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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1920년대에 급격한 성장과 쇠퇴를 보인 普天敎의 활동 및 
논리를 살피고, 그에 대한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반응에 주목하여 1920
년대의 사회사상적 의미에서 보천교의 위치를 검토했다. 
  보천교는 3.1운동 직후의 정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甲子年(1924)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갑자등극설’을 활용해 크게 성장했다. 보천교
가 새로운 세상으로 제시한 이상사회인 ‘後天仙境’은 서구 근대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특성을 
보였다. ‘후천선경’은 민중의 생활감각을 기준으로 근대문명과 전통적 가
치를 해체하고 재구성한 성격을 드러낸다. 조선총독부는 보천교가 퍼뜨
린 풍설을 엄중히 단속하며 보천교를 감시하다가, 1920년대 ‘문화정치’
의 통치방침 아래 보천교를 회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에 따라 보천교
는 1922년 공개적 활동을 시작했다. 
  보천교의 활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종교적 차원
에서 전북 정읍 본소 주변에 공동체 마을이 건설되었다. 다음으로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고 잡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이 
주로 경성의 혁신파에 의해 시도되었다. 교단에 재산을 기부한 신도들이 
모인 본소 주변 공동체는 이상 사회의 건설 시도라는 성격을 지녔는데, 
물산장려운동의 토산장려 논리에 따라 자급자족에 따른 평등한 사회봉공
적 공동체를 추구했다. 보천교의 종교운동과 사회운동은 서로 연결되어, 
보천교 혁신파 인사들은 보천교의 사상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고 조선 사
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식을 보였다. 
  당시 지식인층은 보천교의 부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천도교는 
상투를 유지하고 신교육을 반대하며 전통 옹호적 성격을 보인 보천교를 
‘구습’이자 ‘미신’이라 비판했다. 천도교의 비판은 근대화 노선에 따른 계몽
의 담론인 동시에, 당시 동학계열 분파를 비롯한 신종교들 간의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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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세를 유지하려 한 성격을 지녔다. 보천교에 대한 비판은 당시 영향
력을 확장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의 보천
교 성토는 보천교 혁신파의 시대일보 인수를 계기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에 대한 주도권을 성취하려 한 1920년대 전반의 상황
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비판과 시대일보 인수 실패를 계기로 혁신파가 
파면되면서 보천교 교단은 분열했다. 보천교 보수파는 교세 유지 전략으
로 ‘일선융화’를 선전하는 시국대동단을 결성했지만, 이는 오히려 보천교 
‘박멸’ 운동을 불러 보천교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시켰다. 게다가 교주 차
경석의 독재가 심화되고 성금의 수취가 강화되면서 공동체의 생활이 피폐
해졌다. 그 결과 보천교 간부들이 교단을 분립해 나가 보천교 교세는 점차 
약화되었다. 보천교 및 다른 증산계열 종단은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했지
만, 근대적 계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한 일제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주요어 : 보천교, 후천선경, 신종교, 천도교, 시대일보, 시국대동단

학 번 : 201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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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20년대 초, 조선에는 각종 ‘新現象’이 나타났다. 3.1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지배정책을 
시행했다. 1920년대 초 이른바 ‘문화통치’의 슬로건 아래 언론과 집회결
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자 각 부문에서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가 
결성되어 ‘신문화 건설’을 표방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일대 새로운 현
상으로 각종 청년회가 생겨났으며,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었다.  
  1920년대 초의 ‘신현상’ 중 하나가 각종 신종교의 발흥이다. 그 중 
1920년대 전반을 전후하여 급속한 교세신장을 보였던 종교가 ‘普天敎’이
다. 보천교는 3.1운동 이후 주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자칭 육백만의 신
도를 거느린 종교로 성장했다. 당연히 보천교에는 총독부 당국의 감시가 
뒤따랐다. 보천교는 1922년 교단 등록과 함께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
여 각종 사회활동을 시도하였는데, 활동의 전개에 따라 조선인 언론과 
지식인들은 보천교에 대해 ‘邪敎’라 하여 비판을 가했다. 즉 보천교는 조
선에서 근대적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邪敎’ 논쟁의 주인공이 되
었다. 
  보천교에 대한 검토는 근대이행기 한국의 신종교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 중 하나로 검토한 경우가 다수이다.1) 해당 연구들은 신종교 현상을 
‘민중의 종교운동’으로 주목한 연구경향에 영향을 받아, 보천교가 대두한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종교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아 보천교의 역사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이강오가 강일순 사후 교단
의 분파 과정 분석을 통해 보천교를 다룬 것을 시작으로,2) 주로 민족운

1) 강돈구, 1992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노길명, 1998 ｢한국 신종교 운동
의 전개 과정｣, 한국종교23; 황선명, 2000 ｢잃어버린 코뮨 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 신종교연구2; 김홍철, 2000 증산교사상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류병덕 
외, 2001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청년사; 노길명 외, 2003 한국민족종교운동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2) 이강오, 1966 ｢普天敎｣, 전북대학교 논문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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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일부로서 보천교를 주목했다. 윤이흠은 보천교가 공인되기 전 총
독부 당국의 탄압에 주목하여, 보천교를 민족적 자기각성의 종교적 표현
이라 파악하고 민족종교로서의 성격을 부여했다.3) 성주현은 보천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인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의 비밀결사활
동에 나타난 민족적 성격에 주목했다.4) 안후상은 특히 보천교 혁신파가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고 근대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보천교를 
근대적 민족운동으로 인식하려 했다.5) 또한 보천교의 근대적 활동이 가
능했던 조건인 교단의 공개가 총독부의 탄압과 회유에 따른 것이었음을 
논증하여,6) 조선총독부 종교정책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서 밝혔다. 김재
영 역시 보천교의 근대적 교육활동에 주목하거나 형평사와의 관계를 주
장하는 방식으로,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이라고 평가했다.7) 이상의 
연구들은 보천교의 급격한 성장이 식민지배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을 기반으로 가능했음을 밝혔으며, 지식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민족운
동사에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보천교 관련자들의 역할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천교의 활동 중 ‘민족적’이고 ‘근대적’ 활동에만 
단편적으로 주목하여, 보천교 활동 전개에서 나타난 친일적이고 복고주
의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보천교가 근대 종교로의 개편과 민족운동진영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
국 친일화하면서 전근대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교로 비판받았음을 지적한 
김정인의 연구는 보천교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당시 지식인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8) 그러나 이 연구는 
‘근대성’과 ‘민족성’을 기준으로 보천교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보천교를 
‘민족운동’으로 파악한 앞의 연구경향과 동일한 전제를 공유했다. 즉 일
3) 윤이흠, 1997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말살책 고려한림원
4) 성주현, 2001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9
5) 안후상, 1998 ｢普天敎와 物産獎勵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6) 안후상, 2012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26
7) 김재영, 2006 ｢보천교의 교육활동｣, 신종교연구14; 2009 ｢형평사와 보천교｣, 신

종교연구21; 2007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31
8) 김정인, 2001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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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점기 조선사회를 근대 국민국가의 ‘미달’‧‘결여’로, 당시의 역사적 과
제를 ‘주체적 근대화’로 설정하고,9) 이 목표의 수행 여부에 부합하거나 
어긋나는 지점을 강조하여 보천교를 평가한 것이다. 그에 따라 보천교에 
대한 평가는 당시 조선 사회에 이루어진 비판을 살펴서 보천교의 친일화
를 부각하고 邪敎적인 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의 각 세력이 보천교를 비판한 맥락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1925년 
보천교 ‘박멸’ 운동이 교세 위축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고, 보천교 내부
의 보혁갈등이 이후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아 이후 교
세의 만회와 교단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보천교에 대한 상반된 평가의 연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구적 ‘근
대성’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 전제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비껴나 있던 식민지 조선 사회의 다양한 차이와 분열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경달은 지식인 중심의 기존 민족운동사에
서 드러나지 않던 ‘민중’을 주체로 설정하고, 보천교에 대해 민중의 고유
한 문화와 자율성에 기반하여 등장한 식민지 신흥종교로서의 성격을 가
졌다고 평가했다.10)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보천교의 이율배반적 성
격이 해명되지 않았던 것을 극복하고, 보천교에 대해 식민사회의 중층적
인 성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보천교에 대한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대응이 당시 사회운동 내부에서 지녔던 함의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으며, 보천교의 교리와 활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士의
식에 기반한 민중 내셔널리즘의 발현’이라고 파악하였지만 그 상관관계
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은 보천교의 활동이 민중 친화적 특성을 가진 교리를 통해 뒷받
침되며 전개된 모습과,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대응이 내포한 역학관계 및 

9) 기존 식민지사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근대’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허
수, 2006 ｢새로운 식민지 연구의 현주소―‘식민지 근대’와 ‘민중사’를 중심으로｣, 역
사문제연구16 참고. 

10) 趙景達, 2002 朝鮮民衆運動の展開, 岩波書店; 허영란 譯, 2009 민중과 유토피아
,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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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려 한다. 1920년대 초 보천교는 3.1운동 직후
의 정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甲子年(1924년)에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갑자등극설’의 비결을 활용해서 크게 성장했다. 보천교가 새로운 세상으
로 제시한 이상사회인 ‘후천선경’은 서구 근대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
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보천교의  근대문명과 전통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는 지식인들의 계몽 
담론과 부딪쳤다. 당시 지식인층은 서구 근대문명의 습득을 목표로 삼았
기 때문에,11) 전통적 가치를 긍정한 보천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
다. 근대성에 기준한 지식인들의 보천교 비판은 보천교가 당국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더욱 점화되었다. 
  그런데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보천교 비판의 이면에는 사회 대중에 대
한 주도권을 선취하기 위한 사상·운동의 경합이라는 성격이 있었다. ‘후
천선경’의 현세 구현을 목표로 한 보천교의 종교적 성격은 ‘혁신파’ 세력
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시도되었는데, 이들의 등장에 대해 사회 
각 세력의 비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보천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비판이 갖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통해, 당시 지성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1920년대의 사회사상적 의미에서 보천교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1920년대 보천교가 급격히 성
장하고 조선 사회의 각 세력의 비판에 대응하며 종교적․사회적 활동을 
펼친 모습과 그 쇠퇴에 대해 살피려 한다. 1장에서는 보천교의 성장과 
그 배경 및 일제 당국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 보천교의 성장을 해명하
는 요소이자 이후 교단의 목표로 나타나는 보천교 교리의 민중 친화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보천교의 이상 사회를 현
실에 구현하기 위해 실행한 공동체적 종교 운동과 경성의 혁신파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 사회 운동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대한 조선 사회 각 세
력의 반응을 분석한다. 천도교는 보천교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비판하였
으며, 사회주의 세력은 ‘사교’를 성토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3장에서는 
11) 권태억, 2000 ｢近代化ㆍ同化ㆍ植民地遺産｣, 한국사연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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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의 분열 이후 교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행된 시국대동단 
활동과 교단 재편이 보천교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교주의 독재를 
강화해, 교단이 분립하고 보천교 공동체가 붕괴하여 신도가 이탈하는 모
습을 살핀다.
  이 글에서 살핀 자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926년 
간행된 보천교에 대한 경찰 보고서로 추정되는 전라북도 비밀문서 普天
敎一般과 조선총독부에서 1935년 간행한 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敎
를 비롯한 관변 자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보천교의 교리 및 활동은 
1923년 간행된 기관지 普光과 1929년 간행된 大巡典經을 통해 파
악했으며, 또한 보천교 간부였던 이들이 서술한 교단사인 이영호의 普
天敎沿革史(1948)와 이정립의 증산교사(1977)를 살폈다. 普天敎沿
革史는 보천교 내에서 서술된 교단사로, 교단 주장에 따르면 1935년에 
서술되었으나 1948년에 간행되었다고 한다. 甑山敎史는 보천교 혁신
파 간부로 분파해 나간 李正立(본명 李成英)이 서술한 교단사이다. 교단
사의 참고는 주의를 요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책들을 비교․대조하여 참고
했다. 세 번째로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時代日報와 開
闢을 포함한 당시 다양한 신문·잡지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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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보천교의 성장과 교리

1. 보천교의 성장과 그 배경

  1920년대 초 조선은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종래의 헌병 경
찰 제도가 보통 경찰로 바뀌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
된 시기였다. 그에 따라 주로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신지식층에 의한 ‘문
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신문화 건설’을 표방한 신지식층은 각종 신문과 
잡지를 창간하고 단체를 구성하는데 앞장섰다. 이 때 언론열‧단체열 등과 
함께 조선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新宗敎’12)의 발흥이다. 당시 대표적 
논객 이돈화는 開闢 창간호에서 “신종교의 발흥은 朝鮮의 일대 新現
象”이라면서 “최근으로 발흥하는 여러 新신앙은 각종의 방식과 각종의 
방편으로 각각 문호를 別立케 되었는데, 최근 모 신문지상에 나타난 바
로써 그 수를 計할 지라도 十數餘種에 다수한 종파가 나타났다”, “新종
파의 발흥은 朝鮮에 한 時勢거리라 하겠다”라고 언급했다.13) 
  종교의 출현은 그 종교가 나타난 사회를 반영한다. 외세의 침략과 지
배질서의 붕괴로 혼란해진 조선 사회에는 수십 종에 달하는 신종교가 등
장했다.14) 조선총독부는 神道‧불교‧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類似宗敎’라 
지칭하고 경무국 관할로 처리했다. 따라서 1910년대 ‘무단통치’ 하의 조
선 사회에서 신종교의 실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15) 그러다가 
12) ‘신종교’는 19세기 이후 생겨난 종교를 가리킨 용어로, 학계에서는 이외에도 ‘민중종

교’‧‘민족종교’‧‘신흥종교’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민중중교’는 ‘피지배 계층의 종교’라
는 의미가 강하며, ‘민족종교’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한 종교운동이었다는 뉘앙스를 가
진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언론에서 사용된 용어인 ‘신종교’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13) 李敦化, ｢최근 朝鮮에서 起하는 各種의 新現象｣, 開闢 창간호, 1920년 6월.
14)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類似宗敎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42집으로 1935년 조선총독부 촉탁 村山智順에 의해 발간되었다. 村山智
順은 1934년 당시 동학계 18, 흠치계 11, 불교계 10, 숭신계 16, 유교계 7교단과 계
통 불명 교단을 포함하여 총 67교단이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15) 일제강점기 전부터 발흥했던 신종교인 天道敎와 大倧敎는 1910년대에도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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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들어 소위 ‘문화통치’ 방침으로 종교 관련단체의 등록이 간편
해지자 신종교가 연이어 허가를 받아 공인되었으며, 당시 창간된 신문과 
잡지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 등장한 신종교 중 가장 자주 언론에 등장한 교단이 普天
敎이다. 보천교는 甑山 姜一淳16)의 제자인 車京石17)이 1909년 강일순 
사후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창립한 종교이다. 1871년 출생한 강일순은 
1901년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서 도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의 의술로 병
자가 치유되고 기후가 조절되는 등 신이한 현상이 거듭되자 주변에 강일
순을 신인이라고 존칭하며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18) 강일순은 “解寃相
生”의 교의를 창도하여 문도를 이끌었으며,19) ‘태을주’의 암송을 권유했
다.20) 그는 金亨烈, 安乃成, 車京石 등 여러 제자를 수양시켰지만 후계

활동을 전개했다. 1910년대 천도교는 정치활동이 봉쇄된 상황에서 활발한 교육 및 
출판활동을 벌였으며, 대종교는 1914년 본사를 만주 북간도로 옮겨 활동했다. 

16) 甑山 姜一淳(1871~1909)의 본관은 진주이며 전라북도 고부 출신이다. 그는 동학농
민운동의 참상을 보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 결심으로 유·불·선 등 기성종교의 교리와 
음양·풍수·복서·의술 등을 연구하다가, 1901년 전북 모악산 대원사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7년간 전라북도 지역에서 포교했다. 李祥昊, 
1975 大巡典經, 甑山敎本部;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293쪽.

17) 車京石(1880~1936)의 호는 月谷으로 본명은 輪洪이며 아명은 寬淳이다. 일명 京錫
이다. 전라북도 흥덕 출신으로, 동학 접주로 활약하였던 아버지 車致九를 따라서 동
학운동에 가담했다. 1907년 강일순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18) 강일순의 행적은 증산교의 기본 경전인 大巡典經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大巡
典經은 李祥昊, 李正立 형제에 의해 간행된 증산계열 종교 최초의 경전인 甑山天師
公事記(1926)을 수정․보완하여 간행한 것이다. 1929년 간행된 大巡典經 초판은 
총 13장 499절로 이루어졌으나 제2판(1933)은 3장을 다른 장에 포함시켜 10장으로 
정리하였고, 제3판(1947)은 앞 판본의 1, 2장을 합치고 일제강점기에 삭제하였던 내
용을 추가하여 총9장 731절로 간행했다. 저자 이상호는 이후에도 大巡典經의 수정
을 계속하여 1965년 제6판에서는 총9장 859절로 증보했다. 이후 출간된 판본은 제6
판본과 거의 같은 구성이다. 본고에서는 증산계열 종교의 사상을 살피는 저본으로 
甑山天師公事記와 大巡典經제6판, 그리고 大巡典經해의(2009, 장재진 譯解, 장
신원)를 참고했다.

19) 全羅北道, 1926 普天敎一般 2쪽 및 27~32쪽. 全羅北道에서 1926년 펴낸 비밀문
서인 普天敎一般은 전라북도 경찰부에서 만든 조사보고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 学
習院大学 東洋文化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普天敎一般에서는 강일순의 교의를 
“神化, 一心, 相生, 去病, 解寃, 後天仙境”이라고 파악하고, 보천교의 교의도 이를 바탕
으로 서술했다.

20) 태을주는 강일순이 신도들에게 읊게 한 주문으로 ‘太乙神呪’ 또는 ‘如意呪’라고도 불
린다. 전문은 ‘吽哆吽哆太乙天上元君吽哩哆哪都來吽哩喊哩娑婆訶’이다. 이 주문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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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1909년 사망했다.21) 그 중 차경석의 이복누이인 
高判禮는 강일순의 ‘首婦’로 천거된 바 있었는데, 강일순이 사망한 후 고
판례가 신통력을 보이자 강일순의 제자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仙道敎라 
불린 교단을 창립했다. 1916년, 차경석은 고판례에게서 교단의 실권을 
장악하고 핵심 인물로 24방주제를 조직하여 내부의 체계를 확립했다.22) 
차경석과 뜻이 맞지 않은 김형렬은 太乙敎를 창립하고, 안내성 등 다른 
이들도 따로 교단을 창립하여 증산의 종도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
다.23) 그러나 이들 모두 강일순의 가르침을 숭배한 것은 동일했다.24) 
따라서 외부에서는 태을주를 외우는 이들 무리를 吽哆敎(흠치교 또는 훔
치교) 혹은 太乙敎, 仙道敎라 불렀으며, ‘보천교’라는 명칭은 1922년 차
경석이 교단을 그 이름으로 당국에 신고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되었
다.25) 

래 충청도 庇仁에 살던 金京訢이 지었다고 한다. 그는 불교에서 쓰이는 ‘驅逐病魔呪’
인 ‘吽哩哆哪都來吽哩喊哩娑婆訶’에 ‘太乙天上元君’을 붙였는데, 이 주문에 강일순이 
‘吽哆吽哆’(‘吽’은 불교의 성스러운 음)를 더해 태을주를 지었다. 태을주는 주문의 내
용보다 ‘一心’으로 주문을 외우는 행위 그 자체로서 강조되었다.  大巡典經 3-186, 
7-8. (大巡典經의 인용은 이하 ‘장-절’의 형태로 표기했다.)

21) 증산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보천교에서는 차경석이 증산의 수제자
였음을 강조하나 증산교의 다른 교파에서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듯하다. 
普天敎一般에서는 증산이 5명을 高弟로 선정했다고 서술했다. (普天敎一般, 5~6
쪽) 증산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김형렬, 차경석 등이 
증산의 제자 중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22) 普天敎一般 11쪽; 李英浩, 1948 普天敎沿革史上, 보천교중앙총정원, 4쪽; 李正
立, 1977 甑山敎史, 증산교본부, 57쪽.

23) 김형렬은 이후 1918년 완주 威鳳寺 주지 郭法境과 협의하여 모악산 금산사에서 미
륵불교를 세워 증산교의 다른 분파를 형성했다. 李正立, 1977 甑山敎史 67쪽. 안내
성은 고판례가 선도교(태을교)를 설립할 때 참여했으나 차경석과 뜻이 맞지 않자 별
도로 교단을 설립하고 교명은 동일하게 선도교라 했다. 1929년에는 선도교를 ‘증산대
도교’로 개칭했다. 李正立, 1977 위의 책, 69쪽 ; 정규훈, 2001 한국의 신종교 서
광사, 202쪽. 이처럼 증산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으며, 이 분립은 현재까지도 이어지
고 있다.  

24) 김형렬, 안내성 외에도 박공우, 문공신이 따로 교단을 설립했다. 정규훈, 2001 위의 
책, 202쪽. 

