홈光’
이라는 빛의 메타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은 사실상 『태평경』의 ‘明’과 일
맥상통한다)6)

도와 하나됨율 추구하는 도교의 수련에서 將$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형과 신

이 서로 소통 가능한 열린 법주로 이론화되고 었다는 점 때문이다. 도교에서는 인
간올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사물이 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한 근원적
기론의 관점에서 보자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
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용어로 정신이라 번역되는 神이나， 육체라고 번역되는

形은 모두 氣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구성 요소리는 측면에서는 그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하지만 도교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둘 사이에는 엄

16)

11'태명경』의 형신론이 도교 형신론의 이론 전체훌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입장은 나중에 도교 사상사의 전개얘서 기본척 경향율 보여준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도교의 수양론 특히 내단의 이론에서 기 수련의 단계론과 판련된 자세
한 형신 관계론은 더욱 자세한 문헌적 검토롤 기다리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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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질의 차이， 혹윤 순수화의 정도에 따른 양상의 차이는 존채현다. 그러한 양
상의 차이로 인해 다음에 살펴불 기의 세 양상(精 • 氣 · 神)과 관계된 수련의 단계
에 대한 이론적 구상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기의 수행과 精 • 혔 · 神

도교에서 톰과 마음의 수행은 톰과 미-음올 구성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
(氣)의 수행에서 시작된다. 도교의 다양한 수행적 몸짓을 결국 기의 수련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교 수행에서 기 개념은 중요하다. 인간은 몸은
물론이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질료라고 이해되고 있다.17) 기는 가시적으로 보이

는 인간의 몸올 형성하는 기반일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간의 정신을 이루는
기반이며 생명력올 유지하는 근거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육체
와 정신올 엄격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육체와 정신은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질료(氣)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둘의 경계는 엄밀하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인간을 몸과 정신이라는 엄격한 이원적 구조를
근거로 이해하는 관점 그 자체가 도교적이지 않다. 도교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다양한 레밸융 가진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의 레벨 사이의 엄격한 획선

올 긋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낮은 레벨의 기는 가시적인 육체롤 구성하고 높은
레웰의 기는 정신이라고 불리는 높은 단계의 생명력파 관련이 있다. 기의 차원에
서 불 때 도교는 인간올 정(精)， 기(氣)， 신(神)이라는 양상이 다른 세 차원의 기
로 구성된 존재로 이해한다. 그때 낮은 단계의 기는 육체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높은 차원의 기는 굳이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정신이나 영혼과 보다 더 밀접
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칸올 형성하는 양상이 다른 기들 사이에는 상호 전환이
가농한 열린 구조흘 가지고 있다. 도교의 기 수련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 즉

양상이 다른 세 차원의 기의 종합에 의해 인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기를 사이
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배경으로 삽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기의 수련은 인간올 구성하고 있는 단순한 질료적 기(그것올 도교에서는 氣質
이라고 부른다)를 보다 높은 차원의 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념올 전제로 하여

17) 기의 의미에 관한 토론은 끝이 없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질효라는 개념융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란순한 물질적 웬소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
은 논의가 진행되어 있다. 대체로 생명력의 근간으로서 훌질율 이루는 바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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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다. 유형적 질료에 가까울수록 그 기는 차원이 낮은 기이다. 질료적 기는

인간올 세속에 묶어두는 부정적 힘으로 작용한다. 그 기는 현실의 질곡올 대표하
는 상정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굳이 성과 속의 구분윷 적용한다면， 기는 속(없)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올 속박하는 것이다. 도교에서 추구하는 해탈， 자
유， 득도는 속(洛)의 차원을 뛰어 넘어 성(聖)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8)

도교에서는 기의 수련올 통한 기질적 차원으로부터의 탈피， 나아가 고차원적인
기의 상태로의 진입， 마지막으로 신의 단계에 도달하는 득도의 과정올 일련의 단
계론적 메타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었고 내단학에서는 그러한 발전 과정
을 대체로 네 단계로 설명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단계 전체률 기질을 변
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도교의 기 수행은 결국 속{sec띠ar) 의 차원에 속하
는 기질올 벗어나서 성스러움의 차원의 신(sacerd)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
하는 이론이다. 내단햄l 서는 정기신의 단계론올 수련의 단계론과 연결시키며 다
음과 같은 과정올 제시한다". (1) 藥基(기질의 변화에 돌입하기 위한 기초 수련 단
계)， (2) 驚精化氣 (인간 생명의 원초적인 에너지롤 고차완의 에너지로 끌어올리
는 수련)， (3) 鍵氣f뼈ljl (고차원의 기 에너지를 더욱 고차적인 정신 에너지로 끌
어율리는 수련)，

