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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조상(道敎造像)과 원시천존(元始天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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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1. 천존상 원시천존상의 성립
2．이원해등조원시천존상비(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
3. 영보경 원시구경(元始舊經)과 원시천존
나가면서

들어가는 말
도교에서 신상(神像)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문헌자료에 의하면 5세기
전반, 즉 남조에서는 송(宋)의 육수정(陸修靜)이, 북조에서는 북위(北魏)
의 구겸지(寇謙之)가 활약하던 시기라 전해진다. 당(唐)의 법림(法琳)의
변정론(辯正論) 권6에 보이는 다음 문장이 그러한 자료 중 하나이다.
남조의 양(梁) 진(陳), 북조의 제(齊) 위(魏) 시대 이전을 살펴보면
단지 표주박 속에 경전을 담았을 뿐, 원래 천존(天尊)의 형상은 없었다.
임자(任子)의 도론(道論) 및 두씨의 유구(幽求)를 살펴보니 모두
* 나고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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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형질이 없다. 음양의 정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도은거내전(陶隱居內傳)에는 “모산의 산중에 불당과 도당의 두 가지
사당을 세워 아침마다 하루 걸러 예배했다. 불당에는 상(像)이 있었으나
도당에는 상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왕순(王淳)의 삼교론(三敎論)은
“근래의 도사들은생계를 위해서무슨일이든지 했다. 사람들을 귀의시키
려고 불가의 흉내를 내어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헛되이 천존이라 부르며
좌우에 두 진인을 협시하여 함께 도당에 설치했다. (그렇게 사람들을 귀
의시켜) 그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의 육수정도 역시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考梁陳齊魏之前, 唯以瓠盧成經, 本無天尊形像. 案任子道論及杜氏幽求
竝云, 道無形質, 蓋陰陽之精也. 陶隱居內傳云, 在茅山中立佛道二堂, 隔
日朝禮, 佛堂有像, 道堂無像. 王淳三敎論云, 近世道士取活無方. 欲人歸
信, 乃學佛家, 制立形像, 假號天尊, 及左右二眞人, 置之道堂, 以憑衣食.
梁陸修靜亦爲此形也. (T52, 535a)

여기서 도교는 원래 천존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이 “도는 형질이
없다”고 하는 도교의 교리와 합치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석승순(釋僧
順)의 석삼파론(釋三破論) (弘明集 卷8)에 인용된 도교 측 논의 중
“호인(胡人)은 허무(虛無)를 믿지 않으므로 노자(老子)는 서쪽 관문을 넘
어간 뒤에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화했다”(T52, 52b)고 하는 기록과
일치한다. 이를 보면 형상을 만드는 일이 도교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는 인식이 이론가들 사이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도홍경(陶弘景)이 불
당(佛堂)에는 상을 두었으나 도당(道堂)에는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크게 융성했던 불교 조상 제작열의
영향을 받아 도교에서도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위 문장은 그것이
5세기 육수정 시대부터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도교신상의 총칭으로서 ‘천존형상(天尊形像)’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존하는 도교상(道敎像)의 명문을 보면 도교
의 신상은 처음부터 ‘천존상(天尊像)’이나 ‘원시천존상(元始天尊像)’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천존상 원시천존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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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퍼지게 된 것일까? 또 천존 원시천존이라는 신격은 도교 경전에서 어떤
성격을 가진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존상 원시천존상의 성립
육조시대에 만들어진 도교상(도교와 불교의 혼합상도 포함) 중에 현재
고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관견에 의하면 68점 존재한다. 그 중에
는 상이 현존하고 있는 것 이외에 탁본만 있는 것이나 금석 관계 자료에
명문만 보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 68점 가운데 명문 속에서 신격의 이름을
명기하여 “○○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기술이 보이는 것은 18점이다. 그
18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상명 및 현존수

황로군상(皇老君像)1점

명문 기술

요백다조황로군상비(姚伯多造皇老君像碑)
장상대조천존상(張相隊造天尊像)
천존상 (天尊像) 2점
전하조천존상(全荷造天尊像)
태상도군상(太上道君像) 1점 방쌍조태상도군상비(龐雙造太上道君像碑)
기마인조노군상비(錡馬仁造老君像碑)
마락자조노군상(馬洛子造老君像)
요도진조노군상(姚道珍造老君像)
노군상(老君像) 7점
강찬조노군상비(姜纂造老君像碑)
두숭□조노군상(杜崇□造老君像)
채진호조노군상(蔡振虎造老君像)
맹아비조노군상(孟阿妃造老君像)

