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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신종교는 그동안 개벽사상(開闢思想)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본

고는 신종교의 개벽을 비롯한 시운관(時運觀)이 도덕(道德)과 밀접한 상

관관계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보이기 위한 자료로서 신

종교의 여러 자료들 중 가사(歌辭)를 택하였다. 신종교가사는 각 신종교

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노래에 담아 민중들에게 전달하

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는데, 이는 동학(東學)의 《용담유사(龍潭遺

詞)》로부터 비롯하였다. 곧 동학은 한문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

뿐 아니라 국문가사로 된 경전인 《용담유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였는데, 가사는 3·4조, 4·4조의 리듬을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었으며, 또한 암기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대부분 한문을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신종교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되었기에 가사가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후의 많

은 한국 신종교들은 이러한 모델을 따라 한문경전 외에도 가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들 신종교가사들은 한국의 역동적인 종교지형에서 각 교단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기존 정감록(鄭鑑錄)의 사유들을 활용하여 새로

이 탈바꿈시키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신종교가사는 기존 정감록

에서의 진인(眞人)-메시아를 통한 왕조교체 혹은 다가오는 파국적 결말

과 그를 피하기 위한 지리적인 이동이라는 구조를 따르지 않았다. 근대

기의 한국신종교들은 기근, 전염병, 가난 등의 어려운 여건과 일제강점기

라는 혹독한 상황에서 묵시록적인 상황을 읽어내었지만, 파국의 때를 나

열하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정감록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신종교들은 시운에 따른 재난을 알리면서도 그 재난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진통으로 이해하고, ‘다시개벽’의 된서리를

이겨낸 이들이 지상천국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을 꿈꾸었다. 과거의 세

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시운’의 한가운데에서 신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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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도덕’이었다. 유교의 삼강오륜(三

綱五倫) 등의 도덕적 가르침들은 ‘시운’이라는 요소의 도입을 통해 새로

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곧 시운의 표상, 살아남기 위한 방편, 지상천

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서 도덕이 강조되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운과 도덕의 결합은 동학에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신종교에

수용 및 변용되었다. 곧 시운 및 도덕에 대한 신종교의 인식은 동학 이

후 다각화되었다. 앞으로 올 시대를 선천(先天), 후천(後天), 중천(中天)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하였는가 하면, 시운과 관련하여 기성종교 및 자신

의 교단에 대한 인식, 성인(聖人)에 대한 인식, 현시대에 대한 비판 등

여러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동학에서의 도덕 유형은 이후의 신

종교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며, 도덕을 행하는 대상은 기존 천, 오륜관계에

이어 조상으로까지 확대된다.

한편으로 신종교가사 중 예언(豫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 특정인

물에게 가탁되어 비결의 내용을 수용 혹은 변용, 나아가 스스로 비결화

되고 있는 비결가사(秘訣歌辭)가 있다. 이들 비결가사는 민중들의 흥미

를 끌기 위해 비결과 관련하여,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

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적극적으로 가사 내에서 해석하며, 강한 호소력

을 보여준다. 이는 비결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전유의 과정, 곧 비결의

기표와 상황을 수용하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신종교의 사유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채지가(採芝歌)》, <궁을가(弓乙歌)>, <지지가(知止歌)>,

『격암유록(格菴遺錄)』 내 가사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 신종교는 급격히 변화해 나가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시운’과 ‘도

덕’에 대한 사유를 근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사를 통해 왕성하게 실험

해 나갔다. 신종교가사가 담고 있는 이러한 사유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한국신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신종교가사, 동학가사, 비결가사, 정감록, 시운, 도덕

학 번 : 2010-3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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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대상과 목적

동학(東學)에서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신종교1)는 그 초기부터 비일상적

이고 신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여겨졌고, 국가와 사회는 이들이 민중을

홀리고 이익을 취한다고 사갈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 유사종교, 사이비종

교 등의 딱지가 붙여진 채로 한국 신종교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다.2)

신종교의 대표적 사상인 ‘개벽(開闢)’도 일상을 도외시하고 현실을 부정

하는 종말론으로만 소비되기 일쑤였다. 이런 시각은 신문·잡지 등을 통

해 지금까지도 계속 확대재생산되어 왔으며, ‘사이비종교’라는 말은 여전

히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논문은 개벽과 관련한 신종교의 시운관(時運觀)에서 일상의 윤리,

곧 도덕(道德)을 주목해 보려 한다. 신종교의 개벽에 있어 그 임박성과

세기말적 증후, 그리고 그에 관한 혹세무민을 떠올리지만, 개벽으로 대표

되는 시운은 도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

다. 정감록 등의 비결서는 종말론적 상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닥쳐올

1)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동학을 ‘유사종교’의 시초라 보았고(무
라야마 지준, 최길성·장상언 역, 『조선의 유사종교』, 계명대출판부, 1990, 15쪽.)
그 의견은 현재까지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한편 ‘유사종교’, ‘신흥종교’, ‘민족종
교’, ‘민중종교’, ‘한국자생종교’ 등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1979년 『한국정신
문화대백과사전』편찬계획을 세우며 명칭을 ‘신종교’라 한 데서 그 명칭이 정착이
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14쪽.)

2) 윤이흠은 다음의 글에서 언론이 종교를 볼 때, 종교계의 비리에 대한 폭로기사가
주종이며, 종교문화에 대한 소개는 매우 희박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언론의 시각이 신종교에 대해 비판적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논
의한 바 있다. 윤이흠, 「민족종교」,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7, 180-184쪽. 이런 지적은 현재 언론의 시각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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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적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을 메시아적 진인(眞人)을 통한 무력적

(武力的) 방책 혹은 십승지 등의 지리적 방책을 통해 제시한다. 동학은

비결서의 종말론적 상상력을 우주론적 시운관으로 다시금 가다듬은 뒤

그 극복 방안을 새로이 제시한다. 이것이 곧 도덕이다. 도덕은 기존 종교

전통에서 계속 가르쳐온 내용이었으나, 동학은 이 도덕을 시운과 결합시

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내었다. 본 논문은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가

동학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감록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동학에서

확립된 시운-도덕 전범이 이후의 신종교에서 계속해서 수용·변용되어 반

복·지속된다는 점을 종교가사(宗敎歌辭)라는 자료 안에서 확인하고자 한

다.

종교가사는 시운에 따른 도덕적 대응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교단에 의

해 선택된 장르였다. 이는 가사가 노래를 통해 부르는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교리를 쉽게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문으로 쓰이고 우리말

로 불렸던 가사는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흥얼거리고 노래부

르는 동안 그 종교의 교리를 깊숙이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교

단은 가사라는 장르를 선택하였다. 도덕교화와 가사 장르는 깊은 관련성

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종교공동체는 다가오는 개벽과 같은 시운을 대

비하여 일정 정도의 긴장감을 지니면서 꾸준히 가정과 사회에서 도덕을

실천해 왔다. ‘다시개벽’ 등으로 대표되는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신비적 초월이 아닌 일상의 공동체 내에서의 도덕의 실천

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의문은 왜 시대적 전환이 임박했다고 믿어진 재난의 때에 도덕

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강조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배경과 대답을 가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공동체는 도덕에 관한 교리내

용을 가사를 통해 부르고 암송하였고, 해당 가사를 필사하여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잡지에 게재하여 더욱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이는 시운과 그에 따른 도덕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종교가

사라는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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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교가사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어온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밝

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운에 주로 집중되었

던 관심을 도덕으로까지 확장해 보고자 한다.

종교는 복선화음(福善禍淫) 등의 믿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에 대한

교화를 계속 강조해왔다. 행위의 기준은 도덕에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화복이 온다는 것이다. 동학에서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신종교는 이러한

개인에 대한 도덕 교화에 있어 공동체적 시운의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비

로소 도덕과 시운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기존 조선사회의 지배적 종교

문화였던 유교가 개인의 도덕과 화복의 논리를 강조하였다면, 동학을 위

시한 신종교들은 공동체적 차원의 시운관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종교공

동체 내에서의 도덕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기존 도덕관은 시운

을 통해 변용되고 이러한 시각은 종교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종교가사에

서 단적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도덕적 측면은 기존 정감록(鄭鑑錄)류의

비결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정감록은 앞으로 다가올 재난의

때에 대한 무의식적인 상상력을 심어주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도덕과

는 무관한 것이었다. 도덕의 차원을 정감록의 구조에 덧씌움으로써 신종

교가사는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다.

시운관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상과 시간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시운은 일상에 비일상을 가져오며, 도덕적 행위를 요청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맥락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는 천관(天觀)과

성인관(聖人觀)과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천은 도덕의 근거로서 작

동하며, 성인은 교화의 주체로서 집단의 도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그

역할을 한다. 동학에서 천(天)은 ‘다시개벽’이라는 시운을 맞이한 이 세상

에 최제우라는 성인(聖人)을 보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 이러

한 긴급한 상황에서 성인은 사람들에게 그 위기의 타개책으로 부적과 주

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러한 구조는 동학 이후 여타의 신종교에서도 나름의 변용을 거쳐 받아들

여지고 있다.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는 한국 신종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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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건이 되는 주제이다. 도덕의 문제는 경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종

교적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소수의 종교적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심상하고 당연하게 보이기에 오히려 학문적으로 다뤄질

기회를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고찰 자료는 한국 근대의 신종교 가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가사(歌

辭)란 4음량 4보격을 기준 율격으로 하는 무제한 율문(律文) 형식의 시

가(詩歌) 갈래이다. 동학의 《용담유사(龍潭遺詞)》3) 등이 그에 속한다.

이중 종교 교단 등에서 포교 등의 목적으로 창작·이용한 가사가 종교가

사이다. 가사는 신종교에 있어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되어 왔기에 그 특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한국종교에 있어 크나큰 특징임에도 종교사상적으로 다뤄지는 경

우가 적었기 때문에 종교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 한

편으로 가사는 경전 상으로만 머물지 않았으며, 당시 막 도입·발전한 신

문·잡지를 통해 종교공동체의 외연을 넓혀간 시기이기도 하다.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는 도덕의 문제에 집중한 바 있다. 통속도덕

(通俗道德)의 개념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 검소, 근면, 저축, 인과

응보 등 이른바 통속도덕적 요소를 통해 민중들 스스로가 자기절제와 자

기단련의 정신을 키워 나갔고, 이런 민중들의 도덕 정신이 일본사회의

근대화와 어떠한 관계 맺음을 짓고 있었는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곧 자기절제, 자기단련으로 대표되는 통속도덕의 요소들을 일본의 근대

화라는 자본주의의 흐름에 보다 잘 적응하게 해 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데구치 나오(出口なお)의 오모토교(大本敎)와 같은 신종

교에도 통속도덕의 시각이 연결된다.4)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종교와

도덕과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한 성찰을 던져 주었다. 한국과 일본의 상

3) 본 논문에서 가사와 가사집은 각각 <>, 《》으로 표시하여 그 구분을 쉽게 하고
자 한다.

4) 安丸良夫,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青木書店、1974. 다음과 같이 최근 번역되
었다. 야스마루 요시오, 이희복 역, 『일본의 근대화와 민중사상』, 논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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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여러모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지만5) 그의 논의는 종교와 도덕의 문

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만 야스마루 요시오는 종교, 특히

신종교와 도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후 더 진척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의 큰 기점이 된다고 하겠

다.

도덕은 일반적 지식·사상·신앙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인데, 이를

종교 내에서의 도덕교화를 통속화한 종교가사라는 문학적 자료를 통해

규명한다. 곧 한국근대의 종교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고 있던 도덕에 관

한 일반적 종교사상을 가사자료의 범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런 한

편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한문 경전 등의 저술도 역시 고려할 것이다.

통속화되고 일반화된 사상을 고찰할 때, 파생되어 나온 본래의 사고도

역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전자료에서 어떠한 점들

을 취사선택하여 가사자료들이 나타나는지 또한 살필 수 있다.

이렇듯 도덕에 대한 종교적 사유를 종교가사에서 살펴본다고 했지만,

종교가사 자체가 낯설게만 느껴진다. 기존에 종교와 가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뤄져왔음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이다. 그

동안 가사에 대해 국문학계 등에서 꾸준히 자료가 집성되어 소개되고 시

가사(詩歌史)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그중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종교가사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져 연구자들이 보기에 어려웠고, 접근이 가능한 자

료라 하더라도 국문학계에서는 자료의 문학적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 대상에서 암묵적으로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학계에서는 가사 장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종교가사에 해

5) 다만 이 통속도덕적 요소는 본 논문에서 다뤄지는 도덕 개념과는 차이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도덕과 시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 야스마루
는 미륵신앙에 대해 논하면서 그러한 일종의 시간에 의한 파국관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본에서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며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종교적 지형-이
를테면 신도-와도 상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기에 추후의 과제
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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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작품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해당 자료를 발견해도 문학적인 자

료로 취급하여 역시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기존 연

구가 해당 신종교가 지니고 있는 자료에 관심이 등한했던 탓도 있다. 이

는 신종교의 경전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두루 섭렵하여 전체적으로 그

사상을 보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신종교에 대해 연구

할 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종교와 교단만 연구하고, 그 종교와 교단

에서도 한두 가지의 자료만 택하여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족종교를 연구한다고 해도 동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그 중에

서도 초기 동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후기 교단들을 다룰 지

라도 여러 교단들 중에서 천도교만을 다룰 뿐이다.6) 연구하는 경전도 마

찬가지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뿐이다. 이런 제한된 자료의 편식

으로 인해 누구도 한국종교의 특징으로 가사를 들지 않으며, 그 자료의

존재조차도 거론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가사의 연구는 기존

국한된 자료와 시각에 따른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 하

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종교와 가사

가사에 대해 국문학계는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지만 종교가사에

대해서는 교리 전달에 치우쳐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일반적

이기에 관심이 크게 주어지지 않았고, 문학사와 가사 일반에 대한 연구

의 한 부분으로 간단히 다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연구가 있으나

6) 최종성은 이런 편중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민속
원, 2009,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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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장 주목할 연구는 조동일의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

쟁」7)이다. 그는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간의 사상 갈등을 가사라는 시가

문학을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특이한 현

상8)으로 처음으로 분명하게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불교가사와

유교가사의 대립, 19세기 중기 천주교가사의 구비와 동학가사의 반론, 19

세기 말 유교가사의 세태 비판으로 19세기 가사의 시기를 구분하고 20세

기 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되었다고 언급한 후 1945년 이후 가사 창작이

소용 없어졌다고 논하고 있다. 다만 기존 소개된 가사 자료에 의존하였

기에 언급된 자료의 범위가 좁고 20세기 들어 활발히 창작된 신종교의

가사에 대해서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종교가사의 연

구에 있어 아직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다.

장정수는 1995년 「종교가사 연구사」를 통해 종교가사에 대해 당시까

지의 현황을 정리한 바 있다.9) 그는 기왕의 종교가사 연구사를 불교가

사, 천주가사, 동학가사로 나누어 살펴보고 앞으로의 종교가사 연구 방향

을 제시하였다. 먼저 불교가사에 대해 그는 가사 작품에 대한 분류가 또

한 차례의 분류가 필요하며, 효시작 논의에서 벗어나 전반적이고 본격적

인 작품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타 장르와의 교섭 양상 등을 살펴보아

야 한다고 하였다. 천주가사는 기존의 연구성과가 소략함을 지적한 후

가사와 교리서 간의 상관 관계를 밝혀야 하고, 또 본격적인 작품론과 이

본 검토 작업을 주문하였다. 동학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져온 연구에 대해 지적한 후 ‘동학가사’의 개념과

범위가 우선 설정되어야 하며 『용담유사』 외의 동학가사에도 주의를

집중하여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교가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료정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개별 작품에 대한

7) 조동일,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
사, 1993.

8) 조동일,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
사, 1993, 166쪽.

9) 장정수, 「종교가사 연구사」,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5, 147-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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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종교가사와 일반가사와의 비교, 세 종교가

사의 영향 관계 등을 밝힐 것을 주문하였다. 그의 지적들은 시사점들이

크며 대체적으로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종교가사의 전체 분류

를 불교가사, 천주가사, 동학가사로 한정하여 그 이외의 종교가사, 특히

신종교가사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점은 범주를 너무 좁게 설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류연석은 그동안 통시적 관점의 역사적 연구가 드물었던 상황10) 하에

서 본격적으로 가사에 대한 통사적 연구를 이뤄내었다.11) 그는 가사문학

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여, 해당 시기의 가사 작품들을 내용적으로 분류

하여 총 14종12)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종교가사는 포교신앙가사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시대별로 서술하였다. 그는 포교신앙가사를 “종교

적 교리를 세상에 널리 펴는 것과 믿음을 주제로 한 가사를 총칭하는데,

각 종교의 경전이나 그 정신에 입각하여 창작되며, 그 목적은 전도를 위

해 지은 것으로써, 불교·천주교·천도교 등의 가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

다.13) 이는 종교가사의 목적을 포교·전도에만 국한한 측면이 있고, 여전

히 가사의 범위도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으로 다소 좁게 설정되어 있

다. 그렇지만 최근 다시 가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연구를 담양군의 한국

가사문학관14)에서 펴내는 『오늘의 가사문학』 계간지에 게재하며 자료

10) 이상보, 「가사문학의 역사」, 《월간문학》3권4호, 월간문학사, 1970, 230-239
쪽; 장석련, 「이조가사의 작품사적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71; 박성의,
「韓國歌謠 文學論과 史」, 집문당, 1974, 387-441쪽; 이동영, 「가사의 발달사적
고찰」, 『도남조윤제박사고희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173-186쪽; 강전섭,
「악은별곡의 연구」,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415-458쪽; 정재호, 『한
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소략하고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11)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12) 그의 내용상 작품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강호한정가사, ②연주충군가사, ③도덕
교훈가사, ④유람기행가사, ⑤장부호기가사, ⑥풍물서경가사, ⑦연모상사가사, ⑧
풍속권면가사, ⑨회곡서사가사, ⑩포교신앙가사, ⑪송축추모가사, ⑫우언풍자가사,
⑬우국계몽가사, ⑭그 밖의 가사

13)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74쪽.
14) 담양군은 가사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사문학 관련 문
화 유산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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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확장하였다.15) 여기에는 갱정유도, 시천교의 가사들이 추가되

어 있다.16) 목록을 빠짐 없이 제시한 것은 아니나 그동안 불교, 천주교,

동학(천도교, 동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종교가사를 포함하여, 가사 일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

해 방대한 자료가 집성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백미인 것은 임기중이 30

여 년간 지난한 노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대성한 『역대가사문학전

집』이다.17) 전 51권으로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이 자료집은 주해를 통

해 가사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여러 이본들도 함께 싣고, 원본 확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동학교 가사 100편과 함께 금강대도의 <도덕가>

와 같은 초장편 단일가사도 실려 있다. 이후의 가사 연구들은 이 자료집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KRPIA에서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이란

이름으로 디지털하여 웹서비스하고 있는데,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수천

편의 가사 텍스트들에 접근할 수 있다.18) 이외에도 시대나 주제, 특정 매

체에 특화된 여러 자료집들이 나왔다.19)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하고 2001년 11월 개관하였다. 한국가사문학
DB(http://gasa.go.kr/)도 구축하여 현재 해제본 562건, 미해제본 3,373건을 제공
하고 있다. 미해제본이 아직 많기에 자료 발굴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한국 가사문학 전문 계간지’인 『오늘의 가사문학』을 2014년 6월부터 발간
하여 꾸준하게 내고 있으며, 가사문학 대상 공모를 통해 가사 문학의 저변을 넓
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 창간호(2014년 여름호)부터 “새로 쓰는 가사문학사”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며,
10호(2016.가을호)에서 연구를 완결지었다. 그가 8호 “새로 쓰는 가사문학사” <표
6>에서 제시한 ‘변전기 가사작품 총람표’에서 많은 종교가사들이 확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류연석, 「새로 쓰는 가사문학사」, 『오늘의 가사문학』8, 2016,
21-34쪽 표 참조. 한편 이 작업은 다음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류연석, 『새로
쓴 가사문학사』, 태학사, 2020.

16) 증산교의 <수납종성> 1편 가사도 목록에 제시하였으나, 동학으로 분류해 놓았
다.

17)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1-51, 아세아문화사, 1998-1999.
18) http://www.krpia.co.kr
19) 강명관·고미숙, 『근대계몽기 시가자료집(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국
학자료원 편,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서(1-10)』, 국학자료원, 1995; 김근수, 『한
국개화기시가집』, 태학사, 1994; 김민지·박재연·이상덕 편, 『새로 발굴된 애국시
조·가사집』,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7; 민찬·장성남, 『대한매일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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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자료집들은 개화기20)(애국계몽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에는 약점이 있으며, 또한 경전 및 종교계 신

문·잡지에 실린 가사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의 수량이 적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분량

이 만만치 않다. 종교가사가 일제강점시기에 신문·잡지의 활발한 발간과

신종교의 탄생 등으로 왕성하게 창작되었기에 그 양에 있어서도 많은 수

를 자랑한다. 이 논문에서는 폭넓게 가사 연구 대상 시기를 넓히고 신

문·잡지 및 신종교 경전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논의하기에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다.

한편 개별 종교가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불교가사21)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축적되어 있는데, 가사 발생기부터 굳건하게 자리잡은 가사이기에 문

학 텍스트로서 대표적인 가사의 연구 대상이었다.

시가(1-5)』, 형설출판사, 2001·2002; 신지연·최혜진·강연임, 『개화기 가사 자료
집』1-6, 보고사, 201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1-20, 아세아문화사; 임
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신발굴가사자료집』, 소명출판, 2005; 조동
원 편, 『한국신문총서』1-34, 아세아문화사, 1981, 1985, 1986; 조동일 편, 『필사
본 가사(1-2)』, 박이정, 1999.

20) 보통 개화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부터 1910년 일제강점 될 때까지를 일컫
는다.

