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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신종교는 생성, 발전, 소멸, 감소, 유지 등 다양한 궤적을 그리
며 그 외형적 모습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다양한 교리적 시도
로써 그 세계관을 형성하여 왔다. 한국 신종교의 선행 연구자들은 많은
수의 신종교들을 계통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처음의 시도는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라야마 지쥰은 동학계, 흠치계(증
산계), 불교계, 숭신계, 유교계의 6계통으로 나누었으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단체를 계통불명으로 분류하였다.1) 후대 연구자들은 이를 좀 더
세분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홍철은 1) 유교계 2) 불교계 3) 기독교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박사 과정
1) 무라야마 지쥰,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성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
부, 199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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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군계 5) 수운계 6) 일부계 7) 증산계 8) 봉남계 9) 각세계 10) 무
교계 11) 외래계 12) 계통불명의 12계통으로 나누었다.2)
이러한 계통적 분류와 함께 한국 신종교의 일반적인 종교사상적 특
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무라야마 지쥰은 1) 종교 종합화 2) 후천개벽
사상 3) 지상천국사상 4) 기적과 구세주 사상을 한국 신종교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종교 종합화란 유불도 삼교의 합일 등의 종교사상
적 결합을 말하며, 후천개벽사상은 구세대와 구별되는 후천이라는 새로
운 세계를 설정하는 신종교의 세계관이며, 지상천국사상은 신종교의 현
세지향적 입장을 말하며, 기적과 구세주 사상은 교조의 기적과 신성한
능력을 신앙하는 사상을 일컫는다.3) 류병덕의 경우는 신종교의 사상적
특징으로 유불선 삼교의 융합, 후천개벽사상, 정감록 사상의 영향, 신명
사상을 들고 있다.4) 이와 같은 특성이 한국 신종교의 일반적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은 한국에 다양한 신종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신종교가 조선과 일제 강점기라는 공통의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토대
위에서 배양되었기 때문에 대략적 유사성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물론,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일반적 특징이 실제 각각의 교단
에 대입해보면 오차와 간극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교단의 특징이 무
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신종
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특징 외에 한국 신종교의 실천적, 의례적 특징은 무엇
이 제시될 수 있을까? 종교 연구에 있어서 의례의 중요성은 이미 주지
된 바인데, 한국 신종교의 의례나 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이뤄진 몇몇 연구를 들어보면 윤승용의 ‘신종교 의
례의 현황과 특성’5), 박광수의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연구’6)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천도교, 증산

2) 김홍철,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집문당, 1989), 37.
3) 무라야마 지쥰, 조선의 유사종교, 855-867.
4) 류병덕, 한국신흥종교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102-107.
5) 윤승용, ｢신종교 의례의 현황과 특성｣, 한국종교 23 (1998), 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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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종교, 원불교, 통일교를 대상으로 이 교단의 정기의례 및 수행을
분석하였다. 이 외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등의 개별 교단의 의례
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이루어졌다.7)
필자는 이 신종교들의 의례적 실천 가운데 특정한 주문을 반복적으
로 암송하는 의례를 ‘주문 수행’으로 칭하고, 이 송주(誦呪)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찍이 이경우는 한국 신종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종교 내용의 구성에서 주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 신종교의 최초의 주문은 동학의 21자주이며 그 이후 3천여
종 이상의 주문이 사용되었다고 한다.8) 필자는 이경우의 개괄적인 논의
를 좀 더 심화하는 차원에서 동학계와 증산계 신종교를 집중적으로 분
석하여 이 종교들이 주문 수행을 중시하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즉 신
종교 가운데 특히 동학계와 증산계의 경우 그 실천적, 의례적 특징은
주문 수행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며 이것이 한국 신종교의 의례적 특
징에 있어서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주문 수행의 연구를 통해서 동학계와 증산계의 종교적 특성을 이
해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2. 동학계 신종교의 주문 수행
동학에서의 주문의 의미와 주문 수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
가 이뤄졌다. 그중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6) 박광수,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 종교연구 26 (2002), 89-114.
7) 고병철, ｢원불교의 조상의례와 천도｣, 종교연구 69 (2012), 55-83; 김성장, ｢
민속의례와 원불교의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 (1996), 179-205; 윤용
복, ｢대순진리회의 조상의례와 특징｣, 종교연구 69 (2012), 409-441;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133-162.
8) 이경우, ｢한국의 신종교와 주문｣, 신종교연구 1 (1999),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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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병욱은 동학이 21자주를 통해 한국 고유의 선교(仙敎)의 삼대
요소를 겸하고 있다고 하였다.9) 김용휘는 동학의 주문은 시천주의 의미
를 담아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시천주의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
심정기(守心正氣)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으며, 송주의 방식인 현
송과 묵송의 수련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10) 차옥숭은 천도교 신
도들의 종교적 체험 특히 주문 수행과 관련된 경험들을 수집하여 책을
편찬하였다.11) 임태홍은 동학이 종교로서 기능을 하게 된 존재 기반은
영부와 주문이라고 하면서 초기동학의 주문의 주술적 기능과 그 이후
주문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발전에 대해 고찰하였다.12) 이선영은 천도
교단의 입장에서 주문 수련법, 수칙, 단계를 논하였다.13) 오문환은 천도
교의 수행론을 오관제도를 통해 분석하면서, 수행의 핵심이 주문 수련
에 있으며 성경신의 실천을 통해 생활에서 성취된다고 하였다.14) 설영
익은 양생론의 관점에서 동학의 수련을 분석하였고,15) 최수빈은 동학의
영부와 주문 수행을 중국 도교의 수행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논하였으
며,16) 김동호는 21자주와 기독교의 주기도문을 비교 고찰하였다.17) 이
외의 연구는 아래 각주에 기술하고자 한다.18)
9) 손병욱, ｢동학의 삼칠자 주문과 다시 개벽의 함의｣, 동학학보 13 (2009),
199-231.
10) 김용휘, ｢동학의 수도와 주문 수련의 의미｣, 선도문화 14 (2013), 219-252.
11) 차옥숭, 한국인의 종교 경험-천도교, 대종교 (서울: 서광사, 2000).
12) 임태홍, ｢초기 동학교단의 부적과 주문｣, 종교연구 42 (2006), 165-192.
13) 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 주문 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2006), 41-68.
14) 오문환, ｢동학·천도교의 수행론- 주문, 성경신, 오관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13 (2007), 133-176.
15) 설영익, ｢동학 수련과 양생론에 관한 고찰｣, 한국종교 34 (2010), 233-264.
16) 최수빈, ｢중국도교의 관점에서 살펴본 동학의 사상과 수행-도교 내단 및 부주
(符呪) 수행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0 (2010), 333-375.
17) 김동호, ｢동학의 21자 주문과 기독교 주기도문의 상징성과 소통성 고찰｣, 원
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48 (2011), 273-313.
18) 신원선, ｢동학 희곡에 차용된 ‘십삼자 주문’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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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경향의 특징은 초기동학의 주문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
으며 동학의 제 교파 중 주로 천도교에만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연구논문 가운데서는 이찬구의 수운교에 대한 논문 1편19) 외에는 천도
교 외의 교단의 주문 수행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
다. 이러한 점에서 최종성이 기존의 동학연구가 초기중심, 교의중심, 주
류교단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후기동학연구, 의례연구 그리고
여타의 교단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20) 그는 저서에서 천도교, 상제교, 동학교, 수운교를 분석 대상
으로 하면서 그 이유를 “초기동학의 신학과 의례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출판을 통해 그것을 보편화 하고자 했던 교단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밖
에 없었다.”21)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대상 교단의 분류를
수용하며 이 가운데 현재 수행 공동체 즉 신자 그룹이 지속되고 있는
천도교, 천진교, 수운교의 주문 수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천도교
천도교, 상제교, 동학교, 수운교 등의 동학계 신종교들이 모두 주문을
중시한 데는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종교적 체험에서 연유한다. 최제우
는 지고신 즉 상제로부터의 계시를 받는 종교적 체험에서 상제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았다.
(2000), 69-84; 이찬구, ｢동학주문의 성격과 한국 신종교에서의 수용｣, 한국종
교사연구 10권 (2002), 11-52; 김지연, ｢동학의 주문과 영부의 해석- 동경대
전과 동학주문영부를 중심으로｣, 동학연구 18 (2005), 75-94; 김용휘, ｢
동학의 수양론 – 수심정기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22 (2005), 163-193;
김용휘, ｢한국선도와 신종교의 수련｣, 도교문화연구 34 (2011), 67-94; 김용
해, ｢시천주 조화정 – 신앙과 치유의 원리｣, 동학학보 17 (2009), 237-263;
송봉구, ｢동학의 수양론 연구｣, 유학연구 20 (2009), 275-299; 박유미, ｢최
제우의 수행론과 주문분석에 대한 연구- 동경대전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34 (2015), 143-188.
19) 이찬구, ｢동학 수운교의 수행에 관한 고찰｣, 신종교연구13 (2005), 11-52.
20)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15-17.
21)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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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
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
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
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
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
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22)

위와 같은 수운의 종교적 체험은 동학교단의 영성과 교리 그리고 의
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상제신은 수운에게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영부로써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
하고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상제를 위하게 하면 덕을 천하에
펼 것이라고 하였다. 수운은 이러한 강렬한 종교체험 이후 근 1년 동안
종교적 체험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을 하였고 도의 도법과 삼칠자(三七
字) 주문 즉 21자주23)를 짓게 되었다.

