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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 최제우와 증산 강일순의 괴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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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 답 제시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열
못한 종교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인간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기존의 종교의 세계관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설득력이 약화될 때 신종교가 제
시하는 설명이 민중에게 대안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글에서는 구한말 한국의 대표적 신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수운
(水雲) 최제우(崔濟愚)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이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특히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과 대안을 제시
하고 있는 지를 고찰하여 이 신종교의 세계관과 특성을 이해하는 계
기로 삼고자 한다.
인간의 고통을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인간의 고통의 문 에 해 을

어 보이지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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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은 병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ㆍ심리적 고통
을 가하며 주변인들에게도 불안감, 공포감 그리고 상실감을 유발시
킨다. 퓰리처 상 수상작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의 
총, 균, 쇠에 따르면, 신대륙 원주민들은 상당한 면역력을 가진 유
럽 침략자들에 의해 옮겨진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동족들이 쓰러
져 죽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며, 유럽인
들과의 전쟁에서도 사기가 꺾여 참패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전
염병은 쇠 무기와 함께 세계사를 변화시킨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라고 하였으며 , 아노 카렌 또한 전염병이 종교를 포함한 인류 문
화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고 ,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윌리
엄 맥닐(William H. McNeil)도 전염병과 세계사 변천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설하였다.
의학이 발달하고 보건과 방역체계가 발달한 현대에서도 전염병
은 큰 사회적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중
동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도 감염자를 퍼트린 메르스(MERS, 중
동호흡기증후군)는 연일 매스컴에서 관련 사건과 기사가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를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한
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며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하였던 각종 국
제대회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러한데, 근대 이전 시기에는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어 큰 공포감을 유발하며, 급속도로 전염이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의 사회적 영향력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전염병 가운데 특히 1821년 신
사년에 처음 발생하여 이후 수차례 유행한 콜레라(cholera)는 당시
조선을 휩쓸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콜레라는
때, 전

2)

3)

4)

2)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2013),
pp.102-113.
3) 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권복규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4) 윌리엄 H. 맥닐,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허정 역 (파주: 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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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지스 강 유역에서의 풍토병으로 천연두, 흑사병, 결핵
등과 같이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힌 병은 아니다. 19세기 들어 교통
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 인류를 공포
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1817년 인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콜
레라는 몇 해 사이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대
유행을 일으켰으며 이후 20년 주기로 네 차례에 걸쳐 세계적으로 대
유행을 하여 많은 인명이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콜레
라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신사년 유행한 콜레라의 양상과 조선 정부
의 대응 등에 대해 이미 여러 연구 성과가 이뤄졌다. 조선에 유행한
콜레라를 집중으로 한 가장 이른 연구는 신동원의 논문이라 여겨진
다. 그는 한국과학사학회지에 논문 을 실었으며, 이후 연구를 확대
하여 책 을 저술하였다. 김신회는 학위논문에서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의학사에서 이뤄진 연구로 미키 사카에(三木 榮)의 朝鮮醫
學史及疾病史,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대한감염학회의 한국전염
병사와 김정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조원순, 기창덕, 이주
영 등의 연구를 서두에 언급하였다. 이 논문들은 주로 의학사적인
입장에서 콜레라의 확산과 피해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김신회
는 당시 민중들의 심리와 종교와의 관련성까지 논의를 확대하였다.
즉 그는 콜레라의 유행이라는 위기적 상황이 민중을 동학으로 끌어
모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논문의 말미에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 즉 전염병이라는 위기상황과 종교와의 관계
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론에서 전개하겠지만,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과 다르게 동학
은 전염병 즉 괴질(怪疾)이라는 상황을 종교 교리의 내부로 들여오
고 있으며, 증산교단 또한 ‘괴질론’을 ‘후천개벽’과 함께 하나의 담론
으로 삼고 있다. 즉 괴질이라는 극한의 상황과 신종교간에는 일정한
원래 인도

5)

6)

7)

8)

5) 황상익,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 (서울: 한울림, 1991), 167.
6)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1권 제1
호 (한국과학사학회, 1989.)
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서울: 역사비평사, 2004.)
8) 김신회, ｢1821년 콜레라 창궐과 조선 정부 및 민간의 대응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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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신종교들은 괴질이라는 사건을 외면
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
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 글은 이 동학과 증산교단의 교조(敎祖)
가 괴질에 대해 어떤 담론을 하고 이 ‘괴질론’이 두 종교의 어떤 특
징을 자아내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순

