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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문 개요
이 논문은 呑虛 宅成(1913-1983)의 儒·佛·仙·基 四敎에 대한 會通思想을 중심으로 그의 사
상을 종합적으로 硏究한 것이다.
논자는 탄허사상의 핵심을 禪과 華嚴의 완전한 융회로 보았으며, 그의 四敎會通의 원리 역
시 禪思想과 華嚴思想을 함께 원융한 것으로 파악했다. 禪에서는 ‘心性’과 ‘性자리’를 종지로
삼았으며 화엄에서는 ‘性起’와 ‘無碍’를 회통의 중심원리로 삼았음을 논증했다.
탄허는 禪師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돈오돈수를 비판하고 돈오점수를
선양했으며, 普照宗祖論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모두 스승 한암의 선풍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
이다. 탄허의 新華嚴經合論의 번역이 淸凉疏가 아닌 通玄論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禪을 중시한 會通的 禪敎觀에 기인한 것이었다.
탄허의 사교회통사상에 대한 세부적 고찰은 易學과 禪, 儒學과 佛敎, 老莊과 佛敎, 基督敎
와 佛敎의 방면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회통사상의 결실은 譯經佛事와 敎育
佛事에서 꽃을 피웠고, 그의 독창적인 미래예견인 미래학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적극 활용되
었다. 그의 사교회통의 정신은 周易과 正易을 관통한 易學과 민족사상이 결합하여 현대적
민족불교사상으로 승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는 東西의 말세관을 분석하여 현재를 말법시대
로 규정한 뒤 그 해결 방안을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艮方인 한국이 미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는 艮山思想으로 제시하고 있다.

Ⅱ. 會通思想의 形成: 학통과 법맥
탄허의 생애를 ‘회통사상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출가 전의 학통과 출가 후의 법맥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의 회통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완성되어 갔는지 분석
해 보았다.
먼저 탄허가 출가 전에 수학한 유학의 학통을 처가였던 土亭 李之菡 문중의 학풍과 스승인
李克宗의 학맥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기호학파인 勉庵 崔益鉉의 학맥을 이은 李克宗이 탄허
의 언급대로 艮齋 田愚의 학통 역시 계승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해 보았다. 이와 함께
문자 밖의 소식에 막혀 출가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노장학, 토정 이지함의 학풍을 계승하여
易學을 중시했던 처가의 가풍,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며 2인자로 활약했던 강증산 계열의 보천
교 등이 그의 회통사상과 민족정신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20대 초반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한 뒤 스승 漢巖의 지도하에 3년 묵언참선과 7년 이력 공부
를 통해 禪敎를 會通하고 禪旨를 갖추어 교학 연찬과 역경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탄허가 通玄論을 중심으로 화엄경을 섭렵하고 보조법어 등을 배워나갔던 일
련의 수행과정이 이후 그의 사상 형성에 크나큰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會通의 原理: 禪思想과 華嚴思想
1. ‘會通’의 의미와 전통
탄허의 회통사상의 근본원리를 禪思想과 華嚴思想을 통해 추출해 보았다. 먼저 ‘회통’의 일
반적인 의미와 탄허가 말하는 회통의 기본정신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한국불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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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회통사상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 그가 영향 받은 元曉, 崔致遠, 涵虛
등의 회통론을 고찰했다. 원효의 和諍 會通의 정신과 최치원의 包含三敎의 학술은 그의 회통
론의 근거가 되었고, 함허의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天下無二道, 聖
人無兩心)”는 언명은 그의 회통사상의 상징이었음을 확인했다.
2. 禪思想
탄허의 禪思想으로는 禪師로서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정체성과 禪僧으로서의 면모, 일상에
서의 禪修行과 譯經의 과정에서 보이는 禪中心的 사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普照
와 漢巖을 계승한 頓悟漸修思想과 普照宗祖論을 분석함으로써 禪敎會通의 구체적 양상들을
분석했다. 이어서 禪의 방면에서 四敎會通의 근본원리로 작동한 ‘性자리’의 개념과 이와 동일
한 다채로운 범주들의 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구해 보았다.
<표1> 탄허가 ‘性자리’로 회통한 동일 범주들
性자리 = 道자리= 佛性 = 眞性 = 自性 = 本性 = 佛性 = 靈性 = 覺 = 마음의 본체 = 시·공
간이 끊어진 자리 = 우주의 핵심체 = 우주 생기기 전 = 天地未分前 消息 = 몸이 나기 전

=

현존일념의 起滅 이전의 경지 = 한 생각 일어나기 전 = 情이 일어나기 전 면목 = 모든 생각
이 끊어진 자리 = 문자 밖의 소식 =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 49년 설법하고도 한마
디도 설한 바 없는 자리 = 선악시비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 = 당체가 본래 없는 것 =
모양이 끊어진 것 =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은 것 = 열반경의 四德(常樂我淨) = 유교의 仁義
禮智 = 중용의 中과 未發 = 대학의 至善 = 맹자의 良知, 주역의 統體一太極 = 시
경의 思無邪 = 반고씨 이전 소식 = 노자의 天下母 = 장자의 渾沌과 物化 = 열자의
太易 = 禪宗의 最初一句子 = 圓相 = 華嚴의 最淸淨法界 = 기독교의 하나님(聖父) = 우주창
조주 = 천부경의 始無始의 一

탄허 禪思想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心性’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性자리’라
는 용어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탄허의 儒·佛·仙·基 四敎의 회통의 근본원리가 바로 불교의
선사상과 화엄사상에 있다. 禪思想에서 사교를 회통할 근본원리로 추출할 수 있는 술어는 바
로 ‘心性’과 ‘性자리’이다.
3. 華嚴思想
다음으로 탄허의 화엄사상의 특징을 회통사상과 연관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화
엄이 大乘이 아니라 一乘임을 강조했던 부분, 화엄만이 유일한 了義經임을 강조했던 의미, 一
佛乘과 會三歸一의 정신이 그의 회통사상의 전개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청량소는
助로 하고 통현론을 正으로 했던 번역원칙과 청량의 緣起보다 통현의 性起를 강조한 측면
이 그의 회통정신의 중추였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앞서 禪에서 강조한 ‘心性’과 ‘性자리’의
중시와 동궤를 그리며 四敎를 회통하는 이론적 기초를 형성했다. 탄허는 김지견에게 性起를
중심으로 화엄을 보는 안목을 전수함으로써 현대 한국의 華嚴性起觀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그의 사상은 통현-보조-한암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
킨 것이었다. 그는 法界緣起 역시 적절하게 수용하였는데 특히 事事無碍는 여타의 사상을 회
통하는데 활용한 주요한 원리였다. 그는 불교내부에서는 선과 화엄을 회통하는 선교관을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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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확장해서는 ‘心性과 ‘性자리’, ‘性起’와 ‘無碍’를 근본원리로 하여 다른 사상을 적극
적으로 회통하였다. 탄허는 이러한 禪敎會通에 멈추지 않고 向上一路의 一着子를 透過하는
본분납자로서의 면모를 평생 견지하다가 用無生死의 당당한 入寂을 末後一句를 통해 보여주
었다.
4. 禪敎會通과 向上一路

