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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의상, 화엄사상, 미타신앙, 관음신앙, 사회적 실천
【요약문】7세기 중반에 삼국을 통합한 통일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민의 기
반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열었다. 불교계 또한 큰 진전을 이룩하여 원효로
대표되는 불교철학의 정립과 미타신앙 등 신앙의 일반화가 이루어졌다. 장
기간의 전쟁은 승려들에게도 현실 참여를 요구하였고, 불교계는 출가 윤리
와 부딪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고민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세속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인식도 나타났다. 또 전
쟁과 같은 국가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불교적 계율과 어긋나는 사회적 활동에 대
해 승려들의 의식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상은 분명한 행적을
남겨 사회활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의상은 신라 화엄사상을 체
계화하여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의 화엄사상은 개체의 독자성
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층적으로 개체간의 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의상
은 실천행에 치중하여 미타신앙을 진작시키고 구도적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의상은 융합적 사상을 바탕으로 그가 창도한 화엄 교단에서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는 강한 신분질서가 유지되던 시점
에서 교단 내에서의 평등 보장은 일반민에게는 희망의 대상이었다.
철저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의상은 교단의 운영도 절제를 강조하여 국왕
의 토지와 노비를 거절하였다. 국가의 시책에도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여
관철시켰다. 기층민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
였다는 점에서 7세기 중후반에 의상이 가졌던 사회 인식은 매우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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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대와 삶
사상은 시대적 토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사상은 그
가 살던 시대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동시에 그 시대를 통찰하
며 형성된 사상은 시대의식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세대적 상황에 구
속되는가 아니면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주체적
역사인식과 연계되어 있다. 한 사람의 사상 속에서 그가 살았던 시대
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을 그려보는 것은 역사적 사상
탐구 작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신라는 7세기에 들어 활발한 대내외 정책 추진으로 국력을 활성화
하여 결국 삼국 통합에 성공하였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 나갔다. 이
시기의 신라불교 역시 활력이 넘치던 시대였다. 원광이 불교사상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지방 사원 개창으로 불교의 문호를 확장하며 7세
기를 연 이래 자장과 원효, 그리고 의상과 명랑 등 역량 있는 승려들
이 불교사상을 확립하고 대중화된 신앙을 펼쳤다. 원측은 중국에 가
서 새로운 유식사상을 체득하고 독자적인 문호를 열었고, 원효는 신
라불교 교학의 저력을 바탕으로 당대 전불교 사상의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의상은 신불교인 화엄을 전수하여 화엄교단의 바탕을 마
련하였고, 의적을 비롯한 유식사상에 깊은 이해를 가진 승려들이 다
수 배출되었다.
그러나 삼국간의 치열한 항쟁 시기를 살면서 전개되었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출가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세속적 삶은 출가자들에게 끊임없이 적절한 관계 설정을 요구했지만,
이 시기의 절박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세간의 현실을 벗
어나 출가주의를 고집하던 승려들도 국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
다. 이런 사회 상황에 대한 승려들의 반응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의상은 원효와 함께 통일신라 불교를 확립하는데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다.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으로 독자의 수준 높은 사상을 제시하였
던 원효에 비해 의상은 화엄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미타신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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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직접 전파하며 대중화에 앞장 섰던 원효에 비해 의상은
미타와 관음신앙을 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런데 의상은 동시대인으로서는 드물게 사회적 견해를 분명하게
보여준 자취를 남겼다. 중국으로부터의 귀국 동기나 국왕의 정책 시
행에의 자문과 신분을 뛰어 넘는 교단 운영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경제적 관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적을 남긴 것이다.
사상은 한 인물의 총체적 삶의 구현이다. 이에 대한 탐구는 사고
체계에 대한 분석과 사상과 실천행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야 한다. 통일전쟁기라는 사회변동기를 살던 인물이
보였던 행적은 따라서 흥미로운 고찰 대상이 된다.
격변하는 사회변동기를 살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행적을 남긴 의
상의 사상을 중심으로 당대 대표 지식인인 승려들의 삶의 지향을 검
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논리적 사유 구조와 삶의
행적에 드러난 실천적 활동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대 지식인의 삶과 고민 그리고 사회적 반향 등에 대한 이해의 토
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기 신라사회와 승려들의 활동
1. 승려들의 사회 활동
眞平王(579~632) 중후반기의 7세기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
의 압박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신라는 수의 외교적 압력을 통해 고구
려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내적으로는 중앙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
비하여 왕권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승려는 圓光이다.1) 원광은 600년에 수에서 귀
국하였는데, 초기에는 지방인 운문산 가서사에서 대중 교화에 열중하
1)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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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참회와 보살계 수지를 요건으로 시행되는 占察法은 교학에 의
거하지 않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서, 따라서 불교의 문호를 확대한 의미를 갖는다. 상층 귀족 중심으
로 진행되었던 이전 불교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원광은 602년에 賢士 貴山과 箒項이 평생의 경계로 삼을 것을 요청
하자, 불교에는 10계의 菩薩戒가 있지만 신하된 자로서는 지키기 어
렵다고 하여 따로 世俗五戒를 주었다.2) 이는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에
게 주었던 유교적 생활윤리에 기초한 세속인의 윤리로서, 일찍이 유
학을 공부했던 원광이 제시한 사회 윤리였다.3) 원광은 수에 보낸 乞
師表를 비롯하여 외교문서 작성에 깊이 관여하였다. 군대를 요청하는
걸사표에서 원광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없애는 것은 사문이 할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대왕의 토지에 살면서 대왕의 수초를 먹고 있
