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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갈홍 이전의 신선론 

이 용주f 

‘장생불샤 내지 ‘長生成仙’온 도교의 종교적 궁극목표이며， 훌洪이 저술한 『포박 

자내펀』의 중심적 주제이다. 종교적 이념으로서 ‘長生’· ‘不死’· ‘成仙’ 이라는 목표가 

종교사상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神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인간적 

노력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기능성이 사실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초기 도교 

이론의 완성의 단계에서 신선의 존재 成仙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성선’융 목표로 

하는 신선도교의 대천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고한 논리와 논변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도교 자체의 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교 사상 

을 체계화한 이론가 갈홍은 ‘신선셜’이 당면한 과제률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 

문에， 도의 근본성격올 말활 수 없는 이득한 것， “玄"1)이라고 규정한 후， 곧바로 

* 서올대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1) 20권으로 이루어진 『포박자내편』은 제일 권에서 ‘도교/도개의 궁극적 원리로서의 ‘玄’
의 본질올 ‘아득하고 말할 수 없는 신비’， 그러나 ‘모든 것의 근완인 도와 통일한 무엇’ 
으로 규정한다. 갈홍은 전통적으로 ‘도꾀도까에서 존재의 궁극적 근거로 제시해 온 ’ 
道)’를 ‘玄’으로 대치하여， 궁극적 존재의 표현 불가능성， 인식 불가능성올 더욱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갈홍은 언셜로 담올 수 없는 ‘현’의 본질올 구명하기 
위해 상상적 언어를 구사하여 r현의 본질올 밝힘[顧회」이라는 제목의 문장올 그의 
도교 변중론의 제일 장으로 위치 지운다. 여기서 보이는 갈홍의 사유 및 언어는 핵심 
부분용 『노자』와 『장자.JJ ， 그리고 『회남자』둥 전국 진한기의 ‘도교/도깨에서 벌려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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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의 존채”를 논중하는 신선설의 핵심 주제로 이행하였던 것이다. 

신선의 존재 여부셰 대한 토론은 東漢(후한) 시기부터 지식인들 사이에 중대한 

관심사로 떠용랐다. 소위 漢代의 비판사상가로 평가받는 王充은 유명한 『논형』의 

곳곳에서， 당시의 중국인올 전폭적으로 사로잡고 있던 신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허망한 믿음이라고 비판한다. 왕충의 신선 비판은 역으호 당시에 신선에 대한 신앙 

이 얼마나 뿌리깊게 퍼져 있었는지를 웅변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었다. “신선이 

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선은 존재한다”는 신앙적 

태도는 만연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신앙적 입장이 오히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민중적 차원의 종교신앙에서는 물론 인격의 완성올 초인간적인 햄의 획득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 세계 안에서도 ‘신선의 존재’는 이상적 인격 

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신 

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토론보다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초월적 역량을 가 

진 신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成仙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토론의 초점올 형성하 

고 있었다. 이런 상빼서 갈흥은 윤리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신선의 존재’를 증명 

하는 것파 함께 인간적 노력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에 관 

심율기울이고 있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인간은 배움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는가?"리는 도교 신앙에 있어 관건적인 이 물음은 갈홍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앞선 玄學家 짧康의 r養生論」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의 

인격 수양론애서 중요한 문제는 유교 • 불교 • 도교 三敎가 주장하는 이상적 인간상 

으로서의 성인(聖A) . 부처(佛) • 신선(神仙)이란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혜강의 r양생론」에서 본격화된 ‘도교/도7F의 

신앙적 실천 문제에 대한 도교적 해답이 다름 아닌 ‘신설설’융 핵심으로 삼는 갈홍 

의 도교 변중론， 즉 『抱朴子內篇』이다. 그리고 갈홍이 체계화시칸 “신선은 배워서 

도달할 수 었다{神仙可學而成)"이라는 신선 도교의 근본 교리는 ‘神仙可學論’으로 

정식화되어 갈홍 이후의 도교 사장의 정통적 이론으로 계숭되었다，2) 

은 자명하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선진시대의 고도의 철화적 사유롤 ‘도7F 
라고 불러 높이 명가하고 그러한 철학이 통속화 세속화되어 종교적 미신으로 퇴화한 
것이 ‘도교’라고 평가절하하는 지극히 계몽주의적 종교관에 입각한 가치판단온 그다지 
근거가없다. 

2) 갈홍 이후에 신선가화론은 수많은 도교 이론가들에 의해 계숭되지만， ‘신선가학’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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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강의 r양생론j은 신선의 존재흘 인정하는 당시의 휴력한 판점이었다. 그러나 

r양생론」에서 말하는 ‘成仙論’은 갈홍이 정식화한 신선 도교의 주장과는 중대한 차 

이를 보인다. 혜강의 논설의 핵심 부분율 인용해 보자 

세상에서 어떤 사랍들은 수련(學)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不死

역시 노력에 의해 얻올 수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입장에 의하면， 사량의 수명이 

많아야 120살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상으로서 그 이상을 사는 

것은 요귀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보기에 이 두 입장온 모두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내 생각올 간략하게 말해 본다면， 신선이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폰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기록이나 典籍에 의해 전해지고 있고 또 역 

사책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활 것 

이다. 그러나， 신선온 특별한 氣률 자연적으로 타고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지 배웅의 축척에 의해 얻올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그라고 양생의 수련 

에 의해 性뼈올 수양하여 많게는 수 천 살 적게는 수백 살까지 사는 것은 가능 

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모두 그 도리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 

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3) 

혜강은 역^t71록 및 파거의 典籍에 근거하여 신선은 존재한다는 주~.융 펼치고 

있다. 갈홍 역시 『포박자내편』에서 신선의 존재를 중명하기 위해 고대의 기록올 근 

거로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교 변증론의 이론적 한계률 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중거의 중명력올 문제삼아 그 변중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혜강의 글은 갈홍의 신선 ‘존재중명론’이 동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유사한 논 

리를 이용하여 신선의 존재롤 밝히고자 했던 논의는 있었다는 사실율 확인시켜 준 

다. 그렇다고 해서 갈홍의 신선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신선론의 단순한 반복이라는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도교의 역사에서 갈홍의 공적은 과거에 있었던 “신선존재론” 

면으로 논하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홈代 吳훨의 r신선가학론J( <도생에 수록)， 南
宋의 뇌법의 완성자로서 그리고 내단 도교 남종의 완성자로 유명한 白玉빼의 「신선가 
학론J (lr상청집~， <도장))은 갈홍의 “신선가학론”올 계숭하는 대표적 문장이다. 물론 
그들의 신선가학론이 시대적 상황의 논리 및 도교 수양법의 발전에 따라 갈홍의 가학 
론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갈홍의 신선술온 금단론올 위주로 하는 것임에 대해 오윤의 방법은 장자를 
계숭하는 내면적 수양론(좌망과 심재)이 위주이고 백옥섬의 방법은 내단적 방법과 의 
례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신선의 추구라는 차이룰 지적활 수 있율 것이다. 