25) 猪巖, 1923 ｢暗影 中에 무쳐 잇는 普天敎의 眞相｣,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임
경석, 2000 ｢일제하 증산 교단의 성립과 분화｣ 증산도 사상3, 251~252쪽. 따라서 
‘보천교’는 1922년 교단 공개 이후의 이름으로, 그 전에는 ‘태을교’나 ‘흠치교’ 등 여
러 이름으로 호칭되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지칭된 명칭 때문에 자칫 다른 일파로 이
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태을교, 흠치교, 보천교가 모두 하나의 종교운동을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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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초 보천교에 대한 언설이 빈번하게 등장한 이유는 1920년
대 초 보천교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보천교의 신도 수
는 191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1921년 동아일보 보도는 보천
교 신도의 수를 ‘100만’ 정도로 파악하였으며,26) 1923년 조선일보에 
보도된 보천교 성토강연에서는 교도 수를 ‘300만’으로 파악했다.27) 
1924년에 보천교 자신이 발행한 잡지는 신도 수를 ‘600만’28)이라 표현
했다. ‘600만’ 교도에 대한 언급은 1926년 전라북도 비밀문서 普天敎一
般에서도 등장한다.29) 당시 조선인 인구가 1,700만 정도였던 것을 상
기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30) 
  일제 당국의 통계는 보천교 교세를 훨씬 작게 파악했다. 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敎에 따르면 보천교 신도 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에도 
3만 5천여 명이다. 이처럼 당국의 조사와 보천교의 주장 및 언론의 수치 
간에는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보천교 교세 파악에 문제가 생긴다. 일
제 당국의 조사 결과는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천교의 
주장과 신문 기사의 과장된 수치 역시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보천
교 교세를 추측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보천교의 조직체계를 검토
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보천교는 60방주제라는 조직체계를 가

게 부른 이름이라는 점은 당시 문헌에서도 누차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천교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1922년 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일단 보
천교라고 부르기로 한다. 물론 많은 분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922년 전의 ‘흠치계’ 
종교에 대해 보천교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다른 분
파는 보천교에 비해 교세를 크게 확장하지 못했으며, 당국의 검속과 언론의 비판도 
보천교로 집중되었다. 특히 갑자년(1924) 독립설과 관련된 단속은 모두 보천교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동아일보 1921년 10월 29일자
27) 조선일보 1923년 6월 2일자 ｢보천교 죄악 성토강연｣
28) 一敎人, 1924 ｢方主諸公에게 一言｣, 普光 제4호, 8쪽. 
29) 普天敎一般 51쪽. “일시 교도 600만”이라 불렸으나 엄중한 취체와 일반의 자각으

로 점차 감소했다는 기록이다. 
30) 당시 호구조사에 의한 통계를 살펴보면, 조선인 인구는 1919년 16,782,510명, 

1920년 16,916,078명, 1921년 17,059,258명. 1922년 17,208,139명, 1923년 
17,446,913명, 1924년 17,619,540명으로 집계되었다. 朝鮮總督府, 1927 朝鮮の人
口現象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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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피라미드식의 이 조직은 체계마다 정원 수가 정해져 있어 
그 총 인원수는 55만 7,760명이었다. 
  이상의 수치들 사이에서 보천교 교세의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朝鮮の類似宗敎의 조사가 보천교 교세를 최소치로 잡은 것은 확실하
다. 조선총독부는 다른 조사에서 1925년 보천교 신도 수를 6만 5천 명
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당시 보천교가 스스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31) 
또 1936년 보천교가 강제 해산될 때의 경찰 수사는 교도 수를 5만 戶로 
추정했다.32) 따라서 보천교 교도의 수는 1925년 기준으로 6만 5천에서 
50만여 명 정도로 추정 가능하다.33)
  朝鮮の類似宗敎의 조사로 교세의 실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09
년에서 1936년까지의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동일 주체가 작성한 통계
로서 교세의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도교를 비롯한 다른 
신종교의 교세를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른 신종교와의 관
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통계에서 보천교 교세는 
192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했다. 1918년 4,407명이었던 것이 1919년 
12,935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으며, 1920년 19,725명, 1921년 26,419명
으로 대폭 성장했다. 보천교 교세는 1925년까지 성장한 후 점점 감소했
다가 1928년 35,895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지만 1934
년에도 16,474명을 유지했다. 

31)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1984 朝鮮の治安狀況 昭和2年版, 靑丘文庫, 7쪽
32) 京城日報 1936년 6월 14일자.
33) 최대치인 50만여 명이라는 수치는 전성기의 절반 가까이 세력이 줄어든 해산 당시 

보천교 가구가 5만 호였으므로, 현재보다 대가족이었던 점을 고려해 1가구 인원을 5
명으로 두어 계산한 것이다. 이 추정방법은 趙景達의 글을 참고했다. 다만 여기에서
는 가구 수에서 아이들을 제외해 최대치를 더 작게 보고 있다. 趙景達, 2009 앞의 
책, 340쪽 참고. 또한 60방주제가 1919년 이후 3년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보천교 측
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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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천교·천도교 연도별 교세 (1909~1934, 총독부 조사)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531~537쪽)

  이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보천교 교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1920년대 초반의 급격한 성장이다. 둘째, 삼남지방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이다. 셋째, ‘상민’ 중심의 계층성이다. 앞서 살폈듯 보천교 교세의 
성장은 191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연이은 증가는 당시 보
천교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
  물론 1920년대 초반은 보천교뿐만 아니라 각종 신종교가 성장한 시기
였다. 보천교는 1920년대 초에 가장 급격하게 교세의 증가를 보인 신종
교로, 일제통치하 신종교 교세 중 천도교 다음가는 자리를 확보했다. 흥
미로운 점은 보천교가 급격하게 성장한 1919년에서 1924년의 시기에 
위 표에서 확인되듯 천도교 교세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즉 보천

〈범례〉

  ․ 보천교 신자수  ● ●

  ․ 천도교 신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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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세의 증가는 단순히 문화통치의 분위기에 힘입은 신종교의 일반적 
성장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 이상의 특이한 사회현상이었다. 당시 신종
교의 ‘유행’에서 핵심으로 지목된 교파가 보천교였다는 점도 이를 입증
한다.34)
  보천교 교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교세의 지역성으로, 삼남지
방과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조선총독부 조사에 나타난 1919년 보천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교인 중 28.3%가 경상남도, 27.4%가 경
상북도, 16.9%가 전라남도, 21%가 강원도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93.6%가 이 4개의 도에 편중되었다.35) 이처럼 보천교 교세가 
남부 지방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동학의 근대화노선에 가담하지 않은 남
접의 일부가 증산 교리를 따른 것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다. 동학농민
전쟁 당시 동학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봉기했고, 당시 조직은 농민전쟁
으로 거의 궤멸되었다. 이후 동학은 북접대도주 손병희의 주도하에 교명
을 천도교로 바꾸고 근대화노선을 걸었으며, 주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 지방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 변화에 조응하지 않은 삼남의 동학 세
력 중 일부는 강일순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으며 초기 보천교의 세력이 되
었다. 강일순은 동학에 대해서 농민전쟁으로 민중의 생활상에 혼란을 가
중시킨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이 최제우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나타
냈다. 강일순의 제자들 대다수는 동학 신자 출신이었다. 또 차경석은 동
학 접주의 아들로 일진회에서 활동하였으나 손병희의 노선에 불만을 가
져 탈퇴한 경우였다.36) 
34) 김기전, ｢鷄鳴而起하야｣, 개벽 제7호, 1921년 1월
35)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550~699쪽. 1919년은 보천교가 공인받기 이전으로, 당시 

차경석은 단속이 심했던 전라북도를 떠나 경상남도에서 도피생활 중이었다. 따라서 
교세의 증가 역시 발생지인 전라북도보다 다른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36) 大巡典經 3-19, 3-35, 3-27.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구는 1894년 동학의 제1차‧
제2차 봉기에 모두 참여하며 전봉준과 함께 활동한 정읍 접주였다.(오지영, ｢東學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199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編纂委員會, 史芸硏究所), 
457쪽) 동학농민전쟁 이후 차치구는 피신해 있다가 1894년 12월 흥덕 현감 윤석진
에 의해 처형되었다. 당시 15세였던 차경석은 비밀리에 부친의 유해를 수습하여 장례
를 치루었다고 한다.(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02~105쪽) 차경석은 1898년 전라북도에서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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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명 신도 수 모금액 포교소 수1928 1929 1928 1929
보천교 4,392 4,292 5,280 3,463 진정원 1, 

정교부 7
무극대도교 2,099 1,828 4,130 9,161 기관소 1

천도교 290 325 740 144 종리원 7
상제교 511 373 117 18 지부 9
시천교 538 548 150 - 지부 2
동학교 1,348 1,445 - - 지부 1
청림교 143 161 12 15 지부 2
공자교 30 20 - - 설교소 1

계 9,352 8,992 12,802 12,802 30

표 1. 경상북도 유사종교단체 현황 

  천도교가 삼남지방에서 그다지 세력을 점하지 못하였음은 경찰의 비밀
문서에서도 드러난다.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파악한 도내 유사종교단체 
현황(표 1)을 보면, 보천교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1920년대 후반의 자
료임에도 불구하고, 증산 계열 신종교인 보천교와 무극대도교37)가 신도 
수의 측면에서 천도교 및 동학 계열 신종교인 상제교·시천교·동학교·청림
교보다 우위를 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전: 慶尙北道警察部 編, 1935 高等警察要史 : 日帝警察極秘本
76-77쪽)

  삼남지방 중심이라는 보천교 교세의 지역적 특성은 당시 조선 남부 지
방의 특징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남부 지방은 북쪽에 비해 신문명
의 수용에 뒤쳐져 있었다. 유‧불의 전통적 사상이 강세였던 남부 지방은 

의 잔여 세력이 조직한 英學黨의 봉기에 참여하였으며 관군에 체포되기도 했다. 차경
석은 1904년 일진회에 가입하여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차경석은 일진회의 친
일행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손병희에게 불만을 가졌다.(『普天敎一般』9쪽)

37) 無極大道敎는 趙哲濟(1895~1958)가 창시한 증산계 종교이다. 조철제는 강일순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가르침을 신봉했다. 그는 전북 정읍군 태인면에 거대한 본부
를 건립하고 교세를 확장시켜 세간에서 ‘趙天子’라 불리기도 했다. 해방 이후 조철제
는 부산에 본부를 두고 무극도의 명칭을 태극도라고 바꾸었다. 조철제 사후 태극도에
서 대순진리회가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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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북쪽에 비해 심하고, 신식 학교 수도 적으며, 유
생들의 지배력이 크고 미신과 구습에 사로잡혀 斷髮한 자가 희소하여 
“北鮮에 비해 신문명에 낙오”한 것으로 여겨졌다.38) 대부분 문맹이고 교
육을 받지 못한 남부 지방의 기층민중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보천
교의 신앙체계로 모여들었다.39) 
  이와 같은 특징은 보천교 교세의 세 번째 특징인 계층편향성과 연관된
다. 보천교도들은 ‘無學’의 ‘常民’ 중심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지녔다. 朝
鮮の類似宗敎에 따르면 ‘흠치’ 계통 종교의 구성비율은 90%가 ‘상민’으
로, 70%가 ‘상민’인 동학 계통을 능가했다. 이는 불교나 유교, 숭신 계열
의 다른 ‘유사종교’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40) 
  즉 보천교의 초기 교단은 동학과 마찬가지로 淵源制를 바탕으로 하여 
삼남지방의 민중들 틈에서 전파되었다.41) 보천교 교세 급증의 기반에 
있었던 淵源制적 조직 체계는 60방주제이다. 60방주제는 1919년의 제1
차 告天祭에서 방주 임명을 시작으로 3년을 거쳐 완성되었다고 한다.42) 
60방주제의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滄海居士(이돈화), ｢槿花三千里를 踏破하고서, 南北鮮의 現在文化程度를 比較함｣, 
개벽 제7호, 1921년 1월

39) 차경석은 태을주 주문을 외는 신앙체계에 삼강오륜 등 유교적 생활윤리와 弘範圖解, 
鄭鑑綠 등을 포용한 교리체계를 마련하여 교세신장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한다. 이
정립, 1977 甑山敎史, 61~63쪽 참고.

40)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892쪽.
41) 연원제란 새로 입교한 신도를 입교시킨 신도 밑에 두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조직으

로, 동학 및 증산계열 교단의 주요 조직 원리이다. 
42) 이정립, 1977 앞의 책,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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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조직 인원
方主
( 2 4
方 位
는
胞主, 
24節
位는 
運主)

四行 四方 四季 24方位 24節位 

60
金 
木 
水 
火

東  
北 

西
南

春
夏 
秋 
冬

艮 寅 甲 卯 
乙 辰 巽 巳
丙 午 丁 未
坤 申 庚 酉
辛 戌 乾 亥
壬 子 癸 丑

冬至 小寒 大寒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淸明 穀雨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立冬  小雪  大雪

代理 司 守 交 攝 胞監 運督 60
6任 敬禮 敎務 節義 執理 察異 行信 360
12任 興思 掃淸 需淨 勤業 寬恕 寡敍 推讓 懲危 稽斷 詢行 叛

還 毁復 4,320
8任 保守員43) 34,560
15任 518,400

총계 557,760

표 2. 60방주제의 조직 

(이영호, 1948 普天敎沿革史上, 보천교중앙총정원, 9~13쪽;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전라북도, 1926 普天敎一般
51쪽을 참고하여 작성)

  60방주제는 방주 아래에 代理 1명과 6任 6명을 두었고, 6任 아래에 
각각 12任을, 12任 아래에 각각 8任을, 또 8任 아래에 15任을 둔 체계
였다. 방주부터 15任까지의 인원을 모두 계산하면 조직을 구성하는 총 
인원 수는 557,760명이 된다. 또한 女方主제도도 60방주제와 동일하게 
조직했다고 한다.44) 60방주제는 인맥을 통한 피라미드식 조직으로서, 빠
른 교세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지녔지만 동시에 조직성이 보장되
43) 이정립, 1977 위의 책. 80쪽. “專無保髮之逆하고 必守烟竹之行者”
44) 여성 신도에 대해서는 女방주제를 언급하며 이를 男방주제와 동일한 구성으로 조직

한다고 소략하게 서술했다.(普天敎一般, 51쪽) 女방주제가 男방주제와 동일하게 조
직되었다고 추정한다면, 557,760x2=1,115,520명의 신도 수가 이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보천교도의 성별 구성을 확인할 수 없고, 흠치계의 교도 성별 구성이 
남자 77%, 여자 23%라고 서술한 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敎(827쪽)대로라면 남
자 신도 수가 여자보다 많았을 것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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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렇다면 보천교가 이처럼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천교
의 성장은 당시 혼란한 사회에서 생존에 필사적이었던 민중이 보천교의 
포교논리에 감화된 결과였다. 1920년대 초 보천교 성장의 배경으로 당
시 사회상을 점검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조선사회는 경제적 불안정이 심
화된 상태였다. 1910년대 후반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일본에서 쌀
소동이 발생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이출되는 농산품이 급증하
여 곡물가가 급등했다. 식량위기에 이어 1919년에는 가뭄이 발생했다. 
그 결과 곡식류의 수확량 감소가 500여만 석에 달했으며, 70여 만의 궁
민이 발생했다.45) 그 영향으로 걸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토지를 떠난 
농민이 늘어났으며 범죄가 급증했다.46) 이듬해인 1920년에는 여름 3차
례에 걸쳐 홍수가 발생했다.47) 이처럼 곡물가격을 비롯한 물가의 등귀
와 연이은 재해는 특히 소작농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 대
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또 당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918년 
말에는 소위 ‘서반아 감기’라고 불린 유행성 독감이 유행했다.48) 또 
1919‧1920년은 일제강점기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콜레라 환자와 사망자
가 발생한 해였다. 콜레라의 유행으로 1919년에는 환자 16,991명에 사
망자 11,084명, 1920년에는 환자 24,229명에 사망자 13,568명이 발생
했다. 특히 1920년 전라남도의 환자 수는 전 조선 환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는데, 그중 제주도에서 전체 주민 20만명 중 약 1만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49) 당시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보천교의 인적 

45) 朝鮮總督府, 1922 朝鮮總督府施政年報(大正7年~大正9年), 157~158쪽. 
46)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1925(大正八年)朝鮮旱害救濟誌, 123~133쪽.
47) 朝鮮社會事業協會, 1938 昭和十一年の風水害誌, 43쪽. 이 홍수로 인명피해는 

1352명(사망 601, 행방불명 364, 부상 387), 가옥피해도 5만 2,016호에 달했다.
48) 당시 ‘스페인 독감(서반아 감기)’의 유행은 전세계적인 것으로, 조선에서는 1918년 

10월과 11월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당시 조선인 중 7,422,113명의 환자가 발행하
여 그 중 139,128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정은, 1990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
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4 ; 천명선‧양일석, 2007 ｢1918년 한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의 양상과 연구 현황｣ 의사학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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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었다. 1921년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전남 교도 수는 남자 
4,827명, 여자 1,088명이었는데 이중 제주도의 교도는 남자 3,107명, 여
자 626명으로 전남 전체에서 각각 64%, 58%의 비율을 점하는 것이었
다.50) 보천교는 전염병을 포교구실로 활용하여 “惡疫이 유행하여 인수의 
태반이 사멸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보천교를 신앙하는 자는 그 재액
을 면할 것”이라고 선전했다.51) 
  조선 기층민중과의 문화적 친화성도 보천교가 교세를 확장하는데 일조
했다. 당시 언론은 “근래 각종 신종교가 발흥되는 중 太乙敎, 白白敎, 훔
치敎 기타 小星같은 여러 교단에서는 별별 미신을 선전하며, 설혹 이는 
일시 포교방법으로써 그렇게 함이 다수의 신자를 얻으려는 방법상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식한 것”52)이라 하여 신종교의 유행 이유를 지방사회
에 만연한 ‘미신’ 때문으로 파악했다. 계몽의 눈으로 본 ‘미신’과 ‘구습’은 
곧 과거부터 전래된 친숙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천교를 비롯한 
증산계열 종교에서는 전통 의례대로 치성을 올리는 것이 곧 신앙과 수도
행위이자 종교집회였다. 그리고 치성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입도였다.53) 
무속과 유․불․선의 색채를 고루 가지고 평등과 ‘解寃相生’, ‘後天仙境’을 
말한 강일순의 가르침은 기존과 다른 논리를 내세운 여타의 근대적 종교
보다 더 쉽게 일반 민중들 틈에 자리잡았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천교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조선사회의 정치적 분위기였다. 1919년 3.1운동은 조선사회에 독립 열
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강압적인 무단정치 대신 소위 문화정치의 
시대가 도래하여, 신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정세에 대한 기대가 조선인들 
49) 백선례, 2011 ｢1919․1920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유행과 방역활동｣, 한양대학교 사

학과 석사논문
50) 동아일보 1921년 4월 24일자. 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宗敎에서는 1921년 전남

의 보천교도 수를 남자 6,810명, 여자 4,051명으로 집계하고 있어 수치에 차이가 보
인다.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606쪽.

51) 普天敎一般, 40~41쪽.
52) 一記者, ｢迷信의 감투를 벗으라｣, 개벽 제7호, 1921년 1월; 姜仁澤, ｢歷史的으로 

본 科學과 迷信｣上, 개벽 제8호, 1921년 2월.
53) 김홍철, 2000 증산교 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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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피어났다. 이러한 기대는 민중 사이에 새로운 왕조의 도래를 예
언한 정감록 등 비기류를 번성시켰다. 보천교 역시 포교를 위해 당시 
유행한 正易 사상 및 정감록을 이용했다.54) 그에 더해 조선의 독립이 
멀지 않았으며 보천교 교주 차경석이 甲子年(1924)에 새로운 천자로 등
극할 것이라는 ‘갑자등극설’〮 혹은 ‘차천자 등극설’이 유행했다. 보천교도
들은 차천자 아래에서 관직을 얻을 것이라는 풍설이 돌면서 보천교의 교
세는 급성장했다.55) 이러한 풍설은 1919년과 1921년 차경석이 ‘告天祭’
를 거행하자 더욱 확장되어 신문지상에도 등장했다.56) 고천제는 차경석
이 천자로 등극한다는 것을 하늘에 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많은 수의 신도들이 몰려들었으며 세간에서 차경석은 ‘차천자’라고 불리
게 되었다. 
  ‘갑자등극설’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며, 식민지사회
의 착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일반 민중들의 욕구를 내포한다. 특히 
당시 심화된 경제적 생활불안정은 현재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현재
의 제도일체를 파기하고 정전법을 시행하며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57)이라는 ‘갑자등극설’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켰다. 그런데 갑자등극설
에 민중이 동조한 이유는 단순히 조선이 ‘독립’한다는 예언 때문뿐만 아
니라, 그것이 실현될 경우에 보천교도들에게 ‘벼슬’이 주어진다는 조항 
때문이기도 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으로 대부분의 농민은 당장 
생존이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의 無産者에 대한 한 
분석은, 하층민이 종교에 입교하는 동기는 진실한 신앙에 따른 것보다 
입교로 보상받을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서술했다.58) 보천교
54) 이정립, 1977 앞의 책, 62쪽.
55) 普天敎一般 40~41쪽.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경석은 모년 모월 나타날 새로운 

대시국을 건설하고 현재의 제도일체를 파기해서 정전법을 설치하고 개인소유토지는 
각 급수에 따라 평등히 분배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때 조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매각하고 그 대가는 보천교에 봉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신국가건설의 때 고위고관
에 보임되어 생활의 안정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56) 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자 및 10월 7일자; 1922년 2월 21일자
57) 普天敎一般 40~41쪽. 
58) 藤井忠治郞, 1926 朝鮮無産階級の硏究,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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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교한 민중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보천
교는 피라미드식의 조직을 채택하고 있어,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교도를 
모집해야 했다. 갑자등극설은 입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포교수단으로 
활용되며 퍼져나갔다. 즉 보천교의 급격한 성장은 비참한 현실에서 해방
되겠다는 민중의 保身的 욕망이 보천교 지도부의 풍설에 반응한 결과였
다.  
  이러한 풍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갑자등극설 유포자를 검거하는 것으
로 대응했다.59) 일제 당국은 1910년대부터 ‘類似宗敎’ 정책에 따라 보천
교를 감시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60) 차경석은 1914년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고 대사상과 신통 묘술로써 새 정부를 조직하려 
한다’는 혐의로 검거되었고, 1915년에도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61) 보
천교에 대한 감시가 지속되어 차경석이 요시찰 대상 중 1급인 甲種要視
察人으로 분류되자, 그는 1917년 정읍을 떠나 도피생활에 들어갔다.62) 
  보천교에 대한 일제 당국의 감시는 보천교가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혐의에서 비롯했다. 특히 1918년에는 제주에서 보천교 교도들이 항일운
동에 참여한 法井寺 사건이 발생했다. 법정사 사건은 승려 金蓮日의 주

59)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자; 4월 30일자; 5월 9일자; 5월 12일자; 5월 14일자; 
6월 3일자; 12월19일자; 1922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 1921년 2월 19일자; 5월 
19일자. 1920년대 초 보천교에 대한 당국의 검거 기사 분석에 대해서는 성주현, 
2001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9 참고. 

60) 조선총독부가 1915년 공포한 ｢포교규칙｣은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하여, 제1
조에서 신도‧불교‧기독교만을 공인하고, 이외의 종교들은 ‘종교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
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 없는’ 유사종교로 지칭했다. 제15조에는 종교 유
사단체의 경우 조선 총독의 재량에 따라 포교규칙이 준용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朝
鮮總督府官報 911, 1915년 8월 16일자 「朝鮮總督府令 第83號 布敎規則」 1919년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공인종교’인 신도, 불교, 기독교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업무로 다루었다. 이에 반해 이른바 ‘유사종교’로 지목된 종교들에 관한 
업무는 경무국 관할로 처리하고, 민족운동단체 또는 비밀정치단체로 지목하여 감시했
다. 즉 문명화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면적으로는 종교를 감독하고 식민체제 내에 두
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61) 이영호, 1948 普天敎沿革史上, 보천교중앙총정원. 이에 따르면 1914년의 검거는 
강일순의 제자였던 김송환이 차경석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고발한 것이었으며, 1915
년의 교주 체포는 교도 金敬範의 아들이 차경석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이루어진 사건
이었다. 

