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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한국 신종교의 주요한 종교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증산을 신앙하는 여러 종교 단체에서는 각각 그를 신앙대상화하며
그 가르침을 봉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그동안 증산의 사상・종교 활동・교리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1) 말하자면 증산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대략 신앙
인들이 바라보는 증산과 학계에서 연구한 증산으로 양분할 수 있다.
증산이 1909년 별세한 후 증산의 직계 종도(從徒)들과, 종도는 아니지만 증산으
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종교적 영감을 얻은 여러 인물들이 각각 증산에 대한 신앙을
*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
1) 이경원에 따르면 증산 신앙운동과 관련하여 학계에 간행된 논문이 8백여 편에 이르고
개별 교단에서 발간한 경전자료도백여 권이넘는다고하였다. 이경원 외, ｢증산계 신종교
운동의 역사와 사상적 변천에 대한 조명｣,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1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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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종교 단체를 조직하였다.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의 朝鮮の類似

宗敎2)에서는 총 11개의 단체가 훔치계(증산계)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였
고, 1970년 간행된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에는 10개 단체가 조사
되었으며, 1971년 발행된 증산종단개론에는 33개 교단이,3) 1985년 한국 신종

교 실태조사보고서에는 전체 신종교 155개 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인 총 47개 단체
가 증산계 신종교로 조사되었다.4) 1993년 한국종교연감에서는 증산계 교단을 최
대 70여개로 보았으며 민족종교 종단의 교조 사후 분파의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되
기도 하였다.5) 이렇듯 증산의 별세 후 다수의 창교주(創敎主)들은 증산이 남긴 새롭
고 독창적인 종교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를 교조(敎祖)로 한 종교 조직을 구성하
고 증산에 대한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국종
교사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의 전개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고찰이 제외되면 한국종교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학계에서의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한민족의 뿌리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신종교와 더불어 ‘민족종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와6) 다른
하나는 한국 민중에 의해 일어난 개혁적・혁신적 종교운동으로서의 ‘민중종교’라
고 보는 입장이다.7) 즉 해원상생으로 표방되는 증산의 교설이 일제강점기 국권을
2)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敎 (京城 : 朝鮮總督府, 1936).
3)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증산종단친목회, 1971).
4)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89.
6)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1 (서울: 집문당, 2000), 287; 김종서, ｢현대 신종교 연구의 이론적
문제｣, 김종서・박승길・김홍철 공저, 현대 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6.
7) 황선명은조선민중의 저변에 확대되었던 민간신앙이 한국 자생종교운동의 후천개벽사상으
로 표출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증산계 신종교가 오늘날 민중종교로서 커다란 세력을 지니
고 있다고 하였다.(황선명, ｢근대 한국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71-172; 황선명, ｢후천개벽과 혁세사상｣,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서울: 학민사, 1983), 33.) 류병덕은 수운의 동학계 종교・김일부의 정역계 종교・강증산의
신명계 종교・나철의 대종교・소태산의 원불교를 한국 민중종교운동의 5대맥으로 제시하
면서 그 공통 사상으로 후천개벽사상・종교회통사상・민족적 민중사상・인본위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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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탈당한 조선 민중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구원의 희망을 제시한 민족주의적 측면
과 민중 해방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다. 곧 증산은 외세의 침략에 따른
민족적 고통의 시대에 상실감과 암울함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 종교적 희망의
논리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창생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려는 이상을 품은 선각자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산의 교설과 사상이 역사에 펼쳐진 현실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 바로 증산의 직계 종도인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에 의해 전개된
보천교이다. 일제강점기 차경석(車京石)은 증산의 서거 이후 포교운동을 전개하여
교단을 조직하였으며 1920년대 당시 그 교세가 천도교를 능가하기도 하였다.8) 3・1
운동의 실패이후민족 해방의염원이 좌절된민중은 속속보천교에 입교하여조직을
구성하고 성금을 모으면서 보천교는 막강한 자금력과 신도를 보유한 조선의 거대
종단이 되었다. 그러나 보천교는 교단 자체의 신구파의 내홍, 일제의 탄압, 언론의
비난, 친일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의 원인으로 교세가 급락하였고 교주인 차경
석마저 사망하면서 거의 사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보천교는 일제로부터
반체제적인 사교 집단, 민족운동진영으로부터는 전근대적이고 반민족적인 미신 단
체로 매도되면서 근래까지 부정적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게 되었고 역사학계로부
터도 외면받아왔다.9)
그러나 최근 보천교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여러 자료가
회개혁사상을 들었다.(류병덕, ｢개화기 일제시의 민족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의
제문제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50-293; 류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상 연구
(서울: 마당기획, 2000), 145-214.)
8)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파주: 한울, 2009), 122. 보천교의 신도수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천교 스스로는 600만 신도수를 내세웠지만, 이강오는 200만
정도로 김재영은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100만 정도로 파악한 바 있다.(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대흥기획, 1992), 972;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전주:
신아출판사, 2010), 186.) 미국 총영사(American Consul General)였던 Ransford S. Miller는
1925년에 작성한 문서(｢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and Organizations in Chosenthe Public Safety Act｣)에서 보천교의 신도수가 600만이라고 알려졌다고 기록하였다.
9)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
운동사학회, 200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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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 인지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차경석과 보천교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고 있다.10) 또한 일제강점기 보천교 다음으로 큰 증산계 교단이었던 정산(鼎
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의 무극도(无極道)11)에 대해서도 관련 학술발표와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12)
이러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증산을 신앙인들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 민족적 고
난과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류 구원의 이상을 펼친 종교가라고 보는 그동안의
관심의 외연이 역사학계에까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장선상에서 2018년
에는 증산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고 정읍에 위치한 그의 생가터 및 주변을 정비
하며 역사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13)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특히 증산 생가터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 의의, 기대효과,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앞에서 서술한 한국의 주요한 종교 인물이자 사상가인
증산의 생가터의 정비와 관련하여 생가터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고 그 종교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증산 생가터의 위치를 고증
하여 추론하고자 한다.14) 고증할 만한 사진, 유물 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문헌자
10) 2017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총 7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8년 11월에는 한국민족운동
사학회가 주최한 ‘보천교와 보천교인의 민족운동’ 학술대회에서도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군자금 지원, 권총단 사건, 강제 해산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11) 무극도는 오늘날 증산계 최대 종단인 대순진리회의 전신이다.
12) 2018년 6월 정읍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여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문화적 회고와
전망’의 제목으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총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13) 2018년 10월 5일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주최 및 주관,
전북도민일보・전북역사문화학회・정읍문화원 후원 하에 ‘증산사상의 역사문화사적 재
조명-정읍 생가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발표된 논문은 나종우,
｢19세기 사회변동과 신종교의 대두｣; 이경원, ｢강증산의 생애와 사상｣; 박인규, ｢강증산
사후의 교단 형성과정｣; 최승희, ｢강증산 생가터 정비계획｣의 4편이다.
14)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교무부 연구원 신상미는 증산 생가터에 대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신상미, ｢상제님 강세지｣, 대순회보 15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3), 32-45.)
이 글에서는 435-1번지와 436번지 두 곳을 생가지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자료와
인터뷰자료를보강하여이글에서의몇가지오류를수정하고생가지추정지를규명하고자
하며 학술연구로서 객관적으로 종교문화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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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교단자료, 공문서)와 생가터 인근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역을 추정하고자 한다.15) 3장에서는 이러한 생가터가 지
닐 수 있는 종교문화적 의의를 살피고 그 가치를 규명하여 생가터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Ⅱ. 생가터 위치 고증
1. 증산 생가터 후보지

