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無住)

1. 어원적 근거와 개념 풀이

⑴ 어원적 근거

무주(無住) 혹은 무소주(無所住)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어는 주로 apratiṣṭha 혹은

apratiṣṭhita이지만 aniketa도 무주(無住)로 번역된다. apratiṣṭha와 apratiṣṭhita의 어근(語根)

은 ‘서다[立]’, ‘정지하다[止]’, ‘머물다[住]’, ‘앉다[坐]’라는 뜻을 가진 동사 Sthā인데, 여기에

‘-에 대(對)하여’, ‘-에 반(返)하여’, ‘-를 향(向)하여’, ‘-위에’의 뜻을 가진 부사 prati가 앞에

붙어서 ‘-에 머무는’, ‘-에 서 있는’, ‘-에 안주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pratiṣṭha가 되

고, 여기에 부정접두어(否定接頭語) a가 붙어서 apratiṣṭha가 된다. 또 동사 Sthā의 과거수동

분사인 sthita에 부사 prati가 붙어서 pratiṣṭhita가 되고, 여기에 부정접두어 a가 붙어서

apratiṣṭhita가 되며, 다시 apratiṣṭhitatva라는 중성명사로 변화한다. 중론(中論)에서는 동사

Sthā의 과거수동분사인 sthita에 부정접두어 a가 붙은 asthita가 ‘부주(不住)’로 번역되어 있

다. 유마경(維摩經)에서는 동사 Sthā에서 파생된 중성명사 sthāna(‘주(住)’, ‘주처(住處)’, ‘좌

(座)’로 한역)에 부사 prati와 부정접두어 a가 붙은 apratiṣṭhāna도 ‘무주(無住)’로 번역된다.

형용사 apratiṣṭha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능가아

발타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입능가경(入楞伽經) 등의 경전

에서 ‘불주(不住)’, ‘무주(無住)’, ‘무소착(無所著)’, ‘무소염(無所染)’ 등으로 번역되고, 과거수동

분사 apratiṣṭhita는 유마경, 대방광불화엄경, 대승입능가경,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若波羅蜜

多經), 금강반야바라밀경(金剛般若波羅密經) 등의 경전에서 ‘불주(不住)’, ‘무주(無住)’, ‘무소

주(無所住)’ 등으로 번역된다. 중성명사 apratiṣṭhitatva는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

서 ‘무주(無住)’, ‘주무(住無)’로 번역된다. 무주(無住)와 결부된 용어로는 ‘무주심(無住心)’, ‘심

무소주(心無所住)’로 번역되는 apratiṣṭha-mānasa1),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으로 번역되는

apratiṣṭha-nirvāṇa2), ‘주무주정려(住無住靜慮)’로 번역되는 apratiṣṭhā-dhyāna-vartana3), ‘부

주열반(不住涅槃)’으로 번역되는 apratiṣṭhito-nirvāṇe4) 들이 있다.

aniketa는 ‘주(住)’, ‘주처(住處)’, ‘소(所)’, ‘처(處)’, ‘소혈(巢穴)’5) 혹은 ‘착(著)’, ‘탐착(貪著)’,

‘탐애(貪愛)’, ‘착처(著處)’, ‘의착처(依著處)’6) 등으로 한역되는 niketa에 부정접두어 a가 붙은

것으로서, 대방광불화엄경, 보요경, 방광대장엄경, 불본행집경, 번역명의대집, 대승집보살학

론, 대보적경(大寶積經) 등에서 ‘무주(無住)’, ‘무처(無處)’, ‘무착(無著)’, ‘무염(無染)’, ‘무상(無

相)’ 등으로 번역된다.7)

1)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若波羅蜜多經)

2) 번역명의대집(飜譯名義大集)

3) 상동(上同)

4) 상동(上同)

5) 보요경(普曜經),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번역명의대집, 대승집보

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

6) 대방광불화엄경, 십주경(十住經), 십지경(十地經), 대승집보살학론.

7) 이상은 주로 다음 사전을 참고하였다 : 鈴木學術財團編, 漢譯對照 梵和大辭典新裝版(講談社,
1988)p.51, 94, 672, 828, 842, 1514-1517.



‘무주’, ‘무소주’로 번역되는 팔리어는 appatiṭṭha, appatiṭṭhaṁ, apatiṭṭhaṁ 등인데, ‘-에 대

하여’, ‘-에 반하여’, ‘-를 향하여’를 의미하는 접두사 pati와 ‘서다’, ‘머물다’, ‘살다’, ‘존재하

다’, ‘지속하다’, ‘남다’를 뜻하는 동사 tiṭṭhati(=ṭhati)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

patiṭṭhāti(=patiṭṭhahati)에 부정접두어 a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티베트어는 gnas med pa 혹은 mi gnas pa가 ‘부주(不住)’, ‘무주(無住)’, ‘무소주(無所住)’,

‘무소의지(無所依止)’, ‘불안(不安)’, ‘불안정주(不安定住)’ 등으로 번역되고, mi gnas pa 혹은

rten pa med pa가 ‘무소의지(無所依止)’로 번역되고, mi gnas pa'i myang 'das가 ‘무주열반

(無住涅槃)’,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으로 번역된다.

한문은 ‘無住’, ‘無所住’, ‘不住’, ‘非住’, ‘沒住’, ‘莫住’, ‘勿住’, ‘未住’가 있으나, 주로 나타나는

표현은 ‘無住’, ‘無所住’, ‘不住’, ‘非住’이다. 산스크리트와 팔리의 부정접두사 ‘a’가 ‘無’, ‘不’,

‘非’, ‘未’, ‘勿’, ‘沒’, ‘莫’ 등으로 한역(漢譯)되기 때문이다.

무주(無住)를 뜻하는 이상과 같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의 영어 번역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not abiding, not permanently fixed, having

no solid ground, does not remain, nondwelling, no value, fluctuating, unsafe, instability,

impermanence, not standing still, without a footing or ground to stand on, bottomless,

things having no independent nature of their own, they have no real existence as

separate entities, no means of staying, unattached, not in bondage to anything.8)

⑵ 개념 풀이

‘머묾 없다’ 혹은 ‘머물지 않는다’고 번역될 수 있는 ‘무주(無住)’ 혹은 ‘무소주(無所住)’의

불교에서의 의미는 불교의 핵심인 깨달음, 해탈, 열반, 반야, 연기, 중도, 공, 무애(無礙), 자

재(自在) 등을 나타내는 말이며, 법계의 실상(實相)을 가리키는 말이다. ‘머문다’는 것이 ‘반

연(攀緣)한다’, ‘집착한다’, ‘애착한다’, ‘묶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곧 이름

과 모양을 분별하여 분별된 이름과 모양에 머물러 집착하고 묶여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

름과 모양에 머물러 집착하고 묶여 있는 것은 바로 중생심의 특징으로서 번뇌, 고(苦) 등으

로 불리는 불행하고 불만족한 삶이다. 불교는 이러한 번뇌와 고로부터의 해탈을 목적으로

한 가르침이고 공부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해탈의 길에서 석가모니는 지금까지 머물러 집

착했던 대상인 이름과 모양이 실체가 아니라 허망한 가상(假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허망한 가상이므로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고, 허망한 가상에 머물러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

가 있는 것이다.

이 허망한 이름과 모습은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지만, 실재로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곧 ‘이것’을 분별하면 동시에 ‘저것’이 분별되고, ‘저것’을 분별하면 동시

에 ‘이것’이 분별된다. 분별이란 ‘이것’과 ‘저것’이 언제나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분별되어 이름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개별적 대상은 언제나 상호 인연이 되

고 상호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별되어 나타나는 삼라만상은 언제나 단

8) Sir Monier Monier-Williams, A Sanskrit-English Dictionary(Tokyo: Meicho Fukyukai,
1986). T. W. Rhys Davids and William Stede, The Pali Text Society's Pali-English
Dictionary(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86). Tibetan-English
Dictionary(http://www.nitartha.org/dictionary_search04.html). William Adward Soothill and

Lewis Hodous,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Taipei: Ch'eng Wen Publishing
Company, 1975).



독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다른 것들과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

진다. ‘이것’이라는 이름과 모양이 나타나면, 동시에 ‘이것 아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남에는 ‘이것 아님’이 그 배경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이것 아님’의 배경이 되어서, 나

타나면 같이 나타나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비록 ‘이것’과 ‘이것 아님’이 나타

나고 사라지며 삼라만사의 세계가 성립되고 있지만, 세계 속에 있는 개별자들은 결코 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삼라만상은 자성(自性)이 없다.

이처럼 세계는 분별의 세계로서 분별된 하나하나의 이름과 모습은 언제나 다른 이름과 모

습과 서로 의존하여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마치 호수의 물결이 수 없이 많지만

모든 물결이 서로서로 마루가 되고 골이 되며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렇게 ‘이것’과 ‘이것 아님’이 서로 연관되어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지며 개별적으로는 독립

된 자성이 없는 것을 일러 연기(緣起) 혹은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한다. 세계를 구성하는 만

법은 서로 인연(因緣)이 되고 서로 반연(攀緣)하여 함께 나타나고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

러므로 세계는 연기된 세계이며 만법은 연기된 법으로서, 개별적으로는 실재(實在)하는 자성

(自性)이 없다. 실재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는 나타나 있지만, 동시에 공(空)이다. 즉

연기된 세계요 공인 세계는 나타나지만 나타남이 없고, 사라지지만 사라짐이 없는 것이다.

생멸(生滅)하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불생불멸(不生不滅)하는 세계가 곧 세계의 실상(實相)이

다.

그러나 중생의 분별심은 세계와 만법의 이러한 실상에 어두워서[無明], 생멸하는 하나하나

의 만법이 제각각 따로 독립하여 자성을 가지고 생멸한다고 여기고는 ‘저것’을 버리고 ‘이것’

을 취하려 하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얻으려 한다. ‘이것’이라는 배경을 버리고 ‘이것 아

님’을 얻으려 하고, ‘이것 아님’이라는 배경을 버리고 ‘이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이처럼 ‘이것 아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이것 아

님’은 버리고 ‘이것’을 얻으려 든다면, 빛을 버리고 그림자를 얻으려는 것처럼, 혹은 물결의

마루를 버리고 골을 얻으려는 것처럼 허망한 일일 뿐이다. 이런 허망한 일에 몰두하므로 고

와 번뇌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번뇌는 머물러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분별된 하나하나의 이름과 모양에

머물러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번뇌에서 해탈하려면 머물러

집착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어떤 이름과 모양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

은 의식적으로 분별하여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지혜이다. 의식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이름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 것은 곧 허무한 공무(空無)에 떨어져서 헤매거나

무분별(無分別)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의식은 언제나 흑백논리의 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결은 허망하므로 물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의식은 곧 물결

이 없는 순수한 물만을 취하려 한다. 물론 이것은 성취될 수 없는 일이고 도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음이다. 이처럼 하나를 취하며 하나는 버리는 것이 곧 중생의 분별심의 특징이다. 허

망한 물결에 속지 않고 진실한 물을 깨닫는다는 것은 물결을 버리고 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

라, 취함에도 머물지 않고 버림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中道)이다.

진실한 물을 깨닫는다는 것은, 물결 하나하나을 분별하여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물결(假相)을 버리고 물(實相)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결에도 머물지 않고 물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결은 물결대로 하나하나

분별되지만, 그 분별된 물결은 언제나 한결같이 물이고, 한결같이 물밖에 없지만 모든 물결

하나하나는 역시 항상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가 곧 모든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곧 하나로서, 하나에도 막히지 않고 모든 것들에도 막힘이 없다. 즉 일즉일체(一卽一切)요

다즉일(多卽一)로서 원융무애하여 장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도 머물지 않고

‘이것 아님’에도 머물지 않아서 ‘머묾 없음에 머무는[住無所住]’ ‘무주(無住)’이다. 그러므로

‘무주(無住)’는 법계의 실상(實相)이요, 해탈이요, 열반이다.

