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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교 성리학과 도교는 성립의 단계에서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성리학은 불교를 비판하고 중국 문화에 독자적인 학문-사상
의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성리학은 그 목표를 실행하
는 과정에서 도교의 개념과 사상을 전폭적으로 빌려온다. 특히 성리학이
수용한 도교는 한-당기에 발달한 것으로, 한당기의 도교의 발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지 않은 우리로서는 성리학과 도교의 연관이라는 문제
를 깊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송대 이후가 되면,
한당기의 도교적 사상 체계 안에서 발전한 도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
와 기의 수련이라는 주제는 도교라는 종교적 울타리를 벗어나 세속화,
대중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의 정초자들이 도교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의거하면서 성리학 독
자적인 사상을 전개한 것이나, 도교의 기 수련 이론과 방법을 도교적 종
교성을 희석시키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행했던 것은 그런 사실을 잘
드러낸다. 도교 수련의 세속화 내지 대중화 경향은 중국의 성리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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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조선 유학자들의 사유와 실천 안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의 경우와
성격은 다르지만,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도교적 성격이 희석된 도교 수련
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조선 성리학, 도학
의 완성자인 퇴계 이황 역시 종교적 신앙으로서 도교의 신념 체계와 무
관하게 도교적 수련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련법들을 직접
수련했다.
이 논문은 퇴계가 필사한 활인심방을 실마리로 삼아, 도교와 성리학의
관련 방식, 조선 유학자의 도교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스케치해 본 것이
다.
주제어
퇴계 이황, 기 수련, 도교 방술, 성리학, 이단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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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리학교 도교의 연관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도교와 성리학, 특히 주자학 사이에는 깊은 사상
적 연관 관계가 있다. 그 연관은 먼저 성리학이 형성 과정에서 도가, 도
교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도-리, 무극-태극,
이-기, 심-성 등, 성리학의 철학적 주요 개념들은 선진시대부터 당대까
지 전개 발전되어 온 도가-도교의 사상적 개념들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존천리-멸인욕,
양심-과욕의 공부를 중시하는 성리학(주자학)의 심성 수양론의 개념과
사상 체계가 도가, 도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1) 두 사상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관성은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자학(성
리학)이 비판해 마지않는 도가 도교가 도리어 성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
다거나, 주자학의 주요한 사상 개념이나 관심이 도가 도교의 그것과 깊
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주자학의 이단 비
판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자학의 절대적 권위를 폄하하
거나 순수성을 훼손하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결
과 적어도 우리 학계에서는 주자학(성리학)과 도교의 연관을 논하는 것
은 금기 아닌 금기가 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사상적 발전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성리학은 하루아침에 돌연
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중국의 사상적 전통의 축적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성리학은 중국 사상사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중국 사상 전통의
자연스런 발전과 전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을 연구할 때
에도, 그것의 사상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
만, 그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주자학을 여타 중국의 사상-종교 전
1) 주자학, 나아가 성리학과 도교의 관계, 상호 영향 관계 내지 사상적 연원 관계에 대
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필자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
급한 적이 있다. 이용주, 주희와 도교 , (1999) -나중에 주희의 문화이데올로기,
이학사, 2003. 제3장-에서 주자학과 도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국에서
는 孔令宏, 朱熹哲學與道家道敎, 河北大學出版社,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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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분리하거나, 다른 사상-종교 전통과의 연결 고리를 망각해서는 곤
란하다. 주자학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상적 전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독자적인 사색을 통해 확대하거나 변형시키면
서 거대한 사상 체계를 형성했다. 그 중에서도 성리학(주자학)이 한 이
후 당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확대 발전을 거듭한 도가-도교의 사상적
유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
시에 그 사실을 진지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학계의 공백 중의 하나가 한-당 시기에 걸친 도교의 사상적, 이
론적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의 도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는 한, 도가, 도교와 주자학(성리학)의 연속성을 이
해하는 것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명말 이후에 주자학을 비판하
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그 비판자들의 논점 중의 하나가 주자학
은 도교와 불교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온 사상으로서 고대의 원론적인
공맹 사상과 멀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런 비판이 터무니없는 억측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비판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주자학이 얼마나 도
가 도교와 친연성을 가지는 사상 체계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도교의 발전 과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로서는 주자학이 고대
에서 중세를 거쳐 근세에 이르는 중국 사상의 자연스런 발전 과정의 결
과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주자학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은 외래의 종교-사상인 불교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교로부터도 많은 것을 빌려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기도 하
다. 그러나 주자학이 불교로부터 사상적 자원을 빌려오는 한편 그 불교
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적인 분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불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국적 사유의 전통, 특히 도가 도교의 사상적 개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그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교의 사상적 한
계를 지적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
지 않다. 예를 들어, 주자학의 이론적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론적 사
유 그 자체가 바로 불교를 넘어서기 위해 전통 사상의 자원, 특히 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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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들어진 사상 자원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보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기론은 불교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아론과 무상론을 넘어서는
중요한 이론적 무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성리학(주자학)은 그 자체로 융합적인 사유 체계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주자학에서 완성된 체계를 획득한 종합적 성리학은 역으
로 그 이후의 불교와 도교의 사상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면서, 근
세 이후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사상계의 왕자로 군림하는 양상을 드러
낸다. 따라서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사상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경
우, 송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 사상은 주자학으로 흘러들고 다시 주
자학에서 흘러나오는 양상을 띤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리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당 시기 동안에 전개된 도가, 도교 및
불교의 사상적 깊이를 이해해야 하고, 성리학 출현 이후의 중국과 동아
시아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교이든 도교이든, 성리학의 사
상적 깊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
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2. 도교 : 도-법-술의 총체
도교의 역사적 전개를 볼 때, 송대는 도교 수련법의 발전이 특히 두드
러진 시대의 하나였다. 당 말에서 오대를 거쳐 송 초에 이르는 시기는
도교의 수련법이 다양화되는 한편, 특히 내적 정신적 수련법이 ‘내단’(내
단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인다. 전반적인 추세로
서, 내단술은 송대 이후의 도교 안에서 수련법의 대명사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교 수련법이 내단술 일변도로 통합되었다
는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내단술 이외의 다양한
방술, 약물 복용법, 부적 활용법 등이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던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단이 발전하면서 기타 도교 방술이 힘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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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외단술이나 기타 법술이 없어진다거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평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수련법
에서든 ‘기’는 도교 수련법을 논할 때에 부정할 수 없는 중요성을 확보하
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런 기의 수련은 도교의 세계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
지고 있었을까? 도교에서 기의 수련이 도교의 종교적 신념 체계와 분리
되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수양, 수행의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역
사적 과정을 간단히 스케치해보는 일은, 도학자 퇴계가 도교적 연원을
가진 활인심방을 필사하고, 거기에서 기록된 방법을 직접 실천했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미가 있다.