기년
496
513
567
527
北魏
561
564
565
568
569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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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노군상(太上老君像) 1점 채씨조태상노군상비(蔡氏造太上老君像碑)
위문랑조불도상비(魏文朗造佛道像碑)
불도상(佛道像) 2점
강독락건주문왕불도조상비(强獨樂建周文王
佛道造像碑)
대도여래이성상(大道如來二聖 신연지조대도여래이성상비(辛延智造大道如
像) 1점
來二聖像碑)
보정2년명도교상
도상(道像) 1점
(保定二年銘道敎像: 書道博物館藏)
석가태상노군제보살상
이돈신형제조석가태상노군제보살상비/*(李
(釋迦太上老君諸菩薩像) 1점 曇信兄弟造釋迦太上老君諸菩薩像碑)
원시천존상(元始天尊像) 1점 이원해등조원시천존상비(李元海等造元始天
尊像碑)

548
6C초?1)
557
548
562
562
562

1) 위문랑조도불상비(魏文朗造佛道像碑)의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石松日奈子, 陝
西省耀縣藥王山博物館所藏 魏文朗造像碑 の年代について—北魏始光元年銘
の再檢討— (佛敎藝術240, 1998)를 참조.

도교조상(道敎造像)과 원시천존(元始天尊)
[그림1] 북주 도교상비, 프리어미술관 소장
(松原三郞,中國佛敎彫刻史論 圖版編三吉川弘文館, 1995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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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두숭□조노군상(杜崇□造老君像) 568년 (동경예술대학 소장)

도교조상(道敎造像)과 원시천존(元始天尊)

51

[그림4] 개씨등조도교삼존상(盖氏等造道敎三尊像) [그림3] 장상대조천존상
(오사카시립미술관 소장)
(張相隊造天尊像) 513년

위의 표에서 ‘불도상’, ‘대도여래이성상’, ‘석가태상노군제보살상’은 불교
도교의 혼합상이다. 보통 비석상은 사면상비(四面像碑)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비석상 안에 불교와 도교의 상을 병존시키는 경우
가 많은 것은 육조시대 조상의 특징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불교와 도교
의 대립적 측면보다는 공통적 측면에 주목했으며 양자를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교상의 양식도 불상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단지 중국풍의 의관을 하고 있거나 수염을 기르고 있는 등
의 차이가 있을 뿐, 도교상 안에서도 신격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상이 어떤 신격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명문에 의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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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조상 중에 불교 도교 혼합상에도 보이는 ‘도상(道像)’과 ‘대
도상(大道像)’이라는 명칭, 또 그와 마찬가지로 ‘도’를 신격화한 ‘태상도군
상(太上道君像)’이란 명칭을 제외하면 위에 열거한 육조시대 도교상의 명
칭은 노군계(老君系)와 천존계(天尊系)로 대별할 수가 있다. 노군계는 ‘황
로군상(皇老君像)’ ‘노군상(老君像)’ ‘태상노군상(太上老君像)’이 있으며,
천존계는 ‘천존상(天尊像)’과 ‘원시천존상(元始天尊像)’이 있다. 수적으로
는 노군계가 10점인데 대해, 천존계는 3점뿐으로 노군계가 천존계보다 훨
씬 많다.
그런데 수당 시대가 되면 천존계에 속하는 상의 수가 증가한다. 수대 도
교상으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약 50점인데, 노군계와 천존계가 거의 동수
로 천존계가 약간 많다. 천존계에 속하는 상의 명칭은 ‘천존상’이 가장 많고
‘원시천존상’과 ‘무상천존상(無上天尊像)’의 명칭이 두 점씩 존재한다.2)
다음으로 당대의 도교상은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0점 이상이며, 그 내
용은 천존계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노군계는 극소수이다.3) 그리고 천존계
의 상은 종류가 다양화되어 ‘천존상’이 37점, ‘원시천존상’이 12점 있으며
그 외에 ‘동방옥보황상천존상(東方玉寶皇上天尊像)’, ‘대도천존상(大道天
尊像)’, ‘만복천존상(萬福天尊像)’, ‘원진만복천존상(元眞萬福天尊像)’, ‘상
양천존상(常陽天尊像)’, ‘태일천존상(太一天尊像)’, ‘구고천존상(救苦天尊
像)’, ‘장생보명천존상(長生保命天尊像)’, ‘동북방도산상성천존상(東北方度
山上聖天尊像)’ 등이 등장했다.
이상에서 검토한 현재 남아있는 도교상(탁본만 남아있는 것이나 금석
2) 神塚淑子, 隋代の道敎造像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 哲學 52, 2006);
張燕編, 隋代造像碑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四卷 陝西省考古硏究院
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編, 上海辭書出版社, 2013) 참조.
3) 神塚淑子, 唐代道敎關係石刻史料の硏究(平成十五年度-十七年度科學硏究費
補助金 (基盤硏究 ) 硏究成果報告書, 2006) ; 李 編, 唐代道敎美術年表
(中山大學藝術史硏究中心編, 藝術史硏究 第七輯, 2005) 참조.
Ｃ

