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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太平經은漢代에이루어졌으나많은부분실전되고그잔권들이道藏에수록
되어있었다. 근대에돈황에서여러판본의 太平經이발견되어도장본과함께
교감하여나온것이 太平經合校 (王明, 中華書局, 1993)이다. 현재가장권위
있는책으로여겨지며 근래 太平經 연구자들은대부분이책을의거한다. 이
책은신뢰할만한판본이기는하지만校勘위주로되어있으며구두등여러면에
서 소략하여 太平經의 내용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이유로이이후로도여러 太平經 주석서및해설서가나왔다. 매우여러
본이 나왔으나 필자가 보기에 다음 두 가지는 참고가치가 상당히 높다.
太平經正讀(俞理明, 巴蜀书社, 2001)과 太平經今注今譯(楊寄林, 河北人民
出版社, 2002)이다. 이 중 太平經正讀은간략한주석과함께특히句讀등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太平經今注今譯은 상세한 주석과 함께 현대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
본논문에서인용하고있는 太平經의원문은 太平經合校를따랐으나구두나
번역은 太平經正讀과 太平經今注今譯을참고하여필자가결정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용문은 太平經合校 의 쪽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편명을 [ ]안에
밝혔다.

* 충북대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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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고대사를보면대부분신들의이야기로채워져있다. 이점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역사란 당연히 神史

혹은 신들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神話(myth)2)라고 부른다. 이

神話(myth)는끊임없이인간세계에진입하고간섭하며나름의작용을한

다. 물론 상호작용이라 할 것이다.3)

이런의미에서볼때, 동아시의神혹은神物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

하다. 본고에서는 太平經에 보이는 神類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왜 太平經에보이는神類를살펴보고자하는가? 太平經에

보이는 神類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자료를중심으로중국의神物을살펴보면, 이미갑골문에풍부

하게 보인다. 즉 최소한 商代時期 이미 상당히 체계화되어진 神學

(theology)가존재하였다고판단되나현재그구체적인내용을알수없다.

이런상황은周代時期약화되어지지만엄연하게면면히존재해왔었다. 이

점에대해두가지만살펴보자. 하나는周代五禮중吉禮부분이다. 이吉禮

는 사실상 事神禮이다. 거기에는 상당히 체계화되어진 神學(theology)이

2) 현재 ‘神話(myth)’라는단어에는허구의이야기혹은상상의산물등의뉘앙스를
가지고있다. 단지필자가보기에고대사회에서 ‘神話(myth)’는信史이고眞實
이라고여겨졌다. 그렇기에그들에게 ‘神話(myth)’는가상의영역이아니라진실
의영역에있었다고보아야한다. 이중어떤뉘앙스로 ‘神話(myth)’를접근하느
냐에 따라 ‘神話(myth)’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우리는이미습관적이고무반성적으로mythos에서 logos라는도식으로역사를
설명한다. 세계의고대사를보면마치神史인듯하고언제부터인가人史인듯한
느낌을주기때문에 ‘mythos에서 logos라는도식’이완전무의미하다고볼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이 도식에는 은연중 mythos에는 logos가 없고 logos에는
mythos가없다는전제가깔려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인류의역사는
이두가지–mythos와 logos–가항상혼재되어상호영향력을행사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의 구별도 어렵다. 현대는 정녕 logos의 시대인가? 만일
현대를mythos가없는 logos의시대라고이해한다면당장오늘저녁의뉴스도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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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있다. 또하나는 墨子이다. 묵자의사상에도농후한尊鬼思想이
보이며 나름의 神學(theology)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秦代와漢代에도부단하게이런전통이내려왔고끊임없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 이런 신학의 체계가 집성된 내용은

太平經에 보인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사실상 太平經이최초의 집성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앞선 조직화된 神學

(theology)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런신학의체계가집성된내용”이란무엇을의미하는가? 여

기에서 ‘集成’이란 그 이전의 신관이 종합되고 체계화되어 후일에 하나의

전범으로서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물론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하

는 말이다. 이 부분은 뒤에 충분히 보여질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太平經에보이는神類에대해고찰해보는것은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太平經神類의 이론 기초

무엇이神인가? 神類란神들의집합을말한다. 그러므로神類를고찰하

기에앞서반드시神이란도대체무엇인가에대해논의를해야할것이다.

太平經에의하면, 神은존재를구성하고있는중요한축의하나이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太平經은 氣를 가지고 존재(존재자를 포함)를 설명하
고 있으며神도그일부이다. 즉 이론적으로氣論의일부라고볼수있다.

太平經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자.太平經에서는 太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형용하고 있다.