3) r養生論」 『搖中散集~， pp.l69-170. (대북: 삼민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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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다 풍부한 자료훌 통해 논증하고 ‘신선’됨의 의미률 도교적 신앙파 결부된 

‘금단(金판)’과 연결시킨 점에서 찾올 수 있다. 그러나 도교 신선 이론의 발전 파정 

에서 본 그의 공적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갈홍온 『내편』 도처에서 ‘신선이 폰 

재함’을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r論仙篇J(권4)은 ‘신선의 존재중명’을 위해 할당된 

專論으로서， 신선 도교 이론의 핵심올 보여주는 부분이다. 갈홍의 ‘신선론’은 ‘신선 

이 존재한다’라는 신앙적 입장올 공유한다는 변에서 일단 혜강의 논점올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혜강의 신선존재론 나아가 갈홍 이전의 신선론과 근본적 

인 획올 긋는 중요한 의미롤 담고 있는 발전적 측면이 었다. 다시 말해， 신선이란 

선천적 자질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수양 및 빼용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인격적 완성의 차원이라는 주장은 갈홍에 의해 처음으혹 제시되었 

고 그것이 도교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앞의 글에서 혜강은 ‘신선의 폰재’에 관해 당시에 유력했던 두 가지 관점올 제시 

한다. 하나는， 불사의 신선은 경험론적으로 볼 때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소위 ’경 

험론자’들의 관점이다. 둘은， 신선은 존재한따는 ’신선가’의 관점이다. 혜강과 갈 

홍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는 후자에 속한다. 즉， 신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무지와 어리 

석음의 소치일 뿐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혜강은 배용이나 수련 둥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 

는 ‘신선가학론’에는 전적으호 찬성하고 있지 않다. 혜강이 ‘신선가학’ 자체에 반대 

한 것은 아나다. 그렇지만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이질적인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올 지적한 것이다. 즉， ‘특별한 거를 자연적으 

로 타고난’(時受異氣， 훌之自然) 사람만이 그러한 특별한 기의 바탕 위에서 수련을 

쌓고서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기의 품수라고 하는 전채 조건 없이 배 

움에만 의지하여 누구나 신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문제는 유교 전통에서 있어왔던 성인(聖Á')은 타고나면서부터 聖A의 자질을 

가진다고 보는 ‘生而m之’의 입장과 배움에 의해 聖A이 될 수 있다고 보는 ‘學而知

之’의 입장 사이의 대비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갈홍의 ‘신선 

가학셜’은 나중에 신유교의 ‘성인가학설’과 일맥 상통하는 이론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4) 

4)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의 하나인 오거스틴과 쩔 
라기우스의 논쟁올 떠올릴 수 있다. 즉， 기독교적인 구원이 하느님의 일방적 은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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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혜강이 제시한 ‘氣훌說’(신선의 기활 타고나야 한다는 주장)윤 갈홍의 신 

선 이론에서는 훤칙척으로 부정되고 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신션 도교 신학에 

있어 갈홍의 공적으로 볼 수 있다. 갈홍 이후 도교 신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배움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가학론이다. 도교에서는 갈홍 이후 ‘신선가학론’ 

이 정통적 입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신선이 될 수 있 

는 자질을 중요시하는 ‘기품론’ 역시 간단하게 무시할 수 없는 호륨율 형성하고 있 

다. 후대의 내단 문헌에서 혼히 둥장하는 ‘仙骨이니 ‘道骨’이니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럽， 신선이 되기 위해 타고난 자질이 요청된다는 주장윤 실제적인 종 

교 생활에서는 가학론의 원칙올 오히려 능가하고 있지 않윤가 싶올 정도로 도교의 

이론과 실천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배움이 아무리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해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근본적 자질율 갖 

추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궁극적 깨달음으로서의 신선됨에 이 

르는 수단이 될 수 없디는 믿음이 도교인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젓이다. 

갈홍의 ‘신선가학론’이 지닌 매력에도 불구하고 도교인들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신선됨이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갈홍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션이 되고자 하는 사랍의 

수는 소의 털처렴 많으나， 실제 신션이 되는 자는 소훌의 수만큼야나 드물다”라 

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련 둥 인간적 노력에 의해 신선이 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할 

의한 것이냐 아니변 인간 측의 용리적 종교적 행위에 의한 것이냐 하는 논쟁이 그것 
이다. 오거스틴의 입장은 극단적 은총룬윤 아나다. 그러나 인간의 이니셔티브롤 더욱 
중요시하는 펠라기우스적 행위론올 반대하여 바옳의 입장율 지지한다. 기독교의 역사 
에서 극단적 밸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의 판정을 받아 중세 기독교의 전변에서 사라졌 
지만， 실상 로마 가톨릭은 어느 정도는 멜라기우스적 입장올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 변에서 그것은 半(serni) 헬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용 것이다. 한편， 종교개 
혁을 주도한 루터의 칭의론(구원론)은 바울과 오거스틴의 입장융 강조하며 인간적 이 
니셔티쁘} 구완에 개입하는 半멜라기우스적 입장올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느님의 은 
총과 하느님의 이니셔티브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신교 신학의 기본 입장 
은 이러한 루터적 칭의폰 위에 서었다. 필자가 굳이 서양 신학의 예률 들어 본 것은 
비교 종교학적인 관심에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신화은 (서양적이니까.?) 대단히 세 
련되고 인간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것인 반면， 중국적인 신앙의 논리는 단순히 낡은 
것 무의미한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하는 우리들에게 숨겨진 선입견올 다시 한번 반성 
해 볼 필요가 었다는 의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교의 신앙과 신학이 반드시 옳 
고 믿올만하다는 주장올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 신념의 문제이다. 유교에서 
‘성인은 배움과 수양올 통해 도달할 수 었다는 관점은 송대 신유학， 특히 정주 계통 
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착한다. 그러나， ‘聖人可學’론이 모든 유교 사상가들에게 의해 
인정올 뺑t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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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훨 수밖에 없었용 것이다. 

2. 갈홍의 신션 증명론 

갈홍의 신선 존재증명론은 위진 시대의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던 첨예한 문제들파 

연관되며，!f. 갈홍의 이론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초롤 만들어 준 것은 현 

학가 혜강의 r양생론」이었다. 갈흉의 공적은 그러한 신선존재론올 종합하면서 중국 

신선도교의 역사에서 가장 체계적인 변중론을 제시하여 신선 도교 신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갈홍은 신선이 존재하며， 배옴에 의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올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洛}，.)이 선 

선의 존재에 대해 확산올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깨 갈홍은 무엇보다도 일반 

인들의 한정된 경험과 왜소한 식견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송}였다. 갈홍의 임무는 속 

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임무률 달성하기 위해 갈홍은 전통척 

인 도교의 금기롤 깨고 『포박자』롤 저술하였던 것이다. 