으니 감히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4) 불살생
을 지켜야 하는 승려로서 전쟁에 임하는 국가관을 보여주는 이 예에
서 승려들의 사회 인식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원광은 이어 수의
사신이 동석하여 신라불교의 상징인 황룡사에서 시행된 百高座道場에
서 경을 강설하였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행사인 백고
좌법회의 주관은 국가 운영에 맞추어 적극적인 시대적 삶을 살았던
원광의 생애를 말해 준다.
진평왕에 이어 최초의 여왕인 善德王(632~647)이 즉위하자 신라는
내적으로는 구귀족과 신귀족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중에 왕권에 대한
귀족들의 도전에 직면하였고, 외적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침공이 이어졌다.
선덕왕대의 중심적인 활동가는 慈藏이다. 진골귀족 출신으로 국정
에의 참여를 종용받기도 했던 자장은 교학을 증진시키고, 持戒와 犯
戒를 알게 하며, 사원을 관리 유지하고, 승려의 과실을 경계하는 등
2) 三國史記 권45 列傳 貴山.
3) 崔鈆植, 1995 ｢圓光의 생애와 사상｣ 泰東古典硏究 12, pp.28～32.
4) 三國史記 권4 眞平王 30년 “求自存而滅他 非沙門之行也 貧道在大王之土
地 食大王之水草 敢不惟命是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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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의 기풍을 바로세웠다. 통도사에 戒壇을 세워 계율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고조시켰고, 황룡사탑 건립과 같은 국가적 사업을 주도하
며 불교를 국가 운영과 긴밀히 연결짓기도 하였다.5) 자장은 신라 중
고기(514~654) 끝무렵의 국가와 연계된 교단 운영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나 선덕왕 말년 毘曇의 난을 계기로 구귀족이 타격을 입고 진덕
왕대에 김춘추가 실권을 장악하자 점차 중앙에서 도태되어 갔다.
眞德王(647～654)대에 대대적인 관제 개편의 시행으로 유교정치 이
념을 수용하여 행정력의 기반을 형성한 신귀족세력은 김춘추가 김유
신의 협력 하에 태종으로 즉위하여 새로운 왕계를 확립한 中代
(654~780)를 열었다.
太宗(654～661)은 김유신이 협력하는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후
長子상속제를 확립하여 왕통을 수립하고, 귀족의 내분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백제를 패망시킴으로써 삼국 쟁패의 획기적인 분기점을 이
루었다.
이 삼국전쟁의 정점에서 승려들은 전쟁에 나서기도 하였다. 實際寺
의 승려였던 道玉은 태종이 직접 나선 백제와의 조천성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그는 원래 승려란 위로는 불도를 정밀하게 닦아 본성을
회복하고 다음으로 불도의 작용을 일으켜 다른 이를 이롭게 해야 하
는 것이지만, 지금의 자신은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차라리 군
대에 나가서 몸을 던져 나라에 보답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6)고 종군
이유를 밝혔다. 승복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 입고 이름도 빨리 달려
나가는 무리라는 뜻의 驟徒로 고치고 군대에 나간 그는 전장에서 창
검을 들고 적진에 돌진하여 접전 끝에 죽었다.
전쟁에 나선 도옥이 거둔 것은 적군 몇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
은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는 도옥 뿐만 아니라 그의 형과 아우도 모
두 전쟁 과정에서 죽은 특별한 경우라서 삼국사기 에도 실렸고, 그
래서 전쟁 상황에서 크게 장려할 만한 대상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
5) 三國遺事 권4 義解 慈藏定律.
6) 三國史記 권47 列傳 驟徒 “吾聞爲僧者 上則精術業 以復性 次則起道用
以益他 我形似桑門而已 無一善可取 不如從軍殺身 以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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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출가 승려가 국가적 위난 상황을 만나 선택했던 행동에서 통일
기 신라 사회에서 승려들이 고민했던 한 경향을 짐작할 수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전쟁에서 죽은 長春郎과 罷郎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백골이 되어서도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기리기 위해 절을
지어 추모하였다.7) 이 역시 이 시기에 전쟁과 불교가 일정한 상관관
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시기에 활동한 元曉(617~686) 또한 국가적 활동에 참가하고 있
다. 661년 12월 김유신이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수송하러 평양에 갈
때 원효가 동행하였다. 원효는 소정방이 보낸 암호문을 해독하여 신
라군의 신속한 퇴각을 가능케 하는 공을 세웠다.8) 이런 기록은 원효
가 환속한 후 相府에서 문무에 걸쳐 국가를 바로잡았다는 誓幢碑의
기록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원효는 수많은 논서를 저술했지만 국가적
활동에 관한 뚜렷한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금강삼매경론 에
서 왕은 모든 백성이 의지하는 바라는 서술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9)
원효 외에도 이 방면에서 활동하던 승려들이 적지 않게 있었으니
고구려에서 군사를 맡았던 승려 信誠과 당의 설인귀가 신라를 책망할
때 임무를 맡았던 승려 琳潤이 그런 예이다.10) 이는 모두 승려들이
국가적 상황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정을 말해준다.
백제는 패망했으나 아직 백제 부흥군과 고구려와의 전쟁 상황 속
에서 태종에 이어 즉위한 文武王(661～681)은 당군과 조응하여 668
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지배층의 노력 못지않
게 일반민의 막대한 참여와 부담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문무왕은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회경제적 시책을 시
7) 三國遺事 권1 紀異 太宗春秋公 “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役 長春郎罷郎 死
於陣中 後討百濟時 見夢於太宗曰 臣等昔者爲國亡身 至於白骨 庶欲完護邦
國 故隨從軍行無怠而已…又爲創壯義寺於漢山州 以資冥援.”
8) 三國遺事 권1 紀異 太宗春秋公 “又欲興師會唐兵, 庾信先遣然起兵川等二
人, 問其會期. 唐帥蘇定方, 紙畫鸞犢二物廻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元曉法
師, 解之曰, 速還其兵, 謂畫犢畫鸞二切也. 於是, 庾信廻軍….”
9) 南東信, 1994 ｢元曉의 大衆敎化와 思想體系｣, 서울대 박사논문, pp.97～98.
10) 정병삼, 2000 ｢의상의 화엄사상과 통일기 신라사회｣ 불교학연구 1,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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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새로운 통일사회 건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당군과의
전쟁 끝에 676년에 三國統一을 이룩하였다.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다음 신라가 당군과 결전을 벌이게 되
자, 당에서 수학하던 義相(625~702)은 이 사실을 알아낸 金仁問으로
부터 정보를 얻어 급거 귀국하였다. 조정은 明朗에게 그 대비를 맡겼
고, 명랑은 文豆婁秘法을 써서 당군의 침략을 격퇴시켰다고 한다.11)
문무왕에 이어 神文王(681~692)이 즉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
계를 개편하고 강력한 왕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는 다
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불교계의 국가적 운영은 成典寺院을 중심
으로 재편성되었고, 이는 명랑이 중심이 되어 창건한 四天王寺나 惠
通과 관련된 奉聖寺 등이 주축을 이룸으로써 밀교와 국가와의 연관이
밀접해졌음을 보여준다.12) 비법으로 당군을 격퇴하였다는 명랑 이외
에도 密本은 약사경의 독송을 이용하여 병을 치유하였고, 惠通은 의
례적 行法을 전개하였다.13) 政官大書省과 같은 승관직이 임명되어 승
단의 관리 체제가 정비되었고, 憬興은 백제 유민을 포용하려는 정책
으로 國老의 대우를 받았다.14)
승려들의 사회 인식과 관련하여 계율사상은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
준다. 이 시기 가장 많이 저술된