증산 생가터의 명확하고 실증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증산 종단의 경전,
종교연구 서적, 일제 공문서에 기재된 증산 탄강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도표는 제 문헌의 제목・저자・발행 연도 및 증산 생가 주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증산의 외가인 서산리(西山里)로 기재한 5권의 문헌, 덕천면 신월리
라고 하면서 주소를 명시한 3가지 문헌, 번지 없이 덕천면 신월리라 기록한 28권의
문헌을 각각 연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1
2
3
4
5

경전 및
연구서적
洋村及外人
事情一覽
증산천사공
사기
보천교지
용화전경
보화교와

저자 및
발행처
平安南道
이상호
보천교
중앙총정원
김낙원
보화교본부

발행
연도
1924
1926
1964
1972
?

증산 생가 주소
全羅北道 井邑郡(元 古阜郡) 德川面
西山里
全羅北道 古阜郡 西山里 <1쪽>
全羅道 古阜郡 沓內面 西山里(지금
井邑郡 梨坪面 斗地里) <2쪽>
全北 井邑郡 梨坪面 斗地里(당시
古阜郡 沓內面 西山里) <22-23쪽>
全羅道 古阜郡 沓內面 西山里

강세지
구분
증산의
외가
서산리

15) 인근지역주민의인터뷰녹취자료는대순진리회여주본부도장교무부에서다년간수집한
자료이며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자료를 제공해 준 교무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논문의 인터뷰 내용은 이 녹취 자료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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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신앙체계
증산종단화
보
무오동지
치성심고문
한국신흥종
교총감
普天敎一般
대순전경
초판
교조약사
朝鮮の
類似宗敎
화은당실기
대순전경
6판
선도진경
1판
선도진경
2판
증산대도전
경
증산종단개
론
전경
증산교사
선도진경
3판
도훈

박종설
강석환
이강오
全羅北道
이상호
이영호
무라야마 지쥰
대한
증산선불교
본부
이상호
태극도 문화부
태극도
편찬위원회
김삼일
증산종단연합
회
대순진리회
교무부
이정립
태극도
편찬위원회
보천교

1974
1978
1993
1926
1929
1935
1936
1960
1965
1965
1967
1970
1971
1974
1977
1983
1986

<12쪽>
全北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새터
540-2 <12-13쪽>
全北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435-1
<17-18쪽>
井邑郡 德川面新月里(객망동) 540-4
<186쪽>
全羅北道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元
古阜郡 優德面 西山里) <1쪽>
朝鮮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今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쪽>
全北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今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2-3쪽>
全羅北道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元
古阜郡 優德面 西山里) <293쪽>
全羅北道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쪽>
朝鮮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 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新基 <1쪽>
全羅北道 井邑郡 德川面 新基里
<1쪽>
全羅北道 井邑郡 德川面 新基里
<4쪽>
全北井邑郡德川面新月里손바래기
<4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基里 새터마을)
<14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2-3쪽>
朝鮮國 古阜郡 優德面
손바래기(客望里) <2-3쪽>
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1쪽>
全北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今

신월리
540-2
신월리
435-1
신월리
540-4

신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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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상제
15 통일진법
대성경집
16 진경전서
17 천지개벽경

이효진

1987

태극도
정영규

1987
1987
1988

19 진경
20 록천지공사실
동곡비서
21 증산도 도전
22 천지개벽경
연구
23 증산법종교
육십년사
한국신흥종
24 교실태조사
보고서
25 대보경
26 교리문답
27 증산교사상
연구

김시목
태극도
편찬위원회
김찬문・김태
진
증산도
도전편찬위원
회
이중성
증산법종교
김홍철・류병
덕・양은용
오성산도장
증산법종교
김홍철

28 미륵경전

박판수

2005

18 순천도사

1989
1990
1996
1996
1997
1997
1999
2001
2003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新月里 新基) <64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쪽>
朝鮮國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10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新基)
<30-31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22-23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43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
<23-24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21쪽>
全羅道 古阜郡 손바래기(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51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新月里 新基) <29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5쪽>
全羅北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13쪽>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新基)
<39-40쪽>

몇몇 문헌에서는 증산이 탄강한 곳을 증산의 외가인 이평면 서산리라고 하였다.