22)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경전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1), 18-20.
“不意四月에 心寒身戰하여 疾不得執症하고 言不得難狀之際에 有何仙語 忽入耳中
하여 驚起 探問則 曰 勿懼勿恐하라 世人이 謂我上帝어늘 汝不知上帝耶아 問其所
然하니 曰余亦無功 故로 生汝世間하여 敎人此法하노니 勿疑勿疑하라 曰 然則西
道以敎人乎이까 曰不然하다 吾有靈符하니 其名은 仙藥이오 其形은 太極이오 又
形은 弓弓이니 受我此符하여 濟人疾病하고 受我呪文하여 敎人爲我則 汝亦長生하
여 布德天下矣리라.”
23) 처음 동학의 주문은 선생주문(先生呪文)과 제자주문(弟子呪文)으로 나뉘어져 있
었다. 1) 先生呪文 => 降靈呪文: 至氣今至四月來, 本呪文: 侍天主令我長生無窮無
窮萬事知. 2) 弟子呪文 => 初學呪文: 爲天主顧我情永世不忘萬事宜, 降靈呪文: 至
氣今至願爲大降, 本呪文: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동학 초기에는 입도 후 3
개월 정도 제자주문의 초학주문을 읽고난 다음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읽게 했다
고 한다(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 주문 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2006], 44). 현재 천도교 입도식에는 입교와 동시에 21자 주문을 외우게
한다(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0], 27).

한국 신종교의 주문 수행

129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
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너는 무궁 무궁한 도에 이
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내 또한 거의 한 해
를 닦고 헤아려 본즉, 또한 자연한 이치가 없지 아니하므로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 강령의 법을 짓고 한편은 잊지 않는 글을 지으니, 절차와 도법
이 오직 이십일 자로 될 따름이니라.24)

수운은 포교 시에 이 주문을 전해주었으며 주문의 의미를 묻는 사람
들에게도 상세히 그 뜻을 설명해주었다. 그는 주문은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至爲天主之字)’라고 하면서 삼칠자 주문 즉 ‘지기금지원위대
강(至氣今至願爲大降)’과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

世不忘萬事知)’의 각 글자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상술하였다.
묻기를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
이므로 주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지금 글에도 있고 옛 글에도 있느니라.” 묻
기를 “강령의 글은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지’라는 것은 지
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
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
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한 기운이요 ‘금지’
라는 것은 도에 들어 처음으로 지기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요 ‘원위’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기화를 원하는 것이니라.
‘시’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
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주’라는 것은 존칭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섬긴다
는 것이요, ‘조화’라는 것은 무위이화요, ‘정’이라는 것은 그 덕에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요,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이라는 것
은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요, ‘만사’라는 것은 수가 많은 것이요, ‘지’라는 것
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덕을 밝고 밝게 하
24)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28-29. “曰吾心卽汝心也라 人何知之리오 知天
地而無知鬼神하니 鬼神者도 吾也니라 及汝無窮無窮之道하니 修而煉之하여 制其
文敎人하고 正其法布德則令汝長生하여 昭然于天下矣니라 吾亦幾至一歲에 修而度
之則 亦不無自然之理 故로 一以作呪文하고 一以作降靈之法하고 一以作不忘之詞
하니 次第道法이 猶爲二十一字而已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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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
니라.”25)

즉 ‘지(至)’는 지극함을 뜻하고, ‘기(氣)’는 ‘渾元之一氣’를 의미하며,
‘금지(今至)’는 지기(至氣)에 접함을 안다는 것이고, ‘원위’는 축원하는
것이며, ‘대강’이란 기화를 원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8글자는 쉽게
말해 지극한 기운을 이제 접하니 기화를 원하며 청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칠자의 본주문에 해당하는 13자의 첫 세 글
자인 ‘시천주’는 동학의 사상과 의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라
고 할 수 있다.26) 본주문은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
으며’ 무위이화의 조화에 마음을 정하여 평생토록 이러한 생각을 보존
한다면 도를 알고 지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운은 이후 주문 또는 영부를 사용하여 병자를 치유하는 신이한 영
험을 보았으며 수운을 믿고 따르던 동학도들도 ‘주문수련’ 하였다. 동
경대전 가운데 ｢수덕문｣에는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그 형상은 궁
을이요, 입으로 장생하는 주문을 외우니 그 글자는 스물한자라.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그 수효가 그럴듯 하며, 자리를 펴고 법을 베푸니
그 재미가 그럴듯 하도다. 어른들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마치 삼천
제자의 반열같고, 어린이들이 읍하고 절하는 것은 육칠의 읊음이 있는
것 같도다.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이 또한 자공의 예와 같고, 노래 부
르고 춤을 추니 어찌 공자의 춤과 다르랴.”27)라고 하여 수운이 초기 주
25)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33-35. “曰呪文之意는 何也니까 曰至爲天主之
字故로 以呪言之니 今文有古文有니라 曰降靈之文은 何爲其然也니까 曰至者는 極
焉之爲至요 氣者는 虛靈蒼蒼하여 無事不涉하고 無事不命이나 然而如形而難狀이
요 如聞而難見이니 是亦渾元之一氣也요 今至者는 於斯入道하여 知其氣接者也요
願爲者는 請祝之意也요 大降者는 氣化之願也니라 侍者는 內有神靈하고 外有氣
化하여 一世之人이 各知不移者也요 主者는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요 造化者는
無爲而化也요 定者는 合其德定其心也요 永世者는 人之平生也요 不忘者는 存想之
意也요 萬事者는 數之多也요 知者는 知其道而受其知也라 故로 明明其德하여 念
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이니라.”
26)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17.
27)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50-51. “胸藏不死之藥하니 弓乙其形이요 口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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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가르치고 포교하였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후 동학을 배우고
따르는 이들이 점차 증대되었고 고종실록에 따르면 1863년에는 경상
도 대에 21자주가 널리 퍼져 민중들에게 암송되었다고 한다. 선전관(宣
傳官)으로 수운을 체포하였던 정운귀(鄭雲龜)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조령(鳥嶺)에서 경주까지는 400여 리가 되고 주군(州郡)이 모두 10여 개나 되
는데 거의 어느 하루도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었으
며 주막집 여인과 산골 아이들까지 그 글을 외우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그 도(道)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
야 열세 글자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전수해 주고, 또 그 다음에 여덟 글자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를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면하고 병
이 제거되며 신명을 접하게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홀리면서 권유하는 바람에
그 말에 빠져들어 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글자를 모르는 아녀자와
아이들도 미쳐 현혹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28)