(1) 大道와 萬神
종교적 체계로서의 도교는 도道(대도)와 법法(도법=과의)과 술術(도술
=방술)의 총합으로서 존재한다. 그 경우 도道는 당연히 도교의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도를 이론적 지식의 차원
에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이해는 무의미한 것이기
도 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도는 중국 사상-종교의 공
통 어휘로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도교의 도가 유교 내지 불교의 도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도교의
도가 여러 신격으로서 표상되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무시하
고, 도교의 도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교의 도는 추상적인 우주적 원리, 인간사의 구성 원리, 형이상학적
근본 원리로 규정되고 이해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교에서 도는
때로는 인간화된 모습으로 때로는 자연 현상의 현현으로서 때로는 다양
한 신격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론적 차원에서 도는 추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인격화나 신격화를 거부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도를 인격화
하거나 형상화하는 것은 도의 궁극성을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알라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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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어떤 식으로든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일신의 철저
한 초월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신학적 배려 때문인데, 도교에서의 도
역시 그런 점에서 인격화나 형상화를 거부하는 성질이 있다. 실제로 많
은 도교 사상가들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도를 형상화하거나
인격화하는 시도를 거부했다.(노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민중의 종교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를 형상화하여 표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입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도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를 어떤 신격으로 표현하거나 형상화하는 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실 도道를 절대적 자기 존재의 원리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도道
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적 창조원리이기도 하다면, 그 道가 어떤 방
식으로든 스스로 이 세상에 현현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도는 절대
적 초월성, 자유자재로 스스로를 현현할 수 있는 권능으로 인해 단지 추
상적인 원리로서 무색투명하게 저 먼 우주에 공허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도교도들은 도를 그렇게 이해한다. 도는 단지 철학적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 자유자재로 변환하면서,
이 세상에 현현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 결과
오히려 정통적인 도교 이론 체계 안에서, 궁극적인 실재인 도는 우주와
인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신적 존재로 그려진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사
태가 다양하고, 동시에 세상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도는 다양한 신격으
로 다양한 장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교에
서 도는 유일 절대이지만, 또한 다양 상대적 존재로 현현될 수도 있다.
서양 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도교
는 일신교이면서 동시에 다신교로서 포괄적이고 유연한 신학을 발전시
켜왔다.
당연히, 궁극적 실재인 道가 어떤 하나의 신격, 또는 어떤 자연 현상
으로 이 세상에 현현한다고 해서, 그 도를 그 어떤 신격이나 자연 현상
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궁극적 원리인 도는
우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도에 의해 만들어진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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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만물에 깃들 수도 있고, 또 존재하는 세상 만물은 존재를 계속하
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상은 노자에서 시작하여 모든 도교 이론가
들이 공유하는 근본 테제였다. 그 근본 테제는 더 나아가 우주적 도는
그 자체가 생명 탄생의 원리이자, 우주를 창조하는 초월적 신격으로 상
상되기도 했던 것이다. 원시천존이니, 태상도군이니 하는 도교의 최고신
들은 바로 그런 도의 신격화된 모습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도교에서는 인간 사회의 위계질서를 모델로 하여, 우주의 모든 존재를
위계화하고 신적 존재들까지도 그 위계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상상력을
구사한다. 그 결과 도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신적 존재는 궁극적인 하나
의 도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서로 위계를 달리하면서
만신전(pantheon)의 위계질서 안에 재편된다. (도를 금에 비유한다면, 신
의 위계가 높을수록 순금에 가깝다.) 그 결과 도교에서는 시대마다 도파
마다 각기 나름의 특색을 가진 독자적인 ‘신통보’(theogony)를 창설했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남조의 상청파 계통에서 만들어진 
진령위업도였다. 당연히 진령위업도는 초기 도파의 신통보라는 한계
로 인해, 그 이후 시대에 확대, 확장된 도교 신령세계를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진령위업도의 신통보가 도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도교에서는 道가 다양한 신적인 존재들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유교
의 도 혹은 불교의 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교에서는 도와 수많은 신
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대도만신大道萬神’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대
도大道는 만신萬神으로 현현되고, 만신은 궁극적으로는 대도로 귀결된다
고 의미다. 그 ‘대도만신’의 체계 안에서는 위계가 높은 신들일수록 절대
적인 도에 가까운 존재로 이해되고, 위계가 낮아질수록 자연물에 가까운
존재, 즉 도에서 멀어진 존재로 이해된다. (우리 무속인들인 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속의 신 관념이 도교적 사유의 연장선상에 위
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도교적 이념을 어떻
게 이해하고, 그 도와 하나됨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다. 도와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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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를 체득한다, 혹은 도를 얻는다는 말은 무엇인
가? 그것은 전형적인 종교적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 간
단히 해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한다면, 나는 그
상징 언어는 신적 존재로 표현된 도, 즉 만신에 대한 종교적 의례와 기
의 수련이라는 두 다른 종교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종교적 실천의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적 존재에 대한 종교적 의례가 법이
라고 한다면, 기의 수련은 술이다.