Ⅳ. 儒·佛·仙·基 四敎會通思想
1. 易學과 禪의 洞徹
‘易學과 禪의 洞徹’에서는 먼저 탄허가 설명하는 易學의 宗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禪解 방식이 갖는 독창성을 검토했다. 그는 ‘易學’이라는 용어를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육십사
괘→팔괘→사상→음양→태극으로 수렴하는 환멸문으로 설명했다. 이와 반대의 과정을 ‘易理’라
하여 생멸문에 배대했다. 또 ‘陰陽’을 ‘惺寂’, ‘止觀’, ‘定慧’, ‘靈知’ 등의 선수행의 용어로 회
통했다. 周濂溪의 ｢太極圖說｣과 曹洞宗의 ｢五位圖｣를 회통한 曹洞五位要解를 분석한 ｢周子
太極圖-曹洞五位圖 比較｣는 탄허가 출가 직후 만끽한 儒釋洞徹의 법열을 노년에 이르러 설파
한 것이다. 탄허는 유교의 가장 깊은 사상은 주역에 담겨 있고, 그 주역을 가장 잘 요약
한 것은 ｢태극도설｣이며, 이를 다시 ‘黑白未分, 難爲彼此, 玄黃之後, 方位自他’의 16字로 요약
한 丹霞禪師의 ｢五位序｣의 禪旨에서 회통의 근본적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회통론을
확장하여 칸트의 순수이성과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는 등 서양철학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東西會通을 시도하였다.
2. 儒學과 佛敎의 會釋
‘儒學과 佛敎의 會釋’에서는 탄허가 공자의 好學과 敎育의 정신을 계승했음을 먼저 살펴보
았다. 그는 특이하게도 儒佛을 회통하면서 유교에도 頓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一以貫之’
와 ‘克己復禮’가 바로 유교의 돈법이라 했는데 이는 기존에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학설이
다. 이어서 그가 유교경전을 강의한 것 가운데 儒佛會釋의 예들을 일일이 고찰했다. 論語의
‘克己’와 ‘聞道’, 孟子의 ‘性善’과 ‘救放心’, 大學의 ‘明德’과 ‘致知’, 中庸의 ‘中’과 ‘誠’,
詩經의 ‘思無邪’, 書經의 ‘精一執中’에 대한 그의 불교적 해석을 차례대로 분석했다.
3. 老莊과 佛敎의 融會
1) 老子 道德經의 選注
심도덕경僧
은 淸代에 三敎를 자유자재로 회통했던 宋常星의 심太上道德經講義僧
를 소의 주해로
삼았으며 총 31家의 주석을 활용했다. ‘選注’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심도덕경僧역해의 중점은
주석을 選別하여 제시함으로써 바른 안목을 갖추게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탄허는 고금의 주석들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제시한 주석들은 대부분 배제하고
삼교원융의 종지를 드러낸 주석들을 중심으로 현토·역주한 다음에 매 주석마다 짧은 ‘札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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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로 간략하게 한두 문장씩 덧붙여서 자신의 견해와 안목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
심도덕경선주僧
의 역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탄허가 조선의 西溪 朴世堂이 쓴 심
新注道德經僧
을 특별히 중시하여 주석의 첫머리에 올려 싣고 있다는 것이다. 심도덕경僧 81장
가운데 총 61장의 주석을 박서계의 주석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蘇子由와 呂吉甫 2인의 주석만
이 박서계의 주석보다 더 많이 인용되었을 뿐이다. 탄허는 심장자남화경僧역해에서도 박서계의
주석인 심南華經注解刪補僧
의 주석을 많이 활용했다. 그는 박서계의 주석을 심도덕경선주僧
에서
蘇子由(77회)와 呂吉甫(69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인용했듯이 심장자남화경僧
에서도 成玄英
(260회)과 郭象(78회)의 주해 다음으로 많이 인용(53회)했다. 심도덕경선주僧
의 주해에서는 맨
처음에 박서계의 주석이 등장하지만 심장자남화경僧
의 주해에서는 박서계의 주석이 결론을 맺는
데 활용되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주석본 가운데 좋은 주석이 있으면 적극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교독존의 조선사회에서 박서계처럼 노·장의 주석서를 쓴다는 것
은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노장학의 대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탄허는 불교에 菩薩·緣覺·聲聞의 三乘이 있듯이 仙家에도 天仙·神仙·鬼仙·地仙·人仙의 五仙
이 있다고 했다. 天人과 物我가 둘이 아닌 줄로 알고 生死와 禍福이 둘이 아닌 줄 보는 것은
五仙 가운데 유일하게 ‘天仙’의 學 하나뿐인데 老·莊의 學만이 天仙의 學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 그가 ‘儒·佛·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탄허의 심도덕경僧해설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제1장인 ｢觀妙章｣에 대한 주
해이다. 그의 老莊觀은 심노자僧제1장 해석에 나타난 道-一, 無名-有名, 常無-常有, 妙-徼를
중심으로 三敎의 회통에 그 요점이 있다.
2) 莊子 南華經의 譯解
탄허는 출가하자마자 3년 동안 묵언참선을 하고 7년 동안 불교의 내전과목을 스승인 한암
에게 배우고 나서야 막혔던 노장학이 저절로 풀어졌다고 한다.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自得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자득이 된 심장자僧
에 대해서는 애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00
家의 주석은 구해보고 주해본을 쓰겠다고 했던 탄허는 완성되지 못한 심장자僧
에 대한 번역 원
고를 남기고 입적했다. 입적 20년 만에 심장자僧
에 대한 주해본 육필원고 1341매가 발굴되는
우연에 힘입어 2004년에 탄허본 심장자남화경僧
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심懸吐譯解
莊子南華經僧
’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지만 발견된 원고에는 ‘南華眞經譯解’라 되어 있었다. 淸
代의 宣穎이 1721년(강희60)에 쓴 심南華經解僧33권을 所依 註解로 활용했다. 宣穎註 외에도
고금의 많은 주석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총 32家의 주석이 망라되어
있다. 선영의 주석과 탄허 자신의 주석까지 포함하면 총 34家의 주석을 담고 있어서 그의 주
해본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을 담고 있는 책으로 기록되었다.
내용을 보자면, 심장자僧내편 전체를 불교와 유교와 함께 방대하게 회통한 것이다. ｢內篇｣ 7
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논자는 그의 주석본과 함께 특강당시 음성파일을 활용하여 7편의
핵심을 ‘無己’, ‘物化’, ‘緣督’, ‘心齋’, ‘忘形’, ‘坐忘’, ‘渾沌’의 키워드로 각각 추출했다. 탄허
는 심장자僧전체의 종지가 ‘無己’ 두 글자에 있다고 했다. ｢소요유｣의 ‘無己’는 유교의 ‘克己’와
불교의 ‘無我’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제물론｣편의 종지인 ‘物化’ 역시 바로
심장자僧전체의 주제인 ‘物我兩忘’을 의미하며 불교의 ‘我法俱空’과 會釋하여 주해했다. 노장학
과 불교가 궁극에서 같다는 것은 호접몽의 얘기에서와 같이 物我를 모두 잊어버린 근본 자리
를 通하고 覺하여 생사가 끊어져 버렸다는 데에 있음을 강조했다. ｢양생주｣편의 妙旨는 ‘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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督’이라 불리는 中道에 있으며 庖丁解牛의 고사 역시 비어있는 중도자리를 覺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잘 먹고 사는 것이 養生이 아니라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려야 양생이며, 마음이 자
유로워야 양생이며, 생사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한 양생이라고 설명하며, 이 편에서 말하는
‘懸解’야 말로 불교의 解脫과 동일한 것임을 강조했다. ｢인간세｣편의 핵심은 ‘心齋’로 人·我가
끊어진 경지로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마음 재계’가 되는 것이라 주해했다. 귀나 마음으로 듣
지 말고 氣로 들으라는 것의 의미를 심능엄경僧耳根圓通의 ‘反聞聞聲’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덕충부｣편은 ‘德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밖에 반드시 부험이 있다’는 뜻으로 形段을 잊어버리
고 外形을 보지 않는 ‘忘形’이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망형’의 극치는 삶과 죽음마저 둘로
보지 않고 생사가 끊어진 근본자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교와 심장자僧
의 접점을 제시했
다. ｢대종사｣는 ‘근본진리’나 ‘道자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 등장하는 眞知와 眞人
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시비분별이 사라진 靈知이며, ‘坐忘’ 역시 物
我가 모두 空한 수행으로 불교의 ‘좌선’과 일치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응제왕｣편의 ‘渾沌’
은 불교의 ‘天地未分前 消息’이자 ‘현존일념의 起滅이전의 경지’라고 풀이했다. 한 생각이 無
念이 되어 완전히 끊어진 경지인 ‘혼돈’이 파괴된 것에 대한 장자의 탄식이 ｢내편｣의 결론이
라고 했다.
4. 基督敎와 佛敎의 和諍
탄허는 기존의 불교인들보다 훨씬 광대하게 기독교를 포용했다. 그는 기독교가 동양 삼교의
정신과 근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는데, 교리 연구가 부족하고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포
교가 잘못되었기에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가 기독교를 거론하는 것은 부족한
學理를 개척해 주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위함이라 했다.
탄허의 기독교 해석은 유불선 삼교의 회통과 융합에서 보았듯이 禪的인 基督敎觀이자 심聖
經僧
에 대한 禪解의 성격이 강하다. ‘性자리’ 혹은 ‘性起的’ 성격을 띠고 있는 ‘心性’ 중심의
기독교 해석이라 할 수도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간의 ‘事事無碍의 佛基會通論’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탄허는 범부도 수행을 통해서 시공이 끊어진 마음의 근본자리를 覺破하여 삼위일체가
된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탄허는 시공이 끊어진 근본자리인
性자리·道자리를 각파하는 것을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삼위일체가 된다면 부처님·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禪的인 佛基會通의 핵심은 聖父(하나님)와 法身(佛)을 회통하고, ‘천국’을 공간이 아닌
‘진리’의 대명사로 보고, 예수를 생각이 끊어진 도통한 覺者로 보는 데에 있다. 예수의 근본정
신으로 그가 중시한 것은 심마태복음僧
의 ｢산상수훈｣이었는데 한문본 심성경僧
에서 ‘마음이 가난
한 자가 복이 있나니’를 ‘虛心者 福矣’로 번역한 부분을 들어 ‘虛心’이야말로 예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또 ‘童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
씀을 중시했는데 ‘동자’나 ‘좁은 문’을 천진무구한 경지이자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會釋했다.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이란 믿는 주체와 믿는 대상이 끊
어진 믿음이며 얻을 바가 없는 無所得의 믿음이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탄허는 예수의 근본사상을 ‘虛心’, ‘童子’, ‘좁은 문’이라는 세 가지 중심개념으로 대별하여
佛·基 兩敎를 禪的으로 회통시켰다. 이는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독
자적인 해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허는 ‘性’과 ‘道’의 측면에서 현재 기독교 교리해석
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석의 영역을 개척해 주고자 했다. 문명 간의 충돌을 피하고 종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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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도 그의 禪的 基督敎觀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탄
허는 정신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의 본질인 ‘자각
의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종교의 자각’에 직면했다고 일갈했다.
5. 四敎會通思想의 종합적 정리
탄허는 “宗旨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했고, “聖賢의 학문은 ‘心性’ 두 글자가 있
을 뿐”이라고 했다.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던 그는 1966년
동국역경원 개원식에서 “법당 백 채 짓는 것보다 스님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
러한 그의 언명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사가 바로 역경결사와 교육불사였다. 그의 사교회통사상
의 결실은 역경결사와 교육불사로 나타났다.
1) 儒·佛·仙·基 四敎會通思想 요약
<표2> 儒·佛·仙·基 四敎會通思想 요약
동서융합
四敎會通

性자리

心性

동양[儒佛仙 三敎]
유교

統體一太極, 中

存心養性
盡心知性

도교

서양[基]
불교

天下母, 渾沌,
太易

기독교

覺, 法身, 圓相,
最淸淨法界,

聖父, 天國

最初一句子

修心練性

明心見性

虛心受福

一

精一執中

得一萬事畢

萬法歸一

一者(하나님)

根

儒植根

道培根

釋拔根

基信根

대표경전

周易

老·莊

華嚴經

山上垂訓

습득기간

10년

20년

장점

治世

治身

赤子之心

含德赤子

童子의
비유

상근기: 30년

상근기: 3개월

하근기: 300년

하근기: 3년

治心

治組

嬰兒行
(善財童子)

童子·天國

세간:

세간:8할

세간:2할

출세간:10할

세간:8할

출세간

출세간:2할

출세간:8할

(聖俗不二)

출세간:2할

2) 四敎會通思想의 結實: 譯經結社와 敎育佛事
탄허의 역저서는 다음과 같다. 심화엄경僧47권 이외에 사교(심능엄경僧5권, 심금강경僧3권, 심
원각경僧3권, 심기신론僧3권), 사집(심서장僧1권, 심도서僧1권, 심선요僧1권, 심절요僧1권), 사미(심
치문僧2권, 심초발심자경문僧1권), 심발심삼론僧1권, 별전(심주역선해僧3권, 심노자 도덕경僧2권,
심장자 남화경僧1권), 심육조단경僧1권, 심보조법어僧1권, 심영가집僧1권, 심부처님이 계신다면僧1
권, 심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僧1권을 포함해 총 20종 80권(양장 44권)이다. 앞으로 탄허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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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의 총수는 이에 준하여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탄허 역경의 체재는 ‘한문원문-懸吐-直譯-註釋1(正)-註釋2(助)-呑虛註解’의 골격을 일
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표3> 탄허 譯經에서의 주석의 正과 助
경전

주석(正)

주석(助)