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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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료에 명문만 남아있는 것도 포함하여)에 새겨진 상의 신격명을 통
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존상 원시천존상이라 이름 붙여
진 상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육조시대에는 아직 그 수가 적었
고 노군계의 상이 훨씬 많았다. 둘째, 그 후 천존계 상의 수가 증가하여 수
대에는 노군계 상과 버금가거나 혹은 노군계 상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 셋째, 당대에는 천존계 상이 노군계 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
다는 사실이다.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천존상이란 명칭이 도교상의 총
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천존상이 도교상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육조시대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천존상 원시천존상이 만들어진 목적을 그 명문 내용에서 살펴보면, 사
자공양(死者供養)과 조상 제사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천존계상과
노군계상의 양쪽 모두에 공통된 것이며, 또한 육조시대 수대 당대의 어느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대가 되면 도관(道觀)
안에 안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금록재(金 齋) 등 도교 의례가 시
행될 때 그 의례의 일환으로 상이 만들어진 경우가 몇몇 보이는데 이는 새
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천존계의 명문에는 두 명의 진인을 협시(脇侍)로 두고 있음
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실제적인 상의 양식에 대해 말하자면, 본존
좌우에 두 개의 협시를 수반한 도교상은 불교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육조시대부터 보이는 것이지만, 당대가 되면 명문 속에 두 진인에 대해
명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원시천존상병이진인협시(元始天
尊像竝二眞人夾侍)”, “금대관주조경동등조동방옥보황상천존이진인상비(金
臺觀主趙敬同等造東方玉寶皇上天尊二眞人像碑)”, “천존상일구이진인협시
(天尊像一軀二眞人夾侍)”, “동명관삼동도사손문준상천존이진인상비(東明
觀三洞道士孫文儁像天尊二眞人像碑)”, “원시천존상일포병이진인등(元始天
尊像一鋪幷二眞人等)”, (“도사양태희조원시천존이진인상(道士楊太希造元
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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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天尊二眞人像)”) 등이 그 예이다. 천존의 협시 “이진인(二眞人)”이란 육조
시대 영보경(靈寶經)의 하나인 태상동현영보지혜정지통미경(太上洞玄靈
寶智慧定志通微經) (道藏167) 에 보이는 원시천존의 전생담에 등장하는
좌현진인(左玄眞人)과 우현진인(右玄眞人)을 말한다.4)

2．이원해등조원시천존상비(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
다음으로 육조시대에 만들어진 현존 유일의 원시천존상인 이원해등조원
시천존상비(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 산서성(山西省) 예성현(芮城縣) 출
토, 미국 프리어미술관 소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5) 명문
에 의하면 이 석상비는 북주(北周) 건덕 원년(建德元年), 즉 572년 9월
15일에 제작된 것이다. 이 석상비의 앞면[碑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부에는 원시천존상과 그에 딸린 도상이 새겨져 있고, 중간부에
는 공양 대상자와 공양자 자신의 도상이 있으며, 하부에는 1행 9자, 전 20
행 걸친 조상기(造像記)가 기록되어 있다. 명문에 대해서는 도가금석략
(道家金石略)에 소개가 있으며 현재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 소장된
탁본 화상이 동 연구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그 명문과 번역문은 다음
과 같다.
명문(銘文)
우매한 인간은 텅 비어 있으면서 소리도 형체도 없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밝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도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감응(感
應)에따라모습과흔적을나타내는(도의) 진실성에대해서는사람들모
【