136 종교와 문화

이상호의 증산천사공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父親의 諱는 興周요 母親은 權氏라 權氏가 庚午 九月 어느 날 밤에 한 을 어덧스
니 하눌이 南北으로 갈나지며 큰 붉은 덩어리가 낫하나서 졈졈 나직하야 몸을 덥흠애
그 빗이 天下에 비나더라. 이로부터 잉태되야 十三朔을 지나 辛未九月十九日子時에
全羅北道 古阜郡(今井邑郡에 倂合되다) 西山里에서 天師가 誕降하시다.16)

즉 모친인 권양덕이 1870년 음력 9월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는 꿈을 꾼 뒤 아기를 잉태하여 13개월이 지난 1871년 음력 9월 서산리에서
출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호는 1929년 편찬한 대순전경에는 이와는 다르
게 기록하였다.
先生의 姓은 姜이오 名은 一淳이오, 甑山은 그 號이시니 距今 五十八年前 李朝
高宗 辛未 九月十九日에 朝鮮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今 井邑郡 德川面 新月
里)에서 誕降하시니라. 父의 名은 興周오 母는 權氏니 權氏가 古阜郡 馬項面 西山里
그의 親家에 覲省하엿다가 하로는 하눌이 南北으로 갈나지며 큰 불덩이가 나려와
몸을 덥흠에 天下가 光明하여진 을 고 일로부터 有身하엿더니 그 誕降하실 에
産室에 異香이 가득하며 밝은 빗이 집을 둘너 하눌에 쳣더라.17)

위 문헌기록에서는, 모친 권씨가 서산리에 근친하러갔을 때 태몽을 꾸고 태기가
있더니 13개월이 지나 덕천면 신월리에서 증산이 탄강하였다고 하였다. 즉 서산리
는 증산의 모친이 태몽을 꾼 장소이며 증산의 탄강지는 신월리라는 것이다. 이상호
는 1926년 증산천사공사기에서 작성한 내용이 오류라는 것을 인지하고 위와 같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신월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에서 서산리는 증산의 탄생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증산의 생가지가 신월리라고 한다면 문제점은 정확히 현 신월리 어느 지번이냐
16)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1.
17)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京城: 東華敎會道場, 192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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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위 문헌에서 제시한 지번과 현재 증산의 탄강지로 알려진 지번 등을
후보군으로 하여 하나씩 검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18)
첫 번째로 살펴볼 지번은 1977년 한국종교연구원 박종설이 펴낸 증산종단화보
에서 주장한 신월리 540-2번지이다.19) 이곳은 1985년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에서 ‘증산교 객망리파’로 명명된 종교 단체의 부속 건물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20)
이 부지의 위쪽인 542번지에는 ‘무극대도(無極大道)’란 현판이 걸린 채 스러져가는
사당(祠堂)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당은 보천교 60방주 중 한 명이었다가 1923년
보천교를 탈퇴한 채경대(蔡京大)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21) 동지들과 보천교를 탈퇴
한 채경대는 1924년 음력 3월 성전 공사를 위한 상량식을 하고 1930년 동지에 증산
신성(甑山神聖), 진묵대사, 주자를 ‘삼성(三聖)’으로 봉안하였다. 그의 교단은 삼성을
모셨기 때문에 ‘삼성교(三聖敎)’라 불렸다. 채경대는 이곳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종
교 활동을 개진하다가 1936년 신종교에 대한 일제의 폭압이 심해지자 교인들과 함
께 만주로 이주하였다.22)
이후 이 사당은 해방 이후 대구 출신 신언목(申彦穆, 1903-1984)에 의해 사용되었
다. 신언목은 사당을 점거하고 증산의 향사(享祀)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따르는 사
람이 수십 명이 되어 봄・가을로 내왕하면서 치성을 올리거나 송주를 위주한 수련
공부를 실시하였다.23) 1985년 조사 기록에서 손양호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18)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감에서 기록된 신월리 540-4는 없는 지번이므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19) 박종설, 증산종단화보 (서울: 한국종교연구원, 1974), 12.
20) 기록에서 “300여 평의 대지에 30평의 사당이 있고 4채의 부대건물이 있다.”고 하였고,
사당이 위치한 542번지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890.
21) 월곡 차경석은 1919년 음력 10월경 경상남도 함양군 대황산에서 고천제(告天祭)를 지내고
교단의 핵심 간부 60인을 임명하였다. 60인은 수화금목・동서남북・춘하추동에 상응하는
12인, 24방위의 이름을붙인 24인, 24절후의 명칭을부여한 24인으로구성되어 있다. 채경대
는 이중 소한 방주에 임명되었다.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9b.
22)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444-462.
23) 이강오, ｢한국의신흥종교자료편제1부: 증산교계 총론–그연혁과교리의개요｣, 논문집
7 (전북대학교, 196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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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재는 다 무너져가는 집과 무성한 잡초만 볼 수 있다.24)
540-2번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1924년 강백회(姜百會) → 1925년 박경대(朴
京大) → 1925년 이상학(李相鶴) → 1927년 강영준(姜永俊) …… 1962년 신언목(申彦
穆)으로 되어 있다. 강백회는 진주강씨(晉州姜氏) 박사공파(博士公派) 22세로 증산
의 부친과 같은 항렬이지만 16세에서 조상을 같이 하는 먼 친척이다. 따라서 토지대
장의 내용에서 이 지번을 증산의 생가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번에는 증산의 먼 친척이 살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삼성교’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삼성교의 부대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신언목에 의해 이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찰한 지번은 현재 ‘강증산 상제 강세지(姜甑山 上帝 降世地)’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신월리 504번지이다. 이 지번은 위 문헌 조사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증산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고 현재 강세지를 표명하는 간판이 걸려있어 일
반적으로 이곳이 증산의 생가터인 걸로 알려져 있다. 현재 504번지는 바로 옆 지번
인 412-1번지와 합쳐져 신송길 32로 되었으며 한 집에 속한다. 2012년 당시 412-1번
지에는 유정자가 살고 있었는데, 유정자는 바로 증산의 양자인 강석환25)의 부인이
다. 유정자의 증언에 따르면 진영을 봉안하기 전 504번지 가옥에는 강석환의 당숙인
강천식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에 강석환이 증산의 진영을 모시고 ‘강증산 상제 강세
지’라는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26) 강석환이 이곳에 증산의 진영을 봉안하고 현판을
걸어 강세지라고 알리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가 1978년 작성
24)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890.
25) 증산은 슬하에 독녀인 강순임(姜舜任, 현 증산법종교의 창시자)만을 두었다. 강석환
(1920-1993)이증산의대를이었는데, 그가 증산의양자가 된것은 증산의언설과관련된다.
증산은 재종숙되는 강성회(姜聖會, 강석환의 조부)의 집에 가서 강영탁(姜永鐸, 강석환의
부)에게 “장차 나를 대신하여 가사를 돌보라. 고목에 꽃이 피리라”고 하였었다. 증산의
이러한 언설로 강영탁은 그 아들인 강석환으로 하여금 증산의 가계를 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증산은 또 친히 쓴 병풍을 강성회에게 주었고 강석환의 종형인 강계형이
이를 간수하다가 1920년에 태어나 증산을 후계한 강석환에게 전달되었다. 강석환이 병풍
속을 뜯어보니 “吾家養白鶴, 飛去月蘆夜”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전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예시 55절・64절 참고.
26) 유정자(1928생) 인터뷰 2012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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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오동지 치성심고문(戊午冬至 致誠心告文)｣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강석환은
도리어 이곳 504번지가 증산의 탄강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번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上帝님이 九天에서 人世로 地上에 降臨하사 저의 姜氏 門中에 誕降하심이 姜門의
榮光이옵니다. 小子 不敏하와 歸天하신지 於焉 七十年이 되도록 이러타 할 孝行을
받들지 못하옵든 次 上帝님 誕生地인 現 井邑郡 德川面 新月里 435의1 所在 聖地를
이제까지 他人이 領有하여 오든바 今日 冬至日 后에 小子의 名儀로 確保하기로 하고
힘자라는 대로 아버님 誕降地를 聖地化할 計劃이오니 아울러 心告하나이다.27)