(2) 道法의 실천
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 수련을 통해 도를 체득하여 영
원불사의 생명을 얻거나, 사회 전체로서 도의 권능이 실현된 이상 사회
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도를 실천
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도를 실현하는 방법을 法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차원에서 도를 실현하는 방법이 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도는 법法이라고 불리는 도교의 의례를
통해서 현실에 구현된다.2) (도교 의례 전체를 법이라고 부른다.) 도교의
법은 다른 말로 하자면 도교의 공식적인 의례다. 법은 의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도사가 의례 공동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종교
적 활동이다. 도교는 그 자체가 의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의례적 실천의 집합이다. 법의 종
류는 인간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종류만큼 다양하다. 종류의 다양성
2) 도교는 의례의 종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정교한 의례 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상사 중심으로 중국을 연구하는 우리 학계의 관행으로 인해 도교
연구는 도의 이론, 도의 형이상학이라는 극히 한정된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도교를
연구해 온 감이 있다. 그 결과 도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학문적 축적이
부족하다. 도교의 도교다운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교 법술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도 도교 의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연구 성과로서, 劉仲宇, 道敎法術, 상해문화출판사, 2002
가 대단히 중요하다.
9

退溪學論集 6호

에도 불구하고, 도교 의례(=법)는 우주적 원리(=도)를 이 세상에 실현하
는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고 정확한 절차와 규칙을 준수
하면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교 의례가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도교 의례는 도의 현현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신격에
대한 공경과 봉양이 중심을 이룬다. 의례를 실행하는 전문가(도사, 법사)
는 규정된 몸짓을 통해 추상적인 우주 원리인 도를 현실에 실현하기를
기원한다. 도는 의례적 실천(=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된다. 도의 실
현을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혹은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 세
상의 여러 문제, 재난, 불행을 치유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의례의 전문가
인 도사에게 청하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공경을 표시함으로써 도움
받기를 기원한다. 신들은 인간이 바치는 의례에 상응하는 권능을 이 세
상에 베푼다. 당연히, 신이라고 해도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를 해
결할 수는 없다. 신의 활동에 의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을 본다. 신의 권
능에 의해 세상에 만연한 사악한 기운이 제거되는 것이다. 적어도 의례
를 요구하고 집행하는 도교도는 그렇게 믿는다. 도는 자연 질서 그 자체
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연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위대
한 신적 존재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세상의 사악함을 제거하기도 한다.
도교의 법(=의례)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하거나 인간에 내재한 사악함,
혹은 세상에 만연하는 사악한 기운을 배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도교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의례적 실천을 통해 도를 사회에 실현
시키는 이론과 실천의 총체로 존재한다. 법이 없이 도는 실현될 수 없고,
법이 없이 신의 권능을 불러 올 수 없다. 종교로서 도교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도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법
(의례)의 위상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법을 도외시한 도교 논의는 사
실 공허하다. 도교는 실제적으로는 법의 총체로서 사회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법을 떠나서는 도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마치 가톨릭교회가 교회라는 조직의 매개를
통해서, 다시 말해 교회의 의례(미사를 비롯한 교회가 정한 의식들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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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성사들)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의례가 없다면 신자들이 하느
님 나라의 실현 및 구원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도교에서
도 마찬가지다. 법이 없이 도는 없다. 도교는 의례(법)를 통해서 도의 권
능이 이 세상에 실현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난과 악을
초래하는 ‘사악한 기’(=邪氣, 질병, 재난, 사회적 불의 등, 모든 바람직하
지 않은 현상은 사기邪氣가 초래한 것이다.)는 도교 의례, 즉 도교의 법
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결국 도교 의례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邪氣
를 제거하고 도의 완전함이 실현된 원초적 상태로의 회복을 의도한다.