범망경 에 대한 해석이 전쟁기를

겪으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義寂은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대를 일으
켜 싸우게 하거나 군중에 왕래하는 것을 금하는 계율의 조항도 군인
이 된 재가인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인정해야 한
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해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기는 하
였다. 또 살생 도구를 지니지 말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지배층이 외난
을 막기 위해서거나 재가인이 호법을 위해서라면 무기를 소지하는 것
11) 三國遺事 권2 紀異 文虎王法敏; 권4 義解 義湘傳敎; 권5 神呪 明朗神印.
12)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pp.8
9～101.
13) 高翊晋, 1989 韓國古代佛敎思想史 , 동국대 출판부, pp.399～406.
14) 三國遺事 권5 感通 憬興遇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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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역시 傷害에까지는 이르지 않
아야 하며, 해칠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은 붙이고 있다.15) 승려
로서 살생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명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
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 정도는 인정하였으며, 재가인일지라도 호법
을 위한 무기 소지는 인정될 수 있다고 계율 조항을 탄력적으로 풀
이한 것이다.
의적은 국가가 죄를 다스리는 근거를 경전으로 제시하였다. 사람들
이 서로 빼앗으며 서로 능멸하자 왕법을 세워 금하게 했고, 이런 경
우 오형으로 범인을 다스리는 것이 왕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에 의한 질서 유지를 인정한 현실적인 해석이다. 의적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신분 구분을 인정하였다. 노비와 주인의 지
위는 구별되어 뒤섞일 수 없고, 남녀의 존비 또한 본래 뒤섞일 수 없
기 때문에 세속의 귀천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16) 그러나 이는 순
서를 매길 필요가 있을 경우 계를 받은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범망
경 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의적은 승통의 설치 등 국가권력의
불교계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국가권력이 불교교단보다 우
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신라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전국
을 장악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왕권에 배치되는
불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17)
의적의 무기 등에 대한

범망경

해석은 같은 신라인이지만 당에

서 활동했던 勝莊에게서는 볼 수 없다. 이는 의적이 통일전쟁을 경험
하며 승려들이 전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던 사회에서 활동했기에 가
질 수 있었던 견해로 이해된다.18)
금광명경 과 같이 국가적 성격과 연관이 깊은 경론의 해석에서도
사회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원효는 왕은 백성의 부모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를 자식과 같이 하고 선을 행하면
15)
16)
17)
18)

義寂, 菩薩戒本疏 卷下本, 한불전2-278ab.
義寂, 菩薩戒本疏 卷下本, 한불전2-239a.
金英美, 1997 ｢新羅社會의 변동과 佛敎思想｣ 韓國思想史方法論 , p.94.
崔源植, 1999 新羅菩薩戒思想史硏究 , 민족사, p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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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과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자식과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경흥은 왕이 악을 따르면 화가 생겨 나라가 망
하지만 선을 행하면 복이 이르러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19)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하지만 국왕의 통치는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만 나라와 백성이 안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사회 인식의 일면이다.
의적으로 대표되는 승려들의 사회 인식은 국가권력을 인정하고 계
율 조항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다소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다른 승려들이 보였던 국가적 상황에 대한 대처도 이런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세속을 떠나 절대적인 이치를 추구
하던 승려들은 자신들의 본래 지향과는 다른 이와 같은 현실 인식
사이에서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2. 7세기 신라의 불교사상
圓光은 신라불교 철학을 심화시킨 초기의 중심 인물이었다. 유학을
공부하다 중국에 가서 불교를 수학한 원광은 이 시기 지식인의 사상
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처음 남조 진에서 成實과 涅槃
등을 익힌 원광은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자 장안에 옮겨 가서 攝論을
배우고 600년에 귀국하였다.20) 원광은 남북조 불교 사상이 집약되던
시기에 그 핵심을 접하고 돌아온 것이다. 원광이 신라에 돌아온 2년
후 젊은이들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였다는 世俗五戒는 불교적 명칭을
가졌지만 유교적 윤리 관념을 불교에 접목시킨 것이었다. 원광은 攝
大乘論과 菩薩戒를 강의하여 신라 교학의 이해 수준을 높였다. 원광
은 지방에서 점찰신앙을 주관하며 종교 활동을 이끌었다. 여래장 사
상을 바탕으로 참회를 강조하는 점찰법은 신앙에 바탕을 둔 불교 확
산의 한 모습이었다.
4년간의 중국 유학을 마치고 선덕왕 초반인 635년에 귀국한 明朗