】

4) 원시천존의 전생담에 대해서는 神塚淑子, 六朝靈寶經に見える本生譚 (麥谷邦
夫編 中國中世社會と宗敎 道氣社, 2002) 참조.
5) 松原三郞, 增訂中國佛敎彫刻史硏究 (吉川弘文館, 1966), 219. 陳垣編, 陳智
超 曾慶瑛校補, 道家金石略 (文物出版社, 1988),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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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그덕을믿습니다. 이에원시천존께서교화를시작하시어 끝없는가르
침을 두루펼쳐(도의세계에) 인연이있는사람들을 구제하시니 산자와
죽은 자가모두(원시천존을) 숭앙하며의지하고있습니다. 삼가 말씀 올
립니다. 도민(道民) 이원해 형제 7인은 (도교의) 교법을 받들면서도 죄
가 많아 그 벌이 일찍부터 이 몸에 모여 부모님 모두 우리를 버리고 돌아
가시고그후로몇 년의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부모님의자애로운얼굴
은영원한과거가되어버렸고이슬픔은세상이끝날때까지그치지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양육의은혜를우러러 생각하면어찌보답할 수있을
지모르겠습니다. 감히신변에있는물건들을모두 내어(비용을모아) 수
양산 언덕에서 돌을 채취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원시천존상비 하
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라옵건데 이 작은 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
혼이 승천하여 구원을 받고 신선들의 정원에서 교화를 받아 무위자연의
천상세계에서 소요하며 진인들과 같은 덕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그 경복(慶福)이 현재이 세상에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후손
들이 크게 번영하고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며 가문과 나라가 모두 번영하
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산 자와 죽은자 모두 복을 받아맑고진실한이
들에게 행운이내려지고 모든살아있는 것들이함께 바른 도를 완성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주나라 건덕 원년 세성이 임진에 머물고 초하루가 경자일인 9월달 15
일 갑인일에 제작하고 기록함.
蓋沖虛寂漠之道, 昏{声 卯} 未能明, 應感顯迹之眞, 群生信其德.
是以元始 開化, 普敎無窮, 津益有 緣, 存亡仰賴. 謹有道民 李元海兄
弟七人等奉 法愆違, 禍罰早鍾, 考 俱背, 奄盈數載. 慈顔永 遠, 終
天 極. 仰惟 育 之恩, 靡知上報, 敢竭周 身之物, 采石首陽之㞹,
仰爲亡考 造 元始 天尊像碑一區. 藉此微 功, 願亡靈昇度, 受化仙
庭, 逍遙无爲, 與眞合德, 慶流見在, 來葉芳榮 {穴㠯}學名通, 家國同
美, 存亡 獲福, 降祐精誠, 逮及含 生, 俱成正道.
周建德元年歲次壬辰九月庚子朔十五日甲寅造記.
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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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원해등조원시천존상비 명문의 중심 부분이다. 문장 중에서 “수
양산 언덕에서 돌을 채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석상비의 출토지인 산서성
예성현의 근처인 영제현(永濟縣) 남쪽의 수양산(首陽山)을 지칭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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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진다. 도민(道民) 이원해(李元海) 형제는 이 산의 돌을 채취하여
원시천존상을 만들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공양한 것이었다. 조상기의 상
부는 두 단에 걸쳐서 인물들의 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상단 우측의 인물
옆에는 “부친 이주 진안 현령군 충일 이매희(父利州晉安縣令郡{忠一}李買
憘)”라 쓰여 있고, 왼쪽 인물 옆에는 “모친 노영저 일심 공양(母魯映姐一心
供養)”이라 쓰여 있으므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단에는 일곱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석상비를 만든 이원해
형제의 이름이 관직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도가금석략(道家金石略)
에 의하면, 석상비 뒷면[碑陰]에는 이원해 형제의 부인과 여자형제들의 이
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석상비의 명문에서 알 수 있는 기원의 내용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
이 구제를 얻어 신선이 되어 천계를 소요할 것을, 또한 가문과 국가가 함께
번영할 것을,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
이 바른 깨달음을 갖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원 내용은 육조시대
도교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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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이원해등조원시천존상비(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 562년
([그림2]〜[그림5] 神塚淑子六朝道敎思想の硏究創文社, 1999)