인용문에서 보듯 그만큼 당시 21자주가 동학의 초기부터 민중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널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천 황현도
“마을에서는 강당을 설치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였고 어린아이
들은 모두 ‘격검궁을지가(擊劍弓乙之歌)’를 입에 달고 있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시천주(侍天主)’를 읊어대는
소리가 좁은 길에 가득하였다. 이런 현상은 호남지방에서 경기지방에
이르기까지 천 리에 이어졌는데 평민들은 감히 아무도 배척하지 못하고
長生之呪하니 三七其字라 開門納客하니 其數其然이요 肆筵說法하니 其味其如로
다 冠子進退는 怳若有三千之班이요 童子拜拱은 倚然有六七之詠이라 年高於我하
니 是亦子貢之禮요 歌詠而舞하니 豈非仲尼之蹈아”
28) 고종실록 권1, 고종 원년 12월 20(임진). “臣於十一月十二日, 敬奉傳敎,…以
慶尙道慶州等地東學魁首, 詳探捉上次, 忙出城外. 藏蹤祕跡, 星夜馳往. 自鳥嶺至慶
州, 爲四百餘里, 州郡凡十數. 東學之說, 幾乎無日不入聞, 而店婦ㆍ山童, 無不誦傳
其文.…大抵其道始學之時, 必先精潔身口, 乃授十三字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
知, 次授八字 至氣今至願爲大降, 而願學之人則必以免禍ㆍ去病ㆍ接神等說, 誑惑慫
慂, 其說易入故, 雖目不識字之婦孺, 猖狂迷亂, 晝夜不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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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따라 입도한다고 하였으며 적은 이들이 도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29)라고 기록하고 있어 초기동학 시기 많은 동학도들의 주문수행에 대
한 열성과 그 종교적 열망이 조선에 널리 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도교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도 21자주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교리적 해석을 부가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시형은 “21자
주는 대우주ㆍ대정신ㆍ대생명을 그려낸 천서이니 ‘시천주 조화정’은 만
물 화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망 만사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녹의 원천
이니라.”30)고 하였다. 수운이 주문이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라
고 하였다면 해월은 그 의미를 우주론적 혹은 본체론적으로 확대해석하
여 만물의 근본이자 인간 생명의 원천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천도교
의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는 천도교를 개창하며 교리와 제도를 정비
하였는데 그는 1911년 천도교 의례의 기본으로 주문ㆍ청수(淸水)ㆍ시
일(侍日)ㆍ성미(誠米)ㆍ기도(祈禱)를 지칭하는 이른바 오관(五款)제도를
제정하였다. 천도교회월보에는 오관이 중요성에 대해 “우리교회의 생
명은 오관에 잇고 오관의 실행은 신앙에잇슴니다…한 사람이 남을지라
도 오관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조직하여야 오만년이 내려가도록 우리 교
회는 특히 잘걸어나가리라고 단언함니다.”31)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오관제도에서 주문이 처음 제시된 것은 천도교에서의 주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천도교의 의례집인 천도교 의절에는 오관에 대한 뜻, 절차 그
리고 주문을 통한 수행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은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로서 장생의 글이며 한울님의 덕을 천하
에 펴는 법문이다. 항상 독송(讀誦)함으로써 천심을 회복하여 진리를
깨닫고 천덕사은을 염념불망하여 만사여의(萬事如意)에 이르고 이신환
성(以身換性), 천인합덕(天人合德), 도성입덕(道成立德)을 이루는 기도문
29) 황현, 오하기문(梧下紀聞), 김종익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1994), 232.
30)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292-293. “呪文三七字는 大宇宙 大精神 大生
命 圖出之天書也니 ‘侍天主 造化定’은 萬物化生之根本也요 ‘永世不忘 萬事知’는
是人生食祿之源泉也니라”
31) 이영복,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25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79),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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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2)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도교의 대표적 사상가인 소춘(小春) 김
기전(金起田)은 송주의 자세와 송주를 통한 시천주 체험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려 할 적에 맨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이 ‘송주’에 대한 의욕이
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주문 속에 씌여 있는 그대로의 지기대강(至氣大降)을 얻고
내유신령을 증험하고 지화지기(至化至氣)를 체득해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욕
이다. 그래서 이 삼칠자를 체험해 보는 일을 자기 평생의 일대사로 꼭 인정하는
그것이다. 삼칠자의 체험은 곧 시천주의 체험이요, 시천주의 체험은 곧 내유신
령의 무궁생명의 체득이니. 이것이 인간 일생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3)

즉, 주문 수행을 통해 몸에 지기(至氣)가 내리는 체험을 하겠다는 의
지를 가지고 수행에 임하며, 그러한 체험이 천도교인의 인생 최대의 관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천도교인들의 일상의례는 매일 저녁 9시에 청수를 봉전하고 21자주
를 105회 암송하는 기도의례가 있다. 천도교회월보에는 “천도교는
기도에서 그 뿌리가 생겼다. 그리하야 기도로써 가지가 벋고 기도로써
꽃이 피었다. 그러면 천도교의 열매도 장차 이 기도에서 열려질 것은
의심없는 일이다.”34)라고 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또 대신사인 수운도 천성산 내원암에서 기도하여 무극대도를 받들
었기에 기도의 효력은 중하고 크다고 하였다.35) 정기의례로는 매주 일
요일인 시일(侍日) 오전 11시에 교당에 모여 집단 의례를 봉행한다. 시
일기도는 당일 저녁 9시에 21자주 대신 신사주문((神師呪文)36)을 105
회 암송하며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다.37) 이 외
32)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26-27.
33) 소춘 김기전선생 문집 편찬위원회, 소춘 김기전 선생문집 3 (서울: 국학자료
원, 2011), 137.
34) 이영복,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26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79), 292.
35) 이영복,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26, 150.
36) 신사영기 아심정 무궁조화 금일지(神師靈氣 我心定 無窮造化 今日至)

134

종교와 문화

에 특별기도라는 특정한 수행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천도교의 수도생활
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별기도와 수련이 언급된다. 특별기도는 천
도교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7일, 21일, 49일, 105일 등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장소를 정결히 하여 수행한다고 한다.38)
특별기도와 관련하여 천도교월보에는 이에 참여한 천도교인들의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1933년도 김승하(金承河)란 천도교인의 글에
의하면 천도교에서는 매년 연초 근 10여년 간 일상적 기도와는 다른
특별기도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49일간 특별기도를 참여하며 특별한
글귀가 들리는 등 신기한 체험을 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사업을하
기위하야 결심이 생기고 심주가 자연굳어짐니다.”39)라고 하였다. 또 특
별수련은 “통상수련만으로써 능히 도를 깨다르며 따라서 수심정기의 지
경에 나아가”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철저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한다.40)
정리하자면, 천도교는 교조인 수운의 종교 체험 이후 교단의 일상의
례와 정기의례에서 주문 수행이 의례적 실천이 핵심이 되었으며, 신도
들의 신앙심을 높이고 교단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날짜를
정하여 특별기도를 실시하였다. 교단의 회보에서도 기도, 송주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신도들의 적극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신도들 또한 특
별기도와 같은 집중 수행을 통해 충실한 천도교인들으로서 거듭났다.

2) 천진교
천진교(天眞敎)의 교조는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이
며 창립 당시의 명칭은 상제교(上帝敎)라고 하였다. 그는 손병희, 손천
민과 더불어 최시형의 세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10년 공주에서
최시형의 향례식을 거행하다 동학 수괴로 지목받아 체포되어 무기징역
37)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32~33.
38)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 의절, 34.
39) 이영복,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26, 97-99.
40) 이영복,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2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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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도받았으나 4년만인 1904년에 석방되었다. 1905년에 손병희가
동학의 교명을 천도교라 선포하며 실질적인 동학 3세교주가 되자 구암
은 처음에는 천도교에 가담하였다가 손병희와의 이견으로 천도교를 탈
퇴하였다. 1908년에는 이용구가 세운 시천교에 참여하였다가 이용구의
친일 행위를 비판하며 따로 가회동 시천교를 성립하였다. 구암은 최시
형을 따르며 포교할 때 최시형으로부터 계룡산이 동학의 근원지라는
유훈을 받고 1924년에 계룡산 신도안으로 본부를 이전하였으며 이듬
해인 1925년 교명을 상제교로 개정하였다. 상제교로 명칭을 바꾼 것은
최수운이 득도할 때 상제의 천명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도 양산 천수
암에서 수도할 때 상제의 영을 접하여 도를 전하는 홍서(紅書)를 받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암은 당시 항간에 널리 유포된 도참설을 활용하
여 신도안에 종교왕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것은 상제교와 김연국에 의해 계룡산 왕국의 운수가 도래하였
다는 믿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산을 정리하고 모여든 수많은 교인들
의 동향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천진교의 대외협력부장으로 있는 백만기
씨의 부친도 원래 북한 출신으로 상제교에 대한 신앙으로 신도안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였다고 한다.
구암은 신도안에 정착한 후 교육사업, 황무지 개간, 광제소 등의 사
회 사업기관 설치, 전국 각지에 선교소 설치, 부흥청년당 조직 등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상제교의 신도수가 전국에 걸쳐 약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의 종교왕국 건설은 상당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구암은 1935년에 아들 해심 김덕경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1944년에 사망하였고 1944년 김덕경이 4세 교주에 취임하였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도통전수와 재산상속에 관한 분란이 발생하였다. 구암
은 본부인과 둘째 부인을 두었으며 두 부인 슬하에 각기 자식이 있었
다. 교주의 권한이 둘째 부인의 소생인 김덕경에게 넘어가자 본부인 소
생의 자손들로부터 재산상의 상속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일제 말
기부터 1950년대 6.25를 걸친 혼란기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상제
교를 통한 천년왕국 건설에 회의를 느끼는 신도가 많아져 더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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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이 심화되었다. 1947년에는 원로 유원섭이 상제교정리본원으로 분
립하였고 1954년에는 박병선 등이 교주의 비행을 규탄하는 반대성명
을 내고 동학대종원으로 분립하였다. 이에 해심은 이러한 분란의 원인
이 상제교라는 교명에 따라 계룡산 상제국 건설을 믿는 오류 탓이라
하여 1960년 8월에 교명을 천진교로 바꾸었다.41)
이 천진교는 스스로 동학의 올바른 종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수운->해월->의암’이 아닌 ‘수운->해월->구암’으로 정통성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동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만큼 천진교에서도 주
문은 영부와 함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타의 후기동학
교단에서 영부수도가 약화된 반면 상제교를 이은 현존 교단들은 대부
분 영부수련을 중요시하며 특히 천진교에서는 교단의 최고 수련법으로
여기고 있다.42) 교단의 주요 간부인 백만기씨에 의하면 충분한 주문수
련을 하여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영부수련의 참된 효과
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입도 시에도 입교절차에 21일간 영부를 그리
고 탄부(呑符)할 정도로 천진교에서 영부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43)
1946년에 간행된 교인필지에는 입교식과 주문 그리고 일상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第一節 布德節次
41) 류병덕, 한국신흥종교, 248-254; 동학대종원, 동학보감 (대영사, 1991),
206-217;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제22권 현대종교와 신앙 (대전: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10), 591-593.
42) 해심의 훈유를 담고 있는 훈유훈화집에는 “一. 영부봉서(靈符奉書)는 우리교
최고의 수련법이니 양재정심(養才正心) 취정명심(聚精明心)의 묘법이며 여천합덕
(與天合德)의 무극진경(无極眞境)에 도달케됩다. 二. 용병선약이요 퐁장영부라
‘흉장불사지약은 궁을기형(弓乙其形)’‘삼신산불사약’이라하섰다. 三. 천지의무궁한
조화가 영부에 있다.”라고 하여 영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김진묵, 훈유
훈화집 (상제교대본원사무국, 1950), 71.
43) 영우보감에는 “入敎後三七日間靈符奉侍修煉을 받은敎人으로써 左記樣式에依
하여 本人이 事務局 天理觀長의 決裁를 受諾한後 左道觀奉道의 指示를 受하여
奉侍케 할지니라‘라고 하여 영부수행 이후 사무국의 결재를 받아야 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진묵, 영우보감 (상제교대종원, 195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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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 入敎式을 행하는날엔傳敎人과受敎人이必히沐浴齋戒를할事
四. 入敎後 三七日祈禱修煉케할지며終工時엔必히懺悔致誠을밧들게할事...
第二節 入校式順
一. 開式心告
…
三. 誦聖呪文奉讀三回 一. 執禮가 受敎人을引導하야聖呪文三回를奉讀
附 聖呪文 爲天主顧我情永世不忘萬事宜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永
世不忘萬事知
…
七. 誦聖呪文三回 一. 傳敎人受敎人參拜員一同이 合誦 附 聖呪文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八. 閉式心告…44)