특이점

新華嚴經合論

通玄의 論

淸凉의 疏鈔

戒環要解·普照 圓頓成佛論

緇門
金剛經
楞嚴經
起信論
圓覺經

栢庵의 註

불교의 小學
涵虛의

五家解

說誼
正脈疏의

戒環解의
懸吐
元曉의

譯文
眞界의

疏·別記

注
通潤의

涵虛의 解

近釋

탄허주해(금강경칠가해)
原經의 중시
賢首疏 배제·海東疏 부각
圭峰 大疏鈔 배제

書狀

呑虛의 幷入私記

자신만의 禪旨 공개

普照法語

漢巖의 纂集·懸吐, 呑虛의 譯解

보조법어 최초의 定本

永嘉集
周易
老子 道德經
莊子 南華經

涵虛의 說誼
智旭의 禪解
宋常星의
太上道德經講義
宣穎의 南華經解

四集科가 아닌 五集科 주장
程朱의

傳義
31家의 주석
33家의 주석

金一夫 심正易僧해설
始: 朴世堂의 新注道德經
終: 朴世堂의
南華眞經注解刪補

Ⅴ. 四敎會通의 未來學: 艮山思想
탄허는 한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정신수도인 神都가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예견했는
데 이를 논자는 ‘艮山思想’이라 명명했다. 역학에서 말하는 한국의 방위인 ‘艮方’과 탄허가 어
릴 때 사용한 字인 ‘艮山’의 중층적 의미를 결합한 것으로 ‘탄허의 한국적 미래학’을 의미하는
술어이다.
1. 末世論: 三敎의 말법시대 해석
탄허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말세론을 각각 설명하고 이를 회통하여 현 시대가 말법시대임
을 규정한다. 불교의 鬪爭牢固, 유교의 禽獸運, 기독교의 終末論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五五百世를 가지고 예언한 것이 있다. 第1五百世는 解脫이 牢固요, 第2五百世
는 禪定이 牢固요, 第3五百世는 多聞이 牢固요, 第4五百世는 塔寺가 牢固요, 第5五百世는 鬪
爭이 牢固이다. 2천 5백 년의 시대에 관해서 심금강경僧
과 심대방등대집경僧
에서 논했는데 현재는
투쟁뇌고 시대로 말법시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투쟁뇌고가 끝이 나면 다시 정법시대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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륵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불교의 시대관이다.
유교학에서도 소강절이 심황극경세서僧
에서 시대의 조류를 평해 놓았는데, 三皇·五帝·三王·五
覇·夷狄·禽獸라고 했다. 淸朝의 夷狄運이 지나고 지금은 禽獸運으로 말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금수운이 지나면 다시 皇運이 올 것이라는 것이 유교의 시대관임을 설명했다.
기독교의 심성경僧
에도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등에서 언급한 것이다.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대 그때는 예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천주님만 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종말론은 체
계적이고 조직적인 면이 없고 종말로 끝이 나고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
해서 탄허는 자신만의 역학을 통해서 이를 상세히 변별하고 있다.
탄허가 말세론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동양의 역학사상을 함께 언급했다. 특히 한국
의 金一夫(1826~1898)의 심正易僧
을 항상 함께 거론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한 최후의 심판과
종말론에 대해서 동양의 역학사상을 통해 일생 동안 깊이 연구했는데 그의 결론은 ‘멸망이 아
니라 결실이요,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탄허가 儒·佛·仙·基의 四敎를
회통하여 도달한 그의 말세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말법시대를 보는 그의 일관
적인 관점은 ‘말세는 있을지라도 종말은 절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禽獸運도 원환운동을 통해 皇運으로 변화할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투쟁뇌고도 無常의 인연법을 통해 해탈뇌고의 시대로 변모할 것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
역시 先天의 종말을 마감하고 後天의 개벽을 새롭게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허는 불교·유
교·기독교 삼교의 말세론을 회통하면서 종말론이 아닌 성숙론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未來學: 艮方의 미래상 제시
탄허는 성현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성
현들은 미래를 예지하고 예견하는 본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와 함께 그들이 함께 지니고 있는
언어의 힘을 통해서 미래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미리 예견
해 놓는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지한 뒤 그 일어날 일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언어로 예견해 둠으로써 미래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발원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한 것이 적중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가올 미래가 조금이라도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지도록 힘쓴다는 것이다. 그의 미래예견이
항상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
서 그를 일반적인 세속의 豫言家, 術學者, 圖讖家 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탄허는 ‘예언’
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대신에 ‘예견’이나 ‘예지’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탄허는
자신의 미래예지는 역사·철학·논리·과학과 같은 단순한 학문적 예지가 아니라 인간본유의 예지
본능을 계발하고 동양학에 기반을 둔 易學을 집대성하여 미래를 우주적 차원에서 예측한다고
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참선정진을 통해서 아는 것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無心과 無我의
경지를 통해 일반적으로 神通이라 알려진 知와 術의 경지를 넘어선 覺과 道의 견지에서 미래
를 투사해 본다고 하였다.
탄허는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예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본
고에서는 탄허의 지진에 대한 예견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다. 불의 고리라고 하
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끊임없이 지진과 화산,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전 대중들이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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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구촌의 대격변과 변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지진에 대한 통찰과 분석을 공론화하고 명확하게 그 논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었다.
3. 正易의 해석: 民族的 易學
탄허의 많은 미래예지들 가운데 그동안 학술적으로 접근되지 않았던 지진예견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근거로 삼았던 심정역僧
에 대한 그의 역학적인 분석과 기존의 해석과 다른 독자적
인 해석을 고찰해 본 것이다.
탄허는 인간본유의 예지본능과 동양사상에 기반을 둔 역학, 그리고 생각이 끊어진 무심의
경지인 참선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곤 했다. 그는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대규모의 지진
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임을 누차 예고한 바 있다. 한반도 역시 동남해안이 지진
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서해안은 융기하여 영토가 늘어나며 만주와 요동 땅 일부는 한국의
강토가 될 것이며, 일본은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고 미국도 늪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
견했다.

<그림1> 정역팔괘도

그는 대규모 지진의 원인을 심정역僧
의 ‘물이 南天에서 불어나고 北地에서는 마르게 된다’는
‘水潮南天’과 ‘水汐北地’의 원리, 그리고 잠재한 불(陰火=二天)이 북쪽으로 들어가 북극의
빙하를 녹이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二天七地’의 이론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분석했다. 기독교의
‘불로써 심판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역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라 성숙과 결실임을 역설했다.
이렇듯 탄허의 지진예견이 기존의 예언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정역僧
을 토대
로 한 분명한 역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가 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적
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던 낙관론 역시 단순한 국수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자신 나름의 명
확한 학술적 근거를 통해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왕팔괘에서 정역팔괘로 변화할 때 동서축이 震兌軸에서 艮兌軸으로 변화되고 閏度數에서
艮度數로 변함에 따라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지구의 지축이 바로 서게 될 때에 艮方인
한반도는 비교적 피해규모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이다.
반면에 그가 예견한 지구 전체의 대변화는 산고와 같은 거대한 고통이자 감내하기 힘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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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임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탄허는 말법시대에도 도를 닦아야 한다고 역설했
다. 생사가 끊어진 근본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發眞歸源의 발심과 마음수행을 통해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도 마음에 허망심을 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자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매뉴얼이라는 것이다. 팔이 바깥으로 굽지 않듯이 무슨 설법을 하더라도 一心에서 벗
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이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탄허의 심정역僧
을 바탕으로 한 역학적 미래예지에 대해 보다 깊은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
적인 관심을 투여하여 냉철한 통찰력을 담보한 내실 있는 미래담론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4. 末世의 用心: 發眞歸源과 不生虛妄
말법시대인 현 시대에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탄허는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道를 닦자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했다. 말법시대에도 도를 닦자는 것이다.
탄허는 평상시에 道라는 것은 죽어도 죽음이 없는 자리, 생사가 본래 끊어진 자리, 본래 생사
가 붙지 못하는 자리라고 가르쳐 왔다. “불이 어느 곳이라도 다 붙을 수 있지만 허공에는 붙
지 못하듯이 망상이 어디라도 다 붙을 수 있지만 생사가 끊어지고 시비가 끊어진 ‘道자리’에
는 절대 붙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楞嚴經僧
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發明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모두 녹아떨어
진다(一人, 發眞歸源, 十方虛空, 悉皆鎖殞)”라고 했다. 또 심圓覺經僧
에서도 “말세의 모든 중생
이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末世諸衆
生, 心不生虛妄, 佛說如是人, 現世卽菩薩)”이라고 했다. 이는 부처님께서 나신 후 이천오백 년
이 지난 지금 같은 말세에도 부처마음이요, 부처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꼭 믿고 마음에 허망하
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으면 이런 이가 바로 菩薩道를 행하는 이라고 한 것이다. 탄허는 이와
같이 평소에 심능엄경僧
과 심원각경僧
을 인용하여 말법시대라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참
다운 발심을 하고 마음을 수행하여 허망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계 그대로 부처의 광
명세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불교의 관점에서는 말법시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Ⅵ. 結 論
본고는 탄허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국 근대 불교사에서 탄허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가 이룩한 독창적인 사상적 경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에 그쳐 있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강의·강
연 음성파일자료 가운데 문헌으로 정본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회
통’을 탄허사상의 핵심으로 삼아 그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탄허의 사상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앞으로 그의 사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문자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음성녹음 자료들을 하루속히 문헌으로 정본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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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초기 지론(地論)학파의 알라야식 개념 연구

고려대학교 철학과
(※現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민

목

차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문제의식
3. 연구의 방법론
4. 연구의 내용
4. 결론

1. 연구의 목적
본고는 6세기 북조에서 흥기한 지론학파의 알라야식(ālaya-vijñāna) 수용 양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알라야식은 현상적 인식과 구분되는 일종의 ‘근본심’으로, 인도 유식 뿐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개념 중 하나이다. 지론
학파의 알라야식 이해는 인도에서 전개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는데, 이 개념은 도입의
처음 순간부터 동아시아 불교사의 핵심개념인 불성(佛性)에 대한 담론 속에서 이해되었기 때
문이다.