이러한 ‘무주’를 아함경에서는 십이지연기(十二支緣起)의 소멸이라 하고,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般若波羅蜜多)의 실행이라 하고, 중론에서는 연기(緣起)․중도(中道)․공(

空)․희론적멸(戱論寂滅)이라 하고, 화엄종(華嚴宗)에서는 법계연기(法界緣起)라 하고, 천태

종(天台宗)에서는 공가중(空假中) 삼제(三諦)라 하고, 유마경과 선종(禪宗)에서는 근본(根

本)이라 하고, 유식학(唯識學)에서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 하고, 열반경에서는 법성

(法性)이라 한다. 다만, ‘머문다’와 마찬가지로 ‘머물지 않는다’, ‘머묾 없다’도 일반적으로 주

어(主語)로 서용되는 개념이기 보다는 서술어(敍述語)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으

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컨대, ‘반야바라밀다는 머묾도 없고 머물지 않음도 없는

무주(無住)이다’라거나, ‘중도란 머묾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반야바라밀다와 중도를 주로 언급하고 무주를 언급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용어들의 실

내용은 곧 무주인 것이다.

2. 역사적 텍스트별 용례

⑴ 아함(阿含)

아함경에 ‘무주(無住)’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두 곳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나타나 있다. 첫째는 연기법을 밝히는 곳이고, 둘째는 무집착(無執著)을 가르치는 곳이다.

연기법은 집착할 만한 어떤 법도 없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둘 모두 결국 집착을 떠난 해탈

을 가리키는 의미로 ‘무주’가 사용되고 있다.

① 연기(緣起)의 해명

“아난아, 만약 식(識)이 없다면 명색(名色)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난아,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색이 식에서 말미암으며 식에 연유(緣由)하여 명색이 있음을 안다. 내가 말하

는 뜻은 이것이다. 아난아, 명색에 연유하여 식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만약 식이

명색에 머물지 않는다면, 식은 머무는 곳이 없을 것이다. 만약 머무는 곳이 없으면, 어찌 생,

노, 병, 사, 우, 비, 고, 뇌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난아, 만약 명색이 없다면 어찌 식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아난아, 나는 이런 이유로 식은 명색에 연유하며, 명색에 연유하여

식이 있음을 안다. 내가 말하는 뜻은 이것이다. 아난아, 이 까닭에 명색(名色)은 식(識)에 연

유하고, 식(識)은 명색(名色)에 연유하고, 명색(名色)은 육입(六入)에 연유하고, 육입(六入)은

촉(觸)에 연유하고, 촉(觸)은 수(受)에 연유하고, 수(受)는 애(愛)에 연유하고, 애(愛)는 취

(取)에 연유하고, 취(取)는 유(有)에 연유하고, 유(有)는 생(生)에 연유하고, 생(生)은 노사우

비고뇌(老死憂悲苦惱)의 커다란 고통의 덩어리에 연유한다.”9)

9) 阿難 若無識者 有名色不 答曰 無也 阿難 我以是緣 知名色由識 緣識有名色 我所說者 義在於此

阿難 緣名色有識 此爲何義 若識不住名色 則識無住處 若無住處 寧有生․老․病․死․憂․悲․

苦惱不 答曰 無也 阿難 若無名色 寧有識不 答曰 無也 阿難 我以此緣 知識由名色 緣名色有識



여기서는 십이지연기설(十二支緣起說)의 12지 가운데 무명(無明)과 행(行)을 제외한 10지

의 연기(緣起)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곧 상호 인연하여 존재한다는

뜻임을 밝히고 있다. 즉, 명색(名色)은 식(識)에 반연(攀緣)하여 (식으로 말미암아) 있고, 식

은 명색에 반연하여 (명색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명색과 식이 각각 독자

적으로 있을 수는 없고, 상호 연기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초기불교에서 반야, 중관으로

이어지는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연기설(緣起說)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아함경의 연기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미암는다’, ‘반연한다’는 표현을 대신하여 ‘머문다[住]’고 말하고 있다.

즉 ‘머문다’는 말은 ‘반연한다’,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 ‘연기(緣起)한다’라는 뜻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물지 않는다[不住]’ 혹은 ‘머묾이 없다[無住]’는 말은 연기하

여 펼쳐지는 대상세계를 따라가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곧 공(空)이요 중도(中道)

라는 분별망상이 소멸된 해탈로 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분별망상에서 해탈한 열반을 나타내는 ‘무주(無住)’는 뒤에 반야경에서 ‘머묾 없음에 머문

다’ 혹은 ‘머물러도 머묾이 없다’[住無所住]는 반야바라밀다(般若波羅蜜多)의 실천으로 나타

나고, 나가르주나에 의하여 만법은 연기(緣起)에 의하여 시설(施設)된 가상(假相)이며 진실

은 공(空)이라는 중도(中道)로 드러나며, 나아가 유마경의 ‘머묾 없는 근본에서 일체법이 성

립한다[從無住本立一切法]’로 연결되고, 마침내 중국 조사선의 ‘무주를 근본으로 한다[無住爲

本]’에까지 이르게 된다.

② 무탐(無貪)의 가르침

“어리석은 범부와 배우지 못한 중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범부와 배우지 못한 중생은 ‘나도 없고 내것도 없으니, 둘 모두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여, 넷에 반연하여 식(識)이 머문다. 무엇이 넷인가? 색(色)에 식이 머무는 것,

색에 반연하는 것, 색을 좋아하는 것, 널리 생장(生長)을 증진시키는 것과 수(受)․상(想)․

행(行)에 식이 머무는 것, 반연하는 것, 좋아하는 것, 널리 생장을 증진하는 것 등이다. 비구

여, 식(識)은 여기에서 오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일어나거나 사라지거나 하며 널리 생장을 증

진한다고 말한다면, 다시 다른 법(法)이 있을 것이다. 식(識)이 만약 오거나 가거나 머물거

나 일어나거나 사라지거나 널리 생장을 증진한다면, 여기에는 단지 말이 있을 뿐이다. 물었

는데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은 이것이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까닭이 무엇

인가? 비구여, 색계(色界)에 대한 탐욕을 떠나면, 색에 대하여 의식이 만든 결박도 끊어지고,

색에 대하여 의식이 만든 결박이 끊어지면, 식(識)의 반연도 끊어져서 식이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널리 생장을 증진하지 않을 것이다. 수․상․행계에 대한 탐욕을 떠나

면, 수․상․행에 대하여 의식이 만든 결박도 끊어지고, 수․상․행에서 의식이 만든 결박이

끊어지면, 반연도 끊어지고, 식(識)은 머물 곳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널리 생장을 증진시키

지 않을 것이다. 식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증장하지 않을 것이고, 증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위조작이 없을 것이고, 유위조작이 없기 때문에 곧 안정되고, 안정되기 때문에 족함을 알

我所說者 義在於此 阿難 是故名色緣識 識緣名色 名色緣六入 六入緣觸 觸緣受 受緣愛 愛緣取

取緣有 有緣生 生緣老․死․憂苦․悲惱 大苦陰集(佛說長阿含經10권. 신수장 1권, 61b)



고, 족함을 알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기 때문에 모든 세간에 전혀 취함이 없고, 취함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스스로 깨닫는다. 나의 생은 이미 다

했고, 범행(梵行)은 이미 세워졌고, 할 일은 이미 다했으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음을 스스

로 안다.”10)

오온(五蘊) 가운데 식(識)이 색(色)․수(受)․상(想)․행(行)의 사온(四蘊)에 머물러, 사온

에 반연(攀緣)하고, 사온에 애착하여, 널리 생장하려고 한다. 만약 사온에 대한 식의 애착이

끊어지고 반연도 끊어져서 식이 다시는 사온에 머물지 않는다면, 식이 생장하지 않고, 식이

생장하지 않는다면, 유위조작이 없고, 유위조작이 없다면, 안정되게 머물 것이고, 안정되게

머문다면, 족함을 알고, 족함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식이 색․수․상․행의 사

온에 머물지 않아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 곧 해탈의 요건이다.

여기에서 식이 색․수․상․행의 사온에 머문다는 것은 곧, 사온에 반연하는 것이고, 사온

에 애착하는 것이고, 결국 생장을 지속하려는 욕구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12지(支) 연기

설에서 반연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지(支)가 연기하여 나타나고, 결국 생노병사를 면하지 못

한다는 설명과 동일하다. 연기의 원인으로서의 반연과 애(愛)와 생(生)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머묾이 없는[無住]’ 것은 곧 반

연이 소멸하는 것이고, 애착이 사라지는 것이고, 생노병사에서 해탈하는 길이다.

여기서도 ‘머물지 않는다’ 혹은 ‘머묾이 없다’는 말은 곧 반연이 소멸되어 해탈로 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앞서 설명한 ‘무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의 경우

와는 달리 연기법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애(貪愛)를 끊어야 함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색․수․상․행의 분별된 대상세계에 대한 탐애를 떠나면, 식의 반연도 끊

어져서 생노병사에서 해탈한다는 것이다. 연기설을 통하여 해탈을 가르치는 것은 같으면서

도 여기에서는 대상세계에 대한 탐애를 끊을 것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아함경에서 말하는 ‘머묾 없음[無住]’은 반연과 애착을 떠난 해탈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대승경전에서의 반야바라밀(般若波羅蜜)과 다름 없는 의미이다. 그

러나 아함경에서 무주(無住)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불과 대여섯 군데에

불과하고(장아함경10권(12), 잡아함경3권(64), 잡아함경2권(39), 잡아함경2권(1326),
잡아함경15권(376), 잡아함경48권(1267) 등), 이 이외에 아함경의 몇몇 곳에 나타나는

‘무주(無住)’는 그저 ‘머물지 않는다’는 단순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⑵ 아비달마

아비달마철학에서 무주(無住)는 주로 찰라멸설(刹那滅說)을 나타내는 뜻으로 몇 군데 나

10) 愚癡凡夫․無聞衆生於無畏處而生恐畏 愚癡凡夫․無聞衆生怖畏 無我無我所　二俱非當生 攀緣

四識住 何等爲四 謂色識住․色攀緣․色愛樂․增進廣大生長 於受․想․行識住 攀緣․愛樂․增

進廣大生長 比丘 識於此處 若來․若去․若住․若起․若滅 增進廣大生長 若作是說 更有異法

識若來․若去․若住․若起․若滅․若增進廣大生長者 但有言說 問已不知 增益生癡 以非境界故

所以者何 比丘 離色界貪已 於色意生縛亦斷 於色意生縛斷已 識攀緣亦斷 識不復住 無復增進廣

大生長 受․想․行界離貪已 於受․想․行意生縛亦斷 受․想․行意生縛斷已 攀緣亦斷 識無所

住 無復增進廣大生長 識無所住故不增長 不增長故無所爲作 無所爲作故則住 住故知足 知足故解

脫 解脫故於諸世間都無所取 無所取故無所著 無所著故自覺涅槃 我生已盡 梵行已立 所作已作

自知不受後有(雜阿含經3권. 신수장 2권, 16c-17a)



타날 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가 몇 곳에

나타난다.

모든 법은 찰라로서, 머묾 없이 소멸한다. 그렇게 저절로 소멸하는 까닭에, 머물러 있다고

집착하면 도리에 맞지 않다.11)

법(法)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三世)에 실유(實有)이지만, 경험적으로는 지금 이 찰나

에 순간 나타났다 사라질 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며 차창 밖

을 내다볼 때, 차창 밖의 경치는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차창 밖의 그 경치 자체는 나타

나기 전이나 나타날 때나 지나간 뒤에나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⑶ 반야중관(般若中觀)

반야경에서는 “모든 보살마하살은 무주(無住)를 방편(方便)으로 삼아 반야바라밀다에 안

주(安住)해야 한다.”12)라고 하여, 반야경의 가르침이 곧 ‘무주’를 방편으로 한 가르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반야경이야말로 ‘무주’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무주’는 반야경에
서 그 참된 의미가 밝혀진다.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大般若波羅蜜多經)(이하 대반야경이라 약칭)을 보면, ‘무주(無住)’, ‘불주(不住)’ 혹은 ‘무

소주(無所住)’ 라는 구절이 나타나는 문맥의 형태가 몇 가지로 정해져서 수백번 반복하여 나

타나는데, 이 반야경의 무주를 논리적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그 요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곧 나가르주나의 중론(中論)이다. 여기서는 반야경과 중론을 비교하면서 반야경

과 중론의 무주를 함께 살펴보겠다.