21) 강진옥, 「제주도 무가 <헤심곡> 연구: <회심곡> 사설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
으로」, 『口碑文學硏究』38, 2014; 김동국, 「회심곡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4; 김동국, 「佛敎歌辭의 思想分類考」, 『우리文學硏究』23, 2008; 김
장호, 「한국불교가사의 기술문명관」, 한국문학연구12, 1989; 김종진, 「〈토굴
가〉전승의 경로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25, 2005; 김종진, 「19세
기 불교가사의 작가 복원과 그 문화사적 함의」, 『국제어문』35, 2005; 이봉춘,
「불교가사의 전통과 그 상징성」, 『한국종교』27, 2003; 이종희, 「최근세 한국
불교가사에 나타난 생사관 연구-경허성우 용성운종 학명계종의 가사를 중심으
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5; 임기중, 「불교시가연구, 1443-1876년: 한글시
대의 불교시가」, 『한국문학연구』22, 2000; 임기중, 「화청과 가사문학」, 국어
국문학 97호, 1987; 전재강, 「찬불가류 불교 가사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우리文學硏究』37 , 2012; 편집부, 「長恨歌라 - 未發表 佛敎歌辭」,
『한국종교』7, 1982.

단행본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 2009; 김주곤, 『한국
가사와 사상연구』, 국학자료원, 1998; 김주곤, 『한국불교가사연구』, 집문당,
1994; 전재강, 『한국 불교가사의 구조적 성격』, 보고사, 2012; 전재강, 『한국
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보고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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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기 들어와서 발생한 천주가사와 동학가사 또한 활발히 연구가 진

행되었다. 하성래는 천주가사를 명명하고 연구 대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천주가사와 관련된 연구의 효시가 된 후,22) 천주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왔다.23) 동학에 대한

22) 하성래, 「천주가사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하성래, 「천주가사
의 사적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4.

23) 강순조, 「天主歌辭의 표현기법과 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5; 강영애, 「천주가사 <삼세대의>의 음악적 연구」, 『한국음악연구』50,
2011; 강영애, 「천주가사 <십자풀이가>에서 나타나는 <각설이타령>과의 혼종
성」, 『한국음악연구』55, 2014; 강영애, 「한국 천주교음악의 지도방안 연구 :
천주가사와 연도를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4, 2010; 강유식, 「언더우드의
「찬양가」 (1894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석사학위논문, 2000; 고성혜,
「천주가사와 순교의 감정」, 『한국고시가문화연구』36, 2015; 고성혜, 「천주가
사와 순교의 감정」, 『한국고시가문화연구』36, 2015; 김수정, 「노래, 그 노래를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1): 『죠션어 셩가집』(1924년)에 대한 분석·연구를 중심으
로」, 『인간연구』5, 2003; 김영수, 「필사본 천주가사집 출현의 배경과 의의 :
천주가사의 연장선상으로」, 『인간연구』5, 2003; 김우용, 「崔良業 天主歌辭 硏
究」, 세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은희, 「<思鄕歌>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34, 2013; 김인혜, 「18세기말 천주가사와 벽이가사 연구」,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종회,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 새로운 연구
방향의 모색을 위한 시론」, 『서정시학』27, 2005; 김종회,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26, 2005; 김진소, 「天主歌辭의 然具」, 『한국교회
사연구』3, 1981; 김형숙, 「천주가사 <삼세대의> 의 신앙적 특성」, 가톨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방태남, 「天主歌辭 <향가>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
문, 1992; 성기련, 「율격과 음악적 특성에 의한 장편 歌辭의 갈래 규정 연구」,
『한국음악연구』28, 2000; 양희찬, 「천주가사 이본의 시차적 양상에 대한 고
찰: 張敬一(베르뇌) 주교 작품의 두 寫本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15,
2000; 오숙영, 「天主敎聖歌歌詞考」, 숙대대학원, 1971; 윤미영, 「박해시대 천주
가사(교리)와 서한 연구를 통한 최양업신부의 영성」,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0; 이경민, 「天主歌辭 硏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경민, 「天主歌
辭 硏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권형, 「18·19세기 천주가사 연
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3; 이혜정, 「천주가사의 저작배경과 내용의
변화」, 『종교연구』34, 2004; 장수진, 「天主歌辭樣相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6; 장인산,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에 대한 교부학적 연구」, 『가
톨릭신학』3, 2003;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 개작본의 텍스트 구조 대조 분
석」, 『한국교회사연구』36, 2011;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검토」, 『텍스트언어학』24, 2008; 조지형, 「1906년~1910년 京鄕新聞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과 그 지향」, 『국어문학』46, 2009; 주화중, 「崔良業의
天主歌辭 硏究 : 敎化性과 文學性을 中心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지아임, 「천주가사 <사향가>의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진연
자, 「천주가사 연구-경향잡지(1911-1918)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한남대 석
사학위논문, 1993; 진연자, 「天主歌辭硏究: 경향잡지(1911-1918)에 실린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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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지대한 관심으로 동학의 가사인 《용담유사》에도 수많은 연구들

이 집중되었다.24) 윤석산은 초기부터 종교가사로서의 《용담유사》를 지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필선, 「初期韓國 가톨릭 敎會音
樂에 대한 硏究 : 경상도내의 구전 천주가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최현영, 「천주가사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편집부, 「天主歌辭」, 『한국교회사연구』3, 1981; 황규남, 「한국 천주교의 교리
서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4; 황난영, 「한국 가
톨릭 전례음악의 토착화에 대한 연구 : 국악미사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4.

단행본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문태, 『사말천주가사와 벽위가사의 현세관과 내세관』,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김영수, 『천주가사 자료 발굴 현황과 연구 전망』, 가톨릭출판사, 2006; 근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上·中·下,
2003;2005;2006.

24) 강석근, 「한국사상(韓國思想)문학(文學) : 가사문학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본 용
담유사의 특징과 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70권, 2013; 구양근, 「동학가사문학을
통해 본 최제우의 역사적 한국사상 계승문제」, 『동학연구』3, 1998; 김대권,
「水雲歌辭의 構造的 特性 硏究」,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철, 「韓國 開化期 詩歌에 나타난 開化思想硏究 Ⅰ : -東學歌辭를 중심으로
-」 『韓國語文論集』2, 1982; 김원규, 「동학가사 연구 : 용담유사의 작자를 중
심으로」, 영진전문대학 논문집 4, 1982; 김정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비교
연구」, 『동악어문논집』26, 1991; 나동광, 「「도수사」에 나타난 시적 세계」,
『동학연구』29, 2010; 나동광, 「「몽중노소문답가」에 나타난 시적 세계」,
『동학연구』28, 2010; 나동광, 「「안심가」에 나타난 시적세계」, 『동학연구』
26, 2009; 나혜성, 「東學歌辭를 通해본 宗敎宣傳」, 『저널리즘연구』5, 1975; 박
맹수, 「동학의 '칼노래'와 '칼춤'에 나타난 반침략적 성격」, 『윤병석교수화갑
기념 한국근대사논총』, 1990; 박맹수, 「용담유사의 이본고」, 『어문교육론집』
9, 1988; 박일， 「동학가사 연구」，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박
한설, 「새로 發見한 「水雲歌詞」에 關하여」, 『江原人文論叢』3, 1996; 손종호,
「『용담유사』에 나타난 영성의 특성」, 비평문학 제28호, 2008; 안상화, 「古詩
歌에 나타난 民衆意識에 관한 硏究: 李朝後期 歌辭를 中心으로」, 『국어국문
학』2 , 1978; 양삼석, 「제5장 수운 최제우의 사상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성과 정
치 인식 :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민족사상』5권 제4호, 2011; 오출세,
「동학가사의 근대지향성」, 『國語國文學 論文集』16, 1993; 오출세, 「龍潭遺詞
에 나타난 思想的 背景고: 民間信仰의 영향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15,
1981; 유경환, 「동학가사에 나타난 궁을에 대한 소고: 弓乙의 淵源과 象徵的 意
味體系의 再構", 『국어국문학』101, 1989; 유경환, 「동학가사(東學歌辭)에 나타
난 진인출현논리 : 구원의 논리로 본 진인대망관(眞人待望觀)을 중심으로」, 『새
국어교육』46, 1990; 유경환, 「동학가사(東學歌辭)의 원형적(原型的) 접근」,
『새국어교육』42, 1986; 유경환, 「東學歌辭에 나타난 弓乙에 대한 小考: 弓乙의
淵源과 意味體系의 再構」, 『高凰論集』4, 1988; 유경환, 「동학가사에 나타난
낙원사상의 수용양상」, 『어문연구』69, 1991; 유경환, 「동학가사에 나타난 순
환적 사고(1)-신관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56, 1998; 유경환, 「東學歌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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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으며, 불교가사와 천주가사의 비교를 가한 바 있다. 그는 교화적 목

나타난 外來思想의 受容樣相(1) : 儒學思想을 中心으로」, 『明知語文學』21,
1994; 유경환, 「동학가사에 나타난 한국고유사상의 수용양상」, 『慶熙語文學』
17, 1997; 유경환, 「동학가사의 문학성 진단」 『새국어교육』52, 1996; 유경환,
「東學歌辭의 神話的 解釋(1) : 英雄出現의 原理인 河圖와 洛書를 中心으로」,
『語文硏究』25 No.2, 1997; 유경환, 「東學歌辭의 神話的 解釋(2) : 英雄出現의
原理인 六三略을 중심으로」, 『語文硏究』25 No.3, 1997; 유경환, 「東學歌辭의
神話的 解釋(3) : 英雄出現의 原理인 兩白과 三農을 중심으로」 『語文硏究』25
No.4, 1997; 유경환, 「東學歌辭의 原型的 接近 : 救援의 原理로 본 原型的 象
徵」, 『明知語文學』19, 1990; 유경환, 「東學歌辭의 原型的 接近: 救援의 論理로
본 原型的 象徵」, 『高凰論集』5, 1989; 윤석산, 「동학 가사 〈劍訣〉 연구」,
『한국언어문화』13, 1995; 윤석산, 「동학가사에 나타난 근대의식 연구」, 『동
아시아 문화연구』25, 1994; 윤석산, 「동학가사에 나타난 민간신앙적 요소의 의
미」, 『인간과 경험 동서남북』2, 한양대, 1990; 윤석산, 「龍潭遺詞 硏究 ; 이에
나타난 水雲의 現實意識을 中心으로, 『人文論叢』, 漢陽大學校文科大學」, 1983;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윤석산, 「용담유사
에 나타난 樂園사상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8, 1985; 윤석산, 「용담유사
에 나타난 변혁의 의지」, 『겨례문학』, 도서출판지평, 1990; 윤주한, 「동학가사
연구 :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근모, 「東學의
『東經大全 龍潭遺詞』에 나타난 人間敎育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8; 이복규, 「새 발굴 동학가사 <몽중시경가(夢中時警歌)>」, 『論文集』24,
1996; 이상원, 「東學歌辭에 나타난 侍天主 사상 연구」, 『우리文學硏究』24,
2008; 이정옥, 「동학가사와 내방가사 및 『진각교전』의 여성의식의 비교」,
『동학연구』3, 1998; 이정옥, 「여성교훈가류의 가사의 변모: 내방가사와 동학가
사를 비교하여」, 『동학연구』5, 1999; 이형근, 「龍潭遺詞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임금복, 「인물을 통해 본 동학사상의 계승 ; 『용담유사』
에 나타난 중국 인물 연구」, 동학학보22, 2011; 임종찬, 「수운가사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지』26, 1989; 정재호, "『용담유사』의 국문학적 고찰",
『崔水雲 硏究 : 최수운 탄생 150주년 기념논집』, 서울: 한국사상연구회. 1974;
정재호, 「東學歌辭에 對한 小考」, 『아세아연구』13, 1970; 정재호, 「동학가사
에 있어서의 용담가의 위치」, 『개신어문연구』5ㆍ6, 1988; 정재호, 「동학경전
과 동학가사 연구」, 『동학연구』8, 2001; 정재호, 「용담유사에 나타난 수운
상」, 『동학사상논총』1, 천도교중앙총부, 1982; 정재호, 「용담유사의 근대적 성
격」,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4; 조동일, 「최제우와 구전설
화」, 『인간과경험』2, 1990; 조동일, 「개화기 가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4, 1970; 조재훈, "동학가요에 나타난 궁을사상의 연원 및 그 수용양
태에 관한 연구", 『논문집』 20, 인문과학편 공주사범대학, 1982; 조평환, 「新發
掘 동학가사 「海月神師讚歌」 연구」, 『語文硏究』31, 2003; 조현설, 「근대 종
교운동의 문학사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27, 1992; 최민국, 「동학음악과
용담유사 연구」, 『음악과민족』10, 1995; 최민국, 「東學音樂과 龍譚遺詞硏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5; 최은숙, 「동학가사의 ‘꿈' 모티프 차용 양상과 의
미」, 『東方學』22, 2012.

단행본으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인환, 「용담유사의 내용분석」, 『문학과 문학사상』, 서울: 열화당, 1978; 동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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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가사와 천주가사의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시대

비판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용담유사》가 씌어졌다는 점을 들어 그

차이점을 보여준다. 《용담유사》가 종교가사인 동시에 개화가사의 성격

을 띠고 있으며, 가사문학인 동시에 동학경전으로서도 작용함을 지적하

였다.25) 그는 《용담유사》가 담고 있는 교훈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도덕

성을 강조한다. 또한 수심정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에 대한 ‘경외지심’

의 회복이 필요함도 밝히고 있다. 동학에 있어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본논문과 관련하여 큰 의의를 지닌다.

불교가사, 천주가사, 동학가사 이외의 종교가사는 상대적으로 자료 발

굴에 보다 초점이 이뤄져 왔으며26) 특정 종교가사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그동안의 신종교 연구에 대한 한계를 보여

준다. 강돈구는 「신종교연구 서설」에서 이와 같은 점을 비판하고, 개별

신종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27)

그동안 발굴되어 온 신종교가사들을 살펴보자. 상주에 자리잡고 있는

동학교의 가사에 주목한 것이 천주가사를 제외하고 종교가사발굴에 있어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때 발굴된 100여 편의 가사가 1979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2권으로 묶여

나왔으며,28) 임기중도 『역대가사문학전집』과 『한국가사문학주해연

구』에서 다룬 바 있다.29) 최근 들어 관심이 주목되어, 2013년 책판 등

회,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서울 : 신서원, 2001; 유경환, 『동학가사의
배경사상 연구』, 대한출판공사, 1985; 유경환, 『동학가사의 심층연구』, 대한출
판공사, 1985; 김인환, 『동학의 이해』, 1994;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서울:
민족문화사, 1987.(개정판: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서울 : 모시는사람들,
2006.)

25) 윤석산, 「용담유사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26) 이는 사실 천주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성래 박사학위논문 이후, 천주가
사 자료집이 나오게 된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이다. 김영수 엮음, 『천주가사 자
료집』上․下,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0-2001.

27) 강돈구, 「신종교연구서설」, 『宗敎學硏究』6, 1987.
28)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編, 『(歌辭文學大系)東學歌辭1,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79. 최원식이 해제를 통해 동학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해 두었다.

29) 다만 이 자료집은 동학교 『용담유사』 100편의 가사를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참고가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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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지정 기록물 9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상주동학

문화재단 김문기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이전 발간된 텍스트의 오류를 바

로잡는 동시에 주해를 다는 한편 영인본을 함께 제공한 자료집이 출간되

었다.30) 자료가 소개된 후 이 동학교 가사를 동학의 《용담유사》와 비

교하는 박사학위논문31) 등이 나오는 등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32)

원불교에서는 이혜화가 『대종사 가사집』을 내어 원불교가사의 존재

를 알렸다.33) 그러나 이는 교조 소태산의 경우에만 머물러 자료가 한정

되었는데, 이후 1987년 『새 會上 詩歌 모음』으로 자료가 확충되어 나

왔다.34) 한편으로 원불교 가사들은 원불교 초창기의 기관지인 『월말통

신(月末通信)』, 『월보(月報)』, 『회보(會報)』 등에 소재한 경우가 많

은데, 이들 잡지를 1985년에 『원불교자료총서』35) 10권으로 영인·발간

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 원불교 가사들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축적

되었고,36) 이는 2012년 이혜화의 『원불교의 문학세계』37) 발간을 통해

30) 김문기 역해, 『동학가사』1-6, 상주시·경북대학교·상주동학문화재단, 2009-2016.
31) 김상일, 「前·後期 東學歌辭의 比較硏究」,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2) 가사뿐 아니라 의복 등 다양한 각도에서 동학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기현, 「동학가사에 나타난 동학의 변모-『용담유사』와 『상주 동학가사』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16, 1995; 김문기‧김용만,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
사 책판 및 판본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39,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6; 김상일, 「상주지역 동학교단의 활동과 동학가사」, 『동학학보』10-2,
2006; 김상일, 「전,후기 동학가사의 동학사상과 그 변모」, 『동학학보』5, 2003;
김상일, 「전·후기 동학가사의 연구」, 『동학연구』14·15, 한국동학학회, 2003;
김종민, 「『상주동학가사』에 나타난 표현방법과 이념 연구 : 『용담유사』와의
대비적 관점에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배현숙, 「尙州 東學敎堂 刊
行과 收藏 書籍考」, 『서지학연구』22, 2001; 배현숙, 「尙州 東學敎堂 記錄物의
書誌學的 特徵과 價値」, 『서지학연구』61, 2015; 유탁일, 「동학교와 그 가사」,
『한국어문논총(우촌강복수박사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 하성래,
「새로 찾은 동학노래의 사상적 맥락」, 『문학사상』32, 1975.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초기동학 및 후기동학의 사상과 의례』, 민속원, 2009.
33) 『대종사 가사집』, 원불교출판사, 1979.
34) 원불교 문화부 편, 『새 會上 詩歌 모음』, 원불교출판사, 1982.
35) 圓佛敎 圓光社 編, 『圓佛敎資料叢書』1-10, 원불교출판사, 1985.
36) 김정임, 「소태산의 가사문학 연구-종교문학 사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8; 박항식, 「원불교가사에의 정초」, 『원광』 7월호(107),
1981; 신형철, 「몽각가와 소태산 가사 수록 문헌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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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소태산 박중빈을 중심으로 정산

송규, 삼산 김기천, 응산 이완철, 주산 송도성, 구타원 이공주, 원산 서대

원, 대산 김대거, 경산 조송광, 고산 이운권, 훈산 이춘풍 등 총 11명을

다루었다. 다만 그외의 인물들이 창작한 가사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밝

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임기중의 『역대가사문학전집』과 『한국가사문학주해

연구』이 등장하며 금강대도의 창시자 토암 이승여가 지은 《도덕가》가

‘금강도사도덕가’란 제목으로 소개된다. 이 작품은 10권으로 이뤄진 방대

한 작품인데, 이승남 등이 여태까지의 가사 작품 중 가장 긴 작품으로

추정하고 소개 및 연구한 바 있다.38) 금강대도 교단에서도 큰 힘을 기울

여 2001년 대성사의 저작을 『대성경(大聖經)』 총 4권으로 발간했는데,

그중 《도덕가》는 3권(도덕가 1-5권)과 4권(도덕가 6-10권)으로 소개되

었다.

이후 산발적으로 기존서지정보 개정 및 새로운 가사의 발굴이 이뤄져

왔는데 대종교가사(2012)39), 남학가사(2012)40) 등으로 연구가 미흡한 상

화』29, 원불교사상연구원, 2005; 육근봉, 「소태산의 시가 연구」, 『원불학연
구』17, 1987; 육근봉, 「少太山의 歌辭 硏究」, 『圓佛敎學硏究』17, 1987; 이시
연, 「鼎山宗師의 文學世界: 가사 「圓覺歌」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15, 1992; 이정주, 「소태산 가사의 문학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학』35,
1995; 이정주, 「소태산 가사 연구」, 원광대 대학원, 1995; 이종화, 「원불교 초
기 정기간행물의 시가 연구-월말통신 월보 회보를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3; 이진오, 「소태산의 가사에 나타난 초월성과 일상성」, 『원불교사상
과 종교문화』12, 1988; 장명주, 「소태산 대종사의 시가 연구」, 원광대 석사학
위논문, 1995. 단행본으로는 다음이 있다. 육관응, 『鼎山宗師의 圓角歌 硏究』,
경남, 2000.

37) 이혜화, 『원불교의 문학세계』, 원불교출판사, 2012.
38) 이승남, 「금강도사도덕가의 종교적 의미와 문체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
42집, 2004. 금강대도의 가사를 소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연구이다. 다만 수
운교의 《용운가》 또한 초장형의 가사이기에 이는 좀 더 비교가 필요하다.

39) 정욱재는 기존 대종교에 내려오는 가사인 <離世歌>·<重光歌>에 대해 친필본과
의 비교를 통해 기존 가사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정욱재, “‘나철
친필본’의 출현과 의의- 「離世歌(세상떠나는노래)」·「殉命三條」·「거듭빛노래
(重光歌)」」, 『역사문제연구』 제27호, 2012.

40) 김익두, 「남학가사류(南學歌辭類) ‘금강불교발원문(金剛佛敎發願文)'의 전반적인
특성과 그 문학사적 의의」, 『비교민속학』49, 2012; 김익두, 『남학가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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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2.2. 신종교의 시운과 도덕

한국종교에 있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주로 ‘개벽’, 특히 동학의 경우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어왔다.41) 윤이흠42)은 종말론적 시간관과 후천개벽을

연결하였고, ‘利在弓弓’, ‘十二國 怪疾運數’, ‘地上仙境’ 등의 개념을 통해

기존 도참사상과의 관련성 및 종말의식을 분석하는 한편, ‘하눌님에 대한

誠敬’이 고전적 자기수련 전통의 수행덕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며 종교에 헌신하는 봉헌주의적 종교신행

(devotional practice) 태도로 보고 있다.43) 그리고 후천개벽사상은 전통

적 시운순환관과 역사적 격변기의 위기의식을 합쳐 혁명이념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하고 이를 동학농민혁명과 연결시키고 있다. 정감록 역시

시운순환관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동학의 경우 대중이 공감하는 근

원종교의 신념을 제도종교로 표상하여 재공유의 매개체가 되었기에 혁명

이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동학이 정감록으로부터 시운순환관과 위

기의식을 받아들였다는 지점은 중요한 측면이며, 본고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바이다.