그리고 법은 언제나 도의 근거를 가지고 도의 권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
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도법이라고 불리며,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적 종교적 지식을 지닌 자격자를 도사 내지 법사라고 부른다.3) 도의 철
학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의례적 전문가를 특히 법사라고
불러, 도사와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사 내지 법사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도교는 하나의 조직적-체계적 종교로서 사회 안에서 기능할 수 있
다. 도교가 의례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도교가 도법의 실
천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도교가 살아서 기능
하는 대만이나 홍콩에서 도법은 여전히 도교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4)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종교적 체계로서의 도교 의례, 즉 ‘도법’
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강력한 이단 비판
3) 도법은 도교 의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도장 안에는 다양한 도교 의례,
즉 다양한 ‘도법’을 집대성한 도밥회원이라는 중요한 문서가 존재한다. 도법은 단순
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송대는 그런 도법의 발전이 엄청나게 활발한
시기였다. 도장 안에 잇는 중요한 도교 의례 문서는 대부분 송대 이후의 도교에서
형성된 의례를 집성한 것이다.
4) 도교의 사회적 존재 방식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도교를 형이상학
적 사변 체계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도가와 도교를 나누고,
도가는 사변적인 철학 도교는 미신적인 종교라는 식으로 실제와 동떨어진 구분을
하는 논의가 나타난다. 도가와 도교를 구분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이용
주, 생명과 불사 : 포박자 갈홍의 도교 사상, 이학사, 2009년, ‘도교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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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가졌던 성리학자들은 도교의 의례적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민간의 무속적 의례와 결합된 도교적 법술을 淫祀라고 비판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도교적 수행법 전체를 일거에 부정했
던 것은 아니다. 유가 사인들이라고 해서, 도교 의례가 지닌 일정한 효
과, 실제적인 사기 제거의 효과 뿐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심리적 효과를
일거에 부정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공식적 도교 의례, 즉 도법이 정식
으로 훈련을 받고 도교의 공적인 타이틀을 받은 도사들에 의해서 실행
되어야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외부에 위치하는
사인들은 그 법을 실행하려고 해도 실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외부자가 도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일반인이 가톨릭 신분에게만 허용된 성사를 집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인의 관심은 그 종교적
의례를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준비, 정신적 준비를 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가톨릭의 사상 체계나 성서
의 이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식 신부
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서를 연구할 수 있고, 신부들에 의해 실행되
는 의례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더 나아가 종교적 목표에 대해 회의를
표명할 수 있다.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신교를 생각
해보면, 유교 사인과 도교의 관계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사제의 매개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신교에
서 사제와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개인 개인이
성서를 연구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신앙을 통해 사제의 매
개 없이 ‘직접’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사상
및 실천과 대단히 유사한 사태가 도교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도교
의 법과 분리된 도와 하나됨을 지향하는 새로운, 독특한 종교적 움직임
이 도교의 역사 안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3) 道術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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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떠나서 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개인적 수련을 통해 도를 체득
하는 것이다. 도교적 이념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신을 포함한 모든 형상을 가진 것은 기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진다. 도의 현현인 신이 기로 구성된
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형상을 가지지 않는 도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최고신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형상을 가지
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계가 낮은 신은 형상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순금과 순도가 낮은 금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순수한
기는 도와 동일한 것이다. 도가 세상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혹은 세상
이 도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기
이기 때문에, 창조의 최초의 순간에 출현한 태초의 기는 도와 동일한 것
이라고 하는 이론적 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기를 도교에서는 원기元氣라고 부른다. 그 원기는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는 도와 일치하는 기, 생명과 만물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순수한
기다. 도교의 주요 표어 중의 하나인 ‘道則氣(炁)也’ 라는 명제는 도와
원기는 동일하다는 의미다. 낮은 수준의 기, 순수함이 덜한 기는 무거운
기, 탁한 기로서, 도와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기가 다 도
와 동일한 것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 순금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면,
최고신은 최고로 순수하고 가볍고 고운 氣다. 덜 순수하고 무거운 氣일
수록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로 구성되고 도
에서 멀어 질수록 기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엉기어 물체를 만들어 낸
다. 기가 엉기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질 때, 그것을 기질氣質이라고
부른다. 잘 알려진 것처럼, 기질이라는 말은 성리학에서도 수용되어 있
다. 도교적 존재론은 최고 단계에서부터 점차 순도를 낮추어 가면서 “도
---> 순수한 기(원기)---> 신적 존재를 형성하는 기(=신)--->순수함
이 떨어지는 기(기질) ---> 물질”이라는 위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기질(물질)과 신(도)으로 구성된 중간적 존재다. (도
교에서 신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을 구성할 정도로 순
수한 기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런 이중성은 쉽게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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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도교 수련 이론, 특히 내단론에서는 낮은 차원에 속하는 기질
로 된 몸과 그 몸과 연결된 마음을 수련하여 점차 높은 차원의 기 내지
신의 차원으로 상승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도와 일체가 되는 수준을 획
득하는 단계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질을 수련하여, 기의 단
계로 나아가고 그 기를 수련하여 더욱 순수하고 정미한 정의 단계로 나
아가고, 다시 정미한 정을 수련하여 신의 단계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도와 일치한다고 도와 하나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낮은 기질의 차원에 머물러 우리 인간은 사실
알 길이 없다. 도교에서는 도와 하나가 된 인간, 다시 말해 순수한 기의
존재로 성화된 인간을 득도자, 도인 내지 신선이라고 부르고, 도와 하나