2. 수운 최제우의 괴질론

자 기사에 따르면, 평안감사
평양에 괴질에 유행하여 10일 동안 사망자가 천 여 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이 괴질은 곧 콜레라를 말하는 것인데 당
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 하여 괴질이라 불렀다.
사료에 의하면 음력 7월 말부터 평안도 지방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음력 9월까지 한성, 경기, 영남 지방을 강타했으며 이듬해인 1822년
에는 호남, 함경도, 강원도 지방을 휩쓸었다. 1821년과 1822년 두
해에 걸친 콜레라로 죽은 사람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그 증상
또한 참혹하여 좀 전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맥없이 쓰러지고 순식
간에 몸에 반응이 보이고 죽어 버려서 질병사가들은 콜레라의 공포
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질병으로 페스트를 꼽는다.
순조와 고종
시대 어느 대갓집의 일기인 역서일기(歷書日記)에서도 이러한 콜
레라의 괴이한 양상과 관련하여 “실로 개벽이래로 괴이한 질병이다
.” 라고 표현하였다. 이 콜레라는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
을 준다는 뜻의 호역(虎疫), 호열자(虎列刺)라고 불렸는데, 그만큼
참혹한 고통 속에서 환자가 죽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천주교회
사를 저술한 샤를르 달레는 당시 조선인들의 콜레라의 반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조실록 신사년(1821년) 8월 13

김이교가

9)

10)

11)

9) 순조실록24권, 순조 21년 8월 13일, “平安監司金履喬啓言: ‘平壤府城內外, 自
去月晦間, 忽有輪行怪疾, 吐瀉關格, 頃刻殞斃, 旬日之內, 多至千餘. 而醫藥所不及,
救止無其術, 目下景色, 萬萬驚慘.”
10)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19.
11) 歷書日記 辛巳 九月大三十日. “實開闢以來奇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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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
까 예 자
않던 많 우
聖洗聖事 를 받 되 데 떤
사람들은 죽음을 임시하여 영세(領洗)하고, 어떤 이들은 재생(再生)
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죽을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서둘러
서 세례를 받았다. 전하여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 때까지 조선에
알려져 있지 않던 이 전염병이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한다. 이 전염
병이 전파된 양태라든지, 그 희생이라든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
는 것을 들으면 유럽이나 다른 지방에 이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정과 비슷하다. 조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지금도 벌벌
떤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요, 약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이든지
초상이 나고, 어떤 집에든지 시체가 있고, 또 가끔 행길에 송장이 즐
비한 경우도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효력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
는 몇 가지 약을 찾아냈다고들 생각하였는데, 혹은 제 풀에 세력이
꺾였는지도 모른다.12)
지

신사(1821)년에는
라가 만연하여 그 때 지 비신 에 지나
은 교 들이 성세성사(
)
게
었는 , 어

콜레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처
참한 죽음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서둘러 천주교에 입교
하거나 세례를 받았고, 그러한 민중의 충격적 경험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콜레라와 여타의 전염병은 동
학의 교주 최제우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유행하였었다. 1833년 5월
에 서울에서, 1841년에는 전국에 전염병이 만연하였고, 1859년 9월
에는 악질이 성행했고, 최제우가 득도 후 4개월 정도 지난 1860년
7월에는 서울에 전염병이 유행하였으며, 1862년에도 콜레라가 창궐
하였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도 전염병이 유행하였는데, 1850년에
는 중국 남부에서 악성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한
상황에서 홍수전의 배상제회에 귀의하였다. 일본에서도 1858년
콜레라가 매우 유행하여 5~6월경에 나가사키에서 시작한 콜레라가
큐슈, 오사카, 교토를 거쳐 7월 이후에는 에도에까지 퍼졌다. 에도에
인용문에서, 신사년

13)

14)

12)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안응렬·최석우 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101-102.
13)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板: 同右, 1963), 65.
14) 고시마 신지 지음, 최진규 옮김, 홍수전-유토피아를 꿈꾼 태평천국의 지도자
(서울: 고려원, 199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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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람
약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운 최제우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였을까? 인지하였다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서 사 한 사 만 해도

15)

  운
 젼 임 몃
넌 
십
넌 십 졔 괴딜운
벽 넌 담
②“근심말고 도라가셔 윤회시운 구경
소 십이졔국 괴딜운수 다시
벽안
일넌가 
평셩세 다시졍국민안 
거시니 탄지심 두지말고 
디
셔라 원갑 지거든 상원갑 호시졀의 만고업
무극
도 이세
상이 날거시니”(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③“그말져말 다던디고 
님을 공경면 아동방 삼년괴딜 죽을염녀 잇슬
소냐” (용담유사, 권학가)
④“
역시 
십평
음업시 지니 이제야 이세상의 홀연이 
각
니
시운이 둘너
가 만고업
무극
도 이세상의 창건
니 이도역시 시운이
라 일일시시 먹
음식 성경이디켜야 
님을 공경면 아시 잇
던신병 물약효 안일넌” (용담유사, 권학가)
⑤“아동방 년년괴질 인물상
안일넌가 
도

