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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대 한국어에서 개벽(開闢)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개벽(開闢) 명사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림.
개벽 이래 가장 큰 홍수가 났다.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힘.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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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하늘이뒤집힌듯그냥 퍼붓는것이었다. 사람마다개벽을생각하고
노아의 홍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변영로, 명정 40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벽세상/동학은저런못된법도를 뜯어고쳐개벽을하자는것입니다. 송
기숙, 녹두 장군1)
¶

③
¶

이들 정의는 순환적 우주론의 세 국면을 반영하고 있다. 은 세상이 처음 만들
어지는 우주창생(宇宙創生, cosmogony)의 단계를 말하고, 는 그 세계가 붕괴,
전복되는 종말론(eschatology)의 상황이며, 은 그 이후에 도래하는 새로운 체
제의 창설(foundation), 나아가 (예문에 의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정치행위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현대 한국인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친숙한 것은 단연 와 의
의미다. 한국어 사용자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거나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때, “개벽”이란 현재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또한
“천지가 개벽한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느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2)
이와 같은 용법은 통속적인 용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
기까지 한국의 많은 신종교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개벽 개념을 교의와 실천의 핵심
적인 요소로 삼아 왔다.3) 윤승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②

③

②

③

1) 국립국어원 웹페이지의 온라인판(http://stdweb2.korean.go.kr)을 따름(최종접속
시기 2018. 4. 23.). 같은 사전에는 동사형인 “개벽하다” 항목도 있는데, 이 또한 위
, , 의 정의가 각각 동사형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밝힌 것이다.
2) 이것은 문어적인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널리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들의
게시물들을 “천지가 개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오늘날에도 다양한 세대, 다양한
맥락의 발화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나 파국적인 종말, 새로운 세계의
도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벽 교의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국 신종교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비교적최근에발표된종합적인연구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노길명, 개벽사상의 전개와 성격 , 한국학연구 28
(2008); 한종만, 후천개벽사상 ,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2009); 박광
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소고 , 한국종교 35 (2012); 김홍철, 근 현대 한국
① ②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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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종교운동에서의 개벽이란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다.”4) 이런 맥락에서 윤이흠은 종교적 신념의 유형 가운데 하나를 “개
벽형(Eschatology Type)”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 ) 개벽형은역사의황금시대가도래할것을기대하고그때가올것을준비
해야하는일에관심이집중된다. 황금시대가오면지금까지의사회적문제들과
개인생존의어려움들이모두일거에해결되며, 따라서황금시대의조건은현존
적 인간 및 사회 조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이상 사회가 도래한다고 믿게
된다. 현사회조건과황금시대의이상사회조건의차이가심하면심할수록새시
대의도래는극적이며새시대의개벽은더장엄하고그충격은더크게마련이다.
그러므로개벽사상은사회의본질적변혁을추구하는개혁의지와이상사회에
대한 집단적 꿈이 깃들어 있다.5)
…

이런 의미에서 개벽은 종말론(eschatology), 천년왕국론(millenarianism)
등의 비교종교학적 범주와 동일시된다.6) 여기에는 우주론적인 변동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혁명적 지향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용법이 개벽 개념의 고전적인 용례와도 다르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용례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7) 앞서 표준국어

신종교의 개벽사상 고찰 , 한국종교 35 (2012);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사상
(모시는사람들, 2017); 신진식, 신종교의개벽사상 비교 , 한국철학논집 56 (2018).
4) 윤승용, 한국 신종교와 개벽사상, 14.
5) 윤이흠,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 장병길교수 은퇴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
종교의 이해 (집문당, 1985), 29-30.
6) 종말론, 천년왕국론 등은 역사적으로는 유대-그리스도교적 맥락에서 도출된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다양한 전통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혁세(革世) 지향의 종교현상을 다루기
위한 일반 범주를 가리킨다.
7) 한어대사전(漢語大辭典)에기재된“開闢”에대한다섯가지정의가운데, 여기서다루는
우주론에 해당하는 것은 “우주의 시작을 가리킴. 고대신화로 반고씨(盤古氏)가 하늘과
땅을 연 것(指宇宙的開始. 古代神話, 謂盤古氏開天闢地.)”이라는 것뿐이다. 이것은 특정
한 신화, 그것도 특정한 우주창생신화에 한정된 정의다. 일본어와 현대 중국어에서의
용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 토지의 개간, 새로운 영역의 개척, 새로운
왕조의 건국 등도 “개벽”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 용법은 “開”와 “闢”의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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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전의 번 정의에서도확인할수 있듯이, 개벽의 1차적인의미는하늘과땅이
열리는 우주창생(cosmogony)의 순간이다. 이를테면 반고(盤古) 신화나 고사기
(古事記)의 첫머리에 있는 창세신화(創世神話)가 묘사하고 있는, 카오스(chaos)
로부터 코스모스(cosmos)로의 이행, 즉 현재의 세계가 형성된 사건을 말한다.
김홍철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근대 한국에서도 “개벽이라는 말은 실상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천지개벽(天地開闢) 또는 천개지벽(天開地闢)의 줄임말로 하늘
과 땅이 열린다는 뜻이다. ( ) 개벽은 이 세상이 처음 열렸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다.”8) 전근대 문헌에서 흔히 보이는 “개벽이래(開闢以來)”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의 개벽개념을전제하고있다. 이것은어디까지나머나먼 과거, 태초의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미래에 일어날 현 세계의 종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은 고전적인 이해를 “우주창생적(cosmogonic)” 개벽 개념이라고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의 종교언어와 일상언어에서 사용되
는 개벽이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종말론의 관념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독특한 이해를 “묵시종말적(apocalyptic)” 개벽 개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문제는 이런 개벽 개념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한국종교에서 현저하게 나타는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의 “기원”이란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의미이다. 종교사에서 개념
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며, 당대 및 이전 시대에서 비롯한
문화적 재료들의 조합 및 재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벽 개념에 대한
①

…

의미, 즉 단순히 “열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이나 체제를 ”여는“
행위또한하나의우주를창설하는것과동일시된다는점에서이또한우주론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비유적 의미의 개벽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한국어 사전의 번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존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종말론적 의미는 결여되어 있다.
諸橋轍次, 大漢和辞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5); 北原保雄 編, 明鏡国語辞典 第2版
(東京: 大修館書店, 2010);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编, 现代汉语词典
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등의 “開闢(开 )” 항목 참조.
8)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26.
③

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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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이해의 기원 또한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이 아닌 지성사 및 문화사적인 조
건의 변동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19세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사회와 세계의 변혁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후천개벽(後天開闢)”과 같은 신종교들의 사상으로 수렴되었다고 해석하
는 경향이 있다. 필자 또한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벽
개념의 의미 변화 혹은 확장을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종교
문화 전반에서 일어난 다양한 층위의 변동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더 앞선 시기, 즉 18세기 자료에서 드러나는 장기적인
전환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개벽(開闢)과 개벽(改闢)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출현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된 근대 신종교들의 영향이라는 주장일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개벽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기점을 동학
(東學)의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에게서 찾는다.
수운은 스스로 하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며, 그 종교적 신심을
토로하는데서개벽이라는말을사용하였다. 개벽은일반적으로천지창조를뜻
하였고, 그것은우주의주재자인하늘님에의해주도되었다고인식되어왔다. 수
운은바로그하늘님에게천명을받았다고믿어천지창조에못지않은새로운변
화를 기대하면서 ‘다시 개벽’이라고 하였다.9)

그러나 최제우 자신의 저서로 알려진 초기 동학경전들에서 개벽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드물게 발견되며, 한글 가사(歌辭)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담유사(龍
9)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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潭遺詞)에 집중되어 있다. 용담가(龍潭歌) 에 의하면, 최제우는 “하느님(