위의 사항을 보면 입교 시에 주문을 3회 암송하며 입교 후 21동안
기도수련을 실행하고 공부가 끝나면 참회치성을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교를 통해서 새롭게 교인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마음으로
고하는 심고를 행하고 주문을 암송함으로써 교조인 수운이 상제로부터
주문을 받았던 신화적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주문을 항상 송독하는
이치에 대해서 4대 교주인 해심은 다음과 같이 설유하였다.
주문상독의 이치
1. 주문은 많이 읽어야 묘미가 나고 묘미를 얻으면 자연이 자각이 된다.
2. 도기를 상존케하면 뭇 사기가 범하지못한다.
3. ‘구송 장생지주 삼칠기자(口誦長生之呪 三七其字) 삼칠자 지극하면 만권시
서 무엇하며’라 하섰다.45)

즉 주문을 많이 외우면 도의 이치를 자각하게 되며 도의 기운이 항
상 머물게 되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해심은 동
경대전의 ｢수덕문(修德文)｣46)과 용담유사의 ｢교훈가｣47)에 실려 있

44) 상제교종무원, 교인필지 (상제교종무원, 1946), 17-21.
45) 김진묵, 훈유훈화집 (상제교대본원사무국, 1950),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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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절을 인용하여 주문 송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천진교에서 19
91년에 편찬한 동학보감에는 위의 인용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하고
있다. 주문을 항상 외우면 “자연이 도통하게 된다.”고 하며 “번뇌, 망
상, 질고, 공포심이 자연이 소멸된다.”고 하고 “不絶誦呪하여야만 천지
의 무궁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고로 지극한 信者는 無學道通乃成君
子가 된다.”48)라고 하여 주문을 항상 송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문의 염송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며 배우도 않아도 천지
의 진리를 자연스레 통하여 도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 송독의 중요성 때문인지 일반수도와 일상의례에서도 주
문송독은 필수적으로 행해진다. 교인필지에는 ‘일반수도’의 항목에서
“4. 셩주문을항시묵념하며 항시경독할지니라 현에읽는 주문은 아래와갓
다 附 활인주문 ‘시텬주조화정 수명활인 만사지 侍天主造化定 受命活人
萬事知’”49)라고 하여 일반수도에서의 주문송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일상의례인 기도수련의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영우보감에서
는 기도에 대해 “恒時寅午戌祈禱를 받을지니 天地神命에 一日三時로 改
過遷善의 糧食을 받드름 이니라”50)라고 규정하면서 기도의 시작과 마
침에 ‘聖呪文’을 각각 7회씩 합송한다고 되어 있다.
천진교에서는 일상수도와 일상의례에서 주문송독 외에 특정한 기간
을 정하여 주문송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16년
1월 14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청양의 천진교 교당에서 행한 주문 수
련에 참여하였다. 이때 송독한 주문은 ‘영신영기속속강림(靈神靈氣速速
降臨)’으로 5대 교주인 김진묵에 의해 새롭게 창시되어 송독된 주문이
다. 인오술 시에는 의례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 중 총 10시간 동안 주
문을 암송하였다. 이처럼 주문을 집중적으로 반복 암송할 때 정신이 맑
46) 동경대전, ｢수덕문｣, “胸藏不死之藥 弓乙其形 口誦長生之呪 三七其字”
47) 용담유사, ｢교훈가｣,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심학이라 하였으
니 불망기의 하여서라”
48) 동학대종원, 동학보감 (대영사, 1991), 42.
49) 상제교종무원, 교인필지 (상제교종무원, 1946), 5.
50) 김진묵, 영우보감 (상제교대종원, 195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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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눈앞이 훤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단 관
계자들은 이를 강령체험이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3) 수운교
수운교(水雲敎)는 위의 상제교보다 2년 이른 1923년에 개교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개교하였다가 1929년에 대전 유성 금병산으로 이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와 상제교가 수운->해월을 공통적으
로 인정하면서 3세 교주를 각각 내세웠다면, 수운교는 제자로 내려가는
도통이 아닌 수운의 환생으로서의 연속성을 주장한다.51) 즉 수운교는
수운의 갑자년(1864)의 참형 자체를 부정하여 ‘先수운’에서 ‘환생한 수
운(後수운)’으로의 직결(直結)을 주장하고 있다. 수운교를 개창한 출룡
자 이상룡(李象龍)이 환생한 수운으로서 수운 최제우와 일심(一心)이며
동령(同靈)으로 따라서 일신(一身)이며 동체(同體)가 된다는 것이다.52)
이러한 수운교의 교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주문
을 중심으로 수운교의 의례와 수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3년 개교
시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水雲敎會敎制의 서문의 4번째 항에서 ‘水
雲敎의誠款은呪文, 淸水, 祈禱, 法日, 功德米로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1
925년도에 인쇄된 水雲敎典制의 총칙 제4장으로 ‘本敎人은呪文, 淸
水, 祈禱, 法日, 功德米의 誠款을 恪守이라’라고 하여 천도교의 오관
제도와 거의 동일한 제도 즉 성관(誠款)53)이 수운교에서도 성립되었다.
즉 천도교에서 오관제도의 처음으로 주문이 언급된 것처럼 수운교에서
도 주문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운교의 오관 가운데 행사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법일(法日)을 들 수
있다. 천도교에서는 매주 일요일은 시일이라고 하는데 반해 수운교는
법일이라고 하여 오전 10시에 지정된 법회를 봉행한다. 현재 시행되고
51)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242. 참조.
52)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제22권 현대종교와 신앙 (대전: 충청남도
지편찬위원회, 2010), 436.
53) 현재는 오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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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운교의 법일예식은 ‘1. 개식 타종 2. 명촉분향 3. 예문봉고 – 삼
불전배례주 4. 강령주(지기금지원위대강), 본주문(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망 만사지) 7회 5. 법일주(시천존 조화궁 영세무량 만사통령) 6. 천황주
3회 7. 정근(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7회 8. 신중단 예문 9. 사방배
례 10. 호상배례 11. 경전봉독 12. 공지사항 13. 설교 14. 심고 15. 삼
대원 성취가 16. 퇴석경례’로 구성되어 있다. 법일의례에서 보이는 수
운교 의례의 특징은 동학의 주문을 일동이 송독하면서 수운교만의 주문
인 법일주, 천황주를 암송하며 불교식 의례를 가미하였다는 점이다.
최종성에 따르면 수운교의 일반적인 의례적 특징은 유불도 양식의
교차이며 중점적으로는 동학과 불교의례와의 결합이라고 한다. 수운교
의 대표적인 의례인 천단의례의 경우도 동학의 천제와 불교의 예불의식
의 조화라 할 수 있다고 하며 일상적인 수운교 의식에서 쓰이는 소례
참, 중례참, 대례참 등에서도 천(天)과 불(佛)의 일체화를 살펴볼 수 있
다.54) 이러한 의례적 특징은 수행에서도 나타나 주문염송과 함께 불교
식 염불(念佛)이 강조된다.
수운교에서의 수행법은 동학의 수련법인 수심정기(守心正氣)이며 수
행의 목적은 ‘태극성(太極性)을 깨닫는 것’에 두고 있다. 이찬구에 따르
면 태극성은 하날님 조화의 묘법이며 인간에 내재한 하날님의 성품이며
불사(不死)의 본령(本靈)이라고 한다.55) 태극성을 깨닫기 위해 수운교에
서는 5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주문 봉송’으로 여기서 말하
는 주문은 동학의 삼칠자 주문(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
망만사지)과 법일주(시천존 조화궁 영세무량 만사통령)을 말한다. 주문
을 반복적으로 염송하여 하날님을 극진히 모시려는 것이 ‘주문 봉송’의
목적인 것이다. 둘째는 ‘염불(念佛)’로 불교식 염불과도 크게 차이가 없
다. 수운교의 교주인 출룡자는 고려말 승려인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
(懶翁, 1320-1376)을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는데 나옹은 염불수행을 강
조하였고 출룡자 또한 태극성을 깨닫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염불을 강조
54)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255-259.
55) 이찬구, ｢동학 수운교의 수행에 관한 고찰｣, 신종교연구 13 (20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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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운교에서 실시하는 주된 염불은 염불정근, 6자염불, 관음염불
이 있다. 셋째는 ‘주력공부’로 동학 본주문 외 수운교에서 새롭게 만들
어진 주문이나 불교의 진언을 암송하는 공부를 말한다. 출룡자의 친필
일대기인 용운가(龍雲歌)에는 출룡자 또한 고왕경(高王經), 천수경,
준제다라니, 육자대명왕진언 등을 염송하는 주력수행을 하였다고 한
다.56) 현재 수운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력공부의 주문으로는 천황주,
팔통주, 정심주, 용호출생다라니경으로 모두 출룡자가 직접 지은 것이
다. 넷째는 ‘정안(靜安)’으로 정심(靜心) 안정(安定)의 뜻이다. 정안은 주
문봉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심고(心告)’로 하날님과 부처님 앞에서 마음속
으로 참회하거나 고백하며 비는 것이다.57)
위에서 언급한 5대 수행법 중 ‘주문 봉송’, ‘염불’, ‘주력공부’은 주문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며 정안 또한 주문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러므로 수운교의 수행법에서 주문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오관 중 하나인 ‘기도’에서 주력공부를 위주로 하는
수련기도 시에는 집중적으로 주문 수행을 시행한다. 수련시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초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데 삼칠자 주문을 7회 송독한
후 팔통주나 천황주를 합송으로 송주한다고 한다.58)
수운교의 주문 수행의 특징은 살펴보면 수운교도 천도교, 천진교처럼
21자주를 중시하지만 염불과 다라니 암송 등 불교적인 주문을 도입하
여 함께 실시한다는 점이다. 수운교는 교리적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하
여 유불교의 삼합을 구현하고 있으며, 의례적으로 불교의례와 동학의례
가 만나고 있는데,59) 주문 수행에 있어서도 불교적 송주와 동학의 주문
수행이 결합되어 있다.