19) 金相鉉, 2007 ｢7세기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新羅文化 30, pp.107～110.
20) 續高僧傳 권13 唐新羅國皇隆寺釋圓光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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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밀교를 정립하였다.21) 자장의 생질로 왕족과 인척 관계였던 명랑
은 주술적인 의례와 비법으로 전통신앙과의 상통성을 보이며 불교의
토착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밀교사상을 체계화하였다.
왕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수학한 慈藏은 5년간의 중국 유학 끝에
643년에 귀국하였다. 섭론의 대가인 法上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은 자
장은 후반에는 종남산 운제사 인근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이 시
기 운제사에 있던 계율종조 道宣과 교유하며 계율에 대한 깊은 이해
를 가졌다. 자장은 장경과 의식 용구 등 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도
구들을 들여와서 신라불교의 의례 정착에도 기여하였다.22) 대국통이
라는 승직을 부여받아 승단을 관리하였고, 계를 지킬 것을 제도적으
로 시행하였다. 攝大乘論을 강의하고 菩薩戒本을 강의하였으며, 계율
에 대한 이해와 드높이고 섭론과 여래장 및 佛性 사상에 대한 연구
를 심화시켰다.23)
김춘추의 즉위로 시작된 중대 초기의 중심적인 활동가는 元曉였다. 원
효는 이전에 街巷불교의 선구자들이던 혜숙과 혜공, 대안을 계승하였다.
惠宿은 화랑의 낭도로 활동하다 국선 구참공이 사냥을 좋아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를 중지하도록 감화시켰고, 이런 그를 높이 사서 진
평왕이 사람을 보내 부르자 여인과 함께 자는 모습을 보이며 거절하
였다.24) 신분을 뛰어 넘는 교화 활동과 계율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
운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가노 출신으로 출가하여 거리에서 사람들 틈에서 교화활동을 하였
던 惠空은 治病 능력에도 뛰어났고 여러 가지 신이한 능력을 가졌던
이였다.25)
시장 거리에서 발우를 두드리며 돌아다녔던 걸식 행자 大安은 金剛
三昧經 의 편집을 주도하였다.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대승사상을 망라
21)
22)
23)
24)
25)

三國遺事
續高僧傳
三國遺事
三國遺事
三國遺事

권5 神呪 明朗神印.
권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권4 義解 慈藏定律.
권4 義解 二惠同塵.
권4 義解 二惠同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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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강삼매경 의 등장에 왕실은 거리의 행자 대안의 능력을 인정하
였고, 경을 편집한 대안은 강의를 맡을 사람으로 원효를 추천하였다.26)
교단불교와는 거리를 두고 활동하던 이들이 7세기 중반에 두드러
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전통을 계승한 원효는 요석공주를 통해 태종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회 건설에 상응하는 사상의 새로운 길을 열었
다. 신라불교를 근원적인 입장에서 종합 정리하여 불교 이해의 기준
을 확립한 것이다.
元曉는 특정 스승이 없이 자유롭게 구도생활을 하면서 동아시아권
불교 전적을 거의 모두 섭렵하고 80여부의 경전을 주석하여 총체적
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 교리적 문제가 되고 있던 쟁론들을
화회시킬 수 있는 이론체계의 구상에 골몰하여 一心사상과 十門和諍
論을 제창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 교학 수준이 섭론과 보살계에 뛰어
났던 자장 이외에도 법화와 삼론에 능통했던 朗智, 반야에 능통했던
惠空, 열반과 방등에 정통했던 普德과 같이 다양한 토대가 구축되었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에서 화엄을 수학한 義相이 670년에 귀국하여 적극 전파함으로
써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이와 함께 唯識사상이 교학
의 중심을 이루며 義寂과 憬興 등 수많은 교학승들의 탐구대상이 되
었고, 당에서 활동한 원측의 유식사상도 유학승들을 통해 신라에 유
입되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교학의 진전은 불교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미륵신
앙에 대신하여 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이 신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장기간의 전쟁을 치른 신라인들에게 사후 세계의 안락을 기원하는
彌陀신앙은 가장 환영받는 신앙으로 등장하였다. 여러 불교사상가들
이 미타신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미타신앙의 목표인
극락 왕생의 왕생자의 자격을 낮춘 것이 신라 미타사상의 특색이다. 玄
一과 元曉, 義寂이 모두 참회에 중점을 두고 중국 유식에서 불가능하다
26)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三國遺事 권4 義解 元曉不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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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외하였던 五逆者의 왕생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해석을 보였다.
觀音신앙 역시 7세기 후반에 보편화되었다. 본래 내세 중심적인 미
타신앙에 비해 현세적 성격을 갖는 관음신앙은 미타신앙과 찍하여 신
라 사회에 빠르게 정착되었다. 治病이나 납치로부터의 생환 등 관음
신앙은 수많은 신앙 사례를 남겼다.
占察신앙과 地藏신앙도 널리 행해졌다. 仙桃山 神母와 연합한 安興
寺의 지혜는 매년 봄가을로 널리 일체의 중생을 위해 점찰법회를 열
었고, 원효와 교유하였던 사복을 위해 창건된 道場寺에서 점찰회가
열렸으며,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은 흥륜사 六輪會에 시주한 연유로
재상의 집안에 환생하였다는 설화를 남겼다.27)
7세기를 통해 신라 불교사상은 원효의 종합적인 사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사상 체계를 이룩하였으며 신앙도 다
양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Ⅲ. 의상의 삶과 사상
1. 사회변동기의 구도적 승려
의상은 삼국간의 쟁패전이 열기를 더해 가던 진평왕 47년(625)에
태어나 통일신라의 번영기를 시작하던 성덕왕 원년(702)에 생을 마쳤
다. 가장 왕성한 활동기를 7세기 중후반에 지낸 것이다.
진골 귀족의 후예였던 의상은 스물 남짓한 나이에 출가하여 당시
신라에 소개되었던 攝論 地論 등의 교학 탐구에 열중하였다. 출가 사
찰로 여겨지는 皇福寺는 왕실과 관계 깊은 사찰이었다.
의상의 생애 중에서 당에 유학하기 전의 일은 명확한 기록이 거의
없다. 출가 초반 교학 수련에 몰두하던 의상은 玄奘이 인도에서 들여