님, 上帝)”의 말을 통해 자신의 시대를 최초의 개벽, 즉 우주창생의 순간으로부터
“오만 년”이 지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또 한 번의 개벽, 기존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시 개벽”이라는 개념은 안심가
(安心歌) 와 몽중노소문답가(夢中老少問答歌) 에서 드러난다.10) 최제우의 언
어 속에서 “개벽”은 그 자체로는 “오만 년 전”에 있었던 우주창생의 사건이다. 그가
추가한 내용은 그와 같은 우주론적 대변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최제우 이외에도 이 시기에 활동한 종교사상가들, 대표적으로 정역(正易)을
창안한 김항(金恒)이나 증산계(甑山系) 신종교들의 교조인 강일순(姜一淳) 등에
게서도 이와 유사한 사유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비롯한 식민지시대의
종교운동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른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교의화를 시도하
였다. 이는 신비주의적인 수행론, 문화운동, 정치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
으며, 개벽의 시기에 대해서도 교조의 종교경험이 있었던 시점이라는 주장으로부
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예언, 혹은 당대에 개벽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동학계 종교들, 특히 천도교에서는 최제우의 포덕을 후천개벽의 기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더욱 정교한 교의화를 시도하였다.11) 이 단계에서 개벽 개념은 기존의
우주창생적 ‘선천개벽’과 동학에 의해 주도되는 묵시종말적 ‘후천개벽’으로 분리된
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문헌의 ‘다시 개벽’과 동일시되는 후천개벽은 이미 시작되
었고, 지금 진행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건으로, 따라서 교인들의 실천적
10) 용담유사 (癸未版), 용담가 , “님신말벽후오만년의네가첨이로다.
도  벽이후 노이무공 다가셔 너를만 셩공니 도 셩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 안심가 , “십이제국 괴딜운수 다시벽 안일넌가.”; 몽듕노소문답가 ,
“십이제국 괴딜운수 다시벽 안일넌가.”
11) 한편 상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학교가 출판한 가사들을 바탕으로 동학계 종교
가운데에도 “후천개벽”이 아니라 “선천회복(先天回復)”의 교의가 형성되는 사례도 있었음
을 밝힌 연구도 있다. 박병훈, 상주 동학교 선천회복 사상 일고 , 종교학연구 33
(2015). 이것은 최제우의 개벽 사상이 결코 단일한 방식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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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식민지시기에 발표된 다음 글들은 그와 같은
지향을 잘 드러내 준다.
포덕일년경신사월오일은후텬벽쳣날이오우리셰상회츈든아이라신
인과 셩인이 니에 리 녯한울을 량야 한울을 만드시니12)
古人이開闢의意義를天開地闢이라한意味에조차보면이는原始的天地肇
判의開闢을이른말이며今에大神師의이른開闢은原始的開闢을일커른말이
안이오純粹한人文開闢을가르치심이니故로大神師는前者를先天開闢이라하
고後者를後天開闢이라하엿나니後天開闢은情神及物質의開闢을이름이라13)

같은 시기 증산계 종교들 또한 묵시종말적 의미의 개벽을 강조하였다.
이는天地成功하는
라 西神이司命하야萬有를宰制함으로모든理致와모
든일을모와서크게이루나니이所謂開闢이니라. 萬物이가을바람앞에或凋
落도되며或成熟도됨과 갓치참된者는碩果를엇어그壽가길이昌盛할것이요
거짓된 者는 말나
어져 길이 滅亡될지니라14)

1920년대에 간행된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 대순전경(大巡典
經) 등의 경전에서 개벽은 인문(人文)운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천도교의 그것보
다는 상대적으로 신비적, 묵시적인 성격을 띤다. 개벽의 시점 역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어, 이로부터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15) 이런
12) 金天一, 션텬과 후텬의 관계 , 天道敎會月報 42 (1914. 1.), 10.
13) 李敦化, 人乃天要義 (京城: 開闢社, 1924)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동학사상자료집
3 (아세아문화사, 1979), 207-208.] 여기에서제시된“정신 및물질의개벽”이란 원불교
에서도 강조하는 관념이다. 잘 알려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는
六大要領 (1932)에서부터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14) 李祥昊, 甑山天師公事記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6), 12.
15) 개벽의시점및그를바탕으로한수행론등초기증산계경전에서의개벽론에대해서는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148-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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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전근대의 우주론에서 주로 ‘최초의 개벽’ 이후의 ‘현존 세계’를 가리키던
‘후천(後天)’이라는 개념은 개벽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개벽
이전의 기존 세계가 ‘선천(先天)’으로 규정됨에 따라, 옛 세계를 형성한 과거의
개벽, 즉 태초에 일어난 우주창생적 개벽의 자리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분명 근대 이후 한국의 종교문화 전반, 나아가 대중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
시 개벽’ 혹은 ‘후천개벽’으로서의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이 유포되어 일반화된 것
은 이들 신종교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벽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수운, 증산 등 몇몇 종교적 천재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창안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 하필 전통적 우주창생론의 언어였던 개벽이라는 단어가 이 시기 종교
운동들의 종말론적 지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새로
운 용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여러 상이한 종교운동들에 활발하게 수용되
고, 일상 언어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등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은,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 자체 혹은 그
맹아가 신종교들의 등장 이전에 이미 한국의 종교문화 속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다. 이런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근대 개벽사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
들은 이미 정감록(鄭鑑錄)류의 도참신앙, 종말론적으로 이해된 미륵신앙, 운도
론적 시운관(運度論的 時運觀) 등과 같은 전근대의 다른 세계관들과 근대 신종교
의 개벽 이해 사이의 관련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16)
이런 주장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한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들 “민
중사상”들과 근대 개벽 개념 사이의 연속성은 문헌으로 증명되기 어렵다. 이들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단지 그 종말론적, 혁세적 지향에서 드러나
는 유사성 때문이다. 둘째, 그와 같은 접근은 이전 시대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상
들이 근대 신종교를 통해 체계화되고 완성되었다는 목적론적인 가정으로 이어지
기 쉽다. 만약 신종교 사상의 출현을 역사적 종착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조선후기
로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문화적 전환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16) 노길명, 개벽사상의전개와성격 , 183-186; 김홍철, 근 현대한국신종교의개벽사상
고찰 , 9-12.
·

開闢과 改闢 211

우리는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이 출현할 수 있었던 종교문화적 조건들에 대해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러나 다소 의외의 자료로부터 전근대 한국에서 일어
난 개벽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계보학적 논의를 이어가려 한다. 1801년의 신유교옥
(辛酉敎獄) 시기에 작성된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 가 그것이다. 조선에서의
그리스도교 박해 상황을 북경교구(北京敎區)에 보고하며 구원을 요청한 이 편지
에서 황사영(黃嗣永)은 교회 내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다
음은 그 가운데 정약종(丁若鍾)에 대한 언급이다. (그림 1)
정약종 오사정(奧斯定, 아우구스티노)은 성품이바르고뜻이오롯하며 세심
함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선학(仙學)으로 장생(長生)할 뜻이
있었는데, ‘천지개벽(天地改闢)’의 설을잘못믿고는한숨을쉬며이렇게말하곤
했습니다. “하늘과땅이바뀔때면신선도소멸되는걸피할수없다.결국장생하
는길이못되니배울것이못된다.” 마침내성교(聖敎)를 듣고는독실하게믿고
힘써 행했습니다.17)

이에 의하면 정약종은 그리스도교에 귀의하기 전에 선(仙)을 배우면서 언젠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사(不死)의 신선(神
仙)들마저도 사라지는 우주 소멸의 순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서의 개벽이란 일반적인 우주창생적 의미가 아니라 60여년 후에 최제우가 사용한
‘다시 개벽’, 혹은 식민지시기 신종교들이 교의화한 ‘후천개벽’에 가까운 묵시종말
적 개념이다.
이 문제에 있어, 이 구절에는 그 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논의
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대부분의 판본에서 정약
종이 “잘못 믿었던(誤信)” 개벽을 ‘開闢’이 아니라 ‘改闢’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17) 邪學罪人嗣永事推案, 嘉慶6년(1801) 10월 9일, “丁奧斯定若鐘, 性直志專詳密過人.
嘗有仙學長生之志, 誤信天地改闢之說, 歎曰, ‘天地變改時, 神仙亦不免消瀜. 終非長生之
道, 不足學也.’ 及聞聖敎, 篤信而力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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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혹은 기존의 우주
창생적 개념과 구분되는 묵시종말적 의미를 표
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사용된 표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사영백서 의 판본에 대한 여진천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이 편지의 한문본은 모두 8종이
존재한다. 먼저 정부측의 기록으로는 심문기록
인 사학죄인사영사추안(邪學罪人嗣永事推案)
에 포함된 판본과 사신 조윤대(曺允大)가 청나
라에 가져간 축약본인 이른바 가백서(假帛書)가
있다. 다음으로 남인(南人)측에서 천주교를 공
격하기 위해 발간한 벽위편(闢衛編)에 포함된
판본과 이를바탕으로 한두편의 발췌본, 그리고
노론(老論)측에서 이와는 별개의 판본을 바탕으
로 동린록(東麟錄)에 실은 사본이 있다. 오늘
날 황사영백서 의 ‘원본’으로 알려진 판본은
1894년 의금부 고문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1925년에 교황청으로 전달된 것이
다.18) 마지막 하나는 이 과정에서 천주교인 정
남규(鄭南奎)가 원본을 필사하여 현재 절두산 한
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보관된 판본이다.19)
이 가운데 정약종의 “천지개벽설” 언급 부분을
그림 1 황사영백서 의
“천지개벽(天地改闢)” 언급 부분 포함하고 있는 판본은 ‘가백서’를 제외한 7편이
(邪學罪人嗣永事推案) 다. 그 중 해당 단어를 ‘改闢’으로 표기한 것은
18) 이 ‘교황청본’의 동판사본은 현재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뒤에 언급되는 정남규의 필사본과는 별개의 판본이다.
19) 여진천, 황사영 백서와 이본 (국학자료원, 20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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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본과 정남규의 필사본, 그리고 추안본이며, 그 외 벽위편과 동린록에
실린 4편은 모두 ‘開闢’으로 되어 있다. 판본의 성격이나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황사영의 원문 표기는 ‘改闢’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원본으로 추정되는 교황청본
과 그것을 직접 필사한 판본들은 공통적으로 ‘改闢’ 표기를 택하고 있으며, ‘開闢’
표기는 오직 2차적인 편집 과정을 거친 판본들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내적으로도, 이어지는 정약종의 발언에서 “하늘과 땅이 바뀔 때(天地變改
時)”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에서 보아 한때 그가 믿었다는 종말론의 이름은 ‘天地
改闢’, 즉 ‘하늘과 땅의 다시 개벽’ 이었음이 명백하다.
백서 의 원래 표현이 ‘改闢’이었다면 편집을 거친 판본들은 왜 이를 ‘開闢’으로
수정하였는가? 당시 황사영은 태초의 개벽이 아닌 미래의 새로운 개벽이라는 의
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改闢’이라는 표기를 택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대의 지식인들에게도 낯선 개념이었으므로 벽위편이나 동린록의 편집자들
은 이를 익숙한 단어인 ‘開闢’으로 수정했을 수 있다.20)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서학비판서가 편집된 19세기 초에 이미 ‘開闢’이라는 단어가 ‘改闢’
이라고 표현되는 묵시종말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백서 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改闢’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당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근대
이후에 현저하게 부각되는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에 가까운 것이 18세기 말 이전
에 이미 한국의 종교문화 내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그렇다면 최제
우의 ‘다시 개벽’ 또한 완전히 새롭게 창안되었다기보다는 ‘改闢으로서의 開闢’이
라는 관념의 새로운 표현, 혹은 ‘改闢’의 한글 번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 이와 유사한 ‘수정’의 다른 사례도 있다. 황사영백서 가 교황청으로 넘겨질 즈음,
백서의 프랑스어본이 홍콩에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개벽(改闢)”을 “창조(la
cr ation)”로 번역해 놓았다. 이것은 맥락상 낯선 묵시종말적 개념 대신 “개벽(開闢)”의
일반적인 우주창생적 의미를 취해 옮긴 결과다.
Lettre d'Alexandre Hoang: à Mgr de Gouvea, Evêque de Pékin (Hongkong:
Imprimerie des Missions-Etrang res de Paris, 1925), 16.
é

