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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영부관(靈符觀) 연구

- 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

박 병 훈*1)

1. 머리말

나(상제)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태는 태극 혹은 궁궁

이다.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의 질병을 구제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도록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며 천하에 덕을 펼 것이

다.1) 

민간에서는 귀신을 병의 원인으로 여겼기에 병의 예방을 위해서 귀

신을 막는 관념이 있었고, 이미 침투하였을 경우 쫓아내어 병을 치유하

려 했다.2)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귀신에서 귀신을 쫓는 방법 중 ｢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

我, 則汝亦長生, 布德天下矣”(｢布德文｣ 東經大全)

1. 머리말
2. 교단사(敎團史)에서의 영부 인식: 치병
3. 교리서(敎理書)에서의 영부 인식: 이로움[利]과 형태
4. 교단지(敎團誌)에서의 영부 인식: 위생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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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 편을 따로 두어 귀신의 침입을 막고 병마를 쫓아내기 위해 부

적을 활용한다고 하며, 각 지방별 부적의 활용 방법과 부적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곧 민간에서 부적은 치병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동학은 이

러한 부(符)를 영부(靈符)라 부르면서, 부적이 지니고 있는 질병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하되, 천(天)과 관련한 도덕적 측면을 새로이 

창안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했다. 

기존에 동학(東學)에 대해서 많은 연구 중 영부(靈符)에 대해서도 어

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우근은 ‘선약(仙藥)’3)과 성경(誠敬)으로 

대표되는 도덕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해서 일찍부터 언급4)했으며, 궁을

부라고도 불리는 영부를 정감록과 연결시켜 궁을(弓乙)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한편, ｢궁을해(弓乙解)｣5)를 인용하여 최초 동학 영부의 모습

을 궁을과 더불어 살피고 있다.[그림1]6) 

그림1. 한우근이 제시한 ｢궁을해｣의 부적도

신종교 일반과 부적에 관해서는 김홍철의 연구7)에서 종합적으로 다

2) 村山智順,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 (서울: 동문선, 2008), 212. 참조.

3) 이는 곧 영부이다. “靈符는 ｢濟人疾病｣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를 仙藥이라 일컬

었다.” 김홍철, ｢韓國新宗敎의 符籍信仰硏究｣, 한국종교16 (1991), 49. 인용.

4) “그리하여 東學은 ｢仙藥｣조차도 至誠으로 한울님(天主)을 공경하여서만 그 效驗

을 보는 것이라 하고, 道德에 順從하지 않으면 조금도 效驗이 없는 것이라 했

다.” 한우근, ｢동학사상의 본질｣, 동방학지10 (1969), 43. 인용.

5) 金東旭敎授所藏 東經大全 道經合에서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6) 한우근, ｢동학사상의 본질｣, 50-52. 참조.

7) 김홍철, ｢韓國新宗敎의 符籍信仰硏究｣, 한국종교1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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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다. 그는 한국의 부적신앙8)을 개괄한 후 동학, 증산교, 불교계, 무

속계의 부적을 각각 살피며 그 특징으로 궁극적 진리를 상징, 수양의 

방법으로 활용,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 강필 등에 의한 끊임없는 

새로운 부적의 창출 등을 들고 있다.9) 특히 동학의 경우 초기의 영부와 

함께 수운교10), 동학회중앙본부, 시천교, 청림교 등을 살펴 연구의 범위

를 확장하였다. 

이찬구는 동학의 영부와 주문에 대해 여러 교단의 모습을 다각적으

로 살피면서 그 의미·기능·효과를 밀도 있게 다루며 그를 님觀과 

연결시켜 탐구하고 있다.11) 특히 ‘영부의 종류와 형태’에서 영부의 모양

에 대해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추론하면서 천도교(궁을원장), 수운교(궁

을기), 시천교(영부), 동학천진교(궁을영부), 동학협의회(경주용담영부) 

등 교단의 영부를 열거한 뒤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것으로 여겨지는 규

장각 소장의 ‘동학서’12)에 등장하는 영부에 명칭을 붙이고 모습을 보이

8) 민속 및 종교적 측면에서의 부적 일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민기, ｢부적을 통해서 본 부엌의 신 조왕님-가마무늬 부적과 馬韓의 蘇塗를 

중심으로-｣,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1 No.3 (1986); 김종대, ｢符籍의 機能論 

序說｣, 한국민속학20 (1987); 이원구, ｢한국 부적신앙의 일고찰｣, 동양종교

학1 (1991); 최덕원, ｢부적의 원형과 유형별 기능｣, 남도의 민속문화 (서울: 

밀알, 1994); 김재환, ｢민속의 부적｣, 새얼語文論集11 (1998); 윤철기·오민석·

송태원, ｢《성제총록(聖濟總錄)》에 나타난 부적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방재

활의학과학회지8 No.2 (1998); 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고려대 박

사논문 (2007); 장정태, ｢한국인 부적신앙의 역사｣, 신종교연구19 (2008); 박

종천, ｢성물(聖物)과 부적(符籍); 접촉과 염원의 종교문화｣, 종교문화비평21 

(2012).

9) 김홍철, ｢韓國新宗敎의 符籍信仰硏究｣, 54-57. 참고.

10) 일종부, 온황부, 수기소원성취부, 신원부를 대표적인 4가지 부적으로 들고 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강필과 부적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김홍철, ｢韓國新宗

敎의 符籍信仰硏究｣, 36. 참고.

11) 이찬구, ｢동학의 님(천주)에 관한 연구-영부와 주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1. 이후 영부만 분리하여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찬구, ｢동
학의 영부관 고찰-태극과 궁궁의 천도적 이해｣, 동학학보4 (2002). 이 논문에

서는 영부를 태극형과 궁궁형으로 나누고 있다.

12) 이 규장각 소장 ‘동학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도 영부와 관련하여 흥미를 

보인 바 있다. 김지연, ｢東學의 '呪文'과 '靈符'의 해석｣, 동학연구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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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가운데 시천교의 영부에 대해 가마무늬형13)으로 모습을 형

용하고, 시천교가 특별히 영부에 많은 관심을 지닌 듯하다고 특기하고 

있다.14) 

이외에 최수빈의 경우는 해월의 부(符)에 관한 설명에 주목15)하여 그 

기능, 목적, 상징적 함의가 도교의 것과 상통함을 보였고, 임태홍은 최

제우의 체험을 단군신화와 비교한 뒤, 부적이 치병의 수단에서 수행론

으로 추상화되며, 나아가 ‘부적’ 용어 자체도 추상화됨을 보인다.16)

동학 초기의 영부 형태에 대하여 해외 학자들의 관심이 돋보인다. 