인용문에서 보듯, 강석환은 증산의 탄생지를 신월리 435-1번지로 특정하면서 그
곳을 타인이 영유한 사정을 언급하였다. 즉 강석환은 435-1번지가 증산의 탄생지임
을 알고 있었으나 사정상 그곳을 확보할 수 없어 골목 맞은편 당숙의 집인 504번지
에 증산의 진영을 봉안하고 ‘강세지’라는 현판을 세웠던 것이다.
강석환의 발언 외 토지대장을 살펴보더라도 504번지는 증산의 생가터로 보기가
어렵다. 이 토지의 소유주를 살펴보면, 1927년 강우쌍(姜牛双) → 1930년 이병규(李
秉奎) → 1933년 류순열(柳順烈) → 1944년 신도천석(神島千石) → 2005년 강희용(이
후 생략) 등이다. 강우쌍은 증산의 직계 가족과 무관하며 강희용은 강석환의 장남으
로 이들 포함 다른 소유주들도 증산의 가계와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세 번째로 고찰한 지번은 위 ｢무오동지 치성심고문｣에서 언급된 신월리 435-1번
지와 바로 인근 지번인 436번지이다. 이 지번은 2013년 7월 15일 당시 마을주민
전대식의 집터에 소속된 곳이다. 전대식의 가옥은 4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35-1
번지와 436번지는 가옥의 마당에 해당한다. 435-1번지에는 창고 및 비닐하우스가
있고 마당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436번지는 집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대식
과의 두 차례 인터뷰에서 증산 생가터에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27) 강석환, ｢무오동지 치성심고문｣, 197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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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 집이 예전에 증산 선생님의 생가였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대식: 상제님이 태어나신 곳인지는 잘 모르겠고 상제님 가족이 살았다고 선친
(전태식, 1906년생)께 들었다. 강석환씨가 계속 이 집을 팔라 했었다. 정확
한 위치는 436번지이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대략 27평 정도의 밭으로
되어 있었다. 현 집은 437, 436, 435-1 등 세번지가 합쳐져 있다. 집 밖으로
길에 6평 정도가 나와 있다. 그 6평인 땅은 유치순 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문: 옛날의 집 구조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전대식: 사진은 없다. 437번지가 원래 우리 집이었고, 435번지에 집 한 채가 있었고,
436번지에는 27평의 밭이 있었는데 세 번지를 사서 합쳤다. 436번지 앞으
로 우물이 있었다. 27평인 436번지의 작은 초가집에서 상제님 가족이 살았
었는데, 기어 나왔다가 기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집이 작았다고 들었다.28)
문: 증산 선생님의 가족이 사셨다는 곳이 436번지가 맞나요?
전대식: 대문 밖에서 집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이 상제님께서 사셨던 곳이다.
당시에는 27평 정도였다. 강석환 씨가 27평 되는 이곳을 팔라고 찾아 온
적이있었다. 이집앞으로원래길이좁게있었는데, 박대통령때새마을운
동하면서 길이 넓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6평 정도가 길에 편입되었다.
문: 1차 인터뷰 때 집 구조 설명을 듣고 그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대식: 우리 집이 이 지도처럼 반듯하지 않고 나와 있었다. 길은 지도와 같으며
우물은 옛날부터있던곳이다. 대문은 세 집에 각각 있었으며, 우리 가족이
살던 집(437번지)이 끝집이었다. 길난 그대로 또랑이 있었고 대문은 길
끝에 있었으며, 대문 옆에 잿간이 있었다. 그 당시 강석환 씨가 텃값을
좀 줬었어도 이 땅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주고 팔라하니 부친께서
팔지 않았다. 그래서 강석환 씨가 이곳에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운
것이다.29)
문: 강석환 씨가 비석을 세우고 싶다고 한 곳이 435-1번지인가요? 436번지인가요?
28) 전대식 인터뷰 2012년 12월 27일.
29) 전대식 인터뷰 2013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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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식: 436번지다. 강석환 씨가 부친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안다.
섭섭지않게좀 돈을 챙겨 준다고 했으면 비석이라도세울수 있게 하셨을
텐데, 강석환씨가그렇게는안하면서해달라고하니부친께서반대했다.30)