천지가나누어지기전최초로시작하였을때에는안으로는위 아래해

와달三光이없어서위아래로어두컴컴하였다.어두컴컴하여분별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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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비록분별이없었으나그안에는절로上下 左右 表裏 陰陽이있

어서로서로버티고있어서분별이없었다.4)

아마도 태초에 이미 무분별한 혼돈의 상황에 이미 음양과 같은 맞짝이

내재해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혼돈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

주의 삼라만상은 존재하게 되었다.

음양이서로버티다가막함께생겨났을때에도그작용도막막해서마

찬가지로분별이없었다.생겨난이후에가되어서야모든것이갖추어지

게되었다.5)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형성된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어질까?

천도에는항상세가지氣가있다.그첫번째는生을좋아하니陽이라

이름한다. 둘째는成을좋아하니和라이름한다. 셋째는殺을좋아하니

陰이라이름한다. 그러므로하늘은생하게하는것을주관하고, 사람은

길러이루는것을주관하고,땅은殺이라이름하니죽여서감추어버린다.

천지인이세가지가함께공을이루는것이니이것들은서로원인이된

다.陽이없으면生하지않고,和가없으면成하지않고,陰이없으면殺하

지 않는다. 이 세가지가서로한집이되어만이천물을만들어낸다.6)

氣論으로존재를설명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만물은어떻게생성되

는가?

4) 三者爲一家陽火數五訣 , “天地未分, 初起之時, 內無有上下日月三光, 上下洞冥,
洞冥無有分理. 雖無分理, 其中內自有上下左右表裏陰陽, 具俱相持, 而無分別.”

5) 三者爲一家陽火數五訣 , “若陰陽相持始共生, 其施洞洞, 亦不分別. 已生出, 然
後頭足具.”

6) 三者爲一家陽火數五訣 , “天道常有格三氣, 其初一者好生, 名爲陽; 二者好成,
名爲和; 三者好殺, 名爲陰. 故天主名生之也; 人者主養成之; 地者名爲殺, 殺而
藏之. 天地人三共同功, 其事更相因緣也. 無陽不生; 無和不成; 無陰不殺. 此三
者, 相須爲一家, 共成萬二千物.” * “萬二千物”은 만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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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은본래混沌의氣에서생겨난것이다. 氣는精을낳고精은

神을낳고神은明을낳는다.7)

약간의설명을하자. 여기에서 ‘사람[人]’은 만물더나가존재및존재자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8) 단지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明’이란 ‘神’의활동작용을지칭할것이다. 그렇다면위의설명은氣

-> 精 -> 神 의 발생 순서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이다. 위의인용문을이어다음과같은말을하

고 있다.

氣는精으로전환되고,精은神으로전환되고,神은明으로전환된다.9)

즉위인용문에서말하는 ‘낳음[生]’은 ‘완전히이질적인것을낳고분리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氣’인 것이다. 즉 ‘一氣論’

의 입장에 서서 精 氣 神 (明)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다음 글을 살펴보자.

천지도시초에바로정신이이루어진다.10)

즉 氣 -> 精 -> 神 라는 발생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의미이

다.11) 다시말하는氣가있으면精 神은반드시존재한다고보아야한다.

7) 太平經佚文 , “夫人本生混沌之氣, 氣生精, 精生神, 神生明.”

8) 楊寄林선생은 太平經今注今譯 (河北人民出版社, 2002), 1766쪽에서意念活
動으로 설명하고 있다.

9) 太平經佚文 , “氣轉爲精, 精轉爲神, 神轉爲明.”

10) 不忘誡長得福訣 , “惟天地亦因始初, 乃成精神.”

11) 사실상 태평경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두가지설명이모두존재하는듯하
다. 단지본고의논리전개와별상관이없다. 왜냐하면태초와현상이시간적
간격을 가진다고 해도 태평경이나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氣 精 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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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一氣는 陰 陽 和의 작용에 의해 만물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본고의주제와관련한매우중요한사실을알수있다. 즉神은

氣가있는모든곳에존재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一氣에도神이

있고, 天地에도 神이 있고, 萬物에도 神이 있다. ‘物物皆有神’이라 말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神은유일한것이아니다. 一氣도 ‘物’이라표현한다면

神은物의數만큼많은것이다. 그러므로마땅히神이아니라神類라불러

야 할 것이다.

논문서술의편의를위해한가지를더설명하자. 太平經에서는이 ‘神’
을 지칭하는여러표현이있다. 그중한가지가바로 ‘精神’이다. ‘精神’이란

용어는때로는 ‘精’ ‘神’의 의미로사용되며또때로는 ‘神’의異稱으로도사

용된다.12)

3. 最高神

이미 앞에서 ‘物物皆有神’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신들은 相互

독립적인 존재들인가? 상호간에 위계질서는 없는가? 만일 상호간 독립적

인 존재들이며 위계질서가 없다면 ‘最高神’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리고 ‘最高神’이 존재한다면그것은神類는상호독립적이지않고위계질서

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太平經의 神類에는 最高神이 있는
가? 다음의 글을 보자.