Bucknell과 Beirne은 초기 영부의 형태에만 집중하며 동학 자료를 꼼

꼼하게 조사하여 ‘弓’과 ‘乙’의 조합을 통해 동학 초기 영부의 형태를 

그림2와 같이 소개한 바 있다.17) 옥성득은 이에 대해 십자가의 모습과 

비슷한 ‘亞’에 주목하여 좀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은 그림3과 같은 것이

라 추론한다.18) 이 두 연구는 영부에 미친 정감록(鄭鑑錄)의 영향을 공

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3) 이는 김홍철의 앞의 연구에 언급된 것을 따른 것이며, 이외 시천교의 영부에 

대해 가마무늬형으로 접근한 논문으로 김민기와 김영자의 논문이 있다. 김민기, 

｢부적을 통해서 본 부엌의 신 조왕님-가마무늬 부적과 馬韓의 蘇塗를 중심으로

-｣,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1 No.3 (1986); 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 고려대 박사논문, 2007. 이는 가마무늬(소용돌이) 모양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

해 시천교계 영부와 다른 부적과의 연관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김영

자의 논문은 시천교계 영부를 천도교의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

고자 한다(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99. 그림71.) 

14) 이찬구, ｢동학의 님(천주)에 관한 연구-영부와 주문을 중심으로｣, 44. 주 

206번. 참조.

15) 최수빈, ｢중국도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학의 사상과 수행: 도교 내단(內丹) 및 

부주(符呪) 수행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학학보20 (2010), 355-357.

16) 임태홍, ｢초기 동학교단의 부적과 주문｣, 종교연구42 (2006), 172-173.

17) Roderick Bucknell, and Paul Beirne, “In search of Yo˘ngbu: The Lost 

Talisman of Korea’s Tonghak Relig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4(2) (2001), 213. 인용.

18) Sung-Deuk Oak, “Images of the Cross in Early Modern Korea: The 

Geomantic Prophecy of the Chŏnggam-nok and the Protestant Flag of the 

Red Cross”,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1-2) (2010), 134. 인용. 



동학의 영부관(靈符觀) 연구    55

 
그림2.  Bucknell과 

Beirne이 추론한 초기 영부 

모습

         그림3. 

옥성득이 추론한 초기 

영부 모습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부와 도덕과

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며, 특히 영부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시천교(侍天敎)계 교단19)의 영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려 한다. 기존

에는 위에서 보았듯 동학 초기 영부의 형태와 민속 및 도교 사상의 영

향 등에 대해 주로 다뤄져서 시천교계 영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지

지 못했으며, 혹 여러 교단을 다룬 몇몇 연구에서 다루어진 경우도 있

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쳤다. 시천교계는 영부에 많

은 관심을 보이며 독자적인 영부의 모습과 철학을 추구해 나갔으며, 그 

자료도 풍부하기에 동학의 영부관을 집중적으로 보기에 적절한 교단이

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 자료 외에도 잡지 자료까지 이용하여 

시천교계의 영부 인식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려 한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시천교계의 역사를 살펴보자. 일진회

는 1906년 친일행각으로 천도교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이후, 1907년 

시천교로 개교식을 거행한다. 이후 1913년 김연국이 송병준에 반발하

여 시천교총부로 갈라서게 되고, 송병준은 시천교본부의 대주교가 된

다. 이후 1915년 권병덕이 시천교총부에서 분립하여 중앙시천교회본부

19) 시천교와 그로부터 갈려 나온 시천교본부와 시천교총부 등의 교단을 이 논문에

서 시천교계 교단이라 일컫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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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으나, 이후 권병덕계가 천도교로 귀의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진

다. 시천교총부는 계룡산 신도안으로 내려가 교세를 확장하고 1925년 

상제교로 개칭한다. 시천교본부는 시천교중앙종무부로 개칭되며, 1920

년 이후로 시천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된다. 1938년 대동일진회 결성으

로 시천교가 해체되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일부 간부들은 시천교중앙종

무원 등의 이름으로 존속을 꾀하기도 하였다.20) 상제교는 1944년 김연

국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김덕경이 교주를 이어받게 된다. 이후 1960

년 천진교(天眞敎)로 교명을 바꾼다.21) 

시천교계는 경전과 잡지 발행에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특히 영부에 

관해서는 타 교단에 비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시천교본부와 시천

교총부, 이 두 시천교계 교단을 통틀어 그 영부관(靈符觀)을 살필 것인

데, 영부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크게 교단사, 교리서, 교리지로 나누

어 고찰하며 각각의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를 ‘치병’, ‘이로움[利]과 

형태’, ‘위생’으로 놓고 그 각각의 주제와 도덕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

해 보도록 한다.22) 

2. 교단사(敎團史)에서의 영부 인식: 치병

시천교종역사23)는 시천교본부에서 발행한 교단사를 다룬 책으로 

영부에 대한 동학 초기의 인식들을 반영하고 있다. 영부를 처음 수운이 

20) 시천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자세하다. 김정인, ｢대한제국기·일제강점기 시

천교의 존재양태와 활동｣, 국사관논총103 (2003).

21) 상제교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자세하다. 조규태, ｢동학계 신종교 상제교의 

종교적 특성과 민족적 성격｣, 소통과 인문학11 (2010).

22) 각 자료의 발간 시기는 대동소이하다. 곧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변화를 살

피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각 주제는 다른 자료들에도 그 주제와 관련한 내용

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를 강조한 설정임을 밝혀둔

다. 