위 내용에서, 전대식은 1906년생인 부친 전태식으로부터 증산의 생가터가 436번
지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436번지가 증산의 생가터라고 주장하였다. 또
증산과 가족이 살았던 생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작은 초가집으로 기어서 드나들어야
할 정도로 작고 허름한 집이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또 예전에는 437번지, 435-1번지에 가옥이 있었고 436번지는 밭이었으며 원래
27평 정도였으나 새마을운동 시절 길이 넓어지면서 6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고 하였다.31) 전대식은 두 지번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우에 대해 “436번지 사람
(경주 이씨)이 435-1번지 사람에게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다음 435-1
번지에서 436번지를 산 후 이사갈 때 우리에게 판 것이다.”32)라고 하였다.33)
그리고 전대식은 강석환이 자신의 부친 전태식으로부터 436번지의 땅을 사려고
하였으며 그곳에 비석(증산의 생가터임을 알리는)을 세우고자 하였다고 한다. 또
부친 전태식이 강석환에게 토지를 팔지 않은 것은 가격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말하였다.
위와 같은 전대식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여러 곳 중 436번지가 증산 생가터로 가
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닐까 한다. 전대식의 부친인 전태식이 1906년생으로 증산의
부친 강문회의 생전 인물인 점, 증산의 양자인 강석환이 436번지를 구매하려고 하였
고 비석을 세우고자 하였던 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증언과 경전 기록 등을 통해
30) 전대식 인터뷰 2013년 8월 17일.
31) 전대식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이전 증산 생가터의 주변 지번에 대한 그림은 첨부 1을
살펴볼 것.
32) 전대식 인터뷰 2013년 8월 17일.
33) 435-1번지와 436번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435-1번지의 경우 1914년 유치순(兪致淳)
→ 1979년 5월 전대식으로 되어있고, 436번지는 1914년 이화백(李化伯) → 1979년 7월
전대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이 두 지번이 전대식의 소유가 되고 등기된 시점은 1979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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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번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고찰할 지번은 433번지이다. 이 지번을 증산의 생가지라고 지칭하는
증산 종단의 경전 및 종교연구 서적은 없으나, 1914년 일제가 작성한 토지대장에
이 지번의 소유주가 증산의 부친인 강문회(姜文會)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인 신월리
전체 지번 중 유일하게 강문회가 소유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1914년 10월 10일 강문회(姜文會) → 1918년 10월 18일 권양덕(權良德)34) → 1918년
10월 18일 김성연(金成淵) → 1953년 장영주(張榮柱)(이하 생략) 등으로 되어 있다.
433번지의 소유주가 강문회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증산의 부친이 이곳에 계속 살았으며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소유주로 등기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곳이 증산의 생가터라면 증산이 탄생한 1871년 이전부터
강문회가 이곳에 살았으며 1914년 등기하였다는 말이다. 둘째, 강문회가 다른 곳에
살다가(예를 들어 436번지) 이곳으로 옮겨 왔으며 1914년 등기하였을 가능성이다.
경전 기록에 의하면 “본댁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부중
에 가셔서 지나가는 걸인에게 나누어 주시니라”35)고 하여 증산이 1904년 음력 7월
경 본댁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판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본댁은 곧
증산 부친의 집을 말한다.36) 곧 증산은 천지공사를 위해 본댁의 살림살이를 팔아
이후 본댁의 가세는 크게 기울게 되었다. 다른 기록에서는 “어느 종도가 상제의 본
댁이 너무 협착함을 송구히 생각하여 좀 나은 집을 사드렸도다.”37)라고 하여 종도가
본댁의 곤궁함을 알고 증산의 부친을 위해 집을 사준 것으로 되어 있다. 종도가
집을 사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문회 명의로 등기된 433번지가 바로 종도
가 사준 집일 가능성이 크다. 등기의 변천 과정을 추정해보면, 강문회는 1916년 서거
하였으며38) 상속 과정에서 1918년 부인인 권양덕에게 이전되었다고 추정되며 같은
34) 권양덕은 증산의 모친이다.
3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5절.
3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행록 5장 36절, “…부친이
고부 객망리 본댁으로부터 동곡에 오시고…”
3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43절.
38) 김병철, 화은당실기 2판 (김제: 증산법종교, 1989), 24, “…선사 나이 13살이 되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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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권양덕은 김성연(金成淵)에게 다시 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도에
서 편찬한 도전에는 김성연이란 인물이 증산의 종도로 등장하는데,39) 토지대장의
김성연이 바로 종도 김성연으로 추측된다. 이 추측대로라면 종도 김성연이 강문회
에게 집을 사주고 강문회 서거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증산의 종도가 본댁이 협소하여 집을 사주었다는 기록, 토대대장에
서 김성연이 증산의 종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33번지는 증산의
생가터라 보기 어려우며 나중에 강문회가 이사하여 살았던 곳이라 짐작된다. 또
어떤 기록과 증언에서도 이곳이 증산의 생가터라 언급되고 있지 않다.
2. 증산 생가터 추정지

이상 살펴본 540-2번지, 504번지, 435-1번지, 436번지, 433번지 가운데 필자는
436번지가 증산의 생가터로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전대식 외 다른 이의 증언과 기타 경전의 기록이다.
먼저, 증언으로는 전대식 외에 강석환의 부인인 유정자가 436번지를 증산의 생가
터라고 하였다. 1928년생인 유정자는 1944년에 당시 25세였던 강석환과 결혼하였고
강석환의 부친인 강영탁의 집(438-1번지)에서 살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그 집이 좁고 412-1번지에 빈터가 있어 이 번지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하였
다.40) 436번지를 증산의 생가터라고 말하는 유정자의 증언을 인용해본다.
우물옆 작은오두막에서 상제님께서 태어나셨다. 지금은 터가있는지 잘모르겠
다. 워낙 작은 집이었고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고 길도 나고 해서 잘 모르겠다.41)
소중함이며 제반 인사범절도 대략 깨닫게 되었는데, 조부께서 별세하시니…”. 여기서 선사
는 증산의 독녀인 강순임이며 강순임은 1904년 태어났다. 이 기록에 따르면 강문회는
1916년 서거한 것이다.
39)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서울: 대원출판사, 2003), 5편 166장 13절, “그
뒤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김성연(金成淵)과 함께 말을 타고 관왕묘에 이르시어…”
40) 유정자 인터뷰 2012년 5월 10일.
41) 유정자 인터뷰 201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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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서 우물이 옹달샘이었는데, 그 옆에 오두막같이 작았다고 들었다. 그런
데 새마을 사업한다고 거기가 길로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른다.…그저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밖에는 잘 모른다.42)
우물 위로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강세지라고 들었다. 새마을 운동할 때
길을 넓혔는데 그곳에 집이 있었다고 한다.…전대식 씨 집이 지금 새로 지으면서
넓혀서 그렇지, 봉춘댁이 사는 초가집하고 사서 합친 것이다. 전대식 씨 집인지는
모르겠고 우물 위로 상제님 강세하신 곳이 있었다고만 들었다. 여기서말하는 우물
은 지금 있는 우물이다.43)