이세상의 편답듀류 
다
가셔 어딘

만
거든 시운시변 의논고 
년신새 말
거든 이글주고
결의셔 붕우유신 여보세 우
이
말삼 잇지말고 
각
쇼” (용담
① “가련 다 가련 다 아국 수 가련 다 세 진
고 이
안일 가 이 국
수 다시
안일 가”(용 유사, 안심가)

유사, 권학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동경대전,

⑥ “
,
덕문)

포

위 구절에서 ①, ②, ③, ⑤에 괴질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한다.
최제우는 이를 ‘십이졔국 괴딜운수’, ‘아동방 삼년괴딜’, ‘아동방 년년
괴질’로 표현하였다. ‘십이졔국 괴딜운수’는 곧 전 세계의 괴질이 도
는 운수(運數)를 의미하며, ‘아동방 삼년괴딜’은 우리나라의 3년 괴
질을, ‘아동방 년년괴질’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한 괴질을 의미
15) 岩波書店編輯部編, 近代日本總合年表 (東京: 岩波書店, 196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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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해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는 괴질운
를 사실로서가 아니라 비유로서 보는 입장이다. 윤석산은 ‘십이졔
국 괴딜운수 다시
벽 안일넌가’를 ‘온 세상이 괴질에 걸린 듯이 쇠
운이 지극해졌으니 이는 곧 그 운이 다하여 새로운 성운이 오는 징
조’로 비유로서 해석하였다.
최동희도 ‘십이졔국 괴딜운수’를 ‘온
세상을 휩쓰는 나쁜 운수’라고 주해하였다.
둘째는 이를 글자 그대로 사실로서 보는 입장 즉 전염병의 유행
으로 보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임태홍은 ‘십이졔국 괴딜운수 다시
벽 안일넌가’를 ‘전 세계가 괴질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것은 다시 개
벽한다는 징조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면서, 최제우는 당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
다고 보았다.
즉 이 입장에서 최제우가 말한 ‘십이제국 괴질운수’
는 십이제국(十二帝國)을을 전 세계로 해석할 때 당시 전 세계적으
로 유행한 콜레라를 위시로 한 전염병의 창궐을 의미하는 것이다.
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은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라고 말하고 있
으므로, 최제우가 말한 괴질은 비유가 아닌 당시의 전염병을 의미하
는 것이라 여겨진다. ‘아동방 삼년괴딜’은 김신회도 지적하듯이 1859
년, 1860년, 1862년의 콜레라를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최제우는 당시 괴질이 도는 시대상을 하나의 운수로 보고 ‘다시
개벽’의 전조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태홍은 당대에 대한 최
제우의 시각은 일종의 종말론적 입장을 내포한다면서, 최제우에게
있어 전염병의 만연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
한 종말론적 사상은 최제우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기보다 정감
수

16)

17)

18)

19)

20)

16) 윤석산 주해, 용담유사 (서울: 동학사, 1999), 93.
17) 최동희ㆍ이경원, 새로 쓰는 동학 (서울: 집문당, 2003), 78.
18) 임태홍, ｢최제우의 종말론적 세계관-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득도 이전의 천하
인식｣, 동학학보 6권 (동학학회, 2003), 228.
19) 김신회, ｢1821년 콜레라 창궐과 조선 정부 및 민간의 대응 양상｣, 52.
20) 임태홍, ｢최제우의 종말론적 세계관-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득도 이전의 천하
인식｣,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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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분명 차별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겠다.
기근, 가뭄, 홍수, 전염병 등의 비상적인 재난 상황에서 동학 이
전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유교적인 논리와 원혼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해석하였었다. 유교적 논리란 통치자의 부덕으로 인해 하
늘이 재이(災異)로써 견책한다는 천견론(天譴論)을 말하며, 귀신에
의한 것이라 함은 인간사의 불상사를 원혼의 빌미[祟]로 이해하였던
세계관을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는 ‘미신불거(靡神不擧)’ 와 ‘권도(權道)의 논리’로써 각종의 제사의
례를 설행하여 민심을 위무(慰撫)하였었다.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대표적인 국가의례로 시행된 것이 여제(厲祭) 이다. 여제에서는 원
통하고 억울하고 분한을 품고 죽은 자의 원기(怨氣)가 각종의 질병
과 변괴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제사의 대상은 ‘무사귀신(無祀鬼
神)’으로 하여 국왕이 이들을 구휼하고 위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즉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상황
에 처해있을 때 이러한 국가의례를 통해서 정상의 상황으로 회복하
기를 이러한 의례를 통해서 기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유행병이 역귀(疫鬼)의 소행이라 생각하여 각종의 기양법(祈禳法)
또는 양귀법(禳鬼法)이 시행되었다. 무라야마 지쥰(村山智順)은 조
선의 민간에서 시행되는 양귀법을 16가지로 분류하여 실례를 들어
록의