62) 普天敎一般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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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민 400여명이 주재소를 습격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불교도 
뿐 아니라 보천교 집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63) 수사 끝에 성금 10만
원이 보천교 본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그 여파로 방주 18명
이 체포되고 보천교에 대한 검거가 확대되었다.64) 일제 당국은 이를 차
경석이 창설한 선도교 일파가 일으킨 ‘국권회복운동’으로 파악했다.65)  
  1918년의 간부 검거는 3.1운동이 일어난 와중에 불기소처분으로 처리
되었지만, 일제 당국은 1918년의 제주 법정사 사건과 1919년의 3.1운동 
이후 보천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보천교는 이에 대해 조직 재정비
로 대응했다. 도피생활 중이던 차경석은 각지에서 3.1운동이 발생하는 
시국에 대해 교도들에게 경고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다.66) 그리고 1919년 10월 고천제를 거행하여 60
방주를 임명하고 포교에 집중했다. 즉 차경석은 1919년 3.1운동으로 전
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벌어나는 시국에 오히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조직 정비로 대응했던 것이다.
  3.1운동에 대한 차경석의 ‘경고문’은 보천교 지도부가 당시 독립운동에 
대해 지녔던 태도를 보여준다. 차경석은 민족운동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
원하기도 했지만,67) 현실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반대했다. 차경석
이 따른 강일순의 사상은 일본이 언젠가 조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낙관

63) 제주 법정사 사건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식, 2005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25; 김정인, 2002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 제주도연구22; 안후상, 1996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임혜봉, 1995 ｢제주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
해방5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정긍식, 2005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법사학연구32 참고.

64) 이정립, 1977 앞의 책, 60쪽; 이영호, 1948 앞의 책 6~7쪽.
65) 高警 第36610號 「太乙敎徒 檢擧에 關한 件」 1919.12.26. (金正明 編, 1967朝鮮

獨立運動 第1券 分冊. 民族主義運動編, 247~250쪽에서 재인용)
66) 이영호, 1948 앞의 책, 8쪽. “(…전략…)小勿妄動 心和氣和 以待春和” 
67) 김철수, 1989 ｢김철수 친필유고(본대로 드른대로 생각난대로 지어 만든대로)｣, 역

사비평7, 354쪽. 보천교의 독립운동 지원에 대한 논문으로는 안후상, 1998 ｢보천교
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성주현, 2001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9; 김재영, 2007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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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68)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죽은 일본인의 한이 
맺힌 것이니 원한이 풀리면 떠날 것이라는 解寃사상에 기반한 해석이었
다.69) 따라서 강일순의 제자였던 차경석 역시 3.1운동의 대열에 구태여 
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강일순이 동학교도들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戰禍에 들이지 말고 농민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렸
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70) 차경석은 신도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보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차경석은 1919년 60방주를 임명한 제1차 고천제에 이어, 1921년의 
제2차 고천제에서는 ‘普化敎’라는 교명을 하늘에 고했다. 이때 ‘時’라는 
국명까지 짓고 스스로를 천자라고 부르라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고
천제를 배경으로 ‘갑자등극설’이 유포되었다. 차경석이 갑자년에 황제가 
되며, 그 신도는 고관대작이 된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1920년대 초, 당
국은 ‘조선이 독립하고 차경석이 천자로 등극한다’는 설에 동조한 혐의
로 많은 수의 보천교도를 검거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는 1920년말 
교도 3천명이 정치에 대한 처벌의 건인 제령 제7호 혐의로 검거되었다
고 한다.71) 경상북도에서는 보천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방주
는 6년, 6임은 4년, 12임은 2년, 8임은 1년의 징역을 적용시킬 정도였
다고 하며, 강원도에서는 7백여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72) 갑자등극설을 
이용한 포교 및 모금행위로 처벌된 보천교도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73) 
  그런데 1920년 사이토(齋藤實) 총독의 부임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종
교정책은 신종교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새로운 종교
정책은 친일 인사를 양성하여 종교에 침투시켜 그 지위와 형편에 따라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하는 한편, 각 종교교단의 수장자리를 차지하

68) 大巡典經 3-77, 3-102
69) 大巡典經 3-78
70) 大巡典經 1-15, 1-18
71) 이정립, 1977 앞의 책, 88~89쪽. 
72) 이영호, 1948 앞의 책, 14쪽.
73)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자 ｢태을교도 대검거, 안동에서 삼백 명 이상을｣; 1921

년 10월 7일자 ｢흠치교도의 대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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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74) 그에 발맞춰 1920년 ｢포교규칙｣
을 개정하여 종교단체의 신고를 간편화했다.75) 
  즉 사이토 총독의 이른바 ‘문화통치’는 반일역량의 분열을 꾀하는 ‘분
할통치’ 방침을 내세웠다.76) 보천교 또한 그 대상이었다. 일제 당국이 
보천교를 회유의 대상으로 본 이유는 당시 급격한 교세의 성장과 보천교 
내의 자금 동원력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교주 차경석과 
접촉했다.77) 또 당시 체포 상태였던 보천교 간부 李祥昊78)에 대해서도 
회유를 시도하여, 문화정치의 새로운 종교정책에 부응하도록 교단의 공
개를 거듭 권고하고 석방했다.79) 보천교 간부 중 드물게 신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던 이상호는 차경석에게 이와 같은 회유를 전달했고, 차경석은 
방주회의를 열어 교단 공개의 전권을 이상호에게 일임했다.80) 그 결과 
1922년 2월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공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천교가 3.1운동을 전후하여 혼란한 사회적 
정서를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하자, 일제 당국은 보천교를 단속하는 동시
에 교단의 공개를 권고했다. 보천교 역시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여 공식
적인 교명을 선포하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선에서나마 조선인 사회의 활동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단의 조직
74) 齋藤實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1920년 구상 (齋藤實關係文書 第742號) (박경

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209~201쪽 재인용)
75) 朝鮮總督府官報 2294, 1920년 4월 7일자 「朝鮮總督府令 第59號 布敎規則 中 改

正」 포교규칙 개정의 요지는 포교에 대한 수속의 간편화로, 屆出 사항은 최저한도에 
그치게 하며 본칙에 덧붙인 벌금형은 삭제하고 새로 교회당, 설교소 등 강의소가 안
녕질서를 교란케 할 염려가 있는 때는 그 존립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해 이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76) 姜東鎭, 1980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3쪽
77) 이영호, 1948 앞의 책, 21~25쪽; 조경달, 2009 앞의 책, 327~328쪽; 안후상, 

2012 앞의 글.
78) 이상호(1888~1967)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고 1908년부터 해

남 미산중학에서 3년간 수학했다고 한다. 일본유학을 한 동생 李成英과 함께 신교육
을 받은 보천교 혁신파 지도자로 활약했다. 보천교 내의 신구갈등으로 1924년 파면
된 이후에는 東華敎를 세워 활동하였으며 이정립과 함께 大巡典經을 수집, 간행했
다. 해방 이후 증산교 운동을 주도했다. 홍성찬, 1996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
제사상 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71쪽.

79) 이영호, 1948 앞의 책. 27~28쪽. 
80) 이정립, 1977 앞의 책.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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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활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체제내화를 시도한 것이다. 

2. 보천교 교리의 민중 친화적 성격

  보천교는 교주 차경석을 정점으로 하며 교조 강일순을 上帝로 숭배하
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보천교 교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강
일순의 사상 중 핵심 개념인 ‘해원상생’과 ‘후천선경’을 살펴보려 한다. 
강일순의 사상은 당시 사회의 혼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고통의 
근원을 인간 내부에서 찾은 다른 종교‧사상과 달리, 그는 모든 문제의 근
원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세계를 지목했다. 우주의 틀이 相生이 아닌 相
克의 道로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先天에는 相克之理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人事가 도
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
기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
로 이제 천지 도수를 뜯어고치며 神道를 바로잡아 萬古의 寃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선경을 열고 조화 정부를 세워 하염없는 다
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化하여 세상을 고치리라.81)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강일순은 혼란을 일소하기 위해 세상을 고쳐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상인 ‘先天’은 민족‧개인‧문명‧성별 간의 ‘寃’
으로 가득찬 혼란한 세계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상세계인 ‘後天’을 열기 
위해서 원한을 푸는 ‘解寃相生’이 요구된다. ‘解寃’이 전 우주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세상은 ‘相生’의 이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解寃相生’을 통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後天仙境’을 여는 방법으

81) 大巡典經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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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일순은 ‘天地公事’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천지공사’를 주재하
여 한을 품은 각종 신을 불러 천지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했다. ‘천지공
사’란 세계의 각종 신들을 불러모아 통일신단을 결성하고 이 통일신단에
서 신명들의 의사를 모아 과거 선천시대 人世문화의 모든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 후천 새 시대문화의 모든 규범과 질서를 회의결정함이라 풀이
된다.82) 강일순은 ‘천지공사’에서 우선 한을 품은 신명인 萬古寃神과 萬
古逆神의 한을 解寃하고, 다음으로 세계지방신‧세계문명신을 불러모아 
‘통일신단’을 결성하겠다고 했다. 즉 ‘천지공사’는 사회의 갈등을 빚고 있
는 신명들의 한을 풀고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후천세상을 여는 작업으
로, 증산 사상을 이해하는 근본이다. 
  그렇다면 천지공사로 열린 ‘後天’은 어떠한 곳인가? 강일순은 “先天에
는 謀事는 在人하고 成事는 在天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謀事는 在天하고 
成事는 在人이니라”83)는 말로 후천을 표현했다. 후천은 우주적‧사회적 
변화 즉 ‘개벽’이 일어난 세상으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으며 계급이 타
파되고 남녀가 평등하며 天地보다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人尊 시대이
다.84) 후천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된 ‘人尊’은 강일순의 사상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윤리관으로 연결된다. 그는 “隻을 짓지 마라”는 도덕 규범을 
제시하면서 원한을 만들지 말 것과 항상 평화로울 것을 강조했다.85) 
  이와 같은 증산 사상을 이어받아 보천교는 ‘後天仙境’의 건설을 목표
로 했다. 보천교는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선천이 천신을 경외하고 풍수
를 맹신하는 天尊‧地尊의 세계라면, 후천은 人尊의 세계로 인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86) 또한 後天仙境 건설을 위해 강
82) 강일순의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이정립의 견해를 참고했다. 이정립, 1977 앞의 책, 9

쪽. 천지공사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는 김탁, 1995 ｢甑山 姜一淳의 公事思想｣,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참고. 

83) 大巡典經 6-106.
84) 大巡典經 3-61, 3-106, 6-1, 6-5, 6-119, 6-134.
85) 大巡典經 6-38, 6-101, 6-150. ‘隻’은 “조선 시대에 소송 사건의 피고를 이르던 

말”(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로, ‘척지다, 척을 지다’는 원수지간이 된다는 뜻
이다.

86)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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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순의 사상 중 一心‧相生‧去病‧解寃을 강조했다. 보천교의 설명에서 一心
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開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요, 相生은 우주의 
원리이자 도덕의 본원이다. 去病은 사회의 불합리와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이요 解寃은 사회와 인생에 대한 한을 푸는 것이다.87) 이처럼 보
천교는 강일순이 천지공사를 통해 바로잡은 세상에서 一心‧相生‧去病‧解
寃을 기본으로 하여 後天仙境을 현세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20년대 초 보천교에는 별도의 경전이 없었는데, “신앙은 우상에 있지 
않음과 같이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고 청정무후한 양심중에 있다”고 하
여 오히려 경전이 없다는 것을 긍정했다. 또한 도포를 입고 치성드리는 
절차 외에는 별반 다른 종교적 의식절차가 없었고, 치성에도 보통 淸水
만을 사용하여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오직 정성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88)
  후천선경의 구현을 교단의 목표로 삼은 보천교의 사상은 민중 친화적
인 특성을 가지고 포교를 통해 전파되었다. 강일순의 교리는 사회에 대
한 비판의식과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했다. 혼란이 지배하던 
선천의 시대가 ‘해원상생’을 이룬 ‘천지공사’를 통해 종결되어 새로운 시대
가 시작되었다는 논리였다. 증산사상의 중심을 이룬 해원상생과 천지공사
는 조선 기층민중에게 익숙한 무속신앙에 근간한 것이었다. 원한과 해원 
즉 ‘한풀이’와 각종 신명에 대한 믿음은 무속의 중심 개념이다. 무속 신
앙은 신명을 잘 모시거나 해원시켜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술적 세계
관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89) 이러한 무속의 성격은 ‘천지
공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신명들의 해원의식으로 확장되었다. 다
만 무속에서 원한의 적용 범위가 개인 혹은 가족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증산 사상에서 원한은 세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행복을 위해서 꼭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다르

87) 一敎人, 위의 글, 30~31쪽.
88) 一敎人, 위의 글, 33~35쪽.
89) 윤이흠, 2000 한국인의 종교관, 서울대학교출판부, 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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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0) 무속에서 차용한 解寃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강일순은 유‧불‧선 
및 동학과 같은 각종 사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그의 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보천교 교리는 현실생활의 복을 비는 토속적 특징에 근간하여 ‘現世中
心的’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사회의 혼란은 온갖 신명들의 원한 때문이라
는 발상과, 이를 해결하는 ‘해원상생’을 통해 언젠가 ‘후천선경’이 도래한다
는 믿음은 내세 대신 현세의 구원을 發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학‧
미륵하생‧후천개벽사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했다.
  강일순은 동학에 대해서 시세를 읽지 못하고 일반인의 생활상에 혼란
을 가중시킨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계승하려 했다. 그는 동학교도들이 
일으킨 갑오농민전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파악해,91) 농민전쟁으로 조선
의 기운만 쇠잔해지고 농민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동학 신도들
이 安心歌를 잘못 해석하여 난을 지었다”92)며 갑오농민전쟁으로 농민의 
삶이 피폐해짐을 비판하고 동학 신도들이 일진회 활동으로 또다른 폐를 
만들까 우려했다.93)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운 최제우를 높이 평가하고,94) 태을주와 함께 
동학의 주문인 侍天主를 암송할 것을 권유했다.95) 강일순의 사상은 동
학과 마찬가지로 내세 대신 현세를 중요시했다. 이는 주문을 수련하는 
‘心學’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동학은 “13자 주문(侍天主造化定永世不
忘萬事知)만 지극히 외우는 ‘心學’에 충실하면 萬卷詩書가 필요없다”96)
고 했는데, 보천교 역시 태을주를 외우며 一心으로 수련하는 ‘心告’의 방
법을 강조하고,97) 주문의 내용보다 자나깨나 글귀를 외우는 수련을 중
시했다.98) 즉 동학과 증산 사상은 모두 주문을 이용한 자기수양을 근본
90) 최준식, 1988 앞의 글, 89쪽.
91) 大巡典經 1-14
92) 大巡典經 5-20
93) 大巡典經 4-11, 5-20
94) 大巡典經 4-140, 5-9
95) 大巡典經 3-133, 4-129
96) ｢敎訓歌｣, 龍潭遺詞, 59쪽. (尹錫山 주해, 2000, 동학사) 
97)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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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다. 강일순은 또 “東學呪에 ‘侍天主造化定’이라 하였으니 내 일
을 이름이라”,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仙境의 樂을 누리리
니 이것이 참 東學이라”, “동학 신자 간에 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
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라고 하여 자신이 동학의 뜻을 이어 진정한 교
의를 창달함을 주장했다.99)
  ‘天’과 ‘人’에 대한 태도 및 평등관 역시 동학과 증산 사상에서 유사했
다. 최제우는 西學에서 차용한 天主를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천주에 대한 신앙보다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天人合一’을 
강조했다. 천인합일의 인본주의적 요소는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의 
‘事人如天’에서 한층 강조되었다. ‘天心卽人心’100)을 말한 동학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며 민중 사이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강일순 역시 후천
세상은 인간이 하늘보다 귀하고,101) 반상과 남녀의 차별 없이 평등한 시
대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했다.  
  동학과의 유사성에서 나타나듯이, 강일순의 교리는 당시 조선 사회의 
각종 사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 儒‧佛‧仙과 서구 사상 및 
동학과 각종 토속신앙이 강일순의 사상에서 융합되었다. 강일순은 기존
의 각 사상을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할 뜻을 나타냈다. 이는 그가 행
한 ‘천지공사’에서 확인된다. 그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각 문명의 신들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며 세계 각 족속의 근원이 된 선도, 불도, 유도, 기독
교의 네 종교를 뽑아 세계문명의 기초를 정하겠다고 했다.102) 각종 사상
을 통일하여 후천 문명의 기초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강일순은 기성 
사상을 ‘解寃’으로 이룩할 후천시대에 알맞은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평가
하고 이들을 통일하려 시도했다. 
98) 大巡典經 3-186
99) 大巡典經 3-22
100) ｢論學文｣, 東經大全, 96쪽. (尹錫山 주해, 2001, 동학사)  
101) 大巡典經 6-119
102) 大巡典經 5-8.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증산은 선도에 최제우, 불도에 진묵, 유

도에 주자, 그리고 기독교에 마테오 리치로 종장을 임명하고, 이들을 解寃시켜 후천
선경 건설에 역사하게 하리라고 했다. 大巡典經 5-9, 5-12, 5-13. 또한 “佛之形
體 仙之造化 儒之凡節”라고 했다. 같은 책,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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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순은 儒‧佛‧仙으로 대표되는 기성 사상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
지고 있었다. 공자에 대해서는 “少正卯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 되며 삼
대 出妻를 하였으니 어찌 齊家했다 하리요”라고 부정하였고,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樹陰에 깊이 앉아 남의 子侄을 유인하야 부모의 윤리와 陰陽
을 끊게 하야 인종을 절멸시키려 하니 그대가 國家를 아느냐 先靈을 아
느냐 蒼生을 아느냐”고 일갈하였으며, 노자에 대해서도 불효를 하였고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103) 강일순의 기성사상 비판은 특히 儒
家에 대해 가장 신랄했는데, 儒‧佛‧仙의 세 글자를 종이에 적어 나눠주고 
‘儒’를 짚은 제자에게 “儒는 腐儒니라”고 하여 당시 유교를 썩었다고 보
았다. 또 조선사회를 지탱하던 유교적 덕목인 忠‧孝‧烈에 대해서 “忠孝烈 
國之大綱 然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충효열은 나라의 큰 기강이나, 
나라는 충으로써 망하고 가정은 효로써 망하고 몸은 열로써 망한다)”라
는 글을 지어 비판했다.104) 또한 유교식 제사 지내는 법과 상복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았다.105) 
  그러나 강일순이 기성 사상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교 경전을 자주 인용하였으며 특히 大學을 읽을 것을 제자들
에게 권유했다.106) 또 불교를 비판한 동시에 스스로를 금산사 미륵불이
라고 칭하였고, 자신은 죽은 뒤에 금산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107) 
이처럼 강일순은 기성 사상을 질타하면서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기성 사상을 나름의 관점에서 해체하고 그의 사상을 통
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강일순은 서구 문명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재구성을 시도했다. 
강일순은 과학기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했다. 

103) 大巡典經 4-172
104) 大巡典經 3-140
105) 大巡典經 3-143
106) 大巡典經 3-44
107) 大巡典經 5-12,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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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네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
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
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
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
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니라」고 했다108)

  이처럼 강일순과 차경석은 서양 문물이 생활에 편의가 된다고 보았으
며, 과학기술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강일순은 서구의 과학과 기계 문
명은 예찬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서양을 좇을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109) 
  후천선경은 이와 같은 각종 사상이 융합되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은 
시대였다. 또한 물질적·정신적 개벽이 일어난 시대였다. 그런데 동시에 
후천선경은 ‘原始返本’의 속성을 가진 시대이기도 했다. ‘원시반본’이란 
과거의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이다. 그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강일순
이 원시반본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대는 原始返本하는 시대라. 血統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換
父易祖하는 자와 換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110)
  옛적에 神聖이 立極함에 聖雄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中古 이래로 聖과 雄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라졌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分派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原始返本이 되어 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
라.111)

108) 大巡典經 4-123
109) 大巡典經 3-98
110) 大巡典經 6-124
111) 大巡典經 6-125



- 30 -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시반본은 후천개벽시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치와 교화를 함께 관장한 上古 시대의 정신으로 회귀하는 것이
다.112) 강일순은 ‘換父易祖’ 즉 자신의 조상을 허위로 날조하는 자를 비
판하였으며, 조상을 중시하고 혈통을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 “先
靈神을 부인하거나 박대하는 자는 살 기운을 받기 어려울 것”113)이라고 
하여 자신의 뿌리와 과거를 알고 존경해야 함을 주장했다. 증산 사상에
서 ‘原始’는 미개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原始’는 오
히려 돌아가야 할 근본으로 아직 온갖 원한이 생겨나기 이전의 사회이
다. 따라서 신명들이 한을 푼 後天은 原始返本과 같은 세상인 것이다. 
이렇듯 원시반본은 증산사상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핵심 이념이었다.
  즉, 원시반본을 기반으로 한 강일순의 사상은 무조건적인 근대화‧문명
화의 논리와 지향을 달리했으며 보천교의 이념에 들어와서는 전통 수호
적인 태도로 표현되었다. 보천교도들은 서구적 근대화‧문명화가 사회 전
체의 표어가 된 시기에 와서도 상투와 도포차림을 고수했다. 물론 보천
교에서도 현대는 과거와 다르며 변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인
지하고 있었다.114) 또한 서구에서 들어온 각종 근대적 문물에 대해서 긍
정했다.115) 그러나 보천교의 입장은 맹목적으로 서구를 모방하는 것을 
비판하고, 보천교 교리를 조선인의 보편적‧전통적 신념이라고 긍정했
다.116) 서구적 근대화를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조선 고유의 전통은 대체
로 시대에 뒤떨어진 ‘舊習’이라고 여겨졌지만, 해원상생과 원시반본 사상
에 입각한 보천교의 입장에서 전통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강일순의 교리는 무속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조상신을 중시하고 과거 정
112) 물론 “血統줄이 바로잡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원시반본이 政敎일치의 

재현을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원시반본의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김탁, 1993 ｢姜甑山의 原始返本思想｣, 한국종교18를 참고. 

113) 大巡典經 4-125
114) 蓬萊, 1923 ｢解寃의 妙諦｣ 普光 창간호, 12쪽.
115)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면 증산사상에 대해 ‘근대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노길

명, ｢증산종교운동과 근대 사회변동｣, 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1996을 참고.
116)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40쪽.