위 증언을 종합해보면, 유정자는 현재 위치한 우물 옆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다
고 전해 들었고 그곳에서 증산이 탄강하였다고 말하였다. 436번지가 1979년에서야
전대식의 소유가 된 점을 감안할 때, 유정자의 발언에서 과거 당시 전대식의 소유가
아니며 우물 옆에 해당하는 곳은 436번지이다.
전대식과 유정자 외 인터뷰한 몇몇 인물들은 증산의 생가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알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일례로 2012년 말 당시 강영탁
의 집이었던 438-1번에 살고 있던 강우상(이때 90세, 강영탁의 당숙)은 증산의 생가
터에 대해 잘 모르며 “아는 사람은 다 죽고 없다.”고 하였고,44) 다른 마을 주민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러 경전 기록 가운데 증산의 생가에 대해 단편적으로라도 언급하고 있는 자료
는 증산도에서 편찬한 도전 밖에 없다. 즉 다른 문헌은 증산 생가의 주소(대부분
신월리)만 언급하였을 뿐 가옥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도전에 나타난
증산 생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태어나신후 집안이너무 가난하여 외가와진외가로 자주옮겨 사시니라. 객망리
에 사실 때의 집은 사립문도 없고 부엌은 볏짚으로 엮고 문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
42) 유정자 인터뷰 2012년 5월 29일.
43) 유정자 인터뷰 2013년 8월 17일.
44) 강우상 인터뷰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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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더라.45)
객망리 집은 사립문도 없이 작은방 하나에 부엌 하나인데, 부엌은 볏짚으로
두르고 문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더라.46)
본댁마당에다 샘을파심. 이해에 하루는손바래기에서동무들과 놀이를하시다
가 갑자기 고사리 손으로 마당 한쪽 구석을 파시거늘 같이 놀던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이유를 물으니 학봉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며 그저 “샘을 판다.” 하시니라.
학봉께서 처음에는 맨손으로 긁으시다가 이내 복찌깨로 땅을 파시며 연신 “어서
물 나라, 물 나라.” 하시니 물이 날 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리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정말로 샘물이 솟아나거늘 이를 본 아이들이 모두 신기해하며 손뼉을
치니라. 후에 그 샘물은 동네 우물로 쓰이니라.47)