21)

22)

23)

24)

21) ‘미신불거(靡神不擧)’란 시경｢대아｣편에 등장하는 말로 ‘제사지내지 못할 신
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곧 국가적 재난이라는 비상시에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
해 평상시 유교의 예법을 넘어선 제사까지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비
상시에는 ‘권도’를 사용하더라도 백성을 구제하여야겠다는 위정자의 애민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22) 최종성, ｢조선조 유교사회와 무속 국행 의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3) 관련 논문은 김유리, ｢조선시대 재난 상황과 사자 인식에 관한 연구 – 여제의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욱, ｢조선시대 국사 사
전(祀典)과 여제｣, 종교연구19 (한국종교학회, 2000); 이욱, ｢조선후기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 종교문화연구3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이
욱, ｢17세기 여제의 대상에 관한 연구｣, 역사민속학9 (민속원, 1999.)
24) 김유리, 조선시대 재난 상황과 사자 인식에 관한 연구 – 여제의 실천을 중심으
로｣,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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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명하였는데 특히 콜레라와 관련해서는, 콜레라 귀신이 이상
한 음성을 싫어하고 가시를 싫어하므로 깊은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를 문에 걸어놓거나 이것으로 생울타리를 만들
어 콜레라를 예방하려 하였다고 한다.
또는 화기로써 목화씨를 태
우거나 특정인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의 양귀법으로써 콜레라는 예
방하려 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통적 입장에서는 전염병의 원
인을 귀신이나 원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축귀 등의 주술적 행위나
제사의례로써 전염병의 참상을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해결책과는 상반되게, 최제우는 ‘전염병의 창궐과
민중의 고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시개벽’과 ‘무극대도’를 위
한 전 단계 즉 하나의 과정적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는 ‘괴질
운수’, ‘하원갑’, ‘상해지수(傷害之數)’라고 표현되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무질서한 시대이지만 장차 ‘태평성세’, ‘상원갑’, ‘호시절’, ‘무극대도’로
표상되는 이상적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의미도 알 수 없고
언제 끝이 날지도 파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지나가는 시운으로써
밝은 미래를 예비하는 고통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언설은 세계와
현상에 대한 하나의 교리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제우는 괴질이라는 고통을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
라고만 한 것인가? 그는 괴질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문 ③에
서처럼 ‘이말저말 다던지고 하날님을 공경하면 아동방 삼년괴질 죽
을염려 있을소냐’라고 하여 ‘이말저말’로 표상되는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이론 등을 쓸모가 없고 하날님을 공경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 ④에서처럼 “일일시시 먹는음식 성경이자 지켜내어 하날님을 공
경하면 자아시 있던신병 물약자효 않일런가”라 하여 성(誠)과 경(敬)
을 가지고 하날님을 공경하면 몸의 신병도 약을 쓰지 않고도 낫게
된다 하였다.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동경대전의 포덕문(布德
文) 에도 언급되고 있다.
가

25)

26)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25) 무라야마 지쥰, 조선의 귀신, 김희경 옮김 (서울: 동문선, 1993), 230-231.
26) 무라야마 지쥰, 조선의 귀신, 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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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써
서 물에 타서 마셔 본 즉 몸이 윤택 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
로 선약인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른 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천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
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吾有靈符, 其名僊藥 其
形太極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敎人爲我, 則汝亦長
生, 布德天下矣.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呑服, 則潤身差病, 方乃知
仙藥矣,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 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형 은
주문을

위 내용에서 최제우는 상제(上帝) 신명으로부터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을 받았으며 그 영부는 선약으로 그것을 종이에 써서 불
살라 마시니 질병에 차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차도는 천
주(天主)를 위하는 정성과 공경이 있어야 효험이 있는 것이라 하였
다. 최종성에 따르면 수운은 부수(符水)나 탄부(呑符)에 의한 치병의
효험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영부의
효험이 위천주(爲天主)의 정성과 공경에 달려 있다고 본 점은 전통
과의 차별점이며 수운의 독창성이라 하였다.
수운의 사유에서 질
병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비롯되었
다고 보기에 질병의 치유는 각자위심을 위천주로써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곧 질병의 치유는 동학의 수행에 의해 극복
될 수 있으며 영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동학 초기의 영부수행의 전통은 천도교에서는 약화되어 계승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제교를 이은 교단들은 대부분 영부수련을 중시하
였으며 특히 천진교에서는 교단의 최고 수련법으로 여기고 있다.
27)