이 석상비는 육조시대 도교상 중 유일한 원시천존상인데, 노군상이나 태
상노군상의 경우와 비교해서 명문에 보이는 기원 내용의 취지는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심히 살펴보면 이 석상비의 명문 속에는 육조시대의
대표적인 영보경인 도인경(度人經)(원시무량도인상품묘경元(始無量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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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上品妙經))의 문장과 공통된 부분이 보인다. 예를 들면 명문 첫 구절에
“元始開化, 普敎無窮, 津益有緣, 存亡仰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원시천존께서 교화를 시작하시어[元始開化]”라는 표현은 도인경 본문
에 대해 남제(南齊)의 엄동(嚴東, fl.479-82)이 쓴 주인 “원시천존께서 교
화를 시작하시니, 몸은 장생궁에 오르고 억겁의 시간 동안 영원히 존재한
다[値元始開化, 身昇長生之宮, 億劫長存也]”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卷2, 39a)라고 보인다. 또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숭앙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存亡仰賴]”와 유사한 표현이 도인경 본문에 “산 자와 죽은 자
가 모두 의지하니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무량보도천인(헤아
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천신과 인간을 널리 구제한다)’이라고 한다[生死受
賴, 其福難勝, 故曰无量普度天人]” (卷3, 50a)로 나타난다. 이렇듯 명문에
서 볼 때, 원시천존상은 영보경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는 영보경에 있어서 원시천존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 영보경 원시구경(元始舊經)과 원시천존
육조시대에 만들어진 도교 경전 가운데 영보경이라 불리는 경전은 다수
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육수정의 영보경목 에 일람표로 기록된 경전
이다. 육수정의 영보경목 이란 돈황사본 페리오2861과 2256(이 두 사
본은 내용상 연속되며 오후치 닌지(大淵忍爾) 교수는 이를 양(梁)의 간문
제(簡文帝, 재위549-551) 경의 도사 송문명(宋文明)이 저술한 통문론
[通門論] 을 서사한 것이라 추정했다)의 첫 부분에 기재된 영보경의 목록
이다.6) 이 영보경목 은 전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에 기
6) Ofuchi Ninji, “On Ku Ling-Pao-Ching,” ACTA ASIATICA 27, 1974;
大淵忍爾, 敦煌道經 目錄編 (福武書店, 1978), 332, 敦煌道經 圖錄編
(福武書店, 1979), 7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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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영보경은 “원시구경(元始舊經)”으로,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영보경
은 “신경(新經)”이라 불린다. 이 중에서 원시천존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것은 원시구경이다. 영보경목 에 의하면 원시구경은 10부 36권 존
재하는데, 천상세계의 자미궁(紫微宮)이나 현도옥경산(玄都玉京山)에는
36권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지상세계에 계시된 것은 21권뿐이라고 설명된
다.7) 영보경목 에 원시구경이란 이름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전이 현재 도
장본 돈황본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후치 교수의 연구를 비롯
해서 많은 연구가 있다.8) 그러한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영보경목 의 원시
구경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도장본 돈황본 경전명을 들어, 각각의 경전
속에서 그 가르침이 어떤 신격으로부터 어떤 신격에 대해 전해진 것인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9)(예를 들어 “원시천존→태상대도군”은 원시천존이
태상대도군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7) “右元始舊經紫微金格三十六卷. 二十一卷已出. 今分成二十三卷, 十五卷未出. 十
部妙經三十六卷, 皆剋金爲字, 書於玉簡之上, 題其篇目於紫微宮南軒. 太玄都玉
京山, 亦具記其文. 諸天大聖衆, 依格齋月日, 上詣玉京, 燒香旋行誦經, 禮天文
也.”
8) Ofuchi Ninji, “On Ku Ling-Pao-Ching,”; 小林正美, 劉宋における靈寶經
の形成 (東洋文化 62, 1982; 六朝道敎史硏究 創文社, 1990 수록);
Stephen R. Bokenkamp, “Sources of the Ling-Pao Scriptures,” ed.,
M. Strickmann, Tantric and Taoist Studies in Honour of R. A. Stein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83); 大
淵忍爾, 道敎とその經典 (創文社, 1999) 第二章 靈寶經の基礎的硏究 ; 王
承文, 敦煌古靈寶經與晉唐道敎 (中華書局, 2002) 등을 참조.
9) 경전명 앞의 번호는 영보경목 에 기재된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또 도장 책수
번호는 상해함분루본(上海涵芬樓本)의 선장본 책수를 표현한 것이며, ‘縮’은 대
만 예문인서관(臺灣藝文印書館)에서 영인한 양장본 책수와 페이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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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구경10부 36권

제1편목
1 元始五老赤書玉篇眞文天書經 (道藏26, 縮2-1160)
元始天尊→太上大道君
2 太上洞玄靈寶赤書玉訣妙經 (道藏178, 縮10-7770)
卷上 元始天尊 (道 ) →王龍賜, 卷下 道→阿丘曾
제3편목
6 洞玄空洞靈章經 無上秘要29 (道藏771, 縮41-33494)
元始天尊→太上道君
7 洞玄靈寶玉京山步虛經 (道藏1059, 縮57-46411)
太極眞人, 玄一眞人, 三天法師, 仙公
8 洞玄靈寶自然九天生神章經 (道藏165, 縮9-7280)
元始天尊→飛天神王
제4편목
9 太上無極大道自然眞一五稱符上經 (道藏352, 縮19-15149)
老君, 太上太極眞人, 玄一眞人, 仙公
10 太上靈寶諸天內音自然玉字 (道藏49, 縮3-2160)
元始天尊→天眞皇人
제5편목
12 太上洞玄靈寶智慧罪根上品大戒經 (道藏202, 縮11-8818)
元始天尊→太上道君
13 太上洞眞智慧上品大誡 (道藏77, 縮5-3495)
元始天尊→太上道君
14 洞玄靈寶玉 簡文三元威儀自然眞經 (道藏295, 縮16-12777)
天尊→太上大道君
15 洞玄靈寶長夜之府九幽玉 明眞科 (道藏1052, 縮57-46042)
元始天尊→上智童子, 天尊→太上道君
제6편목
16 太上洞玄靈寶智慧定志通微經 (道藏167, 縮9-7347)
靈寶天尊→左玄眞人 右玄眞人
17 太上洞玄靈寶眞文度人本行妙經 (敦煌寫本 페리오3022)
太上道君
18 太上洞玄靈寶眞一勸戒法輪妙經 (道藏177, 縮10-7740) 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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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玄一眞人說勸戒法輪妙經 (道藏177, 縮10-7757) 太上玄一眞人說
三途五苦勸戒經 (道藏202, 縮11-8794) 太上玄一眞人說妙通轉神入
定經 (道藏177, 縮10-7753) 太極眞人→仙人
제7편목
19 元始無量度人上品妙經四註 (道藏38-39, 縮3-1647)
元始天尊→天眞大神 上聖高尊 妙行眞人
20 太上諸天靈書度命妙經 (道藏26, 縮2-1198)
元始天尊→太上道君
21 太上洞玄靈寶滅度五鍊生尸妙經 (道藏181, 縮10-7881)
元始天尊→上智童子
제8편목
22 太上洞玄靈寶三元品戒功德輕重經 (道藏202, 縮11-8799)
元始天尊→太上道君
제9편목
26 洞玄靈寶二十四生圖經 (道藏1051, 縮57-45979)
元始天尊→太上無極道君
〔