2. 연구의 문제의식
본고는 기본적으로 “남북도 분기설”이라 부를 수 있는 지론학파 연구의 통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전제하고 있다. 먼저 남북도 분기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론학파의 사상적 종조로 여겨지는 보리유지(菩提流支, *Bodhiruci, ?-508-535-?)와 늑
나마제(勒那摩提, *Ratnamati, ?-508-515?)가 사상적으로 대립하였다.
2) 보리유지와 늑나마제의 사상적 갈등이란, 보리유지가 ‘알라야식’을, 늑나마제가 ‘여래장’을
강조한 것에 기인한다.
2) 지론학파는 “남도파”와 “북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남도파는 늑나마제의 설을 따라 일
체법의 토대를 진여, 혹은 법성으로 보았으며, 북도파는 보리유지의 설을 따라 일체법의
토대를 알라야식으로 보았다.
3) 혜광-법상-혜원으로 이어지는 ‘남도파’의 계보를 지론학파의 정통설로 간주하며, 그 중에
서도 심식설에 대한 연구는 법상과 혜원을 중심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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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도 분기설은 여러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지론학파에 대한 기존 학계의 태도이다. 지론학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
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1) 물론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유식 사상이나 화엄 교학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그 서두에 지론학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현장玄奘으로 소급되는) 유식
교학이나 (법장法藏으로 소급되는) 화엄 교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
을 뿐이다. 특히 인도 유식교학과의 비교에서 지론학파의 사상은 상당히 변질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태도에는 인도 불교의 교학체계에 가까울수록 ‘올바른’ 불교 교학이라는 근대 불교학
의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지론학파가 ‘동아시아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인도불교’라는
관점은 ‘인도 역경승들의 사상적 차이에 의해 지론학파가 분기되었다’는 애초의 전제와 모순
된다. 지론학파의 사상이 동아시아 논사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왜곡의 기원을
다시 인도 논사들의 사상에 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불교사상이 걸출한
인도 역경승들의 등장과 그들이 번역한 경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다고 해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을 전개하였던 주체가 바로 현지의 논사들이었다는 점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지론학파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돈황사본들의 연구
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법상의 저술로 전하는 돈황사본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T85:2799)』
에 나타난 알라야식 해석은 보리유지의 교설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것이 선행연구에 의해 지적
되었다. 그렇다면 남도파의 대표 논사인 법상의 식설이 북도파 종조로 알려진 보리유지의 해
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리유지와 늑나마제의 알라야식 해석에 의해 지론학파가 남도
파와 북도파로 나뉘었다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게 된다. 또한 돈황출토 지론문헌의 소속을 판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북도 분기설은 효과적인 프레임이 아니다.2) 현재까지 보고된 돈황출
토 지론문헌 중 북도파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텍스트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
에 모든 문헌이 남도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법상-혜원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들은 모두 ‘지론 남도파의 이설(異說)’로 간주되었다.3) 신출 문
1) 지론학파가 남북조 불교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은 한국을 시작점으로 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지론학파의 연구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2010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이다. 이 학술대회는 이듬해 몇몇 학자의 글을 추가해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
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도서출판 CIR, 2010년(국어본) ;
國書刊行會, 2010년(일어본))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삼국 학술대회 “지론종 문헌과 정영사 혜
원”(2016,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주최)의 발표 성과에 기반하여 출판된 『지론종 연구』[2017, 일
본어판 『地論宗の研究』]가 있다. 논자 또한 해당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였다.(이 책에서 이 논문집을
인용할 경우, 인용 쪽수는 저자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한국 논자의 연구는 한국어판, 일본 논자의 연
구는 일본어판으로 인용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남북조 시대 불교 중 지론학파의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聖凯[2014][2015][2017] 및 昌如[2015] 등을 참조.
2) 돈황출토 지론문헌의 사상 체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공헌한 학자는 아오키 타카시이다. 그는 일찍부
터 천태 사상에 미친 지론교학의 영향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지론교학을 연구를 개진하고 있었던 학
자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돈황사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업은 새로운 돈황사본의 보
고에서부터 지론학파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리에 걸쳐 있으며, 현존하는 돈황출토 지론
문헌의 시기 구분과 각 사본의 사상적 위치를 가설적으로 제시(靑木隆[2010] 63-64쪽)하여 이후 지론
학파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되었으며, 본고 또한 그의 가설을 따라 문헌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때
시기 구분은 『十地經論』이 역출된 510년경부터 수나라 말기인 610년까지의 백년을 4기로 나눈 것인
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제1기: 慧光의 시대(510-535) / 제2기: 法上, 道憑의 시대(535-560)
/ 제3기: 慧遠, 靈裕의 시대(560-585) / 제4기: 지론종 마지막 시대(585-610)
3) 이와 관련하여 돈황출토 지론사본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학적 계보로 慧光의 제자인 道憑-靈裕의 사
상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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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모두를 남도파의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상기한 남북도 분기설이 전제되어 있다.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돈황출토 지론문헌중 일체법의 토대로서 진여(眞如), 불성(佛性), 법계(法
界), 진식(眞識)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헌들이 적어도 일체법의 토대를 알라야식이
라고 보는 북도파의 문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남도파 문헌 가운데에
서도 사상적 차이가 나타난다면 과연 남도파와 북도파라는 구분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논자가 확인한 한, 지론학파의 다양한 사상들은 단지 그들이 받아들인 인도 교학에 존재하는
차이로 환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해석하였던 동아시아 불교인들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알라야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수용한
주체는 인도 논사가 아닌 동아시아의 논사들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론학파, 나아가 동아
˙ ˙ ˙ ˙ ˙ ˙ 어떻게
˙ ˙ ˙ 전래하였는가
˙ ˙ ˙ ˙ ˙ ˙ 라는 측면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 ˙ ˙ ˙ ˙
시아 불교 사상의 전개는 인도논사들이
˙ ˙ ˙ ˙ ˙ 어떻게
˙ ˙ ˙ 이해했는가
˙ ˙ ˙ ˙ ˙ 의 측면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인들이

3. 연구의 방법론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접근법에
입각하여 해당 주제를 고찰하였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해석을 지론학파의 소의 경론에서 찾은 것과는
달리, 본고는 지론학파 성립 이전에 전래된 『승만경(勝鬘經)』(435/6년 번역)』의 교설과 그에
입각해 전개된 불성 담론사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승만경』은 지론학파 성립 이전부터
남조에서 연구되어 온 경전으로,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과 무명주지
(無明住地)의 교리를 남조 불교에 소개하였다. 이 교리들은 새로운 층위의 ‘마음’과 ‘번뇌’의
개념을 환기시켰으며, 불성에 대한 중요한 해석적 단초가 되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근본심”
과 “근본무명”의 개념은 이후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해석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지
론학파의 흥기 이후에도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의식과 교리해석들이 여전히 지론학파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지론학파의 소의 경론-법상-혜원으로 연결되는 사상의 흐름을 전제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고는 남북조기에 찬술된 문헌을 시기별 ‘문헌군’으로 나누어 이 주제
를 고찰하였다. 이는 돈황출토 지론문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연구 환경에 힘입은
것이다.4) 시대적으로는 6세기 전반기, 즉 ‘초기지론학파’의 알라야식 해석을 중심에 둔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론학파 교학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승의장
(大乘義章)』을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였다.5)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사에 대한 본고의 관점이 종
파 중심이 아닌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학파 내에서도 사상의

4) 2000년대까지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돈황출토 지론문헌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자료들이 IDP(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에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입수
가능한 자료는 영인상태가 열악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신된 것
은 『장외지론학파문헌집성』(이하 『집성』, 2012 도서출판 CIR)과 『장외지론문헌집성 속집』(이하 『속집』,
2013, 도서출판 CIR)의 출간에 기인한다.
5) 『大乘義章』은 사실 慧遠의 저술인지도 문제가 되는 논서이다. 오카모토에 따르면 「八識義」에는 慧遠
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眞諦 역 『攝大乘論』의 교학을 인용하고 있으며, 제호에 “遠法師撰”이라고 되
어 있는 등 여러 정황상 慧遠의 사후 후인들에 의해 편집된 논서일 가능성이 높다. 岡本一平[2010]
207-208쪽 및 212쪽 각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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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교설들이 들어오거나 기존에 중시되
었던 교리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만약 법상과 혜원만을 중심으로 지론학파를 해석하고자 한다
면 6세기 전반기 초기지론학파에서 나타난 논의들의 다양한 논의 또한 축소되거나 무시될 것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간주하고 그 중 6세기 전반기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도 전래 경론을 다룰 때에도 그것이 번역된 시기가 아닌
실제 동아시아 찬술 문헌에서 언급된 시기를 도입 시기로 본다. 이것은 본고의 논의가 가능한
한 동아시아 불교인들을 교리 해석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사유를 추적하는 것을 주요 방법론
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인도 전래의 경론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접근법에 차이가 생긴다. 통상적으로 경론의 번역은 본래 지니고 있었던 맥
락을 밝히는 방식으로 고찰되지만, 본고에서는 6세기 동아시아 불교인들의 그러한 경론을 어̇
˙ ˙ 읽었는가
˙ ˙ ˙ ˙ , 그리고 그러한 독법이 어떠한 사상으로 귀결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떻게

4. 연구의 내용
본고의 본문은 모두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도 하다. 각 장의 주요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본론1장(제2장):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수용에 배경이 된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② 본론2장(제3장): 지론학파의 소의경론 및 보리유지가 전한 심식설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③ 본론3장(제4장): 지론학파의 논사들은 알라야식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④ 본론4장(제5장): 지론학파의 사상체계에서 심식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각 장의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본론 1장: “근본심과 근본무명 개념의 성립”
본 장에서는 지론학파 성립 직전 『승만경』을 통해서 수용된 새로운 교리가 동아시아 불교의
불성 담론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였다. 해당 경론에서 비롯된 사상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자
면 첫째, ‘소승의 수행으로 끊을 수 없는 무명주지(無明住地)’ 둘째, ‘생사의 토대로 기능하는
여래장(如來藏)’ 셋째, ‘여래장=본성적으로 청정한 마음(自性清淨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이다.
남조 논사 중 『승만경』의 교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남조의 논사인 보량(寶亮,
449-509)이었다. 그는 불성을 자성청정심으로 규정하며 이것을 다시 신려(神慮), 혹은 신명(神
明)이라는 용어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는 초기 동아시아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제
시되었던 신(神) 사상과 호응하는 것이었다. 보량의 사상적 영향 하에 찬술된 여러 문헌들이
불성을 신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보량의 해석에서 무명주지가 기존에 설해지지 않았던 깊은 층위의 번뇌라는 것은 언급
되고 있지만 그것이 수증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하
나의 구도 속에서 제시한 것은 보량의 설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무제의 『신명성불의(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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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成佛義)』나 조법사의 『승만경소(勝鬘經疏)』, 교리집성문헌 P2908 등에서였다. 각 문헌에 나
타난 내용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적어도 무명을 어떠한 근본적인 마음, 혹은 불성과 연결시킨
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 양무제 『신명성불의』: 신명이 번뇌로 덮여있는 상태가 바로 무명주지이다.
(2) 조법사 『승만경소』: 신명이 최초 분별작용을 낳는 것(=心)이 무명주지이다.
(3) P2908: 분별을 낳는 최초의 마음(心)이 무명주지이다.
이처럼 지론학파 성립 직전의 여러 불교 문헌들에서 근본무명과 근본심은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된 교리체계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근본무명을 마음으로 간주한 해석은 이후 지론학파의 논
사들이 제시한 심식설의 중요한 해석적 단초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2. 본론 2장: “동아시아 심식설의 기원”
이 장에서는 지론학파의 소의경론인 『십지경론(十地經論)』과 10권 능가, 그리고 지론학파에
와서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한 4권 능가에 나타난 심식설을 확인하고, 나아가 지론학파의 사상
적 종조인 보리유지의 심식설이 지닌 특징을 고찰하였다.
『십지경론』의 주석대상인 『십지경(十地經)』은 12연기의 원인으로 일심(一心)을 설하는 “삼계
유심”을 제시한 경전이었다. 그리고 『십지경론』은 이러한 경문의 해석을 통해서 알라야식 개념
을 동아시아 불교에 소개하였다. 당 경론에서는 알라야식이 윤회를 담지한다는 점, 전6식과는
존재층위가 다르다는 점, 진여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 등이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론학파
의 논사들이 『십지경론』을 통해 알라야식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론은 알라야식을 중
심 주제로 내세운 텍스트는 아니었다.
지론학파가 알라야식을 포함한 8식으로 구성된 심식 구조를 확립한 것은 4권 능가와 10권 능
가의 교설에 기반한 것이었다. 4권 능가와 10권 능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상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본고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두 본의 사상은 사실상 상호 보완적인 것이었
다. 특히 『능가경(楞伽經)』에서 설하는 “8식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
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4권 능가가 진식(眞識)이라는 독립적인 식의 구분을 세웠고, 10
권 능가는 알라야식과 구분되는 불생불멸의 여래장식(如來藏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식,
혹은 여래장식을 8식으로 본다면 그것과 구분되는 제7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0권 능가를 번역한 보리유지는 ‘염오된 알라야식’과 ‘청정한 알라야식’이라는 두 가
지 알라야식을 각각 제7식과 제8식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이는 보리유지가 전한 심식설이
애초부터 인도 유식 교학에서 전개된 것과는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유식교학
에서는 제7식으로 염오의(染汚意)라는 인식 – 알라야식과 구분되는 – 을 설정하였지만 보리유
지가 전한 심식설은 사실상 전6식과 알라야식만으로 구성된 7식설을 토대로 하여 8식 구조를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설에 입각하여 지론학파는 4권 능가와 10권 능가의 교설을 종
합적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보리유지가 전한 ‘두 가지 알라야식’이란 결국 하나의 알라
야식을 염오와 청정이라는 양태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
은 인도 유식학과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론학파 성립 이전 무명주지를 불성의 염오된 양
태(=최초 인식이 일어난 상태, 즉 ‘心’)로 설명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보리유지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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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식설은 애초부터 기존의 동아시아 교학과 호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4.3. 본론 3장: “지론학파의 심식설(1) : 알라야식의 해석”
이 장에서는 지론학파의 찬술문헌에 나타난 알라야식의 용례를 추적하고 특히 남북도 분기설
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지론 ‘북도파’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헌에 나타난 심식설을 확인하였다. 보리유지
문하의 강의록으로 추정되는 『금강선론(金剛仙論)』에서는 “제8알라야식”을 “불성식”이라고 규
정하고 있었다. 특히 『금강선론』에서는 “진여불성”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늑나마제 역 『보성론(寶性論)』 등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다. 이는 보리유지 또한

기본적으로 여래장 사상에 입각한 심식설을 전하였음을 의미하며, 보리유지가 여래장을 중시
했던 늑나마제와 사상적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통설에 대한 반증이 된다.