이 기록에서, 증산의 생가는 사립문도 없고 작은방 하나에 부엌 하나의 규모였으
며 부엌은 볏짚으로 두르고 문은 대나무로 엮을 정도로 매우 가난하였다고 한다.
또 인용문에서 증산은 7세 때 집 마당 한쪽 구석을 파니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이 샘물이 이후 동네 우물로 쓰였다고 한다.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기록과 436번지가 원래 도로쪽으로 6평 더 넓었었다는 전대식의 발언 그리고
유정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 그러면 현 우물이 도로에 수용되기 전 본래 436번지
의 마당과 인접하므로 두 사람의 증언과 이 경전 기록이 합치된다. 또 증산의 생가가
매우 협소하였다는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볼 때 435-1번지의 대지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436번지가 생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일제가 1915년에 작성한 지적원도(첨부2)
에서도 마을에서 대지로 표시된 지번 중 436번지가 제일 면적이 작고 또 436번지
바로 앞에 마을의 우물(井)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436번지의 토지대장에
증산의 부모 또는 증산의 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등기 기록이 시작된 1914년
당시 앞서 밝힌 433번지를 증산의 부친인 강문회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
45)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2쇄 (서울: 대원출판사, 1996), 1편 15장.
46)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서울: 대원출판사, 2003), 1편 18장.
47)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1편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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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1914년에는 강문회가 살았던 곳(본댁)은 436번지가 아니라 433번지였다.
이러한 제반 정보를 종합할 때 결론적으로 436번지가 증산의 생가터로 가장 유력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석환이 왜 ｢무오동지 치성심고문｣에 증산의 탄생지를 435-1번지라고 기
록하였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 이는 그의 부인인 유정자가 우물 옆 작은 집이라
한 발언과 전대식도 그가 436번지를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435-1번지가 우물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우물 위쪽에 위치한 점, 강석
환의 기록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산 생가터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여러 내용을 종합할 때 436번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Ⅲ. 생가터의 종교문화적 의의
세계의 많은 저명한 관광지, 유적지 등이 종교문화와 관련이 있음은 익히 잘 알려
져 있다. 특히 현재에도 살아 숨 쉬며 수많은 신앙인을 거느리고 있는 종교의 유적지
는 성소로서 인식되고 기념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중심 공간으로 기능한
다.48) 일례로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Bethlehem)은 예루살렘 남쪽의 작은
도시이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이 방문하는 성지순례지이다. 특히 예수가 탄생한 장소
로 전해지는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탄생 기념성당(Church of Nativity)’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쳐온 기독교 성당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신자들에게 있어
지극한 성소(聖所)이자 거룩한 순례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하였다.49) 우리나라의 경우도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기성
종교는 해당 종교 전통 내의 주요한 인물들의 탄생지, 수행지,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48) 종교학자 엘리아데(Eliade)는 종교적 인간은 모든 거주 공간을 성스러움(the sacred)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화한다고 하였다. 그는 종교적 인간은 영원한 성소 또는 세계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다고 보았다.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lated by Rosemary Sheed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3), 382-384.
49) https://whc.unesco.org/en/list/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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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등 의미 있는 장소를 성역화하거나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신종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화 할 수 있는 종교 문화의
원형적 요소의 발굴과 활용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50) 신종교의 실정과 관련하
여 허남진은 지금까지 한국 신종교에서 성역화 한 성지에 대해 정리하여 그 양상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교조의 종교체험과 관련된 장소(천도교의 여시
바윗골・용담정, 증산교의 대원사, 원불교의 영산성지), 둘째는 교조와 성인의 행적
과 관련된 장소(천도교의 최제우와 최시형의 생가터・은적암・내원암・용담성지,
통일교의 범냇골, 증산교의 동곡약방, 원불교의 영산성지・변산성지・익산성지),
셋째는 교조와 성인의 유해가 묻혀있는 장소(증산교의 삼청전, 최제우의 태묘, 최시
형과 손병희의 묘소, 원불교 익산성지), 넷째는 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천도
교의 봉황각, 대종교의 청파호, 원불교의 영산 성지・변산성지・익산성지), 마지막
다섯째는 현세의 이상세계 건설지(통일교의 청평성지, 증산교의 용화동, 계룡산 신
도안 등)을 언급하였다.51)
위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증산계 신종교의 교조인 증산의 생가터에
대해서는 정비・성역화・문화콘텐츠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증산
계 신종교는 국외에서 수입된 종교가 아닌 이 땅의 한국인인 증산 강일순에 의해
창시된 자생종교이자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역설한 민족종교,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였던 민중종교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생가터에
대한 정비・복원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증산 강일순과 관련된 종교문화는
정읍의 주요한 문화유산이며 더 나아가 전라북도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산 생가터를 정비・복원할 때 향후 어떠한 가치와 효과를 기대할 수
50) 신광철, ｢원불교 문화원형의 의의와 활용 방안｣, 신종교연구 21 (한국신종교학회, 2009),
289. 신광철은 다른 논문에서 신종교 문화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고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에 상응하는 각 신종교 단체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신광철,
｢신종교와 문화콘텐츠-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1-20.
51) 허남진, ｢한국 신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성｣, 한국종교 4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1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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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첫째, 신앙인들에게 증산 생가터는 주요한 성지 순례지로 기능할 수 있다.
종교적 인간은 본원적 성스러움과 더 가까워지려는 욕망을 품고 있으며 그것이 충
족될 수 없을 때 직접 성스러운 존재가 현현하였던 공간을 찾아 떠나게 된다.52)
곧 순례는 성스러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으로 종교적 인간・공간・성스러움
이 세 요소가 어우러져 완성된다.53)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증산의 활동지인 정읍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찾고 방문해오
고 있는 순례지이자 성지이다. 보천교를 세운 차경석이 교단의 본부를 정읍군 입암
면 대흥리로 하면서 일제강점기 정읍은 수백만 신도를 거느린 대교단의 중심지였다.
1922년 음력 7월에 차경석의 모친 장례식이 열려 수만 명이 장례 행렬에 참석하였고
교단에서 식표를 내어 식사를 공급하였는데 식표수가 총 45만여 장이었다고 한다.54)
1929년 음력 4월말에는 정읍 보천교 본부의 십일전(十一殿)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배객들이 몰려들었다.55) 당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의 신안주역
(新安州驛)에 매일 100여 명씩 기차로 정읍으로 향하려는 신자들이 모여 들었다고
하며,56) 김천에서도 정읍으로 향하는 보천교도가 쇄도한다고 하였고,57) 정주(定州)
에서도 정읍을 찾아갔다 돌아오는 보천교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58)
보천교 다음으로 교세가 컸던 무극도(无極道)도 1925년에 정읍군 태인면 태성리
에 도장을 준공하며 종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59) 1936년 편찬된 정읍군지에
는정읍의명승지중하나로무극도도장의사진을게재하며“동면태흥리1등도로변
52) 유요한,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서울: 이학사, 2009), 177.
53) 최화선, ｢장소에 관한 새로운 종교학적 접근의 모색｣,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4),
338.
54) ｢食票만 四十五萬張, 십만원을 드리엇다하는 보텬교 사모의 장의상보｣, 《동아일보》,
1922년 9월 19일.
55) 낙성식은일제의 방해공작과금지령으로이행되지 못하였다. 낙성식을보기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은 결국 실망만 안고 귀향하였다.
56) ｢井邑가는 普天敎徒 每日百餘名｣, 《매일신보》, 1929년 4월 25일.
57) ｢철모르는 普天敎徒의 彷徨｣, 《중외일보》, 1929년 5월 8일.
58) ｢失望歸鄕의 愚夫愚婦 普天敎徒들｣, 《매일신보》, 1929년 8월 3일.
59)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槪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국가기록원 소장 CTA0001752),
192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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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3층의 화려한 누각이 공중에 우뚝 솟아있으니, 이것이 즉 무극도 본사이다.
그 웅장함은 보천교 본부와 조금 차이가 있으나 구조의 정교함은 그에 별로 손색이
없다. … 건물의 명칭은 중앙의 3층은 도솔궁, 2층은 영대라 하고 부속건물 수십
동이있으니 그 장치의 찬란함이야말로참으로 장관이다. 역시 원근각지의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다.”60)라고 소개하였다. 이렇듯 정읍에는 보천교와 후속주자인 무극도가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당시 신문은 이를 비꼬아 보천교의 교주차경석을 차천자
로 무극도의 교주 조철제는 조천자라 부르면서 “一郡에 所謂 天子가 둘이나 잇는
곳은 아마 朝鮮에도 井邑이엇슬 것이다.”61)라 하기도 하였다. 위의 기록 등에서 일제
강점기 정읍은 증산 신앙운동의 산실, 구심점, 성지, 순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유사종교로 핍박받고 해산되었던 증산 종단은 해방 이후 다시 일어
났다. 여러 증산 종단의 신도들은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읍 및 인근 성지를
순례하여왔다. 특히 근래에는 증산 종단 가운데 가장 큰 교세를 지닌 대순진리회
신도들의 종교 활동과 순례지 방문이 활발하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
인 증산의 생가가 위치한 덕천면 신월리, 증산이 공부하였다는 마을 뒤편의 시루봉,
증산이 방문하였던 여러 직계 종도들의 집터 등을 순례하며 증산의 가르침을 되새
긴다. 즉 증산은 과거에 국한된 역사 인물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삶에 생생히 현현하
여 영향을 미치는 성스러운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확한 증산의
생가터를 고증하고 이를 정비함으로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종교문화유산으로 변모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증산을 단지 신앙인들의 숭앙 대상으로서의 증산이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
도 열려 있는 인물로 설정하고 기존 정읍 지역의 여타 종교문화콘텐츠와 융합함으
로써 보다 보편적인 문화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다. 동학의 최제우・최시형・손병희
를 단지 동학 교단에서 신봉하는 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모순을 해결하
려 하였던 선각자이자 위인으로 보듯이 증산 또한 비신앙인과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또 주지하다시피 정읍은 고부 동학농민운동의 중심 지역으로
60) 張奉善, 井邑郡誌 (全北: 履露閣, 1936), 20-21.
61) ｢無極道의正體｣, 《동아일보》, 1928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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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62)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는데, 향토현 전승일인 5월 11
일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읍은 동학의 중요한 상징성을 더욱 확보하게 되었
다.63) 이처럼 동학이라는 상징을 가진 정읍에 증산 신앙의 모태이자 중심지라는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정읍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다. 실제 증산
은 자신의 고향마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과 실패의 참상을 목도하였으
며 이후 세상과 창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의를 세우고 이를 위한 종교적 작업으로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시작하였다. 증산의 종도들도 증산을 추종하기 이전 동학군
에 가담하였던 이들이 많았고 특히 증산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천하
를 움직인 만고의 명장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학과 증산은 주요
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동학이 단지 정읍지역에 국한된 동학이 아니라 우리 민중을 크게 울렸던 동학이
듯이, 증산에 대한 신앙운동이 정읍에서 싹을 틔웠지만 그 신앙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지역성과 특수성을
넘어 그 보편성을 널리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Ⅳ. 결론
증산 강일순은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에게는 신성한 존재・권능자・구원자로
서,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개시한 ‘종교적 천재(religious
genius)’64)이자 민족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민족종교운동가로 또 민
62) http://www.donghak.or.kr/festival_2017
6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최종 확정｣, 《정읍신문》, 2019년
2월 23일.
64) 종교 연구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특출한 종교 지도자, 성인, 예언자, 구루, 창시자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기독교 연구의 주축 중 하나는 예수 연구이며, 불교
연구의 상당 부분은 고타마 싯다르타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루
살렘에 위치한 The Elijah Interfaith Institute는 이러한 특출한 종교 인물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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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억압과 압제를 해방하고자 하였던 민중종교운동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근래에
는 역사학계에서도 증산계 교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철학계에서도
근대의 주요한 사상가로서 증산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산이 탄강하여 유년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정읍은 증산의 숨결과 자취
가 남아있는 곳이다. 청년 시절의 증산은 고향 마을에서 벌어졌던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쇠퇴와 참상을 목격하였다. 이후 증산은 광구천하와 광제창생
의 대의를 세웠으며 생가 뒤편의 나지막한 산인 시루봉에 올라 공부를 하기도 하였
다. 증산의 생가지를 중심으로 한 정읍 지역은 증산이 발자취가 다분한 곳으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만한 종교문화적 요소가 풍부하다.
이런 점에서 정확한 증산의 생가터를 고증하고 이를 정비・복원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본론에서 밝혔듯이 현재 ‘강증산 상제 강세지’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증산의
생가터로 알려져 있는 신월리 504번지는 증산의 생가터가 아니다. 몇 군데 후보지가
있지만 주요한 인물들의 증언과 문헌 기록을 통해서 볼 때 436번지가 생가터로 가장
유력하다.
현재 이 지번에는 증산의 생가터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식이 없으며 제대로
된 관리나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을 정비 또는 복원하여 문화콘텐츠
화 할 때 상당한 의의와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는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의 주요한 순례지가 될 수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대한
방문과 순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뤄질 때 정읍 지역
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요한 종교적 성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증산을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콘텐츠를 정읍 지역의 동학콘텐츠와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곳은 특정 종교단체의 성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읍의 향토
문화유산 더 나아가 근대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카테고리로 ‘Religious Genius’를 제안하고 그 개념을 통한 종교 연구 프로젝트인 ‘The
Religious Genius Project’를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Religious Genius’ 개념의
역사를 분석하고 종교 연구에의 적용을 시도한 연구가 최근 발간되었다. Alon
Goshen-Gottstein, Religious Genius-Appreciating Inspiring Individuals Across
Tradi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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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즉 종교라는 특수성과 정읍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대중성과 보편성을
지닌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강증산, 문화콘텐츠, 생가터, 정읍, 동학, 보천교, 무극도
원고접수일: 2019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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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대식의 증언으로 그린 증산 생가터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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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부산기록관
소장, 1915. 436번지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다. 지도상에서 436번지 오른쪽
바로 옆에 우물(井)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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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위 지도 확대.