56) 수운교본부, 용운가 1권 (수운교본부, 1971), 116; 수운교본부, 용운가 3
권 (수운교본부, 1971), 92.
57)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제22권 현대종교와 신앙, 467-471 참조.
58) 이찬구, ｢동학 수운교의 수행에 관한 고찰｣, 41.
59)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2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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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산계 신종교의 주문 수행
증산계 신종교는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체로 1988년 간행된 범증산교사에서는 총 29
개 교단이 다뤄졌다.60) 1997년 발간된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에
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증산계 교단으로 총 51개 교단을 다루었고 그
중 12개 교단은 멸실되었다고 하였다.61)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
지만 현재 이 가운데 상당수의 교단이 멸실되었거나 활동이 미미한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이 중 가장 활발한 교세를 보이는 있는 교단은 대순
진리회이며 증산도, 증산법종교, 증산교본부, 순천도 등의 교단이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중 증산교본부, 증산법종교, 대
순진리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증산도는 증산교본부에서 시작
한 단체이며 교리나 의례의 경우 증산교본부를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
고, 교단 내부의 사정과 필자의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워 연구대상에서
제하고자 한다. 순천도의 경우 여러 갈래로 분파되어 일반적인 기술이
어렵고, 법문파(法文派)라는 명칭처럼 주문보다는 증산의 유일한 저작인
현무경(玄武經)의 부(符)를 수행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제하고자 한
다. 증산교본부의 경우 증산계 제 교단의 주요 경전인 대순전경을 편
찬한 교단이라 연구 의의가 있으며, 증산법종교는 증산의 유일한 혈식
인 강순임(姜舜任)에 의해 창설되었고 나름의 종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
으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는 증산계 교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
았다.

1) 증산교본부
60)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3-20.
61) 김홍철 · 류병덕 · 양은용,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199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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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교본부의 창교주는 청음(靑陰) 이상호(李祥昊, 1888-1967)로 그
는 동생 이정립과 함께 증산천사공사기를 발행하였고, 대순전경을
출판함으로써 증산사상의 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증산교
본부의 교세는 상당히 미약하지만 창교주 이상호의 교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만하다. 이상호는 보천교(普天敎)의 최고위 간부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다 차경석이 점차 친일적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탈퇴하였다. 그
는 1928년 임경호, 이정립 등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군 금산리
용화동에 동화교(東華敎)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창립하였다. 1931년 동
화교는 선도교(仙道敎)와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1936년 일
제의 증산계 제 종단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체되었다. 해방 후 1945년
이상호는 서울에서 대법사(大法社)를 조직하였고 1948년 13개 증산교
단이 연합할 때 교명을 증산대도회(甑山大道會)라 고쳤다가, 1961년 민
족종교단체 통합정책에 따라 동도교증산교회(東道敎甑山敎會)로 변경하
였고, 1968년에 다시 증산교본부(甑山敎本部)로 바꾸었으며, 그 뒤로
종단의 명칭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학계 신종교가 주문을 중시한 것이 교조 수운의 종교체험과 관련
이 깊은 것처럼, 증산계 신종교에서 주문이 중시된 것은 교조 증산의
주문에 대한 언설 때문이다. 주문과 관련하여 증산과 관련된 가장 이른
기록인 증산천사공사기의 내용을 살펴보자.
三日에 天師서여러弟子의게일너가라사대 只今은神明解寃時代니라 同一한
五十年工夫에 엇더한사람을解寃하리오 崔濟愚는庚申에得道하야侍天呪를어덧
는데己酉지五十年이오 김○○(忠南庇仁人未詳其名)은五十年工夫로太乙呪
를어덧나니 그呪文을神明의게서어들에 神明이이르되이呪文으로사람을만이
살닌다하얏느니라 이兩人中누구를解寃하리요 光贊이對하야가로대 先生의處
分을기달이나이다 天師가라사대侍天呪는이미行世되얏스니 太乙呪를쓰라하시
고 닑어가르치시니 아래와갓더라
吘哆吘哆 太乙天上元君吘哩哆㖿都來吘哩喊哩娑婆呵62)
62) 이상호, 甑山天師公事記 (상생사, 1926), 125. 1990년 출간된 증산교 요령
에는 “훔치훔치(吽哆吽哆)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 훔리치야도래(吽哩哆㖿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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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師서弟子다려일너가라사대 太乙呪와雲長呪를내가試驗하얏스니 너히들이
만히닑어라 曾往金秉旭의厄은 太乙呪로풀고 張孝淳의難은雲長呪로글넛나니
라 太乙呪는逆罪를犯하엿슬지라도獄門이自開하고 雲長呪는殺人罪에걸녓슬지
라도獄門이自開하나니라63)