다음으로 10권 능가 중 「법신품(法身品)」 부분에 대한 주석인 『대승십지론의기(大乘十地論義
記)』의 내용을 보면 심을 제7알라야식으로, 의를 제6의식으로, 식을 전5식으로 해석하고, 이러
한 인식을 떠난 것이 바로 지혜를 토대로 하는 법신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8식
은 “일심” 혹은 “진여불성”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식설이 곧바로 『승만경』의 번
뇌설 및 남북조기 위찬 경전에 나타난 보살의 계위설과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지론학파의 심
식설이 단순히 마음에 대한 분석에 국한된 이론이 아니라 본래부터 수증론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론 ‘남도파’의 문헌에 나타난 심식설을 고찰하였다. 법상의 『십지론의소(十地論義
疏)』는 『대승십지론의기』의 심식설을 거의 동일한 구도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논자는
『십지론의소』에서 3성설과 12연기설을 해석하는 부분에 주목하였고, 두 부분 모두에서 “진
(眞)에 의지하여 망(妄)이 생긴다”는 설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알라야식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십지론의소』에서 알라야식은 주로 제7식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며, 특
히 제7식을 “본식(本識)”으로 규정한다는 점도 당 문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십지론의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승오문십지실상론(大乘五門十地實相
論)』도 알라야식과 전6식으로 이루어진 7식 구조로 8식설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보리유지의 심
식설과 동일하다. 다만 본 문헌은 제8식을 “진식(眞識)” 혹은 “본심(本心)”이라 규정하는 한
편 제7식을 주로 근본무명과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제7식을 “근본무명과 결합된 제8식” 혹은 “근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를 통해서 보았을 때 초기지론학파에 있어 알라야식이란 현상적 인식(전6식)과 진리(진여, 일
심, 불성) 사이에 매개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근거와 소
승-대승-법신으로 이루어지는 수행론적 단계가 알라야식의 도입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지론 북도파와 남도파는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동일한 심식
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초기지론학파에 널리 수용된 보리유지의 심식설은 중기 이후 지론문헌에 와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초기지론학파에서는 주로 제7식에 관해 사용되었던 알라야식이 제8식의 명칭
으로 확정된 것이다. 제3기 지론문헌에 속하는 S613V에서는 제7식을 무명주지와 동일한 것으
로 논의하는 한편, 제8식의 명칭으로 “阿梨耶識(아리야식)”과 “本識(본식)”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이 때 “알라야식”과 “본식”은 법상의 『십지론의소』에서 모두 제7식에 대응하는 용어였다.
『대승의장』 「팔식의(八識義)」 또한 알라야식을 제8식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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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식” 즉 근본무명 자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7식의 위상이 변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초기지론학파의 문헌들에서는 남도
파나 북도파의 계보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7식을 알라야식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알라야식이 제8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제7식으로서의 알라야식이 가지고
있었던 진망화합의 미묘한 함의는 사라지고 “무명”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즉 제7식의 해석
이 근본무명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지론학파 성립 이전의 교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론학파 내에 심식설 해석의 차이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종조가 전한 사
상의 차이가 아니라 지론학파 내부의 교리 연구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론
학파의 심식설과 알라야식의 위치 변화는 인도 논사들이 ‘전파’한 교리가 동아시아 논사들의
‘해석’에 의해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4. 본론 4장: “지론학파의 심식설(2) : 교리 체계의 융합과 확장”
본 장에서는 초기지론학파의 심식설이 교리 해석에 활용된 방식을 추적하였다. 앞서 살펴보
았던 것처럼 지론학파에서 알라야식의 역할은 “진망화합”에 있었고, 알라야식은 현상과 진리
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 여겨졌다. 즉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알라야식 자체가 아니라 알
라야식으로 구축된 심식 구조였던 것이다.
먼저 법상의 『십지론의소』에는 심식설을 각 식에 대응하는 지위, 즉 ‘식위설’로 해석하는 논
의가 나타난다. 이는 심식설 자체가 완전히 수증론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
여는 본래 분별이 없는 공성 그 자체이지만 근본무명의 영향으로 마음(=제7알라야식)이 일어
나 이것이 일체법을 일으킨다. 이러한 세계관 하에서 6식, 7식, 8식은 이제 수행의 계위로서
해석된다. 즉 6식위는 분절적인 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것, 7식위는 하나의 체(體)를 밝혀 나머
지를 이해하는 것, 8식위는 분절이나 하나의 체(體)라는 분별이 완전히 없어진 단계로 설명되
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분된 구조의 등장은 제7식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다.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불성이라는 망/진의 이분법적 구조에 망과 진이 화합된 새로운 범주
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 개의 층위로 이루어진 식위설은 이후 지론학파의 다른 교
설들과 상응하여 점차 그 외연을 확장하게 된다. 그 중 본고가 주목한 것은 ‘3신설’과 ‘3종교
판’에 대한 지론학파의 해석이다.
먼저 3신설의 해석에 관하여, 『융즉상무상론(融卽相無相論)』에서는 6식위와 응신, 7식위와
보신, 8식위와 법신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S4303에서는 3신을 각각 응신-용(用), 보신-상(相),
법신-체(體)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식위의 구분이 체・상・용이라는 범주적 논의로까지 확
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앞서 법상의 『십지론의소』에서 7식위를 “아직 상(相)을 버리
지 못했다.”고 설명한다는 점, 『기신론(起信論)』(S4303에 선행함)에서 3신을 법신-체, 보신과
응신-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신론』의 “3대”가 각각 진여-체대, 여래장-상대, 선
인과-용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지론학파의 식위설이 체・상・용의 구조를 낳
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3종교판의 해석에 관하여, S4303은 별교-통교-통종으로 이루어진 지론학파 고유의
교판을 문헌 전체에 걸쳐 논하고 있다. 이 때 S4303에는 별교를 6식위로, 통교를 7식위에 상
응하는 가르침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지만, 통종에 관해서 제8식(“알라야식”, “일심”,
“진식”, “본식” 등)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문헌은 불성, 혹은 여래장
을 중생의 근본으로 본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서 보리유지 문하의 교설에 나타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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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제8식을 진여, 혹은 불성과 동일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문헌에서 통종을
설명하는 용어는 “장애 없음”, “평등”, “법계” 등이며, 그 중에서 핵심은 “법계연기”로 제시되
고 있다. 이 때 “연기”란 분절적인 교리들이 궁극적인 통종의 견지에서 보면 분별과 통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사유는 앞서 『십지론의소』가 8식위를
“체용동시”, 즉 본체와 작용의 구분이 없는 무장애로 해석한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심・의・식을 떠나 어떠한 분별도 없는 법신의 지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통종은 법신, 즉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얻은 진리로서의 몸과 중생이 지
닌 부처의 성품(여래장=제8식)이 동일한 불성임을 통찰하는 지위이다. 그러므로 돈황출토 지
론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 3종교판 또한 세 가지 층위로 제시된 식위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교리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론학파에서 알라야식 개념의 수용은 불성 담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관계
설정이 전제가 되어야만 지론학파에서 알라야식을 진-망의 구도에서 논한 이유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 사상이 독자적인 맥락을 가지고 인도의 교리를 수용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론학파를 남도파와 북도파로 나누고 그 중 남도파의 계보를
법상-혜원으로 보지만, 적어도 제8식의 해석에 있어서 법상과 혜원의 이해는 미묘한 분기를
보인다. 오히려 “남도는 진여, 북도는 알라야식을 의지로 삼았다”는 후대의 기록에서 “의지(依
持, 토대)”를 제8식으로 본다면, 법상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 초기 지론학파의 교설이 남도, 혜
원을 중심으로 한 중기 이후 지론학파의 교설이 북도파의 것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론학파의 심식설은 제7식이라는 제3의 모멘텀을 통해 생사와 열반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6식-제7식(알라야식)-제8식(진식)이라는 삼분법적 구도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생사에서 열반으로 진행되는 수증론이 성립 가능하게 되었으며 여타의 교리들과도 결합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론학파의 심식설은 애초부터 수증론과 별개로 성립한 것이 아니었음
을 보여준다.