28)

27)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156.
28) 천진교의 전신인 상제교의 훈유훈화집에는 “一. 영부봉서(靈符奉書)는 우리
교 최고의 수련법이니 양재정심(養才正心) 취정명심(聚精明心)의 묘법이며 여천
합덕(與天合德)의 무극진경(无極眞境)에 도달케됩다. 二. 용병선약이요 퐁장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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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수운은 상제 신명과의 문답이라는 강렬
한 종교체험 이후 근 1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도의 도법과 삼칠자
(三七字) 주문 즉 21자주를 짓게 되었으니
이 21자주 가 바로
동학의 핵심주문이다. 수운은 포교 시에 이 주문을 전하였으며 그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주문은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至爲天
主之字)’ 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운은 이후 주문 또는 영부를 써서
병자를 치유하는 신이한 영험을 보였으며 그를 믿고 따르던 동학도
들도 ‘주문수련’을 시행하였다. 주문의 질병 치유 효험에 대해서는
초기동학 때부터 동학교도들 사이에 널리 펴졌다. 홍계훈의 공문에
의하면 “주문을 외우면 질병이 침투하지 못한다고도 하고 부적을 붙
이고 있으면 칼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하였으며…” 라고 하여
당시에 주문의 효험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21자주는 주술적 신비력과 함께 동학의 교리적 핵심의 영역을 차지
하였으며 따라서 이후 천도교, 수운교, 천진교, 동학교 등의 동학 제
교단에서는 모두 주문송독을 수행과 의례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정리해보면, 최제우는 당시 유행한 콜레라의 양상과 그 공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참혹한 상황을 종교적 교설로 적극
설명하였다. 이 고통은 끝날 시점이 있는 시한부적 고통으로 그 이
후 이상적 세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괴질과 고통에서 벗어나
는 방법은 ‘이말저말’로 표상되는 기존의 종교, 사상, 철학 등을 다
버리고 자신이 상제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상
주문에 대해

29)

30)

31)

32)

라 ‘흉장불사지약은 궁을기형(弓乙其形)’‘삼신산불사약’이라하섰다. 三. 천지의무
궁한조화가 영부에 있다.”라고 하여 영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김진묵, 
훈유훈화집 (상제교대본원사무국, 1950.)
29) 동경대전｢논학문｣, “내 또한 거의 한 해를 닦고 헤아려 본즉, 또한 자연한
이치가 없지 아니하므로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 강령의 법을 짓고
한편은 잊지 않는 글을 지으니, 절차와 도법이 오직 이십일 자로 될 따름이
니라.(吾亦幾至一歲, 修而度之, 則亦不無自然之理, 故一以作呪文, 一以作降靈之
法, 一以作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
30)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
화정영세불망만사지).
31) 동경대전｢논학문｣, “曰呪文之意何也, 曰至爲天主之字, 故以呪言之.”
32) 황현, 오하기문, 김종익 역 (서울: 역사비평사, 199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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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명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영부와 주문을 복응하고 제각기 자신
을 위하는 마음 즉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버리며 천주님을 지극히
위할 때(爲天主) 고통의 강을 건너 무극대도의 길에 동참하고 태평
성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제우가 제시한 이해방식
과 해답은 기존의 전통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동학의 치병 사상은 19세기 동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일찍이 종교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종교를 상징체계로 설명
하면서 종교적 상징에 대해 ‘실재에 대한(model of) 모델’과 ‘실재를
위한(model for) 모델’로 구분하였다. 실재에 대한 모델로서의 상
징이 현실세계의 모습과 그 구조를 상징적으로 재현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실재를 위한 모델로서의 상징은 현실세계가 미래에 어떻
게 되기를 바라는 지가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적 세계관에서 괴질은 원혼에 의한 비정상적 사건에 의한 것으로 이
해되고 따라서 원혼의 위무의례나 축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여
정상의 상태로 돌리려 하였다면, 최제우의 사상에서 괴질의 현상은
실재에 대한 모델(model of)이자 설명이며, 괴질을 넘어서 이상세계
로 가는 과정은 미래의 상징이자 실재이며, 괴질에 대한 해결책은
실재를 위한 모델(model for)로서의 상징체계인 것이다.
33)

34)