〔

〕

〔

〕

〔

〕

〕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시구경의 대부분의 경전은 원시천존이 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시천존 대신에 천존이나 영보천존이라 되어 있는 경
우도 있으나, 이 역시 실제로는 원시천존과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원시”라는 생략형을 취한 경우도 많다.
원시구경이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
가 있으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많지만 대개는 4세기말에서 5세기경
에 갈소보(葛巢甫)와 그 유파의 인물들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
지 않을까 생각된다. 4세기 후반에는 갈소보와 같이 단양군 구용현(丹陽郡
句容縣)의 인물인 허밀(許謐, 303-376)이 모산(茅山)의 산관(山館)에서
영매 양희(楊羲, 330-386?)를 통해 행한 신들의 강림을 계기로 상청파 도
교가 흥기했다. 원시구경은 그보다 조금 늦게 상청파의 영향도 받으면서
상청파와 마찬가지로 강남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원시구경은 천상세계의 자미궁이나 현도 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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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는 10부 36권 전부가 갖춰져 있다고 하는 상정 하에 만들어지기 시작
했다. 결과적으로는 10부 36권 전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표
현하자면, 지상에 계시되지 않고) 원시구경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10부36권은 체계적인 경전군으로 구상되었던 것이다. 돈황사본 영보경
목 에는 10부 36권 원시구경의 각부에 대해 “송법사(宋法師)는 말했다”고
하여 송문명이 요약한 문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목) 권, 감응과 교화의 근본을 밝힌 것이다.
(제2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3권, 우주의 운수의 시작과 끝을
밝힌 것이다.
(제3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3권, 하늘의 조화의 공덕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제4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3권, 성인의 덕의 위풍을 밝힌 것
이다.
(제5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6권, 계율의 등급과 차이를 밝힌
것이다.
(제6편목) 송법사는말했다. 합계3권, 인간이 행하는 수행의 연원을
밝힌 것이다.
(제7편목) 송법사는말했다. 합계3권, 존재의 구원이 보편적임을밝
힌 것이다.
(제8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5권, 인과의 과정과 현상을 밝힌
것이다.
(제9편목) 송법사는 말햇다. 합계 4권, 수행의 방법을 밝힌 것이다.
(제10편목) 송법사는 말했다. 합계 3권, 치신의 본체와 작용을 밝힌
것이다.
(第一篇目)
卷, 明應化之源本也.
(第二篇目) 宋法師云, 合三卷, 明運會始終也.
(第三篇目) 宋法師云, 合三卷, 明天功之廣被.
(第四篇目) 宋法師云, 合三卷, 明聖德之威風.
(第五篇目) 宋法師云, 合六卷, 明戒律之差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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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篇目)
(第七篇目)
(第八篇目)
(第九篇目)
(第十篇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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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法師云, 合三卷, 明人行業之由從.
宋法師云, 合三卷, 明濟物之弘遠.
宋法師云, 合五卷, 明因果之途跡.
宋法師云, 合四卷, 明修行之方.
宋法師云, 合三卷, 明治身之體用也.