- 20 -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無二中道 연구
김영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I. 서론
원효는 한국불교사상사에서 특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방대한 저서는 107종 231
권(또는 70여 부 90여권)이고, 이 가운데 현존하는 저서는 22부 27권이다.1) 원효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일심, 화엄, 여래장, 화쟁, 유식, 정토, 중관 사상 등으로 해석해 왔다. 많
은 수행자들 중 원효에게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진속을 넘나드는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다. 그는 한 종파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접했다. 기존의 원효에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므로, 본 논문은 새로운 관점으로 심금강삼매경론僧
을 조망하려 한다. 심금강삼매
경론僧
에 나타난 무이중도(無二中道)2)는 기존 사상과는 다른 원효만의 새로운 시각이 될 것이
다. 원효는 불교 이해에 대한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심금강삼매경론僧
을 통하여 무이중
도로 나타내 보인다. 무이중도를 설명할 때 사용한 논법의 체계는 ｢입실제품｣의 삼공 설명 가
운데 있다. 이 부분에 진제와 속제,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존
학자들이 심금강삼매경론僧
을 중관이나 유식의 체계로 해석한 논문이 있다. 그러나 원효가 사용
하고 있는 논법은 중관이나 유식뿐 아니라, 기존 어떤 사상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원효가 살았던 시기는 중관과 유식사상이 공존했다. 원효는 중관학의 진제(眞
諦), 속제(俗諦)와 유식학의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
을 수용하여, 속제를 변계소집성으로, 진제를 시각(始覺)의 원성실성3)으로, 속제중도(俗諦中
道)를 의타기성으로, 진제중도(眞諦中道)를 본각의 원성실성4)으로 두고, 진제중도와 속제중도
가 둘이 없는 무이중도를 상정한다. 이렇게 절묘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원효만의 논법으로 무
이중도를 풀어내므로 분석해 보겠다.
원효는 무이중도를 상정할 수 있는 수행계위에 있었으므로 그의 수행단계를 추정해볼 것이
다. 원효는 심금강삼매경론僧
의 대의인 일심의 근원과 삼공의 바다를 설명할 때 ‘빗겨나는 논법’
을 사용하므로 이 내용도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심금강삼매경론僧
의 핵심은 삼공(三空), 일사구
게(一四句偈)와 일미관행(一味觀行)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무이중도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심금강삼매경론僧
에서는 일심을 증득하는 관법으로 일미관행을 나타내
는데, 원효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더 세밀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오도(悟道)한 원효가 설명
한 수행방법을 밝히는 연구는 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과제이다. 원효가 분석한 대승관법
들은 난해하고 심오하며, 본인의 실제 수행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러나 원효의 대승관법에 대한 고찰은 일심으로의 귀의를 원하는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1) 원효, 은정희・김용환・김원명 역주(2017), 14.
2) 김영미(2017).
3) 심解深密經僧
, (T16, 693c); 심大乘法苑義林章僧
, (T45, 258b); 심成唯識論述記僧
, (T43, 349c-350a); 심金
剛三昧經論僧
, (T34, 965c), 논자가 진제를 始覺의 圓成實性으로, 진제중도를 本覺의 圓成實性으로 둔
이유는 “始離能取 是始覺義 本離空心 是本覺義”라는 구절에 근거가 있다.
4) 심
唯識三十論頌僧
, (T31, 140b); 심成唯識論僧
, (T31, 46b); 심解深密經僧
, (T16, 69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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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II. 무이중도와 원효
원효는 중관학의 이제(二諦)5)와 유식학의 삼성(三性)을 수용6)한 뒤, 속제중도와 진제중도가
둘이 없는 경지를 무이중도로 삼는다. 이제를 벗어나 홀로 무이경지에 존재하여,7) 더 이상 둘
이 아니므로 ‘무이’이고, 어떤 사상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중도’인 것이다. 중생들에게 본래 불
성이 있으므로 ‘유’라고 하고, 불성의 근본은 공하기 때문에 ‘무’라고 하며, 유도 무도 아니므
로 ‘중도’라고 한다. 무이중도는 원효의 깨달음으로, 속제중도로 중생의 곁으로 다가가고 진제
중도인 본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무이중도의 체계는 속제를 변계소집성으로,
진제를 시각의 원성실성으로, 속제중도를 의타기성으로, 진제중도는 본각의 원성실성으로 되
어있다. 양 극단을 여의었지만 중간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고 유무와 진속의 양변을 떠난 것을
무이중도[非眞非俗 無邊無中]라고 한다. 속제를 떠남에 있어서 원효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사
용하고, 다섯 단계로 무이중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긍정’8)으로 이해된다. 원효는 진속이제를
수용하고, 진제중도와 속제중도가 둘이 없는 무이중도를 상정한다. 이제의 도리와 무이의 도
리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지(無住地)를 드러내는데, 이 지혜 경지가 무이중도이다.
원효는 52위 체계에 의거하여 심금강삼매경론僧
을 관행과 삼매에 관한 관점으로 펼치고 있
다.9) 심대승기신론소僧
와 심금강삼매경론僧및 관련 저서들을 고찰하면, 원효의 경지와 금강삼매
를 알 수 있다.10) 원효는 시각인 무생심(無生心)과 본각인 공심(空心)을 증득하였고, 금강삼매
를 유학위 금강삼매와 무학위 금강삼매로 구분하여 깨달음의 구경삼매(究竟三昧)로 서술한다.
이는 능취와 소취를 여의어 분별식이 사라진 일심으로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분별(無分別)
의 경지이다. 원효는 오공(五空)11)을 증득하고 취사(取捨)함이 없는 경지인 초지 이상의 삼공
(三空)의 수행계위에 들어갔으므로12), 이입(理入)의 경지를 넘어서 행입(行入)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13) 육행 중 십신・십주・십행・십회향의 사위(四位)는 이입의 계위이고, 십지와 등각의
이위(二位)는 행입에 해당한다.14) 행입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이해의 단계를 지나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위가 초지 이상임은 그의 실천
행15)에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초지는 무상관과 무생행이 성취된 경지이고, 더욱 전진하여
본각까지 이른다.16) 공을 취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무상(無相)과 동시에 관하는 것을 무생
행(無生行)이라고 한다. 원효가 무이중도로 교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생행을 하는 행입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입(理入)은 리(理)에 계합하여 진성(眞性)을 깨닫는 것이고, 행입
5) 김성철(2006), 281-282.; 김성철(2011), 232-233.
6) 박태원(2000), 362.; 平川彰(1979), 210.
7)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79b), 二諦之外 獨在無二.; 심菩薩瓔珞本業經僧
, (T24, 1015c); 심兩卷無量壽經
宗要僧
, (T37, 131b); 심菩薩瓔珞本業經疏僧
, (심卍新續藏僧
39, 242c), 참조.
8) 석길암(2003), 181.
9) 박태원(2014), 87.; 박태원(2011), 267-275.
10) 김영미(2017), 88. 금강삼매는 등각에서의 유학위와 묘각에서의 무학위가 있다.
11)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83c), 오공은 三有가 공하고, 六道의 영상이 공하고, 法相이 공하고, 名相
이 공하고, 心識義가 공한 것이다.
12) 김상현(2000), 35-38.; 심新華嚴經論僧
, (T36, 760b); 심涅槃宗要僧
, (T38, 247a)
13) 심
金剛三昧經論僧
, (T34, 987a)
14) 심
金剛三昧經論僧
, (T34, 987a)
1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2013), 320.
16) 이정희(200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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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入)은 아집과 법집을 버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입(理入)은 리(理)를 따라 신해(信
解)하는 지전(地前)의 단계이고, 행입(行入)은 리(理)를 증득하여 무생반야(無生般若)를 실천하
는 십지 보살의 단계이다. 이 초지 이상의 단계에서는 진여를 깨닫기 때문에 법신보살이라고
하며, 그 수행은 지관쌍운(止觀雙運)17)으로 볼 수 있다.

III. 무이중도의 근거와 체계
원효는 심금강삼매경론僧
의 육품 가운데 첫 품인 ｢무상법품｣의 방편관 설명 가운데 1회18), 마
지막 품인 ｢여래장품｣의 무이중도와 이제도리 설명 가운데 2회19) 등, 총 3회 무이중도를 사용
하여 서술한다. ｢입실제품｣에서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 진제중도(眞諦中道)와 속제중도(俗
諦中道)20)의 단어를 사용하고, ‘비진비속 무변무중(非眞非俗 無邊無中)’을 무이중도(無二中道)
의 뜻이라고 한다.
첫째, 무이중도의 첫 번째 근거는 ｢무상법품｣의 방편관 설명에 보인다.
비록 ‘환화인 유상(有相)’을 이미 깨뜨렸더라도 오히려 ‘환화가 없다는 공성[無化空性]’을 취하니, 공
성을 취하여 공에 대해 마음이 생하므로 환화가 없는 공성까지도 버리라고 한다. 이때에 공을 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부득이(不得已)하게 무이중도(無二中道)를 깨닫는다. 이는 붓다께서 들어가신
제법실상(諸法實相)과 같으니, 이처럼 교화하면 그 교화가 큰 것이다.21)

무상관(無相觀)에는 방편관(方便觀)과 정관(正觀)이 있는데, 방편관의 설명 가운데 무이중도
를 드러낸다. 환화상을 버린 사람이 환화가 없다는 공성(空性)을 다시 취하므로, 공성까지도
버리라고 한다. 환화상을 버리고 근본인 공성(空性)마저 버리면 무이중도를 깨달아 붓다께서
들어가신 제법실상(諸法實相)과 같다. 공에 머물지 않고 상(相)이 없는 교화로 중생들을 이롭
게 한다는 뜻이다. 공상(空相)과 공성(空性)을 넘어선 붓다의 자비심을 실현하는 경지를 나타
내고자 한 것이다.
둘째, 무이중도의 두 번째 근거는 ｢여래장품｣에 무이중도와 이제도리(二諦道理)의 설명 가
운데 있다.
그릇된 이해가 매우 많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깊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문자 그대로를 뜻이라
고 착각하여, 스스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들은 교화하기 어렵다. 첫 번째 큰 잘못
은 동정무이(動靜無二)라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하나다. 즉 일실(一實)한 일심이다’라고 생각
하여 이제(二諦)의 도리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큰 잘못은 공과 유의 이문(二門)이 있
다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 ‘일실(一實)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법(二法)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무이중도
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22)
17)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93c)
18)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65b), "雖復已破幻化有相 而猶取其無化空性 取空性故於空生心 所以亦遣無
化空性 于時不生取空之心不得已會無二中道 同佛所入諸法實相 如是化故其化大焉.ˮ
19)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99a), "聞佛所說空有二門 計有二法而無一實 由此誹撥無二中道.ˮ; 심金剛三昧
經論僧
, (T34, 999a), "由彼本來唯學空有 而未曾聞無二中道 雖有說者不信受故.ˮ
20)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83c), "初空顯俗諦中道 次空顯眞諦中道 第三空顯非眞非俗無邊無中之中道
義.ˮ
21)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65b), "雖復已破幻化有相 而猶取其無化空性 取空性故於空生心 所以亦遣無
化空性 于時不生取空之心不得已會無二中道 同佛所入諸法實相 如是化故其化大焉.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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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動靜)과 공유(空有)의 두 가지 그릇된 이해를 설명한 것이다. 첫 번째 큰 잘못은 움직
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라는 설법을 듣고, 하나의 실다운 일심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를 배
척한 것이다. 이는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큰 지침이 된다.23) 동정이 둘이 없다고 해서
이제도리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이중도는 이제도리를 수용한 뒤, 진제중도와
속제중도가 둘이 없는 깨달음의 경지이다. 이제의 옳고 바름은 엄연히 구분되어 무이중도 가
운데 들어있다. 두 번째 큰 잘못은 공과 유의 이문(二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일실(一實)이
아닌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붓다의 공과 유의 이제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말에 집착하여 이제만을 인정하여 무이중도를 비방함을 지적한 것이다.
셋째, 무이중도의 세 번째 근거는 ｢여래장품｣에 있다.
‘장님이 해 없다며 전도됨과 같다’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가난한 거지가 본래 햇빛을 본 적
이 없어서, 눈이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해가 있다고 알려주어도, 눈 먼 사람은 없다고 하여 해가
있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전도된 것이다. 본래 공과 유만 배우고 무이중도를 들어 본 적이 없어
서, 비록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해를 중도에 비유한 이유는 해는 원
만하고 큰 광명이 있어서 눈 먼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심도 또한
그러하여 두루 원만하고 결함이 없어서 본각과 시각의 큰 광명의 비춤이 있으므로, 믿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24)

공과 유만 배우는 사람은 무이중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유에 있는 사람은 공을 추
구하며, 공에 머문 사람은 ‘공’이라는 ‘새로운 유’에 집착한다. 무이중도는 ‘공’과 ‘유’에서 벗
어나고 ‘하나’와 ‘둘’에서 벗어난 원효의 중도이다. 고정된 하나가 아니므로 속제중도에서 실
천행을 할 수 있고, 분열된 둘이 아니므로 진여를 바탕으로 한 진제중도에 머물러 있다. 원효
는 ｢입실제품｣에서 무이중도의 체계를 서술할 때, ‘견(遣)’을 사용하여 속제를 버리고 ‘현(顯)’
을 사용하여 진제를 드러낸다. 드러낸 진제를 ‘융(融)’25)하여 속제중도로 만들고, 다시 ‘융(融)’
하여 속제중도를 진제중도로 만든다. 원효는 진속이제를 뛰어넘은 평등한 초지이상의 경지에
서 진제중도와 속제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진제중도와 속제중도는 중도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
에 거래가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생사에서 벗어나고 열반에서도 벗어남을 뜻한다. 원
효가 주장하는 열반은 얽매인 경지가 아니고, 진속이제에서 작용이 자유로운 대반야이다. 대
반야는 원융하고 그 경지는 공하며, 공에는 둘이 없어서 무이가 된다. 평등한 무이경지는 진
속을 벗어나 진제중도와 속제중도가 둘이 없다.