(4)

鍵神還虛 (가장 숭회된 형태의 기가 무의 상태， 즉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귀결점인 도와 하나되는 합일의 경지).1 9 )
도교에 있어 성스러옴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神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신(神)은 성스러움이 실현된 상태， 속의 속박율 벗어버린 상태의 기롤 가
리키는 도교 특유의 개념이다. 신 역시 그것은 기의 한 양상이지만， 세속올 형성

18)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도교에서는 수준이 낮온 질료적 단계의 기롤 ‘옴’으로 범주
화하고 그 기를 높은 수준으로 숭화시켜 감에 따라 양의 범주로 옮아가는 것으로
단계를 지워 이해한다. 그 과정은 <陰→半陰半陽→觸>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완전
한 앵빠陽)의 단계에 도달한 인간이 도와 하나가 된 神仙이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범속한 현실율 벗어나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 즉 신선으로 념어가는 그 과정올 ‘超
凡A뿔이라고 표현한다. 필자는 옐리아드에게서 유래하는 성과 속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지만， 도교적 맥락율 고려하면서 말한다면， J(;혐파 휴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고생각한다.

19)

기 수련의 단계론에 관해서는 더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도교의 내부적 관
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련의 단계훌 서술하는 연구는 여렷이 있지만， 그러한 수
련 과정론의 의미률 비판적이면서도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요가의 수련 단계에 관한 논의， 서양 연금술에서의 단계적 발전에 판
한 논의 둥이 적절한 참조 대상이 될 수 있올 것이다. 필자는 그 점에 관해 다른 논
문올 준비하고 있다. 일단， 『오진편~(중화서국， 도장)의 역주자 해설이 도교 내부의
관점올 가장 롭팩트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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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인 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神이라는 용어는 초현실적인 존재， 영어로
는 deity와 직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념의 참 의미롤 이해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도교적으로 神은 수련올 거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양
된 기률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시에 신은 인간의 역량올 초월하눈 神훌 혹은 그
신령과 동일한 차원으로 고양된 신적인 존재률 가리키는 개념여기도 하다. 나。}가

신은 도교의 폭특한 신 관념인 體內IjJfQOJ 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천상에 거하는 우주적 신은 도의 현현이다. 체내의 신은 인간에 내재한 도의 현현

이다. 결국 道와 神은 그 내포하는 함의가 동일하다. 나중에 보겠지만， 道人， 質人，
至A 또는 神A이라고 불리는 도를 획득한 인간에 대한 명칭은 결국 내용적으로
는 동일한 것이다. 기를 수련하여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기， 즉 神의 상태로 끌어
올리는 存思 혹은 守-의 수행은 채내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이 적극적으로
옴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속의 지배롤 벗어나

서 성스러움이 실현된 존재로 삶의 차원을 높이고자 하는 훈련이다. 우주의 근원
이고 생명의 근원인 도가 우리 몸 속에 실현되고 몸융 통해 우주 천체률 도의 차
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그것이다.21)

4.

수행과 성스러운 시간: 生혔와 死氣

기 수련에 있어 기의 순수화 정도에 따라 정 • 기 • 신용 단계론적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온 기롤 죽은 기(死氣)와 상아있는 기(生氣)로

20)

도교 상청파에서 극에 달하는 체내신 판념은 모툰 도교 기공 이론에서 수용되는 것
은 아니지만 우주적 신이 도의 현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기의 고양된 상태로서 신이 도와 하나가 된 상태， 우주적 이법의 운행 속에 참여한
상태를 가리키는 상정어리는 점에 대해서눈 도교 내부적으혹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체내신 관념과 그 신의 存思를 통해 신용 몸 숙에 보존하여 불사를 획득할 수 있다
는 수련법에 대해서는 상청파의 중요 경전인 『황정경 J r 대동진경』을 참조할 수 있다.
상청파의 중요 수련법인 체내신의 존사에 관한 연구 문헌은 이미 많이 있지만 대표
적인 것으로는 Michel Stricmann, “ The Mao Shan Revelation"(T'oung Pao,
voI. LXlII, Leiden, 1977) 이 있고1 일본 연구로는 카미츠차 요시코(神隊淑子)， 『六
朝道敎뽕想σ)짧究Æ( 창문샤 1 앤9) 제 1 장 r 홉옮 t，: .-::n 、 τ 」를 참조