27) 三國遺事 권5 感通 仙桃聖母隨喜佛事; 권4 義解 蛇福不言; 권5 孝善 大
城孝二世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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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新唯識을 배우고자 원효와 함께 650년에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육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가고자 하던 이들의 행로는 고구려
국경에서 좌절되었다. 그리고 660년에 다시 중국 유학길에 나서, 도
중에 그만 둔 원효와 달리 해로를 통해 당나라에 건너갔다.28) 신라가
백제 및 고구려와 치열한 항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신라는 당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에 나타난 의상의 입당 행적은 전쟁의 모습은 찾
을 수 없고 오로지 구도와 연관된 설화적 내용 뿐이다. 후일 13세기
에 일본에서 숭모의 대상이 되었던 善妙설화는 당에 처음 도착한 곳
에서 시작되었다. 당나라에 들어간 의상은 이미 익혔던 지론을 더욱
연마하고 이듬해 쯤 長安 남방의 終南山에서 당대의 교학을 집대성하
여 새로이 화엄을 정립해가던 智儼의 문하에 나아가 화엄을 배웠
다.29) 의상은 지엄 화엄을 수학하는 한편 철저한 계율 실천자였던 道
宣 등과 교유를 가지며 청정한 수도인의 자세를 체득한 것으로 생각
된다. 668년에 一乘法界圖 를 저술하여 화엄학의 진수를 일승의 법
계연기로 엮어내 지엄이 입적하기 석달 전에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입당 수학 10년만인 670년에 귀국하였다.30)
이때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패망시킨 뒤 그들 유민을 적
극적으로 포용하여 당과의 결전을 치르던 때였다. 의상은 당에 숙위
하고 있던 왕자 김인문이 전해준 당군의 침공 정보를 갖고 귀국하였
고, 그에 대한 대비는 明朗의 秘密法으로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었다
고 전기들은 전한다.31)
귀국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사실로 전승된 설화가 洛山 觀音이다.
의상은 동해변 낙산 굴 안에 觀音 眞身이 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관음을 친견하고자 2주 동안의 정진 끝에 관음을 친견하고 낙
산사 금당을 짓고 관음과 보주를 안치하였다는 설화를 남겼다.32) 의
28)
29)
30)
31)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石井公成, 1996 華嚴思想의 硏究 , pp.224～226.
三國遺事 권4 義解 義湘傳敎.
三國遺事 권2 紀異 文虎王法敏; 권5 神呪 明朗神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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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지었다고 전해오는 발원문인 ｢白花道場發願文｣은 의상의 관음신
앙과 이를 충실히 계승하던 문도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33)
674년에 의상은 출가 사찰인 皇福寺에서 화엄을 강의하였다. 표훈
과 진정 등 십여 명의 제자들이 의상을 따라 이곳에서 법계도를 배
웠는데, 강의 내용의 의문점을 묻고 그를 일깨워 주는 체계적인 교학
전수의 면학 분위기였다.34) 이때 대중들과 탑돌이를 하면서 발을 땅
에 딛지 않고 석자나 공중에 떠서 돌았고 한다. 이는 대중들과 함께
하는 포교 활동을 보여줌과 함께 신이한 행적이 대중들의 관심이 대
상이 되던 당시의 인식을 말해준다.
의상은 676년에 태백산에 浮石寺를 창건하여 화엄 근본도량을 이
루었다.35) 이 해는 신라가 당군을 격파하여 통일 전쟁을 마무리지은
시점이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표현된
부석사 입지는, 실제로는 고구려가 신라로 통하는 길목이었고 백제의
진출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또한 신라 왕경에서는 멀리 떨어진 그
러나 오악의 하나인 북악의 줄기를 이은 곳이었다.
화엄종찰 부석사의 가람구조는 9층의 대석단을 쌓아 자리를 마련
하고 본당을 아미타불만을 주불로 안치한 無量壽殿으로 구성하였다.
부석사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시방세계를 그 터전으로
삼아 인도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화엄과 정토를 연계시킨 신앙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왕경에서 직접 대중들과 접
촉하며 미타신앙을 전파한 원효 등의 교화 활동과는 달리 왕경에서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기층민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화엄 교단에서
미타신앙이 전개되었다. 이는 원광의 雲門寺 활동과 같이 지방문화
확산의 일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교단의 지속적인 신앙 계승이라는 의
의를 갖는다.
32) 益莊, ｢洛山寺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江原道 襄陽 洛山寺);
事 권3 洛山二大聖.
33) 정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 p.212.
34) 法界圖記叢髓錄 권상1, 한불전 6-775b～776a.
35) 三國史記 권7 文武王 16년 “春二月 高僧義相, 奉旨創浮石寺.”