天君이란바로委氣이다.그래서天君이라이름한다.존귀하여(더이

모두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1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太平經鈔辛部, “天地之道, 據精神自然而
行. 凡事大小, 皆有精神, 巨者有巨精神;小者有小精神.” 이 중 ‘事’는 ‘物’과같은
의미이다. 巨物에는巨精神이있고小物에는小精神이있다는의미이다. 여기
에서 말하는 ‘精神’은 바로 ‘神’이다. 즉 ‘物物皆有神’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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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가없으니칙명과가르침에대해누가시키는대로따르지않을수

있겠는가?[天君者, 則委氣, 故名天君. 尊無上, 所勅所敎, 何有不從令者

乎?]13)

위 인용문은 좀 신중하고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尊無上

(존귀하여더이상위가없음)”을통해最高神이존재함을알수있으며그

최고신이 바로 ‘天君’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여기에서몇가지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 첫째, 天君은하

늘의 신 즉 天神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둘째, 太平經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생소해 보일 수 있는 ‘委氣’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셋째,

“委氣, 故名天君”의 논리적 함의 혹은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들은 모두 ‘委氣’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委氣’란무엇인가?이를해결하기위해몇개의예문을다시살펴보자.

모든 일은 각기자기의 類에 의거하여 다스린다. 無形委氣의 神人은

元氣와유사하기때문에元氣를다스린다.大神人은형상이있는데大神

은天과유사하기때문에天을다스린다.眞人은응집되어있고변함없는

것이地와유하시기때문에地를다스린다.仙人은변화하는것이사계절

과유사하기때문에사계절을다스린다.대도인은吉凶을미리아는것에

능한것이五行과유사하기때문에五行을다스린다.14)

위 인용문 중 “無形委氣의 神人[無形委氣之神人]”이란 무엇인가? 우선

13) 壬部不分卷

14) 九天消先王災法 , “凡事各以類相理. 無形委氣之神人, 與元氣相似, 故理元氣.
大神人有形, 而大神與天相似, 故理天. 真人專又信, 與地相似, 故理地. 仙人變
化, 與四時相似, 故理四時也. 大道人長於占知吉兇, 與五行相似, 故理五行. …”
※또다른글도참조하자. “그無形委氣의神人직책은元氣를다스리는것이
다. 大神人은직책이天을다시리는것이다. 眞人은직책이地를다스리는것이
다. 仙人은사계절[四時]을다스리는것이다. 대도인은직책이五行을다스리
는것이다. …[ 九天消先王災法 其無形委氣之神人, 職在理元氣. 大神人, 職在
理天. 真人, 職在理地. 仙人, 職在理四時. 大道人, 職在理五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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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經에서는 ‘委氣’를 ‘無形委氣’ 혹은 ‘委氣無形’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러므로 ‘無形委氣之神’은 바로 ‘委氣之神’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無形委氣

의神人[無形委氣之神人]”은 事‘委氣之神’者혹은通‘委氣之神’者의의미일

것이다. 결국 ‘委氣之神’을 대행하는 巫를 말한다. 그 이하 “大神은 天과

유사하기 때문에 天을 다스린다.[大神與天相似, 故理天]” 등도 모두 같다.

이것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일은 각기 자기의 類에 의거하여 다스

린다.[凡事各以類相理]“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읽어 낼 수 있다. 첫 번째 ‘委氣’는 사실상 ‘元氣’를

지칭한다.15) 둘째, 천을통치하는신과다르다. 그 상위의신이다. 왜냐하

면 “大神人은 형상이있는데大神은天과 유사하기때문에天을다스린다.