귀신들이 자주 인간세계에 나타나 괴이한 사건과 이변올 일으키는 것은 전적 

에는 물론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의 폰재에 판한 중거는 충분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 

으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신선(仙시은 탁한 인간 세상괴는 전혀 다른 멀고 먼 

곳으로 떠나 다시는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得道하여 

신선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뜰의 존재를 직접 목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 

다. 유가나 묵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 않 

았고 마침내는 신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상햄II 

서 세상사랑들이 신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 

개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갖가지 방법올 실험하고 검토하여 참으로 

신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올 밝혀낼 수 있었지만 그 사실은 그들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립들에게는 강요활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귀신올 직접 목격하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선을 목격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세상에 신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는 없다.5) 

5) r論仙J ， p.21. 이하 『포박자내편』에서의 인용은 중화서국，<신편제자집성>의 王明 校
注本을 이용하며， 인용문의 출처는 r편명」과 교주본의 페이지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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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자， 즉 갈흥은 인간 경혐의 근본적 한계률 지적하연서， 경험폼척 관챔에서 

신선의 폰째를 부정하는 입장옳 비판한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 

다는 사실이 곧 신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력한 중거가 훨 수 있는가? 갈흥은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랍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율 채 

택한다면， 신선의 존재를 중명하는 것도 가농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갈홍의 논리는 단순한 경험론에 대한 반롬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신선 폰 

재에 대한 적극적인 중명으로서는 빈약한 논거롤 가진 것임에는 흩렴없다. 갈홍이 

기도했던 신선 존재 증명의 운명은 서양의 신학에 있어서 신 존재 종명이 부닥친 

어려움과 동일한 것일 것이다. 결국은 과학적 검증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학적이며 

신앙적 차원의 문제인 이런 초월 존재의 존재 증명의 진리성 여부는 여기서 따지 

기 힘든 문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도교의 신선 사상이 지향했던 것은 인식론적 

비판이나 증명이 아니라 “탁한 세상을 초월한 존찌의 숭수합이 혐융 벨휘하는 

영역이 존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도교적 믿옴은 세속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가 

치판단파 진단， 그리고 그런 진단에서 비롯되는 초월융 향한 실천에 중점올 둔 것 

이었다. 갈홍은 종교적 실천을 통한 초월에 대해， r논선편j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 

다. 

천하의 일률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억측에 의한 추측에 세상일올 

맡겨버릴 수도 없다. 다만， 인식의 장애롤 끊어버리고(극복하고) 온 마음으로 長

生의 道를 배우지 못함을 한탄할 따름이다._6) 

갈홍의 ‘신선존재론’은 결코 신선의 존재률 경험적으로 중명하는 것올 목표로 삼 

지 않았다. 갈홍의 『포박자내편』융 얽율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그의 

모든 관심과 논리는 철저하게 종교가로서의 실천적 목표훌 가지고 천개되고 었다 

는 점이다. ‘범속(凡倚， profane)’의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신성(神聖， 

sacred)’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올 일깨워 주려는 종교가의 목표률 이해하지 못하 

고 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든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포박자 갈홍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곡해가 될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 당 나라 이후 도교 양 

생학의 상투어가 된 “超凡入聖”이라는 종교적 관점이 이미 갈홍의 신선 존재 변중 

론의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음올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J) ‘i혐휠의 영역에 

6) r논선J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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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은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따라 정진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디는， 종 

교적 가치판뺀l 근거한 신앙적 확신과 동시에 획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이성 

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홍이 증명하.Jl자 했던 ‘신선의 존재’는 이러한 신앙 

적 진리였던 것이지 인식적 진리가 아니었다. 

홈植 費조 형채는 읽지 않온 책이 없올 정도로 학식이 출중한 한 시대 최고의 

재사였다. 그들은 처옴에는 신선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세상의 이 

치률 더 깊이 깨닫고 인간에 대해 다 알만큼 알게된 연후에 비로소 신선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재주가 그들만큼 미치지 못하는 사람 

들이 신선의 존재롤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다지 탓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또， 

劉向은 박학다식한 인물로서 극히 미묘한 일들까지 팀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지 

식의 깊이와 얀목의 넓이는 그와 비교활 만한 사람틀이 없었으며， 사유와 추리의 

능력은 시물의 진위률 완전하게 밝힐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유향이 지은 탱11 

仙傳』은 약 70A 이상의 신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선을 그가 엉다리로 조작해 내었을 리가 있는7~? 번 옛날의 일들올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농하기 때문에 문헌의 기록과 지식이 높은 사람들의 

전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_8) 

세상 사랍들이 신선의 존재롤 부정히는 이유는 경험과 지식의 부촉 때문만은 아 

니다고 갈홍은 판단한다. 사유의 천박함파 좁은 안목， 그리고 세속적 관심에 의해 

진실을 깨달올 수 있는 열린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의 세계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좁은 소견과 작은 총명함올 전부라고 믿고 자기의 

식견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는 속된 무리들의 정신태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 

지 못하게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갈흥은 그러한 我執에 사로잡힌 가 

짜 지식인을 ‘%簡’라는 표현올 써서 매도하고 있다. 

세상 사랍들은 능히 손쉽게 얻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7) ‘超凡入聖’은 북송의 중요한 내단 문헌인 『종려전도집~(도장; )에 동장하는 중요한 도 
교 술어이다. 그러나 그 술어는 도교 내단 수련법이 일반 세속의 지식인들 사이로 퍼 
져들어가는 북송 이후에는 도교의 전용어로 머물지 않고 수양을 통해 인간적 한계홀 
초월하는 어떤 경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남송의 대유학자 주회 역시 유교적 수양론의 목표로서 성인이 되는 것올 
‘초범입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r논선J ， p.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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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의 역량으로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 

정올 내련다. 그렇게 본다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적다.9) 

세상 사림들은 가까이 있어서 알기 쉬운 것， 좁온 식견만융 배우는 데에 만족 

하고 또 그것올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런 좁은 식견에 사로잡혀 仙道(신선이 되 

는 방법)를 엉터리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黃老의 가르침(도교의 다른 명칭)올 망 

언이라고 말한다. 정말 한심한 얼이 아년가-710) 

내가 보기에 洛備는 통속적이고 무능하여서 신선에 판한 월들옳 전혀 받아들 

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약간의 총명함올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얽 

매이고 편벽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만 생각하고 자기의 생 

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콩과 보리조차 구별할 수 없올 정도의 천박 

한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중략 ... 일반적으로 귀로 소리률 들을 수 있 

는 사람은 자기의 귀롤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또 무엿올 볼 때에도 자기의 눈올 

믿지 않는 사랑은 없다.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듣는 것올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더구나 마음이 헤아리는 것용 형태가 없고 또 소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살피기가 어 

렵다. 그리고 마음으로 헤아려야 얻는 일은 반드시 세상에서는 가장 멸고 어렵다 

고 여기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헤아려야 알 수 있는 일인) 신선에 관 

한 것올 헛된 소리라고 단정해버리는 것 역시 안목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싸 하지 않겠는7t? .....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랍도 었고1 탁한 것을 

맑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잃은 것올 얻었다고 말하는 사랍도 있다. 