됨을 장생구시 또는 불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 개념들은
당연히 도교의 이상을 드러내는 종교적 상징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법을 통한
길이 아닌 개인의 수련을 통한 길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인도에서 베다 종교가 의례를 통해 신적인 존재에 일치하는 방법을 가
르치는 의례 종교였다고 한다면, 우파니샤드 이후에는 정신-신체적 수련
을 통해 궁극적 진리와 일치하는 방법의 탐색이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요가 수련을 통해 궁극적 실재를 신체화하는 기법으로 결실된 것과 대
단히 유사한 현상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개인적인 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단약의 복용과 기의 수련이다. 도교사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초기 도교에서는 연금술을 통해 만들어낸 금단약의 복용을 더 중요한
불사의 방법으로 보았지만, 후대로 올수록 특히 당대 중기 무렵부터는
정신과 기의 수련을 통해 불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도교 특유의
신체 연금술 이론이 만들어 진다. 그것이 지만, 기의 수련 이외에도 수
많은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학문적으로 전자를 외단, 후자를 내단
이라고 말한다.) 긴 역사 과정에서 도교는 엄청나게 다양성을 가진 기
수련 방법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역시 엄청난 종류에 달하는 보
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서 그 기의 수련법과 보조적 방법 전부를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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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기의 수련은 가장 단순하게는 먹고 마시고 살고 입는 것에서부터,
더욱 복잡하고 정제된 방법과 엄격한 절차를 가진 수련법이 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더욱 세분화되면서,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다른 방법들이
동원하기도 한다. 기의 수련법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중
요한 것이 호흡과 명상을 근간에 두는 내단 수련법이다. 내단법이 기 수
련의 최고 방법으로 다듬어 지기 이전에 존재하던 다양한 기 수련법은
궁극적으로 내단법으로 결실된다는 의미에서, 내단은 도교적 기 수련법
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토, 기후에 적응하는 삶의 실천인 기거법은 기 수련의
출발점이 된다. 기거법은 다시 수십 가지의 부수적인 세부 방법을 포함
한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음식의 조절을 통한 섭생이다. 섭생에는 다
양한 약물의 활용이 수반된다. 섭생과 약물 복용에도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세부적 방법이 포함된다. 그런 섭생과 약물 복용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기의 수련은 공리공담이 된다. 섭생
에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과 일상적 음식을 끊는 단식, 벽곡의 수련
법이 포함된다. 단식과 벽곡법 역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지 위해서는 적절한 신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넓게 도인법이
라고 불리는 요가적 신체 운동은 기 수련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
정이다. 도인법 역시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방식이 있다. 그다음
으로 대단히 중요한 방법으로 수많은 종류의 호흡법이 있다. 흔히 행기,
복기, 태식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호흡법은 도인법은 기 수련의 본질에
다가가는 중요한 수련이다. 도인, 호흡은 정신적 수련을 동반한다. 정신
적 수련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이 내관, 내시, 존사, 수일 등 명상적
기법이다. 내단은 그런 모든 방법을 포괄하고 종합하는 도교 기 수련법
의 정화라고 말할 수 있다.
(4) 중요한 법기들 : 부적, 검, 거울, 인장
기 수련법 이외에도 그 종류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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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방법이 존재한다. 부적을 이용하거나, 기타 도구(법기法器라고 부른
다.)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 법기들 중에서 도사에게 거의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울, 검, 인장 등이다. 거울(銅鏡)은 사물의 본질
을 파악하게 하는 성스러운 투시력을 가진다. 동시에 그것은 내면 세계
를 비추어 보는 신령스런 물건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거울은 맑은 마음
을 상징한다. 검劍은 도사의 권능을 상징한다. 도사의 역할이 사악한 기
운, 귀신의 침해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칼은 귀신과 싸워 사
악한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 무기이다. 따라서 검
은 도교에서 도사의 무력적 권위를 대변하는 상징이 된다.(왕들 역시 무
력적 권위의 상징으로 칼을 지닌다. 조선 시대의 왕들이 지닌 칼은 도사
의 검과 대단히 닮았다. 우리나라 고궁박물관에는 조선 왕들이 사용하던
검이 전시되어 있다. 도교의 검과 대단히 비슷하다.) 인장印章 역시 그
인장을 사용하는 자의 신적 권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천자의 지위
를 상징하는 옥새玉璽를 연상해보라!) 때로는 문자적 형상, 때로는 비 문
자적 형상을 가진 인장은 그 인장을 가진 자가 진정한 도술의 습득자이
며, 일정한 신적 존재로부터 권위와 권능을 보증 받았다는 것을 표시한
다. 나아가 부적符籍은 우주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기가 문자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운문雲文, 영보靈寶라고 불리기도 하는 부적
은 하늘에서 계시된 신성한 문자로, 그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
고 습득하는 것은 전문적인 도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부적의 글씨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신의 권능을 발
휘하는 에너지의 응집물로 여겨진다. 천상의 신적 에너지가 응축된 부적
은 귀신이나 요괴, 맹수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도교의 부적 신앙은 나중에 불교나 민간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충
분한 수련을 쌓은 도사를 그 부적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귀신을 쫒
아낼 수 있다고 믿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도교의 다양한 기 수련법과 보조적 방법은 한마디로
술術이라는 이름으로 종합할 수 있다. 술은 문자적으로는 방법, 길을 의
미한다. 어원적으로 술은 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술은 도에 이르는
16

퇴계와 도가 수련(이용주)

길, 도에 이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술道術이라고 불린다. 또한 술은 도
교의 의례인 법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술法術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것은 정해진 방법과 방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방술方
術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와 하나가 됨을 실천하는 道士는 道術을 연
구하는 자이며 法術을 실천하는 자이다. 종교 체계로서의 도교 안에서
도사는 먼저 도술, 법술, 방술을 배우고 훈련하여 개인적으로 도를 얻어
서 도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의 수련 및 보조적 방
법을 동원하여 도를 획득한 도사는 스스로 불사의 존재인 신선되는 것
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한편으로 그 도를 이 세상에 실현하여 인민을 고
통에서 구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도사는 도법(도교 의
례)를 실행하는 지식까지도 습득해야 한다. 자기 구원을 얻은 도사는 그
권능을 바탕으로 도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을 습득하지 않은 도사는 법을 실행할 수 없다. 스스로 도를 얻는 것
을 도교에서는 자기 구제(=自度=自渡)라고 말한다. 나아가 자기가 얻은
힘을 세상에 베풀고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
이 도인度人(=渡人)이다. 도교는 자기 구원과 타자 구제 또는 세상 구원
이라는 이중적 구제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념에서 본다면, 도사가
도술을 습득하여 득도해야 하는 이유는 도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을 얻기 위해서다. 자기 구원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교 체계
안에서 술은 술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법의 실천을 위한 준비
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처럼 도교에서 도와 법과 술은 분리되지 않는
일체로서 존재한다.