① 반야바라밀다의 해명

“선현아, 이와 같이 대승은 전혀 머묾이 없다. 까닭이 무엇인가? 일체법은 모두 머묾이 없

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모든 법은 머물 곳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현아, 그리하여

이 대승은 머물러도 머묾이 없다. 선현아, 진여자성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대승 역시 그러하여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다. 까닭이 무

엇인가? 진여자성에는 머묾도 없도 머물지 않음도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선현아 진

여자성이라고 하지만 진여자성은 공(空)이기 때문이다.”13)

“모든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도 역시 이와 같다. 비록 반야바리밀다에

는 머물지만 여래와 마찬가지로 일체법에는 전혀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지도 않다. 까닭

이 무엇인가? 사리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비록 반야바라밀다

에는 머물지만 색에는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지도 않으며 내지 모든 상(相)과 지(智)에도

11) 由諸法刹那　 無住而有滅 彼自然滅故　執有住非理(阿毘達磨俱舍論5권. 신수장 29권,

27c)

12) 諸菩薩摩訶薩 應以無住而爲方便 安住般若波羅蜜多(大般若波羅蜜多經3권. 신수장 5권, 11c)

13) 善現 如是大乘都無所住 所以者何 以一切法皆無所住 何以故 諸法住處不可得故 善現 然此大乘

住無所住 善現 如眞如性非住非不住 大乘亦爾非住非不住 所以者何 以眞如性無住無不住 何以故

善現 眞如性眞如性空故(大般若波羅蜜多經55권. 신수장 5권, 312b)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지도 않다. 무슨 까닭인가? 사라자여 색(色) 등의 모든 법에는 이

상(二相)이 없기 때문이다. 사리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에서 이렇게 머물

지도 않고 머물지 않지도 않는 모습을 따르니 머묾 없음으로써 방편을 삼아 이와 같이 배워

야 한다.”14)

“일체법에는 단지 명상(名相)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명상은 다만 가짜로 시설된 것이

고 명상의 본성은 공(空)이다. ... 모든 명상(名相)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머묾도 없고

달라짐도 없지만 시설(施設)할 수는 있다.”15)

이름[名]이든 모습[相]이든 본성(本性)이든 지혜(智慧)든 일체의 만법(萬法)은 모두 머묾도

없고 머묾 아님도 없다(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까닭은 일체법은

모두 이름과 모습으로서 가짜로 시설된 것으로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공(空)이기 때문이고, 분별되는 두 모습[二相]이 없기 때문이다. 대승(大乘)의 수행

자는 이와 같이 머묾 없음에 머무는데,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머무는 것이고, 반야바

라밀다를 실행하는 것이고, 생사에서 빠져나와 해탈하는 것이고, 의지할 것 없는 대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것은 시설(施設)된 만법은 연기된 모습으로서 가명(假名)이요 가상(假相)이고 공(空)이

므로, 분별을 따라 망상(妄相)에 머물지 말고 중도(中道)에 머물라고 하는 중론(中論)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는 중도라는 말 대신에 반야바라밀다라든가 대승이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다에 머문다[住般若波羅蜜多]’ 혹은 ‘머물러도 머묾

이 없다[住無所住]’고 하는 것이 곧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은 ‘머묾도 없고 머물지

않음도 없다[無住無不住]’ 혹은 ‘머묾도 아니고 머물지 않음도 아니다[非住非不住]’라고 표현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은 곧 ‘머묾’과 ‘머물지 않음’이라는 분별된 이상(二相)에 머물지 말고,

분별된 이상(二相)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론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희론(戱論)

을 적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법의 진여자성은 있는 것이 없는[無所有] 공

(空)이고 이상(二相)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만법은 다만 이름과 모습

으로 시설된 (=분별된, 연기된) 가짜이어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머묾 없음에 머무는’ 반야바라밀다의 논리적 형식은 ‘머묾도 없고 머물지 않음도

없다[無住無不住]’ 혹은 ‘머묾도 아니고 머물지 않음도 아니다[非住非不住]’라는 모습으로 나

타난다. 이 논리는 한 개념과 그 모순개념을 동시에 부정해 버림으로써 모든 분별사유의 길

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는 석가모니에 의하여 무기설(無記說)이라는 이

름으로 나타나 분별사유를 해체시키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는 뒷날 나가르주나가 중
론에서 이 논리적 형식을 활용하여 모든 사유를 해체시킴으로서 만법의 공성(空性)을 깨닫

도록 가르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곧 만법이 연기(緣起)된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만법

14) 諸菩薩摩訶薩修行般若波羅蜜多時亦復如是 雖住般若波羅蜜多 而同如來於一切法都無所住亦非

不住 所以者何 舍利子 諸菩薩摩訶薩修行般若波羅蜜多時 雖住般若波羅蜜多 而於色非住非不住

乃至於一切相智亦非住非不住 何以故 舍利子 以色等法無二相故 舍利子 諸菩薩摩訶薩於深般若

波羅蜜多 隨此非住非不住相 以無所得而爲方便 應如是學(大般若波羅蜜多經425권. 신수장 7권,

138b)

15) 以一切法但有名相 如是名相但假施設名相性空 ... 而諸名相無生無滅 亦無住異施設可得

(大般若波羅蜜多經363권. 신수장 6권. 871b)



은 다만 이름과 모습일 뿐인데, 이름과 모습은 상대적인 분별을 통해서만 제각각의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모든 이름과 모습은 분별되는 이상(二相)의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데, 이상(二相)이 상호 의존하여 드러나는 것이 곧 우리의 분별사유이다.

그러므로 이름과 모습으로 드러나는 만법은 제각각의 독자적 자성(自性)은 공(空)으로서 있

는 것이 없고, 다만 우리의 분별사유 속에서만 그러한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러한 사실을 보통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연기(緣起)라고 부른다. 만법은 연기된 존재일 뿐이

고, 그 자성은 공이다. 그러므로 분별 쪽으로 나아가면 만법이 연기되어 시설(施設)되고, 연

기되어 시설된 만법은 자성이 공이어서 허망한 가짜인 이름과 모습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

면, 분별망상에서 해탈하여 머묾 없음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고 반야바라밀다에 머무는 것

이고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반야바라밀의 실천은 곧 머묾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야경에서 ‘무주

(無住)’, ‘비주(非住)’ 혹은 ‘무소주(無所住)’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머묾도 없고 머물지 않

음도 없다[無住無不住]’ 혹은 ‘머묾도 아니고 머물지 않음도 아니다[非住非不住]’라는 연기

(緣起)를 나타내는 논리적 표현 속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머묾 없음에 머무는 것

[住無所住]이 곧 반야바라밀다에 머무는 것[住般若波羅蜜多]이라고 하여, 연기를 깨달아 해

탈한 중도(中道)인 반야바라밀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아함경에
나타난 ‘무주(無住)’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나가르주나의 중론은 연기의 논리

적 표현으로서의 ‘무주무부주(無住無不住)’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연기법을 밝히는

목적은 세속제와 승의제의 중도(中道)가 법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 머묾 없음에 머문다는

‘주무소주(住無所住)’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야바라밀다에 머무는 것은 곧 머묾

없음에 머무는 (머물러도 머묾이 없는) 중도(中道)이다. 이처럼 반야경에서의 반야바라밀

다는 중론에서는 중도로 표현되고 있다.

② 반야바라밀다의 다양한 표현

나가르주나는 중론(中論)의 첫머리 귀경게(歸敬偈)에서 이른바 팔불중도(八不中道)를 노

래하여, 이러한 좋은 연기법(緣起法)을 말씀하셔서 모든 희론을 소멸시키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한다고 한다.16) 그리고 본문에서는 27장에 걸쳐 불교의 교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경

우의 이름들을 연기법을 통하여 해체하여 그 공성(空性)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생주이

멸(生住異滅)의 해체, 거래(去來)의 해체, 주부주(住不住)의 해체, 유무(有無)의 해체, 성괴(成

壞)의 해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야경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해체하여

그 본성이 공(空)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연기를 설하여 분별을 해체하는 이러한 문맥

속에 ‘무주’, ‘비주’, ‘부주’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 가르치는 바는 중

도의 공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며, 곧 반야바라밀다를 표현하는 것이다. 몇몇 사례를 들어 보

면 다음과 같다.

“무위(無爲)란 무생(無生)․무주(無住)․무이(無異)․무멸(無滅)을 일컫는다. 이러한 무

위는 무위가 공(空)이기 때문이다.”17)

16)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異/　不來亦不出/ 能說是因緣/　善滅諸戱論/ 我稽首禮佛/　

諸說中第一(中論觀因緣品第一. 신수장 30권. 1b)
17) 無爲謂無生無住無異無滅 此無爲由無爲空(大般若波羅蜜多經51권. 신수장 5권, 291a)



“모든 유정들이 가진 큰 마음은 무거(無去)․무래(無來)․무생(無生)․무멸(無滅)․무

주(無住)․무이(無異)․무대(無大)․무소(無小)이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의 자성(自性)에

는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거(非去)․비래(非來)․비생(非生)․비멸(非滅)․비주(非

住)․비이(非異)․비대(非大)․비소(非小)이다.”18)

“이와 같은 아견(我見)은 부재내(不在內)․부재외(不在外)․부재양간(不在兩間)․도무

소주(都無所住)이다.”19)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이상(二相)을 멀리 여의고 머묾 없음에 머문다[住無所住]. ... 깊은

반야바리밀다도 부주유법(不住有法)․부주무법(不住無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머묾은 생

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20)

③ 반야바라밀다의 실천

“또 다시 선현아 보살마하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머묾 없음으로 방편을 삼

기 때문에 어떤 법도 얻을 것 없는 가운데 머문다.”21)

대반야경의 이 구절은, 반야경이 ‘무주(無住)’를 방편으로 하여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며,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어떤 법도 얻을 것 없는 가운데 머문다[住一切法無所

得中]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같은 반야경 계통인 반야심경(般若心經)과 금
강경(金剛經)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

라밀다에 의존하여 구경열반(究竟涅槃)에 이른다고 하였고,22) 금강경에서는 “선남자 선여

인이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

까?”23)라는 물음에, “보살은 법에 머묾 없이 보시해야 한다.”24)라거나 “머묾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25)라고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 역시 ‘무주’를 방편으로 하여 제

법(諸法)의 공성(空性)인 반야바라밀다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여, 이 모든 존재는 공(空)인 모습이므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空) 속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귀․코․혀․몸․의식도

18) 諸有情類所有大心 無去無來 無生無滅 無住無異 無大無小 何以故 心之自性無所有故 非去非來

非生非滅 非住非異 非大非小(大般若波羅蜜多經305권. 신수장 6권, 556c)

19) 如是我見 不在內 不在外 不在兩間 都無所住(大般若波羅蜜多經570권. 신수장 7권, 942b)

20) 深般若波羅蜜多 遠離二想 住無所住 ... 甚深般若波羅蜜多 不住有法不住無法 故此所住 不可思

議(大般若波羅蜜多經575권. 신수장 7권, 969c)
21) 復次善現 菩薩摩訶薩行深般若波羅蜜多時 以無所住爲方便故 住一切法無所得中(大般若波羅蜜
多經382권. 신수장 6권, 974b)

22) 以無所得故 菩提薩唾 依般若波羅蜜多故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般若波羅蜜多心經 현장역. 신수장 8권. 848c)
23) 善男子善女人。發阿耨多羅三藐三菩提心。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
역. 신수장 8권. 748c)