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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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들에서는 18세기 이전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開闢’ 및 ‘改闢’의
용례를 특히 그 묵시종말적 의미의 출현과 전개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명시적인 ‘종교적’ 문헌만이 아니라 상이한 역사적 층위들. 즉 사상
사, 정치사, 문화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온 자료들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다시 개벽[改闢]’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둠으로써, 각각의 영역에서 이미 다루어져
온 이들 자료는 장기적인 종교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지적 토대
먼저 사상사적 측면에서 18세기의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이 가능했을 지적 토대
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정약종은 어디에서 “신선(神仙)조차 사라지는 개벽
(改闢)”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그에 대해서 황사영백서 는 아무것도 언급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명대(明代)의 인물인 이몽양(李夢陽)의 글에서는 그와
대단히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다.
누군가신선에게도죽음이있는지에대해말하자, 공동자(空同子: 이몽양)가
말했다. “기(氣)가사라지는것이다. 기가돌면서사라지기도하고자라기도하
는데, 자라면 썩은것도살려서신령하게하고, 사라지면정령(精靈)이라도말라
서 썩어버린다. 신선이란하늘과땅, 해와달의정(精)을맺어서 껍질을버리고
신(神)을드러낸자이다. 그러나한‘원회수(元會數)’가 다하면, 하늘과땅, 해와
달마저 사라질 텐데, 하물며 신선은 어떻겠는가?”21)

즉, 하나의 ‘원회수(元會數)’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늘과 땅, 해와
달마저도 모두 사라질 것이므로 제 아무리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누리는 신선이
21) 空同集 권66, 異道篇 , “或謂仙有死. 空同子曰, 氣消之也. 氣旋轉消息, 息則臭腐而神
化, 消則精靈而枯朽也. 仙結天地日月之精, 去殻出神焉耳. 然如消何元會數窮, 天地日月
亦消, 而 於仙乎?”
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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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국에는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약종이 이런 종류의 사상을 직접 접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몽양의 글은 조선후기에 유행했으며, 18-19세기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규경
(李圭景)은 위의 문장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보면, 대화(大化)는유회(酉會)에서끝난
다고하니6000년이지난후에는유도(儒道)는쇠하고신선은모두없어져존재
하지않을것이다. 부처가말하는“우물에서는연기가나고나무에선불이난다”
는 것이 이 때이다.22)

이몽양이 말하는 원회(元會), 이규경이 말하는 유회(酉會) 등은 모두 소옹(邵
雍)의 황극경세(皇極經世)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이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체계는 역수(易數)를 바탕으로 세계의 생성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순환
적 시간관 속에 배치한 것이다.23) 이에 의하면 세계의 탄생으로부터 소멸에 이르
는 하나의 원(元)은 129,600년에 이르며, 이는 각각 10,800년인 12개의 회(會)
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과 사물이 형성되는 것(“開物”)은 그 세 번째 단계인 인회
(寅會)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술회(戌會)가 되면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사라지고
세계는 다시 하나의 혼돈(混沌)이 된다. 이는 마치 인도종교의 마하유가
(mahayuga)나 칼파(kalpa) 개념과 같이 하늘과 땅이 주기적으로 소멸되고,
22) 五洲衍文長箋散稿 권24, 人仙五種辨證說 , “又見 經世 , 大化將終酉會, 經六千歲
後, 儒道衰, 神仙俱盡無存. 釋言所謂井生煙樹生火, 是也.” “석언(釋言)”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같은 구절이 세주(細註)에 포함되어 있는 권32, 皇極經世書辨證說 에
의하면그것은“석씨의말[釋氏言]”이다. 단불교문헌에서이에대응하는내용은확인하지
못했다.
23) 性理大全 권8, 皇極經世書 2, 經世一元消長之數圖. 또한이도설에는후대학자들의
주석이포함되어있다. 주희는이를“하늘은자회(子會)에서열리고, 땅은축회(丑會)에서
열리며, 사람은 인회(寅會)에서 일어났다(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고 해석하는
설을 소개하는 한편, 요임금 시기가 사회(巳會)와 오회(午會) 사이었으며, 현재는 점차
미회(未會)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징(吳澄)은 술회(戌會)에 인간과
만물이소멸하고, 이 “태시(太始)”의 혼돈으로부터다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의
과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더욱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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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로운 우주창생이 이루어진다는 관념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아시아
사상에는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과 같은 순환적인 운명론이 이미 존재했지만,
소옹의 체계는 국지적인 왕조 교체에 한정되었던 순환적 시간관을 우주론적 차원
에까지 확대한 것이었다. (그림 2)

그림 2 元會運世 (皇極經世書)

이와 같은 우주론은 주희(朱熹) 등에 의해 채택되어 송대 이후 신유학에서 활발
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상수학(象數學)를 바탕으로 한 소옹의 이론 그 자체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과거, 그리고 미래의 개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신유학자들이 모종의
종말론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일례로 호굉(胡宏)은 과거의 세
계가 소멸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나의기가크게 숨 쉬자뒤흔들림이한없었다. 세상[海宇]이뒤바뀌어산에
서는물이솟고강은막혀버렸다. 사람과만물이모두사라져옛자취는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을 ‘홍황(洪荒)의 시대’라고 한다.24)
24) 知言 권4, “一氣大息, 震蕩無垠. 海宇變動, 山渤川湮. 人物消盡, 舊跡大滅, 是謂洪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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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현 세계의 창생 이전에도 산과 강, 인간과 만물로 이루어진 옛 세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혼돈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주창생적 개벽이 이루어졌다는 순환
적 우주관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은 현재의 세계가 혼돈으로 붕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것이다. 나아가 주희는 위와 같은 호굉의 문장을 인용
하며 과거에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고 주
장하였다.
높은산에서소라 껍데기를본 적이있는데, 어떤것은 돌속에 나와있었다.
이돌은옛날의 흙이요, 소라는물속의물건이다. 아래에있는것이변하여높은
것이 되었고, 부드러운 것이 변하여 단단한 것이 되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증험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25)