- 31 -

신으로의 회귀를 제창하여 조선 고유의 토속적인 것에 대한 긍정을 드러
냈다. 
  이처럼 전통에 대한 옹호와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긍정을 동시에 보인 
강일순의 교리가 당대의 가치를 재구성한 기준은 사회 혼란에 대응하는 
조선 기층민중의 편의였다. 서구 근대의 사상·문물이 밀려들어온 20세기 
초의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강일순은 사회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운 체계를 고안했다.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서구 문명은 강일순의 
교리에서 조선 기층민중의 문화에 타협·절충되었다. 儒‧佛‧仙의 기성 사상
과 전통 문화는 사회혼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조선인의 사상
과 문화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 왔기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뿌리였다. 
강일순은 그의 사상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재구성하여 ‘人尊’의 시대
인 후천선경을 이루고자 했다. 이상 사회로 제시된 후천선경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으며 남녀와 반상의 차별이 없는 시대이자 원시반본에 입각
한 특징을 가졌다. 후천선경이 재구성한 가치들은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였다. 
  원시반본으로 긍정된 조상에 대한 숭배는 기층민중의 의식에 각인된 
가치관과 관습체계를 나타낸 요소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곧 반서
구·반근대적인 성격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서구 과학문물에 대
해 강일순이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라고 하여 예찬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은 근대적인 모든 것을 반대만 한 것은 아니
었다. 민중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것이 서양 것이든 일본 
것이든 상관없이 환영을 받았다.117) 
  즉 보천교의 후천선경을 통해 긍정된 요소들은 당시 조선 민중들의 세
계관과 생활 방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사회적 혼란기에 서구 근대는 주
로 위로부터의 제도화를 통해 밀려들어왔지만, 민중 역시 나름의 방식으
로 근대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118) 강일순은 혼란한 사회에서 무의미

117) 배항섭, 2009 ｢‘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2009 역사문
제연구소 정기 심포지엄 자료집: 경계에 선 민중, 새로운 민중사를 향하여,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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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항으로 일반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상을 강조했다. 민중들의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된 요소가 
재구성되어 후천선경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일순의 교리는 서구 사상·문명과 기성 사상
을 비판하는 동시에 후천선경의 이념을 통해 각종 사상을 기층민중의 가
치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특징을 가졌다. 이는 당시 사회혼란에 대응하여 
이상사회를 제시한 것이었다. 후천선경이 현실에 도래한다는 현세중심적 
특징은 현세기복적인 무속적 특성과 결합해 민중 친화적인 성격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교리의 민중 친화적 성격은 1920년대 초 보천교의 급속한 교세 성장
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후천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은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면서도 현실을 참고 수긍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서구 
문물을 긍정하면서도 전통적 관습을 옹호하려는 태도는 구습과 미신의 
타파를 외친 1920년대 계몽주의적 근대화 세력에 비판의 근거를 제공했
다. 봉건적‧신분제적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의식과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
을 바탕으로 강일순의 교리는 널리 전파되었지만,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은 보천교의 과제로 남았다. 

118) 배항섭, 2010 ｢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역사문제연구
23, 9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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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중앙본소

總正院 總領院

四正方位
(1923~1924) 眞正院

宣化師(1924) 正敎部
그림 2. 보천교의 교무조직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307~309쪽; ｢普天敎 敎憲
｣, 普光2, 1923, 40쪽을 참고하여 작성)

二. 보천교의 사회활동 개시와 사회 각 세력의 반응

1. 보천교의 종교·사회 활동

  1922년, 보천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각지에 기관을 설립했다. 정읍
의 중앙본소에 총정원과 총령원을 두고 지방 각 도에 진정원 및 참정원
을, 각 군에 정교부를 두었다. 이 교무기관은 60방주제와 함께 보천교의 
조직을 이루었다. 보천교 공개 당시 교무기관을 조직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보천교 중앙본소는 총정원과 총령원을 통해 60방주와 지방기관을 총
괄했다. 총정원은 金·木·水·火의 사정방위를 통해 60방주의 교무를 집행
하고, 총령원은 각 도의 진정원과 각 군의 정교부를 통솔했다. 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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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家戶 人口
1922 12 -
1923 71 364
1924 153 811
1925 400 1,859
1926 371 1,794

표 3. 정읍 대흥리 마을 家戶 및 人口수 변화 (1922~1926)

원 내에는 參正院을 두어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했다. 이상의 교무기관과 
함께 綱宣會와 普評會 두 종류의 교의회를 두었다. 普評會는 매년 1회, 
綱宣會는 매년 4회 소집되어 교단의 각종 사항을 논의했다.
  보천교의 중앙 교무기관은 교주 차경석의 거주지인 全羅北道 井邑郡 
笠巖面 接芝里(일명 大興里)에 위치했다. 차경석은 1917년부터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정읍으로 돌아와 정읍 대흥리의 중앙본소를 총괄했다. 보
천교의 각종 기관이 갖춰지면서 표 3과 같이 대흥리 인구의 수가 늘어
나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대흥리의 인가 수는 1930년대에는 5·600호로 
늘어났다.119) 대흥리로 이주한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보천교 
신도들이었다.120) 이들은 재산을 정리해 교단에 바치고 고향을 떠나 대
흥리로 모여들었다.121)

(출처: 全羅北道, 1926 普天敎一般 186쪽)

  대흥리 마을은 종교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다. 보천교는 대흥리에서 
평균·평등을 지향하는 井田制적 공동체 건설을 추구했다. 이는 보천교 
119) 張泰善, 1936 井邑郡誌, 履露齋, 19쪽. 
120) 金隆坤, 1989 ｢新興宗敎聚落에 關한 硏究: 普天敎 發祥地 大興마을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쪽~19쪽. 이 연구는 1987년 대흥리 거주 家口 중 보천
교로 인한 전입 가구가 계속 거주한 경우(69가구)의 출신지역 분포상황을 설문조사
하여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출신이 분포하
며, 그 중 경상남북도 출신이 55%이다.  

121) 전재산을 공출하여 殫竭者로 불리는 이들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24
년 艮方 방주 아래 신도들의 성금 징수부로 여겨지는 ｢艮方成績簿｣에 따르면, 기재 
교인 1,037명 가운데 전재산을 바친 신도의 수는 116명으로 약 11%에 달했다. 홍범
초, 1988 汎甑山敎史, 한누리.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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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사명으로 강조된 ‘후천선경’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였다. 
보천교는 대흥리 이주자를 대상으로 ‘己産組合’이라는 협동조합을 결성
했다. 1924년 결성된 기산조합은 본소 부근에 거주하는 보천교도 노동
자의 생존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본소의 총괄을 받아 직업소개·물품 
매매소개·상호 재난 구호의 사업을 수행했다. 기산조합 사업의 실제를 
보면, 조합은 출자금을 모집하여 일용품과 식료품을 공동구매해서 일반
신도의 편의를 계획했다. 또 본소 부근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조합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인력거를 구입해서 신도들이 인력거업을 하도
록 하기도 했다. 또 입회금과 조합비를 거두고 조합원증을 휴대하게 했
으며, 십장과 四碑의 체계를 두어 조합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부근의 일거
리를 독점했다.122) 
  또한 본소 주변에는 직물·염색·갓·농기구 공장 등이 건설되었다. 이는 
“공업이 발전해야 국민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여 소공장을 많
이 설립”한 것이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왜산 물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123) 기산조합 또한 일본 제품 불매동맹의 성격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124) 이처럼 보천교는 대흥리 마을에 자급자족적 공동체를 
세워 후천선경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
  ‘후천선경’에서 강조된 ‘원시반본’의 이념 역시 보천교 활동에서 전통
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뿌리를 지키려 한 교리에 따라 
보천교도들은 장발을 유지하고 갓과 망건을 착용하며 청색 도포를 입었
다. 그러나 보천교가 목표로 삼은 이상사회인 後天仙境이 “노동은 하더
라도 상품노동자가 없는 사회”로 묘사되었던 것에서 드러나듯,125) 보천
교 활동의 중점은 과학기술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생산기반을 구
축하고 자급자족을 장려하는 데 있었다. 이 점이 보천교 공동체에서도 
추구되었던 것이다. 
122) 普天敎一般 75~81쪽.
123) 안후상, 1998 앞의 글, 397쪽. 
124) 普天敎一般 80쪽. 
125)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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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습은 1920년대 초 물산장려운동의 논리 중 하나로서, 자본
주의 상품경제가 조선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고, 철저한 자급자족과 외
화의 不買不用을 주장한 토산장려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126) 물산장려
운동은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한 운동으로, 조선인 자본 상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과 하층 및 소상품 생산자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이 모
두 참여하여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다.127) 이러
한 물산장려운동의 논리는 ‘土産獎勵’와 ‘生産增殖’의 두 가지 구호로 분
석된다. 토산장려의 논리는 소규모의 수공업이나 가내공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증식의 논리는 
자본주의적 대공업을 설립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하는 길만이 근대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논리이다.128) 그런데 이중 ‘토산장려’
는 보천교 공동체의 성격이기도 했다. ‘토산장려’ 논리의 대표적 논자였

126) 梧村, ｢物産獎勵에 관하여｣1, 동아일보 1923년 3월 4일자; 反求室主人, ｢物産獎
勵를 비난한 ｢L君」에게 寄함｣, 개벽 제41호, 1923년 11월. 이상은 薛泰熙
(1875~1940)의 글로, 그는 ‘토산장려’의 논리를 구사한 인물 중 대표격이었다. 설태
희의 ‘토산장려’ 논리에 대해서는 윤해동, 1992 앞의 글, 315~321쪽; 전상숙, 2003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본 민족주의세력의 이념적 편차｣, 역사와 현실47; 조형열, 
2005 ｢薛泰熙의 協同組合主義와 ‘文化運動論’｣, 한국사연구130 참고. 한편 설태희
의 논리는 유교적 大同主義에 기반한 것으로 이후 보천교의 교리가 유교적인 색채를 
띄며 변화한 것과도 유사성을 지녔다. 안후상은 설태희가 보천교 본부에 내왕했다는 
차경석 후손의 증언을 바탕으로, 설태희와 보천교가 밀접했을 개연성을 언급하고, 설
태희를 친보천교 인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아 하나의 가
능성으로 여겨진다. 안후상, 1998 앞의 글, 384쪽 및 390쪽.

127)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계급이나 무산자계급이나 중산계급이나 기타 지식계급이나 
민족주의자나 세계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등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한 
운동이었다. 李順鐸, ｢社會主義者가 본 物産獎勵運動: 李星泰氏의 論文을 評함｣, 동
아일보 1923년 3월 30일자. 이순탁(1897~?)은 京都帝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
희전문대학 상학과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1927년에는 신간회 발기인으로 간사를 맡
았으며 1938년에는 적색연구회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런데 이순탁은 보천교의 공개활
동을 주도한 혁신파의 핵심인물인 이상호·이정립 형제의 동생이었다. 이순탁은 보천
교도가 아니었지만 두 형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순탁과 보천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성찬, 1996 ｢한국근현대 이순탁의 경치경제사상｣ 연구, 역사문제
연구 창간호 67-111쪽; 안후상, 1998 ｢普天敎와 物産獎勵運動｣, 한국민족운동사
연구19 참고.

128) 윤해동, 1992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27, 314쪽; 윤
해동, 2001 ｢물산장려운동-‘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경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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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설태희는 사회봉공적 생산재단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부의 불균등
한 분배를 가져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는데,129) 이러한 논리가 정읍의 
보천교 공동체에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3년 보천교는 물산장려운동 참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130) 일반 
보천교도들도 물산장려운동에 동참하여 평양의 보천교평남진정원에서는 
산업장려의 기관을 창립할 것을 결의했다.131) 충청남도 홍성의 보천교도
들은 토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복음식을 조선산으로 실행하기로 했다는 
사례가 보도되었다.132)
  즉 정읍의 보천교 공동체에서 나타난 종교운동적 특징은 사회운동적 
차원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특히 경성의 보천교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물산장려회 참가에서 확인된다. 1923년 개원한 경성 진정원을 기반
으로, 주로 보천교 ‘혁신파’라고 부를 수 있는 인사들이 경성을 무대로 
한 조선 사회운동계에 등장했다. 보천교 인사들은 물산장려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다.133) 물산장려회의 한 축인 조선민우회의 임원 중에는 
경성진정원 간부 周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친보천교 인사’로 보이
는 李得年과 薛泰熙 역시 주요인사로 활동했다.134)
  1923년 1월 20일 개최된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총회에서는 보천교 인
사 중 경성진정원 직원 高龍煥과 충남진정원장 林敬鎬가 이사로 선출되
129) 설태희, ｢自作自給의 人이 되어라｣, 동명 1922년 12월 3일
130) 동아일보 1922년 2월 13일자 ｢보천교도 참가 물산장려운동에｣
131) 동아일보 1923년 12월 2일자 ｢평남보천총회｣
132) 동아일보 1923년 2월 16일자 ｢普天敎土産獎勵｣
133) 조선물산장려회의 조직은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민우회’를 한 축으로 

하고 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이 탈퇴한 이후의 ‘조선청년연합회’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민우회는 1919년 만들어진 조선경제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조선경제회는 설립 목적을 농공상의 장려발전에 두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단체였다. 이들은 1921년 총독부의 ‘산업
조사위원회’ 설치에 대응하여 ‘조선인산업대회’를 준비하고 선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조선인산업대회의 실패 경험을 만회하려 새롭게 결성된 또 하나의 
자본가 중심 단체가 1922년 5월 결성된 조선민우회였다. 조선경제회와 조선민우회의 
조직 및 그 배경에 관해서는 윤해동, 1992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 
한국사론27 참고. 

134) 안후상, 1998 ｢普天敎와 物産獎勵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김정인, 2001 ｢
1920년대 전반기 普天敎의 浮沈과 民族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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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조선물산장려회 제1회 이사회에서 선전부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4월 30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경성진정원 부장 周翼 또한 이
사로 선출되었다.135) 또한 보천교가 운영하는 普光社 인쇄부가 조선물산
장려회의 기관지인 산업계의 인쇄를 담당하였으며 고용환과 임경호가 
산업계 사무담당자로 근무했다.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한 보천교 ‘혁신파’는 보천교의 공개를 주도한 경
성진정원장 이상호·이성영136) 형제와 연결되어 새롭게 보천교로 영입된 
인물들이었다. 특히 이성영은 보천교 간부 중 드물게 신학문을 공부한 
인사였다. 그는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고등사범
학교를 다닌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 이들과 함께 주로 경성에서 활동
한 보천교 인사들은 기존 간부들과 달리 민족운동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거나 신학문을 공부했다.
  사회운동에 참여한 보천교 인사들 중 고용환은 북경 유학 중 대한광복
군에서 활동했으며, 1919년 국내로 들어와 고향 북청에서 청년회를 조
직했다. 그는 1920년 조선청년연합회장으로 활동하다 임시정부 군자금
을 모금한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1922년 이후 조선청년연합회와 조선물
산장려회, 조선민립대학기성회에서 활동한 동시에 보천교 경성진정원 직
원이었다. 주익은 고용환과 함께 북청 출신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
고 학생 측의 3.1운동 추진에 관여했으며, 보천교 경성진정원 부장이었
다. 이들은 이후 신간회 북청지회의 간부로 활동했다.137)

135) ｢朝鮮物産獎勵會會錄｣, 産業界 창간호, 1923년 12월, 66쪽.
136) 이성영(1895~1968)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다. 해방 이후 李正立으로 개명했다. 

한학을 수학하고 목포 영흥소학교ㆍ중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서 지리
역사학을 전공했다. 보천교 내 드문 일본 유학파 간부로 형 이상호와 함께 보천교 혁
신운동에 앞장섰다. 1928년 이상호와 함께 동화교를 창립했으며, 1943년에는 東亞興
産社 사건으로 수감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이상호와 
大法社를 조직하고 柳東說과 함께 증산교단 단일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1967년에는 
증산교본부의 교주가 되었다. 그는 특히 증산사상을 깊이 연구해 체계를 정립했다. 
이상호와 함께 증산계열 종교의 기본 경전인 대순전경을 편찬했으며, 대순철학·
종교학신론·민족적 종교운동·증산교사 등을 저술했다. 이정립, 1977 위의 책; 권
동우, 2009 ｢南舟 李正立 大巡哲學의 成立과 意義｣, 한국종교33 참고.

137) 동아일보 1927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1928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1929
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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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호는 홍주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유학자 金福漢의 제자로, 3.1운동 
시기 유교 지식인들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선언서인 파리장서 작
성에 관여했다.138) 이후 망명한 독립운동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
하여, 1921년에는 북경에 건너가 이회영에게 운동자금을 전달하기도 했
다.139) 임경호는 충남지방의 인맥과 호서학맥을 기반으로 이후 보천교 
충남진정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이상호·이성영 형제를 중심으로 한 경성의 보천교 인사들은 각
종 활동 이력을 가지고 주로 민족주의자들과 연결되었다. 또한 조선 지
성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일본 유학생 출신 인사들과 인맥을 지녔다. 이 
인맥을 통해 보천교 인사들은 동아일보 세력과 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동아일보의 보천교 관련 언설에 영향을 미쳤다.140) 특히 1922년의 
‘고흥 사건’은 동아일보와 보천교과 연관된 사건으로, 조선인 생존권보장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남 고흥의 보천교도가 경관에게 총살당한 사
건으로, 조선 사회의 일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141) 동아일보는 고흥 
총살사건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142) 경관의 민권 침해를 비판하고 당국
138) 김상기, 2001 ｢金福漢의 洪州義兵과 파리長書 運動｣, 대동문화연구39, 353쪽.
13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3&docId=535870&categoryId=15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검색일: 2012년 11월 10일). 임경호의 중국 활동에 대

해서는 李圭昌의 회고록에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규창, 1992 운명의 여진, 
寶蓮閣, 42~43쪽 및 57쪽.

140) 이성영은 김성수·송진우·장덕수 등과 동일 시기 일본 東京에서 유학했다. 이성영은 
특히 송진우·장덕수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이성영의 長男 이영옥 님 구술. 구술일 
2012년 11월 15일). 또 이상호·이성영의 동생 이순탁은 김연수와 친분이 있었다.(홍
성찬, 1996 앞 논문, 72쪽.) 당시 일본 유학생들은 친목회 연합체인 學友會와 출신지
역의 모임인 분회를 통해 연결되었다(김인덕, 1995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
사관논총』66, 118쪽). 동일 시기 東京에서 유학했다는 점과, 호남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공유한 것으로도 이성영과 김성수·송진우 등 동아일보 세력의 친분을 추정할 수 
있다. 

141) 이 사건의 보도에서 보천교는 ‘태을교’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의 ‘태을
교’가 차경석의 보천교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서
술에서 ‘태을교’ 대신 ‘보천교’를 사용했다. 또 이 사건은 ‘고흥 사건’, ‘태을교도 총살
사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본 논문에서는 ‘고흥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142) 동아일보 1922년 8월 22일자 ｢太乙敎徒銃殺은 치안위반과 집무방해로 부득이한 
일이라는 당국｣; 1922년 8월 24일자 ｢高興銃殺事件의 眞相은 果然如何한가｣; 1922
년 8월 25일자 ｢警官의 負傷도 疑問｣; 1922년 8월 26일자 ｢銃殺된 五代獨子｣;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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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물었다.143) 또 ‘조선민우회’는 인권옹호대연설회를 개최하여 
경찰당국의 처사를 비판했다.144)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고흥
사건처럼 인민측에 비록 억울한 사정이 존하고 호소가 지극하다 할지라
도 그 바라는 바를 실행하고 열망을 달성할 기관이 없다”고 하면서 조선 
민중의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민우회가 개최한 대회에서 보천
교는 ‘邪敎’로 성토될 대상이 아니라 경찰과 당국이 존중해야 마땅할 종
교로서 간주되었고, 보천교 간부 이상호의 연설이 보도되었다.145) 
  보천교 혁신파는 조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다. 그 일환
으로 1923년 10월 잡지 普光이 창간되었다. 이성영이 발행인을 맡은 
普光은 보천교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천교에 대한 세간
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면을 통해 대중에게 교리를 알리려 했다. 이러

년 8월 28일자 ｢事件은 極히 重大하다고 고흥총살사건에 대하야 순텬지텬즁정검사의 
말｣; 1922년 8월 29일자 ｢光州에도 輿論沸騰｣; 1922년 8월 31일자 ｢不安中의 高興
人民-고흥사건에 대한 경찰발표는 실디조사와는 전혀달라｣; 1922년 9월 4일자 ｢人
權擁護大演說｣; 1922년 9월 7일자 ｢人權擁護의 第一聲｣; 1922년 9월 13일자 ｢當局
의 民意尊重｣; 1922년  9월 18일자 ｢검사장의 現場視察｣; 1923년 1월 18일자 ｢高興
銃殺事件｣; 1923년 1월 19자 (사설) ｢高興事件의 先後策如何｣

143) 동아일보 1922년 8월 23일자 ｢太乙敎徒 銃殺事件에 對하야｣
144) 동아일보 1922년 9월 4일자 ｢人權擁護大演說｣; 1922년 9월 7일자 ｢人權擁護의 

第一聲｣
145) 동아일보 1922년 9월 14일자 ｢인권옹호에 鑑하야｣ 
     이 보도의 이면에 있는 것은 민우회와 동아일보의 관계이기도 했다. 민우회 내에