24) 菩薩於法應無所住行於布施(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49a)

25) 應無所住而生其心(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49c)



없으며, 색깔․소리․냄새․맛․촉감․존재도 없으며, 안계에서 의식계까지도 없으며, 무명

(無明)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나아가 늙어 죽음도 없고 늙어 죽음이 다함도 없으며,

고집멸도(苦集滅道)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26)라고 하여, 모든 분별개념을 해체

하는 희론적멸(戱論寂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반야경에서 대승(大乘)과 반야

바라밀다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며, 중론에서 팔불중도(八不中道)의 연기법을 통하

여 가르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인 것이다. 한편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릇 상(相)으

로 있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27)라는 구절이나, “법상(法相)도 없고 법상 아님도 없다.”28)라는 구절이나, “여래가 말하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29)라는 구절이

나, “이 실상(實相)이란 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래는 이름이 실상이다고 말하는 것

이다.”30)라는 구절들이 모두 분별심 속에서 연기(緣起)하여 발생하는 허망한 명상(名相)의

자성은 공(空)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반야경이나 중론과 마찬가지로 반야심경과 금강경도 ‘무주’를 방편으

로 하여 제법의 공성을 깨닫는 반야바라밀다의 실행을 가르치고 있다. 다만, 방편으로서의

‘무주’를 강조하거나, 마땅히 머묾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거나,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야 한다

고 할 경우에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무소주삼마지(無所住三摩地)

대반야경에는 ‘무소주삼마지(無所住三摩地)’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 삼매에서는 어떤 법

에도 머물 곳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31) 바로 머묾 없음에 머문다는 반야바라밀다

를 말하는 것이다. 즉, 반야바라밀다를 달리 무소주삼마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반야경을
나가르주나가 주석하여 쓴 논서라고 하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무소주삼마지’란 말

대신에 ‘무주삼매(無住三昧)’, ‘무주처삼매(無住處三昧)’라고 부르고 있다.32) 이 ‘무주처삼매’는

뒷날 유식학의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으로 연결된다.

⑷ 유마경(維摩經)

유마경에서 ‘무주’가 나타나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유마힐이 미륵과의 대화에서 과

거․미래․현재라는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이고, 하나는 유마힐이 문수사리와의 대화에

서 ‘무주를 근본으로 하여 일체법이 건립된다’고 말하는 곳이다. 이 두 곳에서 나타나는 무

26) 舍利子 是諸法空相 不生不滅 不垢不淨 不增不減 是故 空中 無色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乃至無意識界 無無明亦無無明盡 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

智亦無得(般若波羅蜜多心經 현장역. 신수장 8권. 848c)
27) 凡所有相皆是虛妄 若見諸相非相則見如來(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49a)
28) 無法相亦無非法相(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49b)

29) 如來所說法皆不可取不可說 非法非非法(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49b)
30) 是實相者則是非相 是故如來說名實相(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50b)
31) 世尊 云何名爲無所住三摩地 善現 謂若住此三摩地時 不見諸法有所住處 是故名爲無所住三摩地

(大般若波羅蜜多經 416권. 신수장 7권. 76c)
32) 云何名無住三昧 住是三昧一切三 昧中不見法住 是名無住三昧(大智度論 釋摩訶衍品. 신수장
25권. 397b) 云何名無住處三昧 住是三昧 不見諸法住處 是名無住處三昧(大智度論 釋摩訶衍品.
신수장 25권. 398a-b)



주는 그 뒤 여러 문헌에서 빈번히 인용될 만큼 중요시 되었다.

첫째,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을 살펴 보면, 유마힐은 미륵이 무상정등각을 얻을 것이

라는 세존의 수기(授記)를 받았다는 말을 가지고, 언제 무상정등각을 얻는가를 따진다. “만

약 과거생(過去生)에 얻는다고 한다면 과거생은 이미 소멸했고, 만약 미래생(未來生)에 얻는

다고 한다면 미래생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으며, 만약 현재생에 얻는다고 한다면 현재생은

머묾이 없다.”33)고 하여 과거․미래․현재라는 정해진 시간의 존재를 부정한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부정은 이미 반야경에서 빈번히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이 모든 법은 공(空)인 모습으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34)

라는 구절이나, 유명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35)는 구절이나, “미래는 아직 있지 않고, 과거는 이미 소멸했고, 현재

는 머물지 않는다.”36)는 대지도론의 구절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삼세(三世)의 개

별적 존재를 부정하고 삼세평등(三世平等)을 말하는 것은 물론 반야경에서 생주이멸을 부

정하는 방식인 연기법에 의한 해체이다. 상대적 분별상(分別相)이 연기적으로 발생하므로 개

별적 자성(自性)은 없다고 하는 제법성공(諸法性空)의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무주를 바탕으로 제법이 건립된다’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탐욕은 무엇이 바탕입니까?” “허망분별이 바탕입니다.” “허망분별은 무엇이 바탕입니까?”

“전도몽상(顚倒夢想)이 바탕입니다.” “전도몽상은 무엇이 바탕입니까?” “머묾 없음[無住]이

바탕입니다.” “머묾 없음은 무엇이 바탕입니까?” “머묾이 없으면 바탕도 없습니다. 문수사리

여, 머묾 없는 바탕으로부터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입니다.[從無住本立一切法]”37)

‘머묾 없는 바탕으로부터 일체법을 건립한다.[從無住本立一切法]’는 이 구절은 중국불교에

큰 영향을 끼쳐서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선종 등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

도 물론 그 본래의 뜻은 반야바라밀이지만, 중국에서는 유식(唯識)이나 불성(佛性)과도 결부

되어 언급되고 있다.

머묾 없음이 근본이고 그 근본에서 일체법이 건립된다는 것은, 곧 머묾 없음에 머문다는

반야바라밀 혹은 중도(中道)가 근본이고, 이 근본에서 자성이 공(空)인 일체법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것은 중론(中論)의 다음 게송이 뜻하는 바와 같다.

“공(空)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공이란 뜻이 없다면, 일체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38)

33) 若過去生過去生已滅 若未來生未來生未至 若現在生現在生無住(維摩詰所說經 菩薩品第四. 라
집역. 신수장 14권. 542b)

34)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染不淨 不增不減 非過去非未來非現在(大般若波羅蜜多經 403권. 신
수장 7권. 14a)

35)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來心不可得(金剛般若波羅蜜經 라집역. 신수장 8권. 751b)
36) 未來未有 過去已滅 現在不住(大智度論 釋四念處品. 신수장 25권. 405a)
37) 又問 欲貪孰爲本 答曰 虛妄分別爲本 又問 虛妄分別孰爲本 答曰 顚倒想爲本 又問 顚倒想孰爲

本 答曰 無住爲本 又問 無住孰爲本 答曰 無住則無本 文殊師利 從無住本立一切法(維摩詰所說
經 觀衆生品第七. 라집역. 신수장 14권. 547c)

38) 以有空義故/　一切法得成/ 若無空義者/　一切則不成(中論 觀四諦品第二十四. 신수장 30권.

33a)



이 게송에는 한편으로 공과 일체법이라는 두 개념이 상호 연기적으로 성립하는 두 분별상

(分別相)으로서 자성이 공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또 한 편

으로는 연기법에 따라 공과 일체법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성립의 가르침도 있다. 연기법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시설되는 측면과 파괴되는 측면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시설

되는 쪽으로 나아가면 끝없는 분별상이 나타나고, 파괴되는 쪽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변함

없이 공(空)이다. 그러나 이 시설과 파괴는 언제나 독립된 둘이 아닌 하나이다. 분별하는 쪽

으로 나아가면 일체법이 성립되지만, 그러면서도 성립되는 일체법은 언제나 공이다. 반야심
경에서 ‘오온이 모두 공이다’고 하고, 금강경에서 ‘모든 상(相)이 상이 아니다’고 하고,

화엄경에서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39)라고 하고, 대반야경에서는 ‘일체법이

곧 보리(菩提)’40)라고 하고, 유마경에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

이 아니다’고 하고, 기신론에서 ‘일심법에 생멸문과 진여문의 이문(二門)이 있다’41)고 한

것 등이 모두 이러한 연기법을 설한 것이다. 이러한 연기법에서 오온과 공, 상(相)과 비상

(非相), 생멸문과 진여문의 어느 쪽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서 머묾 없는 곳에 머무는 것

[住無所住]이 곧 반야바라밀을 실행하는 것이고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고 중도(中道)이다.

이러한 중도의 실현을 유마경에서는 “모든 법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면서도 첫째 뜻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이미 모든 법에서 자재를 얻었다.”42)고 하였는데, 이 구절 역시 공부를 말

할 때 많이 인용된다.

연기법의 실천에서는 이처럼 중도(中道)에 머물러 의지함 없이 자재해야 하지만, 연기법은

또한 중생심이 곧 불심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분별에 매여서 명상(名相)을

따라가면 만법(萬法)이 실제로 있게 되어서 만법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출몰하는

만법의 본성을 만법의 인과관계 속에서 해명하여 만법의 공성(空性)을 밝힘으로써 만법에서

해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식학(唯識學)이다. 그러므로 유식학은 만법을 분별하여 시

설한 법계(法界)에서 그 시설된 법계의 본성이 공임을 순차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분별의 진

행 방향으로 나아가 분별된 만법의 공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만법이 출현하는 근

원인 분별(分別)로 눈길을 돌려서, 분별 그 자체의 모순을 폭로하여 분별을 놓아 버리도록

하여 즉시 공성(空性)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관학(中觀學)이다. 그러므로 중관학은

만법이 시설되는 근원인 분별로 눈길을 돌려, 분별의 본성이 바로 공임을 밝혀서 분별이 진

행되지 못하게 막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경의 ‘머묾 없는 바탕으로부터 일체법을 건립한다.[從無住本立一切法]’는

구절은 중관과 유식 모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관에서는 연기법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식에서는 일체법의 공성을 밝힌 무주처열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구절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도 중관의 입장에서 주석한 것과 유식의

입장을 도입하여 주석한 것, 나아가 불성론(佛性論)의 입장에서 주석한 것이 모두 나타난다.

삼론종(三論宗)의 승조(僧肇; 384-414)와 길장(吉藏; 549-623)은 머묾 없는 근본에서 망상분

39) 一卽是多 多卽是一(大方廣佛華嚴經菩薩十住品. 신수장 9권. 446a)

40) 應學如是甚深般若波羅蜜多 何以故 達一切法卽菩提故(大般若波羅蜜多經 507권. 신수장 7권.

973c)

41) 顯示正義者 依一心法 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

法(大乘起信論 진제역. 신수장 32권. 576a)
42) 能善分別諸法相　於第一義而不動 已於諸法得自在(維摩詰所說經 佛國品第一. 신수장 14권.

537c)



별이 헛되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43) 정영사(淨影寺)의 혜원(慧遠; 523-592)은 하나

의 진심(眞心)에서 팔식(八識)의 허망한 법이 건립된다고 해석하였고,44) 천태종(天台宗)의

지의(智顗; 538-597)는 진제(眞諦)의 이(理)와 속제(俗諦)의 사(事)를 가지고 해석하였고,45)

화엄종(華嚴宗)의 징관(澄觀; 738-839)은 지혜의 본체와 작용으로 해석하였다.46) ‘머묾 없는

근본[無住本]’이 ‘유일한 진심’, ‘진제의 이(理)’, ‘지혜의 본체’ 등 종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는 것이다.

⑸ 유식(唯識)

유식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4종 열반의 증득이다.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淸淨涅槃)․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 그것이다. 일

체중생에게는 모두 본래자성청정열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성문․연각의 이승(二乘)은 앞의

세 열반을 얻을 수 있으나, 오직 세존(世尊)만이 4가지 열반을 모두 갖춘다고 하여,47) 넷째

무주처열반을 최고의 열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직 부처만이 얻는다고 하는 최고의 열반인

무주처열반은 법상(法相)에의 집착인 소지장을 소멸한 열반이다.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
는 무주처열반을 설명하기를 “소지장을 벗어난 진여인데, 대비(大悲)와 반야(般若)가 늘 도

우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사(生死)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不住生死涅槃] 이락유정(利樂有

情: 중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 영원토록 (대비와 반야를) 사용(使用)하지만 늘

고요하다. 그러므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48)라 하고 있다.