이와 같이 제1편목의 경전은 “감응과 교화의 근본[應化之源本],” 제2편
목은 “우주 운수의 시작과 끝[運會之始終],” 제3편목은 “하늘의 조화의 공
덕이 널리 퍼지는 것[天功之廣被],” 제4편목은 “성인의 덕의 위풍[聖德之
威風], 제5편목은 “계율의 등급과 차이[戒律之差品],” 제6편목은 “인간이
행하는 수행의 연원[人行業之由從],” 제7편목은 “존재의 구원이 보편적임
[濟物之弘遠],” 제8편목은 “인과의 과정과 현상[因果之途跡],” 제9편목은
“수행의 방법[修行之方],” 제10편목은 “치신의 본체와 작용[治身之體用]”
각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원시구경은 우주론 구제론 계
율 인과응보사상 수행론 양생론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 하나의 체
계적인 새로운 종교 경전군으로서 구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경전
군에 있어서 가르침을 설하는 최고 신격으로 여겨진 것이 원시천존이었다.
원시천존이라는 신격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원시천왕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10) 원시천왕은 원시상진중선기(元始上眞衆仙記) (葛
洪枕中書, 道藏 73)에서 천지 창세의 신화적 기술 속에 나타나는 신격이
다. “옛날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혼연일체로 형태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천지와 일월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그 상태는 계란 노른자와
같이 혼돈 속 현황이 하나였다. (이러한 때에) 이미 반고진인이 있어 천지
의 정기로서 스스로 원시천왕이라 칭하며 그 안에서 노닐고 있었다(元始
上眞衆仙記 2a)”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원시천왕은 남방의 창세 신화
로 알려진 반고와 결부되어 있으며11), 그 원시천왕이 여러 겁을 걸쳐 태원
10) 王承文, 敦煌古靈寶經與晉唐道敎, 第六章 등을 참조.
11) 盤古와 결부되어 있는 점에서 고미나미 이치로(小南一郞) 교수는 元始上眞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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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太元玉女)와 기를 통해 그로부터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이 생겨났다고 하고 있다. 또 “원시천왕은 천의 중심 위에 존재하며, 이를
이름 하여 옥경산(玉京山)이라 한다(2b)”라고 하여 주재 장소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겁의 관념이나 옥경산이라는 장소는 그대로 원시천존에 계
승된다.
원시천왕과의 관련성과 함께, 원시천존의 ‘천존’이라는 명칭은 불교와 관
련이 있다. 이 역시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12), ‘천존’이라는 말은 원래 한
역불전에서 ‘여래(如來)’와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던 것이다. 영
보경에는 불교의 영향이 농후하게 보이며 불교를 포섭하면서 이를 초월하
려는 의식이 보인다. ‘천존’ 위에 우주의 시원을 의미하는 ‘원시’라는 말을
붙여 신화적 색채를 가진 신격 ‘원시천왕’을 새로운 종교의 최고신으로 변
용시킨 것이 원시구경의 원시천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원시천존의 성격이다. 원
시천존이 등장하는 경전에서, 원시천존이 말한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그
경전이 존귀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가장 존귀하고 신성
한 것은 영보진문(靈寶眞文) 이나 오편진문(五篇眞文) , 또는 자연옥
자(自然玉字) 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원시구경에 의하면 영보진문 , 오
편진문 , 자연옥자 로 불리는 것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출현
한 천지만물의 존재를 근거지우는 신비한 문자(문양)였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신성한 것으로서 이것이 원시구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졌다.13) 한편 원시천존은 그러한 우주가 시작되는 시간, 즉 원시라고
仙記의 배경이 된 도교신앙은 강남의 전승과 문화를 기초로 둔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小南一郞, 尋藥から存思へ―神仙思想と道敎信仰との間― (吉川
忠夫編 中國古道敎史硏究, 同朋舍出版, 1992)를 참조.
12) 福永光司, 昊天上帝と天皇大帝と元始天尊―儒敎の最高神と道敎の最高神―
(中哲文學會報 2, 1976. (후에 道敎思想史硏究 岩波書店, 1987에 수
록)), 주 8 小林의 論文 등을 참조.
13) 神塚淑子, 靈寶經における經典神聖化の論理―元始舊經の 開劫度人 說を
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 哲學51,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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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의 구현자라고 여겨진 것이며, 영보진문 , 오편진문 , 자연옥자
등으로 불리는 것들과 ‘원시’와 ‘자연’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류의 것이다. 따
라서 원시천존은 그러한 ‘원시’라는 때에 출현한 신비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태상도군 등을 통해 인간에게 설명한다. 즉 원
시천존은 원시구경을 핵심으로 하는 신비적인 것들(그것은 ‘원시’라는 시점
에 어떤 문양으로 응축된 조화의 비밀 그 자체라고 생각되고 있다)의, 말하
자면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조시대의 도교 교리와 역사적 개요를 기록한 수서 경적지 의 도경
(道經) 부문에는 그 모두에 원시천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원시천존은
우주 태초의 원기[太元]에 앞서 생겨났으며 자연의 기를 받아 충허응원(沖
虛凝遠)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하며 천지가 새로 열리는 ‘개겁(開劫)’
때마다 원시천존이 경전을 설하여 ‘도인(度人)’ 즉 인간의 구원을 실행한다
고 하고 있다. 그리고 원시천존이 설한 경전에 대해서 “또한 천존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며 불멸한다. 천지가 파괴되면 숨겨져 전해지지 않다가 겁운
이 열리면 경전의 문장이 스스로 나타난다. 무릇 팔자(八字)는 도의 본체
[道體]의 심오한 비밀을 다하고 있다. 이를 천서(天書)라고 말한다. 한 글
자가 사방 1장(丈)의 크기로 팔방(八角)에 빛을 늘어뜨려 광휘가 비추니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을 부시게 한다. 모든 천선(天仙)이라 할지라도 이
를 바로 볼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14) 수서 경적지의 이러한 설명은
바로 위에서 논의한 원시천존이라는 신격과 원시구경의 성격을 이야기하
고 있는 것이다.
14) 隋書 經籍志・道經 “道經者, 云有元始天尊, 生於太元之先, 稟自然之氣, 沖
虛凝遠, 莫知其極. 所以説天地淪壞, 劫數終盡, 略與佛經同. 以爲天尊之體, 常
存不滅, 每至天地初開, 或在玉京之上, 或在窮桑之野, 授以秘道, 謂之開劫度人.
所說之經, 亦稟元一之氣, 自然而有, 非所造爲, 亦與天尊常在不滅. 天地不
壞, 則蘊而莫傳, 劫運若開, 其文自見. 凡八字, 盡道體之奧, 謂之天書. 字方一
丈, 八角垂芒, 光輝照耀, 驚心眩目, 雖諸天仙, 不能省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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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면서
이상에서 육조시대 수대 당대에 현존하는 도교상의 명문 고찰을 기반으
로 천존상 원시천존상이 성립해서 유행하던 상황을 밝히고 그와 동시에 천
존 원시천존이라는 신격이 처음 등장한 영보경 원시구경에서 이 신격이 어
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교상이 널리 제조되기 시작하자 조상(造像)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다
수 기재된 책도 출현했다. 수대 말기쯤에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여
겨지고 있는 동현영보삼동봉도과계영시(洞玄靈寶三洞奉道科戒營始)
(道藏760-761)가 그것이다. 그 권2에는 조상품(造像品) 이 있는데 여
기에는 도교상의 종류, 천존상 도군상 노군상 좌우이진인상 등의 제조방
법이나 수복 및 장식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상품 이외
의 부분에서도 도관에서의 천존전(天尊殿) 배치에 대한 설명(卷1 置觀品
)이나, 도교의례 속에 상을 놓은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
명하는 기술 등도 있다(卷4 誦經儀 , 講經儀 ). 이러한 기술들은 원시천
존을 최고신으로 하는 영보경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실제로 천존상 원
시천존상이 다수 만들어지게 된 상황과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본고는 다음의 졸고를 요약 재구성한 것으로서 2017년 8월 8일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종교로서의 도교에 대한 다각적
접근”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六朝道敎思想の硏究 (創文社, 1999) 第三篇第二章 六朝時代の道敎造像
隋代の道敎造像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集哲學五二, 2006)
天尊像 元始天尊像の成立と靈寶經 (名古屋大學中國哲學論集第六號, 2007)