[大神人有形, 而大神與天相似, 故理天.]”16)로 보아 天을 다스리는 신은

15) 委氣와 元氣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이미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委氣’를 말하면그주변에元氣가따라온다. 즉매우밀접한관련을
가지고있는개념임을어렵지않게알수있다. 그리고 ‘委氣’의 ‘委’에 대해楊寄
林선생은 ‘積’의 의미–積也 -라고설명한다. 기본적으로올바른설명이라판
단한다. 사실상 太平經에서는빈도수가높진않지만 ‘積氣’란어휘도보인다.
그 글을 살펴보자.
“[文字大急十事不得汚辱決] 夫一者, 乃數之始起, 故天地未分之時, 積氣都爲
一, 分爲二, 成夫婦 …. (一이란 수의 처음이다. 그러므로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積氣가 모두 하나였는데 나누어져 二가 되어 夫婦가 된 것이고 ….)”
이 인용문의 ‘積氣’는 ‘元氣’를 지칭하는것임을어렵지않게알수있다. 그렇다
면 의미상 동일한 ‘委氣’도 당연히 ‘元氣’의 異稱일 수 있다. 다시 말해 ‘元氣’
‘積氣’ ‘委氣’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필자는사용되어지는문맥이나訓詁등을고려할때이세가지명칭
의 중점은 조금씩 차이기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元氣’는 ‘元來’ 혹은 ‘元首’의氣이니태초혹은모든것의근거가되는기라는
것이 의미 중점일 것이다. 즉 ‘元初’이다.
‘積氣’는 그것이不分인상태로쌓여있음이의미중점일것이다. 즉 ‘未分’이다.
‘委氣’도 마찬가지고쌓여있는것을의미한다. 즉 ‘委積’의 의미이지만그중점
은 ‘充滿’ 다시말하면 ‘無所不在’일 것이다. 후대용어로말하면 ‘塞’(如張載西
銘 “天地之塞”之‘塞’) 두 글자로 말하면 ‘充塞’일 것이다.
이런이유로이세용어가혼용되어사용되어지기도하고분별되어사용되어지
기도하는것이다. 비록의미중점은다르지만동일한대상을지칭하는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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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神이다.

그럼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天君者, 則委氣, 故名天君”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天君이란 委氣 즉 元氣의 神이다. 인용문의 ‘委

氣’는 ‘委氣之神’의略言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元氣는모든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므로天君이라부를수있는것이다. 이것은天을담당하는

神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治理하는 最高神이다.

그렇다면이天君은어떤權能이있는가? 앞에서이미살펴본 壬部不分

卷 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자.

太上의士는바로天上에태어나委氣無形을받아태어나천상의일17)

을맡게된다.무엇을모르겠으며무엇을분명하게알지못하겠으며무엇

을보지못하겠는가?自然元氣가함께업무를보고같이실행을할것이

다.天上의士는항상無極殿에있으며天과함께문서를다스려서上下의

일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하여…만물이모두그덕택으로번성한다.天

上의士는天이존경하는대상이며여러신들이우러르는바이다.마치제

왕의태자와같은것이니감히존경하지않는자가있겠는가?18)

인용문에서 “太上19)의사[太上之士]”는 위 인용문의 “無形委氣의 神人

[無形委氣之神人]”에 해당하고, “天上의 士[天上之士]”는 “大神人”을 지칭

16) 필자가보기에, “大神人有形, 而大神與天相似, 故理天”는 당연히 “大神人有形,
而大神人與天相似, 故理天”으로되어야한다. 혹은앞에 ‘大神人’이 나와반복되
기에 ‘人’이 생략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같은편에보이는 “大神人, 職在理
天”이란구절을보아도명백하다. 아래인용문은아마도天을담당하는大神을
섬기는 巫가 大神을 통해 天을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17) 원문은 “知天上之士”이다. 여기에서의 ‘士’는 ‘事’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壬部不分卷 , “太上之士, 乃生天上, 受委氣無形而生, 知天上之士. 何所不知,
何所不明, 何所不見. 自然元氣, 同職共行. 天上之士, 常在無極之殿, 與天同理
文書, 上下不失其事, …萬物皆被榮, 天上之士, 天之所尊敬, 諸神所仰, 如帝王
太子, 敢有不敬者乎?”

19) 太平經에서는 委氣 즉 元氣를 太上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太上은 사실상
위의 “尊無上”과 의미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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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용문 중 “天과 함께 문서를 다스린다.[與天同理文

書]”에서 ‘天’은 大神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서보면이들의권능은 ‘知’이다. 위 인용문중 “知天上之士(事)”에

서의 ‘知’이니두가지의미를동시에지닌다. 즉 ‘알고살핀다’는의미와 ‘治

理’의 의미이다.20) 앞의인용문중天君을설명하며 “ 명령과가르침에대

해 누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와 함께 보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太平經의최고신은天君즉 “無形委氣之神”이며 그권능은
모든 것을 알고 治理하는 것이다.

4. 神廷

最高神이 있다는 것은 下位神이 있다는 것이다. 太平經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점–최소한필자에게는–을발견할수있다. 이미위에서최고

신은 ‘全知’와 ‘治理’라는권능을가지고있다는것을서술하였다. 그런데그

權能이 그냥 혹은 신통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방대

한조직을통해 ‘全知’와 ‘治理’가 가능하다. 요약적으로서술하기위해앞에

서 본 인용문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자. 壬部不分卷 의 내용을 중심으

로 원칙과 분류를 해 보자.