3. 증산 강일순의 괴질론

최제우는 상제 신명으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고 상제를 지극히
위할 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한 ‘상제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와 같
은 격으로 표현된다면,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직
접 천지인 삼계(三界)의 구원자임을 자처하였다. 즉 증산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
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
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
33) 박맹수,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4), 128.
34)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문화의 해석, 문옥표 옮김 (서울: 까치, 1998),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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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
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
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
노라.” 라고 하여 최제우가 득도 시 만난 상제 신명이 바로 자신이
었으며 최제우의 한계를 목도하고 직접 인세(人世)에 내려왔다고 하
였다.
스스로를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권능자이자 지고신(至高神)의 화
신이라고 한 증산은 지금까지의 혼란하였던 세상을 선천(先天)이라
고 하고 이를 뜯어 고쳐 지상낙원의 후천(後天)을 여는 ‘천지공사’
를 행한다고 하였다. ‘천지공사’는 ‘삼계공사’, ‘해원공사’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증산계 최대교단인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典經)
의 구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년을 지내다가 최

35)

36)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
께서 자신을 좇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 (교운 1장
8절)
상제께서 광구천하하심에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법으로써가 아니라 판 밖
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예시 4
3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교운 1장 9절.
36) 증산에 관한 경전을 처음 편찬한 이상호는 천지공사에 대해 “天地公事라 하면
누구나 다 처음 듯는 말임으로 그 意義를 曉得키 어려울 지라. 例컨데 어느 公
會에서 會長이 會員을 召集하야 會議를 열어 모든 意見을 徵取하야 最善의 方針
을 決定함과 갓치 先生서 三界를 主宰하사 天地大神門을 열고 萬古神明을 召
集하사 先天 旣往의 모든 非法을 改廢하고 가장 合理的으로 天道와 地義와 人事
에 徵取하야 萬世 不替의 眞法을 規定하신 後 天地神明으로 하여금 如律令 攝成
케 하신 것이니 곳 大宇宙를 先生의 大理想 속에 料理하심이라. 랴서 先生의
深遠한 抱負와 偉大한 價値를 오직 여긔서 찻게 될 이오. 其外 法言 聖行은
오직 그 斷片的 現露일 이니 그럼으로 天地公事의 妙義를 理解치 못하면 한
先生의 宏謨遠猷를 엿볼 수 업슬지니라.”(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京城:동화교
회도장, 1929), 보주 6절.)라 하였다. 즉 이상호의 이해에서 천지공사는 증산이
천지의 신명을 소집하여 기존 세상의 잘못된 우주법칙을 고치고 새로운 우주질
서를 세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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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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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되
예 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
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
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
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
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
(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공사 1장 3절)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
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
도다. (공사 3장 4절)
그 삼계공사는
천ㆍ지ㆍ인의 삼계
이요 이
은 남이 만들
어 은 것을 라 하는 일이 아니고 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전에도
없었고 이 도 없으 남에게서 이어 은 것도 아니요 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에 의해 지어
는 일이로다. ( 시 5 )

놓

위의 구절을 보면 증산사상적 입장에서 천지공사는 증산이 천지
인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면서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는 삼계공사이자
천지인 삼계에 쌓이고 맺혀 있는 원한을 푸는 해원공사라 할 수 있
다. 또 천지공사란 증산이 천지의 신명을 소집하여 선천의 모든 법
을 개정하고 천지인의 질서를 바로 잡아 후천선경을 열어놓은 일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증산은 후천개벽의 상황이 벌어지기
에 앞서 크게 병으로써 사람이 죽는 병겁(病劫)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개벽 시 다른 재앙은 천지공사로써 해결하였으나 병겁
은 남았다고 하셨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
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
록 장량(張良)ㆍ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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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개벽 후부터 水旱
겁 번갈 끊
임
상 탕 왔
직 병겁 크
앞
병겁 온 상 뒤덮 누
참상 입 되 거
낼 방책
모든
귀 약품
말
를 맡 봄 부터
른겁
쳤
직 병겁
았 몸돌 킬
듯
말씀 셨
절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
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
라”고 이르셨도다. (예시41절)
또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속에 병신이 육갑한다는 말은 서투른 글
자나 배웠다고 손가락을 꼽작이며 아는 체한다는 말이니 이런 자는 장차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시고 (예시 42절)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짚신 세 켤레를 닳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
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
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
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
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시 43절)
지 르리라. 선천
이
수한(
)과 난리의 재가
아
없이 이 세 을 진 하여 으나 아
은 게 없었나니 으로는
이
세 을
어 리에게
을 히
기에서 구해
이 없으리니
기이한 법과 진 한
을 중히 여기지 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
아 으로
이 동토에서 다
재
는 물리 으나 오
만은 남 으니
이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
려오 하리라”고
하 도다. (공사 1장 36 )37)