21)

기가 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기의 수련옳 통해 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
점， 그리고 기는 도와 상통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력의 근거이며，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기초라는 주장은 도교 문헌 도처에서 보이는 도교의 상식적인 관점이다. 특
히 도교에서 기의 수련과 도의 획득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는 기공적 관점에 대해
서는 『운급칠첨』 권56의 r 元氣꿇」에 자세하게 나타난다 r 원기론」은 도교 기공의 이
론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헌이다. 그리고， 동 권57 에
실린 홈의 司馬承願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r服옳精義論」도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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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보는 관점이다. 精 · 氣 • 神이 기의 수련 정도 및 수준에 관한 문제라면，
사기와 생기의 구분은 존재의 상태를 시간의 맥락에서 성파 속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기는 구체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주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기의

의해 가득 채워진 공간이 균질적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균질적이 않다. 신의 영
역에 속하는 하늘은 성스러운 공간이지만， 지상은 하늘에 비해 질이 낮고 기의 수
준도 낮다. 즉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지상에 속하는 것이 가치론적으로 열둥하다.
즉， 그것은 속의 영역에 속한다. 시간 계열에 있어서도 기의 이원성은 유지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본래적으로는 기강)와 도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
으로 氣는 도의 차원에서 멀어져 었다. 즉 생과 속의 이원성의 지배률 받고 있다.

기의 근원적 본래성이 있는 그대로 긍정되지 않는다‘ 존재를 바람직한 상태와 바
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니누어보는 종교의 이원적 관점이 시간과 연관하여 기를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이원성에 따라 성
스러운 시간대에 속하는 기가 生氣(생명의 기)이고 속된 시간대의 기가 死氣(죽음
의 기)이다. 생기와 사기리는 이원적 관념은 기가 두 가지 치원으로 나누어져 었
다는 생각이 구체적인 기의 수련에 있어서는 시간의 관념과 결합하여 다듬어진
것이다.
도교에서 기의 수련은 반드시 시간의 관념23) 과 결합되어 진행된다. 자연울 구

성하는 바탕이 되는 기는 자연의 우주적 리듬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의
기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간(성스러운 시간)의 계열은 生氣가 지배하

22) 도교에서는 본래적인 순수한 ‘기’활 일상적이고 속된 세상융 구성하는 기(氣)와 구별
하기 위해 굳이 기(黑)라고 쓰기도 었다.

23)

도교 기 수행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내단 수련법에서는 수련 과정올 셜명함에 있어
다양한 시간 계열을 중시한다. 그 과정을 대충 단계적으로 말하자연， 첫 단계가 ‘賽
生之時’ 즉 생명의 氣가 생성되는 시간이며 그 다음 단계가 내적으로 생성된 순수한
기를 모아 내단의 프로세스에 진입시키는 과정 즉 ‘宋藥之時’이다. 그렇게 모아진 기
는 목욕{休洛之時)이라는 세련화 과정과 팽련(흉練之時)이라는 정련 과정올 거치면서
고도로 순수한 기로 숭화되고 마침내 도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단계 즉 誼道脫升之
時로 완성된다. 내단학의 프로세스와 각 단계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충
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단 서양의 연구 성과로는 이자벨 로비네
교수의 일련의 내단 연구를 정리하고 있는 “ Taoism: The Growth af a
Religion"(Califomia University Press , 1앉x))의 마지막 장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중국의 문헌은 양적으로 많이 있지만 수련 각 단계의 구체적인 의미를 도교
내부의 해석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사
적인 측면에서의 내단 이론에 관해서는 임계유 주편 IF中國道敎史J( 상해고적출판샤
1990) 참조 일본에서는 이시다 히데미(石田秀實)의 『호르는 신체~(열린책들， 이통철
번역， 1994) 를 참조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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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며， 기 수행올 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간(속의 시간) 계열은
λ까가 지배하는 시간이다. 생기는 생명의 원리이며， 사기는 죽읍과 연관된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를 배제하고 생기률 수련하여

기 본래의 근원성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그 근원적 기롤 도의 차원으로 끌어융리는 것이다. 송대 이전의 內

판 이론을 집약한 『道樞 • 會륭範에서는 하루의 시간올 生氣의 시간과 死氣의 시
간 두 계열로 분류하면서 내단 수련의 과정울 설명하는 전형적인 사유률 보여준
다.