신월리 현 지번(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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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戊午冬至 致誠心告文
표지(1978)

첨부5. 17쪽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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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Site of the Birthplace of Jeungsan
Kang In-Sun and the Significance of its Religious
Culture
Park, In-Gyu (Seoul National University)

Jeungsan, Kang Il-Sun is regarded as a divine being, the mighty one,
the savior by his devotees. And he is also regarded as a religious genius
who initiated new religious movements, as a Korean national religious activist
who tried to overcome the hardships and pains of Korean people and as
a popular religious activist who tried to liberate the oppressed people by
many scholars studying Jeungsan. Furthermore, historians start to increase
their interests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following Jeungsan and the
philosophical community is also evaluating Jeungsan as one of the main
modern thinkers in recent days,
Jeongeup, where he was born and spent his youth, is a place where
the breath of his life and traces remain. During his adolescence, he witnessed
the development, decline, and devastat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s
in his hometown village. He made a big intention to save the world and
people and practiced at Sirubong, a small mountain behind his house. Jeungeup
area, centering on the birthplace of Jeungsan, has abundant religious and
cultural elements that can be developed into cultural contents.

증산 강일순 생가터의 고증과 종교문화적 의의 161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check his accurate home location
and to maintain and restore it. As stated in this article, 504 address where
the sign of ‘The Birthplace of Kang Jeungsan Sangje’ is hanging and known
as his birthplace is not his birthplace. There are a few candidates, but
436 address is the most likely place to be Jeungsan’s birthplace searched
by the testimonies of the main characters and several records.
At present, there is no sign of his birthplace in this lot, and no proper
management or maintenance was done at all. I think that significant meaning
and effect can be expected when we fix or restore and transform it into
cultural contents. The first, this place can be a major pilgrimage site for
faithful believers. Although there have been visits and pilgrimages to this
place from past to now, when systematic maintenance and management
are accomp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it as a major religious
sanctuary in Korea beyond Jeongup area. The second, synergy effect can
be expected by linking religious and cultural contents centered on Donghak
contents in Jeongeup area. It is not limited to the sanctuary of specific
religious groups, but it has the potential to grow into a cultural heritage
or a cultural asset in addition to the local cultural heritage of Jeongeup.
In other word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with popularity
and universality beyond the specificity of religion and locality of Jeongeup.

Key words : Kang Jeungsan, cultural contents, birthplace, Jeungeup,
Donghak, Bocheongyo, Mugeuk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