무주처열반의 본질은 대비(大悲)와 반야(般若)라는 것인데, 반야는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

물지 않는 것이고, 대비는 중생을 이익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대비와 반야는 소지장을 벗

어난 진여(眞如)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야이다. 앞서 살

펴본 것처럼, 반야는 곧 생사와 열반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처(無住處)를 가리키기 때

문이다. 적어도 무주처열반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데 대비 보다는 반야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비(大悲)도 무주상(無住相)의 반야에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유식에서도 무

상보리(無上菩提)의 본질이 곧 ‘무주’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륵(彌勒)이 지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는 무주(無住)의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무엇을 일러 반연 없고 머묾 없음[無攀無住]이라 하는가? 이른바 모든 애착이 영원히 없

어지고 욕망을 떠난 적멸의 열반과 멸진정(滅盡定)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에 얽히는 것이고, 머문다는 것은 번뇌에 빠져들어 잠드는 것이다. 그곳에서

이 둘 모두가 없으면 반연 없고 머묾 없음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반에는 반연도 없고

머묾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상(想)을 일러 반연이라 하고, 수(受)를 일러 머문다고 한

다. 만약 이곳에서 둘이 모두 없다면 그곳은 반연도 없고 머묾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43) 注維摩詰經 승조. 신수장 38권. 386c. 淨名玄論 길장. 신수장 38권. 874c.
44) 維摩義記 혜원. 신수장 38권. 483a.
45) 維摩經玄疏 천태지의. 신수장 38권. 545b. 妙法蓮華經玄義 천태지의. 신수장 33권. 764b.
46) 大方廣佛華嚴經疏 청량징관. 신수장 35권. 675a. 729a.
47) 成唯識論 10권. 신수장 31권. 55b.

48) 四無住處涅槃 謂卽眞如出所知障 大悲般若常所輔翼 由斯不住生死涅槃利樂有情 窮未來際用而

常寂 故名涅槃(成唯識論 10권. 신수장 31권. 55b)



같이 멸상수정(滅想受定)에는 반연도 없고 머묾도 없음을 밝힌다.”49)

여기에서 머문다[住]는 것은 번뇌에 빠져들어 지혜가 잠드는 것 혹은 수(受)를 가리키고,

반연한다[攀]는 것은 번뇌에 얽혀 매이는 것 혹은 상(想)을 가리킨다. 유가사지론의 이론

적 맥락에서 부여된 독특한 뜻이라고 하겠다.

⑹ 열반(涅槃)

열반경(涅槃經)의 요점은 상주불변(常住不變)하는 불신(佛身) 곧 불성(佛性)에 대한 가

르침이다. 생노병사하는 생신(生身)이 본래 불생불멸의 법신(法身)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50) 생노병사하는 중생신(衆生身) 속에

갖추어져 있는 법신을 여래장(如來藏) 혹은 불성(佛性)이라고 하는데, 이 불성은 곧 무주(無

住)이며, 오온․십팔계로 드러나는 중생신은 연기(緣起)하여 드러난 가상(假相)이라는 가르

침 속에 열반경은 ‘무주(無住)’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열반경에서는 여래의 몸을 설명하면서 “여래의 몸은 몸이 아닌 몸으로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습기로 물들지도 않고 닦아지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흔적도 없고, ... 불가사의(不可思議)하다.”51)고 하여 이름과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

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아

니고, 볼 수 없으면서도 또렷이 보이고,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고, ... 머물러도 머무는

곳이 없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고, 복전(福田)도 아니

고 복전 아님도 아니고, 다함도 없고 다하지 않음도 없고, ... 둘이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52)고 하여 분별의 희론을 떠난 무주(無住)의 중도(中道)를 말하고 있다.

또, 열반경에서는 법성(法性)을 설명하면서 ‘머묾[住]’과 ‘머묾 없음[無住]’을 대비시켜

‘머묾 없음’이 바로 법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머묾’이 무엇이며 ‘머묾 없음’이 무

엇인가를 여러 경우를 들어 하나하나 대비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열반경에서 말하는 ‘머묾

없음’의 뜻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은 반열반에 들려는 세존이 세간에 더 머물러 달

라고 부탁하는 제자에게 여래는 머묾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세존이 말하는 것

이다. 세존은 머물기를 바라는 제자에게 “선남자여, 모든 법의 본성은 머묾 없이 머문다. 너

는 어찌하여 여래가 머물기를 바라는가?”53) 하고 꾸짖고는, 먼저 ‘머묾’이 어떤 것인지 하나

하나 예를 들어 살피고, 다음에 ‘머묾 없음’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세존이 머묾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교만(憍慢)․유위법(有爲法)․공법(空法)․이십오유(二

十五有)․일체범부(一切凡夫)54) 등이다. 머묾 없음의 예로는, 무변신(無邊身)․허공(虛空)․

49) 云何無攀無住 所謂諸愛 永盡離欲 寂滅涅槃 及滅盡定 所以者何 所言攀者 諸煩惱纏 所言住者

煩惱隨眠 於彼處所 二種俱無 是故說言 無攀無住 此謂涅槃 無攀無住 又想名攀 受名爲住 若於

是處 二種俱無 卽說彼處 無攀無住 如是顯示 滅想受定 無攀無住(瑜伽師地論 18권. 신수장 30

권. 376b)

50) 一切衆生悉有佛性 佛性非色不離於色(大般涅槃經 32권. 담무참역. 신수장 12권. 559a)
51) 如來之身非身是身 不生不滅 不習不修 無量無邊無有足跡 ... 不可思議(같은 책, 같은 쪽)

52) 非有非無 ... 非定非不定 不可見了了見 ... 無闇無明 ... 住無住處 不取不墮 非法非非法 非福田

非不福田 無盡不盡 ... 無有二故不可量(같은 책, 같은 쪽)

53) 善男子 一切諸法 性無住住 汝云何言 願如來住(大般涅槃經 30권. 담무참역. 신수장 12권.

546a)

54) 같은 책, 같은 쪽.



금강삼매(金剛三昧)․환(幻)․무시종(無始終)․무변법계(無邊法界)․무변중생계(無邊衆生界)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55) 등을 든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말하려는 것은, 여래의 본성은 머묾 없이 머무는 것으로서, 색의 결

박․교만․유위법․공법․이십오유․가고 오고 머무는 모습[去來住相] 등을 끊었으며, 한계

있는 생멸법을 떠나 항상(恒常)하며, 결코 머물지 않으며, 허공과 같으며, 환(幻)처럼 실체가

없으며, 끝없는 법계 자체이며, 일체법을 알면서도 집착이 없으며, 육바라밀을 행함에 머묾

이 없으며, 사념처를 닦음에 머묾이 없으며, 일체 중생의 가없는 세계에 모두 이르러 있으나

어디에도 머묾이 없다고 하여, 머묾 없이 머물고 머물지만 머묾이 없는 불성(佛性)의 실상

(實相)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는 곧 모든 중생신에 갖추어져 있는 법신의 본성을 가르치려

는 방편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 ‘무주(無住)’는 곧 불성을 나타낸다.

⑺ 천태법화(天台法華)

중국 천태종(天台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인 법화경(法華經)에는 단 두 곳에서 ‘머묾

없음에 머문다[住無所住]’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체법이 환상(幻相)같고 아

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아서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이해하여 머묾 없음에 머문

다.”56)라는 구절과 “심식(心識)을 제어하여 머묾 없음에 머문다.”57)라는 두 문장이다.

그러나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에 의하여 정립된 천태사상에서는 ‘무주(無住)’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천태교리의 골격은 공(空)․가(假)․중(中)의 3제(

諦)․3관(觀)과 장(藏)․통(通)․별(別)․원(圓)의 4교(敎)인데, 이 가운데 특히 공․가․중의

3제․3관에서 ‘무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가․중의 3제․3관은 나가르주나의

중론 제24관사제품의 게송인 “여러 인연으로 생긴 법을, 나는 곧 없다[無=空]고 말한다.

또한 이것은 가명(假名)이기도 하니, 역시 중도(中道)의 뜻이다.”58)을 근거로 하여 천태지의

가 수립한 3제 연기설(緣起說)이며 3제 연기관(緣起觀)이다.

이것은 이상(二相)으로 분별된 가명(假名)이 서로 연기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空)이라

는 연기법에서, 공에도 머물지 않고 가명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를 취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중도는 둘이 아니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며[不二而二 二而不二], 공이

곧 가이고 가가 곧 중이어서[卽空卽假卽中] 하나의 평등한 법계이다. 지의(智顗)는 이러한

중도를 일러 “무주법(無住法)으로 경계에 머무는 것이다.”59)라 하고, 또 “비록 모든 법은 머

무는 것이 아니지만, 무주법(無住法)으로 반야(般若)에 머물면 곧 공(空)에 들어가고, 무주법

으로 세제(世諦)에 머물면 곧 가(假)에 들어가고, 무주법으로 실상(實相)에 머물면 중(中)에

들어간다. 이 무주(無住)의 지혜가 곧 금강삼매(金剛三昧)이다.”60)라고 하여 일심삼관(一心三

觀)의 핵심이 곧 무주법(無住法)임을 밝힌다. 그리하여 ‘머묾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55) 같은 책, 같은 쪽.
56) 解一切法 如幻如化 野馬影響 悉無所有 住無所住(正法華經 1권. 신수장 9권. 63a)

57) 將御心識 住無所住。(正法華經 6권. 신수장 9권. 99a)

58)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中論 4권. 觀四諦品第二十四. 신수장
30권. 33b)

59) 觀住於境 或住無常境卽空卽假卽中等境 以無住法住於境中 故名爲住(妙法蓮華經文句 1권. 신
수장 34권. 5a)

60) 雖諸法不住 以無住法 住般若中 卽是入空 以無住法 住世諦 卽是入假 以無住法 住實相 卽是入

中 此無住慧 卽是金剛三昧(摩訶止觀 6권하. 신수장 46권. 84a)



건립된다.’는 유마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머묾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건립되니, 머

묾 없는 이[無住之理]가 곧 본시(本時) 실상(實相)인 진제(眞諦)요, 일체법은 곧 본시 삼라만

상인 속제(俗諦)이다.”61)라고 하여 ‘머묾 없음’이 곧 삼라만상의 실상(實相)임을 밝히고 있다.