“子時(밤 열한시부터 새벽 한시)부터 午時(오전 열한시부터 오후 한시)는 기
가 생성되는 시간이다. 이때에 기률 모아 단올 만드는 수련융 실행할 수 있다.
子時에는 賢氣가 생성되고 찌騎에는 맑氣가 생성된다. 그리고 午時에 이르러서

는 賢氣와 (;氣가 서로 교류하며 기가 쌓아고 체액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 氣가
퓨田으로 훌러 들어가 玄珠 長生의 藥， 즉 ft藥이 만들어진다 "24)

子時에서 午時에 이르는 여섯 단위의 시간은 생명의 원리인 生氣가 지배하는

시간대이므로 기의 수련은 이 시간 동안에 실천되어야 한다. 한편 午時부터 子時
까지는 죽음의 원리인 死氣가 지배하는 시간대이므로 그 시간 동안에는 기 수련
을 피해야 한다. 시간의 호롬과 기의 生 • 死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도교적 관점은
음양 관념에 근거한 이원적 원리에 뿌리률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간적

흐름올 음파 양의 이원론으로 풀이하는 해석에 따르면， 하루를 구성하는 열 두 단
위의 시간 중 子時에서 午時에 이르는 여섯 단위의 시간은 陽에 속하고 다시 午
時에서 시작하여 子時에 이르는 시간대는 陰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기의 수련은
반드시 생명의 힘이 약동하는 陽의 시칸대에 실행되어야 하며， 기가 위축되는 시

간대에 기륭 수련하는 것은 자연의 리듬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기가 생성되는 生氣의 시간과 기가 위축되는 死氣의 시간에 대한 『道職의 관
점은 도교의 상식으로 고대 도교에서부터 널리 공유되는 것이었다. 예롤 들어， 갈

흥은 『포박자』에서 도교 기공 양생술올 비롯한 도교 방술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서， “기의 수련(行氣)은 반드시 生氣의 시간에 실행해야 한다. 死氣의 시간에 기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옛날 선인들이 六氣25) 룰 수련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

24)
25)

r道樞 · 會홉斷: “夫自子至午者， 혔生之時也 可以用聚鷹選퓨뚫. 子之時， 賢혔生， 9따
時" I}f氣生 至子午之時ftl.鷹銀交乎‘L氣 f훌薦生滅 홉子뀌田， 是짧玄珠長生之藥也”
‘六氣’는 子時에서 午時에 이르는 여섯 단위의 시간대에 속하는 짧， 즉 生짧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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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하루의 낮과 밤에는 열 두 단위의 시간이 있는데， 한뱀子時)에서 한 낮
(午時)에 이르는 여섯 단위의 시간은 生氣가 지배하며 한낮에서 한밤에 이르는 다
른 여섯 단위의 시간은 死氣가 지배한다. 死氣가 지배하는 시간대에 기롤 수련하
는 것은 무익하다，"26) 라고 하면서 기 수련의 시 X버11 큰 비중올 두고 있다.27)

5.

氣 수행의 목표로서 ‘純陽’

다음으로 도교의 기 수련에 있어 陽의 시간이라는 관념과 연계하여 ‘빼場’이라
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A. 도교의 내면 수련 전통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내단 수

련에서 특히 중시되는 ‘순양이라는 개념은 성스러운 시간을 의미히는 陽 개념과
연계되어서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神(仙) . 人 · 鬼”의 삼부 세계로 나누어 보는

도교의 기본적 세계관의 견지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활 수 있다. 도교에서 인간은

양과 음이 결합된 半聖 · 半洛의 존재이다. 음양론적으로 말하자연 인간은 음과 양
의 결합체로서 성과 속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 육체를 구성하는 낮은 수준의 氣

즉 氣質만을 놓고 본다면 인간은 속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이지만， 정신을 구성하
는 순수한 기는 성스러웅의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속의 영역을 벗어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도교에서는 그 성스러움의 영역을 陽의 영역이라고 범주
화한다. 따라서， 육체를 구성하는 기질의 한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기(神)의 영역으

로 진입하는 것을 도교에서는 半陰 • 半陽의 중간 차원을 벗어나 순수한 양의 영
역으로 진입한다는 단계론적 변화의 메타퍼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당송 시대에 있
어 도교 내단학의 이론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헌인 『鍾呂傳道集』에서는 음양

의 관점에서 인간과 신선 그리고 귀신의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선은 하나가 아니다. 순수하게 陰氣로만 구성되어 있고 陽氣를 가지고 있는 않

은 존재는 귀신이다. 순전한 陽氣로 이루어져 있고 陰氣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
한다.