23) 박정동, 侍天敎宗繹史, 京城: 侍天敎本部,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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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의 기술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세상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는가?” (중략) 종이를 펴고 영부를 받으라 명하셨다. 제세주가 종이를 받

들고 기다렸다. 조금 지나자 글자가 뚜렷하게 지면에 따라 일어났다. 둥글고 

꺾어지며 모나고 굽어, 완연히 물형(物形)을 이루었다. 이를 영부라 한다. 제

세주가 그 아들에게 보도록 명하니 없다고 대답했다. 제세주는 곧 홀로 분명

히 본 것이다.24) 

여기서 제세주는 시천교계에서 수운을 일컫는 말이다. 영부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났다는 점, 형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운만

이 영부를 보았다고 하는 점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영부의 비

가시성을 지적하는 것으로써 시천교의 영부 모양을 교리서에서 설명할 

때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제세주가 상제가 내린 명을 받들어 그 영부를 받고, 써서 삼키기를 200여일

에 이르렀다. 얼굴이 윤택해지고 몸에 살이 올라, 영험한 효력이 뚜렷하여 마

침내 그 선약됨을 알았다. 얼마 뒤 제세주가 영부를 다른 사람의 병에 시험해 

보니, 혹 차도가 있기도, 혹 차도가 없기도 하여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그 이

유를 살펴보니 곧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위하는 자는 곧 효험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효험이 없었다. 이는 그 사람의 정성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

이다.25) 

동학 영부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난다. 기존의 부적은 병을 고치기 위

함이었다. 수운 역시 영부를 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우선적

으로 타인에게 시험해 본다. 이는 상제가 내린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24) “則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汝不知上帝耶? (중략) 仍命舖硾紙, 受靈符, 主乃

奉紙伺候, 頃之有文瑩瑩然, 從紙面起、圓折方曲、宛成物形、是曰靈符. 主令其子

視之、對以無有, 而主則了然獨見也.”(侍天敎宗繹史, 제1편, 4-5.)

25) “主奉承降命, 受其符, 書以呑服, 延至二百餘日, 面潤體胖, 著有靈效, 方知爲仙藥

矣. 旣而主以符, 試於他人之病, 則或有差有不差, 莫知其端. 察其所以, 則至誠爲天

者, 動輒有中, 否者無驗, 此在其人之誠否也.”(侍天敎宗繹史, 제1편, 5.) 밑줄 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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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질병을 구제하라’26)는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이다. 그러나 수

운은 의문에 봉착한다. 병이 무조건적으로 낫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던 중 마침내 수운은 원인을 발견한다. 곧 하늘을 위하는 

정성[誠]이다. 이러한 정성이 있는 자는 효험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부를 쓴들 효험을 보지 못한다. 결국 동학의 영부는 인간이 하

늘 혹은 상제에 대해 갖는 마음가짐과 관련되어 그 효력을 발휘한다. 

영부 자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고, 치병을 위해서 꼭 영부가 필요하

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은 다음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그때에 영천의 문도 중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와서 영부를 간절히 원한 이

가 있었다. 대신사가 옆에서 여쭈니, 제세주가 한참 묵념한 뒤 “병이 이미 나

았다.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

머니의 병환이 과연 이미 나아 있었다.27)

여기서 대신사는 시천교계에서 해월을 일컫는 말이다. 위의 인용문에

서는 영부 없이도 병환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운이 신

비한 능력을 발휘한 듯 보이지만, 아마도 병이 나은 것은 어머니를 위

하는 자식의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곧 정성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다. 

한편 다음의 사례에서도 영부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곧 질병 치유에 있어서 영부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신사의 측실 김씨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대신사가 영부를 쓰자 곧 나았

다. 며칠 뒤 병이 다시 일어났다. 대신사가 살피고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영부를 쓰지 않았다. 24일 무렵에 이르러 끝내 세상을 떠

났다.28) 

26) 東經大全, ｢布德門｣
27) “時永川門徒, 有以母病, 來懇靈符者, 大神師從傍稟白, 主默念良久曰, 病已愈, 汝

可歸矣. 其人聞命還家, 母病果已愈矣.”(侍天敎宗繹史, 제1편, 12.)

28) “師之側室金氏, 寢病委玆, 師用靈符立差, 居數日病復作, 師審知其不起, 不復用靈

符. 至二十四日頃, 竟爲順世.”(侍天敎宗繹史, 제2편,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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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교종역사에서 영부는 주로 치병의 맥락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았

다. 이는 동경대전에서 보다 분명하게 성경(誠敬)과 관련하여 ‘도덕’

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29) 이러한 지점들은 조선의 귀

신에서 소개되는 모습, 곧 병인(病因)을 귀신으로 생각하여 부적의 위

력으로 해당 병의 귀신을 쫓아내어 치병을 기원하는 조선 민간의 모

습30)과는 확연히 다르다. 곧 동학의 부적은 귀신을 쫓아 치병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통해 하늘을 모심으로서 병 치유를 얻는 것이다. 

한편 교단사인 만큼 교리서에 비해 영부에 대한 인식이 추상화되어 

있지 않다. 곧 교단사에 있어 시천교계의 영부 인식은 크게 다른 교단

에 비하여 차별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천교총부에서 발행한 시천

교역사(侍天敎歷史)31)도 영부에 대한 서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에 상론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교단사를 판화로 다루어 교인들에게 쉽게 알리려 한 경우

를 살펴보자. 시천교본부에서 1915년 발행한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

祖遺蹟圖誌)의 ｢제수영부도(帝授靈符圖)｣에서는 상제로부터 수운이 영

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같은 해 시천교총부에서 발행한 회상영적

실기(繪像靈蹟實記)에서는 같은 광경을 ｢시수천명도(始受天命圖)｣에서 

표현하고 바로  ｢궁을영부도(弓乙靈符圖)｣를 통해 시천교총부의 영부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총부에서는 따로 영부장을 할애하여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

다.

29) “到此用病, 則或有差不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 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

有中, 不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東經大全｢布德文｣) 강조 필

자.

30) 村山智順, 김희경 역, ｢부적법｣ 조선의 귀신 참조.

31) 최유현, 시천교역사 (경성: 시천교총부, 1920). 이 책은 김연국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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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시천교조유적도지의 ｢제수영부도(帝授靈符圖)｣ 

 

그림5.회상영적실기의 ｢시수천명도(始受天命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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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회상영적실기의 ｢궁을영부도(弓乙靈符圖)｣ 

그림6에 나온 ｢궁을영부도｣와 관련하여 짚어둘 것이 있다. 이 궁을영

부 형태는 시천교총부의 형태이며, 시천교본부의 영부는 다소간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오른쪽에서 시천교총부의 영부는 네모난 

톱니바퀴 같은 것이 있는 반면, 왼쪽의 시천교본부 영부는 네모난 톱니

바퀴 등의 모양도 없고 방향도 다르며, 선와(旋渦)의 갯수 등 여러 점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32) 

32) 이 그림은 조선의 유사종교의 부록 자료에 소개된 것이다. 오른쪽은 시천교

총부(상제교)의 시의경교에서, 왼쪽은 시천교본부의 주해동경대전에 수록된 

것을 소개한 것이다.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 최길성 역, 조선의 유사종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참조.