壬部不分卷 에는 “皇天署職” 즉神廷, 다시 말해신의관리조직에대한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을 정리하여 표로 나태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0) 현재우리가사용하는 ‘道知事’의 ‘知’가 바로이런의미이다. 과거의 ‘知縣’ 등의
관명에 보이는 ‘知’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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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天署職表

神名 대응자 권능

天君 無形委氣之神人 理元氣(全知와 全治)

大神 大神人 理天

(地神) 真人 理地

(四時神) 仙人 理四時

(五行神) 大道人 行吉凶禍福

(陰陽神) 聖人 理陰陽

(治文便言神) 賢人 理文書

物神 凡民 理萬物

財貨神 奴婢 理財貨

위의 표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보자. 神名 중 壬部不分卷 에 직접적

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太平經의 다른 곳 등을 참조한 것이다. 그리고
‘대응자’에 대해 살펴보자. “無形委氣之神人”으로부터 “賢人”은 내용상 그

해당신을섬겨어떤권능을가지고 있는자를의미한다. 단지 ‘凡民’과 ‘奴

婢’는 비유적인의미로그신의권능이 ‘凡民’과 ‘奴婢’와 유사하다는의미이

다. 즉범주가위와동일하다할수없다. 그래서부득이 ‘대응자’란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天君을제외하고나면모두각자의權限과業務가있으며 太平經의다
른내용을참고하면責任도따른다. 責任이있다는것은그에따른信賞必

罰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大神이하의 신들은 각 영역에서 “知(知+治)”

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반드시 上部에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을좀더살펴보자. 기본원칙은 ‘物皆有神’다. 그러므로각영역

– 예를 들면 地 등 –에도 다시 무수한 신들이 존재하여 ‘知’ 및 ‘報告’를

한다.

사람을예를들면사람에게는그사람을총괄하는神이있는데 太平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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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心에 거한다고한다. 그리고각 장기 등사람의 모든곳에다시

神들이있으며이들은다시각자의영역에서心神의명령에따라 “知(知+

治)”를 행하고그것을心神에보고하며心神을그것을상부에보고한다. 이

런 방식을 통해 萬物의 모든 일은 결국 天君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萬物은 天君의 명령을 받들게 되는 것이다.

단지 太平經을보면위의 ‘皇天署職表’보다훨씬다양하고복잡한방식
으로 ‘全知’와 ‘治理’를 하고 있다.

5. 其他神

위에서말한最高神과神廷神을神王과神吏라고도표현할수있을것이

다.太平經에는 ‘神王’이란표현은보이지않지만 ‘神吏’란표현은보인다.
여기에서 太平經에보이는 ‘天君’이란표현을사용해보자. 그럼 太平經
의神類는 ‘天君+神吏’라고표현할수있을까?이에해당하지않는신들
을 ‘其他神’이라 부르겠다. 太平經에의하면神은만물에모두있으며어
디에나 있으며 모든 길에 수북하게 쌓여 있을 만큼 많다. 물론 이에 대해

체계적인설명은없다. 그 대략을보기위해 眞道九首得失文訣 의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眞道九首得失文訣 에서는 다음 아홉 가지 수련법을 말한

다. ①元氣無爲②凝靖虛無③數度分別可見④神游出去而還反⑤大道

神與四時五行相類 ⑥ 刺喜 ⑦ 社謀 ⑧ 洋神 ⑨ 家先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上中下로 나눈다.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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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元氣無爲

凝靖虛無

數度分別可見

中

神游出去而還反

道神與四時五行相類

刺喜

下

社謀

洋神

家先

이중下는 ‘游神’21) 즉일종의雜神들과관련이있다. 여기에서는 ‘刺喜’

이하를 살펴보자.

여섯번째 ‘刺喜’는 다음과같다. 名帖으로땅에치는것이다. 도로의

귀신들은각기문건을가지고있으니가법(정해진법도)에따르면(따라

제사를지내면) 제사의대상인귀신들이찾아오게되는데, 반은진실된

듯하고반은사악한듯하여22) 사람을좋게도나쁘게도가지고논다. 항

상부릴수없으니오래되면사람들에게근심을불러온다.23)

여기에 “邪(혹은邪頗)”라는 개념이등장한다. 즉 도로에제사를지내면

자기가부르는신이외에부르지않은신들도온다는것이다. 이 중 “眞”이

21) 眞道九首得失文訣 의 용어이다.

22) 원문 “半以類眞半似邪頗使人好巧”에는두가지독법이있다. “반사사파, 사인호
교(半似邪頗, 使人好巧)”와 “半似邪, 頗使人好巧(半似邪, 頗使人好巧)”가 그것
이다. 전자에서 ‘파(頗)’는 ‘잘못됨’이고 후자에서는 ‘상당히’ 정도의 의미이다.