위 구절에서 천지 개벽이후로 수재, 한재, 전쟁 등의 재난이 번
37) 참고로 1929년 발간된 대순전경 초판9장 19절에는 “바돌도 한 수만 놉흐면
이기나니 남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이졔 비록 張良, 諸葛이 두름으로 날지라
도 어느 틈에 인지 모르리라. 先天開闢以來로 水旱刀兵의 劫災가 서로 替番하
야 그칠 새 업시 人世를 殄蕩하엿스나 아즉 病劫은 크게 업섯나니 當來에는 病
劫이 全世를 猛襲하야 人類를 全滅케 하되 活方을 엇지 못하리니 모든 奇事妙法
을 다 버리고 醫統을 알어 두라. 내가 天地公事를 맛터봄으로부터 이 東土에 모
든 큰 劫災를 물니첫으나 오직 病劫은 그대로 두고 너희에게 醫統을 부처 주리
니 멀니 잇는 珍貴葯品을 重히 말고 純一한 마음으로 醫統을 알어 두라. 몸 도
리킬 餘暇가 업시 洪水 밀니듯 하리라.”라고 되어 있다. 살펴보면 대순전경
초판과 전경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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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일어났으나 병겁은 크게 없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병겁이 일어
나 전 세계를 뒤덮어 인류가 전멸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병겁 즉
괴병에 걸리는 자는 허물이 있는 자로서 자는 사람은 자다가 길은
가던 자는 노상에서 죽는 것처럼 급속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럴 때 증산을 부르면 살아난다고 하였다. 또한 어줍게 안다고 하는
자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하였고 장차 급살병이 돌아 많은 인
류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앞날을 준비해 증산을
따르는 신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증산의 언설을 전하도록 당부하였
으며, 신도들에게 ‘의통(醫統)’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이 의통은 세상의 어떠한 진귀한 약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38)

산

순 회를 창설한 우당(牛堂) 박한경(朴
漢慶)도 의통에 관해 말하였는데, “의통(醫統)으로써 죽은 사람을 밟
고 다니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여 가리면
그 일을 못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마음에 끼면 꺼림직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대순진리회 신도들이 나중
에 의통을 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러 다닐 것이라는 예언적 언설이
증 계 최대 종단인 대 진리

39)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해보면, 증산의 천지공사와 후천선경
의 도래는 ‘선천 상극시대 -> 천지공사 -> 병겁 -> 의통 -> 후천개벽
-> 선경건설’의 순으로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최제우
가 괴질운수를 ‘다시개벽’ 이전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본 것처럼 증산
도 병겁을 후천선경 이전의 중간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병겁에
38) 참고로 대순전경9장 8절에는 “先天에는 威武로써 勝寶를 삼어 福利와 榮貴
를 이 길에서 求하엿나니 이것이 相克의 遺傳이라. 아모리 利器라도 쓸곳이 업
스면 廢棄 한 바 되고 卑劣한 것도 쓸 곳이 잇스면 取한 바 되나니 이졔 西來
武器의 暴威에는 이 틀니어 對伍할 것이 업스리니 戰爭은 將次 終局을 告하리
라. 그럼으로 모든 武術과 兵事를 멀니하고 비록 卑劣한 일이라도 醫統을 알어
두라. 人命을 만히 救活하면 報恩줄이 차저들어 永恒의 福을 어드리라.”고 되어
있다. 즉 진귀한 약품 외에 모든 무술과 병사를 멀리하고 의통을 잘 알아두라고
하셨으며, 많은 인명을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와 영원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
다.
39) 우당 훈시(대순진리회 미출간자료) 1991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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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교리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수운에게 있어 괴질운수는 당대에 창궐한 전염병과 관련지어 대
두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 시대를 말한 것으로 보이나 증산이 말한
병겁은 이후 언젠가 있을 미래의 일로 가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병
겁 즉 괴질의 해결책은 의통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전경을 구절을 통해서, 증산이 말한 의통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대한

상제께서 하루는 구릿골에서 밤나무로 약패(藥牌)를 만들어 패면(牌面)
에다 “만국의원(萬國醫院)”이라고 글자를 새겨…공우 여쭈길 “만국의원
(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도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네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
다.40)

상제께서 어느 날 한가로이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때 공우가 옆에 계시
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쭈니 “그
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
한 건너다보기만 하여도 나을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
라”고 일러 주셨도다.
41)

절
를 행하는 것을
산 치병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곳곳을 다
니며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상제
님을 신인으로 여기고 추종하였었다. 대순전경에서도 5장은 ‘치병’
을 다루고 있으며 전경에서도 제생편이 따로 있어 증산의 사상
에 있어 질병과 치유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증
산은 자신의 천지공사를 계승하여 펼쳐나가는 이를 ‘대두목’이라 표
현하면서 그가 도통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한다면
도통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도통은 곧 의통과 상통하며
공사 3장 35 의 내용은 만국의원에 관한 공사

이르는 것이다. 증 은

42)