62   종교와 문화

그림7. 시천교계 영부

3. 교리서(敎理書)에서의 영부 인식: ‘이로움[利]’과 

형태

1) 시천교총부: 시의경교와 정리대전
교리서는 교단사에 비해 영부에 대한 인식이 고도로 추상화되며 그 

형태에 대해 많은 관심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치병에 대해서는 그 인

식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천교총부의 대표적인 교리서인 
시의경교(是儀經敎)33)를 통해 보도록 한다.

시의경교는 김연국이 한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면회 

온 제자들에게 내린 쪽지를 편집·편역하여 1914년 시천교총부에서 한

33) 김연국, 是儀經敎 (京城: 侍天敎總部, 1914).



동학의 영부관(靈符觀) 연구    63

문과 한글로 펴낸 책이다.34) 시천교총부의 사상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교리서라 하겠다. 이 책은 총 7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에 3권 ｢無
爲化法｣이 영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술이 무척이나 난

해하고 까다롭기에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여기서는 다른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 ‘이로움[利]’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

다.

우쥬의 일함이 위로 향코쟈함을 인셔 왼갓것에게 나터 하나니 왼갓것

의 동함도 자긔를 리롭게하고자 할름이오 상뎨의 마도 한리롭고자함

에 원인함이라 자긔의 지극히 참된곳은 응당 자긔와다른이의 분별이 업스리

라35)

‘우주의 일함’은 향상(向上)에 기인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향상은 이

로움[利]과 관련된다. 모든 것이 움직임(‘왼갓것의 동함’)은 자기를 이

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 상제의 마음도 이로움으로부터 비롯한다. 

리롭고자 하것의 표쥰이 서지아니하면 마긔틀이 기지안나니 마은

긔틀이 잇슴으로 잇슴을 읏고 긔틀은 하고자하바가 잇슴으로 켕김을 읏나

니 하고자하바 가온에 원인이잇나니라 원인은 가로 리롭고자 함이니

라36)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로움[利]을 원인으로 

하여 하고자 하는 바[欲]가 있고, 하고자 하는 바로 인해 마음의 기틀

[機]이 생긴다. 그리고 기틀을 통해 마음[心]이 생기는 것이다. 곧 

‘利’-‘欲’-‘機’-‘心’의 연쇄적 구조가 드러난다. 이로움을 궁극적인 원인

34) ｢앞머리에｣, 한글 시의 경교 (청양: 천진교, 2015). 참조. 한글 시의 경교
는 시의경교를 현대한국어로 다시 천진교에서 낸 것이다. 

35) “宇宙事爲總因向上하야 行顯凡有하니 凡有之動도 利自己오 上帝之心도 亦因利

라 自之至眞處 也無自他別이니라” (是儀經敎, 158.) 밑줄 필자.

36) “利凖不立하면 心機不像하나니 心有機而得存하고 機有欲而得張하니 欲中有因이

라 因曰利니라” (是儀經敎,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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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결국 마음이 생겨난다. 

인군과 으른에게 공경하고 붕우에게 밋부게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불상한

이를 구휼하고 홈과 함을 사톄에 맛갓게하고자함이 다ㅣ라하 한졈

이 잇슴을 인하야 기나니라 라하것을 세워가지고 존하 이상에
가이 어긜수가 업스니 어긜수 업것이 에게 리롬을 증거할지니라37)

앞에 거론하는 것들은 오륜(五倫)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군

신, 붕우, 부모, 타인 등과 관련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도덕의 내

용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도덕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

나는 것이고, 나를 세워 생존하기 위해 어길 수 없는 것들이라고 강조

하며, 이렇게 어길 수 없다는 점이 나에게 이롭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고 있다. 곧 이로움->나->도덕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앞서와 

같이 이로움을 궁극적 원인으로 하되 도덕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며,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이상 도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흥미롭다. 

각각 리롬을 마하고 밧그로펴니 밧게셔 셔로졉촉하야셔 일이 졔절로 니러

나나니라 일줄이 시간구름 가온에 싸인바가되니 젼에일과 뒤에일이셔로

련락셔 틈이업나니라 번하야 얼키고 박구어 빌미함이 운명과 시긔가잇나

니 긴로붓허 단셔를 니르켜셔 죽에 니르러야 마나니라 마못위에 

리롭고쟈함을 긔틀하니 고루로 일의줄이 잇셔셔 리롬을 중심하야 둘녓고 리

롬을러 시간으로 더부러하니 나아감이 궁진함이 업도다 즁심곳리로음에 

몸밧고자하야 균일한 직경으로 돌니니라38)

이로움을 마음으로 하여 밖으로 펴서 접촉하게 되면 일[事]이 생긴

다. 그리고 일로 인해 시간의 선후가 발생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7) “敬君長而信朋友하고 孝父母而恤無告하고 勉學行而適事軆가 總因有我一点位라 

立我生存莫可違니 莫可違証利於我라”  (是儀經敎, 158-159.)

38) “各心利而展外하니 於外相觸事自起라 事緖爲包時雲中하니 前事後事相無際라 變

纏換胎有命期하니 自生起端至逝已라 心淵之上利機하니 均有事緖軆利繞오 隨利與

時進不窮이오 欲軆心利同徑旋하나니라” (是儀經敎, 160-161.) 밑줄 필자.



동학의 영부관(靈符觀) 연구    65

변하고 얼키고 바뀌고 빌미함이 계속된다. 

이로움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직경으로 

돈다는 구절은 이것이 결국 영부의 선와

(旋渦), 돌고 도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

이었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시의경교는 영부의 형태만으로 독

특한 철학을 형성해 내었다. 이를 영부철

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선와를 통해 

‘리(利)’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옆의 그림은 각각 심(心), 리(利), 궁

(弓)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선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리대전에서의 영부관을 살펴 보자. 1920년에 시천교총

부에서 간행한 정리대전은 최유현이 지은 것으로 총 49장으로 이뤄

져 있다. 이중 ｢영부묘용장(靈符妙用章)｣39)이 영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靈)이란 것은 신령스러운 것[神]이며, 신령스러움은 변하여 기를 낳으니, 

기는 모이면 형태가 생기고, 그 한 형태가 나뉘어 둘이 된다. 그런 까닭에 어

찌할 수 없이 억지로 그 모양을 나타낸 것이 부(符)다. 하도의 용마와 낙서의 

거북, 혜능의 원상(圓相)과 운문(雲門)의 호떡40)이 모두 이러한 종류이다. 