이 세 가지 일은 불율 보듯이 쉬운 얼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의 통일율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하면， 신선과 같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랍들이 하나같이 

믿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 않겠는가-711 ) 

갈홍이 말하는 것처럼， 신선의 존재에 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활 수 있는 논리 

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단순한 경험적 인 

식의 문제에 관해서 조차 인식의 상대성이라는 현실올 완전히 극복하기가 쉽지 않 

다면， 일상적 경험적 인식올 초월하는 신선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손쉬운 해 

9) r對洛J ， p.50. 
10) r至理J ， p.110. 
11) r塞難J ， pp.l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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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올 바라는 것 자체가 식견의 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갈흥은 이렇게 말한다. 

궁극적 이치(至理-신선의 폰재에 관한 진실)는 손쉽게 밝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2) 

3. 신선 존재증명의 방법 

신선의 존재에 판한 논증은 경험론자에 대한 비판 인간의 천박한 의식에 대한 

비판을 거쳐 자연 규융의 일반 원칙을 검토히는 데에로 나아간다. 고대의 중국에서 

는 만물의 변화， 성공과 실패의 순환， 생명과 죽음의 반복올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규율이라고 이해하는 시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Ií주역』의 순환론으로 대표되는 이 

러한 자연판은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고대종교의 기본 관념이라고 말한 ‘영원회 

귀’(eternal return)의 이론과 대단히 유사하다. “자연순환의 이론끼Theory of 

natural circu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반 원칙온 갈홍의 사-상올 지배하는 

이론이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려한 일반원칙에 입각해서는 신선의 존재 문제에 판해 셜득력 있는 답 

을 얻기가 쉽지 않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일반 원칙올 믿는 갈흥은 또 한편 이 일 

반 원칙의 예외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r논선」에서 한 논자는 이러한 자연 

의 일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처음{始)이 존재하면 반드 

시 그 결말(후)이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存)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옴{亡)을 맞 

이한다. "13)라고 주장하면서 불사에 관해 말하는 抱朴子의 신념에 대해 의문올 표시 

한다. 

그 의문에 대한 갈홍의 대답은 상당히 길지만 그의 근본 사상올 살필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인용해보자. 

생명운 가진 것은 죽옴올 맞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었다고 하는 말은 과연 

자연의 대체적인 법칙이라고 활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법칙의 지배롤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그렇고 포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이처럽 사물은 

12) r塞難J ， p.138. 
13) r논선J ， p.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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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차이률 보야며 변화률 종잡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기피하고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처음윤 하나이지만 끝이 달라지 

는 둥， 하나의 법칙으로 사물율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 

시 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랍이 많지만 그것도 사물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기 때문얘 그것율 ‘보편적인 법칙’(通理)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롤 들어， 여룹 

에는 사물이 성장한다고 하지만 보리는 오히려 여름이 되면 시들어 버련다. 또 

겨울이 되면 시든다고 하지만 대나무나 잣나무는 겨올에 오히려 무성해진다. 처 

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지만 天地는 무궁하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만 거북이나 학은 장수한다. 陽혔가 왕성활 때에는 덤다고 

하지만 여름에 서늘한 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음기가 극에 달하면 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겨울에 잠시 따뭇한 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지만 북쪽으후 흐르는 물줄기도 적지 않다. 땅의 도는 지극히 고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땅이 혼들리거나 무너지기도 한다. 물의 성질은 지극히 차가운 

것이지만 더운 열기롤 뿜는 온천이 존재하기도 한다. 불은 마땅히 뜨거운 것이지 

만 蕭JÍ의 찬 기운은 뽑는 불꽃도 존재한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남해에는 물위에 떠있는 산이 있다. 가벼운 물건은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지만 가 

벼운 새털조차 띄우지 못하는 물도 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온갖 차이로 인해 사 

물의 법칙을 하나로 단정해서 결정올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4) 

갈홍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예외들로서 들고 있는 예들은 현대 과학의 입~벼l 

서는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갈홍의 목표는 그러한 

예들을 통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有生者必有死)라는 자연법칙의 관점에 

서 “不死의 神仙”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올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입장에 대 

해 반격하그I자 했던 것이다. 갈홍이 거론하고 있는 예외들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서라도 갈흥은 신선이 존재한다는， 다시 말해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신선의 존재중명으로 

서는 대단히 빈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한계는 갈홍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검중이나 반중올 초월한 모든 종교적 문제에서 공통쩍으로 발견되 

는 것이다. 다만， 당시의 파학의 수준에서 볼 때 당시로서는 선진적 지식올 지니고 

있던 갈홍은 일반 상식의 선을 뛰어 넘어 자연계의 다양성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인간의 경험세계를 초월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올 가지고 그 비밀올 

14) r논선J ， pp.l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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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고자 하는 과학적 동기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갈홍의 과학적 관심은 현대과학의 관심괴는 근본적으로 다륜 동가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 갈홍이 추구했던 과학적 지식은 범속의 현실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신성한 세계의 질서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자연의 원리 

와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의 세계률 대표하는 신션의 존재 

문제가 갈홍에 있어서 과화적 탐구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련 논리적 귀결이다. 

우리가 중국과학의 발전올 논할 때에 ‘도교’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도교 

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한 지식율 탐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 낸 수많은 

자연과학적 져식올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15) 

갈홍이 활동하던 鍵督 시대는 후한 시대의 혼란을 이미 경험하였고， <五經X 으 

로 상정되는 전통적 유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였다. 후한 말에 이르면서 경학이 

쇠퇴하고 지식인들은 경학 이외의 雜觀성 영역에 더 많은 판심을 기울였으며， 잡학 

적인 주변 학문을 통해 정통적인 권위률 행사하던 경학척 세계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률 모색하고자 하는 의욕올 보여주던 시대였다. 

갈홍의 신선사상은 바로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 졌다. 갈흥은 경서와 

역사서를 폭넓게 연구하였울 뿐 아니라， 스스로 雜史률 저술하고 雜記롤 기록하는 

둥 轉史雜傳에도 깊은 관심올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갈홍의 관심은 그와 가까운 교 

우관계를 맺고 있었던 『수신기』의 저자 千寶 및 『山海經Jl Ii'種天子鷹』 F楚離』 둥에 

주석을 단 郭獲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되고 확대되었다， 

당시 신선술을 비판하던 유학자들은 경서 속에서는 장생불사를 목표로 하는 신 

선 방술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올 근거로 仙道를 엉터리 신앙이라 

고 매도한다. 갈홍은 당시 정통 유가 지식인들의 선도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 

不死를 추구히는 仙道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五經은 왜 그것에 판해 말 

하지 없t으며， 周公파 孔子가 왜 그것올 언급하지 않았겠는7r? 그리고 聖A들이 

度世(장생활새하지 없t던 이유는 무엇이며，1::웹성인)들이 長存(잘생불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仙道가 존재함에도 周公이나 孔子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변 그들율 성인이라 할 수 없올 것이고、 그들이 알고도 仙道륨 배우 

15) 조셉 니덤(Joshep Needham) , 네이선 시빈(Nathan Sivin) 둥의 연구업적이 바로 이 
러한 관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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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仙道라는 것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6) 

유자의 신선사상 비판윤 경서의 정통주의적 입장에 근거롤 두고 있다. 진리의 근 

원이며 표준인 ‘경서’가 말하지 않은 일， 그리고 진리의 체현자인 聖A， 周公이나 

孔子가 말하지 않은 얼이 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거나 포는 언급할 가 

치도 없는 무의미한 일일 것이라고 유가적 정통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한 유교 

정통주의자들의 주햄l 대해 포박자 갈흥은 다음과 같이 용수한다. 