한편으로 그는 개벽-구도-기복의 신념유형 구조를 통해 한국종교사를

문예원, 2014.
41) 황선명, 「후천개벽과 혁세사상」,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학민사, 1983; 황
선명, 「근세한국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근대화과정에 있어서 문
화의 지속성 인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박진원, 「근대화에 대한 한국
신종교들의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천도교·증산교·대종교·원불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신일철, 「崔濟愚의 後天開闢的 理想社會像」, 『 (韓
國史市民講座』10, 1992; 윤석산, 「동학의 개벽 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화』
42, 2010; 김용휘, 「최제우의 동학과 개벽의 꿈」, 『지식의지평』17, 2014

42) 윤이흠, 「동학운동의 개벽사상-신념유형과 사회변화의 동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8, 1987.

43) 또 우주론적 시간관을 운세관형, Marduck신앙형, 미륵신앙형, Zoroaster신앙형,
Yaweh신앙형의 5가지로 나누고 이중 운세관형을 동학의 시운관으로 주로 보는
것과 동시에 다른 세 가지 요인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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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하였는데,44) 이중 개벽·기복형으로 동학을 규정한다. 선후천교차기의

재앙을 피하고 지상선경에 들어가는 길이 시운의 윤회라는 이치에 순응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는 두 가지 길이 있는

데, 순응의 이치를 재구현하는 수행의 길, 그리고 외적 힘에 순응시키는

길이다. 윤이흠은 최제우가 비록 전통적 수련이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결국에는 초월적 존재인 하늘님에 대한 정성과 공경이라는 점에

서 이를 봉헌적 태도(devotionalism)라 보아 그 구도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구도적 측면을 지나치게 엄밀하게 보아 그 구도성을 약화시

킨 것이 아닌가 한다.

각각 교단별로 개벽을 비교하여 종합한 경우로 김형기는 동학, 천도교,

증산교단의 후천개벽사상을 각각 ‘다시개벽’,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개

화(후천개벽), 민간신앙적 전통의 종교성이 강조된 증산교단의 후천개벽

으로 설명하고 이를 다시 민족의식과 연관시켜 전반적으로 서술하였

다.45) 김홍철은 후천개벽사상의 배경으로 정감록 등의 참위사상과 관련

하여 혁세사상, 종말론적 메시아니즘, 미륵신앙을 들고 수운·일부·증산·

소태산의 경우를 들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46) 이외에도 여러 연구

들이 있지만,47)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차원

으로서의 시운관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각 종교별로 집중적으로 고찰한 경우를 들면 수운교,48) 증산교

44) 윤이흠,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한국종교연구1』,집문당, 1986,
25-30쪽 참조.

45)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46) 김홍철, 「근·현대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開闢思想) 고찰」, 『한국종교』35,
2012.

47) 윤기봉·유승종, 「후천개벽의 종교학적 연구」, 『대진논총』3, 1995; 황선명,
「종말론과 후천개벽」, 『민족과문화』8, 1999; 송인창, 「계룡산(鷄龍山) 문화
(文化)에 나타난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 『동서철학연구』46, 2007; 박광
수, 「한국 신종교의 개벽사상 소고」, 『한국종교』35, 2012; 송재국, 「한국(韓
國) 근대(近代) 신종교(新宗敎)에 나타난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 연구(硏究)
-근대(近代) 민간(民間) 역학(易學)의 성격(性格)을 중심(中心)으로-」, 『선도문
화』22, 2017.

48) 이찬구, 「수운교 개벽사상의 역리적(易理的) 고찰」, 『한국종교』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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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49) 원불교50) 등의 연구가 있다. 그 밖에 정역,51) 정감록52) 등의 참위

신앙, 미륵신앙,53) 민속54)의 시간관 등이 주목받았다.

신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 각 개별종교별로 연구된 바 있다. 동

학,55) 증산교단56), 금강대도57), 갱정유도58)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으로

49) 김재천,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의 인식론적(認識論的) 이해(理
解)」, 『대순사상논총』13, 2002; 이재호,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에
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 『대순사상논총』13, 2002; 유승종,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에 나타난 종교성(宗敎性) 일고(一考)」, 『대순사상논총』13,
2002; 최동희, 「천지개벽과 정신개벽에 따른 인간개벽」, 『대순사상논총』14,
2002; 주현철, 「세계개벽의 사상적 특성과 의의」, 『대순사상논총』15, 2002; 양
우석, 「증산의 개벽적 역사철학」, 『동서철학연구』24, 2002; 윤창렬, 「주역의
선후천론과 증산도의 후천 개벽관」,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4,
2006;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정신개벽론 연구: 천도교와 원불교 정신개벽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25, 2011; 이경원, 「강증산의 후천개벽론」,
『한국종교』35, 2012;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
구』29, 2013; 박광수,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의 종교철학적 함의와
실천」, 『대순진리학술논총』12, 2013; 김홍철,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의 지상
천국건설일세계개벽」, 『대순진리학술논총』14, 2013;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27, 2016; 김방룡, 「강증산(姜甑山)과 차월
곡(車月谷)의 개벽사상」,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70, 2016.

50) 김홍철, 「원불교의 후천개벽사상」, 석사논문, 1980; 김정관, 「圓佛敎 開闢思想
硏究」, 『정신개벽논집』5, 1987; 김승동, 「少太山의 後天開闢思想」, 『인문논
총』41, 1992; 박광수, 「원불교의 구원관: 개벽시대와 낙원세계」, 『가톨릭신앙
과사상』22, 1997; 김경진, 「중국의 정신문명건설과 원불교 精神開闢 사상」,
『원불교학』2, 1997; 양은용, 「少太山의 開闢思想과 사회적 실천」, 『한국종
교』30, 2006; 김경진, 「소태산의 정신개벽사상과 조치 및 현실적의의」, 『원불
교사상과 종교문화』34, 2006; 박맹수, 「한국근대 민중종교의 개벽사상과 원불교
의 마음공부」, 『동학학보』13, 2007; 김도공, 「포스트모던 사회와 원불교 : 원
불교 정신개벽론의 의미와 그 실천」, 『신종교연구』20, 2009; 김도공, 「원불교
의 정신개벽론과 사대강령」,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2010; 박광수, 「원불
교의 후천개벽(後天開闢) 세계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4, 2010; 양은용,
「원불교의 개벽사상」, 『한국종교』35, 2012; 정향옥, 「원불교 개벽사상 연구
사 고찰」,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63, 2015.

51) 송재국, 「정역(正易)의 개벽사상」, 『한국종교』35, 2012.
52) 황선명, 「後天開闢과 鄭鑑錄」, 『한국종교』23, 1998.
53) 김항섭, 「미륵신앙과 경제적 개벽」, 『종교연구』28, 2002; 김용환, 「후천개벽
의 미륵신앙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6, 2002; 김용환, 「정역의 후천 개벽
윤리」, 『윤리연구』79, 2010

54) 최길성, 「天地開闢과 終末論」, 『비교민속학』10, 1993.
55) 정현숙, 「동학의 도덕 및 도덕사상의 고찰」, 『논문집』11, 1993; 오문환, 「동



- 20 -

1995년 증산종단연합회가 개최59)한 제1회 새도덕창명학술대강연회에서

‘한국민족종교와 윤리도덕’이란 주제로 천도교, 증산교, 각세도, 원불교,

갱정유도, 통일교가 다뤄진 바 있다.60) 이는 각 교단의 도덕과 관련한 내

용 및 그로 인한 이상세계를 분석하였으며, 현시대에 있어 도덕의 당위

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신종교와 도덕에 관한 논의를 일으켰

다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다만 시운과 관련하여 도덕을 구체적·집중

적으로 연결시킨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하겠다.

3. 논문의 연구방법과 내용

학의 도덕적 평등주의」, 『동학학보』2, 2000; 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 도
덕, 생명, 권력』, 모시는사람들, 2003; 오문환, 「동학과 칸트의 도덕론 비교」,
『동학학보』8, 2004; 임태홍, 「동학교조 최제우의 ‘성’(誠)에 관한 인식」, 『동
양철학』22, 2004; 장현오, 「최수운의 도덕실천관」, 『윤리교육연구』32, 2013.

56) 정현숙, 「증산사상과 도덕교육 : 대순전경을 중심으로」, 『논문집』12, 1994;
오문환, 「강증산의 ‘해원상생’의 의의와 한계」, 『정치사상연구』4, 2001; 이경
원, 「강증산의 신종교적 영성과 도덕적 비젼」, 『신종교연구』21, 2009; 윤재근,
「증산의 유교 비판과 수용」, 『한국종교교육학회』35, 2011.

57) 양정숙, 「금강대도의 성·경사상에 관한 철학적 탐구」, 대전대 석사논문, 2008;
양정숙, 「토암(土庵) 이승여(李承如) 도덕개화(道德開化) 사상의 철학적 연구(1)-
생애와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23, 2010; 양정숙, 「토암 이승여
의 도덕개화사상」, 대전대 박사논문, 2013. 이상환, 「한국 신종교의 삼성제군(三
聖帝君) 역할-금강대도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29, 2013; 이재헌, 「이토암
선생의 도덕개화(道德開化)사상」, 『신종교연구』5, 2001; 이재헌, 「금강대도의
신도설교와 도덕개화 사상」, 『신종교연구』21, 2009.

58) 한재훈, 「更定儒道의 ‘修道’에 대한 一考察」, 『신종교연구』14, 2006; 한재훈,
「갱정유도(更定儒道)의 "도덕문명" 에 대한 시론: "대안문명"으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15, 2006.

59) 홍범초 증산종단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첫머리에 실었다.
60) 발표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홍장화, 「천도교가 이룩하려고 하는 지상천국과
윤리도덕」, 홍범초, 「증산종단이 이륙하려는 후천선경과 윤리도덕」, 이성재,
「각세도에서 이룩하려는 각세계(覺世界)와 윤리도덕」, 백준흠, 「원불교의 이상
세계를 위한 도덕관」, 한양원, 「갱정유도가 이룩하려는 신천지건설과 그 윤리도
덕」, 최봉춘, 「통일교회의 이상세계와 새 도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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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방법

강돈구는 신종교 교단에 대해 관심을 주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61) 학

계에서는 수십년 전의 그 비판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교단 및 그 자료의 분석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논문에서의 대상 자료는 《용담유사》를 비롯한 신종교 교단의 가사가

중점이며, 이의 토대가 되는 한문경전 등의 분석을 아울러 진행한다. 신

종교경전은 기존 유교의 경전 전통과 같이 한문경전으로 자신의 사상을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자료는 이 한문경전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생략되는 내용들이 생기기에 한문경전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가사자료만 볼 때 해당 신종교 사상의 전모를 살필 수 없는 경우들이 있

다. 한문경전을 아울러 살핌을 통해 가사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사상들

을 보다 깊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사의 분석은 구술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대상시기가 근대이기에 이미 사라져 버린 교단들이 많으며, 현재까지 구

술로서 전승, 연행되는 경우는 소수의 교단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

다.62) 일제강점기 신종교교단들은 이미 근대인쇄기술로 자신의 교단자료

를 많이 펴내었으며, 이는 경전이 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잡지 등도

발간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가사자료들은 이미 독물(讀物)로 상정된 텍스

트들이다. 귀로 듣고 암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통의 종교가사들은

이미 경전·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들이 다수를 이루었

다. 그렇기에 인쇄자료를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선택된 가사자료들은 실제 신종교교단 지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자료를 지니고 있는 교단이라도 가사가 없는 경우들이

61) 강돈구, 「신종교연구서설」, 『종교학연구』6, 1987; 강돈구, 「신종교 연구의
길」, 『한국종교』23, 1998.

62) 삼덕교의 경우 현재까지도 가사를 가창하는 모습이 관찰되나 여타의 교단들에서
실제적으로 가사를 부르는 경우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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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사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기존 연구에서 주목되지 못했던

교단들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기에 그러하다. 해당 교단의 가사가 풍

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 연구의 주제인 시운과 도덕과 관련성이 적거

나63) 다른 교단에서도 반복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교단의 가사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근대 동학의 탄생 이

후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한 신종교들은 기존의 유교 및 불교 등의 전통종

교의 자장 아래에 있으면서도 외래에서 유입된 기독교와도 사상적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이는 신종교들이 유교, 불교, 기독교와 태생적으로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의미한다. 신종교들은 기존 종교의 사상

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필연적으로 공통점이 발생하는 한편, 새

로운 사상을 표출해야 하는 신종교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점도 보여준다.

종교와 사상은 독자적으로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이전

시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신종교 내의 도덕관념은 기존 여러 전통사상

과의 연속성 상에 있는데, 이들 여러 원천들과의 종합을 통해 또다시 새

로운 차이점들을 형성해 낸다. 정감록의 종말론적 상상력과 함께 유교의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 이념이 동학과 이후의 신종교에도 수용되었다.64)

63) 이의 대표적인 교단으로 천도교와 원불교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벽이 이미 이뤄
진 것으로 보거나, 정신개벽 등으로 개벽의 의미가 바뀌었기에 일어나는 현상으
로 보인다.

64) 한말일제강점기의 종교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존에는 유교 이념의 급격한 쇠퇴
를 많이 이야기하고 거목이 일거에 쓰러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근대화에
따라 주요 엘리트들의 논설이 유교 이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점에 학계가 주
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각을 대중들에게로 돌릴 때 우리는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유교 이념이 진정 가장 잘 확산되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사대부 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유교의 이념과 생활방
식들이 전국민에게 확산되어 ‘온 나라가 양반 되기’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김상
준, 「온 나라가 양반 되기」, 『사회와역사』63, 2003 참조.), 축문집,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간찰 양식집 등 한문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이 새로 도입된 인쇄출판
기술에 힘입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전들은 대부분 유교에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도덕을 비롯한 천과 성인 등에 대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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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록과 동학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동학과 이후 신종교의 시운관과

도덕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살피는 것이 본논문의 중요한 과제이다.

근대 신종교가사의 시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면, 우선 동학의 창도와

맞물리는 《용담유사》의 저작시기를 그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동학가

사는 최초의 신종교 가사임과 동시에 개화기 최초의 가사이다.65) 첫째,

신종교 최초의 가사로서 기존 체계를 깨뜨리는 새로운 사상을 담고 있다

는 점, 둘째, 한문본 『동경대전』과 함께 경전으로 인정받고 출판되었다

는 점, 셋째, 교조가 목적 의식을 갖고 여러 편의 가사를 일관된 주제로

작성하여 일정한 볼륨을 갖추었다는 점, 넷째, 이후의 종교가사들에 있어

형식상의 전범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 다섯째, 그 시기와 작자가 잘 밝혀

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대 종교가사의 효시로 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1860년 최제우가 상제로부터

강화(降話)를 받고 《용담유사》의 가사들을 창작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그 출발 시기를 잡는다. 본논문은 이 시기부터 해방 이후의 신종교 가사

도 함께 서술한다. 해방 이후는 현대의 시작이나, 종교가사의 창작 및 활

용은 시운과 도덕이라는 주제를 안고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렇기에 해방

이후의 종교가사도 포함시켜 서술하는 것이 신종교가사의 전체상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

3.2. 논문의 내용

본고는 신종교가사 자체만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정감록

과 동학의 관계에서 시운과 도덕 개념의 발생을 분석하고, 이렇게 탄생

한 구조들이 이후의 한국 신종교에서 수용 및 변용된다는 점을 가사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시운에 따른 도덕의 교화는 민중들에게 수용되고

65) 다음의 학자들은 개화기의 첫 가사로 《용담유사》를 든다. 조동일, 「개화기 가
사에 나타난 개화·구국사상」, 『동서문화』4, 197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6, 9-18쪽.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4, 354-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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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될 때에만 의미가 있었으며, 이는 가사라는 장르를 통해서 효과적으

로 수행되었다. 신종교가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시운과 도덕의 관념들

은 한국 신종교를 관통하는 구조이며, 이를 외면하고서는 한국종교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종교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2장 “동학의 탄생과 《용담유사》”에서는 정감록에서 동학이 받아들이

고 새로이 탄생시킨 여러 관념들 중 시운과 도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한다. 이는 정감록의 종말론적 사유가 ‘다시개벽’의 시운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에 도덕의 차원이 어떻게 덧붙여졌는지 보려하는

것이다. 이에는 도덕근거로서의 천에 대한 재발견과 도덕교화의 주체로

서의 성인의 개념 또한 고찰하여 그 의미를 다각화하여 이해하려 한다.

동학을 통해 새로이 정립된 이 개념들은 이후의 신종교에 있서 전범적

으로 작동하여 수용과 변용을 거치게 된다.

곧 최제우의 시운관은 정감록의 구조를 차용하되, 새로운 구조로 변용

시켰는데, 이는 도덕과 시운 요소의 결합으로 인하여 가능하였다. 최제우

는 ‘다시개벽’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으며, 정감록에 혹해 있는

이들에게 도덕을 찾고 다가올 시운에 대비할 것을 가르쳤다. 이는 각자

위심(各自爲心)의 세상이 아닌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세상이며, 여세동귀

(與世同歸)의 시운이라는 점이다. 개개인의 선악의 화보는 이제 세상과

함께 거세게 돌아가는 공동체적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며, 이는 ‘십이제

국 괴질운수’로서 형상화되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환난이 정

감록적 사유에서는 이씨와 정씨의 싸움 등 무력적 전쟁으로 생각되었다

면, 동학에서는 ‘무병지란’66)의 전염병으로 표상되었다. 그리고 이의 구원

이 정감록적 사유에서는 정씨 메시아 혹은 십승지로 표상된 반면 동학에

서는 궁궁의 의미를 전유하여 마음으로 바꾸었는데, 결국 그 마음이란

경천순천(敬天順天)의 하늘을 섬기는 도덕임을 보여주었다. 삼강오륜의

66) 공인된 의미는 없으나, 보통 ‘無兵之亂’의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곧 정감록의 주
된 묵시록적 상황, 곧 전란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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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하늘로까지 연결되며, 더욱 초월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종교가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민중들에게 접근될

수 있었다.

3장과 4장에서는 “신종교가사의 시운”과 “신종교가사의 도덕”을 본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1910∼1945) 시기와 해방이후의 신종교 교단들의

가사에 나타나는 ‘시운’과 ‘도덕’의 특성들을 살펴 동학에서부터 비롯하는

이 사상적 특성들이 신종교 교단들에게 어떻게 수용 변용되는지를 가사

안에서 분석한다. 3장 “신종교가사의 시운”에 대해서는 지난 시대와 다

가올 시대에 기성종교들에 대한 신종교의 인식을 살펴보고, 시운과 성인

을 관련지을 수 있는 지점들을 지적한 뒤, 선천과 후천, 그리고 중천의

시운 유형을 나누었다.

4장 “신종교가사의 도덕”에서는 동학에서 확립된 도덕 모델, 곧 시운

의 표상으로서의 도덕, 구제의 방식으로서의 도덕,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으로서의 도덕이 신종교교단에서 어떻게 수용, 변용되는지를 본다. 오륜,

조상 등을 통해 도덕 관계의 범위에서 도덕의 여러 양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5장 “비결가사의 시운과 도덕”에서는 대표적 비결가사인 <채지가(採芝

歌)>, <궁을가(弓乙歌)>, <지지가>, 『격암유록(格菴遺錄)』을 통해 정감

록 및 다른 신종교들과 어떤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

다. 비결가사들은 교단에서 창작되는 가사들은 아니지만, 동학, 증산계

교단을 비롯하여 여러 신종교교단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가사이기에

신종교가사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결가사들의 시운과 도덕관을 분석하여

신종교가사의 전체적 상을 그려본다. 이들 비결가사들은 비결서와 어떤

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한국신종교의 연구에서 개벽으로 대표되는 시운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

루어져 왔으나, 시운과 도덕과의 상관관계는 깊이 분석되지 못했다. 도덕

을 통해 시대전환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는지 신종교가사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신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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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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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학의 탄생과 《용담유사》

이 장에서는 1860년 동학의 탄생과 함께 정립된 개념들에 대해 우선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교단의 신종교가사가 민중들에게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교리이며, 이 교리는 동학이 탄생

하며 생겨난 개념들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동학이 기존 정감록의 사유들

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핀 뒤, 동학이 탄생하며 발생한 주요개념을

시운과 도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신종교가사의 분

석에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학가사인 《용담유사》

가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나, 『동경대전』 또한 함께 이용하기로 한다.

본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동학과 그 가사에서 전개된 사유가 이후의 신

종교가사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점은 미리 지적해

둔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신종교가사의 역사를 간단히 개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신종교가사의 흐름

1.1. 동학 이전

동학이 창도된 1860년 이전은 신종교가사 창작 이전의 시기이다. 고려

말 가사의 탄생 이후로 유교와 불교는 적극적으로 가사를 활용해 왔으

며, 서학(西學)의 전래 이후 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교리를 옹호

하며 타 종교를 비판하는 장을 형성하였다. 유교의 도덕가사, 오륜가사류

는 《용담유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 28 -

1.2. 초기 동학 및 일제강점기까지의 가사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용담유사》는 무척이나 특

별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최초의 신종교가사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가사

를 경전의 지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 조선시대에 불교

를 주로 한 종교가사들도 종교의 가르침을 담지 않은 바가 아니었으나

경전화의 밀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용담유사》의 창작을 기점으

로 하여 종교가사의 시기가 양분된다. 동학의 교단들은 모두 《용담유

사》를 『동경대전』과 함께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으며, 그 가치를 공

유하고 있다.

표1. <《용담유사》의 가사>67)

67) 작성시기는 윤석산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윤석산, 「용담유사의 문헌적 고찰」
『용담 유사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6(개정판).

제 목 작 성 시 기 내용

1 용담가(龍潭歌)
경신년(1860) 4월

이후

자신이 태어나 자란 경주

용담을 찬미하며 득도한

내력을 노래함

2 안심가(安心歌) 경신년(1860)

집안의 부녀를 대상,

우리나라의 운수를 보전할

것임을 노래함.

3 교훈가(敎訓歌)

신유년(1861)

11월에서 12월

사이

집안의 자손을 대상, 힘써

수도할 것을 당부함.

4 도수사(道修詞)
신유년(1861)

12월말경

제자들에게 수도를 당부하는

노래.