(5) 도술의 대중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수련 내용을 포함하는 도
술은 도교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중화 일반화되는 길을 걷는다. 선약복용,
기거, 섭생, 도인, 방중, 호흡, 명상 등의 개인적 기 수련법은 적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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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배운다면 언제 어디서든 종교적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유용한 내
용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효과가 보장된다. 굳이 종교적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물 복용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금단대약金丹大藥처럼 특별히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비법을
요구하는 약물을 일반 사인이 복용하거나 구하는 일은 어려웠을 수 있
지만, 일상적인 활용도가 높은 목초약을 복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
다. 도교의 약물 지식은 나중에 대중화되어 일상적인 의학 지식으로 널
리 응용된다. 특별한 금기가 제한이 없는 다른 도술, 예를 들어, 섭생, 기
거법, 도인, 방중, 호흡, 명상 등의 기법은 더 활발하게 대중화 되었고,
불교적 혹은 유교적 수행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나중에서 그
것이 본래 도교에서 연원한 수련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망각 되고 만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도교적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 완화되기도 하고,
또는 유교 특유의 개념으로 변형되기도 하면서 도교적 색체가 희석되는
과정을 겪는다. (유교와 불교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했던 것처럼, 도
교와 불교 역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한다.)

3. 퇴계와 도가 수련 : 활인심방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도교의 사회적 효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도교라는 종교 자체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들
은 일반 민중의 삶에서 도교적, 불교적, 무속적 종교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활
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5) 성리학의 강력한 이단비판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전통 국가
5)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유교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는 전통 국가에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과제였다. 국가는 국가가 용인할 수 없는 종교적 활동
을 ‘음사’라고 배척하는 한편, 통제, 용인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賜額을 내리거나 祀典에 등록하는 등의 공인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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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비유교적 종교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또 적절하게 용인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 그 증거다. 성리학의 이단비
판론은 그런 역사적인 국가의 종교 통제 정책을 전제로, 그 정책에 대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리학의 이단비판을 곧바로 유교 이외의 타 종교에 대한 철저한 탄압
내지 타종교의 말살론이라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조선시대의 유교가 주
자학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중국에서보다 더 철저한 이단 비판, 이단
배척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선 유교 지식인들 역시 그런 철저한 이단
배척의 태도를 관철했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의 삶에서 유교 이외의 모
든 종교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탄압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
철저한 종교 탄압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실 정치의 방법론으
로서도 현명한 것이 아니다.
조선의 현실 안에서 종교적 시스템으로서 도교가 어떤 식으로 존재했
는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퇴계의 작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 사인들도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 체계를 전혀 고려하
지 않으면서, 다양한 도교의 방술方術을 학습하고 연구했던 것은 거의
분명하다. 조선 시대 전체에 걸쳐, 후대의 학자들이 조선 ‘단학파’라고 부
른 일군의 수련자 집단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 소위 조
선 단학파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들을 곧바로 도교의 실천자(=도사)와 동
일시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도교의 신앙
을 전제로 하면서 기를 수련하거나 기 수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내단법을 실행하고, 더 나아가 신선 약물을 얻기 위해 외단(도교 연금술)
을 실천 수행했던 인물들이 존재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당송 시기를 거치면서 반드시 도사라는
종교적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않더라도, 일반 사인士人들이 도교적 기 수
련법이나 방술을 수련, 실행했던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도
가 종교 의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민중의 종교 활동을 통제했다. 유교 국
가의 민중 종교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을 참고. 이용주, 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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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방술을 수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도교의 실천자 내지 도사
라고 말할 수는 없다.6) 주자가 도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
를 취하면서도 도술, 방술을 연구하고 실행했던 것이나, 퇴계가 도교적
방술을 다룬 활인심방을 필사하고 거기에 기록된 수련법을 수행했다
는 것은 그런 사정을 잘 말해 준다.