23) “六爲刺喜者, 以刺繫地, 道神各亦自有典, 以其家法, 祠神來游, 半以類眞, 半似
邪頗, 使人好巧, 不可常使也, 久久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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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칭해지는 神은 “神吏”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중 “邪(혹은 邪

頗)”는 “神吏”에 포함되지않을것이다. 이앞에서본 “游神”에 해당할것이

다. 즉 방황하는 雜神이다.

일곱번째社謀란다음과같다. 천지사시와사직산천에제사를지내면

신이사람에게강림하는데…포악하고함부로하며사악하니함부로해

서는(제사지내불러서는) 안된다.24)

社謀이하는下에속하는부분으로 “游神”을 말한다. 산천등의제사를지

낼적에내려오는잡신을말한다. “洋神”은 하늘에서내려와사람을횡설수

설하게 하는 신이며, “家先”은 조상의 신이다, 즉 “人死爲鬼”의 鬼이다.

여기에서 보면, 神吏에 해당하지 않는 신들임을 알 수 있으며, 先祖의

鬼도 神類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太平經에 의하면 이런 부류의 神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害惡을끼치기도하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太平經의논리구성에
의하면우리에게無害無益한神類가훨씬많아야할것이다. 단지 太平經
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것을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損益과 관련된 神類가
많이 등장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주의해야할것이있다. 즉 “邪神”이다. 太平經에서는누군가
에게해악을끼치는神類를 “邪神”이라 부른다. 단지이 “邪神”은좀신중하

게고찰해야한다. 즉惡人을벌주거나善人을시험하기위한邪神이있는

데이를 “大邪”라고도부른다. 이神은업무상출장(?)을 나온신으로神吏

에해당한다. 그리고 “游神” 가운데害惡을끼치는신이있으니이것은雜神

類에해당한다. 神廷의여러업무중이런邪神이무고한사람에게해악을

끼치는것을막는것도포함된다. 즉 “邪神”에는神吏도있고惡神도있으

며 원한 등을 품은 – 즉 선악으로 판단하기 힘든 - 神類도 포함된다.25)

24) “七爲社謀者, 天地四時, 社稷山川, 祭祀神下人也, … 暴仇狂邪, 不可妄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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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이상으로매우간략하게 太平經에보이는神類에대해살펴보았다. 만
일神들의세계를神界라부른다면이神界는크게세부류로나눌수있을

것이다. ①最高神 ②神吏 ③一般神이다. 그리고 이 존재가 善惡의 보응에

따르며나름의규칙을가지는것은①最高神②神吏의권능에의거하는것

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②神吏’의 태만과 ‘③一般神’의 비협

조나 방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26)

그렇다면이와같은 太平經의神類觀은어떤의미를가지고 있는가?

매우여러논의를할수있을것이나여기에서는 ‘들어가며’에서언급한 ‘集

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神類에 대한 관념은 이미 商代로부터 풍

부하게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 墨子에도 보이나 墨子에 보이는
神類는疏略하여자세히고찰하기불편하다. 선진시기神類의대략을고찰

할수있는것은周代五禮중吉禮를참고하는것이편리할것이다. 周禮
春官 宗伯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종백의업무는나라의天神과人鬼와地祇(에대한예를)세워거행

하는것을담당한다.[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 人鬼 地示27).]

吉禮로邦國의鬼 神 示를섬긴다.[以吉禮事邦國之鬼 神 示]

여기에서 보면 神類는 크게 ⑴天神 ⑵人鬼 ⑶地祇이다. 周禮 春官 宗
伯의 설명에 따르면 각각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5) 太平經에의하면, 원한등이있으면신들도상부에보고하여그에대한판단
을구해야한다. 그판단의결정에따라神廷에서大邪를내려보내기도한다.

26) 이 부분의 太平經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인 ‘承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 地示는 地祇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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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天神 : ①昊天上帝 ②日 月 星 辰 ③ 司中 司命 飌28)師 雨師

⑵人鬼 : 先王

⑶地祇 : ①社稷 五祀 五嶽 ②山林 川澤 ③四方百物29)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商代 甲骨文에도 보인다.30) 그러므로 선진시

기 神類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과 앞에서 논의한 太平經의 神類와 비교해 보자. 우선 손쉬
운 것부터 비교하자면 太平經에서는 先王이 없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
다.31) 단지이것은邦國禮에대한기록과民間著作의차이이지질적으로

다른 관념은 아닐 것이다. 만일 先王을 다시 人鬼라고 표현한다면 대부분

의 내용은 太平經에 들어와 있으며 太平經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神類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甲骨文에서

도그러하고32) 墨子에서도그러하니아마吉禮에보이는神類들도상호
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太平經의 神類간의 밀접한 관련이나 조직 등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유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점은 ‘集成’의 ‘集’에 해당할것이다. 太平經의神類觀은기본적으
로 在來 神類觀의 ‘集’의 성격이 있다.