5 권학가(勸學歌)
신유년(1861)

12월말경

남원 은적암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제자를 향한 정회를

노래함.
6 몽중노소문답가 임술년(1862) 6월 이야기 형식을 빌림. 금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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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제강점기 신종교가사

1910년 일제강점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출발하는데, 증산 강일순의 천

지공사시기(1901-1909)를 고려하여 20세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해방 이전

까지의 시기를 해당 시기로 잡는 것이 온당하다. 본격적으로 신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신종교가사의 전성기였는데, 동학에서 확

립한 한문경전과 국문가사라는 틀이 일제강점기 많은 신종교에서도 수용

되며, 국문가사가 활발히 창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동학계의 동학

교·성도교, 증산계의 삼덕교·인도교, 기독교계의 정도교, 그리고 금강불

교·갱정유도 등의 가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동학계의 천도교,

수운교, 시천교, 증산계의 보천교, 증산교본부, 증산법종교, 선도, 그리고

대종교, 원불교, 금강대도 등도 가사를 활발히 펴내었는데 이들이 여기

속하며, <궁을가>, <채지가>, <지지가> 등의 비결가사도 이때 창작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는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문과 잡지가 우후죽순 쏟아지

게 되었고, 그 매체들 중 많은 지면들이 시가에 할애가 되었다. 대한매일

신보의 경우 창가, 시조, 가사, 잡가 등 모든 고전시가 장르가 망라68)되

68) 고은지, 「20세기 초 시가의 새로운 소통 매체 출현과 그 의미 -신문, 잡가집
그리고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 『어문논집』55, 2007, 38쪽.

(夢中老少問答歌)
올라 쉬다 도사를 만나

깨우침을 얻는 내용.

7 도덕가(道德歌) 계해년(1863) 7월
여러 조건보다는 도덕이

중요성을 노래함.

8 흥비가(興比歌) 계해년(1863) 8월

시경의 노래체를 빌려 도를

닦는 일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함을 노래함.

9 검결(劍訣)
경신년(1860) 4월

이후

새로운 시운에 따른 원대한

포부를 부른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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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 점을 볼 때 인쇄매체에 있어 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교세가 어느 정도 있는 교단들은 자신만의 교

단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었으며, 예컨대 천

도교, 시천교, 보천교 등의 신종교 교단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였다. 경전

출판도 활발하여 현대 인쇄술을 갖추지 못한 동학교와 같은 교단들도

1920∼30년대 자신만의 인쇄실을 차려놓고 목판이나 목활자를 이용하여

수많은 경전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통적 방식 외에도 연활자, 석

판 인쇄 등으로 인쇄된 경전들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다.69)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의 경우, 경전을 비롯한 출판은 대부분 국가의

소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었다. 사가(私家)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컸고, 많이 찍기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근대에 들어와 급속

도로 바뀌었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독서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들에게

는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서적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독물(讀物)도 여전

히 큰 인기를 끌었다. 1910년대의 값싸게 구활자본으로 나온 소위 딱지

본 소설이 좋은 예이다. 『춘향전』의 경우 1년에 40만 부 가량 팔리기

도 했다니 그 인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

시가집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70) 곧 근대시기 급격히 팽창한 지면들

에 종교계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러한 수요는 종교가사 창작의 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문글쓰기에서 국문글쓰기로 이행해 가는 시기로, 이에 따른 한

문경전과 국문가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69) 경전에 대한 광고도 활발하였다. 교단지 등을 보면 해당 교단의 경전이 고정적
으로 광고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70) 『정정증보신구잡가전(訂正增補新舊雜歌全)』(1914)을 필두로 수많은 잡가집 등
이 간행된다. 자세한 양상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고은지, 「20세기 초 시가의 새
로운 소통 매체 출현과 그 의미 -신문, 잡가집 그리고 유성기음반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5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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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방 이후의 신종교가사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다. 일단 『격암유록』의 창작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격암유록』을 개신교계 한국신종교가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하는 부분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1864년, 1924년의 갑자년들이 삼원갑설과

관련하여 종교사에서 중시되었는데, 1984년의 시기 또한 그러한 영향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천지대안도, 대화신

도가 이 시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영주교, 각세도 등도 가사를 펴내었는

데, 이들이 여기 속한다.

초기동학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활용된 교단은 총 9개 교단이며, 해당

교단의 총가사는 아래와 같다. 해당 가사목록은 말미에 부록에 제시한다.

표2. <본 연구에 활용된 신종교의 종교가사 현황>71)

2. 정감록에서 동학으로: 도덕으로의 방향전환

‘정감록(鄭鑑錄)’은 호소이 하지메(細井 肇)가 1923년 동경에서 발행한

『정감록』72) 이 나오며 비로소 그 범위가 고정되었지만, 본고에서는 이

71) 표에서 《용담유사》는 제외하였으며, 비결가사는 편의상 하나로 묶었다. 해당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발견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교
단의 가사들이 있으나, 연구에 활용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였다.

삼덕교 성도교 동학교 금강불교 갱정유도
35 15 106 20 218

대화신도 정도교 인도교 천지대안도 비결가사
5 21 2 2 41

총 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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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존부터 민중들에게 알려지고 영향을 끼쳐 온

비기도참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상징, 예언문헌의 대표로서 ‘정감록’이

란 용어를 사용할 것73)이며, 이 경우 꺾쇠 없이 표시하기로 한다.

새로이 태동한 신종교는 기존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정감록의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를 어떠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켰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정감록은 한국신종교의 모태로서 이해

되어 왔는데, 정감록과 한국신종교의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있다.

백승종은 “조선 후기 평민 지식인들이 생산·보급한 『정감록』은 동학,

증산교, 원불교 등 한국의 대표적인 신종교들을 낳았다.”74)라 하여 정감

록과 신종교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

해 청림교(靑林敎)형, 보천교(普天敎)형, 원불교(圓佛敎)형의 3가지로 나

누어 논하고 있다. 곧 정감록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청림교형으로, 교리

체계를 정교히 갖추어 민족의 입장을 내세운 경우를 보천교형으로, 용화

세계의 구심점으로 계룡산의 의미를 바꾼 원불교형이다.75) 백승종은 ‘궁

을’ 또는 ‘궁궁을을’이 정감록을 꿰뚫는 키워드임을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궁궁’이 피난처의 의미였음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748년(영조 24) 몰락

양반 이지서 등의 괘서 사건에서 박민추가 『도선비기(道詵秘記)』에서

의 궁궁에 대해 한 말76)과 이를 취조했던 충청도 문의 지방의 관리 김

72) 「감결」, 「동국역대 기수본궁 음양결」, 「역대왕도 본궁수」, 「삼한산림비
기」만을 정감록으로 명기하고 여타의 비결들을 『정감록』에 포함시켰으나, 이
후 이 호소이 본 『정감록』 전체가 정감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73)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정감록의 구절들은 현행의 『정감록』에서 찾아볼 수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의 재난을 예언하는 구조는 동일하나, 동일한 텍스
트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들은 정감록이라는 텍스트가 유동적이고, 여러
비결서들의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편 정감록이 그
등장 초기부터 비결서의 대표적 명칭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1785년 문양해 등
이 주모한 역모사건에서는 『국조편년(國祚編年)』이 『정감록』과 『진정비결
(眞淨秘訣)』 등을 아우르는 비결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백승종, 『한국의 예언
문화사』, 푸른역사, 2006, 122쪽 참조.

74)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133쪽.
75)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134-157쪽.
76) 『영조실록』67권, 영조24(1748)년 5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도선(道詵)의 비
기(秘記)가 있는데 용두(龍頭)와 사미(蛇尾)에 대해 운운한 것이 있다. 용두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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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이 한 말77)에서 ‘궁궁’은 피란의 의미였음을 읽고 있다. 이는 구부러

진 곳[劣處]78)으로도, 머문다[留]는 뜻79)으로도, 광활하다는 뜻80)으로도

해석되었다. 세부적인 뜻은 다르지만 결국은 특정한 공간의 의미를 띤

‘궁궁’은 동학에 와 태극 등 추상적인 명사로 둔갑했으며 궁극적으로 종

교적인 수련의 의미로 바뀌었다81)고 백승종은 그 의미의 변화를 짚었으

며, 『정감록』에 대해 믿음과 부정의 두 측면이 있는듯하다고 지적하였

다.82) 본고 역시 ‘궁궁’ 의미 변화에 대한 지점을 받아들여서 가사의 내

용을 통해 이를 어떤 의미인지 밝혀보려 한다.

황태연은 정감록의 사상을 역성혁명적 왕조개벽사상으로 보고 동학이

여기서 ‘개벽’개념만 취하고 역성혁명적 왕조교체설 및 도참설적 요소를

제거하여 존왕개벽으로의 사상적 대전환이 이뤄졌다고 보았다. 여기서

존왕개벽이란 국력을 국왕 중심으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새 시대를 개창

하려 하였다는 것이며, 지존만능한 임금에 대한 백성의 기대와 희구가

있었으며, 이를 ‘개벽사상의 개벽’이라 호칭하였다. 한편 동학 ‘궁궁’의 의

미를 ‘태극지도(윤회시운) 혹은 이에 합당한 수덕(修德)의 필요성으로 논

무진년 정월(正月)이고, 사미는 곧 기사년 12월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왜인(倭
人)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궁궁
(弓弓)이 이롭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궁궁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道詵有
秘記矣, 龍頭蛇尾云云. 龍頭, 卽戊辰正月, 蛇尾, 卽己巳臘月.’ 又曰, ‘似倭非倭, 自南
而來, 非山非水, 利於弓弓. 所謂弓弓, 未可知也.]”

77) 『영조실록』 67권, 영조24년(1748) 5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왜인 같지만 왜인
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오는데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고 궁궁(弓弓)이
이롭다. 이 고을에 대인(大人)과 명장(名將)이 있다.’고 운운하고서 ‘여기에서 나
가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似倭非倭, 自南而來,
不利於水, 不利於山, 利於弓弓. 此邑有大人, 名將’之云云, ‘若不出於此, 則其禍必大
矣.’]”

78) 이지서 일당 오수만은 박민추의 궁궁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궁궁은 활의 허리[弓腰]를 가리키는 것 같다. 따라서 구부러진 곳[劣處]에 숨으
라는 말이다.[弓弓, 似指弓腰也. 藏於劣處之謂也.](『영조실록』67권, 영조24(1748)
년 5월 23일 병오 3번째기사)”

79) 이지서 사건의 피의자 이영손의 해석으로, 피란을 위해 집에 머무는 것이 최선
이라는 뜻이다.

80) 주모자 이지서의 해석이다. 궁궁은 활활(闊闊)로도 이해되었다.
81)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51-53쪽.
82)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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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83) 동학이 정감록의 왕조개벽사상에서 개벽 개념만을 취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조경달은 『정감록』 신앙=종말사상이 19세기가 되며 더욱 절박해졌

고, 진인이 나오기만을 대망할 뿐 자신의 진인화를 생각하지 못했던 민

중사상계에서 만인의 진인화를 말하며 탄생한 종교가 동학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그리하여 동학 영부의 ‘궁궁을을(弓弓乙乙)’이나 신분의 역전이

천운에 따라 역전된다는 내용들을 『정감록』의 영향으로 보는 한편 동

학이 정감록을 극복하려는 의욕을 지녔다고 하면서, 미개→문명→타락으

로 시대를 구분하고, 이미 도래한 종말현상을 천지자연의 변고가 아닌

도덕의 파멸 상태로 인식, 앞으로 영속적 도덕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는

데에 동학의 혁신성이 있으며, 이는 정감록과는 전혀 다른 사상이라고

한다. 곧 민중 개개인이 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의 영속적 혁신이 달성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인의 군자화·신선화를 위해 ‘수심정기’의 수

양이 절대조건이 됨으로써 일반 민중으로서는 군자화·신선화가 거의 불

가능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84) 그는 이러한 동학을 내성주의(內省主義)

라 하며, 이와 달리 이단동학(남접)이 신비주의를 신앙하는 이들 모두에

게 개방하여 민중을 진인=변혁주체로 파악하였다고 보고 있다.85) 영속적

도덕사회가 도래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모두가 진인이 됨으로써 영속적

혁신이 달성된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으로, 본고에서도 그 의

미를 밝힐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곧 정감록 수용에 있어 주로 다가올 재난, 메시아로

서의 정씨진인 출현, 계룡산 도읍설 등이 신종교에 수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궁을 의미의 전환 또한 거론되었다. 한편 이와 달리

정감록의 정씨왕조도래설이 해소되었고 사회변혁의 의미로서의 ‘개벽’ 의

미만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경달은 동학에서

83) 황태연의 존왕개벽론, 신존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황태연, 『한국 근대
화의 정치사상』, 청계, 2018, 407-434, 443-446쪽.

84)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43-49쪽.
85) 조경달,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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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의 강조가 정감록과는 다른 혁신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 한편, 진

인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논의에서는 앞서의 논의

를 검토하되, 정감록과 동학과의 관계에 있어 특히 그 변용점을 알아보

고자 한다. 곧 동학의 정감록에 대한 비판을 보이고, 그 비판에 있어 ‘도

덕’이 큰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1. 정감록의 사상

정감록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점은 종말론적 사유를 깊이 깔고 있다는

점이다.86)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쟁과 계속되는 민란, 대기근과

역병 등은 민중들의 심상에 깊은 상흔을 입혔고, 과거와 현재에 걸쳐 계

속 반복되는 재난은 다시금 미래에 반복될 것이며, 더 참혹한 결과로 다

가올 수도 있다는 염려를 낳게 하였다.87) 이러한 민중들의 염세적이지만

현실을 직시한 사유가 정감록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감록의 종말론적 사유는 괴로운 현세상에 대한 종식의 대망(待望)과

도 연결된다. 백성들의 곤궁에 책임을 지니는 왕조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에,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민중들은 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스러져 갔다. 권력에 대한 도전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민중심성의 기저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민

중들은 이런 열망을 예언·비결을 통해 발산함으로써 당대의 괴로움을 이

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였을 것이다.88) 정감록에 대한 신앙은 민

86) 1923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鄭鑑錄』 출판으로 비로소 정감록은 그 범위
가 확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백승종, 「일제시기의 《정감
록》 편찬과 간행」,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2006. 이전의 정감록 내용
들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에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같은 제목이라도 현
행본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 1860년 동학 창도 당시의 정감록 내용은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87) 황선명은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을 겪으며 민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흉흉함
에 이르렀을 것이며, 일신상의 안심 입명을 우선의 과제로 삼아 도피 본능을 통
해 피난처로서의 소극적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
지적한다.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종로서적, 1980,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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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에 깊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 심성의 토양에서 자라난 동학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정감록에서 드러나는 종말론적 상황의 종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정진인 등의 메시아적 인물과 기존 세력에 대한 대결로 인하여 이

씨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주로 계룡산을 그 도읍지로

한다. 둘째, 앞으로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로의 도피와 그 알맞은

때에 대한 경계이다.

정감록의 예언된 재난은 앞날에 올 것으로 믿어졌지만, 예언된 그때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자각 또한 가능하였다. 궁핍하고 괴로운 현실의

상황을 겪고 있는 민중들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이 정감록에서 예언된 그

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되었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자각을 바탕으

로 미래의 예언의 시간을 지금으로 앞당겨서 수많은 민란이 일어나게 되

었다. 주변 혹은 자신이 스스로 정진인이라는 인식하에 반란을 도모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 했던 것이다. 이때 정감록에 예언된 재난은 왕

조 교체에 따른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진인의 무

력적 도발은 해도진인설·해도기병설과 연결된다. 곧 해도(海島)에서 진인

(眞人)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이며 변란의 강력한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89) 왕조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은 국경너머나 섬

들90)이었고,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은밀히 군사를 키워 반란을 일으킨다

고 생각되었다.91)

88) 예언서의 독자들이 직접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글들이 좋은 참고가
된다. 백승종,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2006;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상하, 북코리아, 2016;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2019.

89) 박상현, 「18세기 ‘해도진인설’의 변화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96, 2015,
220쪽.

90) 다음의 기사는 해도에 정부의 통제가 닿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英祖實錄』
권73, 영조 27년 2월 21일 기축 “해도는 부근의 고을에 소속되어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섬사람들이 생전 관장(官長)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91) 이지서의 심문 내용에 그러한 관념이 엿보인다. 『英祖實錄』 권67, 영조 24년 5
월 23일 병오 “황적(黃賊)이 아직도 영남의 큰 섬에 둔취(屯聚)해 있으니 의당
한 번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나올 것이라고 했으며…[黃賊尙在屯聚嶺南大島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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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은 민중들의 마음에 중대한 상흔을 남겼다.

예언된 재난은 이같은 전쟁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었

다. 이에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에도 살아날 수 있는 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십승지가 전쟁에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되었다.92)

정감록의 재난은 민중들에게 여러 의미로 해석되었다. 군사적 의미의

경우 현재의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바라는 이에게 재난은

정씨 메시아가 이씨 왕조를 타도하는 군사적 반란에 따른 혼란상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이는 왕조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있어 비록 혼란을 야기하기는 하여도 긍정적인 면모를 지녔다. 기왕의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외세에 의한 전쟁의 혼란을 의미할 경우, 그

를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소[保身之地]를 찾아 들어가려 애쓰기도

하였다.93) 전자는 현재적·적극적·이상적이며, 후자는 미래적·소극적·현실

적이다. 한편 전자는 정진인이라는 메시아 대망설과 연결이 되며, 후자는

재난을 피해 목숨을 보전할 장소를 찾는 십승지94)설과 연결된다. 부연하

當一番騷動而來云]”
92) 김신회는 장서각 본 『남한일기』에 수록된 「십승보신지지」가 생명력을 지속
한 채 호소이 본 『정감록』에까지 편입되었으며, 이는 병자호란 당시 병화가 미
치지 않은 공간을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신회,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20, 87-89쪽.

93)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정감록을 비롯한 도참서를 믿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조선말의 정감록 신앙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공포에 젖어 흐느끼며 도선(道詵)의《비기(秘記)》와《정감
록(鄭鑑錄)》의 참설(讖說)을 말하면서, “아무 해에는 반드시 병란이 일어날 것이
다.” 하거나, 또는, “아무 해에는 반드시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 피가 흘러 시내
를 이룰 것이고, 이 때문에 인종(人種)이 끊어질 것이다.”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인척(姻戚)과 친구들에게 토지와 가옥을 팔고 선조의 분묘(墳墓)를 저버린 채 호
랑이와 표범이 득실거리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난(難)이 지나가길 기다리라
고 권고한다.“(『다산시문집』11권, 「오학론(五學論)5」번역은 고전번역원DB를
따른다.)

94) 호소이본 『정감록』의 「감결」에 따르면 십승지들이 두 차례 열거된다. 첫번
째의 경우 ①풍기·예천, ②안동·화곡, ③개령·용궁, ④가야, ⑤단춘, ⑥공주·정산·
마곡, ⑦진천·목천, ⑧봉화, ⑨운봉 두류산, ⑩태백이다. 두번째의 경우, ①풍기 차
암 금계촌, ②화산 소령 고기, ③보은 속리산 사증항 근처, ④운봉 행촌, ⑤예천
금당실, ⑥공주 계룡산, ⑦영월 정동쪽 상류, ⑧무주 무봉산 북쪽 동방 상동, ⑨부
안 호암, ⑩합천 가야산 만수동, 그리고 정선현 상원산 계룡봉 역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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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전자는 마치 미륵이 내려와 용화세계를 여는 미륵하생신앙과도 같

이 정진인이 새로운 이상세계를 열고 민중들이 그러한 황금세계를 누리

게 된다면, 후자는 계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일시적인 피난의 장소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정감록을 두 가지 양상으로 독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

기의 쇠퇴로 인한 왕조의 교체95)와 관련한 군사적인 진인,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세계에 대한 대망도 있지만, 전쟁, 기근, 역질 등의 특정 시기

재난을 피하고 모면할 수 있는 십승지에 대한 도피 역시 강하게 드러난

다. 전자의 경우를 진인형, 후자의 경우를 십승지형이라 일단 명명해 보

고자 한다. 진인형의 경우 지기(地氣)의 이동, 왕조 교체96)와 수도(首都)

이전, 진인, 새세상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며97), 십승지형은 재난의 형

태·때, 십승지 등의 보신지지 목록과 그 이유 등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형태는 확연히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교착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남조선에 대해 진인형에서는 진인이 군사적 준비를 하는

근거지로, 십승지형에서는 피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

기도 한다.98) 이와 동학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 절에서 논의해 볼 것인데,

간략히 표를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95) 「감결」 등에 곤륜산의 지기(내맥의 운)가 평양, 송악을 거쳐 한양으로, 그리고
계룡산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정씨가 계룡산 800년, 조씨가 가야산
1000년, 범씨가 전주 600년 등으로 계속하여 지기가 옮겨가는데, 정씨도 일시적
왕조의 교체자일 뿐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96) ‘진인’ 용어 자체가 ‘새로운 왕조의 건국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경우
도교의 진인과는 다른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67-170쪽 참조.

97) 비결을 일종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이를 화소(話素)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
다. 이야기마다 어떤 화소는 들어가기도, 들어가지 않기도 하며 일종의 가족유사
성을 이룬다.

98) 한승훈은 기존 윤이흠의 기복-구도-개벽의 신념유형을 기복, 구도, 호국, 혁세
지향의 종교적 세계관으로 확장하고, 이를 지리인식과 연결시켰는데, 필자의 진인
형 남조선 인식은 혁세적 세계관과, 십승지형 남조선 인식은 기복지향과 연결될
것이다.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22-3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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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정감록과 동학 비교>

2.2. 동학의 정감록 수용과 변용

2.2.1. 진인형

동학은 앞서 보았던 정감록의 종말론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았

다. 최제우는 당대의 영국의 북경침략에 대해 순망지환을 말하며 조선

또한 천하로 지칭되는 중국의 어려움에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였다.