천태의 교학이 나가르주나의 중관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면서, 분별상(分別相)과 공성

(空性)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無住)’가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⑻ 화엄(華嚴)

화엄경(華嚴經)에 나타나는 ‘무주(無住)’라는 용어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여럿이

요 여럿이 하나[一卽多多卽一]’ 혹은 이사무애법계(理事無礙法界)․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

界)의 상즉상입(相卽相入)하고 원융무애(圓融無礙)한 법계연기(法界緣起)를 설하려는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개별적 문맥 속에 나타나는 각각의 ‘무주’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

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화엄경에서 ‘머묾 없다’는 말은 ‘일

체법에 걸림 없는 무애자재(無礙自在) 혹은 원융무애’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화엄종(華嚴宗)에서 수립한 화엄교학(華嚴敎學)에 따르면, 화엄의 가르침은 그 세

계관인 법계연기와 수행법인 법계관법(法界觀法)으로 요약된다. 법계연기는 무한히 펼쳐진

법계의 본질을 밝힌 것으로서, 본성에서 만유를 전개시키는 것으로 말하면 성기(性起)라 하

고, 그 드러난 형상(形相)에서 본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말하면 연기(緣起)라 한다. 법계연기

는 이법계(理法界)․사법계(事法界)․이사무애법계․사사무애법계의 넷으로 나누어 설명한

다. 화엄경과 화엄교학에서 ‘무주’가 법계연기를 나타내는 문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이르는 곳마다 모두 부처를 만난다.”62)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두루 법계에 들어간다.”63)

“모든 국토에 들어가지만, 머묾이 없다.”64)

“여래는 머묾이 없지만, 모든 국토에 두루 머문다.”65)

“여섯 번째, 이사무애문(理事無礙門)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모든 교법(敎法)이

본체인 진여를 드러내지만 사상(事相)이 뚜렷하여 차별되는 것을 장애하지 않음을 말하고,

둘째는 진여가 본체를 일체법으로 삼지만 일미(一味)가 깨끗하여 평등한 것을 장애하지 않

음을 말한다. 앞의 경우는 물결이 곧 물이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장애되지 않는 것과 같고,

뒤의 경우는 물이 곧 물결이지만 습성(濕性)을 잃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 속의 도리(道理)

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理事)는 원융무애(圓融無礙)하여 오직 하나의 머묾

없는 불이법문(不二法門)이다.”66)

61) 從無住本立一切法 無住之理 卽是本時實相眞諦也 一切法 卽是本時森羅俗諦也(妙法蓮華經玄
義 7권상. 신수장 33권. 764b)

62) 無住亦無去　處處皆見佛(大方廣佛華嚴經(80권) 6권. 신수장 10권. 30c)

63) 無住亦無去　普入於法界(大方廣佛華嚴經(80권) 19권. 신수장 10권. 100a)
64) 入一切土 而無所住(大方廣佛華嚴經(80권) 23권. 신수장 10권. 121b)

65) 如來無所住　普住一切刹(大方廣佛華嚴經(80권) 23권. 신수장 10권. 123c)
66) 第六理事無礙門者 亦有二義 一謂一切敎法擧體眞如 不礙事相歷然差別 二眞如擧體爲一切法 不

礙一味湛然平等 前卽如波卽水不礙動相 後卽如水卽波不失濕體 當知此中道理亦爾 是故理事混融

無礙 唯一無住 不二法門(華嚴經探玄記 1권. 신수장 35권. 119a)



한편 화엄경에는 반야경이나 유마경이나 유식학 등에서 사용하는 ‘무주’와 관련된

용어나 표현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화엄경이 모든 대승불교를 총괄하는 경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반야경에서 연기법을 표현하는 구절과 유사한 표현이

많은 것은, 화엄경이 반야경의 연기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머물러도 머묾이 없다.”67), “머묾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68), “가지도 않

고 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69), “무주해탈”70),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

지 않았고 현재는 공적하다.”71), “만약 머묾이 없으면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을 것이

니 이것을 일러 보살마하살의 제삼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72) 등의 표현들이 있다.

연기(緣起)와 성기(性起)의 양면을 말하는 화엄경의 법계연기는 아함경, 반야경, 중
론의 상의상대(相依相待)․공성(空性)․중도(中道)의 연기법을 계승하고, 더럽고 깨끗한 모

든 법은 전부 여래장(如來藏)에서 연기해 나온 것이라는 능가경과 승만경의 여래장연기

(如來藏緣起) 혹은 진여연기(眞如緣起)를 포괄하여 종합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결의

분별에서 해탈하려면 물결이 곧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물은 언제나 물결의 모

습으로 나타나므로, 물에도 머물지 않고 물결에도 머물지 않아야 물에도 막힘이 없고 물결

에도 막힘이 없어서 원융무애(圓融無礙)하게 통하는 것과도 같다. 진여본성과 분별망상 어디

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둘 모두에 막힘 없이 원융무애하게 통하는 무애자재(無礙自在)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무주(無住)’이다.

⑼ 선종(禪宗)

보리달마(菩提達摩)가 인도에서 전해 주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6조(祖)인 조계혜능(曺溪慧

能)의 문하에서 발달한 중국의 선종(禪宗)은 조사선(祖師禪)이라는 혁신적인 선법(禪法)을

전개하였다. 조사선은 돈오법(頓悟法)으로서 이전까지 참선(參禪)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행

해졌던 점수법(漸修法)인 선정(禪定)을 통한 해탈의 추구라는 좌선관심(坐禪觀心)의 공부방

식이 아닌,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 본성을 보아 깨닫는다.’는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

(見性成佛)의 공부법이다. 이것은 ‘황매(黃梅)에서는 무엇을 가리켜 줍니까?’ 하고 묻는 인종

(印宗)의 물음에 혜능은 ‘가리켜 주는 것은 없다. 다만 견성(見性)을 말할 뿐, 선정(禪定)과

해탈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하고, 다시 인종이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

고 묻자 혜능이 ‘그것은 이법(二法)이기 때문에 불법(佛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不二法)

이다.’ 하고 대답하는 곳에 잘 나타나 있다.73)

이것은 일체의 분별경계를 떠난 공성(空性)을 모든 경우에 실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미

반야경 이래로 일체법의 진여자성(眞如自性)은 분별된 이상(二相)을 떠난 공이요 중도라

는 사실을 대승불교에서는 거듭 밝히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의 주장은 이론으

67) 住無所住(大方廣佛華嚴經(40권) 29권. 신수장 10권. 797b)
68) 無住無動無依處(大方廣佛華嚴經(80권) 2권. 신수장 10권. 8c)

69) 無去無來亦無住(大方廣佛華嚴經(80권) 신수장 10권. 66a, 123c, 307a)
70) 無住解脫(大方廣佛華嚴經(80권) 40권. 신수장 10권. 211a)
71) 過去已滅 未來未至 現在空寂(大方廣佛華嚴經(80권) 17권. 신수장 10권. 88c)
72) 若無住則無去無來 是名菩薩摩訶薩第三無生法忍(大方廣佛華嚴經(80권) 44권. 신수장 10권.

232b) 유마경에서는 “法本不生今則無滅 得此無生法忍”(維摩詰所說經 中. 신수장 14권.

550c)라 하고 있다.

73) 宗復問 黃梅付囑 如何指授 惠能曰 指授卽無 惟論見性 不論禪定解脫 宗曰 何不論禪定解脫 能

曰 爲是二法 不是佛法 佛法是不二之法(六祖大師法寶壇經 신수장 48권. 349c)



로 받아들여졌고, 공의 실천은 선정(禪定)과 관법(觀法)이라는 다른 하나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이전까지는 만법의 실상이 불이(不二)의 중도요 공이라는 주장을 말

로써 선언하고, 다시 그러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이나 관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법(二法) 위에 서서 불이법(不二法)을 말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었다. 즉 말로는 불이법을 주장하면서 행동은 이법에 따라서 행하는 언행(言行)의 불일

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조용한 교실에서 큰 소리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조사선은 즉각 입을 다물어 버림으로써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 것이다. 불

이법(不二法)은 지금 불이법을 말하는 여기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달리 실현될 곳이 없다. 만

약 둘이 아닌 중도를 주장하면서 다시 중도를 찾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말로는

둘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말과 행동을 둘로 나누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조사선은 바로 이러

한 모순을 극복하고 그 즉시 불이의 중도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경(壇經)에서
혜능이 “말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하면, 마치 해가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74)고 한 것

이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

불이의 중도는 곧 공(空)이요 반야(般若)로서, 반야경에서 ‘머묾도 아니고 머묾 아님도

아니다.’[無住無不住]라고 하는 ‘머묾 없음에 머무는 것’[住無所住]이다. 반야경이 이러한

불이법을 말과 이치로써 주장했다면, 유마경에서는 유마힐의 행동을 통하여 이 불이법의

실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선종의 승려들이 반야경과 유마경을 주로 인용하거나

응용하여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사선(祖師禪)과 그

계승인 간화선(看話禪)은 지금 여기에서 즉각 ‘머묾 없는 곳에 머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무주(無住)의 철저한 실현이다. 이것은 곧 대승불교의 본질인 반야바라밀의 실행이 바로 조

사선에서 가장 철저하게 실현된 것을 가리킨다. 단경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이 가장 존귀하

고 가장 훌륭하고 첫째가는 것이니, 머묾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다.”75)고 하거

나, “머묾 없음이 근본이다. ... 머묾 없음은 사람의 본성으로서, ...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으면 결박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머묾 없음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76)고 하

거나, “머묾 없는 근본은 반야(般若)를 일컫는 것이다.”77)고 하는 말들이 바로 이것을 나타

낸다.

“자신의 본성을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78)고 하는 것처럼 견성(見性)은 곧 무주(無住)이다. 그리고 “세존이 입멸한 이래로

서천(西天)의 28대 조사(祖師)가 모두 무주(無住)의 마음을 전하였다.”79)고 하듯이 이심전심

으로 전한 것이 바로 무주(無住)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선의 본성은 무주(無住)이다.80)

조사선의 특징은 이 무주를 말로 선언해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74) 說通及心通　如日處虛空(六祖大師法寶壇經 신수장 48권. 351b)
75) 摩訶般若波羅蜜 最尊最上第一 無住無去無來(돈황본단경 신수장 48권. 340a)

76) 無住爲本 ... 無住者 人之本性 ... 於諸法上 念念不住 卽無縛也 此是以無住爲本(六祖大師法寶
壇經 신수장 48권. 353a)

77) 無住之本 般若之謂也(六祖大師法寶壇經 신수장 48권. 347a)
78) 見自本性 無動無靜 無生無滅 無去無來 無是無非 無住無往(六祖大師法寶壇經 신수장 48권.

362a)

79) 自世尊滅後 西天二十八祖 共傳無住之心(景德傳燈錄 30권. <荷澤大師顯宗記>. 신수장 51권.

459a)

80) 禪性無住(六祖大師法寶壇經 신수장 48권. 358a)



아니라, 말하는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무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조사선에서는 언제나 분별

을 넘어서 머묾 없는 곳에 머물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혜능은 ‘무주가 근본’이라고 말하

는 신회(神會)를 말로써 분별하는 것은 견성이 아니라고 크게 꾸짓는 것이다. 조사선에서는

좌선관심(坐禪觀心)의 방법을 버리고 설법(說法)과 문답(問答)을 공부의 방법으로 하고, 간

화선에서는 이것을 계승하여 화두(話頭)를 공부의 방법으로 한다. 설법에서는 마음의 본성이

무주라는 사실을 여러 대승경전을 인용하여 밝히고, 문답에서는 언제나 분별로 헤아리는 것

을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그 즉시 무주에 머물 것을 요구한다. 화두 역시 경전의 내용이나

문답의 구절을 재료로 삼지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묾 없음에 머물러 모든

한계를 벗어나 해탈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남양회양이 좌선(坐禪)에 몰두하는 마조도일을 꾸짓어 일깨우는 말인, “너는 좌선

을 배우느냐? 좌불(坐佛)을 배우느냐?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불

을 배운다면 불(佛)은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무주법(無住法)에서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81)는 그 즉시 일체법에 머묾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백장이 정병(淨甁)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정병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너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82)라고 말

하는 것이나, 덕산(德山)이 “말을 해도 30방 맞아야 하고, 말을 하지 못해도 30방 맞아야 한

다.”83)라고 말하는 것이나, 무문관 제4칙에서 혹암(或庵)이 “서천의 달마는 왜 수염이 없

는가?”84)라고 말한 것이나, 무엇이 부처냐는 물음에 운문(雲門)이 “마른똥막대기이다.”85)라

고 말하는 것이나, 여타 화두(話頭)가 모두 그 즉시 분별사량에서 벗어나 머묾 없음에 머물

러 해탈자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⑽ 한국불교(韓國佛敎)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저술들에도 ‘무주(無住)’라는

용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인물별로 화엄이든 유식이든 선이든 각자가 공부한

분야에 따라서 ‘무주’가 든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무주’로서 드러내려는 뜻도 문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① 신라시대

당나라의 현장(玄奘)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공부하였던 신라의 승려 원측은 불설반야
바라밀다심경찬(佛說般若波羅蜜多心經贊)에서 ‘무주처(無住處)’, ‘무주처열반’, ‘무주열반’ 등

유식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86) 또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에서는 “무주열반(無住涅槃)

은 무상(無相)이라고 일컬으니, 생사와 열반의 모습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87), “해심밀
경에서 말하는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무주열반을 일컫는다.”88), “섭대승론 10권에서

81) 汝學坐禪 爲學坐佛 若學坐禪禪非坐臥 若學坐佛佛非定相 於無住法不應取捨(景德傳燈錄 5권.
신수장 51권. 240c)

82) 卽指淨甁問云。不得喚作淨甁。汝喚作什麽(景德傳燈錄 9권. 신수장 51권. 264c)
83) 第二代德山垂示云 道得也三十棒 道不得也三十棒(天聖廣燈錄 10권. 卍續藏 135권. 683b)

84) 或庵曰西天胡子因甚無鬚(禪宗無門關 卍續藏119권. 321b)
85) 問如何是佛 師曰乾屎橛(五燈會元 15권. 卍續藏 138권. 557b)
86) 韓國佛敎全書 1권. <佛說般若波羅蜜多心經贊> 11a,b,c.
87) 無住涅槃名爲無相 不住生死涅槃相故(韓國佛敎全書 1권. <解深密經疏> 152a)



말하는 ‘부처는 머묾 없이 머문다’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 머묾 없이 머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주열반에 안주하는 것이라는 말이다.”89)라고 하여 모두 유식학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무주처열반을 위주로 ‘무주’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왕경소(仁王經疏)에서는
“무위공(無爲空)은 생함도 없고, 머묾도 없고, 달라짐도 없고, 소멸함도 없다.”90), “삼세법(三

世法)은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머물 곳도 없음을 안다.”91)고 하여 대반야경에
서 ‘무주’를 인용하고 있다.