단지자세히보면매우큰차이가보인다. 商代甲骨文위의 周禮그리
고 墨子에 있어 최고신은 上帝 즉 周禮의 용어로 보면 昊天上帝이다.
즉天地人에서天을대표하는神이다. 그런데 太平經에의하면天을관

28) 飌은 風의 古字이다.

29) 四方百神을 의미한다.

30) 사실상갑골문에등장하는神類는훨씬풍부하다. 단지그체계를알기가어려
울뿐이다. 周禮에보이는神類를商代의자료와비교하면압축혹은정리된
듯한 인상이 든다.

31) 선조의 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 없다.

32) 갑골문에이미帝廷이란개념이보인다. 본고에서사용하는神廷의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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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것은大神이다. 天君은天地人전체를포괄하는神이다. 等位를논

하자면天君 ->天神 ->地神…이런방식이될것이다. 왜上帝등의천통

적인 최고신 위에 다시 天君을 두었을까?

이것은 太平經의 존재관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보아야한다. 太平
經의 神觀은 氣論의 바탕 위에 건립되어 있다.33) 一氣가 陰 陽 和의 작
용에의해天地人이되고氣精神이되는것이다. 즉모든것은본래元氣의

작용이다. 元氣가없었다면天地人도존재할수없으며더중요한것은精

이 발생할 수 없고 神은 더더욱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最高神은마땅히천지인중하나를대표하는신이아니라氣를

대표하는神이어야한다. 이런사유가전통적인최고신을강등시키고새로

운 天君(自然元氣之神, 無形委氣之神)을 등극시켰을 것이다.

즉 太平經의 神類觀은 전통적인 神類觀과 氣論(혹은 一氣論)의 결합
에의해이루어진것이다. 단순한 ‘集’이 아니라새로운방식으로구성된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神類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① 神類는 能生者가 아니라 所生者이다.

우주와 존재는 最高神 혹은 神類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좀 더 고찰해

보면氣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 그렇다면神은所生者이다. 현재일반적

으로사용되는 어휘로말한다면 ‘被造物’이다. 太平經佚文 의 “氣生精, 精

生神.”을 다시 주목해 보자.

33) 혹시다음과같은문의가있을수있다. 老子想爾注에서도氣論과神을연결
시키고있는데 왜 太平經의신류관을 ‘集成’이라표현하는가?다음과같은
이유때문이다. 우선시기적으로 太平經은漢代장시간에걸쳐이루어진책
이고 老子想爾注는한말의저작이다. 太平經의神類觀이시간상앞설가능
성이높다. 둘째, 후대의입장으로보면 老子想爾注의관점은영향력이미미
한 듯하다. 즉 ‘集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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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全能할 수가 없다.

全能에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神類는 所生者이지 能

生者가아니다. 太平經의神類는이런의미에서全能할수가없다. 그래
서 필자는 본고에서 ‘知’ ‘治’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34)

③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대로 神類는 氣 精所生物이다. 태생적으로 ‘의존성’에

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앞의 인용문 하나를 살펴보자.

天上의 사는 天이 존경하는 대상이며 여러 신들이 우러르는 바이다.

마치제왕의태자와같은것이니감히존경하지않는자가있겠는가?[天

上之士, 天之所尊敬, 諸神所仰, 如帝王太子, 敢有不敬者乎?]

天上之士는大神人이다. 즉 通大神 事大神35)하는자이다. 그런데 인용

문을보면매우기묘하다. 大神도그를존경하고그이하모든신들은그를

우러러 본다. 더 나가 제왕의 태자와 같아 (여타 신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神이 왜 사람을 존경해야 할까?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神은 類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즉 하늘

[天]이 있기에 天神이존재하고 山川이 있기에 山川之神이 존재하는 것이

다. 山川이사라지면山川之神도결국존재할수가없다. 넓게는氣精이通

暢해야 神類도 繁榮할 수 있으며 좁게는 奉養이 필요한 것이다.36)

이런 의미에서 人과 神類는 교류도 거래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氣論위에세워진神類觀은이후동아시아의正統的인입장이된

34) 단지 全知全治도 불완전한 全知全治로 보아야 한다.

35) 大神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다.