五繹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일들은 무한히 많다. 그리고 주공공자가 언급하지 

않은 일 또한 적지 않다. 여기서 나는 그런 예들 중에서 만 분의 일만 말해보겠 

다. 

그런 다음 포박지는 천문과 지리에 판한 방술가적 현란한 지식올 얼거하고 그런 

지식들을 담은 문헌들을 제시하여 유가 정통주의자의 비판올 물리친 후， 다음과 같 

이 반문한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물어 보겠다. (위에서 나열한 천문파 지리에 판한 얼들율 

담고 있는) 六家의 서적들은 경전의 가르침인가? 대답은 물론 아니다 일 것이다 . 

.. ，중략 .. 그러나 五經에서 찾아보아도 찾융 수 없고， 주공과 공자의 서적에서 구 

해보아도 구활 수 없는 이러한 일률이 모두 허망한 일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 

겠는개 하늘과 땅은 지극히 크고 넓어서 눈으로 불 수 있는 것이라 해도 다 살 

필 수 없올 정도인데， 히물며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것 오묘하고도 지극히 오묘한 

일들을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17) 

五經의 정통주의에서 자유롭게 經數} 注輝의 범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정신의 

비상을 맘껏 구가할 수 있었던 方士化된 지식인들이 신선 사상， 즉 선도 사상의 담 

당자들이었던 사정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연의 비밀율 이해해1 위해 과학적 

탐구 정신올 발휘하여 天文 및 地理의 제 현상올 연구하였던 무리률은 세계의 질 

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올 강하게 지니고 있던 방사들여었다. 도교의 

중요부분은 이 방시들의 지식용 계숭하고 있다. 갈흥은 순수한 備家의 입장에서 일 

16) r釋鼎J ， p.l53 
17) r석체J ， p.l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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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였던 方士化된 지식인 혹은 도교적 지식훌 충분히 홉수한 이단적 지식인이었 

다. 따라서 그는 정통 유가의 입장에 의해 이단시되고 무시당하던 방술 관계의 서 

적들을 폭넓게 섭렵하였다. 그러한 비정통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던 갈홍은 정통 

적 지식 체계인 유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유교의 理想、적 인격 聖A올 상대화시킨다. 

세상 사람들은 聖A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인은 신령한 존 

재로서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성인을 공 

경하며 두려워하교 성인의 일을 다시 생각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냐， 성인이 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할 수 없다고 하든 

지， 성인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한다변 가소로운 

일이다 ... 중략… 성인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 

면 목이 마른 법이다. 불에 데면 뜨겁고1 얼면 추우며， 채찍질을 당하면 이·픔을 

느끼며， 칼에 베면 상처가 나교 나이가 들면 죽지 않을 수 없고 기가 손상되면 

질병에 걸리고1 氣가 끊어지면 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성인은 보통 

사람과 같은 점이 많고 보통사람과 다른 점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었다. 성인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재주가 출중하고 사유의 폭이 넓어서 말을 하거나 

글올 쓰면 고상한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덕행이 갖추어져 있어서 행동이 깨끗 

하고 널리 배우고 노력하는 데에서 찾융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중략 .. 지극히 올바른 말은 세상 사 

람들의 귀를 거스르며 참된 말은 중인들에게 거술리는 말이 된다고 들었다. 備者

들이 내가 쓴 책올 다 얽은 후에는 나의 목적이 聖A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런 마음올 가질 수 었겠는가? 다만 나 

는 시물의 이치를 다 밝혀보고자 했을 따륨이다. 이치가 다 밝혀지고 사실이 다 

드러난 후에， 그 말은 마치 주공과 공자를 욕하고 비웃는 말처렴 보이는 것이 

다 lHl 

聖A은 ‘觸츄不知(모르는 것이 없융) ‘無所不能’(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의 초인 

간적인 철대자가 아니다라면서 聖A올 상대화 시키는 관챔은 후한 시대의 비판 사 

상가 王充이 『論鷹』에서 그 발단올 제공한 바 있다Iï'논형』 r奇怪篇」에서 장충은 

일반인과 다른 특이한 聖A들의 출생에 관한 신화를 비판하였다. 또 같온 책의 

r實췄鷹」애는 성인의 지식이 무한하다고 하는 일반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제시되 

어 있고1 r問fl屬」에서는 聖賢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실려 있 

18) r械問J ，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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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갈홍의 聖賢 상대회는 후한 말기부터 재기되기 시작한 비판론의 연속선 위에서 

이해되어야한다. 

갈홍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선의 존재롤 부인히는 여러 관점에 담긴 문제점올 지 

적하면서 신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올 증명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선의 존재훌 부 

정하는 논점의 한계률 지적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까 적극적으로 신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올 갈홍은 잘 알고 있었다 r釋聯」에서 갈홍 

은 神仙에 관한 일은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것 오묘하고도 지극히 오묘한 것"(玄 

之又玄， 妙之極妙者)으로서， 仙道 자체는 지극히 미묘하고 손쉽게 밝힐 수 없는 어 

려운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중명”에 앞서서 신앙의 차원에서 먼 

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한다. 신선의 존재률 부인하는 속인들의 ‘不信’이 

신선존재의 확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다. 갈홍은 그 ‘不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는 수 만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신선과 관계된 道

術은 다른 일들에 비해 훨씬 중명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려운 장생의 도술{長生之道)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롤 믿지 않는다고 해 

서 신선이 폰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린다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가령 여기에 한 사랍이 ‘道(長生之道)’를 이해 

하고 또 그 ‘도’를 실천하jL자 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의 일반인보다 어리석고 우 

둔한 자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랍이 있어 長生에 뜻올 두고는 있 

었으나 그 장생의 道術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 

리석음을 비웃올 것이다. 그 사랍이 ‘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율 끊어 버리고 ‘도’ 

의 수행올 그만두었다고 하자 그렇지만， 정말로 ‘불사의 도(不死之道)’가 폰재한 

다면 그 ‘불사의 도’를 얻어 신선이 된 사랍들로부터 비웃음올 사지 않겠는가? 

해와 달이라고 해도 온 세상올 골고루 비추어 주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사람이 

자기의 작은 믿음{孤信)에 만족하여 안주하고자 동l는개19) 

일반인의 좁은 식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 만사이다. 더구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불사의 신선 세계를 이해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신선됨올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신선의 세계가 존재한 

19) r金月J ， 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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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불사의 도롤 얻용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옳 당할 수도 있지 않는가?" 뼈스 

칼의 ‘내기’를 연상시키는 신선 도교의 호교론자 갈홍의 논변은 니룹대로 진지함으 

로 가득 차 있다. 이어서 갈흥은 선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校驗”이라고 

불리는 비교추리의 방법에 의해 얻어졌다고 말한다. 