주희는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소라 화석을 두고,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개벽
이전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벽 이후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사라져 옛 자취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호굉의 상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실 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된 소옹의 도설(그림 2)에서 ‘혼돈으로의 회귀’
가 암시되는 부분은 술회(戌會)에 기재된 “폐물(閉物)”이라는 단어뿐이다. 그러나
만물이 사라지는 그 시기에 인간도 함께 소멸하는지, 그리고 하늘과 땅 또한 붕괴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황극경세에 달린 후대 학자들에 주석들
에 의하면 전자(만물과 인간 모두의 소멸)는 일반적으로 합의되어 있었지만, 후자
(하늘과 땅의 붕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듯하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된
주희의 어록에는 다음과 같이 다소 모순되는 문답들이 포함되어 있다.
질문: 사람과사물이모두 닳아없어질때에하늘과땅은무너지지않을지모르
겠습니다.
之世.”
25) 朱子語類 권94, 周子之書 , 太極圖, “嘗見高山有螺蚌殼. 或生石中. 此石卽舊日之土,
螺蚌卽水中之物. 下者却變而爲高, 柔者却變而爲剛. 此事思之至深, 有可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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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한바탕혼돈[一塲 突]이될것이다.형기(形氣)가있는데어찌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지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다른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26)
鶻

질문:개벽이래로지금까지1만년이되지않았는데그이전에는어땠는지모르
겠습니다.
답변: 이전에도 한 번 이와 같았음이 명백하다.
질문: 하늘과 땅은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답변: 무너지지않을것이다. 단지사람의무도함이극에달하면다시한꺼번에
혼돈에뒤섞여한번사람과사물이모두사라졌다가, 다시새롭게일어날
것이다.27)

인간과 만물이 소멸할 때(戌會와 亥會)가 되면 하늘과 땅도 붕괴하겠느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 두 인용문 가운데 하나는 ‘무너질 것’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답하고 있다. 주희의 마지막 답변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바로 ‘폐물(閉物)’의 시기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는” 시기라 하여 인간의 도덕적 타락[無道]과 연관 짓고 있다
는 것이다.28) 요컨대 세계가 영원히 반복되는 혼돈과 개벽의 주기 속에 있다는
인식은 일반적이었으나, 종말의 과정이 순간적인지 장기적인지,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지 유동적인지, 과거 세계의 흔적이 남는지 완전히 사라지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열려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대의 문인인 원매(袁枚)는 원회운세의 순환적 우주론을 다음과 같은
26) 性理大全 권8, 皇極經世書 2, 經世一元消長之數圖. “問, ‘不知人物消磨盡時, 天地壊
也不壊.’ 曰, ‘也 一塲 突. 既有形氣, 如何得不壊. 但一箇壊了, 便有一箇生得來.’”
27) 朱子語類 권1, 理氣 上, 太極天地上, “問, ‘自開闢以來 至今未萬年, 不知已前如何.’
曰, ‘已前亦須如此一番明白來.’ 又問, ‘天地會壞否?’ 曰, ‘不會壞, 只是相將人無道極了,
便一齊打合混沌, 一番人物都盡, 又重新起.”
28) 물론 인간의 타락과 세계의 붕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즉,
사람의 무도함은 천지가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말세적 상황의 한 가지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湏

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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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적 서사로 표현하기도 했다. 방문목(方文木)이라는 표류객이 강희(康熙) 3
년(1664)에 남해의 비건국(毗騫國)에 상륙하여 그곳의 장두왕(長頭王)을 만났
다.29) 장두왕은 그의 방문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첫 번째 반고황제(盤古
皇帝)” 때에 만들어진 문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했다, 방문목은 놀라서 “반고황
제가 여러 명이라는 말인가?” 하고 물었다. 장두왕은 대답하였다.
천지에는시작도없고끝도없어서12만년마다한명의반고가있다. 지금까
지하늘에조회한것만이미1억여명의반고가있었는데,내가정확한수를어떻
게기억하겠는가? 단, 원회운세(元會運世)의학설은이미저송나라때사람인
소요부(邵堯夫: 소옹)가설파하였으나지금까지의개벽이모두봉행(奉行)하였
던첫번째개벽의문서[成案]에대해서는설파한사람이없어안타깝다. 그래서
바람이불어너를이곳으로오게한것또한이도리를설파하여세상사람들을
깨우치기를 원해서이다.30)

소옹으로부터 비롯한 순환적 우주론은 이 이야기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를 갖춘
“영원회귀의 신화”가 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두왕은 첫 번째 반고와 함께 태어
났으나, 몸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천지가 붕괴될 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한 번 흩어
졌다가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삶을 사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한없이 많은 반고
들의 개벽을 지켜본,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존재다. 그런 그에 의하면 개벽 이후에
다음 개벽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31)
그렇다면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있어 이런 우주론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29) 비건국은남북조시대의지리지들에등장하는실존여부가불분명한동남아시아의섬나라
다. 이 나라의 왕은 머리가 길어서 세 척이나 되고 죽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인 듯하다. 太平御覽 권788, 四夷部 , 毗騫國.
30) 子不語 권5, 奉行初次盤古成案 , “天地無始無終, 有十二萬年, 便有一盤古. 今來朝天
者, 已有盤古萬萬餘人, 我安能記明數目? 但元會運世之說, 已被宋朝人邵堯夫說破, 可惜
歷來開闢總奉行第一次開闢之成案, 尚無人說破. 故風吹汝來, 亦要說破此故, 以曉世人
耳.”
31) 이 이야기의 테마와 반고의 역할이 브라흐마 바이바르타 푸라나 (Brahmavaivarta
Purana) 등에 실린 “인드라와 개미들” 신화와 명확하게 대응된다는 점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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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수용, 이해되었는가? 황극경세로 대표되는 소옹의 역학은 조선초기
의 권근(權近), 중기의 서경덕(徐敬德) 등에 의해 연구되었고, 17-18세기의 인
물인 신흠(申欽)에 이르면 황극경세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서가 작성되기에 이
른다.32)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원회운세의 체계 또한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리고 깊이 이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7세기 초에 장유(張維)는
명백하게 소옹의 이론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어찌만물뿐이겠는가. 천지도그러하다. 낮이면밝아지고밤이면어두워지는
것은1일(日)의조화고, 봄이 낳고여름이기르며가을이죽이고겨울이감추는
것은1세(歲)의조화이며, 자(子), 축(丑)에개벽(開闢)하고술(戌), 해(亥)에
혼돈(混沌)이 되는 것은 1원(元)의 조화다.33)

또한 개벽과 혼돈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관념 또한 낯설지 않았다. 이익(李瀷)
은 이렇게 말한다. “천지의 시작과 끝을 어찌 수백 수천 년을 가지고 망령되이
잴 수 있겠는가? 1원(元)이 12만 9천 6면 년이라는 것도 단지 하나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또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이 몇 번이나 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34) 더 나아가 19세기의 이규경(李圭景)에 이르면, 이와 같이 무한한
순환을 제시하는 유교적 우주론이 불교의 윤회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것을 초월하는 이론이라는 인식까지 보인다.35)
소옹의 원회운세론에서 비롯한 일련의 가정들, 즉 현재의 세계가 언젠가 붕괴
되어 혼돈으로 돌아가리라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다시 열리리라는
것 등은 분명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36) 문제는 이런 세계
32) 조희영, 신흠(申欽)의 선천규관(先天窺管)- 조선시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첫 해설서 , 동양철학연구 91 (2017), 10.
33) 谿谷集 권4, 化堂說 , “豈唯物, 天地亦然. 書而明, 夜而晦, 一日之化也. 春生而夏長,
秋殺而冬閉, 一歲之化也. 子丑而開闢, 戌亥而混沌, 一元之化也.”
34) 星湖僿說 권3, 天地門 , 曆元, ”天地之始末, 豈可以數千百載妄測耶? 一元十二萬九千
六百歲, 亦但以一箇始終言之. 又不知更有若此始終者, 幾何在也.“
35) 五洲衍文長箋散稿 권20, 輪回辨證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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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부터 근대 한국에서의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과 같은 것이 곧바로 도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우주창생으로서의 개벽 개념
은 유교 전통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세계가 수만 년의 기간에 걸쳐 혼돈으로 돌아간 이후인 아득한 훗날에 일어날 점
진적인 과정이지, 결코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묵시종말론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상사적인 배경만으로는 ‘개벽(改闢)으로서의 개벽(開闢)’ 개념의 가
능태(可能態)를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직접적인 근거를 찾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문적 논의가 아닌 문학적 표현의 영역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파국적인 재앙의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다음
자료는 이수광(李 光)이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재직할 당시에 지은 글의 일부
로, 당시 안변 지역에 닥친 참혹한 해일과 홍수를 묘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재난으로 인해 농지는 물에 잠기고 집은 무너졌으며 당시 인구의 4, 5할이
익사했다고 한다.
睟

7월19일밤.큰비가미친듯이 쏟아졌다.( )산은무너지고언덕도꺼졌다.
내와 들은 모조리 뒤집혔다. 마치 홍몽(鴻 )의 처음과도 같았다. 천지가 개벽
(改闢)하려 했다.37)
…

濛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황사영백서 에 언급된 ‘개벽(改闢)’이라는 단어의 이
른 용례 중 하나를 만나게 된다. ‘홍몽(鴻 )’이란 앞서 호굉의 문장에서 언급되었
던 ‘홍황(洪荒)’과 마찬가지로 태초의 카오스적 상황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개벽
(改闢)’이란 우주창생적 ‘개벽(開闢)’의 재래(再來), 즉 ‘다시 개벽’이라고 번역할
濛

36) 소옹의 운수론이조선후기지식인들 사이에서논의되었으며, 이것이신종교들의 개벽사
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황선명, 정역으로 본 개벽
사상과한국의미래 , 윤이흠외, 민족종교의개벽사상과한국의미래 (한국민족종교협
의회, 2004), 328; 박맹수, 한국근대 민중종교의 개벽사상과 원불교의 마음공부 ,
동학학보 13 (2007), 235-237.
37) 芝峯集 권12, 鶴城錄 , 登州紀事五百五十言, “七月十九夜. 大雨狂如瀉. ( ) 川原摠
反覆. 有如鴻 初. 天地將改闢.”
…

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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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묵시종말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묵시종말적 상상력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문화적 층위의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것은 일상적 시간 감각을 깨트
리는 급격한 변화가 경험되며 극적이고 과장된 레토릭이 통용되는 장, 바로 정치
의 영역이다.