36) 단지元氣之神이존경하는것에대해언급하지않은것은元氣는自然元氣로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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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후일기독교가전래되었을때, 중국의학자들은 GOD의 ‘全知’는쉽

게받아들인반면 ‘創造主’ 개념에대해서는매우낯설어할뿐아니라받아

들이기도 어려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太平經의神類觀을 보면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太平經의神類觀은在來의神類觀을創造的[成]으로綜合[集]하여체
계화한것으로그이후동아시아신류관이원형적인역할을수행하게된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며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 GOD을보면神이라번역라고神을설명하라하면 GOD이라한

37) 정통도장 35권에 元始上眞衆仙記라는 책이 있다. 葛洪의 작품이라 전하나
위진시기葛洪의이름을가탁한책이라는주장이많다. 거기에보면창조신화
가 보인다. 그 일부를 살펴보자.
“예전 (개벽이되기전에) 음양이아직 나누어지지도않아어두컴컴질펀하고
흐릿하며끝이없었었으며아직아무형태도없었다. (그럴때에)… (그럼에
도) 이미盤古眞人이있었는데天地의精으로서스스로를元始天王이라부르며
그안에서노닐고 (운동하고) 있었다. … 元始天王은하늘의중심에거주하였
는데그곳을玉京山이라이름한다. 산안에는금과옥등으로꾸며진궁전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에서) 위로는 天氣를 들이쉬고 아래로는 地泉을 마셨다.
(昔二儀未分, 暝涬鴻濛, 未有成形, …已有盤古眞人, 天地之精, 自號元始天王,
游乎其中. …元始天王, 在天中心之上, 名曰玉京山, 山中宮殿, 幷金玉飾之, 常
仰吸天氣, 俯飮地泉.)”
이전부터전래되던盤古神話와창조신화가섞여있는것으로여기서의元始天
王은 후일 元始天尊의 유래가 된다.
단지이글은매우흥미로운데본고에서서술한내용으로분석을해볼수있
다. 처음부분 - 예전음양이아직나누어지지도않아어두컴컴질펀하고흐릿하
며끝이없었었으며아직아무형태도없었을적에–은물론元氣혹은積氣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다음단락 - 이미盤古眞人이있었는데天地의精으로서스스로를元始
天王이라부르며그안에서노닐고있었다. -은精氣神의발생을설명한다. 원
기시절 이미 (바로) 神이 존재하였다. 그 명호인 ‘元始’도 자못 심오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구절이다. 즉 “위로는 天氣를 들이쉬고 아래로는
地泉을마셨다.” 이 부분은결국 ‘天地陰陽之精華’를 섭취하며존재하고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논리구성은좀거칠지만그의도는명료하다. 즉 신도의존성
을 벗어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항상[常]”이 있어 신과 정기와의
연계성에는 잠시의 間斷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설명에서 太平經 神觀의메아리와그림자를어렵지않게발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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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왜 필자는 혹시나 동아시아에는 GOD이

없고 西歐에는 神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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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太平經 神類一考
서대원(충북대학교)

본고는 太平經에보이는神類를고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기에
서 神類란 여러 종류의 신들을 지칭한다. 太平經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오래된중국고대神學(theology)의 집성작이다. 太平經 이전
시대의풍부한神學(theology)을 나름의체계를가지고集成하였고 太平
經 이후시대의신학에풍부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이런의미에서보면
太平經에 보이는 神類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
다. 본고는 이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神類는 能生者가 아니라 所生者이다.

우주와 존재는 最高神 혹은 神類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氣에 의해 만들

어진 것이다. 즉 所生者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말한다면

‘被造物’이다.

② 全能할 수가 없다.

全能에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될 것이다. 神類는 이런 의미에서 全能할

수가 없다.

③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미앞에서 말한대로神類는 氣 精에 의해 태어난존재이다. 태생적으

로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키워드 : 太平經, 정신, 기, 신(神), 위기(委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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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ine Beings in Taiping-Jing[太平經]
Suh, Dae-wo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the gods shown in    

 Taiping-Jing[太平經]. Here, gods refer to various kinds of gods. 

Taiping-Jing is,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a collection of 

the oldest Chinese ancient theologies. “Taiping-Jing” collected the 

rich theology of the previous era with its own system and exercised 

a rich influence on the theologies of the post-"Taiping-Jing" period. 

In this sense, it would be very meaningful to study the gods shown 

in "Taiping-J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① The gods are not beings existing without being born but 

beings that are born.

The universe and beings were not created by the Supreme God 

or gods, but were created by chi. That is, they were born. They 

are "creatures" if we use a commonly used vocabulary. 

② They cannot be almighty.

The almighty will have the power of creation. Gods cannot be 

almighty in this sense.

③ They are dependent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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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lready mentioned above, gods were born by chi and jing. 

They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dependence.

Keywords: Taiping-Jing[太平經], Jingshen[精神], Qi[氣], 

Shen[神] Weiqi[委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