포박자는 말한다. 신선의 道는 신비하여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심올 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나의 총명함이 다른 사랍율 농가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신선에 관해 알게된 지식들은 이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며，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轉이 본 

능적으로 물이 불어나는 것을 알고 또 제비가 봄과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는 다만 “校驗”에 의해 장생이 가능하며， 신선이 되기 위 

해 다른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따름이다-.20) 

“校顧’은 귀납추리의 논증 방법이다. 그러한 논리적 중명 방식은 청|術이 “먼저 

작은 것에 대해 검중하고 그것올 큰 것으로 확대시키고 나중에 무한한 것에까지 

밀고 간다"(先嚴小物， 推而大之， 至子無浪) 라고 말한 유추의 논리적 방법에 바탕을 

두고 었다. 그 방법은 王充에 이르러 중요한 논리적 중명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었 

다0"논형』의 뱃￠賣」편에서는 먼저 비교(校 效)의 방법올 활용하여 사실을 분석한 

다음 구체적인 증거로서 사실을 입증하는 논리적 중명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갈 

홍은 왕충의 논증법에서 많은 것올 배우고 있다. 갈홍은 자신의 논중법의 요점을 

다음과갈이 말한다. 

참된 지식은 수많은 사실들을 비교 검토(校練)한 연후에 융바른 중거롤 가지 

고 그것을 확인하고(徵驗) 나서야 비로소 지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21) 

먼저 드러난 것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것 0:로 나。까교 쉬운 것에서 시해서 

어려운 것을 얻고 작은 사실들의 검증올 통해 큰 문제롤 증명해 낼 수가 있다. 

위의 절치들이 명확하게 된 연후에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사실까지도 밝히 알 

수있다찌 

20) r至理J ， p.1l0 
21) r논선J ， p.l8 
22) r塞難J ， p.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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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실들의 검중(/J驗)올 통해 큰 문제롤 중명(大效)" 한다는 것은 이미 중 

명된 사례들올 많이 수집하고 그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고 귀납적인 결론올 얻윤 

후에 확대 유추률 통해 결론율 얻는 방법이다. 갈흥은 방술적， 유사 과학적 지식에 

속하는 논중의 사례들을 다량으로 열거하면서 ‘신선의 존재 중명’올 위한 조건올 

마련한다. 그리고 그 논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갈홍온 고대의 역사적 기록과 고 

대 문헌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것은 그가 한편으로 부정한 권위주의 그림자에서 완 

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흘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갈홍은 역사와 전통의 권위를 다른 어떤 권위보다 높은 자리에 놓는 중 

국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신선의 존재가 과거에서부터 확인되어온 사질이었음을 

주장한다 r논선」에서 말한 것처럼， “뭇 신선들에 관한 기록은 옛 문헌들， 즉 죽간 

과 비단에 가득하다." (잦|뻐之人 흩농팎#素)는 것이 최대의 논거였다. 갈흥은 한나라 

때의 재사 劉向이 지은 『열선전』의 진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기록올 신선 

존재의 최대 논거로 삼았다. 박혁하고 정밀한 사유로 유명한 유향의 권위률 믿지 

못한다면，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파연 있올 수 있는개 라 

고 갈홍은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변 증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중 

명’에 의해 갈홍은 얼마나 많은 신봉자를 얻올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엄 

격하게 말하자면 전혀 중명이 휠 수 없는 호교의 입장을 펼친 갈홍의 ‘증명’은 비 

신자를 설득송까 위한 목적올 가진 저술이라기보다는 불사에 대한 신앙과 신션을 

향한 회구가 고대 중국의 보편신앙으로 민중의 삶 속에 뿌리깊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저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4. 갈홍의 ‘神仙可學’론의 한껴1 : 신선가학과 숙명론 

문헌의 권위를 이용하여 산선의 존재률 ‘중명’한 갈흥은 혜강의 「양생론」에서 제 

기되었던 신선의 자질 문제로 논의훌 확대한다.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 

터 특수한 氣롤 타고나야 한다는 “氣훌說”이 사실이라면， 신선이 되기 위한 추구， 

노력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사실 갈홍 신선론의 핵심이었다. 갈홍의 신 

선 존재론의 주안점은 신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배움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선 가학울 반대하는 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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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랍이 문제률 제기하였다. 노자나 팽조는 나무로 비유하자변 소나무나 

잣나무처럽 장수한 사랑들이었다. 그들은 그런 긴 수명용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배옵에 의해 얻은 것온 아니지 않는가723) 

이 질문에 대해 갈홍은 “신선은 배움과 수양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I(神仙可學) 

는 입장율 견고하게 유지하려 한다. 갈홍은 특수한 기률 천부적으로 부여받음으호 

서 신선이 될 수 있디는 ‘氣훌說’올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포박자는 대답한다. 조물주가 만들어 낸 존재들 중에서 인간보다 신령스러운 

(톨) 존재는 없다. 그 신령스러움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만물올 부릴 수 있고 깊 

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長生久視할 수 었다. 인간은 신선이 되는 上藥이 장생 

에 도웅이 되는 것율 알기 때문에 그 약올 복용하고서 신선이 되려고 한다. 또 

거북이나 학이 장수하는 것올 알고 그들의 도를 본받아 장생올 도모한다. 소나무， 

잣나무의 잎사귀와 가지는 다른 나무들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거북 

이， 학의 모습 역시 다른 동물들괴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노자 팽조는 보통사 

람으로서 특별히 이상한 모습을 한 인물이 아닌 데도 長生하였다. 그렇다면 그들 

의 長生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이 長生

하는 道를 얻었기 때문이대由於得道， 非自然也). 다른 뭇 나무들은 松拍올 닮을 

수가 없고， 다른 동물들도 거북이나 학의 도률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동 

물은 그런 장수률 누렬 수 없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은 신령스런 지혜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조， 노자가 얻은 도를 배워 그들처럼 장생율 누릴 수 었다. …중 

략… 그리고 세상 사랍들은 仙A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先哲들이 쓴 책에 

나오는 선인은 천 여명에 달하고 그들의 이륨뿐만 아니라 행적까지도 모두 밝혀 

져 었는 것을 보면 그 기록들이 허튼 소리가 아님올 알 수 었다. 또 어떤 사람들 

은 그들이 모두 특이한 기를 부여밭됐대特훌異氣)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장 

생의 도롤 얻은 것은 스숭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金月의 복용의 결과이지 그들 

이 나면서 본래 장생의 비결올 획득(生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중략 .. 仙

道는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올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많은 

금기 사항들이 뒤따른다. 처음뿌터 세상올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뛰어 

난 재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금기 사항들을 모두 지켜낼 수가 없다. 일반인들 

은 미음에 쉽게 의심올 품고 중도에서 수련올 포기해버리거나 장생의 仙道는 배 

23) r홈總J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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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수행에 의해 얻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곤 한다. 그러나 『선 

경』에서는 다옴과 같이 말하고 있다. ‘꺼藥의 복용과 守-의 정신 수련율 통해 

하늘과 함께 생명율 마철 수 었으며 邊精補腦와 服息의 호홉으로 인해 무한한 

생명올 누혈 수 있다.’ 라고24) 

‘특이를 기를 부여받은’ 사랍 ‘나면서부터 장생의 비결올 획득한’ 사람이라면 수 

련을 거철 필요도 없이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즉 혜강의 r양생론」에서 

제시되었던 입장은 한대의 신비주의적 유교의 유행파 함께 널리 퍼진， 성인은 타고 

난다는 “聖人生知說”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성인은 배움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 

재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해 준 초자연적인 능력의 표현이다. 신선 역시 성인과 마 

찬가지로 신성한 초월적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존재라고 전통적인 신선론자들 

은 이해한다. 