4. 정치담론에서의 혼돈(混沌)과 개벽(開闢)
소옹의 황극경세를 연구한 신흠은 원회운세론을 해설하는 “일원지도(一元之
圖)”라는 도설(圖說)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써놓았다. (그림 3)

그림 3 經世衍易圖說 ( 先天窺管 )

양의(陽儀)는요임금이전에이미다하였다.요임금후로는음의(陰儀)에속하
지않은곳이없다.어지러움(亂)이많고다스려짐(治)이적은것은이때문이다.38)
38) 象村集 권55, 先天窺管 , 經世衍易圖說, “陽儀已盡於帝堯之前, 帝堯之後, 無非陰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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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관적(相關的) 세계관 하에서 우주적 기(氣)의 변동은 ‘치(治)-란(亂)’
이라는 정치적 개념과 대응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개벽
(開闢)이라는 단어는 왕조 교체나 건국 행위를 비유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었다.
건국과 같은 새로운 체제의 창설은 우주창생의 모방 내지 반복으로 상징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당대의 정치상황이 혼란스럽고 무도(無道)하다고 여기는 이들
의상상력속에서, 난세(亂世)의정치적위기는다가올혼돈의끝, 즉새로운개벽의
전조로 경험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는 행위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적 층위에서 미래의 개벽이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통해 의식적으로 일으켜야 하는 사건으로 표현되곤 한다.
역수(曆數)는 원래 성인에게 돌아가나 경륜(經綸)은 호걸의 힘을 빌린다.
하늘과 땅을 다시 개벽하였으니 사직(社稷)에 큰 공로로다.39)

이것은 17세기 초 정두경(鄭斗卿)이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인 연평부원
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를 찬양한 시다. 반정을 통한 정권 교체를 “다시 개벽
(再開闢)”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개벽에는 운명[曆數]과 행위[經綸]
가 모두 관여한다는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의 정치사에서는 이런 우주론의 언어가 정치 담론과 연결된 중요한 기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영조(英祖)가 집권한 1720년대는 당쟁(黨爭)이 절정에 달했
던 시기였으며, 마침내 1728년에는 왕과 집권세력에 도전하는 전국적인 반란인
이인좌(李麟佐)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 반란은 비교적 조기에 진압되었으나, 정
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국왕
주도의 탕평(蕩平)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1730년대에 이조참판(吏曹參判) 송
진명(宋眞明)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之所屬. 亂多治少者, 此也.”
39) 東溟集 권5, 五言律詩 , 延平府院君挽, “曆數元歸聖, 經綸實藉豪. 乾坤再開闢, 社稷大
勳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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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란(戊申亂) 초에 저는 장붕익(張鵬翼)의 종사(從事) 이덕재(李德載)에
게이런말을한적이있습니다. “지금세계에당론(黨論)이어찌있겠는가? 이
반란의근본은실로당(黨)에서나온것이니발본색원해야한다. 오늘이전의일
은모두‘혼돈(混沌)’에 붙여모두잊어버린후에야당론이스스로사그라들것이
다.” ( ) 저는 옳고그름을나누지않고하나의‘혼돈세계(混沌世界)’를 만들어
야 비로소 이쪽과 저쪽 사람들을 합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40)
…

무릇붕당(朋黨)의화(禍)는처음에는비록미미하지만끝에가서는큰것입
니다. 강상(綱常)에관계된것밖의소소한일은선천(先天)에부치고, 먼저세
계(世界)를‘혼돈(混沌)’에 들여놓아인재를수습(收拾)하고넓고큰도를다하
는데힘써서, 외롭고위태로운국세(國勢)를떠받치는것이바로신이고심(苦
心)하는 바입니다.41)

송진명의 이 “혼돈지설(混沌之說)”은 환국과 반란 등 당쟁으로 인한 혼란을 타개
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있었던 붕당 사이의 시비논란을 모두 소거하고 태초의 혼돈
과 같은 상태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수사의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세계를 혼돈으로 되돌린다”는 논법은 즉각적인 반발
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인좌의 난 진압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장악하려 했던
노론 측 인사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탕평을 지향하는 왕은 송진명을 지지하였다.
김재로(金在魯)가말했다. “아전(亞銓: 송진명)의말은의리(義理)에맞지않
습니다. 나라를위하는도리에있어어찌‘혼돈세계(混沌世界)’가 있는것을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말했다. “신축년(1721) 이래로는 옳고그른것이전혀없다. 한번큰
40) 英祖實錄 권29 영조 7년(1731) 5월 庚辰(18일), “戊申亂初, 臣見張鵬翼從事李德載
而言曰: ‘卽今世界, 黨論何有? 此亂之本, 實由於黨, 當拔本塞源. 今日以前事, 都付混沌,
一倂忘之, 然後黨論自銷.’ ( )臣謂不分是非, 做出一箇混沌世界, 方可合彼此之人矣.”
41) 英祖實錄 권38, 영조 10년(1734) 7월 丙戌(13일), “大凡朋黨之禍, 始雖微而終則大
矣. 除係關綱常之外, 小小事則付之先天, 姑納世界於混沌, 而收拾人材, 務盡恢蕩之道,
以扶孤危之國勢, 是臣苦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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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開闢)을 거친 다음에야 나랏일을 할 수 있다.”42)

영조가 경종 원년인 “신축년”을 언급한 것은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자신을
지지했던 노론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또한 그는 이전까지의 역사를
혼돈 속으로 소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개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1737년(영조 13) 8월에 있었던 영조의 “혼돈개벽(混沌開闢)” 선언으로
이는 탕평론의 핵심적인 이론이 되기에 이른다.43)
십야(十夜) 이전은 혼돈(混沌)에 부칠 것이니, 지금부터는 하나의 개벽(開
闢)이다. 지금까지의습성을버리고다함께협력하고공경하며각자자손에게도
가르치고 타일러 영원히 보전하여 영명(永命)이 길이 전해지게 하라. 척강(陟
降)하심이양양(洋洋)하고, 신기(神祇)가소소(昭昭)하니, 각자마음에새기며
바꾸지 말고 널리 알리라.44)

“척강양양(陟降洋洋)”, “신기소소(神祇昭昭)” 등 장엄한 의례적 수사로 이루어
진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유시(諭示)를 넘어 세계의 상징적인 재구성을 주장하
고 있다. 실제로 이를 기점으로 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곤 했다. 요컨대, “혼돈 이전이라면 참작할 수 있겠으나, 개벽 이
후에 어떻게 봐줄 수 있겠느냐”는 식이었다.45)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계를 카오스적 상태(혼돈세계)로 들여놓는다는 발상은
42) 英祖實錄 권38, 영조 10년(1734) 7월 丙戌(13일), “在魯曰, ‘亞銓之言, 不成義理.
爲國之道, 豈容有混沌世界乎?’ 上曰, ‘辛丑以來, 都無是非. 須經一大開闢, 然後國事可爲
也.’”
43) 송진명의“혼돈지설” 주장에서영조의“혼돈개벽” 선언에이르는과정은한지희, 朝鮮後期
政治上의 是非明辨論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66-175 참조.
44) 英祖實錄 권45, 영조 13년(1737) 8월 甲申(28일), “ 十夜以前, 付諸混沌, 于今以往,
卽一開闢, 黜乃往習, 同寅協恭, 其各訓諭, 若子若孫, 永保後昆, 續永命. 陟降洋洋,
神祇昭昭, 其各銘佩, 無替廣諭.”
45) 英祖實錄 권45, 영조 13년(1737) 9월 戊申(23일), “混沌之前, 猶可參酌, 開闢之後,
亦豈假借?”
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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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적으로 결코 낯설지 않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지속적
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세계를 재생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주 창조의 행위
를 신화적, 의례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초의 코스모스를 재구축하
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창생 이전의 원초적인 카오스를 재현해야 한다.
결정적인위기상황과통과의례의경우에인간은세계의드라마를처음부터
다시수행한다. 이는두단계로수행된다. (1) 원초적총체성으로의복귀와(2)
우주창생의반복, 즉원시적통일성의파괴가그것이다. 이와동일한경우가매
년 행해지는 집단 의식에서도 재현된다.46)