서는 동아일보 및 청년연합회 계열과 사회주의자 계열 사이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단체 내에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아일보의 전폭적인 지지가 표명되
었던 것이다.(강동진, 1980 日帝의 韓國 侵略政策史 한길사, 404~408쪽 참고.) 
1920년대 초 ‘문화정치’에 대응하여 상공업 발전을 추구하던 자본가 집단의 지향을 
대변하며 ‘문화운동’에 앞장선 동아일보는 식민지 지배권력 하에서 자본주의적 실
력을 양성하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한 논리는 대중을 결집시켜 독자적인 자기 기
반을 마련하고 식민지 의회를 구성하는 정치세력화의 도모로 이어졌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자치론은 1923년 말에서 1924년 초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922년의 민우회 관련 사설은 자치론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조선 민족의 생존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에서 논지를 함께 한다.(자치론과 관련해
서는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이지원, 2005 ｢일제하 자
치론의 전개와 그 귀결｣, 내일을 여는 역사20; 이태훈, 2003 ｢1920년대 전반기 일
제의 ‘문화정치’와 부르조아 정치세력의 대응｣, 역사와 현실47 참고.) 그런데 민우
회에는 또 親보천교 인사로 여겨지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주익의 경우는 
1923년 경성진정원개원 이후 진정원 부장으로 활동했다. 그가 1922년 당시부터 보천
교도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민우회 내의 親보천교 인사의 존재가 동아일보에
서 고흥 사건이 인권옹호의 차원으로 확대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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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잡지 창간은 천도교가 개벽을 통해 교리를 정립시키며 사회적 영
향력을 확보하려 했던 활동과 흡사한 것이었다. 普光 창간호는 권두에
서 강일순의 교의로써 四海 兄弟로 더불어 장엄한 仙境을 개척하고 永世
泰平의 행복을 함께 형통함이 보천교의 사명이라고 선포했다. 普光은 
강일순의 천지공사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며, 온갖 고통과 원한으로 괴
롭던 대중이 진리를 통해 신생명을 얻고 신세계를 건설하려 한다고 서술
했다.146)
  또 普光은 당시 문화운동계의 유행인 ‘개조론’을 활용했다. 현대인은 
무엇보다 현세의 개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 개조가 과거의 종교로는 실
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普光은 종교가 현대의 중요한 문제이며, 
현대 사상의 정수이자 현대인이 요구하는 종교의 내용인 생의 긍정·무한
발전의 활동·현실개조를 충족할 수 있는 종교는 보천교라고 강조했
다.147) 이러한 논리는 後天 사상과 결합하여 先天의 사상을 부정하고 새
로운 시대를 이끌 신종교 출현의 필연성을 설명했다. 보광은 보천교가 
과거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보천교와 유교·불교·도교를 동시에 
신봉하는 일부 보천교도들을 비판하기도 했다.148)  
  이처럼 普光에서 나타난 보천교 혁신파의 논리는 종교의 사회사상
적 역할을 강조하고, 보천교의 사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식을 보였다. 또 普光의 논조는 당시 조선 지성계에 개조론과 사회
주의 사상 등 다양한 사상이 수입되어 영향을 미쳤던 상황을 반영했다. 
보천교의 혁신파의 이러한 선도 의식과 사회운동 시도는 일제강점기 종
교가 조선 사회에서 수행한 정치적 역할에 고려하여 주목할 수 있다. 종
교는 1910년대 조선인들에게 유일하게 허가되었던 단체 형태였으며, 
3.1운동을 선도한 집단이었다. 보천교 혁신파는 조선 사회를 선도한 종
교의 역할에 주목하고, 보천교를 통한 사회운동을 시도했다고 해석할 수 

146) ｢創刊辭｣, 普光 창간호, 1923년 10월, 2쪽. 
147) 蓬萊, ｢解寃의 妙諦｣, 普光 창간호, 1923년 10월, 13~14쪽.
148) ｢拜古心을 혁파하라｣, 普光 제2호, 1923년 11월,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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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혁신파의 활동은 보천교 교리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읍 보천교 공동체와 달리 조선사회 일반에 대한 접
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종교운동으로만 귀결할 수 없는 사회운
동적 성격을 지녔다. 
  이성영이 보천교 교단의 국외 이주를 제안했던 점 역시 그를 중심으로 
한 보천교 혁신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 이성영은 1921
년 차경석에게 만주로 교단을 옮길 것을 권유했다. 교세가 커져 내부 모
순과 외부 비난이 생겨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교단을 국외로 옮겨 만
주와 연해주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교포들을 선도하고 국제적으로 활동
하자는 것이었다. 이성영은 1922년 10월부터 1923년 1월까지 중국과 
만주, 연해주를 답사하며 교단 이주지를 물색했다.149) 이는 대종교가 본
부를 만주로 이전한 사례를 따라 제안된 것으로, 당시 만주에는 대종교
를 비롯한 각종 신종교가 진출한 상태였다.150) 이들처럼 보천교의 무대
를 국외로 옮겨 당국의 단속에 대응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계
획이었다. 만주 이주 계획은 이상호·이성영 형제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
려한 다른 간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상호·이성영은 이후에
도 간도에서 토지 개간사업을 벌이는 등 만주 진출을 계속 도모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천교는 공인을 받은 후 ‘후천선경’의 현세 
구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읍 본소 주변에는 후천선경을 구현하려 한 
공동체가 시도되었다. 자급자족을 내세운 이 공동체는 ‘토산장려’의 논리
에 따른 것이었다. 보천교는 ‘토산장려’의 논리에 따라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경성에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한 보천교 ‘혁신파’는 조선 
사회 일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보천교를 통한 사회운동
을 시도했다.

149) 이정립, 1977 앞의 책, 100~103쪽.
150) 이성영(이정립)의 長男 이영옥 님에 따르면 이 계획은 임시정부의 연락원이던 임

경호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구술일 2012년 11월 15일). 신종교의 간도 진출에 대
해서는 최봉룡, 2006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 신종교의 대응」, 한국학중
앙연구원 박사논문 참고.



- 43 -

2.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비판

1) 천도교 교단의 비판

  보천교의 활동은 당시 각종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다. 사실 보천교는 
공개 이전부터 그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조선인 언론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 신종교의 발흥은 조선의 신문화건설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려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새로 나타
난 각종 종교가 민중에게 올바른 믿음을 제공하기보다는 ‘미신’을 이용
하여 성금을 갈취하고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1920년 6월 崇神人組合과 神理宗敎 등 무당에 의한 종교 창립과 
보천교 교세의 급성장은 조선 지식인들의 눈길을 끌었다.151) “조선에서 
一大 주목할 만한 활동”이자, “불과 수개월 이내에 십수여종의 신앙단체
가 일어남을 보았으며 나중에는 崇神人組合이라 하는 巫黨敎까지 일어
난” 이 현상은 “그들 대부분은 오로지 야심으로써 민중의 미신을 이용하
야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 한다”152)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숭신인조합
의 허가에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초의 ‘미신타파’운동은 당국에 의해
서보다는 주로 언론과 청년회 활동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조선인 언론과 
단체는 조선사회가 미신에 빠져 있다면서 사주‧복술‧관상‧손금 등 수많은 
미신이 정신에 해독을 주는 조선사회의 원수라고 비판했다.153) 
  보천교는 숭신인조합과 함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미신’을 
대표했다. 보천교가 “정치적 미신”이자 “사기의 단체”로 비판받은 이유는 
151) 숭신인조합은 일본인 小峯源作이 경성의 무녀들을 규합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이 

단체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자 조선인 언론은 “시대를 역행한다 하야도 분수가 있지 
20세기 오늘날에 巫女 卜術이 부흥한다 함은 실로 기기괴괴한 일이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1921년 9월 5일자 ｢歲月맛난 巫女와 卜術｣

152) 이돈화, ｢民族的 軆面을 維持하라｣, 개벽 제8호, 1921년 2월
153) 백세명, ｢미신아 너는 우리의 원수다｣, 천도교회월보 제171호, 1924년 12월 15

일, 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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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의 포교에서 ‘갑자등극설’과 같이 정감록 등의 미신에 기반한 구
실을 이용했던 것, 보천교의 교의가 온갖 신들의 ‘해원상생’을 말하며 치
성의례를 올리는 것, 그리고 당시 보천교의 교세가 급증하면서 각지에서 
재산을 보천교에 바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때문이었다. 특히 재산을 
교단에 바친 신도들의 공동체에 대해 “교도가 전부 가산을 蕩敗”한다고 
하여 “혹세무민하는 무리는 이 사회를 패망케하는 蠱虫”이자 “怪敎”154)
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보천교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하였지
만,155) 의혹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 보천교 비판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집단은 같은 신종교인 천도교
였다. 천도교청년회가 간행한 잡지 개벽은 “崇神人敎, 崇神人組合, 훔
치敎 증산교와 같은 단체는 재래의 비교적 無知階級과 교묘히 의기투합
하여 신문화건설의 운동을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저해”156)한다면서 
천도교 외의 신종교들을 조선민족의 향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개벽은 보천교에 대해 온갖 미신을 이용한 구실로 포교를 하며 무지
한 민중들에게 성금을 갈취한다고 비판하고,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금의 조선이 혁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천교가 변해야 한다고 강
력하게 권고했다.157)
  천도교가 보천교를 비판한 배경에는 예비 신도 집단을 둘러싼 각종 신
종교간의 경쟁이 있었다.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시천교·상제교·동학교·청
림교 등의 각종 계파의 존재에 더해 보천교라는 경쟁상대가 나타난 것이
다. 천도교 교세는 1919년을 기점으로 1926년까지 감소일변도를 보였는
데,158) 이는 동일 시기의 동학계열의 신종교 및 보천교 교세의 증가와 
154) 동아일보 1922년 2월 20일자 ｢旅行에서 見聞한대로｣
155) 李英浩, ｢可驚할 恠敎의 蔓延을 慨歎하는 松禾漫筆子에게｣, 동아일보 1922년 3

월 5일자 
156) 김기전, ｢鷄鳴而起하야｣, 개벽 제7호. 1921년 1월
157) 猪巖(이돈화), ｢暗影 中에 무쳐 잇는 普天敎의 眞相｣, 개벽 제38호, 1923년 8월
158) 천도교 교세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1919년을 절정기로 해서 그 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 교세는 1919년 약 30만 戶, 1923년경 20만 戶, 1930년경 15
만 戶로 추정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종교문화연구실, 1986 전환기의 한
국종교, 집문당, 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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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천도교 130,884 121,268 115,149 115,791 100,669 89,650 84,502 80,312
보천교 12,935 19,725 26,419 25,132 23,006 29,246 35,106 26,148
시천교 7,815 5,611 6,612 6,394 6,259 5,784 5,197 6,199
청림교 15 1,378 5,369 5,948 5,529 5,593 5,576 5,000
상제교 10,733 10,262 304,238 304,238 362,248 73,750 73,750 73,670
수운교 3 27 32 81 329 2,457 4,871 5,283
대화교 - - - 5,300 7,500 7,500 7,500 7,500
동학교 74 76 104 447 484 933 903 1,256

표 4. 보천교·천도교 및 관련 신종교 교세 (1919-1926)

대비된다. 朝鮮の類似宗敎에 실린 통계를 활용해 당시 관련 신종교의 
교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527~537쪽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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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천교·천도교 및 관련 신종교 교세 비교 그래프 (191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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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래프에서 확인되듯 천도교 교세는 각종 분파와 보천교가 성장한 
1920년대 전반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159) 이는 동학계열의 분열 및 천
도교 내부 갈등에 따른 교세의 이동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원제
를 특징으로 한 동학계열 및 증산계열의 신종교들 사이에는 집단적인 신
도 이동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천교는 상제교를 제
외하면 다른 동학계열의 종교들보다 뚜렷한 교세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신도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신종교 간 신도 이동이 보천교의 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천도교가 보천교를 비판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
지만, 동일주체가 작성한 통계로서 당시 천도교와 다른 신종교 교세변화 
추세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천도교 산하 잡지인 개벽과 천도교회월보는 
‘미신’ 타파를 주장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보천교를 비판했다. 
근대화 노선을 채택한 천도교는 ‘신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천도교는 같은 종교단체로서 천도교의 근대적 모습과 대비되
는 보천교의 후진성을 강조하여 미신이라 비판했다.160) 보천교에 대한 

159) 侍天敎는 1906년 李容九가 金演局과 함께 손병희 계열에서 이탈해 창립한 동학의 
분파이다. 김연국은 다시 侍天敎에서 이탈해 1913년 上帝敎를 창립했다. 靑林敎는 최
제우의 문하에 있던 南正이 창립한 종교로 1920년 부활되어 교세를 신장했다. 水雲
敎는 李象龍이 최제우의 가르침을 따라 세운 종교로 1923년 경성에 포교소를 세웠
다. 大華敎 역시 孫殷錫이 최제우의 가르침에 따라 세운 종교로 처음에는 교명을 濟
愚敎라 하였다가 다시 龍華敎로, 용화교에서 다시 대화교로 고친 것이다. 東學敎는 
최제우의 가르침을 따르나 북접도주 최시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접 동학을 자부
한 종교로 1922년 金周熙에 이르러 교세를 신장했다.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최
종성, 2009 동학의 테오프락시, 민속원을 참고하여 작성) 

     동학계열의 종교는 이상의 교단 외에도 여럿 있지만 표 4에서는 朝鮮の類似宗敎
의 통계를 토대로 1920년대 초에 교세가 두드러진 경우만을 제시했다. 그림 3은 표 
4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통계는 신종교 교세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그 정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김연국이 이끈 상제교의 
신도 수는 1921년에서 1923년까지 30만을 넘은 것으로 제시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
다. 그래프에서는 표현상 부득이 상제교의 1921년에서 1923년 수치를 제외했으며, 
천도교와 보천교 외 다른 종교들의 수치는 숫자로 표현하지 않았다.

160) 一記者, ｢미신의 감투를 벗으라｣, 개벽 제7호. 19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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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천도교가 미신의 단계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신앙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변호 논리로 기능했다. 진정한 종교와 미신에 의한 ‘사교’를 나
누고, 종교는 ‘사교’가 아닌 진정한 종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미신 비판을 위해서는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161) 미신과 신앙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천도
교는 합리적이고 완전체인 신앙으로 미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
조했다.162) 다시 말해서 미신타파 담론에서 미신에 대비된 올바른 종교
란 문명화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계몽을 지향하는 종교였으며, 천도교
가 바로 그러하다는 주장이었다. 
  ‘미신’과 ‘진정한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문명개화에 입각한 서구적 합
리성이었기 때문에, 미신타파의 주장은 ‘舊習’ 개혁론과 연결되었다. 구
습은 문명과 계몽에 반대되는 “暗影”으로 여겨졌다. 미신 비판의 맥락에
서 시작된 보천교에 대한 비난은 전통을 지키는 보천교의 경향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다. 1910년대 일본 유학 등의 경로를 통해 신학문을 수용
한 지식인층은 조선 지방사회의 구습과 미신을 몰아내고 하루빨리 사회
가 신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계몽의 언설에서 특
히 ‘구습’의 상징이었던 것이 상투였다. 당시 개벽 기사에서 상투는 
“시대착오적인 악습성”이자 민족적 체면을 떨어뜨리는 습속으로 간주되
었다.163)그런데 보천교는 하부조직인 15任의 조건으로 ‘모발을 수호하고 
있는 자’를 두어, 斷髮하지 않고 상투를 지킨 것이 보천교의 외형적 특
성이자 자부심이었다. 따라서 보천교도들은 ‘상투쟁이’라는 별명으로 불
리면서 고루한 구습에 얽매인 상징적인 집단으로 여겨졌다. 구습을 혁파
하고 신학문 보급을 부르짖는 지식인층들에게 갓과 망건에 도포차림을 
161) 이는 천도교뿐 아니라 다른 기성종교에서도 당시 발견되는 자세이다. 예를 들어 

불교에 실린 논설인 ｢迷信과 正信｣은 사람을 ‘智’와 ‘愚’로 구분하고 각각 상중하의 
단계를 두어, ‘下愚’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여 도움되지 않는 종교인을 찾는 일이 많
으며 오직 ‘上智’만이 正信을 알고 찾는다고 설명하여, 迷信과 그에 대비되는 正信의 
범주를 설정했다. 金南泉, 1924 ｢迷信과 正信｣, 佛敎 제2호.

162) 朴然飽, ｢新信仰을 말함｣, 천도교회월보 제134호; 金辰郁, ｢미신과 신앙｣, 천도
교회월보 제173호, 1925년 2월 15일.

163) 이돈화, ｢民族的 軆面을 維持하라｣, 개벽 제8호, 19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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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는 보천교도들의 모습은 긍정적일 리가 없었다. 
  전통의 수호라는 경향에서 교육문제 역시 보천교가 많은 비난을 받은 
지점이었다. 보천교 신자들은 교주 차경석이 등극하면 교육이 없는 사람
도 잘 살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구학문을 강조하고 
학교교육을 기피하여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억지로 학교를 그만
두게 하여 신학문 교육에 집단적으로 불응했다.164) 1920년대 초 신교육
은 신문화건설과 실력양성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졌는데, 보천교도들이 
신교육을 부정하자 보천교가 ‘문명’과 대비되는 ‘미신’이라는 비판은 더
욱 강해졌다. 보천교 내부에서도 청년단 활동과 야학 개설, 소년운동 등
의 시도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행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165) 보천교 혁신파인 고용환과 주익은 민립대학설립운동에 참여
했지만,166) 이를 교단 전체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증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신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여 후일 전면
화된 교단 내의 혁신파와 보수파 간 갈등을 키우는 소지가 되었다.167) 
  천도교를 위시해서 각종 신문, 잡지 지면에 등장한 비판에 대해, 보천
교는 잡지 보광을 통해 반박했다. 보광은 다른 종교가 보천교를 미
신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수년 간 비밀 포교를 했던 까닭에 와전된 
풍설과 중상적인 유언비어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종교에
나 있는 요소를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해서만 미신이라 공박함은 잘못이라
고 대응했다. 또 갑자등극설 등 여러 가지 비결은 보천교의 교리 이전에 
민족적으로 존재하는 조선인의 보편적 고유설이며, 이러한 예언은 서양
에도 있는 것인데 우리 것은 미신이고 남의 것은 미신이 아니라는 것은 
사대적 근성이라 반발했다. 보광은 모 잡지에 실린 ｢흑막에 싸인 보천
교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정읍 보천교 본소 방문기를 언급하였는데, 이

164) 조선일보 1923년 6월 2일자; 1925년 3월 6일자; 1925년 3월 28일자; 每日申
報 1924년 7월 13일자 

165) 김재영, 2006 ｢보천교의 교육활동｣, 신종교연구14
166)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자
167)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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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개벽에 실렸던 조소적인 기사를 말한 것이었다. 보광은 진
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중상을 믿는다면서 같은 신종교인 처지임에
도 불구하고 보천교를 비난하는 천도교를 비판했다.168) 
  또 보천교도들이 상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舊習’ 비판에 대응했다. 첫째는 현대 물질문명 형식주의의 극단에 대한 
반동이오 둘째는 진실한 신앙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正邪
를 식별하기 위함이니 머리를 기른 자는 대부분 순박하고 천진한 농민이
며 단발을 한 자 중에는 죄악의 무리가 섞여있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넷
째는 대다수의 교인은 머리를 기르던 습성이 있는 농민이므로 그대로 두
는 것이라 했다.169)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을 뿐, 상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교육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먼저 하고 지식을 뒤로 한다’고 
하였으며, 현대식 교육을 반대할 뿐 여력이 있으면 교육사업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170) 
  이처럼 보천교는 普光을 통해 천도교의 비판에 대응했다. 보천교가 
구현하려 한 ‘후천선경’은 ‘원시반본’을 속성으로 하는 이상사회로, 전통옹
호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상투는 보천교도의 외형적 특성이자 자
부심이었다. 또 보천교 신도들은 이상사회에서는 교육이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면서 신학문을 거부했다. 이러한 복고적 특성은 보천교에 대한 

168)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40쪽.
169) 一敎人, 위의 글, 38쪽
170) 一敎人, 위의 글, 38~39쪽. 그런데 이 기사에서 현대교육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모두 삭제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신교육 거부에 대한 보천교의 입장
에는 당국 정책에 비판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1910년대 
조선인의 보통학교에 대한 저항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실증한 한우희에 따르면, 
1910년대 공립 보통학교에 대한 취학 기피는 민족적 저항과 근대 교육에 대한 저항
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한우희, 1991 ｢보통학교에 대한 저항
과 교육열｣, 교육이론6-1, 53~76쪽.) 1910년대 초등 교육은 보통학교 대신 전통
적인 교육기관인 서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보통학교 수는 정체한 대신 서당 수는 팽창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성철은 이에 대해 1910년대 보통학교 취학 거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교육 부문에서의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식민지배와 함께 등장한 보통학
교 대신 고유의 교육기관인 서당이 선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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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구습’ 비판의 근거를 제공했다. 보천교에 대한 비판은 1920년대 초 
지식인층이 앞장선 근대적 계몽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었으며, 또한 당시 
치열하게 전개된 신종교 간의 분화와 경쟁을 반증한다. 

2) 사회주의 세력의 聲討
 
  1920년을 전후하여 보천교의 교세가 급격히 커지자 지식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1923년 보천교가 각지에 진정
원을 설립하자 여론은 보천교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반대’와 ‘성토’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성토는 주로 사회주의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
  경남 진주에서는 보천교 진정원 개원식과 함께 보천교에 대한 반대운
동이 일어났다. 경남지역은 차경석이 오랜 도피생활을 한 곳으로 보천교
의 교세가 컸던 지역이다. 이 경남지역의 전통적인 중심도시인 진주에 
경남진정원이 개원되자, 진주청년회‧진주노동공제회‧천도교청년회‧기독교
청년회‧천주교청년회‧불교진흥회 등 진주 각 단체의 연합으로 1923년 5
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공격연설회가 열린 것이다.171) 이 공격연설회는 
김재홍, 남홍 등 진주노동공제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과, 1923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형평사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주에서의 보천교 반대운동은 형평사와 보천교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
었다. 백정의 신분해방을 제창한 형평운동은 진주노공동제회의 사회주의
자들과 연합하여 전개되어 5월 13일 창립총회를 열었다.172) 이에 대해 
당시 형평사에 반대하는 운동이 진주 농민들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보천
교는 이 반형평운동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보천교 공격
연설회가 개최된 이후 대구에서 발행된 일본어신문인 朝鮮民報에 보
천교를 옹호하고 형평사 반대운동을 선동한 기사 ｢농민대표의 결의｣ 및 

171) 조선일보 1923년 5월 22일 ｢보천교반대운동격렬｣
172) 고숙화, 2008 형평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60~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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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 농민이 형평사 반대운동 발흥｣이 실렸는데, 이 기사의 작성자
는 朝鮮民報 진주지국 기자인 보천교도 尹炳殷이었다.173)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형평사를 지원한 진주노동공제회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시금 
보천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진주 내의 보천교 성토는 지방사회의 분위기와 관련되어 복잡하게 전
개되었다. 당시 개벽 5월호에 따르면 보천교와 형평사의 관련자들을 
포함한 진주 유지들은 차경석을 방문하고 진정원 건축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으로 향한 바 있었다.174) 뒤이어 5월 13일 형평사 창립총회에서 보
천교가 축하를 할 정도로 관련자들은 우호적 관계를 맺은 상태였다.175) 
그러나 진주 유지들은 정읍 방문에서 목적했던 자금을 얻지 못했다고 한
다.176) 이를 계기로 보천교와 진주 사회단체 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보천교의 기반이었던 농민층에 의해 반형평운동
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진주의 사회단체들에 의해 보천교 공격
연설회가 개최되자, 보천교는 농민들의 반형평운동을 배후 선동했던 것
이다.177)

173) 조선일보 1923년 6월 13일자 ｢진주단체연합회 총회｣; 1923년 6월 15일자 ｢진
주노동공제위원회｣. 朝鮮民報는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조선일보의 위 기사에 제목
과 내용이 언급되었다. 