주제어: Daoism in Six Dynasties, Sui, and Tang, religious
sculptures, 元始天尊, 靈寶經, 元始舊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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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道敎造像と元始天尊
淑子(名古屋大學敎授)

神塚

本稿は、六朝隋唐時代の現存する道敎像の銘文の調査をもとにして、天
尊像・元始天尊像が成立し廣まっていく狀況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元
始天尊という神格と靈寶經 元始舊經 との関係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
る。道教において神像を作ることは五世紀から始まり、初めは老君系の像
の方が多かったが、唐代になると老君系よりも天尊系の像の方が壓倒的に
多くなった。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572年)の銘文には、陸修静 霊
目 に記された靈寶經 元始 の一つ度人經 元始無量度人上品妙
經 と共通する語彙が見られる。元始天尊は六朝後半期に新しい宗敎の
經典群として構想された霊 元始 の最高神だったのである。
宝

経

旧経

（

）

宝経

旧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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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oist Sculptures and the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Kamitsuka Yoshiko (Nagoy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criptions in extant Daoist
sculptures of the Six Dynasties, Sui, and Tang periods in China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sculptures of the Celestial Worthy
(Tianzun 天尊) or the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Yuanshi Tianzun 元始天尊) were produced and proliferated. At
the same time, it delv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and the “Original Scriptures of
Primordial Beginning” (yuanshi jiujing 元始舊經) among the
Numinous Treasure Scriptures (Lingbao jing 靈寶經). Divine
sculptures began to be produced in Daoism in the 5th century,
and initially most of them were sculptures of Lord Lao (Laojun
老君). However, by the Tang period sculptures of the Celestial
Worthy were far more numerous than those of Lord Lao. The
dedicatory inscription for a sculpture of the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produced by Li Yuanhai 李元海 and others
in 572 includes terms shared with the Scripture of Salvation (Du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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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 度人經), one of the “Original Scriptures of Primordial
Beginning” among the Numinous Treasure Scriptures listed in Lu
Xiujing’s 陸修靜 catalog. This article makes it clear that the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was the supreme deity
in the “Original Scriptures of Primordial Beginning,” which were
intended to become a new set of sacred scriptur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ix Dynasties period.

Keywords: Daoism in Six Dynasties, Sui, and Tang, religious
sculptures,

Celestial

Worthy

of

Primordial

Beginning (Yuanshi Tianzun 元始天尊), Numinous
Treasure Scriptures (Lingbao jing 靈寶經), Original
Scriptures of Primordial Beginning (yuanshi jiujing
元始舊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