첫 번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수운의 시천주와 충남 비인 사람 김 모
의 태을주를 언급하고 시천주가 이미 쓰였기 때문에 태을주를 사용한다
고 하면서 23자의 태을주를 종도들에게 가르쳐주었다. 대순전경 초판
에는 김 모는 김경소(金京訴)64)라고 기술하고 있고, 증보된 6판에서는
김경흔(金京訢)65)이라고 되어 있다. 증산은 그가 신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그 주문으로써 사람을 살리라고 하였다는 지난 일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태을주를 읽으면 대역죄를 지었다 하
더라도 풀려날 정도로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대순전경 6판에 따르면
“태을주를 문 위에 붙이면 신병(神兵)이 지나다가 도가(道家)라 하여 침
범하지 아니하고 물러 가리라 하시니라”66)라고 하여 태을주를 붙이기
만 하여도 증험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
사대 오는잠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오만년 동안 동리동리(洞里洞里)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67)라 하여 태을
주를 많이 읽을 것을 종도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증산의 언설에 따라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은 태을주를 많
이 염송하였으며, 증산의 사후 초기 포교운동도 태을주 염송과 그것의
전수로 시작되었다. 증산의 친자종도인 김경학(金京學)이 노모가 급병으
로 사망하여 증산을 생각하며 태을주를 지성으로 외우자 기적처럼 살아
來) 훔리함리(吽哩喊哩) 사파하(娑婆訶)”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 글자가 달라진
것이다.
63) 이상호, 甑山天師公事記, 125-126.
64)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서울: 동화교회도장, 1929), 197.
65) 이상호, 대순전경6판 (김제: 증산교본부, 1965), 301.
66) 이상호, 대순전경6판, 304.
67) 이상호, 대순전경6판,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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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뒤 자신감을 얻어 인근의 병자도 치유하였다. 유의경(柳宜卿)이란 사
람도 김경학으로부터 태을주를 배워 외우자 신안(神眼)이 열리고 기적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부터 태을주를 읽으면 신의 감화가 내린다고
믿고 태을주를 읽는 것으로 포교방법을 정하고 태을주 염송를 통해 수
련을 행하였다.68) 초기 교단이 창립된 후 삽시간에 빠른 속도로 신도가
증가하였는데, 이정립이 기술한 천후신정기에는 “각기 사방(四方)으로
돌아다니며 포교(布敎)에 힘쓰니, 이로부터 교세(敎勢)가 일어나기 시작
(始作)하여 그 뒤 삼년(三年) 동안에 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와 충청남
도(忠淸南道)와 경상남도(慶尙南道)와 서남해중(西南海中) 모든 섬 일대
(一帶)에는 거의 태을주(太乙呪) 소리가 연(連)하게 된지라.”69)라고 하
여 당시의 포교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의 종교의례적 특징이 태을주를 염송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치교’ 혹은 ‘태을교’라고 불렸다. 조선 총독부
의 촉탁 신분으로 당시 한국의 제반 신종교를 조사 연구한 무라야마 지
쥰도 증산계 신종교 교단을 ‘흠치계 유사종교’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흠치계 유사종교’의 확장 원인으로 증산의 영험한 능력과 주문의 효험
을 들었다.
이 주문을 언제나 독송하면 병자는 낫고 무병자는 더욱 건강해지고 모든 소원
이 뜻대로 성취되며, 모든 인생의 행복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교에 노력
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은 물론 근향의 사람들도 귀의하는 자가 많았고, 병자
에게는 주문을 읊게 하는 한편 의약도 함께 베풀었으므로 쾌유하는 자가 속출하
고 쾌유자는 그를 완전히 신인으로 믿고 그 효험을 들려주어 다른 사람들을 권
유하여 입교시켰으며, 또한 그가 수시 행하는 예언의 적중 및 많은 기적은 점차
교의 확장을 촉진하였다.70)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도 “7일을 밤낮 그 주문만 외우면 눈 뜨고 앉

68)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42-23.
69) 이정립, 천후신정기 (김제: 증산교본부, 1985), 26-27.
70) 무라야마 지쥰, 조선의 유사종교,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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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무엇이 나타나는데…이것을 개안이라 하고 1년이나 2년 동안
주문을 읽으면 점잖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 교(敎)에서는 승
안(承顔)이라 하고 주문을 외우다가 펄펄 뛰게 되는 것을 전신(戰身)
혹은 강령(降靈)이라 하고 혹은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게 된다.”71)라
고 하여 신도들의 태을주 수련을 통한 신이한 종교적 체험에 대해 기
술하고 있다.
이후 전개된 증산계 신종교 교단들도 대다수가 태을주 염송을 주요
한 종교적 실천의례로 삼고 있으며, 교단마다 태을주 외 다른 주문을
곁들어 염송하고 있다. 이제 증산교본부의 주문수행에 대해 살펴보겠
다. 현재 증산교본부에서는 매일의 ‘수행규범(修行規範)’으로 하루의
시작인 아침과 취침 전에 심고(心告)와 송주(誦呪)를 규정하고 있다.
심고는 증산에게 참회 사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며, 송주는 심고 후
‘오주(五呪) 7편, 태을주(太乙呪) 49편, 절후주(節候呪) 7편을 송독’72)
하는 것이다. 오주는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일월 만사지 시천지 조화
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 원위대강 명덕
관음 팔음팔양 지기금지 원위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
제군’73)으로 증산이 종도들에게 가르쳐 준 주문이다. 증산은 이 오주
가 천지의 진액(津液)74)이라고 하면서 종도들에게 오주를 만인(萬人)
에게 전하라고 하였다.75) 절후주는 24절후를 동지부터 대설까지 읽는
주문이다.
이 주문 외에 ‘통용주문(通用呪文)’으로 ‘갱생주(更生呪)’76), ‘신성주

71) 《동아일보》 1922년 2월 25일.
72) 이정립, 증산교 요령6판 (김제: 증산교본부, 1990), 26.
73) 증산교 요령에 따르면 ‘時天地家家長世 日月日月萬事知, 侍天地造化定 永世
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 八陰八陽 至氣今
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 願趁天尊關聖’이다. (이정립, 증산교 요령6판
(김제: 증산교본부, 1990), 12-13.)
74)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서울: 동화교회도장, 1929), 195.
75)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96-197.
76) 天更生 地更生 人更生 更生更生更生 天人天地天天 地人地地地天 人人人地人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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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聖呪)’77), ‘관운장주(關雲長呪)’78), ‘진법주(眞法呪)’, ‘개벽주(開闢
呪)’, ‘칠성경(七星經)’이 있다. 갱생주는 “환부역조하는 옛 정신을 버
리고 원시로 반본하여 혈통줄을 바로잡는 새 신앙과 새 정신으로 새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니 봉교할 때에 송독할지니라”고 하여 입교 시
에 송독하는 주문이라고 하며, 태을주는 “위대한 구고신력(救苦神力)
을 가졌으니 치병할 때에 송독하고 또 일상 보건주(保健呪)로 송독할
지니라”고 하고, 신성주는 “무량한 영감력을 가졌으니 수련할 때에 송
독할지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운장주는 “대차력주라 하였으니 재
난을 당할 때에 많이 송독할지니라”고 그 효력을 말하고 있으며, 진법
주와 개벽주는 “천사께서 수련하사 성도(成道)하신 주문인데 수련석에
서 사수가 연사들을 지도할 때에 송독할지니라”고 하여 증산이 성도
시에 하였던 주문이라고 한다. 칠성주 또한 수련 시에 송독하는 주문
이다.79)
증산교본부에서는 일상의례 외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태을주 송독을 하는 ‘수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증산교본부에서 발행
한 계간지인 교보를 살펴보면 1982년 12월 22일 동지부터 일주일간
수련을 실시하였다. 총 36명이 참석하여 하루에 10시간씩 태을주를 송
독하였는데 이 주문송독을 ‘수련’ 혹은 ‘공부’라 표현하였으며 공부의
시작을 ‘입공(入工)’, 공부의 마침을 ‘결공(結工)’이라 칭하였다. 이 공부
의 명칭을 ‘구호단 요원 1기 수련’이라 하였으며 7일 공부를 마치고는
결공치성을 올렸다.80) 광제국 구호단 헌장이라는 책자를 보면 “증산
천사의 유명에 의한 대병겁의 극복의 사명완수를 기하기 위하여 광제국
을 설치고 사명완수를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할 시기에는 일체
교무를 광제국에서 대행한다.…증산교에서는 증산천사께서 비전하여 주
신 의통(醫統)으로 대병겁을 극복하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별로히
77) 神聖大帝 太乙玄垂 於我降說 範圍靈極
78) 天下英雄 關雲長 依幕處 近聽天地 八位諸將 六丁六甲 六丙六乙 所率諸將 一別
屛營 邪鬼 俺俺 急急 如律令 娑婆何.
79) 이정립, 증산교 요령6판, 11-21.
80) 증산교본부, 교보 제3호 (김제: 증산교본부, 1983),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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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통구호단을 조직한다.”81)라고 하여 이후 대괴질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의통으로써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구호단을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7일간의 수련은 구호단의 단원이 되는 입문 수행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증산교본부의 교리상 앞으로 닥칠 괴질을 대비하
여 남을 치유하여 구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의통을 하기 위한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교보에는 주문 송독과 수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당시 교단의 종무원장인 한상기씨는 “교인의 자질(힘)을 높이기 위해서
는 금년 안으로 교인전원은 수련을 이수할 것이며 수련미필자는 광제요
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입교인들은 가정에 영정을 봉안하고 조석으로
교운과 국운 그리고 가정운을 심고로 주송을 게을해서는 안됩니다. 우
리는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부닥치드라도 주문을 일심으로 송주하면 만
사가 풀어지는 것은 주문을 많이 읽으므로써 연력(練力)이 축적되고 심
령의 영대가 밝아지므로 모든 사된일이 물러서게 하는 방파제가 되며
五년동안 윤회전생으로 五년이나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는 수
련으로 정혼을 무쇠와 같이 뭉쳐서 광제성업을 완수하는 역군이 되어야
겠으며 후천의 낙원에 행복을 누립시다.”82)라고 하였다. 즉 일심으로
송주하면 주문의 힘이 축적되어 조화가 일어나고 정혼이 강해져 중생을
구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으며 영생을 하게 되며 낙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2) 증산법종교
증산법종교(甑山法宗敎)는 증산의 무남독녀인 화은당(華恩堂) 강순임
(姜舜任, 1904-1959)에 의해 창설된 교단이다. 증산법종교에서는 화은
당을 ‘선사(禪師)’라고 부르며, 화은당에 대해 “상제님께서 규정하신 천
지공사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명받고 화현한 천상선녀로서 증산법종