진인형에서 왕조의 교체는 지기(地氣)의 옮겨감으로 인한 것이다. 왕조

의 성쇠와 지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 기존 풍수지리설의 관

념이다. 지기가 소진된다면, 지기가 성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이기에 비고 차는 주기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동학에서는 이씨에서 정씨로의 왕조의 교체에 대한 관념은 보이지 않

는다. 동학은 왕조 교체나 일시적 재난의 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주론

적 주기의 차원에서 재난을 바라본다. 앞으로 선천이 처음 열릴 때와 마

찬가지의 혼란이 나타날 것이나, 다시개벽의 극심한 혼란을 통해 지상선

경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정감록적 사유에서의 왕조 타도의 원망(怨望)

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도 고종을 타도하여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 고종을 신뢰하고 변화의 중심에 두는

모습도 엿보인다.99) 다만 왕조의 교체에 따른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사

정감록
동학

진인형 십승지형

재난의 때 왕조교체시기 간지로 표상된 여러 때 1864 갑자(특정 한때)

원인 지운(地運)의 쇠퇴 전쟁, 기근, 괴질 시운의 왕래

구제책
정진인과 현

왕조의 교체
십승지로의 도피

성인과 (천의

공경에 따른) 도덕

앞으로의 세계 정씨왕조 원위치 지상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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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동학의 앞으로 올 지상선경의 때를 바라는 관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최제우의 정체성은 무력적 메시아가 아닌 하늘의 뜻을 알고 사람들을

교화하는 성인100)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이는 기존 문화영웅적 성인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감록에서 진인의 역할이 왕조교체의 군사적·무

력적 메시아라면 동학에서의 성인의 역할은 문화적·교화적 메시아이다.

진인이 현재의 이씨왕조를 정씨왕조의 세계로 만든다고 할 때, 성인은

상해운수에 처한 세상을 지상선경으로 이끌고자 한다.

천은 경신년(1860) 강화(降話) 체험 때 주문(呪文)을 내리고 또한 강필

(降筆)을 통해 영부(靈符)를 내린다. 이 둘의 목적은 병으로부터의 치유

라는 분명한 역할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문과 영부는 부차적으로 작동하

며, 최제우의 성인으로서의 주된 역할은 곧 도덕교화의 실현이다.101)

천 자체도 우주론적 주기에 얽매여 있다. 5만년 동안 자신이 이룩한

바가 없음[勞而無功]을 토로하고, 최제우를 통해 새로운 5만년을 열어 가

려 한다.102) 기존 유교에서 천은 말하지 않는 천으로 표상되어 왔다.103)

99) 황태연은 이를 “정감록적 ‘왕조개벽’에서 동학적 ‘존왕개벽’으로의 사상적 대전환
이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황태연,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청계, 2018. 434
쪽.

100) ‘성인’ 용어 자체도 정감록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진인으로서의 의미로 쓰일 때
가 많다. 이 논의에서는 성인은 천과 관련하여 유교적인 교화의 책임을 맡은 의
미로 한정하여 쓰도록 한다.

101) 최제우는 천으로부터 영부를 받아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주문을 받아 사람들
에게 천을 위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 (『東經大全』｢布德文｣,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 則汝亦長
生, 布德天下矣.”) 한편으로 영부 역시 주문과 마찬가지로 천을 위하는 이에게만
매번 효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한 차례의 효험도 없다고 하였다.(『東
經大全』｢布德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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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들은 주문과 영부 역시 도덕교화를 위한 일종의 수단
임을 보여준다.

102) 《용담유사》<용담가>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후 오만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
다 나도 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

103) 『論語』「陽貨」“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孟子』
「萬章 上」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曰, 否. 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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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제우에게 와서 직접 자상하게 말해주는 천으로 그 의미가 전환

된다. 최제우는 하늘의 말로부터 자신이 맡은 성인으로서의 임무를 자각

하게 되며, 1년 남짓한 숙고 이후 그는 하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공생애

를 시작하게 된다.

최제우는 유교의 시대적 사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104) 그는 ‘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덕체계를 새롭게 벼려낸

다. 우주적 주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곧 오지만, 그 전에 환난이 닥치

게 된다는 것이다.

새 세상이 오는 때는 상원갑(上元甲)이 시작되는 1864년으로 최제우는

생각한 것으로 보이며,105)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원갑(下元甲)의 말기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재난이 온다 하였다. 이는 ‘괴질’로 표상되었다.

깨달음의 때 1860년 4월로부터 1864년 상원갑의 시작까지 3년 여의 시

간동안 그는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제하는 성인의 역할을 맡

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맡은 구제의 역할은 다가올 환난의 구체성과 맞물

린다. 하늘의 명(命)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괴질로부터 사람들의 목

숨을 구하는 것이 최제우의 역할이었다.

이는 무력적 힘을 바탕으로 왕조를 교체할 것으로 염원된 정감록적 진

인의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정감록적 진인이 천과 어떤

관계 설정도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제우는 하늘이 내린 명에 따라 사람들

을 구제하는 성인의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는 진인형의 구조에 도덕적

차원이 새로이 추가되어 생긴 변화이다.

2.2.2. 십승지형

십승지형에서 정감록의 재난은 전쟁, 기근, 괴질 등으로 다양한 면모를

보이지만, 동학에서 ‘다시개벽’의 혼란은 괴질로 압축되는 모습을 보여준

104) 《용담유사》<교훈가>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105) 1864년은 상원갑의 시작이다. 최제우의 상원갑 언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신회,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20, 149-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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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6) 그리고 정감록의 재난은 간지를 통해 여러 때로 나타나지만, 동학

은 1864년 갑자년의 때가 특별하게 상정되어 있다.

동학은 과거의 전란 때 민중들의 목숨을 구하게 해 주었던 정감록의

구절들을 이용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구절을 또한 언급한다.

곧 기존 임진왜란 때 원병을 이끌고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을

‘이재송송(利在宋宋･利在松松)’과 연관 짓고, 홍경래의 난 때 도망보다는

가만히 집에 있었던 것이 유리하였던 점을 ‘이재가가(利在家家)’와 관련

짓는다. 그리고 ‘이재송송’, ‘이재가가’의 구절로 인해 목숨을 구하였던 점

을 본받아 다시금 ‘이재궁궁(利在弓弓)’을 통해 ‘다시개벽’의 때를 대비할

것을 말한다.107)

괴이한 동국참서 추켜들고 하는말이

이거임진 왜난때는 이재송송 하여있고

가산정주 서적때는 이재가가 하였더니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런일을 본받아서

생활지계 하여보세 진나라 녹도서는

망진자는 호야라고 허축방호 하였다가

이세망국 하온후의 세상사람 알았으니

우리도 이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

가련한 세상사람 이재궁궁 찾는말을

웃을것이 무엇이며 불우시지 한탄말고

세상구경 하였어라 송송가가 알았으되

이재궁궁 어찌알고 천운이 둘렀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셩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108)

106) ‘다시개벽’의 언급은 ‘괴질운수’와만 연결된다.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
닐런가(《용담유사》<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

107)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37, 2019 참조.
108)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의 원문은 가독성을 위해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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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재궁궁’의 말은 알지만 궁궁을 장소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109) 조선의 묵시론적 상황에 처하여 이들은 ‘궁궁’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제우도 ‘다시개벽’의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그의 강조점은 ‘다시

개벽’의 혼란이 아니라 그 뒤에 올 태평성세의 시기이고, 그때에 누릴 나

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에 있다. 십승지형에서 단순히 재난의 때와

구원의 장소를 표상하였다면, 동학은 이를 장대한 코스몰로지의 서사 안

에 위치하고 재편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시운의 변화 속에

서 천은 성인에게 구제의 명을 내리고, 성인은 도덕교화를 통해 이를 실

천한다.

곧 십승지와 관련하여 기존 지리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궁을’을 동학

은 도덕의 표상으로 전환하여 지리적 개념을 탈각시켜 버리고, 기존 정

감록적 인식을 비판한다(“괴이한 동국참서”). 이는 당시 민중들의 심성에

깊이 자리잡았던 정감록의 사유들을 동학이 적극적으로 포용하되, 다시

금 비판·변용하여 도덕으로의 전환을 이뤄내려 했음을 보여준다.

3. 시운

3.1. ‘다시개벽’의 시운과 성인의 역할

동학가사의 시운을 단도직입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는 ‘다시개벽’이란

표현이다. 이를 살피는 것이 동학 초기의 시운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동학의 개벽을 지칭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최제우에게 있어 ‘개벽’ 용어는 『동경대전』에는 나오지 않으

어로 풀이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109) 관련하여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45-51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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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용담유사》에 총 5회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다시 개벽’이란 용어

로는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110) 곧 ‘개벽’이란 용어는 <안심가>의 “개벽시 국초

일을 만지장서 나리시고”, <용담가>의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후 오만

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

를 만나 성공하니”로 쓰이며, ‘다시 개벽’은 <안심가>, <몽중노소문답

가>에만 괴질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최제우에게 있어 ‘후천개벽’이란 용

어는 따로 쓰인 바 없다.

곧 ‘개벽’과 ‘다시개벽’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다. ‘개벽’은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闢於丑)”에서 나온 말로 유

교 세계관에서 세상이 처음 생겨나는 때이다. 다만 이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유교의 순환적 세계관에서 맞이하는 주기 중에 또다시 새

로운 세상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개벽’은 우리의 일상

어에서도 “천지가 다시 개벽할 일”이라 하여 세상이 처음 열릴 때와 같

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다시

개벽할 일’이라는 언중의 표현을 한문으로 표기함에 있어 재개벽(再開

闢), 개벽(改闢)으로 쓴 용례들이 있다.111)

최제우는 ‘다시 개벽’ 용어를 온 세상에 괴질이 도는 혼란한 상황을 비

유적으로 묘사할 때만 이용하였다(“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

가”). 최제우는 ‘선천’, ‘후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112) ‘다시개벽’이

란 용어는 단지 그 혼란만을 비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세계에서

지상천국으로 넘어갈 때 ‘천지가 다시 개벽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개벽’ 용어 자체는 ‘선천’, ‘후천’, ‘개벽’ 등과는 관

110) 박병훈. 「상주 동학교 선천회복 사상 일고(一考)」, 『종교학연구』33, 2015,
79쪽 참조.

111) ‘改闢’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승훈, 「開闢과 改
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 『종교와 문화』34,
2018. ‘다시 개벽’이 ‘改闢’으로 사용되었음을 꼼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112) 2대 교조인 최시형부터 ‘선천’, ‘후천’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해월신사
법설』, 「開闢運數」, “先天生後天 先天之運生後天之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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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이 ‘다시개벽’의 혼란을 겪은 뒤에 새로운

지상선경이 온다는 맥락 안에서 ‘다시개벽’ 용어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선천’, ‘후천’ 용어와 관련성을 맺게 되고, 이후 증산 등을 거치며 ‘후천

개벽’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후천개벽’은 ‘후천의 새로운 세

상이 열린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다시개벽’이 비유하는 혼란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 다만 ‘다시개벽’의 혼란 뒤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측

면에서 후천개벽과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최제우는 ‘다시개벽’의 우주적 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 이는 일

차적으로는 천(天)113)의 강화(降話)로 말미암은 것이다. 강화는 천이 사

람에게 내리는 말씀을 뜻하는데, 1860년 4월 5일, 이러한 천의 말씀을 듣

는 것을 통해 최제우는 새로운 변혁의 첫걸음을 딛게 된다.114)

하늘님 하신말씀 개벽후 오만년의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용담가>)

개벽 후 오만 년이 지났다는 언급이 천으로부터 최제우에게로 전해졌

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소위 후천 오만 년까지 이끌어내기는 부족한 듯

보이나, 통속화된 소옹 상수학에 근거한 우주론에 비추어볼 때 이는 자

연스럽게 추론되는 것이기도 했다.115)

113) 천(天)은 상제(上帝), 천주(天主), 한울님, 하늘님 등 다양하게 표상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간명하게 그 핵심적 의미를 표상하는 천(天) 혹은 하늘로 표현하
도록 한다.

114) 이를 주로 ‘천사문답(天師問答)’으로 표현해 왔다. 이는 천과 최제우가 서로 대
화를 나누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표현이나, 최초 하늘이 말을 사람에게 아래로
내렸다[降]는 수직적, 위계적 측면을 살린다면 경전 내의 ‘강화’라는 말을 살려 강
화의 때, 강화 체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최제우는 처음 하늘
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데-천의 두려워말라[勿懼勿恐]란 말에서 알
수 있다- 경외의 감정이 ‘천사문답’이라는 용어에는 잘 살아나지 않는다.

115) 김신회,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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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최제우에게 내린 강화를 통해 최제우는 다가오는 ‘다시개벽’의 재

난을 알리고, 도덕교화를 행하는 새로운 성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최제

우는 한말의 격동적 순간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천주를 공경하지 않는가.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을 부르

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며,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는 것은 옛 성인이 말한 바이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남아 있다. 그럼

에도 긴가민가의 사이[似然非然之間]에 처해 있으니, 이는 상세히 알지 못

하는 탓이다.116)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고[命乃在天],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天生

萬民]는 옛 성인의 말을 사람들이 듣긴 듣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

문에 긴가민가 하며 결국 하늘을 공경치 않는다는 말이다. 옛부터 전해

오는 진리의 말이지만, 그 의심을 풀어주는 성인이 지금은 없기에 그러

하다. 비록 경전에 있는 말이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도 믿음을 주

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오제 이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만들어 내어 천

도의 떳떳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다.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다.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은 까

닭에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르니, 어찌 흠탄치 않으리오.117)

박사논문, 2020, 149-154쪽.
116) 『東經大全』 「論學問」, “曰一世之人, 何不敬天主也. 曰臨死號天, 人之常情,
而命乃在天, 天生萬民, 古之聖人之所謂, 而尙今彌留, 然而似然非然之間, 未知詳然
之故也.”

117) 『東經大全』 「布德文」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辰, 天地度數, 成出文卷
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 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人
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乃成君子, 至於至聖. 豈
不欽歎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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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교의 입장에서는 천과 인간의 관계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천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며, 성인은 말하지 않는 천을 관찰하여 글로 펼쳐내

어 알리는 교화의 역할을 한다.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따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1860 경신년, 천은 먼저 인간

최제우에게 말을 걸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침묵하는 천

에서 말하는 천으로의 변모이다. 이에 따라 성인관 또한 바뀌게 된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일컫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었다.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

지 말라.”118)

기존의 유교에서 성인은 침묵을 지키는 천을 살펴 그 이치를 관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학에서 천은 자신이 상제라는 것을 직접 밝히

고, 최제우를 선택하여 스스로 가르침을 말로서 전한다. 유교의 말하지

않는 천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말하는 천으로 변

모한다. 여기서 선택받은 이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며, ‘나 또한

공이 없다’고 토로하는 천의 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천은이 망극하여 경신사월 초오일의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만고 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운수 기장하다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후 오만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118) 『東經大全』 「布德文」 “曰, 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不知上帝耶? 問其所
然. 曰, 余亦無功, 故生汝世間, 敎人此法. 勿疑勿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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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용담가>)

동학은 유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 면모를 일신하여 사람

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들리도록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이 있지

만 동학의 경우는 유교의 옛 술을 동학이라는 새 부대에 담는 적응의 방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동학은 유교의 자장에 서 있는 한편 새로

운 변화를 꾀하였다.

3.2. 시운과 동귀일체(同歸一體)

3.2.1. ‘부동귀(不同歸)’에서 ‘동귀일체(同歸)’로

최제우는 1859년 10월 식구들을 이끌고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온 뒤 산

외(山外)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 이름을 제선(濟宣)에서 제우(濟愚)로

바꾸었다. 이름을 ‘어리석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제우(濟愚)로 바꾼 것은

그의 인식이 여전히 세상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자신의 위치를 세상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어리석은 이들을

구제한다고 생각을 품은 것이다. 그는 1855년 뜻을 알기 어려운 천서(天

書)를 금강산에서 온 스님으로부터 받아 그 뜻을 해득하여 천서를 받기

도 하였으며, 두 차례의 49일 기도를 시도하여 한 차례는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를 드린 바 있었다. 첫 번째 49일 기도 시도는 숙

부의 죽음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 도중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는 이

리저리 세상을 떠돌며 도를 추구하던 주유팔로의 시간 동안 일종의 도에

대한 자각을 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1858년 빚으로 인해 논을 여러 사

람에게 중복으로 판 것이 들통나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한 노파가 최제우로 인해 죽기도 하였지만,119) 다시 살리기도 하는

119) 『도원기서(道源記書)』에는 손을 휘둘러치니 노파가 홀연히 기절하여 죽었다
고 묘사된다. “里中有一老嫗, 突入房內, 作弊無雙. 先生不勝其憤, 揮手脚之. 老嫗仍
忽絶氣以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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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들은 그가 세상사람들과 구별된

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였다.120) 제우(濟愚), 곧 어리석은 이들을 구

제하겠노라고 이름을 바꾸고 산 속에 칩거하게 된 그는 입춘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입춘시를 붙였다.

도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니 삿됨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道氣長存邪不入]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리 [世間衆人不同歸]

‘세상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世間衆人不同歸)’는 말은 홀로 도

를 추구하는 최제우와 세간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맹세한 채 제우로 이름을 바

꾼 그는 세상사람들과 떨어진 용담정에서 혼자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뭇사람과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 한다.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

을 깨닫지 못하는 한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구도적 세

계관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1860년 경신년의 강화 체

험으로 인해 뒤집히고 만다.

사양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사양하며

문의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문의하며

편언척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볼꼬

묵묵부답 생각하니 고친 자호 방불하고

어린듯이 앉았으니 고친 이름 분명하다

그럭저럭 할길 없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

하늘님께 아뢰오니 하늘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 평생 알았더냐 우습다 자네 사람

120) 『道源記書』“先生招其厥子, 請水以灌口, 俄而完生, 轉身起坐矣. 是故先生常有
神明之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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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만사 행할 때는 무슨 뜻을 그리하며

입산한 그달부텀 자호 이름 고칠 때는

무슨 뜻을 그러한고 소위 입춘 비는 말은

복록은 아니 빌고 무슨 경륜 포부 있어

세간중인부동귀라 의심 없이 지어내어

완연히 붙여두니 세상사람 구경할때

자네 마음 어떠턴고 그런 비위 어디 두고

만고 없는 무극대도 받아놓고 자랑하니

그 아니 개자한가(<교훈가>)

하늘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은 뒤 최제우는 제선(濟宣)에서 제우(濟愚)로

바꾼 이름을 우선 살피게 된다. ‘濟愚’란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의식이 담겨 있는 이름으로 최제우의 구도행을 상징하지만, “어린 듯이

앉았으니 고친 이름 분명하다”라 하여 곧 세상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

니라 자신이 어리석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각은 하늘님의

말로 더 분명해진다. 최제우가 무엇을 아는 듯 구별의식을 지녔지만 최

제우 역시 사람이기에 다를 점이 없다는 점이며, 불출산외 맹세하고 용

담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춘시도 붙였지만,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함께 돌아간다[同歸一體]는 가르침

을 하늘님이 내린 것이다. 하늘은 “우습다 자네사람”이라 말하며 일종의

조롱 혹은 힐난을 최제우에게 한다. ‘세간중인부동귀世(間衆人不同歸)’라

붙여놓고 세상사람을 구경할 때의 최제우의 마음, 혹은 세상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있을 때의 최제우의 마음에 대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묻

는다. 그런 구별의식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121) 일종의 상하구별, 자신

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 등은 하늘님에 의해 부정되고 조롱거리

121) “그런 비위 어디두고 만고 없는 무극대도 받아 놓고 자랑하니 그 아니 개자한
가” ‘비위’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비꼬는 표현이다. 여기서 ‘개자하다’는 보
통 좋은 의미로 풀이되어 왔으니 부정적인 의미로 풀어야 문맥에 맞는다. ‘개자하
다’는 방언에 “하는 짓이 똑똑하지 못하다”란 뜻이 있다.(『고려대한국어대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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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세상은 곧 한몸이 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122)

최제우의 시야는 천을 통해 비로소 개인에서 공동체로 넓어진다. 그는

주유팔로를 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한 뜻을 두고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

는 등의 구도를 하였지만, 그 가운데 그는 논을 부정매매하는 등123) 이

웃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식은 미약한 단계에 놓여 있었다. ‘다시개벽’

의 때를 맞이하여 처하게 된 공동체의 위기는 종교적 엘리트 혼자만의

도득(道得)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는 하늘이 택한 성인(聖人)으로서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시운을 가르치고, 그에 대응하여 도덕을 닦아 지상

선경으로 향하도록 선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최제우가 처한 시대는

도덕의 부재로 인한 집단적·사회적 타락이 쇠운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제우는 경신년 체험에 이르기까지 힘든 가정사와 방방곡곡의 주유팔

로 경험, 깨달음을 위한 기도체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력을 행해왔

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개인적 수련에만 몰두하였을 뿐, 공동체에 대한 시

야는 부족하였다. 그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불출산외의 독한 마음을 품고

용담정이라는 자신의 공간으로 침윤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춘시는 최제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간적·심정적으로 분리하

는 일종의 금줄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신년의 체험은 용

담정에서가 아닌, 자신의 장조카 최세조(崔世祚)의 생일잔치에 참여했다

돌아온 집에서 일어났다. 최제우는 처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천과의 경

험을 겪었는데124), 곧 개인적 구도의 특수한 공간이 아닌 가족공동체 생

122) 《용담유사》<도덕가> “그러나 하늘님은 지공무사 하신마음 불택선악 하시나
니 효박한 이세상을 동귀일체 하단말가”

123) 앞서 보았듯 최제우는 1857년 천성산에서 재차 49일 기도를 행한 뒤 마을사람
들에게 땅을 거짓으로 팔은 바 있다.

124) 경신년 4월 5일 강화체험 중 가족들의 모습은 《용담유사》<안심가>에서 잘
나타난다.
“사월이라 초오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사람 거동 보소
경황실색 하는 말이 애고 애고 내 팔자야 무삼 일로 이러한고 애고애고 사람들아
약조차 못해 볼까 침침칠야 저문 밤에 눌로 대해 이말할꼬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댁의 거동 볼작시면 자방머리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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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일상적 공간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징

성이 강하다 하겠다.

3.2.2. 시운과 복선화음의 확장

“그렇다면 어찌하여 강령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은>125) 선과 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선과 악에 따른> 해도 덕도 없습니까?”

“요순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요순이 되었다. 이 세상의 운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돌아간다. 해와 덕이 있음은 천주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126)

「논학문」은 본래 그 이름이 「동학론(東學論)」인데, 동학의 요체를

사방에서 온 선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선비들이 도를 배반하고 돌

아가는 이를 묻자 최제우는 거론하지 않겠으며, 공경하되 멀리 하라(敬

而遠之)고 한다. 선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찌 강령이 되느냐 묻는

다. 강령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강령은 우선 주문으로 인하여 된다.127)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 주문이 곧 강령주문(降靈呪文)인데 “지기(至氣)가 지금 여기

이르러서 크게 내리기를 바랍니다”는 의미이다. 이후 본주문 13자(侍天

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가 있는데 이를 ‘불망지사(不忘之辭)’라 하였다.