三國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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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은 민의 경제적 안정이 국가의 기본적인 힘이 되며 그들의 정신
적 안정이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피력한 기록을 남겼다.
통일 이후 국가체제를 재편해가면서 강화된 왕권을 과시하려던 작업의
일환으로 과도한 토목사업이 추진되었다. 문무왕은 후반기에 각 지역의
성을 정비하고 궁궐을 중수하였다. 그리고 다시 문무왕 21년에 京城을
새롭게 수축하려 하였다. 이에 의상은 강력히 축성 중지를 건의하였다.
왕의 政敎가 밝으면 풀언덕으로 경계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백성
들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아서 재앙을 면하여 복이 되지만, 정교가 밝
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스럽게 하여 장성을 쌓더라도 재앙이 그
치지 않을 것입니다.36)

전쟁 후의 당시 사회상을 고려하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였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언급은 의상 외에는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의상이 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전쟁으로 얼룩진 민들의 마음
을 끌어안고자 하던 자세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후 입적에 이르기까지 의상이 중앙과 연결된 행적은 보이지 않
고, 태백산의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종단을 형성하고 문도들을 양성
하는데 진력하였던 제자들의 기록만 확인된다.
문무왕에 이어 즉위한 神文王(681~692)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지
향하였다.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넣지 못한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일
족을 제거하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왕
권 중심적인 체제 지향은 의상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의상은 그의 사상이 갖는 이상과 전제주의가 나아가는 현실의
괴리에서 고민 속에 만년을 구도자적 삶으로 지냈다는 해석은 여기에
근거를 둔다.37)
36) 三國遺事 권2 文虎王法敏 “又欲築京師城郭, 旣令眞吏. 時義相法師聞之,
致書報云, 王之政敎明, 則雖草丘畫地而爲城, 民不敢踰, 可以潔災進福, 政敎
苟不明, 則雖有長城, 災害未消. 王於是囗罷其役.”
三國史記 권7 文武王 21年에도 같은 내용이 다른 문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37) 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 서울대출판부,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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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과 신앙의 사회적 실천
의상은 태백산 자락의 부석사를 중심으로 문도들을 모아 화엄사상
을 전수하였다. 의상은 화엄교단의 사상 기반으로 일승법계도 를 정
통으로 하는 화엄사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彌陀淨土 신앙을 교단의
중심 신앙으로 확립하였다. 이는 부석사의 가람 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부석사는 정토에 왕생하는 중생의 九品 구분을 연상하는 大石壇을
쌓아 건립되었다. 부석사의 본당인 무량수전은 아미타불 1구만을 주
불로 안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의상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 전승되어 왔다. 화엄경설에 따라 補處 보살도 없이 아미타불만을
봉안하였다는 것을 고려초의 圓融國師碑文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38)
화엄종 사찰의 주불은 이 시기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화
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이지만 화엄종 사찰에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등장하는 것은 보다 후대의 일로 생각된다.39) 이에 비해 7세기에는
信仰이 본당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원융국사
비문에서 화엄경설에 따라 아미타불을 봉안한 연유를 명확히 제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이 관음보살과 함께 법계에 충만해 있고,
시방세계에 제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화엄경
은 말하고 있다.40) 이처럼 부처가 그곳에 직접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석사에는 빠진 자리를 채워 주는 補處 보살도 필요 없고 부처의
38) 高聽, 浮石寺 ｢圓融國師碑文｣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
者 充滿諸法界 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闕時 故□□補處 不立影塔 此一
乘深旨也.”
39) 해인사의 본당은 大寂光殿으로서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한다. 의상이 의
거한 화엄경 은 晋譯 60권본인데, 여기서는 노사나불이라고 등장한다.
의상 말년에(699) 80권본이 번역되었는데(周本) 여기서는 비로자나불로
번역되었다. 80화엄이 우선적인 대본이 되고 澄觀의 불신설이 소개된 8세
기 이후에 비로자나불 본존 개념이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 화엄경 入法界品 끝부분에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법계에
충만해 있다는 偈頌이 있고, 시방계에 盧舍那佛 등 제불이 충만해 있어
중생의 어리석음과 무명을 없애줌을 설하고 있다.((60) 華嚴經 권60 入
法界品, 大正藏 9, 786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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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를 봉안한 탑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부석사는 왕경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다. 그의 연고 사찰이라 할 수
있는 황복사를 제쳐 두고 멀리 떨어진 지방에 새로운 전당을 마련한
것은 통일기 지방 사회의 재편과도 어울리는 모습이다. 중대 왕실은
중앙 관료 조직의 정비 못지않게 지방세력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왕권 강화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았다.41) 새롭게 확보한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여 새 시대를 여는 것은 통일신라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다. 부석사 창건과 활발한
운영은 지방문화를 고양시킨 또 다른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이전에
원광의 경우와는 다른 당대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의상의 문도 수련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인근의 태백산 일원에서
이루어졌다. 태백산 大蘆房에서도 진정과 지통 등 상수제자들에게 강
의가 이루어졌다.42) 진정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문도를
이끌고 소백산에 초려를 짓고 90일간 화엄을 강의하였다.43) 진정이
의상의 강의를 정리한 추동기 는 부석사 아래쪽의 소백산 줄기인 추
동에서 이루어졌다.
부석사가 아닌 초려 등에서의 교화활동은 부석사의 운영과도 연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찰의 운영은 적지 않은 경제력을 필요로 하였
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왕이 토지와 노비를 주고자 하였지만 의
상은 거절하였다.
우리 불법은 평등하여 위 아래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고 귀하고 천
한 사람이 함께 지켜 나갑니다. 열반경 에 八不淨財44)를 말했는데 어
찌 莊田을 가지며 노복을 부리겠습니까. 貧道는 법계로 집을 삼고 발
우로 농사지어 법신의 혜명이 이몸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45)
41)
42)
43)
44)