퇴계의 활인심방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의 직접 저술이 아니라
명대 주권이 정리한 구선활인심법臞仙活人心法의 일부를 퇴계 자신이
필사한 것이다.7) 퇴계의 자저가 아닌 활인심방을 토대로 도교의 수련
법에 대한 퇴계의 이해, 내지 퇴계와 도교의 직접적인 사상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국 성리학자들은 물론 주자 본인
이 도교의 수련법, 특히 내단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기공 수련법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그 수련법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고
려할 때, 송대 성리학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았던 퇴계가 도교의 기 수련법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직
접 실천했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사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조
선의 도학이 중국의 성리학보다 훨씬 더 강한 이단 비판적 태도를 견지
했던 전반적인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조선 도학의 태두이자 완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퇴계가 도교적 기공 수련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또 도
교 계통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활인심방을 필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은 언뜻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당송 이후의 중국에서는 물론이
고 조선에 있어서도, 연원적으로 볼 때 도교의 종교적 실천 방법의 하나
인 기공 수련법은 이미 도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 특유의 수행법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신체 보건술 내지 신체 훈련의 하나로 일반
6) 도교적 기 수련자들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아마 조선 시대 이래의 전
통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아직 그들의 실태, 실체, 더
나아가 그들의 종교적 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도교 유사한
종교적 입장을 가진 수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7) 활인심방의 문헌적 상황에 대해서는 활인심방을 번역하고 해설한 이윤희씨의 해
제를 참고한다. 이황편저, 이윤희 역해, 활인심방, 예문서원, 2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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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士人의 생활 속에서 깊이 전파되어 있었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고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 송대 이후 내단을 비롯한 기공 수련은 이미 도교라고
하는 이단적 종교 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대중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
었다. 성리학의 초기 정초자들이 도교의 기공 이론 및 실천에 깊은 이해
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특히 성리학의
완성자인 주자 자신이 남송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도교
내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런 수련법의 효능에 대
해서 신뢰를 보내는 한편 도교 수련의 비밀을 담은 문헌으로 알려진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대한 주석서를 쓰고 있다는 것 역시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기공 수련법이 12세기 무렵에 이미
대중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정황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요가 수련이 힌두교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론과 무관하게 하나의 신체 체조, 심신 훈련의 방법으로 대
중화되어 유행하는 현상과 유사한 사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활인심방은 도교의 기 수련법을 보여주는 문서였지만, 그 활인심방
이 저술된 명대 초기에 이미 도교는 당송 이전의 도교와 상당히 다른
지향과 내용을 가진 것으로 변질, 변형되어 있었다. 활인심방 원본의
저자라고 알려진 주권朱權은 명태조의 아들 중의 하나로 당시에 상당히
유행한 도파의 하나인 정명충효도淨明忠孝道를 전습했다고 하는데8), 아
마도 퇴계가 큰 부담 없이 활인심방을 필사하고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저자의 신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
한 정명충효도는 전진도, 태일교, 대도교 등과 함께 남송, 원명시대 이후
에 등장한 새로운 도파로서, 그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편
으로는 도교 특유의 내면 수련을 강조하면서도 충효 등 유교 윤리를 적
극 고취하고,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도교와 결합시키는 삼교
합일三敎合一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당연히 그런 새로운 도교 운
8) 胡孚琛 주편, 中華道敎大辭典,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5.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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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결과 도교의 세속화, 도교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가 활인심법을 수용하는데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문서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활인심방은 서문에서 도교의 궁극적 목표9)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의
요점을 “태초의 기를 조화롭게 만들고, 사치스런 음식을 버리고, 좋아하
고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10)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기 조절, 소박한 생
활, 욕망의 포기는 장생구시의 기본 조건이다. 그런 기본 위에서 기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도인導引(기 순환을 위한 신체 활동)을 보조적 수단
으로 활용하면서 “氣血의 조화”(和氣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실
적으로 인간 세계에 만연하는 질병과 재액은 불사를 가로막는 제1의 난
관이 된다. 그 난관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도 도움이
되지만,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 “심(마
음)은 신의 주인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다 심을 따른다. 따라서 심은
재난의 뿌리다. 또한 심은 도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고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체를 흐르는 기의 통로가 모두 안정된다. 움직이면 혈기가
혼란에 빠지고 온갖 질병이 공격해 들어온다.”11)
9) 도교의 종교적 이상은 장생, 불사, 득선, 득도 등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調泰鴻之炁, 薄滋味, 寡嗜慾.”(활인심방 서문) 활인심방의 원문은 이윤희씨가 정리
한 것을 사용하지만, 원문의 이해와 번역은 이윤희씨의 것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
서 태홍은 태초, 태홍의 기는 원기를 의미한다. 도교에서는 원초적인 순수한 기,
즉 元氣를 일반적인 공기 중의 기, 물질을 형성하는 기와 구분할 때, 특별히 기炁
자를 사용한다. 원기를 先天의 氣(炁), 호흡의 기를 後天의 氣라고 구분하는 경우
도 있다. 도교 수련에서 의미를 가지는 기는 원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점에서 도교의 기 수련을 단순한 호흡 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老子曰, 心爲神主, 動靜從心, 心爲禍本, 心爲道宗, 靜則心君泰然, 百脈寧謐, 動則血
氣昏亂, 百病相攻.”(서문) 여기서 神은 신체를 관장하는 온갖 신들, 그리고 그 신들
의 집합으로서 인간의 정신 작용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도교에서는 인체와 자연
계는 상동적 호응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와 마찬가
지로 인체에도 신이 존재한다고 상상한다. 인체 내부의 정신 작용, 혹은 그 정신
작용을 관장하는 어떤 역량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체내의 신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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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의 장생 수련법은 다양한 방술을 동원하지만, 근본이 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과 그 안정에서 얻어지는 기혈의 조화다. 마음 다스림의 중
요성은 활인심방의 전체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론
상편의 첫 번째 논설에서 도교 수련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으로서 다
시 거론된다. “태백진인이 말한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
려야 한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것이 도를 얻는 기초가 된다.”12)
이어서 내관경을 인용하면서, “도를 아는 것은 쉽지만 도를 믿는 것은
어렵다. 도를 믿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도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만 도를 얻기가 어렵다. 도를 얻기는 쉽지만 도를 지
키기가 어렵다. 도를 지켜 잃지 않으면 장생불사할 수 있다.”13)고 말한
다. 마음 다스림이 득도의 기초이며, 득도는 결국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활인심방
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즉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
하는데, 그 방법들은 표면적으로는 원기元氣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하
지만, 실질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도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
인 윤리, 도덕적 태도가 열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교 특유의
기 수련에 들어가지 전에 윤리,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입장은 멀리 포
박자에서 보이는 것으로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한 것
처럼, 활인심방의 원저자가 정명충효도 계통의 삼교합일적 사상을 전
수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도교 수련은 이미 권선서勸善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퇴계
는 활인심방을 필사하고 실천하는데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
는 바로 그 책의 이런 성격 때문일 것이다.