곧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 두 주문, 곧 강령주

문과 본주문을 합쳐 21자주문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강령, 곧 천령이 내

게 내리기를 빌고 그 뒤에 내려온 영을 몸에 모시는 과정이다. 이 강령

125) ‘< >’ 기호는 보충역, 곧 원문 자체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때, 적절하게 의미를
보충하여 번역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이후의 번역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6) 『東經大全』 「論學文」 “曰然則何以降靈也? 曰不擇善惡也. 曰無害無德耶? 曰
堯舜之世, 民皆爲堯舜. 斯世之運, 與世同歸. 有害有德, 在於天主, 不在於我也.”

127) 『侍天敎宗繹史』, “故一以作呪文,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不忘之辭, 次第道法,
爲二十一字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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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상황을 보도록 하자.

주가 대신사에게 영덕 등지에 포덕하는 것에만 오로지 뜻을 기울일 것을

명하였다. 대신사와 여러 교인들이 도를 가르치던 때, 박춘언이 강령이 되

고 되지 않음이 <하늘의> 뜻이 가는 바대로라 여겼다. 대신사가 말하였다.

“어찌 그렇겠느냐. 비록 목석이라도 오히려 능히 강령되는데 하물며 인간임

에야.” 마침내 강령주를 외니, 박춘언이 즉시 신령스러움에 끌어당겨졌다.

대신사가 계속하여 소리내어 주문을 외었다. 박춘언이 옷을 벗고 뛰기를 그

치지 않으니, 마치 뉘우쳐 복종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았다. 대신사가 다시

하늘에 고하니 강령이 마침내 그치었다. 주가 그를 듣고, <탄도유심급> 1

편을 지었다.128)

위는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129)의 내용인데, 시천교계 교단에

서 최제우를 주(제세주), 최시형을 대신사라 호칭한다. 하늘이 내림은 최

제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보았듯 21자 주문은 강령주문

과 본주문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강령주문을 통해 동학에 입도한 이들은

강령체험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강령은 사람에 따라 되는 사람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에 박춘언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가는 대

로 강령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여긴 듯하다. 이를 최제우가 듣고 지었다

는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에도 “현묘한 기틀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

음을 급하게 하지 말라 다른 날에 공이 이뤄질 것이며 신선과의 좋은 인

연도 맺을 것이다.[玄機不露 勿爲心急 功成他日 好作仙緣]”에도 나타나

있듯, 강령이 되지 않아 마음을 조급하게 먹은 이들도 생겨 동학 공동체

의 분위기를 해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시형은 강령주를

128) 『侍天敎宗繹史』, “主命送大神師于盈德等地, 專意布德. 師與諸敎人講道, 時朴春
彦以爲降靈之爲否, 惟意所適. 師曰豈其然也. 雖木石猶能降靈, 況人乎? 遂念降靈呪,
春彦卽爲攝靈. 師連聲誦呪. 春彦乃卸衣踴躍不已, 若有懺悔摧服底意. 師更告于天有
點靈乃止. 主聞之. 著有嘆道儒心急一篇.”

129)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는 초기동학 당대가 아닌 후기동학자료이기는
하나, 그 인식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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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박춘언에게 천령이 내리게 하였고, 이에 박춘언은 자기뜻과는 상관

없이 옷을 벗고 뛰는 것을 그칠 수 없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표정, 태도 등으로 최시형에게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였고 이

에 최시형은 다시 하늘에 고하여 이를 멈추게 하였다. 최시형의 영적 능

력을 대중에 과시한 일화가 아닐 수 없다.

각설하고 <논학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동학에 입도했다가 마음

이 바뀌어 도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어찌 강령이 되느냐고 사방

의 선비들이 최제우에게 물었다. 최제우는 ‘불택선악(不擇善惡)’, 곧 하늘

은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 답한다. 강령에 있어서 하늘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내려오며, 이는 주로 주문이라는 주술적 방법에 의거한다.

악한 자라 해서 하늘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최제우는 짚

어주고 있다.

이에 선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행하는 선악에 따른 응보, 곧 복선

화음의 원리에 대해 묻는다. 곧 하늘이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다면, 선한

일에는 덕이 있고, 악한 일에는 해가 있다는 응보 관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최제우는 “요순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요순이 되었

다. 이 세상의 운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돌아간다.[堯舜之世, 民皆爲堯舜.

斯世之運, 與世同歸]”라 답한다. ‘요순의 세상(堯舜之世)’과 ‘이 세상의 운

(堯舜之世)’에 대해서 첨언이 필요할 듯하다.

자고급금 촌탁하니 요순성세 그때라도

일천지하 많은사람 사람마다 요순일세(<권학가>)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족시요

공맹지덕이라도 부족언이라(<몽중노소문답가>)

자고급금(自古及今), 현실에 비추어 과거를 추리해 보는 방식으로 최제

우는 요순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 요순의 성세에는 사람마다 요순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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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덕을 지녔다. 이는 요순 당시의 좋은 시운으로 인함이다. 현재의 이

세계는 인심이 효박하고 삼강오륜의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다. 이 역시

시운으로 인함이다. 요 임금, 순 임금과 공자, 맹자가 오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시운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들이 물어본 개개인의 선악행위에 대한 과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와 덕이 있음은 천주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곧 하늘이 선과 악을 가리지는 않으나, 그 자체는 존재하며, 또

한 그에 대한 천의 응보도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천의 소관일 뿐,

최제우 자신이 소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응보에 대한 관념은 유교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었다. 유학자들의 논의

에서도 복선화음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백이, 숙제에 대한 사마천의 고

심에서도 잘 보인다. 사마천은 응보의 원리에 대해 고심하다 결국 체념

에 그쳤지만, 유학자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다. 불

교의 업보라는 이해하기 쉬운 인과응보의 원리에 비하면 유교의 인과의

관계는 간단히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현세를 벗어난 저 세상이

란 유교의 세계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조상의 영도 점차 이 세상에

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덕의 문제에 있어 권선징악

의 동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혹은 하

늘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 담지되어야 했는데, 주로 기(氣)에 의해

응보를 받게 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 교의는 유불도 삼교의 내용을 대략 취해 부연해 꾸미고 또 상제가 우주

를 주관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취해 상제가 인간의 화복을 실제로 맡고

있다고 하여, 시골백성들이 많이 믿었다.130)

위에서 보면, 상제와 화복에 대한 관계는 여전히 유교에서는 낯선 모

130) 『고종실록』, 고종31(1894)년 2월 15일 임술 4번째 기사. “其敎義, 略取儒佛道
三敎之意, 以傳飾之. 又取基督敎‘上帝主宰宇宙’之說, 謂上帝實司人間禍福, 鄕曲之
民, 多信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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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었던 듯하다. 오히려 화복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의 주장이라고 생각

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유교의 화복 논의를 최제우는 시운관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논의로 바꾸고 있다. 선악에 따른 개개인의 응보가 확대되

어 모두가 함께 ‘다시개벽’의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131)

앞에서 최제우는 “이 세상의 운은 세상과 더불어 함께 돌아간다.”라

하였다. 이는 좋은 세상에 대한 소식이면서도 그 전에 올 환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환난은 온 세상 사람이 같이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유토피아는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

다.

애달다 저사람은 명명한 이운수는

다같이 밝지만은 어떤사람 군자되고 어떤사람 저러한고

인의예지신인 줄을 망창한 저소견에 무엇을 알단 말고(<도수사>)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권학가>)

세상은 비록 ‘다시개벽’의 환란을 겪어야 하지만 이는 지상선경을 맞이

하기 위한 어찌할 수 없는 진통이다. 그렇기에 최제우는 ‘명명한 이 운

수’라 표현하였고,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라 하였다. 이는 공동체

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귀일체의 시운이다. 이는 일생에 걸쳐

개개인에게 적용되었던 복선화음의 원리가 ‘다시개벽’이라는 결정적인 때

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재난의

때 살아남아 지상선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 자체를 기복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선화음의

원리와 닮아 있다.

131) 이는 천이 강령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선악을 막론하지만, 그 선악의 응보에 있
어서는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택선악’은 응보에 대해서까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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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덕

동학의 도덕의 양상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곧

시대의 징후, 생사의 좌우, 지상천국의 실현으로서의 성격을 나누어 본

다. 시운과 도덕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 나눈 도

덕의 양상 역시 시운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최제우는 주유팔로를 통

해 인심풍속의 도덕의 타락이 상해운수와 연결된다는 점을 깨닫기도 하

였으며, 다시개벽의 때에 어떻게 도덕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지를 가르쳤으며, 마지막으로 지상선경이 도덕군자들의 세상임을 알리기

도 하였다. 곧 도덕은 시운을 알리는 표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

지상선경을 맞이하기 위한 자격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동학에서 확립된

도덕의 세 가지 모습들은 이후 신종교에도 수용 혹은 변용되게 된다.

4.1. 징후로서의 도덕: 시운의 표상

최제우는 강화 체험 이전에도 수년 간의 괴로운 주유팔로(周遊八路)의

경험을 통해 자연풍경에 대한 구경뿐 아니라 세간 풍속의 인심(人心) 탐

지를 한 바 있다. 세상구경을 하지 못하고 가정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최

제우는 주유팔로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인심과 시운과의 관계에 대한 깨

달음을 얻게 된다.

강산구경 다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있지만은 인심풍속 괴이하다

세상구경 못한인생 출생이후 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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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한 이내곳에 인심풍속 한탄해서

불고가산 발정하여 방방곡곡 찾아와서

매매사사 살펴보니 허다한 남녀사람

사람마다 낯이 설고 인심풍속 하는거동

매매사사 눈에 거쳐 타도타관 아닐런가

이내 좁은 소견으로 호풍호속 보랴하고

어진친구 좋은 벗을 일조이별 한단말가

산수풍경 다던지고 동지섣달 설한풍의

촌촌전진 하다가서 일소일파 하여보세(<권학가>)

곧 생장한 곳에서의 인심풍속이 좋지 않음을 한탄해서 가산을 불고하

고 방방곡곡의 온갖 일들을 살폈지만, 타도 타관의 인심풍속과 거동 역

시 보기 싫어 눈에 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어화세상 사람들아 세상풍속 모르거든

내곳풍속 살펴보쇼 이도역시 시운이라

무가내라 할길없네 편답강산 아니하면

인심풍속 이런줄을 아니보고 어찌알꼬

대저 인간 백천만사 보고나니 한이 없네(<권학가>)

그는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 이곳저곳의 인심을 관찰한다. 그리고

인심의 효박함을 통해 오륜강상의 도덕원리[“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

별 장유유서 붕우유신”]가 땅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이런 인

심의 탐지가 살던 곳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라 하지만, 인심이

나라 모두에 공통되기에 자신이 사는 곳만 잘 보아도 세상인심을 알 수

있음을 말한다[“세상풍속 모르거든 내곳풍속 살펴보소”].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역시 고향을 떠나와서야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리

고 풍속 역시 시운이라는 깨달음[“이도역시 시운이라”]도 주유팔로의 경

험으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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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급금 촌탁하니 요순성세 그때라도

일천지하 많은사람 사람마다 요순일세

윤회같이 둘린운수 수원수구 아닐런가

아무리 이세상도 현인군자 있지만은

진토중의 묻힌 옥석 뉘라서 분간하며

안빈낙도 하지만은 뉘라서 지도할고(<권학가>)

공간적·지리적인 고찰에 이어 그는 과거의 요순시대를 생각하게 된다.

요순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요순과 같을 정도로 인심이 좋았던 바를 생

각하고, 결국 시운에 따라 인심이 좌우된다는 자각을 얻는다. 요순의 시

대는 성운이며 모두의 인심이 좋다.132) 인심이 나쁘다고 하면 곧 쇠운이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심은 시운이 어찌 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바로

미터다. 그리고 인심은 오륜으로 대표되는 도덕이기도 하다. 도덕과 시운

은 최제우에게 있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도덕의 타락은 시운의 바

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처자산업 다버리고 팔도강산 다밟아서

인심풍속 살펴보니 무가내라 할길없네

우습다 세상사람 불고천명 아닐런가(<몽중노소문답가>)

그가 세상을 다니며 관찰한 인심풍속의 타락은 최제우 홀로 어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이 도덕의 부재는 사람들이 천명(天命)을 돌

아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된다. 도덕 그 자체는 시운을 나타내는 징

후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천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진다.

앞서의 경우가 최제우가 주유팔로를 통해 인심풍속, 곧 도덕적 양상을

132) 물론 도척(盜跖), 환퇴(桓魋)와 같은 소수의 예외는 존재한다는 점은 최제우도
인정하고 있다.
“요순지세에도 도척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 세상에 악인 음해 없단 말가
공자지세에도 환퇴가 있었으니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악인지설 피할소냐(<도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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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핌으로써 시운을 스스로 깨닫는 경우라면, 천 스스로 시운과 도덕적

혼란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최제우에게 이르기도 한다.

작란이 무수하기를 연이어 3년에 이르니, 이런 까닭에 임금은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못하고, 어버이는 어버이 노릇을 못하고, 자식

은 자식 노릇을 못해 도덕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 나라가 어찌 상해의 운수

가 없겠느냐? 너는 삼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을 가르치라.133)

난(亂)으로 인하여 오륜 관계에서 규정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지 못하는 정명(正名)의 혼란상황[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

은 직접적으로 도덕을 따르지 않는 상황[不順道德]으로 규정되고, 시대적

도덕부재 상황은 시운과 연결되어 상해의 운수[傷害之運]로 진단된다. 이

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시운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이는 도덕과 시운의 연결성을 잘 보여준다. 도덕의 부재로 진단되는

시운은 곧 상해를 끼치는 운수이다. 상해운수는 괴질운수의 상황이며,134)

다시개벽의 상황이다.135) 시운-도덕은 서로 밀접한 결합 관계에 있으며,

이중 어떤 하나의 부재·타락·악화는 다른 하나의 그것을 가져온다. 따라

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게 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다시개벽’의

시운을 넘기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도덕의 향상일 수밖에 없다.

천은 최제우에게 도덕의 혼란과 그에 따른 상해운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곧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집단적 도덕)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상황은 「포덕문」

에 잘 드러난다.

133) 『道源記書』, “作亂無數, 連至三年, 是故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 不順道
德, 汝國豈無傷害之運乎? 汝愼聽敎人.”

134) 『東經大全』「布德文」 “是故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135)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용담유사》 <안심가>, <몽중노소문
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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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공이 없는 까닭에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

게 하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최제우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서도로써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천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내게 영

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다.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궁궁의 형상이기

도 하다. 내 영부를 받아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고 내 주문을 받아 사람들

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너 또한 장생하여 천하에 포

덕할 것이다.”136)

천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치지 않으며, 그 시작은 성인을

매개로 하여 가르친다. 천은 최제우를 성인으로 선택하였고 사람들을 가

르칠 것을 명한다. 이는 최제우가 이전에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았다고

소문에 들었던 천주교가 아니라137) 영부와 주문을 통해 사람들을 병에서

구하고 천을 위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4.2. 생사와 도덕: 구제의 요건

동학에서는 하늘을 아버지로서, 혹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서 보고 있다.

이 천지부모의 관념은 사생-도덕관에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곧 천

지부모에 대한 공경으로서의 도덕은 ‘다시개벽’의 때에 사생의 여부를 결

정지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사실 동학의 부모로서의 하늘관념은 예전 유교로부터 연속성을 지닌

것이다. “건은 하늘이다. 그렇기에 아버지라 이른다. 곤은 땅이다. 그렇기

에 어머니라 이른다.”138) 《주역》에서 보듯 하늘과 땅을 인간의 아버지

와 어머니로 보는 관점은 유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관념이다. 그

136) 『東經大全』「布德文」 “曰, 余亦無功, 故生汝世間, 敎人此法. 勿疑勿疑. 曰, 然
則西道以敎人乎? 曰, 不然. 吾有靈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
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 則汝亦長生, 布德天下矣.”

137) 『東經大全』「論學文」 “又有怪違之說 崩騰于世間 … 都緣無他. 斯人道稱西道,
學稱天主, 敎則聖敎. 此非知天時, 而受天命耶?”

138) 『周易』 「說卦傳」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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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은 바로 부모가 자

식을 낳는다[生]는 것에 있다. 이렇듯 인간을 낳는 존재로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말하자면 ‘낳는 것’이다.”139)라는

언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서도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

라 한다. 나는 자그마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섞이어 있다.”140)라

하여 건부곤모乾父坤母, 곧 천지부모의 관념이 보인다. 또한 하늘과 땅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부모이기도 하다.141) 유교의 만물일체, 물아일체의

사고는 이러한 천지라는 같은 부모를 둔 데서 기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어버이를 섬기는 것[事親]과 같이 하늘을 모셔야 한다[事天]는 원리가

도출된다.

퇴계(退溪)는 장재의 <서명>에 대해 설명하며,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

으로 인하여 하늘을 섬기는 도리를 밝힌다”142)란 주자의 말을 언급하고,

이를 “사람이 하늘과 땅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아

야 함을 말한 것143)이라 풀이한 쌍봉(雙峯) 요로(饒魯)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늘을 부모와 같이 모셔야 하는 도덕 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에서의 천을 부모로서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

제우는 경신년 4월 강화 체험을 통해 하늘이 아버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도원기서(道源記書)』에서의 다음 부분이 의미심장

하다.

상제 또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

라.”

139) 『周易』 「繫辭下」 “天地之大德曰, 生.”
140) 「西銘」 “乾稱父, 坤稱母. 予玆藐焉, 乃混然中處.”
141) 「西銘」 “民吾同胞, 物吾與也.”
142) 『退溪集』, 「聖學十圖·西銘圖」 “因事親之誠, 以明事天之道.”
143) 『退溪集』, 「聖學十圖·西銘圖」 “言人事天地, 當如子之事父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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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상제께서 또 가르쳐 말씀하시길, “너는 백의재상을 제수 받겠는가?”

선생이 “상제의 아들로서 어찌 백의재상이 되겠습니까?”하니, 상제가 말씀

하셨다. “받지 않겠다면 나의 조화를 받아라.”144)

하늘은 인간에게 말을 걸며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명한다. 그리

고 이러한 부모-자식 관계로서의 모습은 <논학문(論學問)>에서 시천주

주문을 설명하면서 ‘주(主)’의 의미에 대해 하늘님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

써, 부모와도 같이 모시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145)

한편 다음의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세주가 대신사에게 이르기를, “우리 도는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

치를 받아 무위이화無爲而化하는 것이다. 하늘 섬기길 부모 섬기듯이 할 것

이며 사람 섬기길 또 한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하였다. 여러 과목을 정해

놓고 입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준행케 하였다. 제1은 청수淸

水로 정성을 바칠 것이며, 제2는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하

늘에 고할 것이며, 제3은 출입할 때 하늘에 고하되 일용과 동작 그리고 말

한 것까지도 모두 고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의 첫 길이다.146)

곧 청수와 식고(食告)를 비롯하여 하늘에게 일상의 일들을 고하는 것

이, 하늘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곧 부모에게

고하듯 하늘에게 먹을 때, 나가고 들어올 때 고하는 것이다. 청수의 경

우, 정화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민속의 경우를 생각해 보

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식고는 해월이 그 이치를 잘 알면 도통이 그

144) 『道源記書』 “上帝又曰, ‘汝卽吾子. 爲我呼父也.’ 先生敬敎呼父. … 上帝又敎曰,
‘汝除授白衣相乎?’ 先生答曰, ‘以上帝之子, 寧爲白衣相乎?’ 上帝曰, ‘汝不然則受我造
化.’”

145) 『東經大全』, 「論學問」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146) 『侍天敎宗繹史』, 「大神師執贄」 “吾道受其無往不復之理, 无爲而化之者也, 事
天如事父母, 事人亦如事天.(...) 立諸科, 使入道者, 各自遵行, 第一淸水獻誠, 第二朝
夕食頃必告天, 第三出入必告天, 以至日用動作云爲, 無事不告, 此爲修道之初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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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있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47)

최제우는 하늘이 인간의 부모라는 연속성을 『동경대전』의 「불연기

연(不然其然)」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불연기연」은 동학

텍스트 중 난해한 텍스트로 꼽을 수 있는데, 불연과 기연의 세계관 및

논리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은 반대일치의 논리로 의미 부여하거나,148)

불연의 인식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무한한 존재가 되고, 후천이라는 새

로운 세상에 이르기 위해 기연뿐 아니라 불연 역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거나,149) “그러하지 않음(理)이 그러함(事)이 되고 그러함이 그

러하지 않음으로 변화하는 無窮한 세계관”150)의 이사무애적 생성관으로

보거나, 신플라톤주의와 연관지어 설명하거나151) 도가 사상과 연결지어

살펴보는152) 등의 연구가 이뤄져 왔다. 주로 모순대립의 합치·역의 일치

혹은 변증법적 인식에 기반하여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불연기연」은 ‘불연’이 아닌 ‘기연’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153)

<최초의> 비롯된 바로부터 헤아려보면 멀고도 끝없이 머니 이는 역시 아

득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 된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여기 계

시고, 뒤의 후손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다. 미래로 빗대어보면 이치가

내가 부모로부터 나온 것과 다름이 없으나, 과거로 찾아보자면 사람이 어떻

게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아! 이와 같은 헤아림이여! 그

러함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함이 과연 그러한데, 그렇지 않음을 찾아 생각해

147) 『海月神師法說』 「道訣」 “快知食告之理, 則道通在其中者此也.”
148) 김경재, 「최수운의 신관」, 『동학사상논총』1, 1982.
149) 윤석산, 「「불연기연」 연구 서설」, 『동학학보』1, 23쪽.
150) 정혜정, 「동학에 나타난 일원론적 사유체계의 교육구조-수운의 不然其然을 중
심으로-」, 『교육철학연구』, 『교육철학연구』23, 2000, 54쪽.

151) 김영철, 「신플라톤주의의 사유특징과 수운의 불연기연」, 『동학학보』33,
2015.