이런 관점을 정치적인 지평에 놓을 때, 우주창생 행위(개벽)의 반복은 강력한
통치신화가 될 수 있다. 체제 내에 현존하는 갈등을 실제적인 혁명이나 폭력 없이
상징적인 수단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통치권자인 군주가 우주
론적 순환을 주재하는 국가의례의 담당자이기도 했던 조선에서, 국왕 영조에게는
정치 영역에서 태초의 개벽을 재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권리’가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당론들은 원초적 총체성(즉, 혼돈)으로 돌아가고, 개벽 이후에는 새로운
구분의 질서(즉, 탕평파와 탕평에 저항하는 자들의 분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계를 일단 ‘혼돈세계’ 속에 놓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도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혼돈과 개벽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생각은 엄밀히 제어될 때에는 효과적인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급진적인 반란이나 통제 불가능한 혼란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혼돈세계’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김
재로의 항변은 바로 이런 불안을 반영한다. 영조의 ‘혼돈개벽’에 대한 가장 과격한
반론은 1738년에 대사간(大司諫) 김치후(金致 )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垕

46) Mircea 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박규태 옮김, 종교의 의미: 물음과 답변
(서광사, 199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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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세상을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음(陰)도 아니고 양(陽)도 아닌 지
경에 놓으시고는, 마침내 다른 제목과 새로운 의리를 만들어내어 혼돈을 개벽한
다 하며 끝내 사람들을 태초의 홍몽(鴻 )에 가두어 놓고 지난날의 일을 마치
전생의 일처럼 하고 계십니다. 주자(朱子)는 산꼭대기에 있는 소라 껍데기를
…

濛

보고, “이것은 선천(先天)의 물건이다.”라고 했습니다.47) 지금 천지가 정말
로 개벽된다 해도 선천 시절의 옛 물건들을 닳아 없어지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금방까지 귀에 쟁쟁하고 눈에 선하던 것들을 곧장 자축(子丑)의 세계
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48)

우주창생적 천지개벽이 ‘자축의 세계’, 즉 자회(子會)와 축회(丑會)에 일어났다
고 묘사한다는 점, 그리고 “높은 산의 소라 껍데기”에 대한 주희의 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하게 소옹의 원회운세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발언
에서는 영조가 주장하는 ‘우주론적 허세’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당함과 근본적인 불가능함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49) ‘혼돈’과 ‘개
벽’이 대립적,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조의 정치적 레토릭
은 고전적인 우주창생론적 개벽 개념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며,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
47) 이는앞서3장에서언급된주자의글을인용한것으로보이지만주자의원문에서선천(先
天)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다.
48) 英祖實錄 권47, 영조14년(1738) 4월辛丑(19일), “( ) 置一世於不白不黑, 非陰非
陽之域, 終創別題目新義理, 以爲混沌開闢, 遂欲囿人物於太初鴻濛之中, 使向日事,
若隔前生. 朱子見山項螺殼, 以爲此先天之物. 夫今天地眞開闢, 而先天舊物, 猶不能磨滅,
況可以昨今間錚耳瞭目, 直歸之子丑世界乎?”
49) ‘우주론적 허세(cosmological bluffing)’는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에게서
빌려온 용어로, 주로 왕조국가의 궁정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설득과 과장을
가리킨다. 이데올로기로서 왕조의 상징적 권위가 미치는 영역은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정치적, 경제력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보다 넓으며, 이는 흔히 우주론적 주장과 신성한
왕권을 둘러싼 의례체계의 형태로 정당화되곤 한다. James C. Scott,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이상국 옮김, 조미아, 지배받지않는사람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아나키즘의 역사 (삼천리, 2015), 8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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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실제 우주적 개벽은 아득한 과거(자축의 세계)에 일어난 것이었다. 김치후가
공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 고전적 의미와 정치적 수사 사이의 불일치이다.
또한 황극경세의 순환적 세계관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다음 개벽’은 수만
년 후의 미래에나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벽을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 혹은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는 20
세기 신종교들의 ‘후천개벽’ 교의와 같은 묵시종말적 개벽론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탕평론에서 제기된 ‘혼돈개벽’은 후대의 묵시종말
적 개념과는 다르다. 첫째, 적어도 혼돈개벽 선언이 포함된 영조의 유시 이후에
개벽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되어 더 이상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둘째,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이런 개벽 개념은 체제의 안정과 정당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사회, 문화적 개혁이나 혁명적인 정치 행위와 흔히 결부되는 근대 이후의
개벽 개념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그러나 18세기의 공론장에서 개벽이 당장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라는 관점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조선 사회의 문화사적 지평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
고가 더욱 급진적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징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5. 민중문화와 엘리트문화의 사이
영조가 ‘개벽’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인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영조가
개벽에 대해 우주창생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1720-30년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들에서부터 종종 확인된다. 주
목할 점은 이 시기 영조의 발언을 기록한 자료들에서는 앞서 이수광의 문장이나
후대의 황사영백서 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개벽(改闢)”이라는 표기가 등장한
다는 것이다. ‘혼돈개벽’ 선언이 있기 십 년 전, 그리고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기
일 년 전인 1727년에 영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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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마음은공정하지못한일때문에고통스러우면난(亂)을생각하게된
다. 몇년전에문학(文學) 조현명(趙顯命)이백성들은천지가‘다시개벽[改闢]’
하기를바란다고말한적있는데, 이말은공정하지못하게괴로움을 겪는것을
너무나슬퍼하는것이다. 어찌‘난을생각하는마음[思亂之心]’이 없겠는가?50)

또한 이인좌의 난 이후인 1733년에도 영조는 천지의 개벽(改闢)에 대해 말하
고 있다.
일전에이광덕(李匡德)은‘비록천지가개벽(開闢)하였을때라도크게분발하
지않았다면다스려지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는데, 그말은사실과다른것같
다. 나는이렇게말하겠다. 천지가‘다시개벽(改闢)’한 이후에야조선은다스려
질수있다. 지금의세도(世道)와인심(人心)의기강(紀綱)과규모(規模)가어
디 조금이라도 어찌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인가?51)

영조의 이와 같은 ‘개벽(開闢/改闢)’ 이해는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어진 ‘혼돈개
벽’ 선언과 직접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이후 문헌에서 나타나는 ‘다시
개벽’, ‘후천개벽’ 등의 개념들과 대단히 유사한 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중요한 점
은 영조가 말하는 ‘다시 개벽[改闢]’의 직접적인 전거가 유교 고전이나 소옹의 이
론이 아닌, 조현명이 전한 ‘백성들의 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특정한 민중언어들을 개벽(開闢)이라는 고전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모종의 번역
(飜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한문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말이나 사유가 ‘천지개벽(天地開闢)’ 혹은 ‘천지개벽(天地改闢)’으로 표현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난(亂)을 생각하는 마음[思亂之心]”을 품고 있었던 사람
50) 承政院日記 35책, 영조 3년(1727) 11월 5일, “人情偏苦則思亂. 頃年夜對, 文學趙顯
命, 言民願天地改闢, 此言甚悲偏苦. 豈無思亂之心乎?”
51) 承政院日記 42책, 영조 9년(1733) 12월18일, “向者李匡德以爲, 雖天開地闢, 若非大
奮發, 無以爲治, 其言似迂闊. 而予亦曰, 天地改闢而後, 朝鮮可爲也. 以今之世道人心,
紀綱規模, 豈有一分可爲之勢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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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즉 누구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던 반역자들의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2) 조선후기의 민중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문헌은 많지 않으나 ‘역모
사건’에 대한 심문기록과 같은 간접적인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다. 물론 변란(變
亂)에 대한 기록이 당시의 민중문화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변란은 대다수 하층민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예외적인
사건이며, 많은 경우 기록 주체 역시 지배체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민중문화 연구는 과거 저항운동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일상사, 생활사의 영역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 지배체제의 문자문화가 가장 주목하는
사태 가운데 하나인 저항운동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반란의 언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조경달(趙景達)이 지적하고 있듯이, “민중운동사는 단순히 변혁주체의
동적 움직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과 투쟁이라는 비일상적 세계
를 통해 거꾸로 민중의 일상적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53) 더구나 ‘개벽’과 같은 묵시종말적 개념이 민중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18세기 역모사건의 기록에서 개벽(開闢)
또는 개벽(改闢)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동학이 창도된 19세
기 중반 이후의 자료에까지 시야를 넓혀도 개벽 개념이 반란 행위와 연결되는 사례
는 의외로 적다. 동학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들에서 흔히 농민군들이
일반적으로 ‘개벽’을 꿈꾸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많은 경우 후천개벽에
대한 교의가 정교화된 20세기 이후의 인식을 과거의 사건들에 투사한 것이다.
그러나 ‘개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조선후기의 변란에서는 묵시
종말적 에토스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영조가 신하들과 ‘다시 개벽
52) “사란(思亂)의식”은 주로 19세기 연구에서 민란이나 동학농민전쟁의 동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 18세기 이전의 변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53) 趙景達, 朝鮮民衆運動の展開: 士の論理と救済思想 (東京: 岩波書店, 2002) [허영란
옮김, 민중과 유토피아: 한국근대 민중운동사 (역사비평사, 20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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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闢]’에 대해 논하고 있었을 시기 즈음인 1731년, 노비 김중휘(金重輝)가 역모
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이인좌의 난 당시의 전라감사였으며 반란군과
연루된 혐의로 탄핵된 정사효(鄭思孝)와, 정사효의 아들로 효장세자(孝章世子)
에 대한 저주 및 독살 모의 사건에 가담한 정도륭(鄭道隆)의 종이었다. 그는 해남
의 유배객 이윤중(李允中)과 교류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작년 봄에김중휘가곡물을거두는일로여기에내려와서드나들면서나를찾
아와 위로하며 말했다.
“생원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석방될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찾아와서 말했다.
“‘새로운 하늘과 땅[新天地]’이 나온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54)