원효의 불교를 요약하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非同非異], ‘양변을 떠나고 중간도

아니다’[離邊非中]라는 불이법문(不二法門)인 화쟁(和諍)으로써 모든 긍정과 부정의 대립을

아울러 ‘한 마음이라는 근원’[一心之原]으로 귀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화쟁의 논리는 곧

‘양쪽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주무소주(住無所住)’와 같은 내

용이다. 열반종요(涅槃宗要)에서 “열반이라는 도(道)는 도도 없고 도 아님도 없으며 머묾

도 없고 머물지 않음도 없다.”92)고 하듯이 원효의 저술 여러 곳에서 ‘무주(無住)’를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무주(無住)’를 통하여 화쟁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금강삼매경론(金剛三
昧經論)의 몇몇 구절들을 예로 들어 보겠다.

“무생반야(無生般若)는 모든 곳에서 머묾이 없고 모든 곳에서 떠남도 없으니, 마음에는 머

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93)

“한 마음의 본체는 두 변을 떠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들어

간다고 일컫는다. 이와 같이 머묾이 없으면 바야흐로 해탈을 얻는다. 그러므로 열반에 머물

지만 속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94)

“머묾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二諦)에 머물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는 것이다. 비록

중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두 변을 떠난다. 이와 같음을 일컬어 머물 곳이 없다고 한다.”95)

“나는 모든 변(邊)을 떠나 머묾 없는 지혜를 얻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먼지 속에서 늘

온 우주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를 볼 수 있다. 온 우주의 모든 먼지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를 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여래를 본다고 하

는 것이다.”96)

신라 화엄종(華嚴宗)의 종조(宗祖)인 의상(義湘)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서,
“이른바 일(一)은 자성(自性)이 일인 것이 아니라 연기(緣起)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이고

나아가 십(十)은 자성이 십인 것이 아니라 연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인 것처럼, 모든

88) 解云無所住處者 謂無住涅槃(같은책. 152b)

89) 攝大乘第十卷云 佛無住爲住者 生死涅槃無住爲住 此卽安住無住涅槃(상동)

90) 無爲空者 無生無住無異無滅(韓國佛敎全書 1권. <仁王經疏> 52b)
91) 知三世法 無來無去無住處者(같은책. 110a)

92) 涅槃之爲道也 無道而無非道 無住而無非住(韓國佛敎全書 1권. <涅槃宗要> 524a)
93) 無生般若 於一切處無住 於一切處無離 心無住處(韓國佛敎全書 1권. <金剛三昧經論> 628c)
94) 一心之體 離二邊故 歸此心源 故名爲入 如是無住 方得解脫 故住涅槃不離縛也(같은책. 635a)

95) 言無住者 不住二諦 亦不在中 雖不在中 而離二邊 如是名爲無住處也(같은책. 664b)

96) 我離諸邊得無住智 故能一一微塵之中 常見十方無量諸佛 十方世界諸微塵中 無處不見無量諸佛

故言一切處常見諸如來(같은책. 664b)



것은 연기로 나타난 법이어서 자성을 가지고 정해진 모습으로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 자성

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생겨나도 생겨남 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

남 없이 생겨난다는 것은 곧 머묾이 없다는 뜻이니, 머묾이 없다는 뜻이 곧 중도(中道)이

다.”97)라 하고는 다시, “중도라는 뜻은 바로 분별이 없다는 뜻이다. 분별이 없는 법은 자성

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다함이 없고, 또 머물지 않는다. 이 까닭에 일

속에 십이 있고 십 속에 일이 있어서 서로 포용하여 막힘이 없음을 알게 된다.”98)라고 하여,

화엄의 중중무진(重重無盡)하고 원융무애(圓融無礙)한 법계의 본성이 연기(緣起)이며, 무주

(無住)의 중도(中道)라 하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에 활약한 승장(勝莊)은 무주방편(無住方便)99)을 말하고, 의적(義寂)은 생사

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법성(法性)의 무주(無住)100)를 밝히고 있고, 표원

(表員)은 ‘무주’를 통하여 연기(緣起)의 뜻을 밝혔고,101) 명량(明粮)은 화엄법계(華嚴法界)의

실상이 곧 무주(無住)임을 노래하고 있다.102) 둔륜(遁倫)은 “부처는 반연도 없고 머묾도 없

다.”103)라고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말하고, 태현(太賢)은 “무주열반(無住涅槃)은 두 변에

머물지 않는 무위(無爲)의 한 길로서 소지장(所知障)이 깨끗해진 것이다.”104)라고 말하고, 또

“무분별지(無分別智)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상(相)에 머물게 되는데, 상에 머무는 것을 돌이

켜 비추어 보면 마침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깨달아서는 머묾 없음에 머물러 분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다.”105)고 하여 깨달음이 분별을 떠나 머묾 없음에 머무는 것임을 밝히

고 있다.

② 고려시대

고려 초기 화엄(華嚴)의 대가였던 균여는 “부처는 이름을 따르지 않고 깨닫기 때문에 뜻

에 머묾이 없다고 한다.”106)고 하고, 다시 “방편에 통하는 처음에는 이름 속에 법이 있었지

만, 진실로 깨달을 때에는 오직 뜻에 머묾이 없을 뿐이고, 달리 진실한 이름이라는 것은 없

다.”107)고 하여, 깨달음은 뜻에 머묾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균여는 자신의 화엄학을

밝힌 석화엄지귀장원통초(釋華嚴旨歸章圓通抄)에서 “또 의상(義湘) 스님이 말한 ‘하나의

미진(微塵) 속에 시방세계를 품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한결같이 머묾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미진의 머묾 없음은 작고 시방세계의 머묾 없음은 큰가? 동일한 크기이다. 만약 그

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미진은 작고 세계는 크다고 말하는가? 미진과 시방세계는 각각의 자

97) 如所言一者 非自性一 緣成故一 乃至十者 非自性十 緣成故十 一切緣生法 無有一法定相有性

無自性故 卽不自在者 卽生不生生 不生生者 卽是不住義 不住義者 卽是中道(韓國佛敎全書 2
권. <華嚴一乘法界圖> 6b)

98) 中道義者 是無分別義 無分別法 不守自性故 隨緣無盡 亦是不住 是故當智 一中十 十中一 相容

無礙(같은책. 6b,c)

99) 無住方便(韓國佛敎全書 2권. <金光明最勝王經疏[輯逸]> 189c)
100) 韓國佛敎全書 2권. <無量壽經述義記卷中[復元]> 324c.
101) 韓國佛敎全書 2권. <華嚴經文義要決問答> 360c.
102) 韓國佛敎全書 2권. <海印三昧論> 398a.
103) 佛無攀無住(韓國佛敎全書 2권. <瑜伽論記> 561b)
104) 無住涅槃 不住二邊 無爲一道 所知障淨(韓國佛敎全書 3권. <梵網經古迹記> 440b)
105) 然無分別智 得覺住相 返照住相 終無所有 故云覺住無住離分別(韓國佛敎全書 3권. <大乘起
信論內義略探記> 751b)

106) 佛不隨名證 名無住義(韓國佛敎全書 4권. <十句章圓通記> 74a)
107) 通方便始 所目中所有法 實得證時 唯是無住義 無異實名(같은책. 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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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自性)이 없고 오직 머묾이 없을 뿐이다.”108)라고 하여 일(一)과 일체(一切)가 자성이 없고

서로 머묾 없는 연기(緣起) 속에 있음을 밝히고, 다시 “법성은 둘이 없기 때문에, 선재의 머

묾 없는 법성과 선우(善友)의 머묾 없는 법성과 일체법의 머묾 없는 법성이 다만 하나이다

.”109)라고 하여 사람과 사물을 포괄하여 일체법의 본성(本性)이 곧 머묾 없는 법계연기(法界

緣起)임을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중기 한국 간화선을 중흥시킨 보조국사 지눌의 저술에도 여러 곳에서 ‘무주’가

발견된다. 진심직설(眞心直說)에서는 금강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를 말하고,110)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에서는 “불성(佛性)은... 뿌

리도 없고 머묾도 없다.”111), “머묾 없고 텅 비고 고요하다.”112), “대도(大道)의 근본은 마음

이며, 마음의 근본은 무주(無住)이다. 무주는 마음의 본체로서, 신령스럽게 알고 어둡지 않

다.”113)고 청량징관(淸凉澄觀)의 <심요(心要)>를 인용하고 있으며, 화엄론절요(華嚴論節
要)에서는 “내가 여래를 살펴 보니, 과거에 오지 않고 미래에 가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 않

는다.”114), “세간과 출세간에 전혀 머물 곳이 없다.”115), “머물 법이 없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다.”116), “한 순간 무한한 세월을 두루 살펴 보니,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다.”117), “마음을 관찰해 보니 머묾이 없다.”118), “머묾 없음을 일러 불(佛)이라 한다

.”119) 등으로 ‘무주(無住)’가 곧 법계(法界)의 본성이라고 하고 있다.

지눌(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慧諶)은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의 선풍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하여 화두(話頭) 1463칙(則)과 그 염(拈)․송(頌)․상당거화(上堂擧話)를 모은

선문염송(禪門拈頌)을 편찬하였고, 제자인 각운(覺雲)은 선문염송에 대한 주석서인 염
송설화(拈頌說話)를 지었다. 1463칙의 화두 가운데 부처나 보살의 주처(住處)를 다루는 화

두가 있으므로, 이 화두에 대한 염․송․상당거화․설화(주석) 등에서도 주처의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예컨대, 고칙(古則: 화두) 73에서 장폐마왕이 금강제보살에게 무엇에 의지하여 머

물길래 찾을 수가 없느냐고 묻자 금강제보살은 “나는 머묾 있음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고,

머묾 없음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으니, 이렇게 머문다.”120)라고 답하여 머묾 없는 곳에 머

묾을 말하고, 또 진불(眞佛)이 있는 곳을 묻는 고칙 434에 대하여 목암(牧庵)은 언급하기를

“진불은 머무는 곳이 없으니, 걸음걸음마다 종적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 있는 곳

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다.”121)라고 하여 역시 머

묾 없음에 머무는 반야무주(般若無住)를 말하고 있다.