(중략) 그렇기에 성현들은 방편으로 권설(勸說)하여 그 상을 종이와 먹에 다

하여 중생을 교유하였다. (중략) 그러나 이를 실제로 여기는 것을 끊어 없애

야 하니, 실제는 이의 한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고

기를 잡는 통발에서, 달은 손가락에 없으니 달을 보면 이로 인해 손가락을 잊

고, 물고기는 통발에 있지 않으니 물고기를 잡으면 모름지기 통발을 잊는 것

이다.41)

39) 최유현, ｢靈符妙用章｣,正理大全 (京城: 侍天敎總部, 1920), 24-25.

40) 혜능선사와 운문선사의 화두에 관한 일화와 관련된 용어이다.

41) “靈者神也, 神變生氣, 氣聚有形, 一分爲二, 故奈何他不得而强現其象者曰符也. 洛

龜河馬, 六祖圓相, 雲門胡餅, 皆是類也. 故聖賢勸說方便, 盡其象於紙墨, 而敎誘衆

그림 8. 선와(旋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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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의 용마, 낙서의 거북, 혜능의 원상, 운문의 호떡 같은 예를 들며 

영부 역시 성인이 억지로 그 모양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

으로 삼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실제로 여겨 집착하면 

안 된다고 경계한다. 영부는 모양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이 잘 드

러나 있으며, 성인은 단지 교화의 수단으로써 그 상을 그려내 이용한다

는 목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교화의 내용 역시 도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42) 

시천교총부의 교리서에 나타나는 영부관을 정리하자면 일단 치병적 

면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영부의 형태로부터 이로움

[利]과 관련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도덕과도 연결시키고 있다. 

한편 영부는 본래 형태가 없는 것을 성인이 도덕 교화의 방편으로써 억

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지점들을 보여준다. 

2) 시천교본부: 천경정의43)와 주해 동경대전
시천교본부에서의 영부에 관한 별도의 기술은 찾아보기 어려웠기에 

주로 동경대전의 주해를 통해 그 영부관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44) 

1914년 발행된 천경정의는 동경대전에서 수운이 말한 구절을 위주

生. (중략) 然切莫以此爲實, 實不在此限. 指月之脂, 求魚之筌, 月不在脂, 見月因忘

脂, 魚不在筌, 得魚湏忘筌.” (｢靈符妙用章｣,正理大全) 
42) 이는 동경대전에서 드러나는 성인의 역할을 보면 이해가 더 쉽다. 곧 성인은 

하늘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도덕을 이루게 하는 존

재이다.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券, 而以定天道之常

然. 一動一靜, 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 而順天理者也. 故人成君子, 學成

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 而修其德, 故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

哉!”(｢布德文｣,東經大全 )

43) 박정동, 天經正義, 경성: 시천교본부, 1914.

44) 주해 용담유사에서는 영부에 대한 주된 내용이 담긴 <안심가>가 빠져 있어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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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 아래는 영부와 질병에 관한 언급이다. 

제세주 왈, 상제 말씀하시길 내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지

라.

(뜻) 사람의 질병은 그 원인이 둘 있으니 육체에 관련되어 생기는 것이 하나

고, 마음가짐에 관련되어 생기는 것이 다른 하나다. (중략) 믿는 자는 매번 효

과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도 효험이 없다. 

(풀이) 인체의 질병은 실로 그 원인이 있으니 체내의 혈구와 진액은 스스로 

살균소화의 능력이 있고, 체내의 활력은 스스로 흡인배척하는 능력이 있으

며, 또 신경은 그 여러 세포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약물은 단

지 그 신경, 혈액, 활력의 능한 것을 도와줄 뿐이다. 기타 운동·최면 등도 역시 

각기 돕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약물이 미칠 바가 아니고 

역시 운동최면등으로 치료할 바가 아니다. 무릇 영부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

에 모음이 다함이 없는 심법이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정성과 믿음을 지닌다

면, 욕심과 생각은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45) 

사람의 질병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으로 나누고 있음이 흥미

롭다. 육체의 질병은 약물, 운동, 최면으로 낫게 할 수 있다. 특히 약물

은 신경, 혈액, 활력을 도와주어 그 본래의 활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련된 질병은 영부를 통해 정성[誠]과 믿음[信]이 나타날 때 

치료 가능한 것이다. 

곧 영부는 정성과 믿음, 곧 성신(誠信)의 매개가 된다. 곧 영부보다 

성(誠)과 신(信)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46)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스스

45) “主曰上帝曰受我靈符, 濟人疾病. (義)人之疾病, 其源有二, 關乎肉軆而生者, 即其

一也, 關乎心術而生者, 亦其一也.(중략) 信之者每每有中, 不信者一一無驗. (釋)人

軆之疾病, 實有其源, 然如軆內之血球及津液自有殺菌消化之能, 軆內之活力, 自有

吸引排斥之能, 且神經, 能保護其衆細胞之生活, 是故藥餌, 但助其神經血液活力之

能者也, 其他運動催眠等, 亦各爲補助者, 然在於心術, 非藥餌之可及, 亦非運動催眠

等之可治也, 盖靈符者, 主一無窮之心法, 能主一而誠信, 則慾與念皆治矣.” 박정동, 

天經正義, 33-35. 여기의 쪽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긴 쪽수이다.