81) 증산교본부, 광제국 구호단 헌장 (김제: 증산교본부, 시기 불명).
82) 증산교본부, 교보 제8호 (김제: 증산교본부, 198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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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창교년도인 정축 9월 17일에 본체는 상제님이시고 인신으로는 아버
지이신 교조님으로부터 신명계시를 받았스며 이후 천지대신명을 부리면
서(使役) 상제님께서 화천하신지 29년만에 증산법종교를 창교하시고 상
제님 화천 40년만에 오리알터에 증산법종교의 터전을 마무리하신 분이
십니다.”83)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증산법종교에서는 증산의 법통을 화
은당이 이어받았으며, “본교를 창설하신 선사의 경력은 곧 본교의 연혁
에 해당되는 것이다.”84)이라고 하여 화은당의 종교적 활동이 증산법종
교의 연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증산법종교의 교리 및 수행은
화은당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증산법종교 또한 여타의 증산교단과 마찬가지로 주문 송독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교단에서 발행한 교리문답에는 수행을 ‘수공(修
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수공의 방법은 “경배(敬拜)와 송주(誦呪)
그리고 치성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일수공(日日修工)과 집단적으로
하는 집체수련(集體修鍊)이 있습니다.”85)라 하고 있다. 경배는 증산 상
제에 대한 배례(拜禮)를 말하며, 주문 수행은 개인 수행과 집단 수행으
로 나뉜다는 것이다.
송주에 대해서는 “송주는 수공의 큰 강령(綱領)으로 단좌부동(端坐不
動)하여 정심(正心), 정신(淨身)으로 정성을 다하여 법식에 합당하여야
천지의 기를 몸에 강림하여 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86)라고 하여 송
주가 수공의 핵심이며 송주를 통해서 천지의 기운이 몸에 강림하게 된
다고 하고 있다. 태을주에 대해서는 “천지간에 지극히 높은 주문으로서
만세에 억조창생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주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
하는 힘이 있으므로 최소한 30만독은 하여야 합니다.”87)라고 태을주
송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 다른 주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83)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김제: 사단법인 증산법종교, 2001), 19-20.
84) 증산법종교, 화은당실기 (김제: 사단법인 증산법종교, 1989), 9.
85)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김제: 사단법인 증산법종교, 2001), 28.
86)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32-33.
87)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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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진주주88)·준제주89)·자씨주90)는 법종교의 전각 중 삼청전에 봉
안한 세 부처에 대한 송덕주라고 하며, 시천주는 천지의 큰 기운이 강
림하는 주문, 칠성주는 모든 재난을 없애고 복을 구하는 주문, 운장주
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차력주문, 진법주는 천

지의 신명과 조상신이 힘을 합해 재난을 소멸하고 복을 내리는 주문,
오주91)는 신선세계의 조화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문, 대도주92)는 수
공의 진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 개벽주, 옥추통주 ,삼천주, 이십
사장주, 이십팔장주, 도통주 등이 있다고 한다.93)
증산법종교 홈페이지에는 2016년 일일공부 시 사용하는 주문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송독 주문은 태을주 1송, 진주주 1송, 준제주 1송, 염불
1송, 도통주 1송, 오주 1송, 태을주 30분 수공의 순서로 2015년 동지
부터 2016년 동지까지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였다.94) 일상생활에서의
송주 외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주문 송독을 수행하기도 하
는데, 홈페이지에 2016년 56차 동계수공 실시 안내를 하고 있다. 동계
수공은 2번에 걸쳐 12월 초순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2박3일의 일
정으로 진행한다고 한다.95) 동계수공은 주로 전각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천하전(天廈殿)에서 실시하는데, 이 천하전은 “열석자의 증산상
제님의 목조영상(木造靈像)과 좌우에 보처영상을 모신 삼위일체의 신앙
처로써 도생들이 겁기를 벗는(掃除濁劫) 수련의 본원처(本源處)이며 억
조창생에게 식록(食祿)을 내려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96)라고 하여 업
88) 진주 진주 지진주 나무아미타불(眞主 眞主 至眞主 南無阿彌陀佛)
89) 준제 준제 주준제 나무아미타불(準提 準提 主準提 南無阿彌陀佛)
90) 자씨 자씨 자자씨 나무아미타불(慈氏 慈氏 慈慈氏 南無阿彌陀佛)
91)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六丁六甲 智慧勇力).
92) 증산교본부의 오주와 비교할 때 몇 글자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93)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pp.33-36.
94) http://jsbeob.com/_notice/?cId=321
95) http://jsbeob.com/_notice/?cId=342
96) 증산법종교, 교리문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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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벗는 수련처라고 한다.
증산법종교 또한 다른 증산계 교단과 같이 태을주 염송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다른 증산계 교단에는 보이지 않는 주문을 송독
하는 것과 불교적인 주문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염불도 함께 실
시한다는 점이 다른 교단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는 증산계 신종교의 최대 교단으로서 1곳의 종합대학교와
6곳의 고등학교를 설립했고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6년간 6,3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 사회사업에 투입하는 등97) 현재 활발한 종교적
활동을 지속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친자 종
도가 아니며 생전의 증산과 면식이 없는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가 증산의 종통을 계승하였다고 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께서 만주
(滿洲) 봉천(奉天)에서 강성상제(姜聖上帝)로부터 그 천부(天賦)의 종통
계승(宗統繼承)의 계시(啓示)를 받으신 데서 비롯하여,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이어받으신 도전(都典)께서 영도(領導)하시는 우금(于今)까
지 반세기(半世紀)를 훨씬 넘은 60여년간(餘年間)의 발전사(發展史)를
가진 종단(宗團)의 명칭(名稱)이다.”98)라고 하여 강증산 -> 도주(道主)
조정산-> 도전(都典)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계승(繼承)하여 五十년 공부(工
夫) 종필(終畢)로써 전(傳)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의 유법(遺法)
을 숭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創設)한 것이다.”99)라고 하여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사상과 증산의
97)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편, 한국 종교의 확산 전략 (파주: 한국
학술정보(주), 2012), 139-140.
9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5.
9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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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체계화, 유형화하여 세운 정산의 법을 숭신하는 단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실천, 즉 의례와 수행은 곧
정산에 의해 규정되고 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문 수행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대순진리회도 여타의 증산계 신종교와 마찬가지로 태을주를 위시한
주문 송주를 중시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수행을 ‘수도(修道)’라고 지칭
하는데, 수도에 대해서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
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鍊磨)하여 영통(靈
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
.”100)라고 규정하고 있다. 곧 수도는 상제를 모시고 위하는 정성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정해진 주문을 송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도를 기도, 수련, 공부로 구분하고 있다. 기도는 일상의례
인 평일기도와 정기의례라 할 수 있는 주일기도로 나뉜다.101) 평일기도
는 매일 가정에서 축(丑) 시나 미(未) 시에 행하며, 주일기도는 갑(甲),
기일(己日)의 오(午) 시102)에 지정된 장소나 자택에서 행한다. 평일기도
는 12종류의 주문으로 구성된 주문 전문(全文)을 1회 낭독한 뒤 태을주
24회, 기도주 24회를 낭독하며 총 20여분 정도 소요된다. 주일기도는
1시간 정도 주문을 송독한다. 대순진리회의 창설자인 우당 박한경은 기
도에 대해 “모든 도인들은 기도에 간직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한
다.…참된 정성이 있는 곳에 상제님의 하감(下鑑)이 있는 것이며, 천지
신명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03)라고 하여 기도 시 정성
된 마음으로 주문을 봉송할 때 상제의 하감과 신명의 응감(應感)이 있
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당은 “도를 닦는 행사에 있어서 주문이
10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8.
10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8. “수도(修道)는 공부(工夫)와 수련(修
鍊)과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區分)한다.”
10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8. 대순진리회요람에는 자, 오, 묘, 유 시
에 행한다고 되어있으나 주로 오 시에만 행해지고 있다.
103) 우당 훈시(대순진리회 미출간 자료), 198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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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하다.”104)고 하였고,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주문이다.
입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105)라고 하여 주문
의 송독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도가 증산의 위시한 천지신명을 위한 정성과 공경 의례라면, 수련
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심성과 기질을 닦아서 맑고 바른 본래의 심성
과 기질로 환원시키는 마음과 몸의 단련”106)이다. 대순진리회의 수련은
특정 시간(주로 갑, 기일인 주일의 이틀 뒤 저녁 8시)과 장소(주로 회
관)를 정해서 단체로 또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주문을 봉송하
는 것이다. 우당은 “지방 도인들이 회관 또는 회실에서 수련을 계속하
는 일은 수도자로서 수심정기(修心正氣)하는 방편이다.”107)이라고 하여
주문 송독을 통한 수련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우당은 수도인들로 수
련반을 편성하여 3박4일간 수련을 실시하였으며 태을주 수련의 중요성
에 대해 누차례 강조하였다.
대순진리회의 공부(工夫)는 시학(侍學)공부와 시법(侍法)공부로 구분
된다. 시학공부는 “마음과 몸을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하는 침잠추밀(沈
潛樞密)에 관한 공부”로 기도주, 태을주, 운장주, 칠성주, 도통주가 쓰인
다. 시법공부는 시학공부를 마친 수도자가 전진하며 “상제님을 대월(對
越)하고 영시(永侍)하는 법리에 관한 것”으로 진법주가 사용된다.108) 대
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 따르면 공부는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
도 당시 정산에 의해 짜여졌다.109) 이 공부는 여주본부도장에서 거행되
는 희생의례인 치성과 더불어 대순진리회 종교의례의 절정에 해당한다.
정산과 우당 모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우당은 공부 시
에 시간의 철저엄수와 주문을 한 글자라도 틀리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104) 우당 훈시, 1992년 4월.
105) 우당 훈시, 1991년 7월.
106)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170.
107) 우당 훈시, 1986년 9월.
10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4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6, 3.
10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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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과거 지존시대(地尊時代)에는 신봉어지(神封於地) 즉 땅
에 신명을 봉했었다면 이제 이 공부는 신봉어인(神封於人) 즉 신명을
사람에게 봉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공부 즉 주문 수행을 잘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110) 즉 우당은 시학ㆍ시법공부가 실시되고 있는 도장에 대해
“도장(道場)은 정결(淨潔)하고 신성(神聖)한 곳입니다. 양위 상제(兩位
上帝)님을 봉안하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가득한 신성(神聖)한 성지(聖
地)입니다.”라고 그 신성성을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수도(修道)공부를 하고 있습니다.”111)라면서 공부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4. 결론
이상 동학계 세 교단과 증산계 세 교단의 주문 수행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동학계 세 교단인 천도교, 천진교, 수운교는 각기 다
른 정통성을 주장하며 교리와 세계관 또한 다르게 발전 전개되었다. 물
론 초기동학의 공통적 분모를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질적 전개
는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그 종교적 실천과 수행을 살펴보면, 주문 수
행이라는 공통점을 본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교조 최제우의 성
스러운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 주문은 본고에서 언급한 후기교단에서도
수용되어 수행의 핵심으로 기능하였다. 입문의례 즉 입교 시에도 주문
을 송독하고 일상의례와 정기의례 시에도 개인 혹은 단체로 주문을 송
독하며 교조의 종교적 체험을 재현하고 자신 또한 그러한 체험을 시도
하였다. 입문의례 시의 주문 송독은 교조 최제우가 상제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은 신성한 사건을 재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입교자
는 교조 최제우처럼 새로운 종교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일상
의례나 정기의례 시 주문 송독을 하는 것은 독축(讀祝)을 하는 것과 비
110) 우당 훈시, 1992년 7월.
11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35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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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될 수 있을 것이다.112) 즉 유교문화권이 전통의 한국사회에서는 의례
시 축문을 읽고 소지(燒紙)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소정의 주문을 송독
하는 의례로써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단들은 송주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좀 더 심화된 수행을 통한 종교체험을 활성화 하였는데,
이는 ‘특별기도’나 ‘특별수련’의 형태로 구성하여 일상의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두며 집중적으로 성스러운 체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과 같다. 천도교가 영부 수행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주문 수행만 계승
발전하였다면, 천진교는 주문 수행과 영부 수행이라는 두 전통을 계승
하고 주문 수행의 경지가 깊어진 다음 영부 수행에 나아간다는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도교와 천진교에서
주로 송주하는 주문이 21자주이며 송주방식도 대동소이한 반면, 수운교
는 불교식 염불과 교조 이상룡에 의해 작성된 주문을 본주문과 곁들어
송주한다는 점이 다르다.
증산계 신종교의 경우 본고에서 언급한 증산교본부, 증산법종교, 대
순진리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교조인 강증산을 신앙하고 있지만 각기 다
르게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리 또한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증산을 각각 다른 명칭으로 칭하는 등 증산 신격에 대
한 이해, 종통 계승, 수행론 등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태을주를 중시하며 오주,
운장주, 진법주, 칠성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태을주 송주를
의례와 수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일상의례와 정기의례 시에도 태을
주를 염송하며, 태을주를 집중적으로 암송하는 특별수련이나 공부를 시
행하여 신앙심을 높이고 교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동기로 삼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태을주 등의 주문이 전승 과정에서 교단별로 변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송주 시간과 방식 등이 각각 다르게 발전하
였으며, 특히 증산법종교의 경우 불교식 주문이 많이 첨부되어 송주되
112) 최종성은 충북 진천의 천제와 축문을 연구하면서 그간의 축문에 대한 연구와
발간된 축문집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최종성, ｢진천 금한동의 천제와 축문｣, 
종교학연구 33 [201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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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신종교들은 교조의 종교적 체험 또는 교조의 언설을 기초로 하여
주문을 송독하는 것을 종교적 실천의 주된 요소로 삼고 있다. 2대 혹은
후대 교주의 교설에 따라 병행되는 주문이나 송독 방식이 달라지는 등
변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입교, 일상의례, 정기의례, 특별수련 등에
서 주문 수행을 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즉 이 신종교인들은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며 성스러운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러한 영
험담을 공동체에 공유하면서 신앙심과 단결력을 높였던 것이다.