22)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99a), "邪解雖多大邪有二 依甚深教如言取義自謂究竟難可化故 一者聞佛所
說動靜無二 便謂是一一實一心 由是誹撥二諦道理 二者聞佛所說空有二門 計有二法而無一實 由此誹撥
無二中道.ˮ
23) 김성철(2012), 76.
24)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99a), “如盲無日倒者 謂如生盲貧窮乞兒本未曾見日輪光明 其有目者為說有
日 盲者謂無不信有日 直是顛倒 彼計亦爾 由彼本來唯學空有 而未曾聞無二中道 雖有說者不信受故 所
以日輪喻於中道者 日輪圓滿有大光明 唯除盲者無不見故 一心亦爾 周圓無缺有本始覺大光明照 除不信
者無不入故.”
25) 심十門和諍論僧
, (HD1, 838); 심起信論疏僧
, (T44, 202b); 심涅槃宗要僧
, (T38, 252b), 원효는 이 저서들
에서도 融을 사용한다. 融은 녹인다는 뜻으로, 이 글자는 원효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원효는
俗을 보내고 드러난 眞을 녹여서 속제중도로 삼고, 다시 녹여서 진제중도로 삼는다. ‘融’으로 진과 속
을 녹이고, 중관과 유식을 녹인 것이다. 이 둘을 녹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아니므로 ‘無二’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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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三空과 무이중도
삼공(三空)은 십지 이전의 삼공과 십지 이후의 삼공이 있는데,26) 십지 이전의 삼공은 ｢본각
리품｣27)에 있고, 십지 이후의 삼공은 ｢입실제품｣28)에 있다. 무이중도 체계는 십지 이후의 삼
공 설명 가운데 있다. 관행을 닦는 수행자가 오공(五空)을 통달하고 무취지(無取地)를 얻어 초
지인 삼공에 들어간다.29)
삼공 가운데 첫째, ‘공상역공(空相亦空)’에서 ‘공상(空相)’은 세속인 변계소집성을 버려서 참
된 진[진제]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라고 분별하여 집착함을 여읜 것이다. 속제를 보내고 진제
를 드러낸 것을 ‘공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의 분별로 인한 집착상인 유에 대해 상을 파한 것으
로 진제의 평등한 상을 나타낸다. 이 공상을 집착하면 공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역공(亦空)’이라고 한다. ‘역공’은 진[진제]을 융합하여 속제[속제중도]의 차별상으로 삼은 것
이다. 마치 광석에서 순금을 성취한 후 다시 순금 부스러기를 녹여서 장엄구로 만드는 것과
같다.
둘째, ‘공공역공(空空亦空)’에서 ‘공공(空空)’은 속제[속제중도]의 차별인데, ‘역공(亦空)’이라
고 해서 속[속제중도]을 다시 진[진제중도]으로 삼는다. 속제중도 경지에서 지혜 스스로의 용
(用)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속제중도의 차별상에 머물지 않고 다시 진제중도로 삼은 것이
다. 마치 금장엄구를 녹여서 다시 진금 덩어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
셋째, ‘소공역공(所空亦空)’에서 ‘소공(所空)’은 처음 공 가운데 공이 나타내는 ‘속’[속제중도]
과, 두 번째의 공 가운데 공이 나타낸 ‘진’[진제중도]이 다름이 없으므로 ‘역공(亦空)’이라고 한
다. 진(眞)도 아니고 속(俗)도 아니며, 변(邊)도 없고 중(中)도 없는 무이중도를 의미한다. 마치
장엄구와 진금이 같은 금의 바탕이므로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삼공의 설명 가운데 첫째 공에서 ‘공상역공’으로 속제중도를 삼고, 둘째 공에서 ‘소공역공’
으로 진제중도를 삼으며, 셋째 공에서 ‘소공역공’으로 무이중도의 뜻을 나타낸다. 원효가 이러
한 체계를 상정한 것은 실천수행의 근본을 만들기 위함이다. 원효는 깨달음의 바탕위에 진제
중도(원성실성)와 속제중도(의타기성)가 둘이 없는 무이중도를 설한다.

26) 십지 이전의 삼공은 초지 이전의 수행위에서 얻는 三空으로 十住位에서 얻는 人空, 十行位에서 얻
는 法空, 十廻向位에서 얻는 平等空이다. 십지 이후의 삼공은 초지 이후의 空相亦空・空空亦空・所
空亦空이다.
27)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81c), "安坐心神 十住已去 安心三空 決定不退 名安坐故.ˮ
28)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83c), "三空者 空相亦空 空空亦空 所空亦空.ˮ
29)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8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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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삼공과 무이중도
三空
空相
空相亦空

遣俗(所執相)
顯眞(圓成實性)

亦空
空空
空空亦空

亦空
所空

所空亦空
亦空

融眞

無二中道
平等之相
如銷眞金 作莊嚴具

俗諦中道

如銷嚴具 還為金缾

眞諦中道

是融一諦 顯一法界
一法界者 所謂一心
非眞非俗 非二非一

非眞非俗
無邊無中
之中道義
無二中道

空空之義

為俗
俗諦差別
融俗

為眞(圓成實性)
初空中空所顯俗
第二空中空所顯眞
此二無二 故言亦空

2. 一四句偈와 무이중도
원효는 생멸이 둘이 없는 무이중도의 경지를 일사구게(一四句偈)30)를 통해 드러낸다. 인연
소생의(因緣所生義)는 속제중도이고, 시의멸비생(是義滅非生)은 속(俗)[속제중도]을 녹여 진(眞)
이라고 하여 진제중도를 나타낸다. 멸제생멸의(滅諸生滅義)는 적멸법으로 진제중도이고, 시의
생비멸(是義生非滅)은 진(眞)[진제]을 녹여 속(俗)이라고 하여 속제중도를 나타낸다. 진제중도
인 적멸법이라도 인연을 쫓아서 생할 수 있는 속제중도의 가능성이 있고, 속제중도는 다시 진
제중도로 돌아들어간다. 생이 곧 멸이지만 멸에 고정되지 않고, 멸이 곧 생이지만 생에도 고
정되지 않는다. ‘생한 뜻이 멸’에서 멸은 불멸(不滅)의 멸이기에 ‘멸이 즉 생’이 되고, ‘멸한 뜻
이 생’에서 생은 불생(不生)의 생이기에 ‘생이 즉 멸’이 된다. 만일 생이 ‘생의 생’이면 생이라
는 의미에 한정되기 때문에 멸(滅)은 생할 수 없고, 멸이 ‘멸의 멸’이면 멸이라는 의미에 한정
되기 때문에 생(生)은 생할 수 없다. 멸에는 생의 가능성이 있고 생에는 멸이 함장되어 있으므
로, 생과 멸이 둘이 없는 무이중도를 이룬다. 둘이 없지만 하나를 지키지 않고, 하나를 지키지
않지만 둘이 없다. 일사구게(一四句偈)는 인연으로 생한 뜻이 바로 멸이며, 멸에서 연을 쫓아
서 생할 수 있는 생멸무이(生滅無二)의 경지로 무이중도를 의미한다.

3. 一味觀行과 무이중도
심금강삼매경僧
의 종요를 합해서 설하면 일미관행31)이 된다. 관(觀)은 경(境)과 지(智)에 통하
고 행(行)은 인(因)과 과(果)에 통한다. 과는 오법(五法)32)이 원만함을 말하고, 인은 육행(六行)
이 구족하게 갖추어진 것이다. 지(智)는 본각과 시각의 양각이고, 경(境)은 진과 속이 쌍으로
30)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95c)
31)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61a), 관행은 진속의 모든 경계인 경(境)에 대한 지(智)를 얻기 위한 것으
로, 진속이 쌍으로 없어져서 무이(無二)가 되면 각의 지혜경지가 된다. 분만(分滿)에 따라 시각과 본
각이라고 하지만, 본래 시각 즉 본각인 일각(一覺)이다.
32)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61b), 五法은 淨法界와 四智이다. 前五識은 성소작지를 이루고, 第六識은
묘관찰지를 이루고, 第七識은 평등성지를 이루고, 第八識은 대원경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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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것이다. 분별상에 있던 중생들은 무상관(無相觀)을 닦아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된
다. 이때 분별하던 상이 없어지고 능히 분별하는 마음까지 버리면, 시각을 증득하여 본각에
계합할 수 있다. 시각을 얻어 무생행(無生行)을 이루면, 무생반야(無生般若)의 실천행이 가능
하다. 행과 오법은 시간적인 인과에 걸쳐 있으므로, 신해(信解)에서부터 등각에 이르기까지 육
행(六行)을 둔다. 육행이 원만해질 때 팔식(八識)은 전변하여 사지(四智)를 이루어, 전식득지
(轉識得智)33)하여 오법이 원만하게 된다. 팔식이 청정해지면 진제중도를 이루고, 구식(九識)은
무구식(無垢識)으로 정법계(淨法界)가 되며, 삼신(三身)이 구비되어 속제중도가 가능해져서 무
이중도가 된다. 정법계는 여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원만문(圓滿門)을 가리키고, 이와 같은 관
행은 일미관행을 이룬다. 인으로서 육행이 구비되어 충족되면 과로서 오법이 원만해진다. 인
(因)과 과(果)는 진속의 경(境)과 양각(兩覺)인 지(智)를 여의지 않아서 일미(一味)로 향하고, 둘
이 없는 경지가 되어 무이중도를 이룬다.
무상관(無相觀)과 무생행(無生行)은 내행(內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리(自利)이며 상구보리
(上求菩提)를 뜻한다. 경계와 지혜가 둘이 아닌 경지에 이르면 무생의 행이 무상과 상이 없이
계합한다. 행이 무생이면 본각에 계합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 본래 적정인
본각의 이익을 수순하여 이루게 한다. 본각의 이익에 의해 중생을 이롭게 하므로, 중생이 능
히 허(虛)에서 실제(實際)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실제에 들어감은 얻음이 없으므로 부동의
경지이다. 원효가 속제중도를 상정한 이유는 진제에만 머물면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원효의 특별함은 깨달음의 해석에서 보이는데, 부동(不動)이 아닌
무상(無相)의 능동(能動)으로 본 것이다. 본각의 이익과 실제에 들어감은 외화(外化)를 나타내
는 것으로 요익중생을 뜻한다. 속제중도와 진제중도는 같은 중도를 근본으로 하며, 중도는 공
하다. 바탕이 공이므로 ‘원과 같은 순환구조’로 거래가 자유로운 무이중도가 된다.