46) 용담유사 ｢권학가｣에서 보듯 ‘성경(誠敬)’만 있으면 영부가 없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 질병에 있어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한울님을 공경하면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

병(身病) 물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 영부는 부차적이며 ‘성경’이 근본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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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에 빠져들 뿐이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영부의 효험을 얻을 수 있

지만 믿지 않는 자는 효험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영부는 성신으로 대

표되는 도덕을 행하게 하는 한 수단인 것이다. 이는 위의 정리대전에

서 성인이 교화의 수단으로 영부를 이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

다. 그런 한편 질병을 육체와 정신에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누어 후자쪽

에만 영부의 효험을 설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20년 시천교종무본부에서 펴낸 주해 동경대전은 목차 앞에 영부

를 실었으며, 제1장은 ｢呪文｣으로 시작한다. 영부와 주문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포덕문｣의 주해에서 영부 관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저 태극은 본디 형태가 없이 이치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를 그린다면 그 모

양은 반드시 둥글어야 할 것이다. 궁 모양은 굴곡이 연장된 것이다. 서로 연결

되면 그 기세가 무궁하니 대개 영부는 곧 ⒜무극의 도법이요 ⒝천인합덕의 

믿음이다. 이와 같이 그린다 할 때, 그 모양은 태극이 반드시 둥긂과 같아야 

하고, 또 연속된 궁의 무궁함과 같아야 한다. (중략) 무릇 영부는 본디 형태가 

없지만 무궁의 진리가 있다. 상제는 이 영부로써 인간세상에 덕을 심는다. 사

람은 이에 그 천성을 얻어 덕을 하늘에 합한 자이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의 마

음은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스스로 천성을 벌하니 역시 그 덕을 잃어 

서로 마귀의 영역에 빠진다. 이때에 제세주는 하늘의 부(符)를 얻어 장차 포

덕천하를 하려 하여, 이에 그 영부의 모양을 미루어 보니 부는 곧 마음속에 있

는 인장이라. 이에 그 형태와 같이 그려 탄복하여 몸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마

음의 신령스러움이 두루 태평하였기에 마침내 그 영부가 선약이 됨을 알았

다. 이제 이 부를 모사하는 법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둥글게  돌려서 나선 모

양을 만들고, 그 바깥은 또 끌어서 궁이 연속되어 무궁한 모양으로 하고, 그 

꼬리는 다시 연속된 궁의 머리에 접하여 고리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무릇 우

(宇)라는 것은 고리모양이고, 주(宙)라는 것은 나선모양이니, 그런 까닭에 우

(宇)는 주(宙)에 의해 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 영부는 안으로 나선모양을 

만들고, 밖으로는 고리모양을 만드니 이것은 우주자연의 도법에서 나온 것이

다. (중략)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덕이 반드시 천덕(天德)에 합할 것이니 이는 

영부가 효과가 있는 까닭이다. 불경하여 그 정성이 없는 자는 하늘도 역시 돌

는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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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영부가 듣지 않는 까닭이다. 그런즉 영부의 효과

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경(誠敬)에서 받는 것이다.47)

영부는 태극과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

부터 하늘에서 그 모양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8) 이에 ｢포덕

문｣에 나오는 “其形太極, 又形弓弓”의 문장을 바탕으로 영부의 모양을 

태극과 궁에서 미루어 그린 것이다. 태극은 둥근 모양이고, 궁은 꺾이

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자세히 영부를 그리는 법을 설명하고 이 영부의 

모양에서 우주(宇宙)의 형상을 유추하면서 마침내는 영부가 우주자연의 

도법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다. 우주자연의 도법은 곧 ‘⒜무극의 도법’과 

연결될 것이다. 또한 상제가 영부로서 사람에게 덕을 심는다고 하여 도

덕과 영부를 연결한 후, 마지막에는 천덕에 합하는 이에게는 영부의 증

험이 있지만, 불경한 사람은 영부의 증험이 없음을 말하여 도덕 및 성

경(誠敬)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천인합덕의 믿음’과 연결된다고 하

47) “夫太極本無形而有理者也, 如可圖之, 其形必圓, 弓形屈曲延長者也, 若爲相連, 其

勢無窮, 盖靈符即無極之道法而天人合德之信也. 此若書之, 其形如太極之必圓, 又

如連弓之無窮, (중략) 夫靈符本無形而有無窮之眞理, 上帝以此種德于人世, 而人, 

乃得其天性, 合德于天者, 然世人之心, 欲火焰焰, 自伐天性, 亦失其德, 胥陷於魔域

矣, 于斯時也, 主, 受天之符而將布德天下, 乃想見其靈符之形, 符即印在心頭, 乃如

其形而書以呑服, 身氣旺盛, 心神通泰, 方乃知其爲仙藥矣, 今此寫符之法, 始起於一

點, 回旋作螺狀, 其外又曳爲連弓無窮之狀, 而其尾復接于連弓之頭而作環狀者也, 

盖宇者環狀, 宙者螺狀, 故宇以宙成道也, 今靈符, 內作螺狀, 外作環狀, 是出於宇宙

自然之道法也. (중략) 如此之人, 其德必合于天德矣, 此乃靈符所以有中, 若不敬而

無其誠者必不順於天德, 而天亦不顧矣. 此靈符所以無驗也.然則靈符之功效, 必受之

於其人之誠敬也耳.” 이현규, ｢포덕문｣, 주해동경대전 (京城: 待天敎宗務本部, 
1920). 밑줄 필자.

48) 용담유사 ｢안심가｣에서 보듯 수운은 ‘물형부’를 보지만 자식은 그를 보지 못

한다. 또 하늘님 말씀도 삼신산 불사약으로 대표되는 영부를 사람마다 볼 수 없

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영부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보여준다. “그럭져럭 

장등달야 지펴라 분부 창황실 업셔 지페고 붓슬드니 젼못본 물

형부 됴의우에 완연터라 역시 졍신업셔 쳐불너 믓말이 이왼일고 이왼일

고 져런부 더러본가 식의 말이 아바님이 왼일고 졍신수습 소셔 지

페고 븟슬드니 물형부 잇단말 그도  혼미로다 (중략) 님 신말 지

각업 인들아 삼신산 불약을 마다 볼보냐”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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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영부와 질병에 대한 언급은 교단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났으나, 교

리서에서는 질병을 정신적인 것에 국한시켜 보는 점이 흥미롭다.49) 영

부를 가시화(可視化)하여 형태를 부여50)할 수 있었던 원인을 태극과 궁

궁에서 찾아내고, 영부를 도덕과 적극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앞서 총부의 경우도 영부를 도덕과 관련시키고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만큼 그 인식이 상통한다고 하겠다.  