26)

r抱朴子內屬 • 輝納: “夫行顆當以生氣之時， 꺼以死혔之時也 故日仙A服7옳， 此之謂
也 -日一夜有十二時， 其從半夜至日中7뽑짧生顆 從日中至半夜7명觸死累， 死顆之時，
行혔無益也”

27)

시간뿐만 아니라 수행의 장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의 수련온 기의 순수함이 확보

될 수 있는 조용한 곳(특별한 수행의 장소로서 道觀이나 靜室 퉁퉁) 이나 산 속이
바람직하다. 도교의 이상적 인간은 아무래도 세속적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도시보다
는 성스러움의 기운율 머금고 있는 山에 더 어울리는 것 갈다. 수행율 중요한 종교
적 의례의 실천이라고 본다면， 의례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시간과 장소의 비균질
성， 비균풍성에 대한 인식과 맥올 같이 한다고 볼 것이다. 예배는 정해진 특별한 시
간에 정해진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요구한다는 정용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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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폰재는 신선이다， 옴기와 양기가 골고루 섞여 있는 존재는 인간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귀신이 될 수 있고、 또 신선도 될 수 있다. 젊은 시절부터 수련을
하지 않고 함부로 정욕올 발산하고 뭇하는 바률 쫓기만 하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
서 나중에는 귀신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수련올 거듭하여 범속함
을 뛰어 넘어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超凡入聖) 사람은 기질의 한계를 벗

어버리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신선에는 디섯 둥급이 있고， 수련의 법에는 세 둥급
이 있다. 그 법을 수련하고 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달려 있지만 공이 이루어진 결

과는 사람의 분수에 달려었다'， "28) 기의 수련은 저급하고 범속한 존재의 범주를 벗
어나 신성한 존재의 범주로 진입하는 것올 목표로 삼는다. 도교에서는 그 범속함

의 범주를 음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욕망과 자기 파괴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질
병， 죽음 둥 인간의 구속하는 존재의 질곡올 음의 범주에 소속시키고 그러한 존
재의 질목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완전함의 상태를 양의 법주에 소속시킨다. 도교에

서 양은 죽음을 극복한 존재의 차원 인간의 범속한 현실올 벗어나고자 하는 도교
적 이상올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당송 시대의 내단학올 대표하는
유명한 도사들은 순양의 경지 즉 신선의 경지를 추구하는 그들의 이상을 正陽子

(鍾離權)， 빼傷子(呂”續)， 華陽(施휩홈)， 緊陽(張배단)， 重陽(王喆， 王重陽)， 꺼陽
(馬鉉) .. , 둥의 이름{號)올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기를 음과 양， 두 범주로 나누고 양의 범주에 높은 가치흘 부여하는 관념은

『주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도교 양생가들은 『주역』의 음양 범주와 시간적 추이에
따라 陰에서부터 陽으로 변화하는 음양 뺑息의 이론옳 行氣， 服氣， 服息 풍 다양

한 기 수련법에 널리 용용하였고 도교 수련애서 순양 개념은 그 결과 도출되었
다 r延優君鍵氣法」에서는 당나라 도사 吳箱의 대표작 r 玄編論」을 인용하면서 도
교 수련법의 料顆 관념을 陰陽 消息의 판점과 연결시키고 있다. “陽氣가 조금이라
도 남아있으면 귀신이 될 수 없고， 陰氣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신선이 될 수 없
다. 元騙의 기는 양기이며， 음식물의 기는 음기이다. 따라서 수도하는 사람은 항상
먹는 음쇠올 줄이고 욕밍용 절제해야 한다. 元氣가 몽 속올 운행할 수 있도록 훈

련올 거듭하면， 양기가 왕성해지며 음기는 저절로 소진 되어버린다. 양기가 왕성
해지고 음기가 쇠진하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정신이 안정되고 육체도 기

28)

Ii'鍾呂傳道集』 卷1 r論質仙J' “仙非-也 빼顆而觸擾훌鬼也 빼훌훌而無뚫者仙也 陰陽相

雜者A也 推A可以짧鬼 可以짧仙，9;年不홉， ~fl훌繼훌1 病死而뚫鬼也 솟αZ修鍵， 超凡
入뿔 而脫質廳仙也 仙有五等， 法有三成， 隆持在A， 而功成隨分者也"(氣功 • 養生훌書，
上梅古籍出版社，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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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올 얻을 수 있으며， 그 때에 비로소 장생올 기대할 수 있게 된다"쟁)

m.