1998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pp.112～118.
法界圖記叢髓錄 권하2, 한불전6-834b.
三國遺事 권5 孝善 眞定師孝善雙美.
涅槃經 에서 승려들이 비축해서는 안되는 八種不淨之物을 말했는데, 이
는 田宅, 殖根栽, 貯聚稻粟居監求利, 奴婢人民, 養群畜, 金銀錢寶, 象牙金
銀刻鏤諸寶大床綿褥毬婁, 一切銅錢釜穫 등으로 풀이된다.
45)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大50-7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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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 초기의 신라 경제는 전란의 회복과 신진 사회경제체제의
시행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문무왕은 그래서 함부로 사원에
재화나 토지를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46) 교단의 규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민간의 안정과 조세의 완화 및 제도의 탄력적 운용도 문무왕
의 주요 시정이었다. 의상이 실천했던 철저한 수행자의 자세는 이러
한 사회의 추이와 동질성을 갖는 것이었다. 의상이 익힌 涅槃經 에
는 승려들이 三衣一鉢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持物도 갖지 않도록 하
였다. 바로 앞 시기의 대표적인 승려 자장이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하
여 我相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47)
의상은 청정한 수도자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의상의 청정
한 持戒주의는 평소의 생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洗穢法을 실
천하여 몸을 씻고 나서 수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마르도록 하였다고
한다.48) 화엄경 에서 말한 신체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신심이 깨끗해
지고 불도에 이르게 된다고 것과 상통하는 행동이다.49)
원효는 태종의 공주와 결혼하여 교단 활동을 접고 거리에서 대민
교화에 나섰다. 이에 비해 의상은 끝까지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견
지하였다. 당의 유학 시절에 생겨난 것으로 각색된 善妙설화가 남녀
간의 연정을 초월하여 구도적 성격 중심으로 전승된 것도 의상의 수
행 자세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의상의 사상은 사회와 어떤 연관을 보였을까. 의상의 일승법계도
의 핵심은 일체의 緣生法은 一法도 정해진 自性이 없는 無自性이기에
머무름이 없고 따라서 中道라는데 있다. 中道는 무분별이고, 無分別法
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에 따라 무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一中十
과 十中一이 서로 포용하여 장애됨이 없다.50)
의상이 파악한 法界緣起論은 다양한 현상세계와 동일한 이치의 세
46)
47)
48)
49)
50)

三國史記 권6 文武王 4年 8月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三國遺事 권4 義解 慈藏定律.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大50-729b.
(60) 華嚴經 권6 淨行品, 大9-431b; 432b.
정병삼, 1998 앞의 책,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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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一과 多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상대를
인정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법계연기의 논리는 각 개체의 의의를 인
정하는 것이고, 이점에서 개체간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상대법이 각자의 형식을 지니면서 그대로 중도라는 사상 구조는
중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불할 수 있다는 본래성불의 세계를 보여준
다.51) 이러한 법계연기설은 전체 구성원의 평등과 조화를 의미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의상이 이끈 화엄교단에는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급군인이었던 眞定은 의상이 태백산에서 법을 설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배우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던 차에 노친
의 그 문하에 들어갔다.52) 가난한 기층민 출신의 진정 외에도 노비 출신
의 智通 등이 첫손 꼽는 제자로서 화엄교단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상의 화엄교단이 신분의 평등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기능한 것이
었다. 통일 후의 신라 사회에서 일반민들이 골품제 신분 사회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면, 비록 교단 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평등한
신분의식을 관철하였던 의상의 지향은 적극적인 사회의식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사상이 사회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한편으로 사상가
의 의식이 사회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을까.
의상의 저술은 일승법계도 외에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를 의
상의 지향이 중심적인 교리 체계의 전수 외에는 엄정한 실천행의 구
현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실천행은 철저한 수도자의 자
세와 미타신앙 및 관음신앙의 전파이다.
관음신앙 역시 미타신앙과 같이 이 시기 전 사회 계층에 보편적으
로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상의 觀音신앙은 현실적 요구를 해결
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求道的 신앙이었다. 의상은 관음
이 보타락가산에 상주하며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眞身常住 신앙에
주목하였다.53) 의상이 제창한 진신상주 관음은 현실 구제적 관음신앙
51) 佐藤厚, 1996 ｢義湘の中道義｣ 東洋大學大學院紀要 32, pp.350～355.
52) 三國遺事 권5 孝善 眞定師孝善雙美.
53) 洛山 관음신앙의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白花道場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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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확실한 기반 위에 정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상은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계율 조항의 해석은 남기지 않았
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실제 행동이다. 그리고 의상은
몇 가지 중요한 행적을 통해 분명한 사회의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
다. 이는 말보다 실행을 중시했던 의상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그리고 그 지향은 기층민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녕을 유지
하고자 하는 사회의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의상이 인식했던 당시 사회에서의 역할은 교단에서 모범적으로 보
여준 평등사회의 지향과 기층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미타신앙과 관
음신앙 전파를 통한 사회 안정에의 기여였다고 생각된다. 원효가 제
창한 국왕관도 민을 正道로 교화하는 것이었지만, 의상은 기층민의
안정이라는 명제를 구체적인 교단활동으로 구현해 보였고 이러한 의
지를 명확한 정책 건의로 실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
운 사회상을 정립하고 삼국민의 안정과 조화를 모색해야 했던 7세기
중후반의 신라 사회에서 의상의 행적은 이런 의식을 선도해갔다고 평
가해도 좋을 것이다.