4. 교단지(敎團誌)에서의 영부 인식: 위생

시천교는 분파되기 이전에 《시천교월보(侍天敎月報)》

(1911.2.~1913.4. 통권 27호)를 발간했으며, 분파된 이후 시천교본부 

쪽에서 《지기금지(至氣今至)》(1913.6 창간)51)와 《룡천검》

(1928.1~?52))을, 시천교총부 쪽에서 《구악종보(龜岳宗報)》

(1915.9.~1916.3.)를, 중앙시천교회본부 쪽에서 《중앙시천교회종보(中

央侍天敎會宗報)》(1915~?)를 각각 발행하였다. 천도교계 못지 않게 활

발히 잡지 발행 활동을 함으로써 사상적 전개를 해 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잡지는 경전에 비해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하고, 

시대적 변화 및 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앞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영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중 위생과 관련하여 영부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천교월보》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

다. 

49) 이 지점은 다음 장에 다룰 잡지의 경우와 상통한다. 

50) 영부의 가시화에 대해서는 정리대전의 “故奈何他不得而强現其象者曰符也.”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13호부터 발행처가 경성부견지동시천교당종무본부로 되어 있다. 월간으로 나오

다가 계간으로 1920년 11월까지 나온 게 확인된다.

52) 동아일보에서 1938년 6월에 53호까지 나온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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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에 朝鮮總督府醫院에셔 黑死病에 對야 說明件을 畧聞起草얏기 此에 

公佈와 我敎友로 履行에 主意게 오나 此 形体的衛生方法이라 性靈

上 衛生法을 繼하야 實行면 醫家의 陰陽雙補 良劑와 如야 萬全不敗

기 吾敎眞理에 附야 畧說이다 經에 曰 惡疾滿世民無四時之

安이라 시니 今番黑死病의 滋蔓이 是亦傷害의 數로 知거니와 吾敎의 

仙葯이 有은 諸君도 다 아시 바이나  (중략) 大抵날님을졍셩으로 각

고 恭敬면 性靈을 修煉 眞境에 드러가셔 自然靈通되야 仙葯을 求得

터이니 果然誠心만 至極면 泰始皇漢武帝는 仙葯을 人力으로만 求다

가 不及야 金棺을 寒灰에 장지것니와 우리 敎友 됴고마 염녜도 업

시 壽命을 享有오니 某條록 我敎友 醫院에셔 形体的衛生方法도 注

意고 吾敎의 性靈上衛生法도 極히 注意야 設或 敎外人이라도 졍셩으로 

吾敎에 勸入야 陰陽雙補의 仙葯을 주어셔 廣濟蒼生 目的地에 到達케 

심을 千萬 바라이다53)

《시천교월보》는 창간호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내려온 흑사병에 대한 

설명을 잡지에 실으면서 이를 ‘형체적 위생방법’으로 명명한다. ‘今番黑

死病의 滋蔓이 是亦傷害의 數’로 언급하는 걸로 보아 흑사병이 퍼지

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단사에서 보았듯 동학 초기의 경우라

면 역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부를 통해 질병 구제 받기

를 원했을 것이나, 근대기 ‘위생’ 개념이 들어온 후 영부로 질병을 고친

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퇴색된 듯 보인다. 

그렇기에 ‘형체적 위생방법’과 ‘성령상 위생법’ 두 가지로 나누게 되

었고, ‘선약’으로 대표되는 영부는 ‘성령상 위생법’, 곧 정신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근대 의학의 힘을 여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이

다. 성령상 위생법을 형체적 위생법에 이어 실행하면 “醫家의 陰陽雙補

 良劑와 如야 萬全不敗”하다고 표현된다. 성령상 위생법은 형체

적 위생법에 비해 부차적으로 떨어진 것이며, 그 효과는 의가(醫家)의 

양제(良劑)에 겨우 비교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염병이 도는 

시대적 상황에서 교단의 ‘성령상 위생법’인 ‘선약’을 언급하여 교단 외

의 사람을 권유하여 입도시킬 것을 말하고 있다. 

53) 丁元燮, ｢衛生의 說明｣, 《侍天敎月報》1호(1911.2.) 밑줄 필자. 가독성을 고려

하여 띄어쓰기는 필자가 추가로 하였다. 이하의 인용문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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盖人이 厥生 初에 天의 性靈을 稟受야 身体를 造成은 人人마다 同一
거늘 生命의 壽不壽와 身軆의 健不健이 不同은 何를 因인지 其原因을 論

건 衛生에 亶在다 謂지라 故로 身軆的衛生과 心靈的衛生의 二種이 

有바 西諺에 曰 康健 身軆 康健 精神이 有을 代表이라 니 身

軆衛生이 即精神衛生이니(중략) 此精神을 浩養에 對야는 克己復初의 學

問硏究와 偉人傑士의 傳記를 閱覽과 心理學, 倫理學, 哲學等科의 硏磨와 宗

敎崇拜의 信仰心을 堅固에 在즉 此를 履行면 精神的病根을 除祛며 

肉軆的 養衛를 發育야 表裡幷進에 無上의 幸福을 享得 故로 (중략) 然

則衛生의 利點을 誰가 能得乎아 所以로 惡疾이 萬世야 民無四時之安 此

時를 當 上帝垂悶샤 靈符를 降시니 其名曰仙藥이라 人의 疾病을 濟

지며 聖呪를 受시니 即長生의 道이라 此를 天下에 廣布 바어니와 經

에 曰 至爲天主者 每每有中고 不順道德者 一一無驗이라 시니 今此

吾敎의 衛生方法은 即性靈修煉이라 然則肉軆의 疾病을 治랴면 精神의 疾

病을 先治지니 此를 根本治療라 稱터인바 肉軆의 疾病은 醫家에 委賴
지 精神의 治療 自家의 工夫를 由치 아니치 못지니 何故오 精神의 治

療에 對야는 自我以外에 良醫가 無다 지라54)

위의 인용문에서는 사람마다의 수명과 건강의 차이를 위생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처럼 ‘신체적 위생’과 ‘심령적 위생’으로 이분한 뒤

에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이 있음을 대표한다’는 속담을 통해 신

체 위생과 정신 위생을 연결시킨다. 정신 위생을 위해 예로 학문연구, 

위인전기열람, 심리학·윤리학·철학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학문을 들고 마

지막으로 종교의 신앙심을 든다. 곧 종교적 신앙심은 이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영부를 들며 상제를 위하면 효

험이 있고, 도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매번 효험이 없음을 경전을 통해 

강조한 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맡기고 정신의 치료는 자신의 공부를 

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정신의 치료를 위한 공부는 동학 

전통 내에서 도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55) 

54) 俞邦柱, ｢精神上衛生｣, 侍天敎月報3호(1911.4.) 밑줄 필자.