여기까지 본다면, 활인심방의 득도 수행론은 유교적 윤리 도덕 질서
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몇 가지 도교 특유의 개념들이 등장하기는 하
하기도 한다.
12) “太白眞人曰, 欲治其疾, 先治其心, 必正其心, 然後資於道.” (활인심방)
13) “內觀經曰, 知道易, 信道難. 信道易, 行道難. 行道易, 得道難. 得道易, 守道難. 守而不
失, 乃可長生.”(활인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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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 역시 어차피 상징적인 성질을 가지는 개념이라면, 유교적 논
리 체계 속에서 해석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도교적 기 수행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3절의 양생지법 이후
부터이다. 3절에서는 크게 보아서 기거, 섭생, 방중의 양생술이 언급되고
있으며, 4절의 마음 다스리기, 5절의 도인 양생술, 6절의 육자결, 7절의
역장법(오장의 사기邪氣를 내치는 수련법) 등, 동공動功 중심의 기공 수
행법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도교 기 수련법의 핵심
에 해당하는 내단 수련법과 중요한 약물이 소개되고 있다.
도교 수행법, 즉 도교 방술의 핵심은 역시 내단 수련이다. 그 내단법
은 당송 이후에 기존의 모든 도교 방술을 종합하는 도교 기 수련의 완
성태로서 출현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퇴계가 필사한 활인
심방은 정·기·신의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내단 수련법을 활인법 전체의
마지막에 놓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극히
피상적일뿐 아니라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 당송기에
극도로 정교화된 도교 내단 수련법의 전모를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내단 수련법에 대해 퇴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아쉬움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활인심방이 정명충효도 계통에 속하는 도교 수련
문서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록된 기 수련법은 도교 특유의 성격이 상당
히 희석된 형태의 수련법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퇴계가 활인심방의 내용을 필사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행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 본격적인
도교의 종교적 이념을 담은 기 수련법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 점에서 도교 더 나아가 도교적 기 수련법에 대한 한국 성
리학자들의 태도는 중국의 경우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도교를 비롯한 소위 이단 종교에 대한 태도의 개방
성이라는 면에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중국의 성리학자들에 비해 현저
히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만, 퇴계와 활인심방의 관계는 그 예상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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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례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金)에 투고 완료되어.
2010년 5월 10일(月)부터 5월 20일(木)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5월 24일(月)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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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egye Yi Huang and Taoist Qi Exercise
Lee, Yong-ju
From the stage of constructing the philosophical system,
Neo-confucianism was deeply involved with Taoist philosophy. As
Neo-confucian philosophers had the aim of refuting Buddhism and
recovering classical Chinese value system, they abundantly adopted
Taoist philosophical concepts and thoughts. The Taoist philosophical
system which influenced Neo-confucianism was mainly that developed
during Han-Tang era.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oism and Neo-confucianism without understanding Han-Tang
Taoism. After Song era on, meta-physical speculations on the Tao and
the themes and methods of Qi-practices diffused beyond the boundary
of Taoism to popular society. We can call it the phenomenon of
secularisation of the Qi-practices. Various kinds of Qi-practical systems
were extremely popularised among confucian scholars, and also
influenced to rebuild Neo-confucain self-cultivation system. Also, apart
from religious aspects Taoism, Neo-confucian scholars practiced
Qi-gong(qi-practice based on Taoist religious belief system) as a private
gymnastic exercise. The tendency of securarisation of the Taoist Qigong
was also witnessed in Chosun Dynasty Neo-confucian milieu. Different
from China, Neo-confucianists of Chosun Dynasty practiced Qigong
exercise in their every day lives. Toe-gye Yi Huang who was completed
Chosun Neo-confucaism practiced Qigong in his daily life and made a
copy of Taoist Qi-practice manuel by himself. In this article I sketched
the relation between Taoism and Neo-confucianism,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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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confucianist’s concern for Taoism, through
Huo-ren-xin-fang(A manuel for giving life 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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