Ⅳ. 사상과 신앙－사회적 지향
삼국은 치열한 항쟁을 거쳐 7세기 중반에 신라에 의해 통합되었다.
확대된 영토와 민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간 통일신라의
불교는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사상적으로 원효를 비롯한 다양한 불
교철학이 정립되었고, 미타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신앙으로 일반민에
게 불교의 손길을 확대되었다.
오랜 기간의 전쟁은 승려들에게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였다. 교단 운영에 이미 국가적 성격을 띠어 왔던 불교계의 활

願文｣이 의상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통일기 신라 사회의 관음
신앙 유포와 의상의 관음신앙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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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들은 출가 윤리와 부딪히는 현실 상황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속에
서 고민하였을 것이다. 몇몇 승려들은 경론에 대한 주석에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세속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도 하였다. 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승려들은 전쟁과 같은 국가
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불교적 계율과 어긋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해 승려들이 어떤 관점
을 가졌는지, 강력한 신분제 사회에서 활동해야 했던 승려들의 사회
적 지향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찾기 어렵다. 저술
에서 밝힌 관점이 실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연관성을 찾아
내기 어렵고, 실제적인 행동이나 언급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행적을 남긴 義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의상은 화엄사상을 체계화하여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정립하였지만
저술보다는 실천행에 치중하였다. 그의 화엄사상은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층적으로 개체간의 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창도한 교단에서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이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의식을 교단 운영의 바탕으로 삼았던 의상
의 사상적 지향이 깔려 있다.
의상은 저술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교단활동의 중점을 제자들과의
실천적인 교화에 두었다. 부석사를 미타신앙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이
를 진작시키고 구도적 관음신앙을 강조한 것은 일반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신앙을 교단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자신이 철저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의상은 교단의 운영 또한 절
제적 경제가 필요하던 통일 직후의 경제 상황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왕이 기부하겠다고 하는 토지와 노비를 거절한 것이 그것이다. 백성
들을 과도한 토목사업에 동원하는데 대한 우려에서 그 역사를 중지하
도록 한 것도 그의 교단 운영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기층민의 경제
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이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당시로서
는 보기 드물게 행동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7세기 중후반에 의상이
가졌던 사회 인식은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24

특집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의상, 시대적 삶과 실천

25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高僧傳
宋高僧傳
華嚴經
一乘法界圖
法界圖記叢髓錄
菩薩戒本疏
高翊晋, 韓國古代佛敎思想史 , 동국대출판부, 1989.
金相鉉, ｢7세기후반 新羅佛敎의 正法治國論｣ 新羅文化 30, 2007.
金英美, ｢新羅社會의 변동과 佛敎思想｣ 韓國思想史方法論 , 1997.
김두진,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 서울대출판부, 2002.
南東信, 元曉의 大衆敎化와 思想體系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 서울대출판부, 1998.
정병삼, ｢의상의 화엄사상과 통일기 신라사회｣ 불교학연구 1, 2000.
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崔源植, 新羅菩薩戒思想史硏究 , 민족사, 1999.
石井公成, 華嚴思想の硏究 東京 春秋社, 1996.
佐藤厚, ｢義湘の中道義｣ 東洋大學大學院紀要 32, 1996.

26

특집

ABSTRACT

Euisang: His Life in the Changing of
the Times and Practice

Jung, Byung-Sam

In the Late 7th Century the Unified Silla established a powerful
kingdom system. In that period Silla Buddhism made prominent
progress in the study of thought. In the long war, some monks
were obliged to participate. They even carried out a positive role,
being recognized for warlike behaviour in their work, which is
opposed to Buddhist morals.
Euisang, the founder of Hwaom School of Silla, established a
high degree of philosophy which unite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e major point of Euisang’s Hwaeom thought was the
dependent origination of Dharmadhatu, which is composed of the
mutual penetration and the mutual identity between the One and the
All. Each individual holds an element of the All. All individual
objects exist according to a mutual organic relationship.
Euisang spent his life leading the activities of a religious order
and strictly pure self‐discipline. Euisang succeeded in spreading the
Avalokitesvara and Amita beliefs as the appropriate religions of the
Silla people. The propagation of these faiths propelled by Euisang,
contributed to the new social stability of Sill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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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origination of mutual penetration and mutual
identity itself suggests the equality and harmony of all social
constituents. Disciples of Euisang were commoners, but played a
vital role in the religious association. He wanted to harmonize the
people who were separated in social status, and.in his school this
was accomplished restrictively.
The Silla king admired Euisang for his pure attitude and granted
him land and slaves, but Euisang did not accept them. He thought
that Buddhist truth is equal to all regardless of one’s social
position, everyone is to use it equally. He strongly requested to stop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He asserted that if a king’s politics are
bright, people would not trespass even if the borders are set by the
grass and hills; on the other hand, if they are not bright, it will
only bring the people pai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Euisang
practiced to bring economic and religious stability to the common
people in the 7th Century.

Keywords: Euisang, Hwaeom thought, Amita belief, Avalokitesvara
belief, social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