152) 박소정, 「동학과 도가사상: 불연기연의 논리를 중심으로」, 『동학학보』5,
153) 최천식 및 김용옥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불연기연」을 이해하려 한다. 최천
식, 「최제우가 제시하는 유학 극복의 논리 -同歸一體와 不然其然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38, 2017; 김용옥, 『동경대전』2, 통나무, 2021. 192-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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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태고의 천황씨가 어찌

사람이 되었으며 어찌 왕이 되었는가? 천황씨의 뿌리가 없음이여! 어찌 불

연(不然. 까닭을 알기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세간에 누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천황씨의 부모를 상정해 보면 그러하고 그러하고

또 그러한 까닭이다. (...) 이런 까닭에 반드시 그러하다고 하기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연(其然. 원인을 알 수 있음)이다.

끝없이 빗대어 궁구해 보면 까닭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물자에게 부쳐 보면 과연 그러하고 그러하고 또 그러한 이치로

다!154)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알기 쉬운 일이다. 자손은 자손

을 낳고, 그 자손은 자손을 낳을 것이기에 쉽사리 그 무한한 연속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를테면 태초의 인

간이라 하는 천황씨를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그 부모는 또 어디서 나왔

다는 말인가, 부모 없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의문에 빠지게 된다. 그

러나 최제우는 이러한 불연(不然)을 기연(其然)으로, 곧 원인을 알 수 없

어 묘연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곧 조물

주를 상정하는 것이다.155) 곧 태초의 천황씨의 부모는 당연히 하늘이 된

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물주를 상정하여 볼 때 불연, 곧 알 수 없었던 것

은 기연, 곧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변한다. 불연과 기연은 서로 역의

일치나 변증법적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

154) 『東經大全』 「不然其然」 “所自以度之, 則其遠而甚遠, 是亦杳然之事 難測之
言. 我思我, 則父母在玆, 後思後, 則子孫存彼. 來世而比之, 則理無異於我思我. 去世
而尋之, 則或難分於人爲人. 噫! 如斯之忖度兮! 由其然而看之, 則其然如其然, 探不
然而思之, 則不然于不然, 何者? 太古兮, 天皇氏, 豈爲人! 豈爲王! 斯人之無根兮! 胡
不曰不然也. 世間孰能無父母之人! 考其先則其然其然, 又其然之故也. (...) 是故難必
者不然, 易斷者其然. 比之於究其遠, 則不然不然, 又不然之事. 付之於造物者, 則其然
其然, 又其然之理哉!”

155) <흥비가> 역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중의 현인달사 내말 잠깐 들어보
소 합기덕 알았으니 무위이화 알지만은 그러나 자고급금 사사상수 한다 해도 자
재연원 아닐런가 일일이 거울해서 비야 흥야 하였으니 범연간과 하지 말고 숙독
상미 하였으랴” (《용담유사》<흥비가>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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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은 천생만민, 하늘이 모든 사람을 낳았다는 사실은 들었지

만 이에 대해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긴가민가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는 다음에도 잘 드러난다.

먼 옛날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의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바뀌지

도 아니하니 이는 역시 천주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다. 어리

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雨露之澤]임을 알지 못하고 함이 없이 저

절로 그러한 것[無爲而化]으로만 알았다.156)

「포덕문」에서 ‘무위이화’는 ‘우로지택’과 대비하여 쓰이고 있는데, 이

는 사시가 바뀌는 원리가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주의 조화로 인

한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최제우의 관점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풍

성하게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 최시형은 부모와 같이 천을 섬기는 것에

대해 “앞의 성인들이 말하지 않은 일이다. 수운 대선생님이 처음 창시한

큰 도이다”157)라 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시형은 선성이

다만 신체 발부를 부모에게 받은 은혜만 말했을 뿐이며, 천지에게 받은

근본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선성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

라 때가 그러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158) 그리고 부모와 천지는 같은

것이다.159) 또한 이는 부부가 천지라는 논리로 이어져서 부부간의 화합,

집안의 화순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된다.160) 「내수도(內修道)」·「내칙

(內則)」이 중시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부화부순이 동학의

156) 『東經大全』, 「布德門」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不遷不易. 是亦
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157)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前聖未發之事, 水雲大先生主, 始創之大道也.”
158) 『海月神師法說』 「道訣」 “先聖但言, 身體髮膚受之於父母之恩, 不明言受之於
天地之本故也. 先聖豈曰不知! 時有其時, 運有其運, 不先發未來之道而然也.”

159) 『海月神師法說』 「道訣」 “然則天地卽父母, 父母卽天地, 天地父母初無間焉.”
160) 『海月神師法說』 「道訣」 “夫婦卽天地, 天地不和, 斯天厭之, 厭之則生禍, 喜之
則降福, 益勉家內和順之地, 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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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종지이고, 도를 통하고 못 통하는 것이 내외의 화순에 달려 있다고

최시형은 강조하는 것이다.161)

최제우의 천부에서 더 나아가 최시형은 천지부모로의 확대를 꾀한다.

곧 땅에 대한 언급이 최제우에게는 부족했던 반면 최시형은 땅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모성적 이미지를 취하고 있다. 최제우가 하늘에 대응된다

고 한다면, 최시형은 땅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우주에 가득찬 것은 도시 혼원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

게 걷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

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 어머님의 살이 중한가 버선이 중한

가. 이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체행하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아니 할 것이니라. 이 현묘한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니라. 내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

담을 말하였노라.162)

최시형이 처음으로 말한 대도의 진담은 바로 땅이 어머니라는 것이다.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진실로 땅의 흙을 밟는 것을 어머니의 살과

같이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혼원의

한 기운[渾元之一氣]과 연결지어져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통유문을 통해

실천되었다.

하나. 나막신은 기운을 해칠 염려가 있고 가죽신은 지나치게 사치스런

폐단이 있으니 일절 금지할 것163)

161) 『海月神師法說』 「夫和婦順」 “夫和婦順, 吾道之第一宗旨也, 道之通不通, 都
是在內外和不和.”

162) 『海月神師法說』 「誠·敬·信」 “宇宙間充滿者, 都是渾元之一氣也. 一步足不敢
輕擧也. 余閑居時一小我着 而趨前 其聲鳴地 驚起撫胸曰 ‘其兒 聲我胸痛矣’ 惜地如
母之肌膚. 母之肌膚所重乎? 一襪子所重乎? 的知此理體此敬畏之心, 雖大雨之中, 初
不濕鞋也. 此玄妙之理也, 知者鮮矣, 行者寡矣. 吾今日, 始言大道之眞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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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형이상학적인 언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가르침으

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기운을 해친다’는 것은 위 인용문의 혼원의 일

기[渾元之一氣]를 해친다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땅 어머니를 나막신이

해친다는 의미이다. 통유문을 통해 실천을 강제했다는 점에서 어머니로

서의 땅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동학의 천지부모에 대한 관념을 알아보았다. 이 천지부모에 대

한 공경으로서의 도덕과 생사에 대해 「논학문」을 살피도록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찌 천주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임박하여 하늘을 부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는 것은 옛 성인이 말한 바이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남아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지 아닌지의 사이에 처해 있으니, 이

는 상세히 알지 못하는 탓이다.164)”

‘명내재천(命乃在天)’의 용어는 『논어(論語)』에 “죽고 사는 것은 명

(命)이 있다. 부귀는 하늘에 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論語』 「顔

淵」))”란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동몽서로 널리 읽혔던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死生有命, 富貴在天”으로 나타난다.

옛 성인들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命

乃在天, 天生萬民]”는 말이나 죽음에 임박해서 하늘을 부르는 우리의 본

성 속에 천주가 존재하고 우리의 목숨을 주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사연비연(似然非然), 곧 확신이 없어 만물의 근원

에 대해 불연(不然)으로 보기 때문에 천주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의 「논학문」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163) 『侍天敎宗繹史』 “一木屐有傷氣之慮, 革履有濫奢之弊, 一切禁止事.”
164) 『東經大全』 「論學問」 “曰一世之人, 何不敬天主也. 曰臨死號天, 人之常情, 而
命乃在天, 天生萬民, 古之聖人之所謂, 而尙今彌留, 然而似然非然之間, 未知詳然之
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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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의 성하고 쇠함과 바람과 이슬과 서리와 눈이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그 순서를 바꾸지 아니한다. 이슬과 같은 백성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어떤 이는 천주의 은혜라 이르고 어떤 이는 조화공의 자취라 이른다. 그러

나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보지 못한 일이요, 조화라고 말할지라도 또한 형용

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는 어째서인가.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

데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165)

「논학문」에서는 사시성쇠 등의 원리가 때와 순서를 잃지 않고 바뀌

지 않는 이유를 백성들이 그 단서를 알지 못하고 천주의 조화 혹은 조화

공의 자취로 여기고 있으나166)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는 현실

을 말하고 있다. 곧 사연비연(似然非然)간에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이며, 최제우는 하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경천순천의 도덕을 행할 것

을 요청한다.

대저 인간 초목군생 사생재천 아닐런가

불시풍우 원망해도 임사호천 아닐런가

삼황오제 성현들도 경천순천 아닐런가

효박한 이세상에 불고천명 한단말가

당평갱졸 많은사람 하늘님을 우러러서

조화중에 생겼으니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잊을소냐 가련한 세상사람

각자위심 한단말가 경천순천 하였어라

효박한 이세상에 불망기본 하였어라

임금에게 공경하면 충신열사 아닐런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효자효부 아닐런가

165) 『東經大全』, 「論學文」 “四時盛衰, 風露霜雪, 不失其時, 不變其序. 如露蒼生,
莫知其端, 或云天主之恩, 或云化工之迹. 然而以恩言之, 惟爲不見之事. 以工言之, 亦
爲難狀之言. 何者. 於古及今, 其中未必者也.”

166) ‘천주의 조화’는 인격적 주재자, ‘조화공의 자취’는 비인격적 원리와 연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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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세상사람 자세히 보고 공경하소(<권학가>)

하늘은 인간을 낳는 존재이면서 목숨을 살리고 빼앗을 수도 있는 존재

로 묘사된다. 죽음에 임해 사람은 하늘을 부른다. 이는 죽음에서 벗어나

기 위함이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반

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운은 사람들이 긴가민가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이 인간의 부모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 각성

을 요구하였다[敬天順天]. 삼황오제 옛 성현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을 따랐으며, 현재 도덕적 타락에 처한 세계에서 천명을 돌아보지 않

을 수 없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태어났기에 인간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며, 천명을 돌아보고 근본을 잊지 않는 것, 즉 경천순천을 통해 스

스로만을 위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임금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행하는 것에서도 유추 가능한 것이다.167)

천지가 그 부모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 오만년이 지나도록 오래되었으니,

다 천지가 부모임을 알지 못하면 억조창생이 누가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봉양하는 도로써 공경스럽게 천지를 받들 것인가. 천지부모를 길이 모셔 잊

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하며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지

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

라. 그 아들과 딸된 자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

장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가하라.168)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그 부모가 화를 내듯이 천지 또한 부모로서의

167) 생삼사일(生三事一), 곧 임금, 스승,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하나같이 섬길 것이
라는 말이 동학에서 경통문(敬通文) 등에 등장한다. “생삼사일(生三事一)의 뜻은
바로 우리 도의 큰 가르침이고 큰 강령이다. …(『東學道宗繹史』 「第二編 第十
一章 爲先師伸寃伏閤上疏」1892. 10.7. 입의문(立義文))” 이러한 점은 천에 대한
공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168) 『海月神師法說』 「天地父母」 “不知天地其父母之理者, 五萬年久矣. 皆不知天
地之父母, 則億兆蒼生, 孰能以孝養父母之道, 敬奉天地乎? 天地父母永侍不忘, 如臨
深淵, 如履薄氷然. 至誠至孝, 極盡極敬, 人子之道理也. 爲其子女者, 不敬父母, 則父
母大怒, 降罰於其最愛之子女. 戒之愼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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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을 받지 못하면 벌을 내린다고 하여 항시 엷은 얼음을 밟는 듯 효와

공경을 다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 부모로서 하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도덕적 실천에 따라 그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인식

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지에 대한 경외지심(敬畏之心)이 강조된

다.169)

무지한 세상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도덕가>)

이런 말씀 본을 받아 아니 잊자 맹세해서

일심으로 지켜 내면 도성입덕 되려니와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역리자요

물욕교폐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류자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 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라 뉘라서 분간하리

이같이 아니 말면 경외지심 고사하고

경명순리 한단 말가 (<도덕가>)

하늘의 명을 공경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敬命順理]과 함께 경외지심이

강조되며(“경외지심 고사하고 경명순리 한단 말가”), 이를 위해서는 역리

자(逆理者), 비루자(鄙陋者), 혹세자(惑世者), 기천자(欺天者)가 되지 않기

위한 도덕실천이 요구된다.

169) 퇴계는 사천에 의미에 외천(畏天)의 요소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늘이 이
미 나를 도와 흠향하였는데 내가 감히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하늘의 위엄을 두려
워하여 하늘이 굽어살피는 뜻을 보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退溪集』, 「西
銘考證講義」 “天旣右享我矣. 則我其敢不夙夜畏天之威, 以保天所以降監之意乎!”]”
그리하여 무진육조소에서 “모든 일을 다 정성껏 하여 효도를 바치면 어버이는 그
정성과 효성에 기뻐하여 노했던 일도 아울러 풀리어 흔적이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외천의 요소는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윤리적인 행위를 요
청하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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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상천국과 도덕: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동학의 시운관은 ‘다시개벽’의 혼란에 중점을 두는 데 머무르지 않는

다. 혼란을 거친 뒤의 새로운 이상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도덕성

을 갖춘 이들은 혼란을 이겨내고, 행복한 지상선경을 맞이하게 된다.

하늘은 인간의 부모임과 동시에 인간 생명의 주재자임을 앞서 살폈다.

사람이 하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늘의 분노를 사게 되지만, 공

구계신과 경천순천의 도덕으로 부모와 같이 하늘을 섬긴다면 하늘의 분

노는 옮겨지게 된다. 「논학문」을 살펴보자.

“천심이 곧 인심이라면, 어찌 선악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하였다. 그

렇기에 군자의 덕은 기가 바르고 마음이 정함이 있어 천지와 더불어 그 덕

을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가 바르지 않고 마음이 옮김이 있어 천지와 더불

어 그 명을 어긴다.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느냐?”170)

운은 모두에게 같은 운이지만, 도덕수양의 여부에 따른 결과는 사람마

다 다르다. 곧 기가 바르고 마음이 정함이 있는 군자는 성(盛)하고, 기가

바르지 않고 마음의 옮김이 있는 소인은 쇠(衰)한다. 성쇠의 이치는 선악

에 대한 응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죽고삶과 연결된다.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교훈가>)

애달다 저사람은 명명한 이운수는

다같이 밝지만은 어떤사람 군자되고 어떤사람 저러한고

170) 『東經大全』 「論學文」 “曰, 天心卽人心, 則何有善惡也. 曰, 命其人, 貴賤之殊,
定其人, 苦樂之理. 然而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 故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不
正而心有移. 故與天地違其命. 此非盛衰之理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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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예지신인 줄을 망창한 저소견에 무엇을 아잔 말고(<도수사>)

슬프다 세상사람 내 운수 좋자 하니(<교훈가>)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다”란 <교훈가>의 구절은 동학 전체

를 꿰뚫는 명제이다. 이는 시운과 도덕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수사>에서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부연해 준다. 이 운수 자체는

명명(明明), 다 같이 밝디밝은 운수이나, 어떤 사람은 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지 인의예지신의 도덕일 따름이다. 도

덕을 행하는 군자에게 있어 이 운수는 소인과는 달리 밝은 운수이며, 도

덕군자들은 지상선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도덕은 군자임을 알리는

주요한 표지이며, 도덕군자들의 세계가 지상선경의 세계이다. 조선시대의

군자는 양반들의 전유물과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도덕성만으로

자신의 군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천은 최제우에게

다음과 같은 군자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세전산업 탕패하고 구미용담 일정각에

불출산외 하는 뜻은 알다 가도 모를러라

가난한 저 세정에 세상사람 한데 섞여

아유구용 한다 해도 처자보명 모르고서

가정지업 지켜 내어 안빈낙도 한단 말은

가소절창 아닐런가

이말 저말 붕등해도 내가 알지 네가 알까

그런 생각 두지 말고 정심수도 하여스라

시킨 대로 시행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화 다 던지고 포덕천하 할 것이니

차제도법 그뿐일세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한 세상사람 그 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교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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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제우는 사십 평생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음을 탄식하였

고,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용담정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세상사람들

은 처자를 제대로 먹여살리지도 못하면서도 수도를 하는 최제우에 대해

비난하기에 급급하였지만, 결국 최제우는 천의 강화를 받게 되었다. 정심

수도를 통해 법과 글을 짓고 포덕하는 것이 하늘이 명한 바였다. 포덕을

통해 입도(入道)한 이들, 곧 종교공동체이자 도덕공동체에 들어온 일반

민중들이 군자가 되고 무위이화 된다는 천의 언명은 기존 신분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나뉘었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파천황의 가르침이었다.

신분이 아닌 도덕의 실천 여부에 따라 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몽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코

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사 될까 보다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여스라

현인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덕 못 미칠까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 하단 말가 (<교훈가>)

기존의 군자는 일종의 유교지식인으로서, 유교 경전에 대한 소양 여부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문을 해득 못하는 민중으로서는 군자가 되는

길이 막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서책을 아예 보지 않아도, 시천주 주문

등의 수도에 힘쓰는 것 또한 도덕이라 강조하고 있다. 만권시서의 많은

지식을 통해 도덕수양을 하는 법도 있지만 주문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171) 역시 도덕수양의 방법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전자는 어려운 방

법이지만 후자는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

171) 심학(心學)은 양명학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으로 깨우치는
본래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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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제우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수도하여 현인군자

가 되기를 권면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수신제가, 삼

강오륜 등의 전통적 관념 역시 도덕을 닦는 방법으로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172) 과거 유교의 전통적 방법과 최제우가 정한 새로운 길 모두 다

도덕수양이 방법이다.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

다.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하늘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이

고, 모든 의심을 깨쳐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다.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짐지는 것은 천한 사람

의 버릇이다.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가지 네발짐승의 나쁜 고기

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다.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태만함이다. 이렇듯 펴니 이것이 수칙이 된다.17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옛 성인의 인의예지(仁義禮智)

와 함께 최제우가 정한 수심정기(修心正氣)의 내용이 도덕수양의 방법으

로 어우러진다. 곧 과거 유교의 연속성과 함께 동학만의 불연속성을 도

덕 수양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입도식이 강조된다. 입도를

통해 종교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하늘을 모시겠다는 맹세가 이뤄진다.

동학공동체는 하늘을 모시고 도덕을 지키는 군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자

체가 이미 이뤄진 지상선경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셋째, 군자가 되기

위한 통속도덕적 실천이다. 동학 내에서만의 수칙들도 있으나(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 누워서 주문을 외지 않는 것) 의관을 정제하고, 길에서 뒷

172) 《용담유사》<도수사> “이는 역시 그러해도 수신제가 아니하고 도성입덕 무엇
이며 삼강오륜 다버리고 현인군자 무엇이며”

173) 『東經大全』「修德文」 “仁義禮智, 先聖之所敎. 修心正氣, 惟我之更定. 一番致
祭, 永侍之重盟, 萬惑罷去, 守誠之故也. 衣冠正齊, 君子之行. 路食手後, 賤夫之事.
道家不食一四足之惡肉. 陽身所害, 又寒泉之急坐. 有夫女之防塞, 國大典之所禁. 臥
高聲之誦呪, 我誠道之太慢. 然而肆之, 是爲之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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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지지 않는 등의 통속도덕적 실천이 군자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다. 지상선경은 이 세상과 괴리되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천을 모시는 사람들의 종교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도덕적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군자들의 세상이다.

5. 소결

최제우는 기존 유교의 도덕 관념에 새로운 차원을 덧붙여 인식의 전환

을 불러 일으켰다. 도덕과 다시개벽의 시운관을 합쳐 도덕의 여부에 따

라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덕 생활

을 촉구하고 이를 천지부모에 대한 삼강오륜 관계를 확장시켰다. 이렇듯

동학과 함께 탄생 혹은 새로 의미를 부여받은 개념들을 시운, 도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들은 《용담유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쉽게 전달되었고, 《용담유사》에서 확립된 이

가사 전통은 이후의 신종교들에게도 계속하여 이어진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동학에서 새로이 생겨난 시운과 도덕에 관한 사유

들이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 발생한 신종교들에 있어 가사를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3,4장), 비결가사의 시운과 도덕 개념(5장)을 살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시운과 도덕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일제강점기 신

종교에까지 수용되면서도 변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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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종교가사의 시운

동학가사에서 시운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다시개벽’ 이후에 올 지상선

경의 세계를 노래하였지만, 이 세계가 명확하게 후천 등으로 지칭되고

있지는 않다. 곧 유토피아적 세계가 온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이를 분명

하게 개념짓지는 않았다. 동학 이후 신종교들의 시운 인식은 보다 체계

화되어 분화되었는데, 증산계 교단을 비롯한 많은 신종교들은 후천개벽

의 시운관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선천회복의 시운관을 지닌 동학계 교단

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선천-후천 이외에 ‘중천(中天)’이라는 개념을 새

로이 도입하여 새로운 이해를 도모한 교단도 있다. 동학의 시운관이 일

제강점기 이후 분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사를 통해 3장에서 보고자 한다.

한편 시운관의 유형과 함께 시운과 결부된 제요소의 인식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새로운 시운이 온다고 하였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뀌었다고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첫째로 종교, 둘째로 성인, 셋째로 시대

상으로 나누어 가사를 통해 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보는 이유는 신종교

의 자기인식적 측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곧 기성 종교와

성인에 대해 신종교의 차별성을 드러내야만 하며, 이를 통해 민중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타인식

이 가사 안에서 형상화된다. 시운과 관련한 종교, 성인, 시대상황은 유기

적으로 관련되어 있며, 이를 가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신종교의 자기인식 및 기존종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기로 한

다. 신종교는 시운에 따라 자신의 교단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자신과 타자의 문제가 생긴다. 자신을 강조하고 타자를 비판하는 중요한

잣대로 시운이 이용된다. 기성종교들은 과거의 종교이고, 신종교는 말 그

대로 새로운 종교이다. 기성종교들은 시운에 따라 재단된다. 시대에 따른

역할을 그동안 수행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

지는 것이다. 곧 신종교는 기존 유교, 불교 등의 기성종교의 역할을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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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논하고 비판하였는데, 서양의 기독교까지 그 평가의 대상이 되

기도 한다. 한편으로 기성종교를 비판하며 자신의 교단을 어떻게 자리매

김하는지도 함께 살핀다.