4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3장 35절.
4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5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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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1장 58절의 내용처럼 그 의통은 천강(天降)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능력이다. 이 내용을 부연하면 공우가 동학주 즉 21자주를 통
해서 강령(降靈)을 얻지 못했다고 하자 증산은 동학의 강령은 하늘
이 내리는 강령이 아니라 수운에 의한 강령이라면서 천강은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 하였다. 천강을 내리는 주체는 곧 하느님인 증산 자
신이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때 천강을 받고 의통을 할 수 있
다고 한다. 또 증산은 그렇게 의통을 한 도인들은 병겁이 돌 때 병
자를 구하려 다니게 되며 그럴 때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
을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즉 증산의 언설에서 병겁 즉 괴질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교리로
써 그의 사상 속에서 위상을 갖고 있다. 증산은 병겁을 후천선경이
열리기 전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셨으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
들에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과하는 전능자임을 말하였다.
이런 증산의 괴질론은 앞선 세대부터 있었던 콜레라의 충격과 이를
하나의 교리적 담론으로 수용한 최수운의 괴질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증산은 그러한 콜레라와 같은 괴질은 소
규모로 치부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 인류를 전
멸시킬 병겁이 예비 되어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 공포적인 상황을
예견하시면서 증산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교

43)

4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41절.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
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4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3절.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
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짚신 세 켤레를 닳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
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
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
희에게 돌아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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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괴질론과 증산이 말한 괴질론을 살펴보았다.
염병이라는 극한 상황을 주로 의례적으로 해
결하였다. 괴질의 원인으로 장기(瘴氣), 여귀(厲鬼) 등이 제시되었으
며 여제(厲祭) 등의 기양(祈禳) 의례 또는 각종의 양귀(禳鬼) 행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의례에도 신사년 이후 조선을
휩쓴 콜레라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민중은 극심한 공포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민중의 심리와 동학의 확산은 깊은 관련이 있다.
최제우도 괴질의 참혹함을 목도하였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괴질의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부하지 않고 앞으로 펼
쳐질 상원갑의 호시절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전조로 보았다. 상제
신명께서 자신에게 준 영부와 주문 그리고 상제를 향한 성경(誠敬)
을 통해서 괴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가르침에 귀의할
것을 민중들에게 당부하였다.
증산도 병겁은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위치
한다고 말하였다. 증산이 말한 병겁의 시기는 이후 즉 미래의 문제
이다. 그는 치병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병겁의 시기 의통
이 있으니 의통을 잘 알아두고 명심하라고 당부하였다. 의통은 곧
도통과 상통하는 것으로 의통을 한 이는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곧 증산은 구원자이자 구원자들을 양성하는
스승의 역할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증산은 병겁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신앙 귀의를 더욱 강조하셨다.
수운이 언급하고 증산이 말한 괴질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 회피하거나 의례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교리적 설명을 통해
서 종교적 세계관에 편입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괴질의 고통은 의미
가 있는 고통으로 전환되며 그 다음 밝은 미래와 구원이 약속이 된
다. 세상에 재앙과 고통이 증가되어도 교조에 대한 신앙심과 수행으
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수운
과 증산의 괴질론은 후대 종교 조직과 신도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동학계 교단과 증산계 교단의 교리와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으로 수 의

전통적인 사유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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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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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최제우, 증산 강일순, 괴질, 신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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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ourses on the plagues of Suun
Choi and Jeungsan Kang

Park, In-gy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lagu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human
history,

leading

to

many

human

deaths.

Human

culture

including religion has also been influenced by this epidemic.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holera,
which was popular in Korea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on the Korean new religion movement.
In the traditional view of the world of Korea, People
understood that the main cause of the plague was revengeful
spirits who were dead but did not get religious services because
of several reasons. Therefore, people hoped that the plague
would sink or they would not become infectious through national
rituals or by exorcistic acts committed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leaders of Korean new religions differently
understood the cause of the epidemic and its solution. Suun

Choi Je-woo explained the circumstances of the epidemic as a
precursor of the ideal world, saying that the disease would be
cured when you abandoned your selfishness and

sincerely

respected the heavenly god. Also, you could heal yourself by
talisman and incantation given by the heavenly god. Jeungsan

Kang Il-sun called himself God and performed the construction

of new heaven and earth called ChunjiGongsa to save the wrong
world. He said that he had solved many of the disasters that
mankind could suffer by his own power, but that he left the
plague.

However,

Jeungsan said that if he followed his

teachings, he would gain the ability to heal illness and save
many lives thereafter.
Thus,

the

two

new

religious

leaders

described

the

phenomenon of infectious disease as a transitional suffering for
mankind to move to a better world and said that if people
followed the teachings they could overcome this crisis.

Key words: plague, NRM, epidemic, Kang Jeungsan, Choi

Su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