174) ｢六號通信｣ 개벽 제 35호, 1923년 5월. “普天敎徒 井邑行 晋州 안이 慶南 普天
敎의 두령으로 該敎의 발전을 위하야 만흔 노력을 하고 잇는 東亞日報 지국장 鄭準敎 
仝 기자 尹炳殷 吳景杓 朝鮮日報 지국장 申鉉壽 晋陽商會主 姜大翼 諸氏와 개인으로
는 沈斗爕 姜相鎬 鄭成鎬 姜大喆 金亨權 千錫九 諸氏 외 수인이 금번 全北 井邑에 在
한 普天敎 중앙교실 내 敎主 車天子끠 알현하고 이여 칠성단 하에 기도하고 金 10만
원을 拜受하야 歸晋后 眞正院을 건축할 예정으로 再昨 15일 晋州를 떠나 井邑으로 
向하다.” 김재영은 이를 근거로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모두 보천교도였다고 서술하
였지만 이는 비약으로 보인다. (김재영, 2009 ｢형평사와 보천교｣, 신종교연구21, 
278쪽) 개벽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 중 보천교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
보 기사에서 보천교도로 지목되었던 尹炳殷과 晋陽商會主 姜大翼이다. 尹炳殷은 
1923년 6월 14일 진주보천교진정원청년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23년 6월 26일자) 姜大翼은 이명이 姜大昌으로, 당시 경남진정원 院長代理으며, 
그가 주인인 晋陽商會 내에 보천교 경남진정원이 위치했다. (｢各眞正院及正敎部｣, 
보광 창간호, 57쪽) 그러나 姜大翼은 1923년 8월 보천교를 탈퇴했다. 동아일보 
1926년 2월 28일자.

175) 동아일보 1923년 5월 17일자
176) 김중섭, 1988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59, 235쪽.
177) 김중섭, 1994 형평운동연구, 민영사, 107쪽.



- 52 -

  그런데 보천교에 대한 반대운동은 동일한 시기에 서울에서도 일어났
다. 1923년 5월 31일, 사회주의단체인 서울청년회, 토요회, 노동대회, 
무산자동맹회의 네 단체 주최로 ‘보천교 죄악성토 대강연회’가 천도교당
에서 개최되었다.178) 연사는 林鳳淳, 朴一秉, 李廷允, 崔昌益, 金燦으로, 
이들은 차경석이 종교라는 가면 아래 민중을 농락하고 허황된 말로 재산
을 훔친다며 비판했다. 사회주의자들의 보천교 비판은 보천교가 교도에
게 사기로 교금을 갈취한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반종교운동의 양
상을 띠었다. 진주와 서울의 보천교 성토 간에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진주노동공제회를 주도하고 이후 제2
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된 姜達永은 조선노동연맹회의 중앙집행위원
이자 무산자동맹회에 가담한 상태였다. 또 이후 그는 꼬르뷰로 국내부의 
진주지역 책임자이자 조선노농총동맹의 중앙임원으로 진주와 서울 모두
에서 영향력을 가졌다.179) 당시 형평운동이 북성회를 비롯한 사회주의단
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진주의 사회운동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
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당시 두 지역의 보천교 반대운동에서 연관가능
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보천교에 대한 성토가 전면화하는 계기가 1924년 時代日報
인수 문제로 빚어졌다. 보천교는 1923년 잡지 普光을 창간한 데 이어, 
1924년에는 시대일보 인수에 나섰다. 보천교의 시대일보 인수는 보
천교 혁신파 간부들이 교주 차경석을 설득하여 이루어졌다. 새로운 시대
를 선도하는 사상으로 보천교를 선전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사회운
동의 맥락에서 시대일보 인수가 시도된 것이다.
  1924년 崔南善이 창간한 시대일보는 조선일보·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지로 불렸으나, 출자금이 모두 모이지 않고 잡지 東明을 발간
178) 동아일보 1923년 5월 30일자; 조선일보 1923년 6월 2일자. 당시 강연 연사

는 林鳳淳, 朴一秉, 李廷允, 崔昌益, 金燦으로, 강연제목은 다음과 같다. 보천교의 흑
막(林鳳淳), 혹세무민을 천하공분(朴一秉), 종교병자에게 일언(李廷允), 인간다운 생
활을 위하야(崔昌益), 시대착오의 종교제조업(金燦)

179) 임경석, 2008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역사비평사, 88~89쪽; 김준
엽‧김창순, 1986 한국사회주의운동사2, 청계연구소,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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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시기에 발생한 빚 문제로 자금난에 빠졌다.180) 시대일보는 주식
회사 형태로 총주식 20,000주(1주 20원) 40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일
단 창간한 상태였다. 창간 초 시대일보 발행권은 崔南善·秦學文·徐相
灦·閔丙德 4인이 공동보유하였으며, 발기인 일동은 東明社의 부채 만원
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금전이 들어오지 않아 경
영이 곤란해졌다. 그러자 徐相灦·李得年이 보천교에 출자를 권유하여, 
1924년 6월 2일 시대일보 측의 최남선·이득년·서상호, 보천교 측의 이
상호·이달호·임경호가 회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朝鮮總督府
의 인가를 얻은 時代日報 편집 겸 발행권을 보천교가 양도받고, 時代日
報의 前身인 東明社의 채무 만원을 지불하며, 최남선과 진학문은 시대
일보에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계약체결 동시에 명의이전서류를 작성
하여 제공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또한 보천교 측은 언제든 명의이전서
류를 당국에 제출할 수 있고, 최남선과 진학문은 다른 출자인을 입사시
킬 권리가 없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이 일이 공개
된 것은 위의 계약과 동일한 시기에 최남선‧진학문이 申錫雨와도 계약을 
맺어 출자를 받고 발행권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당황한 보천교 
측은 그 대책으로 발행인 명의변경원을 당국에 제출하고 계약문을 각 신
문사에 포고하여 사실을 폭로했다.181) 
  그러나 보천교가 시대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시대일보 사원들은 社友會를 결성하여 계약 해
180) 시대일보는 1924년 3월 31일 崔南善이 서울에서 창간했다. 사장 겸 주간 최남

선, 전무이사 徐相灝, 정치부장 安在鴻, 사회부장 廉想涉, 경제부장 金喆壽 등이 주축
이 되었다. 주간지 東明을 내고 있던 최남선이 1923년 6월 3일 통권 41호로 마지
막 호를 내고, 7월 17일 일간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한 것으로,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제일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시대일보는 발행 초기에 이미 발행부수가 2만 
부에 이르러서 조선일보·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지의 정립시대를 이루었다. 정
진석, 1995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415~416쪽 참고.

181) 一記者, ｢問題의 時代日報, 紛糾의 顚末과 社會輿論｣ 개벽 제50호. 1924년 8월. 
이 글에는 위에 소개한 최남선·진학문과 보천교 간부들 간의 계약서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보천교 측 인사인 金洪圭 徐相灦 文正三 李得年 李祥昊 李達濠 李源永 7人을 
甲, 崔南善 秦學文을 乙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천교 인사들과 함께 서상호와 이
득년이 甲에 포함되어 있다. 이득년은 시대일보 창간 초기부터 보천교의 출자를 소
개하였으나 당시에는 최남선이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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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주장했다. 그러던 중 보천교가 제출한 발행인 명의변경원이 7월 9
일 수리되었다. 시대일보의 발행인을 맡은 이성영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임시 휴간을 결정했다. 휴간에 대해 시대일보 사
원 측은 동의 없이 당국의 힘을 빌어 신문을 정간함은 부당하다고 비판
했으며, 이성영은 보천교단이 신문을 직접 경영할 생각은 없으며 시대
일보 사원들과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아직 양해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82) 시대일보 사원들과 각 지방의 지분국장들은 발
행권을 되찾을 것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섰다. 사원 측은 보천교의 경영
을 완강하게 반대하며 성토회를 조직하고 ‘시대일보 경영재단은 조합
제로 하며 조합조직의 일체 절차는 사우회에 일임할 것, 편집발행권은 
조합 성립시 무조건 조합지정인에게 이전할 것’ 등을 주장했다.183) 보천
교 측은 새롭게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사를 선정하여 시대일보를 속간
하려 했으나, 발기인들의 출자금도 제대로 모여지지 않고 이사 중 사직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시대일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184)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와중에 이성영이 비밀리에 大同新報 사장 
朴逸根과 芮東進에게 시대일보 편집발행권을 위임하려 한 것이 알려
져 반발은 더욱 커졌다.185)
  두 달 가량 계속된 시대일보의 휴간은 마침내 9월 3일 속간으로 끝
났다. 이종익·고용환·주익 등 보천교 혁신세력과 이순탁의 중재를 거쳐 
보천교 측이 10만원, 사우회 측이 15만원을 출자하고 사우회 측 10인의 
위원이 시대일보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186) 그러나 각기 다
른 이해관계를 가졌던 보천교, 사우회, 발기인회, 최남선, 서상호·이득년, 
182) 동아일보 1924년 7월 11일자 ｢時代日報는 休刊｣
183) 동아일보 1924년 7월 18일자; 1924년 7월 19일자; 1924년 7월 20일자; 1924

년 7월 27일자; 1924년 8월 8일자. 시대일보 기자들과 이성영은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했다.

184) 동아일보 1924년 8월 12일자; 1924년 8월 25일자; 1924년 8월 27일자. 
185) 조선일보 1924년 8월 28일자; 1924년 8월 29일자; 동아일보 1924년 8월 30

일자. 박일근은 ‘최초의 개업의사’로 ‘대동단’의 기관지 대동신보(혹은 대동민보)에 
관여했다고 한다. 대동단과 대동신보의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된다.

186) 동아일보 1924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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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同新報 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187) 
  이처럼 시대일보 인수 문제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일대 화제이자, 보
천교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보천교 ‘성토’에 적극적
으로 나선 집단은 바로 당시 조선 사회운동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
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시대일보 인수문제가 알려지자마자 
“공공의 신문지를 일개 보천교라는 종교단체의 기관신문같이 만드는 것
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며 시대일보진상조사회를 결성했다.188) 
이들이 모인 建設社는 1923년 10월 조직된 사회주의운동단체로 이후 북
풍회로 이어지는 기관이다. 建設社 인사들은 보천교가 시대일보 경영
권을 취득하자 7월 15일 토의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작성했
다. 

一. 우리는 사회의 公器인 신문이 宗門이나 개인의 전유기관이 되
는 것이 사회에 해독을 遺함이 다대함을 認하고 금번 시대일보가 
보천교의 수중에 歸함을 절대 반대함

187) 서상호·이득년은 시대일보 인수 계약 당사자 7인에 포함되어 보천교측과 같은 
권리를 가지나 이성영이 단독으로 처분함은 부당함을 주장했다. 발기인회에서 조직된 
이사들은 이성영과 양도관계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성영이 단독으로 사우회와 타협한 
것에 반발하여 법적 처리를 주장했다. 大同新報 측은 이성영이 위임경영의 인수계
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에 소송했다. 동아일보 1924년 9월 2일자; 1924년 9
월 4일자

188) 동아일보 1924년 6월 27일자 ｢시대일보사와 일부 유지의 의론｣; 조선일보
1924년 6월 29일자 ｢건설사 안에서 유지회의｣. 이때 선정된 진상조사위원 5인은 김
종범, 배덕수, 신철, 원우관, 송봉우였다. 이들의 당시 이력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범(1892~?)은 북성회(1923년 1월 동경 결성) 회원으로 1924년 11월 북
성회의 국내본부인 북풍회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13인회’에 북풍회 그룹을 대표해서 
참가했다. 배덕수 역시 북풍회에 참여한 인물이다. 신철(생몰년 미상)은 이르쿠츠크 
군정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4월 코르뷰로 공작원으로 입국했다. 1923년 6월 서울
청년회계를 제외한 화요회와 북풍회의 계열만으로 코르뷰로 국내부를 조직, 공청책임
비서로 활동했다. 이후 신흥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 공청에서 제명된 이후 북풍회에서 
활동했다. 원우관은 무산자동맹회(1922.1.19.)와 당시 연구단체인 신사상연구회(이후 
화요회로 전환) 및 코르뷰로에 참여했다. 송봉우(1900~?)는 북성회의 집행위원으로 
입국하여 각지에서 강연을 하고 이후 북풍회에 참가했다. (강만길‧성대경, 1996 한
국사회주의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이중 김종범은 조사 진행 중 경찰의 취조를 받
게 되어 대신 이헌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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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만일 보천교도가 시대일보 경영을 고집할 때는 대중과 이를 분
리키 위하야 전 조선 각 방면과 연락하야 보천교의 행동 및 시대일
보 분규책임자를 성토하야 사회적으로 매장함
一. 위 성토는 보천교도가 시대일보 편집 겸 발행권을 분규의 책임
자를 除한 同 사우회 및 同 발기인회에 무조건으로 인도하는 여부를 
보아서 그 실행방침을 결정함 
 시대일보사건토의회 위원 辛日鎔 申伯雨 李憲 金鐘範 朴一秉189)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보천교가 시대일보를 인수하려 시도하자 반대
를 결의했으며, 이 반대는 보천교 자체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제1차 
토의회에서는 보천교의 시대일보 경영만이 문제가 되었지만, 8월 5일의 
제2차 토의회는 ‘시대일보사건토의회’의 명칭을 ‘보천교성토회’로 바꾸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一. 보천교의 본체와 그 죄상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야 근본적으로 
박멸할 일
二. 보천교 및 시대일보 사건에 관련된 惡分子를 조사하야 사회
적으로 매장할 일
三. 보천교를 근본적으로 박멸하기까지 상설집행기관을 置할 
일190)

189) 조선일보 1924년 7월 16일자 ｢시대보사건토의회｣. 이헌은 1925년 2월 재일본
조선노동총동맹 결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신백우(1888~1962)는 상해 임정수립에 참
여한 후 1921년에는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했다. 이어 무산자동지회, 조선노동연맹
회, 신사상연구회, 화요회, 조선노농총동맹 간부로 활약했다. 박일병(1893~?)은 무산
자동맹, 신사상연구회에 참여한 이후 화요회의 대표적 활동가가 되었다. 신일용
(1894~?)은 좌익 성향이 강했던 신생활 필화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이다. 이후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다시 필화사건으로 검거되었
고 이후 만주에서 활동했다. 강만길‧성대경, 1996 위의 책.

190) 동아일보 1924년 8월 7일자. 집행위원 15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덕병, 김
종범, 장지필, 박일병, 신백우, 김약수, 강용, 조봉암, 손영극, 김연의, 서정희, 신명균, 
신일용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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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대일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보천교에 대한 성토로 전개되
었다. 시대일보 경영 관련 사항을 넘어 보천교의 본체와 그 죄상이 근본
적인 박멸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또 보천교를 근본적으로 박멸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관을 둘 것을 결의했다. 
  시대일보는 9월 3일 속간되었지만, 같은 날 김종범‧송봉우‧신일용‧신
석우‧조봉암‧김찬‧박일병‧서정희를 연사로 한 보천교성토회가 개최되었
다.191) 9월 27일에는 서울청년회 주최로 ‘보천교 내막 조사보고 연설회’
가 열려, 보천교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각 지방단체 및 민중들과 함께 
보천교 박멸운동을 일으킬 것을 맹세했다.192) 보천교 성토는 지방으로도 
파급되어 9월 30일에는 목포 무산청년회 주최의 성토연설회가 열렸
다.193) 
  이처럼 시대일보사건토의회 및 보천교성토회는 조선 내 각 계열의 사
회주의자들에 의해 개최되었다. 국내 사회주의운동은 여러 계열이 분립
되어 있었으나, 1923년 하반기 코민테른이 조선문제 전담기관인 꼬르뷰
로(КорБюро, 高麗局) 내지부를 설치하고 조선내에 통일된 공산당을 조
직하려 하면서 당시 통합을 시도한 상태였다. 꼬르뷰로 내지부에는 북성
회와 중립당계열이 참여했으며, 이를 계승하여 1924년에 결성된 사회주
의그룹 대표들의 협의기관인 ‘13인회’에는 서울파와 상해파 우익까지 참
여하여 국내의 주요 사회주의 그룹이 모두 망라되었다. 통일전선사업을 
추진한 ‘13인회’는 1924년 3월부터 9월까지 유지되었다. 13인회의 활동 
결과 1924년 4월 전국적인 노동자·농민조직인 조선노농총동맹과 청년단
체를 망라한 조선청년총동맹이 만들어졌으며, 6월에는 언론집회압박탄핵
회가 결성되었다. 시대일보 사건 대응은 13인회의 성과 중 하나였다.194)
  그렇다면 시대일보 인수를 둘러싸고 13인회를 주축으로 한 사회주

191) 동아일보 1924년 9월 1일자 ｢보천교의 성토연설, 오는 3일에｣
192) 동아일보 1924년 9월 29일자 ｢보천교 박멸절규, 내막조사연설회｣
193) 동아일보 1924년 9월 1일자; 1924년 9월 24일자; 1924년 9월 29일자; 1924년 

10월 3일자
194) 이애숙, 1998 ｢1922~1924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28,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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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이 보천교 성토를 외친 까닭이 무엇일까? 첫째, 사회주의세력은 
시대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시대일보
내부의 사우회와 지분국장회에 포진되어 있었다. 7월 16일 개최된 시대
일보 지분국장회의는 보천교로 넘어간 편집발행권을 찾아올 것을 만장일
치로 결의했는데, 집행위원 중에는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던 허형과 강
달영이 포함되었다.195) 이중 강달영은 7월 22일의 회의에서 보천교 성
토를 단행하기로 한 5인 중에도 있었다.196) 시대일보 기자 중에는 상해
파 사회주의자인 주종건이 있었는데, 그는 사우회의 대표 중 1인이자 이
후 시대일보를 경영하기로 한 10인의 위원에 선출되었다.197)
  당시 시대일보에는 꼬르뷰로 내지부의 세포조직(야체이카)이 있었
다.198) 세포조직은 각 지방과 서울 내 주요 조직에 건설되었는데, 시대
일보와 조선일보도 그중 하나였다. 언론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확
보하고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기 위해 중요했다. 게다가 자본가 계급이 
동아일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영향력 유지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세력은 시대일보의 편집발
행권이 보천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세력의 민족혁명전선 결성에서 무산계급에 대한 영향력
을 확보하기 위해 보천교에 대한 성토가 실행되었다. 당시 사회주의그룹
이 구성한 13인회는 대중단체를 끌어들여 민족통일전선사업을 전개하려 
했다.199) 따라서 13인회가 이끈 언론집회압박탄핵회에는 천도교를 비롯
하여 불교, 대종교 단체와 동아일보사 등 민족주의세력도 참여했다. 이
러한 특징은 보천교성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토회 집행위원들은 대
부분 사회주의자였지만, 申明均의 경우는 대종교도로서 대종교 중앙청년
회와 조선교육협회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200) 즉 사회주의세력을 중심
195) 동아일보 1924년 7월 18일자 ｢발행권을 찾자｣
196) 동아일보 1924년 7월 27일자 
197) 동아일보 1924년 9월 3일자
198) 김준엽‧김창순, 1986 앞의 책, 205쪽
199) 이애숙, 1998 앞의 글, 117~121쪽.
200) 주산 신명균(1889~1941)은 조선교육협회와 민립대학기성준비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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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 보천교 성토는 단순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논리
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당시 사회주의세력은 대중적 영향
력을 가진 종교단체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인 연합을 모색했다. 사회주
의세력이 주동적으로 활동을 이끈다는 전제 하에 노골적인 친일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단체가 공동행동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보천교는 연합이 아닌 성토와 박멸의 대상이 되었는
가? 사회주의세력은 종교단체와 연합을 전개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고려
했다. 단결된 대중 조직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
를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되, 연합 활동에 관하여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회주의세력은 종
교 중 혁명성이 가장 낮고 주도권을 선취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기독교계
를 우선 연합활동 지도부에서 배제했다.201) 다음으로 보천교의 경우 60
방주제 이하에 각지의 진정원에 바탕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회주
의세력은 보천교가 단결된 대중조직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신백우는 ｢보천교성토문｣에서 보천교의 조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
가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천교도 다 같은 조선 사람인 이상에
는 그 다수인의 단결을 한 때에 이용할 수 있지 아니하냐하는 잠꼬대 같
은 소릴 한다. 과연, 그 혹자들은 차경석과 거리가 가까운 사상을 지닌 
자들이다. 한 시기에 주정꾼이 아무리 다수인들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
을까? 폐병원에 정신병자, 아편중독자가 아무리 다수인들 그들은 이용할 
수 있을까? (…중략…) 원래 단결이라 함은 명백한 의지와 강고한 主義
와 철저한 주장 밑에서 동일 평등한 생활조건이 약속되지 아니한 단체는 

언론집회압박탄핵회의 실행위원을 맡았고 대종교 중앙청년회에서 활동하며 전조선청
년당대회에 관여했다. 각종 잡지와 한글관련 서적을 발행하고 고전문학자료를 집대성
하였으며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운동 노선에 대해 민족운동
이 원칙이지만 사회주의운동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명균의 활동에 
대한 개별 논문으로는 박용규, 2008 ｢일제시대 한글운동에서의 신명균의 위상｣, 민
족문학사연구38 참고. 

201) 이애숙, 1998 앞의 글,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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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단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202) 즉, 사회주의세력
은 보천교를 다수 대중의 집합체로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단결된 대
중조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보천교가 ‘민족해
방운동 및 계급해방운동자의 이목을 기만’하며 좌파의 세력기반이어야 
할 농민대중을 무력화시킨다고 파악했다.203) 즉 사회주의세력은 보천교
를 농촌의 우매한 민중을 농락시키는 사교라고 파악하고, 보천교 내부의 
대중은 연합대상이 아니라 구출과 계몽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세력은 민중에 대한 주도권을 선취하려는 의도
에서 보천교에 대한 성토를 전개했다. 1920년대 전반은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경쟁이 본격화한 시기였다. 1923년에 이르러서는 조선 
지성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크게 대두하고, 반면 민족주의자들의 문화운
동은 급격히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세력은 
1910년대 조선사회의 주도집단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세력에 대응해 반종교투쟁을 전개하며 대중에 대한 주
도권을 강화하려 했다. 사회주의세력의 보천교 성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1920년대 전반 운동의 조직원리가 변화한 조선사회의 
상황을 드러낸다.