55) “故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 而修其德, 故乃成君子, 至

於至聖, 豈不欽歎哉!”(｢布德文｣,東經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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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눠지며 육체적인 위생은 

현대의학에 맡겨지게 되고 정신적인 위생은 영부·선약과 연결되는데 사

실상 이는 도덕을 가리키게 된다. 그린 후 태워서 마신 뒤 병이 낫는 

등의 영부의 초기적 모습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며, 영부는 고도로 

추상화되어 도덕의 기표 정도의 의미로 남게 된다.56) 

이런 위생과 관련하여 약 광고가 눈에 띈다. 일신환(一信丸)이라는 

다분히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이름의 약이다. 이 약을 먹으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신

체적 위생과 정신적 위생을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부가 지닌 몸과 마음에 대한 치유의 이미지를 현대 위생의 대표인 약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廣告 惟一執中은 人事之察이라 시고 人言以成에 先信後誠이라 시니 一

而信之 敎友의 第一心法也라 故로 하나님이 擧世를 吾敎範圍內에셔 醫療

실 意로 開闢以後 貴重히 貯藏사 藥業界에 第一主要点을 占領고 人類

의 幸福을 增進케 一信丸을 賜셧도다 人皆曰藥은 身을 醫다되 此一

信丸은 身을 醫은 勿論이오 兼야 心지 醫 特效가 有즉 吾敎友
各其身心을 醫後에 廣濟蒼生시 先師의 心法을 模範하야 商業의 通

行方法으로써 世人에게 普及케 심을 至望57)

5. 맺음말

기존 민속에서의 부적은 치병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동학에서는 

치병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천과 관련한 도덕의 관념을 개재

시킴으로써 기존의 부적을 새로운 도덕수양의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전

56) 다만 이러한 결론은 시천교계 문헌의 한계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계룡

산으로 내려간 이후의 시천교총부(후에 상제교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내에서의 

영부수련 전통은 신비적인 성격과 동시에 실제적인 치병의 의미도 강하게 드러

나지 않았까 생각된다.

57) ｢廣告｣, 侍天敎月報 2권 8호(1912.8.)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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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시천교계의 여러 자료들을 교단사·교리서·

교단지 세 부류로 나누어 동학의 영부관을 살펴 보았다. 

우선 교단사의 경우 동학 초기의 인식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치병

을 목적으로 한 영부의 쓰임이 잘 나타난다. 또한 이를 ‘도덕’과 관련시

키는데, 이는 기존 조선의 귀신 등에서 나타나는 병의 원인으로서의 

귀신을 쫓아 내어 병을 낫게 하는 민간의 부적의 역할과 확연히 대비된

다. 

교리서의 경우 영부는 시천교총부의 경우 독특하게 ‘이로움[利]’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지만 그 역시 도덕과 관련지어져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부의 형태에 대해서 본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성인이 교화의 목적으로 나타낸 것이

라 인식하면서, ‘태극’, ‘궁궁’ 등의 개념을 통해 특정한 형태를 전개하

고 있다. 이 가운데 총부와 본부의 영부 형태가 차이점을 지닌다는 점

은 흥미롭다. 

교단지의 경우 잡지라는 특성상 당대의 담론을 수용하는 것이 용이

했는데, 근대의 위생담론을 영부에 대한 인식과 결합시키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 가운데 영부를 정신적 위생, 곧 도덕의 영역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천교계 

영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부의 치병적 목적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둘째, 영부에 대한 모양을 분명히 

제시하여 강조하지만, 나타낼 수 없는 영부 형상을 굳이 나타낸 것이라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영부의 치병적 모습을 ‘위생’과 관련하여 

육체와 정신에 대한 것으로 나누는 경우, 영부는 주로 후자, 곧 정신적 

위생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동학의 여러 교단 중 시천교는 영부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였기에, 경

전에 등장하는 영부의 설명과 속성으로부터 추론하여 영부의 독자적인 

형태를 도출해 내었다. 이는 동학의 종교적 전통에 충실했고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시천교가 오히려 경전에 천착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을 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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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뜻한다. 이는 근대기의 새로운 서

양 철학을 수용하였던 진보적 입장의 천도교와는 또다른 형태의 발전이

다. 나아가 영부의 새로운 형태 발명에만 머물지 않고 상제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이는 근대기 성행했던 종교계의 

도덕담론에 대해 사상적으로 의미심장한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잡지를 통해 근대기의 위생 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유

의 기대효과가 정신에 대한 것으로 축소되었고, 신체에 대해서는 근대 

의학에 그 지위를 건네주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병과 관

련하여 동학 초기에는 영부를 통해 질병을 능히 치유하는 자신감을 보

여주었다면, 일제강점기 들어와서는 영부는 그 실제적 모습은 다소간 

형해화되고 도덕적 기표로서 남게 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동학의 영부에 대해 다른 여러 동학 교단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넓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실질적인 참여관찰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한편 부적과 관

련하여 주문의 역할까지 고려해야 마땅하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으

며 초기동학 및 시천교의 도덕관에 대해 따로 지면의 한계상 다루지 못

한 점은 한계이다. 장차 시천교계가 지닌 방대한 자료가 학계에서 왕성

하게 활용되어 그 사상적 특질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동학(東學), 시천교(侍天敎), 부적(符籍), 영부(靈符), 상제(上帝), 

도덕담론(道德談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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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Talisman 

in Eastern Learning

: Focusing on Sicheongyo Churches

PARK, ByoungHoon(Seoul National Univ.)

The talisman in the existing folklore is aimed at treating 

illness. Eastern Learning, however, adopts the notion of morality 

within it, and actively appropriates it as a means of new moral 

discipline. 

 Morality in Eastern Learning requires that human should live 

by God(Sangje)’s will.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characterized three main types of concept of the 

talisman(Yŏngbu) in Eastern learn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terials published by Sicheongyo. 

First, only when cultivating morality does the talisman have the 

appropriate healing effect. Second, the shape of it is strongly 

associated with its meaning, but the talisman in itself is originally 

intangible. Third, it is considere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mental health than on physical one, which is called ‘m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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