그러나， 갈홍의 “신선설”은 그런 ‘生知적 판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올 제시하고 

있다. “長生不死는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신선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長生之可得 仙人之無種) 라고 갈홍온 r至理」편에서 단언 

하고 있다. 신선이 되는 관건은 배움과 수행이다. 갈홍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積

學’(배움의 축적)에 의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 배옴에 험쓰고 수행을 게올리 하지 

않는 사랍에게 신선의 삶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있다. 갈홍은 “배옵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 (神仙可學)의 입장에서 당시 신선가에서 유행하였던 관점， 즉 특별한 

기를 타고나야 신선이 될 수 있다는 ‘特훌異氣說’을 비판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옛날의 仙A들은 배움파 수련(學)에 의해 장생불사롤 얻 

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특이한 기롤 타고났기 때 

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물음에 대해 포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인개 그들은 책 상자를 지고 스송용 찾아다녔으며， 성실하게 수련의 공 

을 쌓고 이슬을 맞으며 위험올 무륨쓰고 비바랍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올 극복하 

면서 그들이 발견한 長生의 道롤 열심히 믿고 흉練의 功율 쌓았다. 그들은 끝까 

지 위험과 곤란올 극복하면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행동으로 다른 생각올 전혀 

갖지 않고서 정진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신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랍 

들은 게으름 때문에 중도에서 수련을 중단하였고， 어떤 사랍들은 미옵파 원망을 

품고서 포가하기도 하였으며， 세상의 명예와 이익율 쫓아 세속으로 되돌아가기도 

24) r對洛J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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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엉터리 이론에 뼈져 처음의 깨끗한 돗율 잃어버련 사랍롤도 있다. 또 경우 

에 따라서는 마음이 조급하여 아침에 수련올 시작하여 저녁에 도가 이루어지기 

를 바라거나， 앉아서 수련용 하면서 일어 껄 때 효파롤 바라기도 한다. 재물과 

女色올 보고서도 마음의 갈둥을 일으키지 않거나， 세상의 이야기률 듣고서도 뜻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랍은 만 명중의 하나만 있어도 이미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道률 구하려는 4랍은 소털쳐랩 그 수가 많져만， 갱작 도률 얻온 사랍 

은 기련의 톨만큼이나 드물다.영) 

갈홍은 ‘포박자의 입올 벌어 말한다. ‘得道’ 즉 신선됨의 완성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의 유혹올 극복하면서 수련에 정진한 결과라고 말한다. 신선이 되는 

것은 신선이 확기 위한 특수한 자질(‘異氣’)올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에게만 부여 

되는 특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나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신 

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갈홍이 말하는 “可學可知’에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이 불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굳은 결심과 오랜 시간의 공부라는 주체적인 조건 이외 

에도， 훌륭한 지도지플 만나 융바른 길을 나아7tol= 한다는 외적인 조건도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갈홍은 도의 수행에 있어서 ‘올바른 스숭’(明 

師)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26) 

이러한 수행의 절차상의 문제 이외에도 배옴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可學

可知의 주장은 중대한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제한은 당시 사랍들올 사로잡 

고 있던 宿빼說 또는 定뼈說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갈홍의 신선설이 내디딘 큰 

걸음을 한 발 뒤로 끌어당기는 커다란 한계였다고 보여진다. 갈홍의 ‘神仙可學論’은 

숙명론과 결합하면서 실제적으로 ‘可學可知의 여지률 상당부분 축소시키게 되었고， 

그가 비판하는 ‘氣훌說’의 수준으로후퇴하는 결괴률 초래한다. 그러나 갈흥은 그러 

한 문제점을 그다지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묻는다. 만일 수행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면， 과거의 聖A들온 

이미 수련을 통하여 신선이 되었올 것이다. 그러나 주공이나 공자 같은 성인이 

신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신선의 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용 알 수 

25) r훌름J ， p.239 
26) 요시가와 타다오(吉}I!忠夫)는 갈홍의 사숭판계를 탐색한 r명사고」에서 신선술에 있어 

스숭의 중요성에 대한 갈홍과 도교의 입장올 논하고 었다. 길천충부， 언홉뺨輪빼벚맑 
究」 京都: 同朋社. 1986년 참조 



i빼仙可學 : 갈홍 신션론의 논리와 한계 205 

있는 것이 아닌가? 포박자가 대답하였다. 聖A이 반드시 神fÚl이 되는 것도 아니 

며， 또 신선이 반드시 성인인 것은 아니다. 성인이 하늘의 命율 받올 때에 장생 

의 氣를 받은 것은 아니다 ... 중략 ... 세속에서 말하는 聖A은 治世의 聖A이지 

得道의 성인은 아니다. 득도의 성인은 黃帝나 老子롤 말하며， 치써의 성인은 周

公이나 孔子를 가리킨다. …중략 ... 仙經율 통해 볼 때 성인이 된 사람은 모두， 

그들이 하늘로부터 빼훌 방올 때얘 신션이 되는 自然의 훌훌훌훌 받고 태어빠음 

을 알수 있다. 따라셔 그들픈대 안에 었용때에 이미 遭롤 믿는 본생올까 

지고 있었으며， 자라샤 의식용 갖재 된 후에는 마움으로푸터 신션의 킬융 좋 

아하기 때분에 반드시 뼈뼈률 만나 신션이 되는 법술율 빼휘 마첨내 신션01 

될 수 었다. 만약， 그러한 션션의 기롤 슐으로셔 받져 않았다면， 그는 션션 

이 존찌함용 믿져 않율 것이고， 따라서 구하지도 않올 것이며 또 구한다고 혜 

도 얻을 수가 없용 것이다. …『玉금經』 에서 ‘뼈’에 대해 다옴과 같이 말한다; 