108) 又湘和尙云 一微塵中含十方世界者 同是一無住故爾 問微塵無住小 十方世界無住大耶 答一量

也 問若爾 何物言微塵小世界大耶 答微塵與十方世界 各無自性唯無住耳(韓國佛敎全書 4권. <
釋華嚴旨歸章圓通抄> 143b,c)

109) 以法性無二故 善財之無住法性 善友之無住法性 及一切法無住法性 只是一也(같은책. 150a)

110) 韓國佛敎全書 4권. <眞心直說> 721a.
111) 佛性... 無根無住(韓國佛敎全書 4권.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742a)
112) 無住空寂(같은책. 747b)

113) 大道本乎其心 心法本乎無住 無住心體 靈知不昧(같은책. 760c)

114) 我觀如來 前際不來 後際不去 今卽無住(韓國佛敎全書 4권. <華嚴論節要> 774b)
115) 世及出世 都無住處(같은책. 819c)

116) 無有法處故 無住處(같은책. 821b)

117)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無住處(같은책. 852a)

118) 觀心無住(같은책. 853b)

119) 無所住 名之爲佛(같은책. 868a)

120) 我不依有住而住 不依無住而住 如是而住(韓國佛敎全書 5권.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82a)
121) 眞佛無住處 步步絶行蹤 所以道 有佛處不得住 無佛處急走過(같은책. 3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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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선시대

기화의 저술인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는 금강경에
대한 5가(家)의 주해(註解)에다 자신의 주석(註釋)인 설의(說誼)를 덧붙인 것이다. 본래 금
강경은 대반야경의 일부로서 ‘무주(無住)’를 방편으로 반야를 설하는 경전인데, 설의에서

기화의 ‘무주’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육조혜능의 서문에 나오는 ‘무주(無住)가

본체이다.’라는 구절에 대한 기화의 설의는 “텅 비어서 어떤 모습도 없고, 텅 비어서 머묾이

없다. ... 머묾이 없으나 머물지 않음도 없고 모습이 없으나 모든 모습에 장애되지 않는다

.”122)라 하고, 묘행무주분제사(妙行無住分第四)에서 야보(冶父)의 주해에 대한 설의에서는

“머묾 없음이 만행(萬行)의 큰 근본이고, 만행은 머묾 없음의 큰 작용이다. 세존의 가르침은

머묾 없음으로 머묾을 삼으므로, 큰 근본이 이미 밝혀졌으니 큰 작용 역시 알 수 있다.”123)

라 하고, 또 “무심(無心)이 바로 머묾 없음의 뜻이니, 머묾 없는 속에서 큰 작용이 번성하게

일어난다.”124)라 하고, 이상적멸분제십사(離相寂滅分第十四)의 설의에서는 “만약 참으로 머

무는 곳이라면, 머묾 있음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고, 머묾 없음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고,

중도(中道)에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으니, 이렇게 머무는 것이다.”125)라고 하여, 여러 곳에서

머묾 없음에 머무는 반야바라밀과 그 자재한 작용을 말하고 있다.

생육신(生六臣)의 한 사람인 김시습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머리를 깍고 출가하였는데,

여러 권의 불교저술이 있다. 의상(義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주해한 대
화엄법계도주(大華嚴法界圖註)에서 김시습은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어

진다.[不守自性隨緣成]’는 구절을 주해하여 “모든 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모든 자성은 본래

머묾이 없다. 머묾이 없으니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니 인연을 따름에 장애가 없다. 인연

을 따름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이루는 것이다.”126)

라 하고, 또 ‘하나가 곧 모두이고, 여럿이 곧 하나이다.[一卽一切多卽一]’라는 구절을 주해하

여 “허공은 장애가 없고, 살아 있는 부처는 둘이 없다. 연기(緣起)는 머묾이 없으니, 원인과

결과가 동시(同時)이다.”127)라고 하여, 화엄(華嚴)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설명하고 있다.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은 삼가귀감(三家龜鑑)에서 청량징관(淸凉澄觀)이 황태

자에게 말했던 심요(心要)의 앞부분인 “대도(大道)의 근본은 마음이며, 마음의 근본은 무주

(無住)이다. 무주는 마음의 본체로서, 신령스럽게 알고 어둡지 않다.”128)를 인용하여 마음의

근본이 무주(無住)임을 말하고 있다. 또, 설선의(說禪儀)에서는 여러 경전의 방편을 언급

하면서 “금강경은 무주(無住)로 방편을 삼는다.”129)고 하여 반야경 계통의 금강경이 무

주를 방편으로 삼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운수단가사(雲水壇歌詞)에서는 금강경 32응화
122) 廓然無諸相 曠然無所住 ... 無住而無所不住 無相而不礙諸相(韓國佛敎全書 7권. <金剛般若
波羅蜜經五家解說誼> 14a)

123) 無住者 萬行之大本也 萬行者 無住之大用也 慈尊敎以無住爲住 大本已明 而大用亦 不可不知

也(같은책. 36a)

124) 無心正是 無住之義 要向無住中 繁興大用(같은책. 36b)

125) 若眞住處 不依有住而住 不依無住而住 亦不依中道而住 如是而住也(같은책. 65a)

126) 一切法本來無性 一切性本來無住 無住則無體 無體則隨緣不碍 隨緣不碍故 不守自性 而成十方

三世矣(韓國佛敎全書 7권. <大華嚴法界圖註> 304a)
127) 虛空無碍 生佛無二 緣生無住 因果同時(같은책. 304b)

128) 大道本乎其心 心法本乎無住 無住心體 靈知不昧(韓國佛敎全書 7권. <三家龜鑑> 621a)
129) 金剛以無住爲方便(韓國佛敎全書 7권. <說禪儀> 739a)



- 25 -

비진분(應化非眞分)의 사구게(四句偈)와 함께 화엄경 13권 광명각품제구(光明覺品第九)에

나오는 게송 앞 부분인 “한 순간에 무량겁(無量劫)을 두루 살펴 보니,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구나. 이렇게 삼세(三世)의 일을 밝게 알면, 모든 방편을 넘어서

십력(十力)을 이룬다.”130)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게송은 뒤에 사찰에서 행하는 장례식의

다비문(茶毘文)에 포함되었음을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131),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132),
작법귀감(作法龜鑑)133)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수(子秀; 1664-1737)는 무경집문고(無竟集文稿)에서 “삼계(三界)를 집으로 삼고, 대지

(大地)에 머물지 않으며,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다.”134)고 노래하고, 다시 무경실중어록(無
竟室中語錄)에서는 ‘무주(無住)’라는 제목으로 “부처는 한 글자도 말하지 않았고, 조사는 양

(梁)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네. 넓고 넓어 아무것도 없으니, 대도량(大道場)을 노니는구나

.”135)라 노래하고, 또 ‘시(示)’라는 시(詩)에서는 “몸을 쉬고 목숨을 보전할 곳이, 바로 옆에

있지만 스스로는 알기 어려워. 머묾 없음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 성불은 이미 흔한 일이네

.”136)라고 노래하고, 또 ‘평암(平庵)’이라는 시에서는 “이 일은 본래 머묾이 없어, 인연을 따

라 일어나니 곳곳이 평등하다. 이 소식을 믿을 수 있으면, 집으로 돌아감에 무엇하러 길을

물을까?”137)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들 시(詩)의 내용은 모두 연기(緣起)로 발생하는 무상(無

常)한 세계에는 머물 곳이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선승(禪僧)들 가운데에는 이처

럼 시를 통하여 ‘무주(無住)’를 노래한 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도안(道安)138)․추붕(秋鵬

)139)․명찰(明察)140)․수연(秀演)141)․새봉(璽封)142)․해원(海源)143)․취여(取如)144)․지탁(知

濯)145)․의순(意詢)146)․선영(善影)147) 등을 꼽을 수 있다.

4. 인접 개념과의 관계 및 현대적 논의

⑴ 인접 개념과의 관계

앞서 언급했다시피, ‘무주(無住)’라는 용어는 문장에서 보통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무주’가 서술하는 주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곧 무주와 인접한 개념들이다. 이 개

130)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亦無住 如是了知三世事 超諸方便成十力(韓國佛敎全書 7권. <雲水
壇歌詞> 748c)

131) 韓國佛敎全書 8권. <釋門家禮抄> 282a.
132) 韓國佛敎全書 8권. <僧家禮儀文> 399b.
133) 韓國佛敎全書 10권. <作法龜鑑> 599a.
134) 三界作宅 無住大方 不捨一物(韓國佛敎全書 9권. <無竟集文稿> 407b)
135) 佛無說一字 祖不識梁皇 廓落無何有 逍遙大道場(韓國佛敎全書 9권. <無竟室中語錄> 424a)
136) 安身立命處 太近自難知 不離無住住 成佛已多時(같은책. 425a)

137) 此事本無住 隨緣處處平 信得這消息 歸家那問程(같은책. 427a)

138) 韓國佛敎全書 9권. <月渚堂大師集> 90c.
139) 韓國佛敎全書 9권. <雪巖雜著> 241b.
140) 韓國佛敎全書 9권. <楓溪集> 144c.
141) 韓國佛敎全書 9권. <無用堂遺稿> 347a.
142) 韓國佛敎全書 9권. <霜月大師詩集> 593a.
143) 韓國佛敎全書 9권. <天鏡集> 610c.
144) 韓國佛敎全書 10권. <括虛集> 306b.
145) 韓國佛敎全書 10권. <三峯集> 466a.
146) 韓國佛敎全書 10권. <艸衣詩藁> 835b.
147) 韓國佛敎全書 10권. <櫟山集> 9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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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은 앞서 각 경론(經論)과 종파(宗派)에서의 무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 언급하고 살

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름만 열거하고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다. 무주가 서술하는 개념

들은 다음과 같다. 연기(緣起), 무탐(無貪), 반야바라밀다, 공(空), 해탈(解脫), 열반(涅槃), 법

성(法性), 법계(法界), 법계연기(法界緣起), 무주처열반, 무주처삼매, 근본(根本) 등.

⑵ 현대적 논의

20세기 이후 현대 한국의 불교학 연구에서 ‘무주(無住)’를 주제로 한 논문은 미미하다. 그

이유 역시 무주가 주어 개념이 아니고 서술어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다음

과 같은 4편의 소논문에서 무주를 다루고 있을 뿐이고, 단독으로 ‘무주’를 주제로 한 본격적

인 연구논문이나 연구서는 아직 없다.

①佐藤繁樹, 元曉의 禪思想, 그 無住觀에 관한 一考察: <金剛三昧經論>을 中心으로 ,

(震山韓基斗博士華甲紀念)韓國宗敎思想의 再照明, 上(圓光大學校 出版局. pp.241-268.

1993)

②김승철, 無住와 방황; 卽非의 논리와 해체의 신학 , 宗敎神學硏究(西江大學校宗敎神
學硏究所. pp.153-205. 1995)

③김하우, 中觀의 無住方式 , 불교철학연구: 반야공관 위주의(예문서원. pp.564-587.
2001)

④김하우, 慧能의 無念․無相․無住義 , 불교철학연구: 반야공관 위주의(예문서원.
pp.216-243. 2001)

일본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무주를 주제로 한 논문은 극히 드물다. 平井俊榮이

1976년에 발표한 무주 개념의 형성과 전개 라는 소논문이 ‘무주’라는 개념을 단독으로 다룬

유일한 논문이고, 화엄사상이나 유식학에서의 무주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 각 2편, 1편이 아

래와 같이 있을 뿐이다.

①平井俊榮, ＜無住＞の槪念の形成と展開 , 駒澤大學佛敎學部硏究紀要34(pp.48-63.
1976.3)

②佐藤厚, 義湘系華嚴思想における無住 , 印度學佛敎學硏究94(47-2)(日本印度學佛敎學
會. pp.84-87. 1999.3.20)

③小林円照, 無住と妙住　 華嚴經入法界品․善住章の一考察 , 南都佛敎51(pp.1-24.
1983.12.30)

④阿理生, 無住處涅槃について , 印度學佛敎學硏究68(34-2)(日本印度學佛敎學會.
pp.101-108. 19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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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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