202) 申伯雨, ｢普天敎聲討文｣, 조선일보 1924년 8월 28일자
203) 김정인, 2001 앞의 글,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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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보천교의 교단 분열과 신도들의 이반

1. 보수파의 교권 장악과 교단 재편

  1924년 여름의 시대일보 인수 시도로 보천교가 사회 전체의 성토대
상이 된 결과, 보천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본래 보천교 내부에는 
교주 다음가는 직책인 총정원장 문정삼의 보수파와 총령원장 이상호의 
혁신파 사이에 신구사상의 충돌로 갈등이 빚어진 상태였다. 교단 공개의 
전권을 이양받고 각종 사회활동에 앞장선 이상호·이성영 형제는 보천교 
혁신파를 주도했는데, 보수파는 이들 혁신파의 교권 장악에 우려를 보였
다. 혁신파가 교단의 만주 이주를 계획하자 보수파는 차경석에게 이를 
실행하면 이상호 형제가 교단을 장악해 교주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 
간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혁갈등은 보천교 교세가 커져 차경석만으로 
교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차경석은 
강일순 사후 원래 교단의 구심점이었던 고판례를 연금하고 신도들과 접
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정통성 차원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
서 교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했는데, 시대일보 인수가 사회의 규탄
을 받아 실패하자 보수파가 혁신파를 축출할 빌미를 잡았던 것이다.204)
  차경석은 시대일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인수를 포기하고 자
금 지원을 중단했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상호를 파면했다. 파
면된 이상호는 동생 이성영 및 경성진정원장 이종익, 고용환, 주익 등 
혁신파 인사들과 단결해 경성진정원과 보광사 인쇄소를 점거하고 1924
년 9월 15일 ‘보천교혁신회’를 발의했다. 보천교혁신회는 16일 발회식에
서 다음과 같은 혁신회선언서를 결의했다.

1. 방주제와 이에 의한 계급과 차별을 철폐할 것
204) ｢普天敎一般｣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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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邪說 미신을 타파하고 天師(강일순)의 眞諦를 천명할 것
3. 敎의 재정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
4. 시대사상에 순응할 것
5. 교인의 생활 기초를 공고히 할 것 205)

  정읍본소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혁신파에 속하는 자에게 출교 명령
을 내렸다. 혁신파의 출교로 보천교 내 신구갈등 내지는 보혁갈등은 전
면화되었다.206) 간부 간에 교도 쟁탈이 일어나는 등 분열이 생겼고, 일
반 신도 중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가 속출했다.207) 
  혁신파의 축출은 보천교 활동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922년 교
단 공개이후 근대 종교로 자리매김을 시도하며 교리의 선전 및 사회운동 
진출을 주도하고 외부 인사들과 연결망을 가졌던 그룹이 교단에서 사라
진 것이다. 혁신회는 선언서에서 드러나듯 보천교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
를 인식하고 개혁하려 했다. 특히 차경석을 정점으로 하는 방주제도는 
독재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었고,208) 재정정책은 보천교 성토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혁신세력 
축출은 보천교의 정치적․사회적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교권을 장악한 보수파는 약화된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한 방책을 찾았
는데, 그것은 당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혁신회 탄압을 요청하는 것이
었다.209) 게다가 1924년은 교주 차경석이 천자로 등극하리라고 일찍이 
소문을 통해 일컬어졌던 ‘甲子年’이기도 했다. 갑자등극설은 민중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보천교의 교세신장에 일조한 소문이었으니, 보천교 
측으로서는 갑자년 이후에도 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갑자년을 보내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회적 입지를 재구축하기 위해 

205) ｢普天敎一般｣ 95쪽; 동아일보 1924년 9월 17일자
206)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자
207) ｢普天敎一般｣ 95~96쪽.
208) 一敎人, 1923 ｢答客難｣, 普光 창간호, 28~29쪽.
209) 이정립, 1977 앞의 책,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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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가 새롭게 찾은 연대세력은 ‘各派有志聯盟’이었다.210)
  각파유지연맹과 보천교의 접촉은 혁신파가 파면되고 보천교 성토운동
이 본격화된 직후인 1924년 9월 시작되었다. 이들은 원조를 구하기 위
해 도일하여 일본 정부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얻고자 했다. 보천교 보수
파 간부인 총정원장 문정삼과 충남진정원장 임경호는 1924년 10월 東京
에 도착해 로비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각파유지연맹의 간부 蔡基斗211)의 
중개로 東京 출장 중이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시모오카(下岡忠治)를 방
문한 데 이어, 다시 시모오카의 중개로 당시 일본 수상 가토(加藤高明)
까지 면회했다.212) 가토 수상은 “日鮮 兩民族은 원래 同根同族이오 또 
병합한 오늘날에 융화를 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상호 방면이 상이하야 간격이 혹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
하는 바 특히 조선에 있어 그런 감이 절실하다. 그대들이 솔선하야 日鮮
融和를 주도함은 참 감사하다”213)고 하여 보천교가 한일간 민족 융화에 
진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정삼과 임경호는 10월 31일의 天長節(천황
의 생일) 式典까지 참가하고 시모오카 정무총감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
다. 이 때, 시모오카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일선융화를 선전한다면 보천
교를 원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의해 각파유지연맹 중 채기두 
일파와 보천교 보수파가 설립한 것이 時局大同團이다.214) 

210) 각파유지연맹은 1924년 결성되어 참정권운동을 벌인 친일단체로, 당시 동아·조선
일보를 비롯한 조선 지식인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 각파유지연맹의 활동에 대해
서는 이태훈, 2010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자치·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지승준, 2011 일제시기 참정권운동 연구―국민
협회·동민회·시중회 계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지승준, 
2012 ｢1924~5년 ‘各派有志聯盟’의 정치적 성격｣, 사학연구105; 松田利彦, 김인덕 
역, 1995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참고.

211) 채기두(1883~?)는 대한제국기 일본 유학생으로 헌정연구회, 대한학회, 대한흥학회
에 참여했다. 한일병합 이후에는 유민회, 각파유지연맹, 동민회, 시국대동단 등 각종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다. 1922년에서 1923년까지 여섯 차례 齊藤實 조선총독과 면회
한 바 있다. 강동진, 1980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사 한길사 참고. 

212) 이영호, 1948 앞의 책, 39~40쪽; 매일신보 1924년 11월 3일자; 동아일보
1925년 1월 16일자

213) 車賤者, ｢昌皮莫甚한 普天敎의 末路｣, 개벽 제54호, 1924년 12월 
214) 이영호, 1948 앞의 책, 40~42쪽; 지승준, 2012 앞 논문, 262쪽



- 64 -

  혁신회를 억누르고 성토에 대응하려 만들어진 시국대동단은 보천교 측
의 설명에 의하면 “大동양을 한 가족과 같이함으로써 같은 인종 사이의 
전쟁 참살을 피하고 서세의 침해를 방지하며 평화시대를 건설하려는 목
적”215)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국대동단의 목적은 보천교의 교리에도 
부합된다고 사후에 설명되었다. 강일순의 유훈 중에는 “동양 황인종은 
상호간 대동단결로써 세력을 공고히 하지 아니하면 백인종의 화를 면하
기 어렵다”고 하여,216)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맥락상 합치하는 부분이 있
었다.217) 이 가르침은 일제의 아시아주의와 대동아공영권에 동조하는 시
국관으로 연결되어, 보천교는 시국대동단의 창설에 대해 “교조의 유훈에 
따라 조직한 것”218)이라 설명했다.  
  ‘日鮮융화’는 1920년대 문화통치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국민적 정
신을 함께하는” 일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219) 당시 경성 진
정원 주임 이달호는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보통 사람처럼 민족주의나 사
회주의를 가지지도 않고 또 다른 종교처럼 종교의 명의 하에서 민족을 
구별하거나 자국만 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면 日鮮융화는 
어디까지나 주창함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220)고 발언했다. 교단 내에
서 문화운동에 참여하던 혁신파 세력이 축출되었기 때문에, 교리 해석 
및 활동이 일제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막을 장애물은 더 
이상 없었다. 보천교는 일본 정계와 조선총독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종
교인 大本敎와의 교류도 모색했다. 두 교단 사이 관계는 1923년 시작되
었는데 1924년 9월에는 보천교 간부 金勝玟이 大本敎 본부를 방문했다. 
大本敎는 시국대동단의 ‘일선융화운동’에 대해 보천교 교의인 “一心相生·
去病解怨의 정신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히 일선의 융화
215) 이영호, 1948 위의 책. 51쪽. 
216) 홍범초, 1988 汎甑山敎史, 한누리. 106쪽.
217) 시국대동단과 관련한 강일순의 교리 해석에 대해서는 姜敦求, 2005 ｢근대 신종교

와 민족주의Ⅰ｣,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Ⅰ, 강돈구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202~203쪽을 참고.

218) 普天敎一般 94쪽.
219) 권태억, 2007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韓國史論53, 406~416쪽. 
220) 車賤者, 1924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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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종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융화를 종교적으
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동교는 이해하고 있다”고 해설했다.221) 이처럼 보
천교의 시국대동단 활동은 좁아진 사회적 입지를 확장하고 세력을 유지
하려는 현실적적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그 이면에는 보천교 교리에 내재
했던 성향이 있었다. 
  시국대동단은 1924년 1월 6일 각파유지연맹의 蔡基斗 등 10인과 보
천교의 林敬鎬, 文正三, 李達濠, 蔡奎一, 그리고 그 외 지방유지인 吳台
煥(前高陽郡守)·殷成河(泰仁富豪)·池東變 등 69인의 명의로 취지강령을 
선포했다. ‘일선융화’를 비롯하여 ‘官民一致’·‘勞資協調’·‘思想善導’·‘大同團
結’의 다섯 조목으로 ‘日鮮人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
여 문화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였다.222) 시국대동단의 취지를 선전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전국강연단이 출발했다.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부산·
군산·포항·김천·금릉·밀양·안동·김제·김해·영산·평양·통영·신천·순천 등을 
거쳐 1월 27일 정읍에서 마지막 강연회를 열었다.
  보천교 측은 원래 강연을 통해 보천교의 이념을 선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보천교의 교인을 강사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그
러나 시국대동단 활동의 실제는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교주 차경석
으로부터 취지서를 검열받지도 않았고, 강사를 임의로 임명하여 교인 간
부 중에 강사로 채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223) 채기두와 임경호가 
결탁하여 운동비 6,000원을 독식하고 연맹의 이름만 팔았다고 각파유지
연맹 내에서도 반목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224) 
  게다가 시국대동단의 강연회가 열리는 곳마다 갖가지 소동이 일어났
다. 강연회에는 주변 지역의 보천교도들이 동원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
데 강연회가 열린 곳에서는 모두 강연회가 끝난 뒤에 해당 지역 청년·노
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성토회가 개최되었다. 성토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221) 조경달, 2009 앞의 책, 344쪽.
222) 동아일보 1925년 1월 12일자.
223) 이영호, 1948 앞의 책, 42~43쪽.
224) 車賤者, 1924 앞의 글. 



- 66 -

의해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일쑤였으며, 보천교 정교부 간판이 훼손당한 
일이 다반사였다.
  시국대동단의 강연회에 대해 언론은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보천교와 각파유지연맹의 연대는 “근간에 재정이 궁핍하고 내홍이 생겨
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면 자체가 머지않아 파멸될 것을 간파”
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받았으며,225) “보천교의 자멸책”이라 평가되
었다.226) 北星會를 계승하여 결성된 사회주의운동단체 日月會가 발행한 
思想公論 창간호는 “촌민의 고혈과 벼슬꿈에 환장한 생원님들 재산을 
훔치기로 爲業하든 훔치교가, 갑자년도 그냥 넘어가고, 一便으로 嚴烈한 
여론의 규탄과 민중의 격노가 日加益甚함에, 진퇴난곡의 窮境에서 최후 
단말의 꾀를 낸 것이 즉 각파유지연맹이라는 건달협잡배 醜類들의 야합”
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227)
  시국대동단에 대해 위와 같이 혹독했던 여론은 강연회 장소마다 개최
된 성토회로 나타났다. 강연회가 개최되지 않은 20여개 도시에서도 성토
회가 열렸다.228) 성토회의 주체는 주로 각지의 청년·노동단체였다. 시
대일보 사건으로 점화된 ‘보천교 성토’ 슬로건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
던 것이다. 일례로 안동에서는 읍내 보통학교에서 시국대동단의 강연회
가 열리자 학부형들이 크게 분개하여 강연장소를 빌려준 당국자를 비난
했다. 안동의 火星會는 다시 성토회를 열었는데 분개한 회원들이 보천교
도들을 찾아가 모욕하고 진정원 간판을 등에 지워서 안동 밖으로 쫓아냈
다고 한다.229) 이처럼 각지에서 강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
년회의 방해로 강연이 폐회된 사례가 보도되었다.230) 
  청년회의 시국대동단 강연 반대와 보천교 성토는 ‘박멸’ 운동으로 이

225) 車賤子, 1924 위의 글.
226) 조선일보 1925년 1월 10일자
227) 金泳植, ｢時評｣, 사상공론 창간호, 1925년 1월. 
228) 조경달, 2009 앞의 책, 345쪽.
229) 동아일보 1925년 1월 18일자; 1월 20일자
230)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자; 1월 15일자; 1월 16일자; 1월 17일자; 1월 18일

자; 1월 20일자; 1월 21일자; 1월 22일자; 1월 23일자; 1월 25일자;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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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예를 들어 제주의 경우 시국대동단 활동을 계기로 보천교 박멸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제주는 보천교도의 수가 1922년 2만 명, 일
설에는 전체 보천교도의 4분의 1을 점한다는 지역이었다. 제주청년회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3지국의 합동조직으로 제주도 보천
교 성토회가 결성되었고, 각 지역의 청년회가 연합하여 제주보천교성토
회연맹이 조직되었다.231) 보천교성토회연맹은 3월 11일부터 열흘간 제
주도 각지에서 성토 대강연회를 열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어 보천교 탈퇴
자가 점점 늘어났다고 보도되었다.232) 
  일반 보천교도들 역시 시국대동단의 활동에 당황했다. 황해도 신천에
서는 시국대동단의 연사 채병현이 일한합병을 두둔하고 일선융화를 주장
하자 강연을 들으러 왔던 보천교도들이 크게 분개하여 십분도 못되어 연
사가 강연을 끝냈다. 교도들은 저런 놈들이 우리 교를 망하게 한다고 저
주했다고 하며, 차천자가 등극하면 벼슬자리를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는 
강연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에 실망하여 치성을 드리려 
준비했던 쌀을 내팽개치고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233) 이는 보천교를 따
른 민중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천교도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발복하며 ‘갑자등극설’에 동조했
지만, 그 기저에는 구체적 변혁을 위한 행동보다는 保身的인 욕구가 자
리잡고 있었다. 시국대동단의 강연은 일반 보천교도들의 태도에 부합하
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교도들이 이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시국대동단 강연을 대하는 당국의 태도이다. 
군산에서는 강연 도중 청년들이 일어나 고함을 질러 장내가 수라장이 되
었다. 이 때 장내의 경관은 순사 약 10여 명을 장내로 진입시켜 연사를 
보호했다.234) 김해에서는 보천교도와 청년회원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231) 조선일보 1925년 2월 10일자 ｢보천교 박멸 철저한 제주인사｣; 동아일보
1925년 3월 2일자 ｢훔치교 성토연맹｣

232) 동아일보 1925년 3월 2일자; 3월 13일자; 3월 14일자; 3월 31일자 
233) 동아일보 1925년 1월 22일자; 1월 25일자; 1월 26일자
234)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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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관들이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제지하며 해산을 명했다. 부상자가 
속출한 와중에 강연 연사는 경관의 보호를 받아 몸을 피했다.235) 또 일
제 당국은 각지의 보천교성토회를 이유없이 금지하거나, 개최를 허가하
더라도 엄중히 경계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236)
  이처럼 당국이 시국대동단의 강연을 보호했다는 점은 조선인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申報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每日申
報의 보도는 시국대동단에 대해 상세하고 온건하게 보도하고 있어 비판 
일변도의 조선인 신문보도와 대비된다. 每日申報는 시국대동단의 강연
이 이르는 곳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면서 일선융화의 논리를 자세
하게 설명했다.237) 그런데 이는 시국대동단 결성 전까지 보천교를 다루
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每日申報는 1924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천교를 사교이자 황당무계한 망설이라고 부르면서 극도로 비판적인 태
도를 보였다.238) 每日申報가 이전까지 보천교에 대해 취했던 태도는 
문명화의 논리로 조선의 폐습과 미신을 규탄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태도
가 시국대동단 활동 개시와 함께 온건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每日申報
의 논조 변화는 시국대동단 결성 이후 당국과 보천교의 관계를 드러내
는 바, 당국이 보천교를 두둔하고 시국대동단 활동을 비호한다는 점은 
보천교 박멸운동이 고취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보천교는 공개활동에 따른 사회적 성토를 맞닥뜨리고 조직기반 
보존의 시도로서 시국대동단 활동을 시도했다가 전국적인 박멸운동으로 
타격을 받았다. 시국대동단은 순회강연을 마친 후 다시 위원을 東京에 
보내 시국대동단의 취지를 선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지출은 모두 
보천교 본소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시국대동단은 이후 활동을 재개
하지 못했다.239) 보천교 혁신회는 시국대동단이 설립되자 탈퇴자가 속출
235) 동아일보 1925년 1월 10일자
236) 조선일보 1925년 1월 18일자; 2월 12일자; 3월 6일자; 3월 19일자 
237) 매일신보 1925년 1월 10일자; 1월 18일자; 1월 21일자
238) 매일신보 1924년 2월 18일자; 3월 31일자; 7월 13일자; 8월 3일자; 10월 2일

자
239) 동아일보 1925년 5월 11일자 ｢훔치군 도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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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천교라는 칭호부터 비열해졌으니 혁신회는 근본적으로 존립할 의
의를 잃어버렸다”며 자진해산을 선언한 바 있었는데,240) 혁신회에 앞장
섰던 이상호는 1925년 3월 본소에 돌아와 차경석에게 시국대동단은 무
익한 비용이 드는 실책이라 간언했다.241) 이처럼 시국대동단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보천교 측 저술인 普天敎沿革史는 5월경 下岡 정무총감
의 면회 요구에 따라 차경석이 총독부를 방문하여 시국대동단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242) 그러나 차경석은 6
월 11일 시국대동단 회의에 지금까지 약 8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으나 
그 내역이 명료하지 않음을 비판하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보천교의 
지원 중단으로 결국 시국대동단은 해산되었으며, 활동을 주도한 임경호
는 차경석의 질책을 받아 근신했다.243) 
  보수파의 교권장악 후 교세 유지를 위한 자구책이었던 1925년 시국대
동단 활동은 오히려 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는 보천교 교세의 증가추
세에 제동이 걸리고 교파의 분열이 심화되는 전환점이었다. 총독부 조
사244)에서 1925년 35,106명이었던 교도 수가 1926년 29,246명으로 감
소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국대동단은 목적했던 교세 유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세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재차 교단 재편이 시도되었다. 이는 교단 
내부의 분열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1924년부터 시작된 각종 대사
업을 위한 무리한 모금이 이루어져 보천교 내부에서 2차 혁신운동이 일
어났던 것이다. 보천교 내부의 보혁갈등과 분열은 교주 차경석의 독재와 

240) 이정립, 1977 앞의 책, 114쪽.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보천교에 주목했던 혁신회 인
사들은 보천교가 각파유지연맹과 접촉하는 행보를 보이자 교를 탈퇴했다. 조선일보
1924년 11월 6일자 ｢3씨(朱翼,徐相達,金裕經) 보천교탈퇴｣ 

241) 普天敎一般 99쪽. 이상호가 돌아온 것에 대해, 이정립은 경성 진정원과 내정원
의 소유권 명의가 이상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에 차경석이 이상호의 아우 이순탁에
게 부탁하여 저당권문제를 해결하고 보천교에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고 적고 있다. 이
정립, 1977 위의 책, 115쪽. 

242) 이영호, 1948 앞의 책, 52쪽.
243) 普天敎一般 94~95쪽.
244)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531~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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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화 노선을 심화시켰다. 차경석은 교단 조직과 교리의 재편으로 교세 
감소와 분열에 대응해서, 60방주제를 혁파하고 조직을 남북으로 나누어 
‘북선’과 ‘남선’으로 했다.245) 그러나 60방주제 혁파는 교단 내부에 차경
석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차경석이 치성금 모집에 따라 간부
를 임명하고 남북 간의 경쟁을 유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교단 최고 간
부였던 문정삼과 임경호도 교단을 탈퇴했다. 
  차경석은 교단 재편에 이어 갑자등극설을 대신해 새로 己巳(1929)등
극설을 유포했다. 그에 따라 1928년 교세가 다시 회복되었다. 朝鮮の類
似宗敎는 이 때를 보천교 교세의 정점으로 보았다.246) 또 차경석은 강
일순의 가르침을 교리로 했던 것을 개정하여, ‘一理 四鋼 十二箴’로 교의
를 개정하고 ‘仁義’와 ‘敬天’을 근본으로 했다.247) 교리 개정은 보천교의 
조직 재정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28년 개정된 새로운 교리는 강일순을 상제로 숭배하던 기존의 신앙
을 버리고 유교적 도덕을 강조한 것이었다. 차경석은 보천교에서 강조했
던 수련방법인 ‘태을주’에 대해서도 강일순이 사람을 기만한 것이라고 
단정했다.248) 차경석은 무진년(1928) 정월 4일 ‘무진설법’을 3일간 행하
며 강일순의 신통력을 부정하고, 이제부터 허령미신의 폐단 대신 동양도
덕의 원리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249) 또 강일순의 탄강일과 화천일을 
치성에서 제외하여, 더 이상 강일순이 신앙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새로 개정된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一理는 ‘仁義’이고 四鋼은 ‘敬天, 
明德, 正倫, 愛人’이며 十二箴은 ‘尊上帝 崇道德 親睦同人 罔亂陰陽 理材
公正 節用厚生 不有誕妄 無爲自尊 莫懷貪慾 愼勿猜妬 正直不阿 勿毁他
人’으로, ‘仁義’를 강조하고 유교적 도덕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아직 
‘上帝’에 대한 믿음이 교리에 남아 있긴 했지만, 그 위치는 전보다 격하
245) 이영호, 1948 앞의 책 66~68쪽 ; 普天敎一般 109~136쪽.
246) 1927년 25,856명이었던 교세는 1928년 35,895명으로 회복되었다.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531~537쪽 ; 이영호, 1948 위의 책, 71쪽.
247) 村山智順, 1935 위의 책, 316쪽; 이정립, 1977 앞의 책, 121쪽.
248) 이강오, 1966 ｢보천교｣, 전북대학교 논문집8, 33쪽.
249) 이영호, 1948 보천교연혁사下, 보천교중앙총정원,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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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었다. 天의 해석은 성리학적 天命과 역학적인 陰陽의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天은 신명귀신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작용으로써 道의 體이
고, 상제는 음양이 작용한 道의 用이었다. 따라서 仁義의 天心을 자기 
마음으로 한다면 누구나 상제와 동일한 지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
다.250) 즉 교리의 개정으로 강일순의 교리 대신 유교도덕에 기반한 수양
론이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교단 조직과 교리의 재편은 보천교가 기존에 비판받던 지점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보천교의 사회적 고립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기
사등극설의 유포는 유교적 도덕을 제시한 교리 개정과 함께 보천교가 비
판받은 ‘迷信’·‘舊習’의 특징을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교단 간부들이 혁
신운동에서 건의했던 독재적 교단조직의 개선이나 시대사상에의 순응은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교적 도덕의 강화는 당시 시대사조와 동떨어
진 복고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차경석은 유교적 교리와 성금모집 
성적에 따른 인사체계 안에서 여전히 천자로 군림했다.25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천교 교권을 장악한 보수파는 차경석의 지
지를 받아 교세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시국대동단을 결성하고 활동을 개
시했다. 그러나 시국대동단은 보천교 ‘박멸’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교세 
유지를 위해 시도된 다음 전략은 교단의 재편이었다. 교단 재편은 보천
교 교세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했지만, 교주 일변도의 고립된 독
재 체제를 심화시켰으며 다시금 보천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다.