IV. 一心之源과 三空之海와 관법
1. 一心之源과 무이중도
원효는 심금강삼매경僧
의 대의34)를 일심의 근원과 삼공의 바다라는 큰 틀로 나누어서 무이중
도를 서술한다. 일심의 근원은 성인과 범부에 모두 해당하며 아직 유(有)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체중생을 위해 설하였고, 삼공의 바다는 평등상(平等相)을 체득한 성인들을 위한 설법
이다. 일심의 근원이 유무라는 양변을 떠났지만 중간에 머묾도 아니다. 원효는 특이하게 양변
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간을 고집하지도 않고, 집착하는 중간이 없어서 양변을 허용하는 ‘빗겨
나는 논법’으로 무이중도를 설명한다.35) 일심의 근원은 유무의 이분법의 논리를 뛰어넘어 양
변을 아우르지만,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아 유무와 시비의 상(相)에 자유롭다. 양변을 여의었지
만 고집하는 중간도 없으므로 속제중도가 되고, 중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어서 양변을 나타내
보이므로 진제중도가 된다. 원효는 있지 않는 ‘법(法)’이라고 해서 무에 머물지도 않고, 없지
않는 ‘상(相)’이라고 유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무이중도의 뜻을 정확히 표현한다. 일심
의 근원은 양변을 여의어서 진제중도를 나타내고, 중간에 머묾도 아니어서 속제중도가 된다.
33) 심瑜伽師地論僧
, (T30, 581a-c)
34)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61a)
35) 김영미(201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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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중도에만 머물지 않고 속제중도로 향하고, 속제중도에서 진제중도로 되돌아가므로 일심의
근원은 무이중도가 된다.

2. 三空之海와 무이중도
삼공의 바다는 실제(實際)경지를 깨친 성인에게 해당된다. 보살이 관행을 성취할 때 들어가
는 삼공의 바다는 둘을 융합하였으므로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지키는 하나가 없으므로 ‘둘’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함은 ‘진속에서 삼공의 바다’로 들어가는 경
지이고, 둘을 융합하지만 하나가 아님은 ‘삼공의 바다에서 진속’으로 나아간 경지이다. 하나가
아니지만 둘을 융합함은 진제중도로서, 진(眞)이 아니었던 사(事)가 처음부터 속(俗)이었던 적
이 없으며, 속이 아니었던 리(理)가 처음부터 진(眞)이었던 적이 없다. 둘을 융합하지만 하나가
아님은 속제중도로서, 진속의 성(性)을 세우지 못함이 없고 염정의 상(相)을 모두 갖추지 않음
이 없다. 삼공의 바다는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融二而不一]’36)과 ‘불수일이무이(不守一
而無二)[不一而融二]’를 넘나드는 경지이다. ‘융(融)’을 사용하여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도 아
니고, 하나가 아니라고 해서 둘도 아니다. 둘은 아니지만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아닌 무이이불
수일(無二而不守一)과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은 속제중도를 뜻하고, 하나를 지키는 것은 아니
지만 둘이 아닌 불수일이무이(不守一而無二)와 불일이융이(不一而融二)는 진제중도를 의미한
다. 진속의 둘이 없음이나 하나를 지키지도 않으므로 무이이불수일이 된다.37) 무이(無二)는 적
멸(寂滅)・불생불멸(不生不滅)・무파(無破)・무립(無立)・이변(離邊)・융이(融二) 등과 같은 의
미이고, 불수일(不守一)은 생멸(生滅)・비중(非中)・불일(不一)・무불파(無不破)・무불립(無不立)
등과 같은 의미이다. 원효는 삼공의 바다를 설명할 때도 ‘빗겨나는 논리’로 하나와 둘을 수용
하고, 하나와 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3. 一心을 증득하는 觀法
원효는 심금강삼매경론僧
에서 일심을 증득하는 관법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세밀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무상법품｣에서 무상관(無相觀)을 설하는데, 무이중도에 이르는 첫 관문인 방편관
(方便觀)38)과 일각에 도달하는 정관(正觀)39)이다. 무이중도를 드러내어 교화행을 설명할 때에
는 방편관을 설하고, 일각(一覺)을 드러내어 시각이 본각임을 설명할 때에는 정관을 설한다.
무상관을 더 상세하게 동행총상관(同行總相觀)・이행별상관(異行別相觀)・진관(眞觀)・무생관
(無生觀)・불생관(不生觀) 등으로 구분한다. ｢무생행품｣에서 무생선(無生禪)을 설하고, ｢입실제
품｣에서 존삼(存三)・수일(守一)・입여래선(入如來禪)[理觀]을 설한다. ｢진성공품｣에서 출세선
36) 사토 시게키(1993), 참조. 첫째, 無二而不守一은 ‘적멸에서 생멸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킨다. 같은
용어로는 離邊而非中, 融二而不一, 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등이 있다. 적멸에서 생멸로 나아갈
때 펼쳐지는 경지는 속제중도이다. 무이이불수일은 원효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
지를 가리키는 방향을 뜻한다. 둘째, 不守一而無二는 ‘생멸에서 적멸로 들어오는 방향’을 가리킨다.
같은 용어로는 非中而離邊, 不一而融二, 無不破而無破, 無不立而無立 등이 있다. 생멸에서 적멸로 들
어오면 그 경지는 진제중도이다. 不守一而無二도 깨달음의 경지가 아닌 방향을 뜻한다. 셋째, 無二而
不守一・不守一而無二는 ‘적멸에서 생멸로・생멸에서 적멸로’의 자유로운 거래를 표현한 방향을 나타
내는 단어이다.
37) 심金剛三昧經論僧
, (T34, 995c-996a)
38)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65b)
39) 심金剛三昧經論僧
, (T34, 9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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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世禪)[眞禪]인 여래의관(如來義觀)[如來觀]을 설하고, ｢여래장품｣에서는 상법(常法)의 인으로
서 진관(眞觀)[眞證觀・眞照觀]과 방편관인 유식심사(唯識尋思)・여실지(如實智)를 설한다.
처음 관을 수행할 때 방편관으로 모든 유를 깨뜨리면 환화상에 대해서 생하는 마음이 없어
지게 된다. 초지 이후의 관법인 정관으로 소취(所取)와 능취(能取)의 두 가지 상을 여의면 무
이(無二)의 경지가 이루어진다. 동행총상관을 통해 능관(能觀)의 생멸심과 소관(所觀)의 일체의
심법상을 모두 여의어 일심에 이르게 된다. 원효는 초지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 이행별
상관을 설하여, 실제를 얻는 방편인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한다. 이행(異行)은 유아(有我)・
무아(無我)・심생(心生)・심멸(心滅) 등의 각각에 대해 관하는 방편을 상세히 거론하여, 이집
(二執)을 여의고 실제에 증입할 수 있게 한다. 진관(眞觀)은 유무의 이변(二邊)을 여윈 경지를
이루는 관이고, 무생관(無生觀)은 공적에 이른 후 공적에도 머무름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관이
다. 불생관(不生觀)은 마음과 법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음과 육입이 공적함을 얻게 되는 관이
다. 이관(理觀)은 실제에 들어가는 방편으로서 존삼(存三)・수일(守一)・입여래선(入如來禪)의
차제로 나타난다. 여래의 뜻인 적멸을 관하는 여래의관(如來義觀)으로 적멸한 진제의 경지에만
머물지 않고 무량한 지혜 스스로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상인(常因)은 진관(眞觀)과 방편관(方
便觀)으로 나뉜다. 진관은 초지 이상의 관법으로, 일체 법이 적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이 항상
하고 적멸하다. 적멸을 얻은 자는 증득한 바의 진리에 따라 생멸상을 여의기에 항상 진조관
(眞照觀)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방편관도 두 가지가 있
는데 유식심사(唯識尋思)와 여실지(如實智)이다. 일체유위법은 명(名)과 색(色)을 벗어나지 않
는다. 모든 법이 마음으로 조작한 것임을 알아서, 마음을 여의게 되면 경계가 없고 경계를 여
의게 되면 마음이 없으므로 유식심사(唯識尋思)라고 한다. 인과 법의 이아(二我)에 모두 의(義)
가 있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음을 여실한 지혜라고 한다. 이
러한 여실한 지혜로 아(我)가 가명임을 알면 적멸을 얻어 진관(眞觀)에 들게 된다.

V. 결론
무이중도는 진제중도와 속제중도를 넘나드는 원효의 시각으로 유무의 이변을 여의고 진속을
녹여서 아우름을 뜻한다. 진여가 진이나 속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고정불변이 아닌 자유자재
의 체상임을 원효는 깨달았던 것이다. 무이중도는 원효의 남다른 수행방식과 삶 자체와 철학
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무이중도의 체계가 가능한 이유는 진제중도와 속제중도를 넘나들지
만, 결국 진여 일심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일심은 붓다의 자비심이므로 중생을 외면하지 않
고 맞닿아 있다. 심금강삼매경론僧
의 핵심은 선의 실천을 나타낸 일미관행과, 중관의 이제와 유
식의 삼성을 수용하여 무이중도로 결론을 맺은 삼공과, 생과 멸이 무이(無二)임을 설파한 일사
구게로 축약할 수 있다. 무이중도는 원효가 서술하는 본인의 깨달음의 경지이다. 감실(龕室)에
서의 깨달음은 공이지만, 부동의 공이 아니기 때문에 만법이 생할 수 있다. 원효의 공은 한마
디로 ‘가능성의 공’이다. 원효는 심금강삼매경론僧
에서 무애 자재한 경지를 무이중도로 드러낸
다. 중생에게 돌아가야 할 속제중도가 있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할 진제중도가 있음을
무이중도로 설명했다. 진제중도는 진여의 근본인 체상이고, 속제중도는 진여를 근본으로 한
작용이다. 무이중도는 진제중도와 속제중도가 둘이 없는 경지이므로, 진여에 머물러서 자비심
으로 보살행이 가능하다. 무이중도는 악취공(惡取空)처럼 깨달음에만 머물러 집착함을 방지하
기 위한 원효의 강한 의도이다. 무이중도는 특이하게 진제와 속제를 수용한 채, 진제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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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제중도의 거래가 자유자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무이중도는 진제・속제・진제중도・속제
중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체계가 깊고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원효는 깨달음의 바탕위에서 일심의 근원인 진제중도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 삼공
의 바다인 속제중도로 나아가 보살행을 한다. 중생교화가 자유로운 순환하는 체계를 만든 것
으로 깨달음의 실천행을 위해 무이중도를 상정한 것이다. 심금강삼매경론僧
에 일관되게 흐르는
무이중도는 ‘원효스러운 자유로움’이었다. 시대의 종파와 승속, 생멸, 유무 등의 이분법을 원
효는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모든 사상의 포용이었고, 인생자체가 자기 글의 실천이었
다. 무이중도는 오도(悟道)한 원효만의 근본 있는 자유자재 경지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해 보
인다. 깨달은 원효는 행주좌와에 걸림이 없고 궁궐과 저자거리가 다름이 없었다. 둘이 아니지
만 하나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상(相)이 없는 둘이 가능했고, 자유로이 둘을 나타내지만 고집하
는 하나도 없다. 진제중도에 포용한 둘을 나타내는 속제중도의 가능성이 있고, 속제중도에 하
나의 근본을 잃지 않은 진제중도가 있어서 머무름이 없는 무이중도를 이루었다. 무이중도는
원효 그 자체였다. 중생 가운데 살다간 원효의 수많은 저서와 기이한 행각들은 무이중도로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하였다. 무이중도는 선정과 교화행이 함께할 수 있는 요익중
생(饒益衆生) 귀일심원(歸一心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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