주제어 : 주문 수행, 동학, 최제우, 강증산, 시천주, 태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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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신종교의 주문 수행
– 동학계와 증산계 신종교를 중심으로 -

박인규(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본 논문은 한국 신종교 가운데 동학계와 증산계 신종교의 종교적 실
천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신종교들은 모두 주문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는 것 즉 주문 수행을 종교적 수행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
한 원인은 주문이 동학계와 증산계 신종교의 교조인 수운 최제우와 증
산 강일순의 종교적 체험 또는 교설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동학계 신종교로 천도교, 천진교, 수운교를 다루었다. 천
도교는 수운 -> 해월 -> 의암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수운
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21자주를 송독하는 것을 의례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천진교는 수운 -> 해월 -> 구암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
며 21자의 송독과 영부수행을 종교적 실천으로 행하고 있다. 수운교는
해월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이상룡이 수운의 환생이라고 여기고 있다.
수운교는 21자주 외에 불교식 주문과 염불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증산계 신종교의 많은 분파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증산교본부, 증산
법종교, 대순진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증산교본부는 초기 증산
사상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상호, 이정립에 의해 설립된 단
체로 증산의 언설을 계승하여 태을주 염송을 중시하였다. 증산법종교는
증산의 여식인 강순임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태을주 수련과 함께 불교
식 주문과 염불을 겸하여 수행한다. 증산계 최대 교단인 대순진리회는
조정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수련, 기도 시 주문을 염송하
며 공부를 통해서 특별한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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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종교들이 각기 다른 정통성과 교리를 주장하며 그 차별성을 보
이고 있지만, 주문 수행이라는 공통된 종교적 실천을 실행하고 있다.
사용하는 주문과 방식도 변이가 발생하였지만 일상의례, 정기의례, 특
별 수련 등이 주문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공통적 특성이 나타나
고 있다.
주제어 : 주문 수행, 동학, 최제우, 강증산, 시천주, 태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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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antation Practice of Korean New
Religions
: Focused on Jeungsan groups and Eastern Learning groups

Park, Ingyu(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ligious practices of Jeungsan
groups and Eastern Learning groups among Korean new religions.
All of these new religions have been doing incantation practice
as their central religious practice. The reason is that the
incantations are deeply related to the religious experience or the
teaching of the founders.
In this thesis, I researched Chundogyo, Chunjingyo and
Suungyo among Eastern Learning groups. Chundogyo insists on
the legitimacy that is passed down from Suun to Haewol and to
Uiam. And Chundogyo follows Suun’s teaching and takes the
reciting 21-letter-incantation as the main religious practice.
Chunjingyo claims that the legitimacy is from Suun to Haewol
and to Guam and recites 21-letter-incantation while drawing
spiritual charm called Yongbu as the religious practice. Suungyo
denies the legitimacy of Haewol and claims that Lee Sangryong
is

the

reincarnation

of

Suun.

Suungyo

recites

21-letter-incantation and chants a Buddhist prayer and mantra as
the main religious practice.
I

studied

Jeungsangyobonbu,

Jeungsanbubjonggyo

and

Daesoonjinrihoe among Jeungsan groups. Jeungsangyobonbu was
founded by Lee Sangho and Lee Junglip who played a key role
of disseminating Jeungsan’s thought. It puts emphasis on reciting
Taeulju

as

religious

practice

following

Jeungsan’s

word.

Jeungsanbubjonggyo was founded by Kang Sunim who is the only
daughter of Jeungsan. This organization recites Taeulju and does
a Buddhist prayer as religious ritual and practice. Daesoon
Jinrihoe is the biggest organization among Jeungsan groups and
insists the legitimacy of Jo Jeongsan. And Daesoon Jinrihoe also
lays emphasis on reciting Taeulju and formulates practice, prayer
and special practice.
These

religious

organizations

insist

their

legitimacy

respectively and spread their own doctrine differently. But they
do incantation practice as religious activity in common. Recited
incantations and the way of reciting are different among these
organizations. But it is common characteristics that ordinary
ritual, regular ritual and special practice are conducted mainly
through reciting incantations.

Key Words : incantation practice, Eastern Learning, Choi Jewoo,
Kang Jeungsan, Sichunju, Taeul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