2. 교단의 분립과 신도 이탈

  보천교의 급속한 교세 성장은 갑자등극설이 실현되지 않고 교단 분열
이 심화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교세 유지를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교
세는 1925년에서 1926년 사이에 20% 이상 감소했다. 교단 재편와 기
250) 이강오, 1993 한국신흥종교총람 대흥기획, 273쪽.
251) 황선명, 2000 ｢잃어버린 코뮨 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 신종교연구2,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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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별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보천교 35,106 26,148 25,856 35,895 25,912 20,158 16,302 14,655 15,070 16,474

증산교 5 1,001 4,009 1,009 428 622 785 803 1,086 962

증산대도 0 0 290 318 477 504 259 287 293 300

태을교 169 169 232 232 232 80 43 43 60 60

동화교 2 9 56 426 403 384 13 23 18 31

원군교 0 0 0 0 0 0 0 0 31 31

대도교 0 0 0 5,000 5,000 5,000 2,860 2,860 2,860 2,860

표 5. 보천교와 그 분파 교세의 변화 (192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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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천교와 그 분파 교세의 변화 비교 그래프 (1925~1934)

사등극설에 힘입어 교세는 1928년 다시 증가했지만, 1년 만에 20% 감
소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쇠퇴했다. 교세가 쇠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보
천교 내부 갈등으로 속속 간부들이 다른 분파를 만들어 이탈했기 때문이
었다. 

(村山智順, 1935 朝鮮の類似宗敎 朝鮮總督府 編, 535~537쪽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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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제를 기반으로 한 보천교의 조직은 간부의 이탈에 따라 그 아래 
구성원이 모두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위 표를 통해 보천교 교
세가 감소성향을 보인 1925년부터 1930년대 초의 시기에 보천교에서 
분립한 교단의 신도 수는 증가성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으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켰던 이상호는 1925년에도 차경석과 
다시 접촉해 혁신안 및 만주 포교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제안이 다른 방
주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1925년 12월 보천교를 떠났다.252) 그
는 미륵불교를 내세우고 있던 강일순의 제자 김형렬의 교단에 우선 합류
했다가, 이성영·임경호와 함께 東華敎를 설립했다. 동화교 교세는 1927
년 56명, 1928년 42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천교 성전 공사 중지를 
건의하며 1926년 제2차 혁신운동을 일으킨 이달호는 1928년 대도교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도교 교세가 증가한 시기와 일치한다.253) 교
단 재편으로 차경석이 치성금 모집에 따라 간부를 임명하고 경쟁을 유도
하자 최고 간부였던 문정삼도 교단을 탈퇴하고 甑山敎를 설립했다.254) 
보천교에서 이탈한 교도가 합류한 증산교 역시 1920년말 교세가 증가했
음이 확인된다. 또한 증산대도, 태을교, 원군교 역시 1920년 후반 보천
교의 분열을 배경으로 신도가 이동함에 따라 이 시기에 교세 증가 경향
을 나타냈다.255)
  즉 보천교 분열은 보수파와 혁신파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보수’와 
‘혁신’의 파벌은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개별 국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
했다. 제1차 혁신운동 때의 보수파 간부 대다수가 차경석의 교단 재편 
노선에 반발하여 다시 혁신운동을 일으켜 교단을 분립해 나갔다. 이는 
특히 보천교 혁신파였다가 제1차 혁신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국대동단 
활동을 주도했던 임경호가 결국 보천교를 탈퇴하고 이상호의 동화교에 
252) 普天敎一般 95~103쪽.
253)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291쪽. 村山智順은 대도교를 동학계 종단으로 분류했다.
254) 이정립, 1977 앞의 책, 117~118쪽; 普天敎一般 137~150쪽.
255) 村山智順, 1935 앞의 책, 340~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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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모습에서 드러난다. 교단 분립 과정에서 간부들 간에 난투가 일
어나 십수명의 부상자가 생기기도 했다. 난투 사건이 일어나자 문정삼을 
중심으로 한 보천교 혁신단 간부들은 “보천교주 차경석은 교주의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결의하며, 차경석이 참람된 비결을 날조해 교리를 위배
하고 사상을 교란하며 교도의 금전을 갈취하고 사치했으며, 산업을 저해
하고 입학을 금지해 현대교육을 배척했고, 국호를 칭하여 치안을 방해한 
죄악을 범했다고 성토했다.256) 이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천교에서 
분립해 나간 간부들은 교주의 혹세무민과 신학문 거부 등 사회의 각 세
력이 보천교를 비판했던 지점을 동일하게 지적했다.
  보천교에서 갈라져 나온 간부들은 새 교단을 창립하며 보천교가 미신
을 존중하고 교도의 생활을 피폐하게 했다고 비판했다.257) 동시에 산업
기관을 설립해 농업을 경영하고 일반신도의 생활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했다. 1926년의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보천교에서 
시도되었던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를 통한 교도의 共存·共榮은 보천교에서 
분립된 교단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종교적 목표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보천교의 분열은 보천교가 더 이상 신도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
지 못해 공동체의 안정이 붕괴했기 때문이었다. 1924년부터 각종 대사
업을 위해 무리한 모금을 벌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1924년 차경석
은 敎鐘을 주조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교도 1명당 숟가락 1개씩을 모집
하기로 결정했는데, 모집성적이 좋지 않자 납입독촉장까지 발부했다. 독
촉 끝에 1925년 숟가락 약 18만여개를 포함한 놋쇠 16,675근과 동 825
근으로 거대한 종이 주조되었다고 한다.258) 
  차경석은 敎鐘 주조에 이어 十一殿을 중심으로 한 聖殿 공사를 시행했
다.259) 1925년부터 1929년에 걸친 성전 공사는 일만여평의 대지 위에 
256) 동아일보 1927년 2월 13일자; 1927년 2월 15일자
257) 동아일보 1926년 11월 9일자
258) 普天敎一般 69~72쪽.
259) 十一殿은 보천교 해산 이후 당국에 의해 압수, 매각되어 현재 서울 조계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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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을 이용해 성벽을 쌓고 동서남북의 문을 두며 내부에 30여동의 
크고 작은 건물을 건축하며 다시 내부 석벽을 쌓아 十一殿, 井華堂, 總
領院, 硏眞院, 太化軒 국내로 구분하여 각각 그 출입문인 三光門, 永生
門, 昇平門, 咸平門을 두고 부속건물을 둔 대공사였다. 성전 정문인 普化
門 바깥으로는 十字형태의 가로망이 생겼으며 그 중심거리에는 교종이 
걸린 종각이 있었다.260) 이처럼 거대한 공사였기에 일각에서는 차경석이 
대궐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성전 공사비는 백만 원으로까지 
늘어났다. 교단이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해 건축 인부들이 동맹파업을 벌
이는 상황이 되었다.261) 차경석의 교단재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금을 
촉구하기 위해 간부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보천
교의 정읍 대흥리 성전 공사로 인한 과다한 지출과 모금 수취는 대흥리 
공동체에 거주하는 일반신도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기사등극설에 대한 일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회복되었던 
교세도 다시 쇠퇴했다. 1929년 완성된 十一殿의 봉안식은 정읍 경찰서 
당국에 의해 취소되었다. 동시에 불경죄 및 내란죄 혐의로 보천교 간부 
및 차경석이 검거되었다.262) 그나마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던 중에는 기산
조합을 통해 일자리가 주어졌지만, 완공 이후에는 이마저도 없어졌다.263) 
보천교 공동체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는 차경석이 식량부
족 사태에 직면해서 솔잎과 초근목피를 먹는 道家의 수행법인 ‘辟穀’을 
권장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甑山敎史에 따르면 벽곡을 실천하다 
독이 올라 죽거나 굶어 죽은 자가 수백명에 달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
간 자도 수천명에 이르렀다.264) 1931년에는 문정삼 등 보천교에서 이탈
한 교도 5백여명이 대흥리 앞산에서 아사한 신도들을 위해 위령제를 거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4, 2001 참고.

260) 普天敎一般 191~192쪽; 김융곤, 1989 앞의 글, 20~24쪽 참고.
261) 普天敎一般 61~68쪽.
262) 조선일보 1929년 7월 2일자; 동아일보 1929년 7월 24일자
263) 동아일보 1929년 7월 20일자
264) 이정립, 1977 앞의 책, 125쪽; 홍범초, 1988 앞의 책, 125~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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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차경석 토죄문을 배포하며 보천교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기도 했다.265)
  교단의 분열에 따른 교세 위축이 간부의 교단 분립에 따른 신도들의 이
탈이었다면, 1920년대 후반의 신도 이탈은 본소 주변 공동체의 붕괴라는 
의미를 가졌다. 보천교의 목표로 설정되었던 후천선경의 현세 구현 시도
가 실패한 것이다. 대흥리에 모여든 신도들은 성전 공사로 악화된 경제상
태에서 힘겹게 생황을 영위했다. 성전 봉안식이 일제 당국에 의해 취소되
고 교세가 위축되며 일거리 또한 없어지자 공동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
간 신도들이 속출했다.266) 그중 일부는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당국에 
따르면 당시 전라도의 걸인은 대부분 보천교도 출신이라고 보도되기도 했
다.267) 550여호로 늘어났던 대흥리의 가구 수는 점차 줄어들어, 해방 직
전에는 약 250여호로 감소했다.268) 
  1920년대 후반 보천교 본소 주변 신도들의 생활이 악화된 것에 비해, 
차경석을 비롯한 보천교 상층부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부정축재와 사기 사
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신도들은 연 2회 2원씩의 성금을 내었는데, 다단계 
식의 모금 체계에서 신도들과 달리 간부들의 생활은 안락했다고 한다. 특
히 교주 차경석은 교금을 착복해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면서 신도들에게는 
성금을 갈취하여 비판대상이 되었다.269) 
  이처럼 후천선경을 구현하려 한 보천교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
했다. 이상사회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자 공동체에 모여들었던 신도들은 교
단을 이탈했다. 보천교 지도부는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비판에 직면하여 
교단 내부를 혁신하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
고, 성전 공사와 같은 대사업을 벌이면서 보천교가 ‘邪敎’라 비판된 근거
인 성금의 무리한 수취를 강화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경석 중심의 

265) 동아일보 1931년 3월 2일자; 이정립, 1977 위의 책, 127쪽
266) 동아일보 1929년 7월 17일자; 1929년 9월 5일자; 1929년 11월 23일자.
267) 동아일보 1929년 7월 24일자; 1939년 4월 16일자
268) 김융곤, 1989 앞의 글, 28쪽.
269) 普天敎一般 160쪽; 동아일보 1929년 3월 9일자; 1931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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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구조는 점점 강화되었다. 차경석을 비판한 간부들은 내부 혁신에 성
공하지 못하고 다른 교단을 형성하며 이탈했다. 교세의 약화에 따라 대
흥리 공동체는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해 신도의 이반을 가속화시켰다. 
  보천교는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했지만, 1920년대처럼 교세를 회복하
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보천교에서 분립해 나간 교단들의 경
우도 마찬가지였다. 그 배경으로 조선사회의 지형구도가 1920년대 전반
과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10년대와 1920대 전반까지 조선사회
의 구심점이 되었던 종교는 사상․운동계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또한 사회적 구호가 된 농촌 계몽이 진행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후천선
경의 이상에 동조하는 이들이 줄어들었다.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실
시와 함께 보천교에 대한 당국의 탄압도 더욱 심화되었다. 1933년에는 
보천교도에 대한 斷髮이 강제되었다. 1936년 南次郎 총독의 부임 이후
에는 사상통제 강화에 따라 ‘國體觀念’에 융합하지 않는 종교라는 이유
로 신종교에 대한 탄압이 강해졌다. 이 해 교주 차경석이 사망한 후 보
천교는 당국이 발포한 ‘유사종교해산령’에 의해 해산되었다. 
  즉 1920년대 시국대동단 활동으로 촉발된 보천교 외부의 ‘박멸’ 운동
과 내부의 분열로 보천교는 친일과 사교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며, 사회운
동계에서 활동을 더 이상 시도하지 못했다. 일제 당국과 좌우를 막론한 
조선인 여론의 공통적인 논리이자 점차 농촌사회에 영향력을 확장시킨 
문명화의 기준에서 보천교는 상투를 튼 구시대적 유물로 자리매김되어, 
점차 교세를 잃고 해산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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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논문은 1920년대 초 급성장한 보천교의 활동 및 논리를 살피고, 
일제 당국 및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반응에 주목하여 보천교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의 성격과 그 영향을 통해 1920년대의 사회사상적 의미에서 보
천교의 위치를 검토했다. 
  보천교는 비밀조직을 통하여 교단을 운영하다가 3.1운동을 계기로 교
세를 크게 확장했다.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문맹의 농민들이 보천교
에 입교했다. 보천교가 따른 증산 강일순의 사상은 ‘해원상생’ 사상을 바
탕으로 ‘후천선경’의 현세 도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민중 친화적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이 특징은 각종 비결과 결부된 ‘갑자등극설’과 함께 
보천교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 보천교의 교리에서 목표로 제시된 ‘후천
선경’의 이상사회는 민중의 생활감각을 기준으로 근대문명과 전통적 가
치를 해체하고 재구성한 성격을 가졌다. 
  ‘후천선경’을 구현하고자 보천교 본소 주변에 만들어진 공동체는 ‘토산장
려’의 논리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보천교 혁신파는 언론활동을 통
해 사회의 비판에 대응하고 보천교 교리를 전파하며 종교를 통한 사회운
동을 전개하려 했다. 재산을 기부한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존재와 상
투를 유지하고 신교육을 반대한 점은 계몽의 논리에 기반한 지식인층의 
비판대상이 되었다. 특히 미신타파의 맥락에서 보천교 비판에 앞장선 집단
은 천도교였다. 천도교의 비판은 당시 동학계열 분파를 비롯한 신종교 간
의 경쟁구도에서 교세를 유지하려 한 성격을 지녔다. 보천교에 대한 비판
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도 진행되
었다. 사회주의 세력의 보천교 성토는 혁신파의 시대일보 인수를 계기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중에 대한 주도권을 성취하려 한 
1920년대 전반의 사회사상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 각 세력의 비판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혁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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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면되면서 보천교 교단은 분열했다. 보천교 보수파는 교세 유지 전략
으로 시국대동단을 결성해서 당국의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이는 보천교 
‘박멸’운동을 불러왔다. 교세 만회를 위해 교단 재편이 이루어졌으나, 보천
교의 교세 유지 전략은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1924년부터 성전공사를 비롯한 각종 대사업이 진행되며 성금의 수취가 강
화되고 교단 재정이 악화되어 신도의 생활이 피폐해졌다. 보천교 간부들은 
교주 차경석을 비판하며 교단을 분립해 이탈했다. 교주 독재의 강화와 사
회적 고립, 그리고 일제 당국의 단속 심화로 교세는 약화되었으며 본소 주
변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해 신도들이 이반했다.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은 조선 사회의 다른 주체들과 역학관계로 얽
히면서 전개되었다. 기독교·불교·신도 외의 종교를 ‘유사종교’라고 지칭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문명의 기준보다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목
적에 부합했다. 보천교를 사교라 규탄하고 감시하던 당국은 소위 ‘문화
통치’ 방침 아래 회유책을 폈다. 또 보천교가 시국대동단을 결성해 ‘일선
융화’를 선전하자 친일활동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보천교가 분열
하자 다시금 탄압했다. 민족주의자들 중 동아일보 계열은 보천교 혁신
파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혁신파가 사회운동을 주도
한 시기에는 실력양성운동 참여세력의 하나로서 활동을 묵인했으나, 혁
신파가 축출되자 보천교를 ‘미신’이자 ‘구습’으로 규탄했다. 천도교 세력
은 1920년대 전반 보천교 및 다른 신종교와의 경쟁에서 교세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대적인 천도교의 모습을 강조하며 보천교 및 
다른 신종교를 미신으로 모는 계몽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보천교에 대
한 성토회와 ‘박멸운동’을 주도한 사회주의 세력은 1920년대 조선 사회
의 사상·운동을 주도하고 대중의 전위에 서고자 했다. 1924년 당시 사회
주의 세력은 천도교나 대종교 등 다른 종교와는 행보를 함께하였지만, 
보천교에 대해서는 민중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사교’라는 평가를 내리면
서 성토했다. 즉 각각의 세력은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천교
를 파악하였으며 상황전개에 조응하여 언설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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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보천교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일제 당국 및 여러 세력과 맺은 
관계에 더해, 보천교의 기반이 된 신도들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보천
교의 급속한 성장은 서구 문명과 일제 식민주의가 기존 사회의 권력과 사
상적 가치에 침투하고 구조를 재정립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강
일순의 교리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층민중의 관점으로 당시 혼
재하던 가치들을 재구성하여 이상사회인 후천선경을 제시했다. 후천선경의 
구현은 보천교의 종교·사회 활동에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 시도인 정읍 
대흥리의 자급자족적 공동체로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보
천교 공동체가 붕괴하자 신도들은 보천교를 이탈했으며, 혁신파를 선두로 
한 보천교 간부들은 사회적 고립에 안주하고 비리와 독재를 심화시켜 신
도의 생활을 피폐하게 한 교주를 비판하면서 분립해 나갔다. 즉 보천교
는 일제강점기 초반 새로운 가치체계가 전통적 질서와 충돌하는 시기에 
기층민중의 편의를 기준으로 삼은 이상향을 제시했고, 그 이상이 신종교
에 귀의한 신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종교 간의 세력 경
쟁 속에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성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이기도 했다. 독재 구조가 심화되면서 교단이 분열하고 이상사
회의 목표가 무너진 것이다. 또한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전방위적인 계몽의 결과로 농촌에서 전통적 
가치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보천교의 쇠망은 돌이킬 수 없게 되
었다. 
  이 논문은 사회의 이목을 끌며 급성장한 보천교의 종교․사회활동이 지
닌 논리와 성격에 주목하면서, 보천교와 일제 당국, 사회 각 세력 간의 
역학관계와 그 배경에 대해 검토하며 보천교의 활동을 살폈다. 1920년
대 이후로 보천교의 교세는 쇠퇴했지만, 보천교에서 분화된 교파를 포함
하여 다른 증산계열 전체의 교세는 1936년 ‘유사종교’ 해산 전까지 유지
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해산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다가 1943년 ‘동아
흥산사’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의 민중과 증
산계열 신앙이 가진 관계와 특성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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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산계열의 종교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또한 다른 신종교의 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보완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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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tries to deal with the activity and thought of 
Bocheongyo(普天敎), a new religion expanded congregation and fell 
into decline in 1920s. In order to understand how Bocheongyo’s 
activity and idea placed in the Korean histoy, the focus will be on 
the reactions of other influential groups in colonized Korea. 
  Bocheongyo expanded congregation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by using a rumor, which says 
Korea will become an independence state in 1924 and a new utopian 
era will be started. The utopia of Bocheongyo, 
Hu-cheon-seon-gyeong(後天仙境), has positive attitude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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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of modern civilization, as well as traditional value in 
daily life. This idea shows the values of modern civilization and 
Korean tradition were de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by Korean 
people’s standard in their life. Because of the rumo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uppressed Bocheongyo. But their 
policy changed to appeasement in the name of Cultural Government 
in 1920s, therefore, Bocheongyo could appear in public area in 1922. 
  The activity of Bocheongyo attracts notice in two aspects. First, a 
religious community was built around head office in Jeong-eup, 
north Jeolla province. Second, a social movement such as 
participation in movement of Korean products encouragement and 
publication of magazine was tried by a reformist group in Seoul. 
The religious commune was built by believers who donated all their 
wealth. As an attempt of building a utopia, they sought equality and 
self-sufficiency, influenced by movement of Korean Products 
encouragement. And also, those reformist group appeals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thought of Bocheongyo. 
  On the other hand, a lot of intellectuals expressed concern about 
Bocheongyo. Especially Cheondogyo criticized Bocheongyo because 
Bocheongyo protected old way of topknot and opposed modern 
education. Bocheongyo was described as old customs and 
superstition by Cheondogyo, which pursued modernization and 
Enlightenment in rural area. This criticism is rather understood as 
an intention of Cheondogyo to maintain congregation in competition 
of new religions. The emerging socialists group also criticized 
Bocheongyo strongly when Bocheongyo Reformists took over a 
newspaper company, ‘Sidae Ilbo’. In order to take a closer look, it 
shows the situation that socialist intended to seize initiative to 
people and mass media in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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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cheongyo was divided due to the reformists were expelled. In 
order to maintain congregation, the religious sect leader and the 
conservatives organized Si-guk-dae-dong-dan(時局大同團) for 
Imperial Japanese propaganda activity, but this organization brought 
a crusade against Bocheongyo. Furthermore, the dictatorship of the 
religious sect leader was intensified and demand of donation was 
reinforced. Consequently, people in commune got suffered from 
poverty, and they seceded from Bocheongyo. Other denominations 
endeavored to recuperate influence to Korean society, but these 
efforts resulted in failure because of the extension of values of 
modernity and idea of the Enlightenment and censorship of thought 
and religion. 

keywords : Bocheongyo, Hu-cheon-seon-gyeong, New religion, 
Cheondogyo, Sidae Ilbo, Si-guk-dae-dong-dan
Student Number : 201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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