이 대화에는 ‘천지개벽’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은 언급되지 않으나, 변란이 성공
한 후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 변란에 가담한
하층민들의 어휘목록에 고전적 엘리트문화에 속하는 식자층의 언어인 ‘개벽’이 포
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전란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고
진술하곤 하였다. “신천지(新天地)”, “후세(後世)”, 혹은 “신세계(新世界)” 등으로
표현되는 이 “새로운 세계”는 때로는 이씨 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국가, 혹은 미륵
(彌勒)이나 진인(眞人)이 출현한 이후의 세상이라는 등의 형태로 상상되었다.55)
많은 반란모의, 무장봉기, 유언비어와 민간결사운동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종말
론적 전망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 정치적인 동시에 우주론적
인 전망에 따라 변란 참여자들은 종말을 앞당기거나, 종말에 참여하려는 의식을
54) 罪人成琢推案, 辛亥(1731) 4월17일罪人成琢年四十七, “上年春間, 重輝以穀物收拾
事, 下來于此. 出入謁我慰之, 曰, ‘生員勿慮, 非久必蒙放矣.’ 其後又來. 曰, ‘新天地出後,
當有好事云矣.’”
55) 한승훈, 미륵의 시대, 진인의 귀환: 조선후기 종교운동에 대한 "반란의 현상학" ,
종교연구 7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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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실천에 결합하였다.
왕조변혁에 대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정치-종교적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
이 출현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 즉 18세기 초반이었다.56) 18세
기의 변란 기록에는 정감록만이 아니라 도선(道詵), 남사고(南師古) 등의 이름
을 가탁한 도참비결(圖讖秘決)들도 이전 시대에 비해 활발하게 등장한다. 여기에
는 흔히 왕조의 남은 기한, 장래에 일어날 정치적 사건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
등이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변란 심문기록이나 도참비결 등에 나타나는 묵시종말적 요소들은 앞
서 사상사적, 정치사적 자료들에서 살펴본 개벽(開闢) 혹은 개벽(改闢)에 대한
논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문화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들
인 헤게모니 문화와 종속 문화 사이의 교류, 텍스트를 통한 집단적 망탈리테
(collective mentalit )의 전파 등과 두루 관련되는 문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소옹의 황극경세, 정감록 등의 조선후기 도참
서들, 근대 이후의 후천개벽설 사이에 명확한 연속성이 있다는 주장이 황선명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é

우선鄭鑑錄의 訣類가운데핵심본이라할수있는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
訣及歷代王都本宮數라는것은邵康節의歷史年表를그대로전사한조선판역사
연표라할수가있다. 말하자면邵康節의皇極經世書를底本으로하지않고는생
각할수없는발상이다. 그리하여鄭鑑錄등 訣類의시간관은모두邵康節의元
會運世說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뿐만이아니라제 訣類에서볼수있는天地終以十二回天開於子地闢於丑
人生於寅日出於卯月出於辰七星生於巳란 문귀는 바로 先天과 後天이 交易하는
祕

祕

祕

56) 공식 기록에 정감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39년의 일이다. 承政院日記
890책, 영조 15년(1739) 5월 15일; 6월 9일; 6월 10일.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5월 15일자 기사에는 이 책의 제목이 “正鑑錄”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감록의
표기는 “鄭鑑錄” 이외에도 “鄭堪錄”, “鄭勘錄” 등으로 다양한데, 이는 도참비기를 둘러싼
구술문화적 배경을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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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宙倉城의모티브라고하겠는데여기서이것이바로後天開闢說의단서를여는
패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57)

이는 도참비결 전통을 소
옹에 의해 확장된 우주창생
적 개벽 개념과 후대의 후천
개벽설 사이의 매개로 파악
하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
나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때, 이 주장에는 몇몇 오
류가 발견된다.
첫째, 소옹의 황극경세
에는 원회운세의 순환적 우
주론은 있지만, “역사연표”
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
하(夏) 왕조 이래의 인간 역
사는 모두 10,800년에 이
르는 오회(午會)의 시간에
속할 뿐이다.
둘째, 황선명이 황극경
세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국역대
그림 4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기수본궁음양결(東國歷代
(규장각본 鄭鑑錄)
氣數本宮陰陽訣) 과 역대
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 또한 한국 역대왕조의 운명을 각각 네 자리의 숫자
를 통해 해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역사연표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두
57) 황선명, 後天開闢과 鄭鑑錄 , 한국종교 23 (1998), 261.

234 종교와 문화

문서는 규장각본 정감록의 부록으로 함께 필사되어 있지만, 다른 판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정감록 본문과의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도 “鄭鑑錄
의 訣類 가운데 핵심 본”이라고 부를 수 없다.58)
셋째, 조선후기의 도참비결 가운데 ‘역사연표’에 해당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이들을 각각 역대 왕조의 수명을 열거하는 ‘역년형(歷年形)’과 간지
(干支)를 제시하고 해마다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편년형(編年形)’으로 부를 수
있겠다. 이런 방식의 예언들은 당대 문헌과 현전 도참서들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산맥 및 왕도(王都)의 지기(地氣)에 대한 풍수론이나 오
행설을 통한 해석 등에 의지하고 있어 소옹의 역학과의 관련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天地終以十二回,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日出於卯, 月出於辰, 七星生於巳”이라는 문구는 정확히 말하면 “제 訣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감록의 일부 판본들( 徵秘錄 , 鄭堪問答 등)에만
인용되어 있는 일행편목(一行編目)이라는 책의 내용이다.59) 세계가 12회(回:
會)에서 끝난다고 하는 점, 각각의 회(會)를 1만 8백 년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하늘
이 자회(子會), 땅이 축회(丑會)에 열리고 사람이 인회(寅會)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은 분명 소옹의 원회운세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도참서를 서술하고 있는 익명의 저자가 황극경세를 직접 읽고 정확히 이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회운세의 ‘회(會)’ 개념은 종종 ‘회(回)’로 오기되어 있
고, 한 회의 기간을 원래의 ‘10,800년’이 아니라 ‘18,000년’으로 쓰는 판본이 있
祕

祕

58) 이 두 문서 역시 원래는 별개의 것이었다가 함께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형식은
유사하나,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은 역대 왕조를 단군-기자-삼한-고려-조선으로 파
악하고 있는 반면, 역대왕도본궁수 는 기자-신라-고구려-고려-조선으로 나누어 놓았으
며, 각각의 왕조에 대해 도출한 숫자들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점사(占辭)에 있어서도
전자는 음양과오행의언어만으로 되어있는반면, 후자는 주역의괘상(卦象)을해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각기 근거하고 있는 체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59) 金用柱 編, 鄭鑑錄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3), 徵秘錄 , 1; 鑑寅錄 , 鄭堪問
答, 40. 해당 구절의 자구(字句)나 배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정감(鄭堪)이
일행편목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행편목은 제목으로 보아, 실존인물이며
도선(道詵)의스승이기도했던당의승려일행(一行)의이름을가탁한책으로여겨지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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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면, 표준적인 이론에 따르면 개천(開天) 때에 생성되어야 할 일월성신(日
月星辰)이 인간보다도 늦게 출현하는 등 단순한 실수나 의식적인 변개라고 보기
어려운 오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황선명은 역학(易學)적인 개벽 개념이 도참비결 전통에 미친 영향
을 과장하고 있는 만큼이나, 그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경덕
(徐敬德)의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 즉, “실상 華譚(華潭의 오기: 인용자)은 邵康
節의 사상을 自得해서 究極의 경지에 도달한 道學者로서는 朝鮮시대를 통해서 전
무후무한 것이며, 그의 교량역이 없었더라면 조선후기에 있어 豫言書나 訣類가
後天開闢의 발상에 접근하는게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다.60) 여기에는 소옹의 이론이 당시 서경덕 이외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와 더불어, (보다 중요하게도)
지성사 해석에 있어서 엘리트문화로부터 민중문화에의 하향식 전파라는 전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61)
그러나 영조시대 조정에서 있었던 ‘다시 개벽[改闢]’에 대한 논의는 그와는 정
반대의 전파 상황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난(亂)을 생각하는”, 불만
에 찬 민중들의 묵시종말적 에토스가 ‘개벽(開闢/改闢)’이라는 문자문화의 언어를
통해 수용되고 있다. 이전까지 그것은 특정한 개념에 고정되지 않은 채, 단순히
‘새로운 세계’ 또는 ‘다음 세계’ 등의 모호한 관념으로 유포되던 세계관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즉각 엘리트문화 내에 이미 존재하던 개벽에 대한 이론인 ‘원회
운세론’과의 비교 대상이 되었다. 1729년에 영조를 알현한 좌의정 이태좌(李台
祕