사랍의 길흉은 모태 속에서 하늘의 뭇 별자리들의 정형(精)올 받아들이면서 이미 

결정이 난다. 성인의 별자리에 해당히는 사람은 성인이 되고 현인의 별자리에 

해당되면 현인이 된다. 문인의 별자리에 해당되면 문인이 되고， 무인의 별자리에 

해당되면 무인이 되며， 귀족 · 부자 • 가난한 자의 별자리에 해당되면 각각의 별자 

리에 따라 그렇게 운명이 정해진다. 신션의 별자리얘 혜당되는 기률 받으면 신 

션이 훨 것이다. 또 신선이며 동시에 성인이 되는 별자리가 었고 치세의 성인이 

되는 별자라도 있으며， 두 종류의 성인올 겸할 수 있는 별자리도 있다 ... 중략 ...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올 결정하는 별자리들은 다 언급할 수 없올 정도로 많지 

만 여기서는 간단히 이 정도만 언급한다. 張車子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 만일 신션이 되는 운명융 타고 

나지 않없다면 신션용 사모하는 마음올 갖져 못할 것이고， 마옴으로 신션됩훌 

바라져 아니하고 그것융 구혜 신선이 된 사랍은 없었으며， 선션휩훌 구하지 

아나하고 신션이 된 사랍온 없었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높은 삭견과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선의 존재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일반인파 다 

름없는 명범한 재주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움과 수행에 의해 신선이 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랍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았으면서도 신선의 일에 판해서는 무지하 

였고 또 어떤 사랍은 다른 일에는 무지하면서도 신선의 이치에는 통달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이 바로 ‘천명’이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겠는7r?27l 

갈홍이 인용하고 있는 『옥금경』은 당시 유행하였던 宿빼輪， 즉 인간의 운명과 별 

27) r辦뿜J ， pp.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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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연판올 믿는 점성술적인 신양올 보여주는 문헌야라고 생각된다. 갈홍의 논 

점온 인간의 운명이 별자리의 氣와 관계가 었다는 宿命論외 확인， 그리고 그런 운 

명에 의해 신선의 완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일 신선이 되는 운명을 타고 

나지 않았다면 신선올 사모하는 마옴을 갖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 신선됨을 바라 

지 않으면서 그것올 구해 신선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 신선됨올 구하지 아니하고 

신선이 된 사랍온 없었다" 

신선이 되는 것， 그 이전에 신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마옴， 신선의 존재률 믿 

는 믿음마저도 철저하게 ‘운명’(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갈홍은 말한다. 이련 갈홍의 

주장어 ‘神仙可學論’과 정반대의 입장， 다시 말해 갈홍 이전에 신선설의 일반이론이 

었던 ‘氣훌說’과 얼마나 다론지 우리는 그 차이를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갈홍의 신선설의 二重性 내지는 限界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漢代에는 氣化 사상파 천명시장이 결합하여，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氣와 하늘의 

별자리(星宿)가 긴밀한 상판 관계률 가지고 있다는 믿는 宿뼈論 내지 定뼈論이 확 

고부동한 일반인의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王充의 『논형』에서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Ir논형』의 r뼈義薦」에서는 인간의 훌性(하늘에서 부여받은 

성질) 과 星宿，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밀접한 연관올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굳고 강한 본성(性)올 타고 난 사람은 氣가 왕성하고 체질이 툰톤하다. 본성이 

굳고 강한 사랍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요절하지 아니한다. 타고난 본성이 유약한 

사람은 氣가 담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 빨리 죽는다. 따라서 ‘有

뼈’(生死有빼)이라고 했는데 운명(뼈)이란 곧 본성(性)을 가리기는 것이다. 빈부 

와 귀천 또한 하늘이 부여한 본성에 달려 있다. 하늘의 氣를 받고 별들의 精을 

얻음으로써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 별들은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은 象(별의 운 

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귀의 象올 얻으면 부귀롤 얼올 수 었고， 빈천의 象

올 얻으면 빈천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대實實在天)’이 

라고 말한다. ‘하늘(天)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히늘(天)에는 百官

이 폰재하고 뭇 별은 그 백관올 대표한다. 하늘은 하늘의 氣를 퍼뜨리고 별은 

별의 精을 인간에게 내려 준다. 하늘이 퍼트리는 氣는 별들의 氣를 담고 있다. 

사랍은 그 氣를 받으면서 생명을 얻고 그 氣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 귀 

한 氣를 얻은 사람은 귀하게 되고 천한 氣를 얻으면 천하게 된다. 귀함에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고， 부에도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는 모두 별자리 

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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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충의 이론윤 갈홍이 앞에서 인용한 『욱금경』의 입장파 완전히 일치한다. 갈흥 

은 왕층에 의해 잘 정리된 ‘星宿運빼論’올 신선시장에 옹용하였다. 한 결읍 나아가 

갈홍은 星뼈論 혹은 宿뼈論올 ‘道’의 이론과 결합시키고 있다. 

‘道’는 無寫염然、이다. 노자 장지에 의해 확립된 전형적인 道論은 포박자의 신선 

사상에 와서 운명설과 결부된다. ‘道’는 無짧自然으로서 사랍의 인위적 노력과 작위 

적 의도를 초월한 대자연의 理法올 의미하는 상정이다. 우주 대자연의 규율이자 理

法인 道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우주의 섭 

리라고 부롤 수 있다. 인간도 예외 없이 ‘道’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인간은 

우주 대자연의 체계 속에 놓여 있는 自然의 일부분이다. 사람이 수련올 통해 신선 

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자연의 질서를 체득하여 自然과 능동적인 하나가 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질서， 그것이 곧 운명이다. 인간은 그 

운명의 수혜자일 뿐， 인간이 그 운명올 조정할 수는 없다. 갈홍은 신선이 되기 위 

해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징L하면서도(‘神仙可學)， 그 

의 시대를 사로잡고 있던 숙명론적 인깐판올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r塞難」편에서 갈홍은 “만물이 氣륨 받는 것 그것 또한 자연이다." (萬陽應氣 井亦自

然) 라고 주장한다. 사물이 태어나면서 나름대로의 성질올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것이 곧 ‘自然’이라면， 그 생래적 자연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自

然을 거스르는 인위적 작위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갈홍의 신선 사상은 도가적 

無짧自然、의 이론과 교묘하게 결합된다. 

생명의 길고 짧음은 이미 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모태에 있으면 

서 자연의 훌훌률 받고 생명융 부여받율 때에 그에 혜당하는 벌짜리가 컬정된 

다. 하늘의 道는 無廳로서 사물의 저절로 그러함 ( 自然)에 맡겨져 았기 때문에， 

친하고 소원함，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있율 수 없다. 운명이 생명의 별에 속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仙道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仙道를 좋아하는 사랍은 신선되기 

를 구하여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운명이 죽음의 벌에 속하면 그 사랍은 仙道

를 믿지 아니할 것이므로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에도 힘올 쏟지 않올 것이다.껑)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이와 같이 星命說(숙명설) 이라는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 

인간의 ‘운명’은 신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뿔만 아니라， 신선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결정한다. 그러한 모든 것이 運뼈이며， 엄 

28) r塞難J ， p.l36 



208 종교와문화 

然、아다. 여기서 우리는 갈홍이 애써 도달한 가학론이 다시굽 운명론의 올타리로 되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