신선: 불사의 도교적 의미

장Z에서부터 도교(도가)적 이상언으로 둥챙}는 진인， 신인， 도인은 무위롤 실

천함으로서 세속적 속박을 벗어버린 자유로운 폰재들이다. 도교적 자유는 세상의
속박을 완전히 탈각한 상태를 지칭한다. 그 속박에는 죽음이라는 속박도 포함된다.
인간을 속박하는 궁극적 한계인 죽음을 벗어난 존재들이기에 그들은 불사자들이
다. 도교에서 不死와 自由와 無鳥 그리고 得道는 동일한 내포를 가지는 개념이다.
무위를 통해 자유에 도달할 수 었고 자유에 도달하면 무위를 실천할 수 있고 도
를 얻올 수 있다. 또한 도를 얻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무위에 이를 수 있

다.

무위에

도달하여

도를

얻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진인은 도의

본래성

(authenticity) 을 획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 ‘진인’ (authentic man) 이다.
그는 도와 하나가 된 인간이기 때문에 ‘도인’ (man

of the

Tao) 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를 획득함으로서 인간의 유한한 속박

현실의 상대

적 한계를 벗어나 신적인 존재로 숭화되었기 때문에 ‘신인’ (divine man) 이라 불
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신적인 상태로 고양된 인간은 때묻은 세상에 살지 않는

다. 세상올 벗어나 폰재의 본래적 순수함이 보존되어 있는 山 속에 살거나 하늘로
비상하는 그는 ‘신선’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삶올 내리누르는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 무게를 벗어나 히늘로 비상할 수 있다. 그는 구륨을 타고 비
상할 수 있고， 물 속이나 불 속에 뛰어들어도 몸올 싱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
계를 마음대로 노닐 수 있다. 산은 순수와 성스러옵의 상정이다. 또한 상숭과 비
상은 자유로웅의 전형적 상징이다. 그러한 자유를 획득한 사람， 무위를 실천하는
사람， 도를 얻은 사람， 죽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선’ (immortals) 이다.
신선에 관한 상상적 관념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했고 『장자』와 『열자』

그리고

『회남자』를 거치면서 도교적 종교 세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왔다. 그러나， 그러
한 신선과 불사에 관한 상상적 관념이 도교적 이론 체계 안으로 정식으로 편입되

29) Ii'쫓흉t銀』 鄭1 r延像君훌氣法J' “緣훌陽짧까盡， 不옳鬼， 緣뭘짧혔l不靈 不簡씨. 元
陽~p陽氣也， 食혔~p陰薦也 常減食節값 使元氣內運 陽氣f!'f밤， 용魔爾 g 消. 陽빠陰흉
~p百病不作， 神安體脫， 可觀長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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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회된 것은 갈홍의 『포박자』에서였다. 갈흉온 고대 중국의 신화 세계에서부
터 존재했던 불사와 신선의 상상을 도교의 도 개념과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도교
의 방술들과 연결시킴으로서， 불사와 신선을 도교적 상상 세계 속에 뿌릴 내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교적 신선사상의 정초자로 자리매김되었다.

갈홍의 공적은 고대부터 중국인의 종교적 삶 속에 존재해왔던 신선올 도교적
세계관 속에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갈홍의 공적은 오
히려 신선을 도와 연결시킴으로서， 현실의 질곡올 극복하고 ‘누구든지’ 스스로의
노력과 수양에 의해 그러한 이상적 자유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
으혹 확인한데서 찾을 수 있다. 갈홍이 둥장하기 이전에도 신선의 자유로움울 묘
사하는 다양한 이 ψl 와 신선 방술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Ii'산해경』

이나 『장자』에 나오는 導引

I!i:納 둥둥 신선 방술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

러나 갈홍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는 물론 질뱅이나 재난 전쟁 등 다양한 현실의
질곡을 수련과 수양에 의해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신분적 차별을 넘어서

서 우주적 원리와 하나되는 존재

즉 도와 하나되는 불사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종교적 세계 해석을 제공함으로서 신선 불사의 탑구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신선에 관한 갈홍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도교에서의 신선 사상과
신선 방술을 이해히는 먼 길에 있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

다. 그 작업은 필자에게 남겨진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