60) 황선명, 後天開闢과 鄭鑑錄 , 259.
61) 이런 시각에 대한 영향력 있는 반론 가운데 하나는 긴즈부르그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rlo Ginzburg, Il formaggio e i vermi. Il cosmo di un mugnaio
del Cinquecento (Torino: Einaudi, 1976) [김정하, 유제분 옮김, 치즈와 구더기
(문학과 지성사, 2001), 25-39.] 이에의하면 민중문화 혹은 종속계급 문화는 엘리트의
헤게모니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양자 사이에는 일종의 순환 내지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하층민들은 엘리트의 언어를 차용하고 재해석하면서
자기계급의세계관을표현하기도한다. 이것은반대의방향, 즉민중문화로부터 엘리트문
화에의 순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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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는 소옹의 설을 인용하며, 지금의 천지도수(天地度數)는 오회(午會)를 지나갔
기 때문에 [사회(巳會)였던] 요순시대에 비해 풍속이 경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해 영조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경이시세(時勢)에대해그런식으로말하고있는데, 여러해전에도승지(都
承旨: 조현명)가백성들이고통에시달리며천지의‘다시개벽[改闢]’을 원한다
고하는말을쓴적이있다. 나는그것이참 멋진이야기라고여겼다. 만약경이
말한 기수(氣數)대로라면 천지의 개벽(開闢)이후에야 다시 좋은 시절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62)

개벽에 대한 이 같은 묵시종말적 해석은 표준적인 원회운세론을 가지고 이야기
를 꺼냈을 뿐인 이태좌를 적잖게 당황하게 했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세계는 개벽
이라는 우주창생의 사건 이후 기나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쇠퇴할 뿐이지, ‘다
시 개벽[改闢]’을 일으켜 세상을 ‘고치는[改]’일 따위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소 무례하게도,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말이 뒤죽박죽이고 무슨 뜻인지 전해지지
도 않습니다. 신의 본래 뜻은 그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63) 영조 또한 자신
의 말이 엉뚱했다고 여겼는지 “그건 나도 알고 있다.”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의 감각으로는 개벽에 대한 영조의 이해 쪽이 훨씬 친숙하
다. 그것은 20세기 이후의 한국인들이 임박한 종말로서의 개벽, 개혁이나 혁명으
로서의 개벽 개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화가 이루어진 18세기
초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의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은 갓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직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다.
62) 承政院日記 38책, 영조 5년(1729) 8월 18일, “卿言時勢如此, 昔年都承旨爲說書,
因生民疾苦而言曰, 願天地改闢之說. 予嘗念之以爲名談, 若如卿氣數之說, 則天地開闢而
後, 更見好時乎?”
63) 承政院日記 38책, 영조5년(1729) 8월18일, “台佐曰, ‘言語多錯, 辭不達意, 而臣之本
意, 非謂如此也.’ 上曰, ‘此則予亦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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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오는 글
‘개벽(改闢)’, 즉 ‘다시 개벽’이라는 용어를 검토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한국종교의 개벽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상사적, 정치사적, 문화사적 맥락들은 이후 묵시종말적인 개벽 개념이
출현하게 된 중층적인 조건들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어에 현저하게 남아 있는 종
말론적, 나아가 혁명론적인 개벽 개념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전적인 엘리트문화와 저항적인 민중문화 간의 상호 교섭
의 과정이었다.
18세기의 민중문화에서 활발하게 분출되었던 묵시종말적 지향은 ‘개벽(開闢)’
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통해 엘리트문화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황극경세에서
제시된 소옹의 원회운세론은 고전적인 우주창생적 개벽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
날 다음번의 새로운 개벽을 유교 전통 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치적
레토릭의 장에서 ‘다시 개벽[改闢]’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논의되었고, 탕평
이라는 특수한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반대 방향의 순환이 이루어졌다. 엘리트문화와 민중
문화 사이에서 양자 모두를 참고할 수 있었던 최제우, 강일순 등의 ‘중간 지식인’들
은 문학적, 은유적 형태로 존재하던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을 더욱 신비적이고 실
천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다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요컨대 ‘후천개
벽’이라는 신종교들의 ‘개념’ 때문에 묵시종말적 사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오
히려 근대 이행기 한국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화적 재료 가운데 개벽이라는 단어
를 선택하고, 재해석하게 한 것은 당대의 종말론적 에토스였다.
그러나 미래의 개벽을 상상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개벽은 역사적 시간을 넘어
선 아득한 미래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고, 머지않아 일어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는 인간의 의도적인 실천을 통해 ‘일으킬’ 수도 있었다. 태초의 우주창생적 개벽과
구분되는 이런 의미의 묵시종말적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 조선후기 이래 일부에서
사용되던 ‘개벽(改闢)’이라는 표기는 이후 자연스럽게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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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4) 대신 ‘개벽(開闢)’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계의 개혁 및 재창조라는 관념을
포괄하게 되는 의미의 확장을 일으켰다. 바로 이 전체 과정이 현대 한국문화 일반
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특한 개벽 개념의 기원이다.
주제어: 개벽, 우주창생, 묵시종말론, 황사영백서, 황극경세, 탕평
원고접수일: 2018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8일

64) 대단히 드물지만, 20세기 초까지도 개벽(改闢), 천지개벽(天地改闢)의 용례는 남아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1907년에 박은식(朴殷植)은 근대문물이 도입되는 당시
가 한국을 “改闢 時代”라고 평했다. 朴殷植, 舊習改良論 , 西友 2 (1907. 1.)
또한 1939년에 양주동(梁柱東)은 향가 해석 논쟁을 둘러싼 글에서 전몽수(田蒙秀)의
주장을“天地가改闢하여도” 있을수없는해석방법이라고혹평하고있다. 梁柱東, 解疑數
語 3, 동아일보 (1939. 9. 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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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mogony and Eschatology:

The Apocalyptic Concept of Kaebyŏk 開闢 in Late Chosŏn Korea
and its 18th Century Origins
Han, Seung-hoon(Seoul National Univ.)

Kaebyŏk

開闢 means a sudden social or natural change or

an emergence of a new world in everyday and religious usages of
Korean. However, It is very rare to use in this usages in China or
Japan, which are other East Asian countries using Chinese characters.
Kaebyŏk is the event of the cosmogony at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in a general and classical sense. On the other hand, in Korean new
religions movements since the modern era, this word implies apocalyptic
eschatology rather than the preceding meanings. This study addresses
a genealogical approach to the reason for which this unique religious
concept has been changed over tim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deal with the apocalyptic concept of kaebyŏk assuming
it was invented by some religious thinkers such as Ch'oe Cheu. However,
the eschatological expression of “kaebyŏk again (tasi-kaebyŏk)”, which
is known for having appeared after Tonghak, has been found in another
form, “kaebyŏk

改闢”, in literatures of earlier times such as the “Silk

Letter of Hwang Sayông.” In the apocalyptic ethos of the early eightee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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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the language of ‘popular culture of resistance’ that desired
the end of the present world was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classical
cosmology.’ This new usage of kaebyŏk was mentioned in the public
sphere of the Royal Court and was also used as a rhetoric for the
political reform of the King Yŏngjo era, t'angp'yŏng

蕩平. The expansion

and fluctuation of the meaning occured during this long-term process
and have become conditions for occurrence of the eschatological concept
of kaebyŏk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This circulation between popular
and elite culture was the origin of apocalyptic concept of Kaebyŏk.

Key words: Kaebyŏk, cosmogony, apocalyptic eschatology, Silk Letter
of Hwang Sayông, Huangji jingshi, t'angp'yŏ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