둘째, 시운에 따라 교화의 역할을 맡은 성인에 대한 인식을 살핀다. 성

인, 나아가 시대 자체에 대한 사고까지 이어진다. 성인은 도덕교화를 맡

은 문화영웅적인 인물로 유교의 성인부터 불교의 석가모니, 도교의 노자,

나아가 기독교의 예수까지 성인의 범주로 들어간다. 동학 이후의 신종교

는 최제우도 앞선 성인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들 성인의 역할은 기존

종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시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런

구도 하에서 신종교의 교조는 시운에 따른 새로운 성인으로 자신을 인식

하게 된다. 과거 시대의 성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편으로 현재

시대의 성인과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살핀다.

셋째, 현시운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며, 미래시운은 이와 대비되어

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본다. 당대는 정감록적 종말론적 사유가 만

연해 있었으며, 서구 물질문명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근본적인 시대적 문제로 보았는지, 그리고 그

해법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시운과 제요소 인식

1.1. 시운과 종교

최제우는 기존 종교와 시운을 연결시켜 인식한 바 있다.174) 새로운 사

명을 맡은 종교가 천주교라 생각한 바 있었으나,175) 결국 새로운 시대의

174) 《용담유사》<교훈가>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역시 다했든가” 기존 유교와
불교의 시운에 따른 역할이 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175) 『東經大全』「布德文」“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不取富貴, 攻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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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펼칠 종교를 스스로 열어가게 된다. 동학 이후의 신종교들도 동

학과 마찬가지로 기존 종교와 자신의 교단에 대한 논의를 가사를 통해

펼쳐내었는데, 우선 기존 종교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도 역시(亦是) 실로자(失路者)로 심진행객(心盡行客) 되야서라

선천상극(先天相克) 수천년래(數千年來) 인지행로(人之行路) 각(各)히달나

유불선(儒佛仙) 분열(分列)되니 그도 역시(亦是) 삼분(三分)이라

공노석씨(孔老釋氏) 삼성(三聖)게서 각기위법(各其爲法) 창도(創道)할제

대동극락(大同極樂) 호세계(好世界)와 불로불사(不老不死) 선경(仙境)이며

전발훈도(傳鉢訓導) 심법상수(心法相受) 전지무궁(傳之无窮) 하잣드니

천지운수(天地運數) 내약하(奈若何)오 대도부득(大道不得) 행세(行世)로다

음풍영월(吟風咏月) 아관박대(峨冠博帶) 유도행사(儒道行事) 그이요

관정타종(覌灯打鍾) 가사염주(袈裟念珠) 불도행사(佛道行事) 그이요
원세피진(遠世避塵) 학창우선(鶴氅羽扇) 선도행사(仙道行事) 그이요

도지발원(道之発願) 기천년(幾千年)에 연구세심(年久岁深) 연고(然故)런가

올코 네글으다 시비분분(是非紛紛) 상극(相克)되야

자비인의(慈悲仁義) 간곳업고 물욕사심(物慾私心) 우심(尤甚)하다

용학시서(庸學詩書) 일근선사위취재(詐僞取財) 직업(職業)삼고

참선염불(參禪念佛) 하는중은 음심호색(陰心好色) 어인일고

성현도법(聖賢道法) 좃타하나 기진(氣盡)한즉 영험(灵驗)업다

사태붕로(沙汰崩路) 물론(勿論)되고 모자우색(茅茨又塞) 형지(形地)업다

아무리나 생각한들 수선(修善)할길 바이업네176)

인도교177)의 <지도가(指道歌)>에서는 공자, 노자, 석가의 유불선[儒佛

仙] 세 종교 역시 대동세계, 극락, 선경 등의 이상세계를 꿈꿔왔지만 그

한계를 지적한다. 유도는 한가로이 시를 읊고 관대(冠帶)를 취할 뿐이며,

불도는 관정(觀灯)행사를 하고 종을 치며 가사와 염주를 취할 뿐이고, 선

天下, 立其堂, 行其道. 故吾亦有其然, 豈其然之疑. … 曰然則, 西道以敎人乎.”
176) 『귀감(龜鑑)』. 본문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가독성을 위해 가사의
율격에 맞게 적절히 띄어쓰기를 하고, 한자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다.

177) 1930년 채경대(蔡慶大)가 창교한 증산교(甑山敎) 계열의 교단이다. 교단이 한
때 해산된 이후, 1936년 신농사(神農社)라는 개척단을 조직하여 교인촌을 건설하
기도 하였다. 1940년 채경대의 사망 이후 교단이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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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속세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학창의와 깃부채를 취할 뿐이다. 이들

종교는 결국 큰 도를 얻지 못한 행세(行世)라 하며, 각 종교의 주된 특성

과 의복차림을 통해 간명하게 각 종교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

가오는 운수(運數)에는 어쩔 수 없으며, 사서삼경을 읽은 선비도 속여서

재물을 취하고 참선염불하는 중도 호색하는 등 이미 기존 종교는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져 있는 상태이다. 각 종교의 성현과 도법은 좋았으나, 기

천년간 기가 다하여 영험이 없어진 상태이다. 유불선의 기존 종교는 이

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지금에 와서 도덕을 닦기[修善]가 힘든 지경

에 이르렀다.

유불선(儒佛仙)이 합일(合一)되면 만법귀종(万法敀宗) 되오리라
천일생수(天一生水) 되얏스니 흐르난게 연원(淵源)이라

세간하수(世間何水) 부동귀(否東敀)로 기서재동(其瑞在東) 될것이라

대도수창(大道首唱) 되거드면 사시(捨是)하고 하처재(何处在)오

불구자득(不求自得) 업나니라 나도한 구(求)해보자

구든마음 맹서(盟誓)하고 처수자옥(妻囚子獄) 버서나서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포자(單匏子)로 팔도강산(八道江山) 편답(遍踏)하니

인심풍속(人心風俗) 날로 변(変)해 효박(淆薄)하기 다시업다

망문투식(望門投食) 기한우심(飢寒尤甚) 장부염치(丈夫廉恥) 불고(不顧)로다(…)

풀인마음 다시 결심(結心) 차차전진(次次前進) 나가보자

부지중(不知中)에 가노라고 기천리(幾千里)을 걸엇던가

좌우(左右)을 살펴보니 불과기인(不過幾人) 작반(作伴)이라

한편으로 바라보니 별유천지(別有天地) 분명(分明)하다

저건너 기봉하(奇峰下)에 탄탄대로(坦坦大路) 둘넛구나

다른 행객(行客) 바이업고 다만 일인(一人)이 주저(躕躇)한다

선풍도골(仙風道骨) 말근 정신(精神) 학선관(學仙官)이 분명(分明)쿠나

물어보자 저분에게 산명도명(山名道名) 무엇이요

용모탈속(容貌脫俗) 하거이와 언사(言辞)좃차 다정(多情)하다

산명(山名)은 구악(亀岳)이요 도명(道名)은 무극(無極)이라

그말삼 들은 후(后)에 정신(精神)이 쇄락(洒落)하야178)

178) 『귀감(龜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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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종교를 통해 도덕을 닦기 힘든 상황에서 인도교는 새 시대의

종교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유불선이 합일되어 만법귀종(萬法歸宗),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물이 동쪽으로

흘러들듯 만법귀종의 단서 역시 동쪽, 곧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라 한다.

이를 구하기 위해 굳은 맹세를 하고 처자를 벗어나 행로에 오른다. 인심

풍속의 효박으로 고생도 해 가며, 몇 천리를 걸어가니 별천지와 같은 곳

에서 한 사람을 발견한다. 선풍도골의 탈속한 용모를 지닌 이에게 산과

도의 이름을 물어보니 다정하게 산의 이름은 구악이고, 도의 이름은 무

극(無極)179)이라 답한다. 기존 종교에 대한 한계를 새로운 종교인 인도교

를 통해 극복해 보려는 내용이 서사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유교, 불교 등의 기성 종교 외에 기독교의 경우 또한 시운과 연계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정도교180)의 『정도교법문』181)을 보면, 기존의 종교들

이 각기 시운에 따라 나온 것이며 그 역할이 있음을 논한다.

성부님이 명령하되 내가 이때를 증거하여 내놓은 것은 유도 불도 선도 삼

도라 지금으로부터 삼천년전에 인도국에서 탄생한 석가여래에게 지운불도

를 가르친바 이후 삼천년이 지나면 미럭불(즉 하나님 상제님)이 출세하여

지상에 용화(천국극낙호화) 세계를 건설하는데 그 당시에는 천하만민에게

선악을 심판하여 악한 자를 없이하고 착한 자를 생존시켜 지상용화세계를

마지하도록 할 것이니 이 불법을 널리 포교하여 일절 중생이 이 운수와 진

리를 깨닫고 작죄를 아니하여 순리순로 지상호화세계를 마지하도록 하라고

179) 이는 인도교의 별칭으로 추정된다.
180) 정도교(正道敎)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여 유불선 및 도참사상을 혼합하여 이
순화에 의해 창교된 종교이다. 이순화는 1870년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독교
에 입신하였는데, 5년 동안(1913∼1917)의 기도 끝에 계시를 체험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계시로 녹십자기와 태극팔괘기를 받았
다 한다. 이후 1919년 이 두 깃발을 계시에 따라 달고 독립만세를 부르다 3년 6
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다. 출옥한 뒤 신도안에 정착하여 교단 조직을 체계화하였
다. 1939년 이순화의 사망으로 아들 진영수가 2세 교주가 되었다.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77-82쪽; 탁명환,
「정도교(正道敎)」, 『한국의 신흥종교-기독교편Ⅲ』, 국종출판사, 1974.

181) 본 자료는 탁명환자료센터의 탁지일 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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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증한 것이 불교니라 둘째에 지금으로부터 이천오백년 전에 중화민국서

탄생한 공자에게 인운유교를 가르쳐 이후 이천 오백년이 지나면 천황씨, 지

황씨, 인황씨 삼합하여 상제님이 지상에 친정하시사 지상에 호화세계를 건

설하는데 인의예지 오륜삼강을 진심으로 행하는 자라야 지상호화(천국, 극

낙, 용화)세계를 마지할 것이니 이 율법을 널리 포교하여 그 당시에 천하만

민이 순리순리로 호화세계를 마지하도록 하라고 예증한 것이 유교니라 셋

째로 지금으로부터 이천년전에 유태국에서 탄생한 예수에게 천운선도를 가

르쳐 이후 이천년이 지나면 하나님(상제미려불)과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여

서 동서양을 통일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그당시에 가서는 천하만

민에게 선과 악을 심판하여 악의악자를 없이하고 정심도덕자를 생존시켜

지상천국을 마지하도록 할 것이니 이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만

민이 이 운수를 깨닫고 작죄를 아니하여 순리순리로 지상천국을 마지하도

록 하라고 예증한 것이 예수교니라 기타 만종교도 다 이 삼도에서 분자된

종교인 바다 이때를 증거하여 난 것이니라182)

정도교는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는 불교가, 2천5백년 이전에는 유

교, 2천 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성부님(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나왔다고

한다. 곧 3천 년 전 불교가 나옴을 시작으로 하여 5백년 간격으로 유교,

기독교가 나온 것이다. 불교는 지운(地運), 유교는 인운(人運), 기독교는

선도(仙道)라 하면서 천운(天運)에 대응시킨다. 그리고 각 종교들이 지금

현재의 시대가 이상세계가 될 것임을 예증하였다고 한다. 불교는 미륵불

이 나와 용화세계를 건설할 것이며, 유교는 상제가 천지인황씨가 합하여

상제가 지상을 친정(親政)하게 되어 호화세계를 건설할 것이며,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가 지상에 재림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여타의 종교들은 이 세 종교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은 도덕의 내용이다. 선악의 심판이 있고 악한 자를 없애

고 착한 자를 생존시켜 살아남은 착한 이만이 이상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 유교, 기독교는 그러한 운수(運數)를 알리고 순리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곧 시운을 알리고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것이 이전 시대

182) 『정도교법문』 7-8쪽.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서 적절히 띄어쓰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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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들의 역할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오고 착한 이들이 이상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교들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음에서 말한다.

유불선만종교에게 나와 지황씨 인황씨 삼불이 같이하여 천하만민의 선악을

심판한 연후에 동서양을 통일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것을 증거한 바

만도 중에서 한 도에서로 올케 진리를 행하지 못하여 세상이 심판받아 망

하게 되였으니 엇지 애달프고 답답지 아니하냐 인제는 내가 세상에 임하여

서 조선땅 충청도 계룡산에 좌정하여 천지인 대도정도의 명령을 내려 만국,

만법, 만교를 통일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니 유불선만종교자야 죄악선천

에 하든 일을 하지말고 천천일 나의 정도명령을 순종 복종하여라183)

유불선184) 종교들로 하여금 선악 심판 이후의 지상천국 세계를 성부님

이 가르쳤으나 만 가지 도 가운데 한 도도 옳게 진리를 행하지 못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부는

직접 계룡산에 임하여 모든 세상과 종교를 통일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

고자 한다. 이에 죄악에 물든 선천의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의 명에 순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도교의 상징인 녹색십자를 운수와 결부시켜

녹색십자운수라 명명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첫째 록색십자의 뜻은 선천죄악시대에는 동양에서는 흑색십자(즉 부처 卍

자) 운수로 살아왔고 서양서는 적십자운수로 살아왔느니라 그 뜻은 십자는

나와 지황 씨(천지부모)라 선천죄악시대에서는 천지가 합덕되지 못하였느니

라 그런고로 동서양이 분양되고 유불선 만교도 분교되고 천하만국이 북국

되고 너희 사람도 부자형제간에도 서로 나누어 사느니라 천지음양이 정기

되지 못하여 극한호서의 차가 있고 극난(한발·홍수전쟁, 만병, 풍재, 해일)

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동양에서는 지운(곤 음 불교운)으로 살아왔고 서양에

서는 천운(건, 양, 예수교운)으로 살아왔는데 불교기호는 흑색십자이며 예수

교기호는 적색십자라 흑색십자와 적색십자가 된 뜻은 천지가 분극된 죄악

183) 『정도교법문』 8-9쪽.
184) ‘선’은 여기서는 기독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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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임으로 죽어진 천부님이란 뜻으로 죽은 피색 적색십자이며 눈 먼 어두

운 지모님이란 뜻으로 어둡고 검은색 흑색십자니라 비유컨대 엄동설한에

산천초목 죽어 말라짐과 같이 세상도 죽고 썩어진 죄악 세상이라는 듯이니

라 그러나 죄악세상을 대표하는 흑색십자 적색십자 양십자운수는 다 지나

가고 후천지상천국을 대표하는 록색십자운수가 왔느니라 록색십자는 분극

되었든 천지가 다시 합덕되였다는 표적이며 엄동설한산천초목과 같이 말라

지고 썩어진 죄악세상이 봄동산에 자라나는 풀과 같은 새세상천국이 돌아

왔다는 뜻이니라 천지합덕되는 록색십자운에는 동서양천하만국이 통일되어

일가형제같이 화목하게 살며 천지음양이 정기되여 극한혹서의 차가 없이

온화한 기후가 되고 극난과 극병(즉 만병)이 없고 만인심이 통일되는 정심

정도 태평세계가 되느니라185)

십자는 흑색십자, 적색십자, 녹색십자 크게 세 종류의 표상이 있다. 이

중 흑색십자와 적십자는 선천시대에 있어 각각 동양-불교와 서양-기독

교를 상징하며 서로가 분리되어 있던 시대를 뜻한다. 그리하여 천부와

지모가 나뉘고 동서양이 나뉘고 종교가 나뉘고 각 나라가 날리고 혹서의

기후가 나뉘고 가족끼리도 나뉜다. 적색십자는 죽은 천부를, 흑색십자는

눈 먼 어두운 지모를 나타내는 것인데 마치 엄동설한에 산천초목이 말라

죽은 것 같은 죽고 썩은 죄악 세상이라는 것이다. 이 동서양의 흑색, 적

색십자운수를 양십자운수라 하는데, 이 운수는 지나가고 후천지상천국을

대표하는 녹색십자운수가 온다고 한다. 선천의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합쳐지고 온화하게 변하여 정심정도 태평세계가 됨을 말한다.

운이왔네 운이왔네 적십자운 다지나고

흑십자운 다지나고 록색십자 운이왔네

죄악선천 유극시대 동서양이 분열하니

서양천운 적십자며 동양지운 흑십자라

적십자는 무엇인가 천지부모 유극시대

죽은천부 운수므로 적십자가 되었도다

흑십자는 무엇인가 천지부모 유극시대

185) 『정도교법문』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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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지모 운수므로 흑십자가 되였도다

천부서양 좌정하여 예수교를 탄생하니

서양제국 국민들은 천부님만 부르짖네

지모동양 좌정하여 불교를 탄생하니

동양제국 국민들은 지모님만 부르짖네

적십자와 흑십자는 엄동설한 산천초목

고사하여 짐과같은 죄악운수 십자기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죄악선천 시대에는

적십자운 흑십자운 썩은세상 죄악세상

심쾌하게 다갔도다 좋을시구 좋을시구

썩은세상 다지나고 지상천국 돌아왔네(<록색 십자가>)

적십자운, 흑십자운이 지나고 현재의 때는 녹색십자운이 왔을 말하

고 있다. 이전 시대는 동서양이 분열하여 서양의 천운(天運)은 적십자,

동양의 지운(地運)은 흑십자인데 적십자는 죽은 천부의 운수를, 흑십자는

암흑 지모의 운수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적십자와 흑십자는 각

각 기독교와 불교에 대응되는 운임을 보이고 죄악선천 썩은 세상의 운수

임을 말하고, 이제는 그 세상이 지나가고 녹색십자운의 지상천국이 도래

하였음을 선언한다.

록색 십자는 무엇인고 엄동설한 다지나고

화창한 지상춘절 회춘하는 표적이라

천지인이 삼합되고 유불선이 삼합되고

동서양이 통합되며 정도귀일 되느니라(<록색 십자가>)

녹색십자는 ‘엄동설한’으로 비유되는 재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화창한

봄의 세계가 돌아오는 표적이라 하였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지며,

유교, 불교, 선교가 합해지고, 동양과 서양이 합해져 바른 도로 돌아가게

되는 때를 녹색십자를 통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화신도(大化神道)186)의 가사 역시 기존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인식

186) 목운(木運) 윤진(尹珍, 1905～1950)이 1948년 개도한 종교로 도지(道旨)는 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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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사>187)에서는 유교,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

화역할을 말하고 있다.

자비대도(慈悲大道) 서역불(西域佛)은 석가여래(釋迦如來) 도덕(道德)일세

천지인(天地人) 삼본리(三本理)로 선불유(仙佛儒) 삼분(三分)하니

인도정의(人道正義) 유도(儒道)이오 자비행덕(慈悲行德) 불도(佛道)일세

제화중생(濟化衆生) 포덕(布德)함도 자비인화(慈悲仁化) 지모(地母)이오

수이각지(修而覺之) 그보살(菩薩)은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계(極樂界)를

설법이도(說法以導) 자유(自由)하니 이아니 지도(地道)인가188)

천지인 세 근본 이치가 있듯, 종교도 유불선으로 나뉘어 각각의 역할

을 하는 것인데, 인도정의의 역할은 유교가, 자비행덕의 역할은 불교가

맡고 있다 하며, 중생을 구제하고 포덕하며 닦아 깨달은 보살이 서방정

토의 극락을 설법으로 이끄는 것도 지도(地道)로서의 불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운편종서(運便從西) 그 이치(理致)로 유태국(猶太國)에 야소(耶蘇)나서

자선(慈善)으로 교화(敎化)하고 유인도지(唯仁導之) 지극(至極)하나

서방제국(西方諸國) 그 시대(時代)에 인의인사(仁義人事) 어찌알리

부지동서(不知東西) 암매중(暗昧中)에 지자지선(至慈至善) 설유(說諭)하되

금수(禽獸)같은 그 중생(衆生)을 천당지옥(天堂地獄) 선악설(善惡說)로

효지유지(曉之喩之) 한다 해도 우이송경(牛耳誦經) 아닐런가

지동기행덕(與天地同氣行德), 강령(綱領)은 기화단성(氣化丹成), 실천목표(實踐德
目)는 양기종성(陽氣從性), 제화중생(濟化衆生), 대화우주(大化宇宙)이며, 이상목
표(理想目標)는 낙당세계건설(樂堂世界建設), 사상(思想)은 유기일원론(唯氣一元
論), 공부요도 (工夫要道)는 정(正), 근(勤), 신(信), 중(中), 성(誠), 경(敬)이다.(오
열균 편, 「吾道의 構想」,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226-227
쪽.)

187) 오열균 편,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운회동방가(運回東方
歌)>, <궁을가(弓乙歌)>, <도덕사(道德詞)>, <팔괘구궁변역가(八卦九宮變易歌)>,
<낙당가(樂堂歌)>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외에 「대화원경(大化元經)」, 「단화
경(丹化經)」, 「신화경(神化經)」, 「도화경(道化經)」 등이 수록되어 있고, 수운
교의 『동도전서(東道全書)』가 별첨되어 있다.

188) 오열균 편, <도덕사(道德詞)>,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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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선악(不辨善惡) 수성(獸性)들은 요괴망측(妖怪罔測) 악마(惡魔)이라

포악망측(暴惡罔測) 분연중(紛然中)에 성부(聖父)이신 야소씨(耶蘇氏)는

십자가상(十字架上) 비극리(悲劇裡)에 창연운가(愴然雲駕) 승천(升天)하니

인선교화(仁善敎化) 수명자(受命者)로 이 아니 괴이(怪異)한가

중생제악(衆生諸惡) 전담(全擔)하여 일신대명(一身代命) 되였도다

지공무사(至公無私) 명감하(明鑑下)에 그 도덕(道德)이 사라질가

예수씨(氏)에 성덕(聖德)인가 서방세계(西方世界) 운(運)일런가

인심자연(人心自然) 진화(進化)되어 지자각자(知者覺者) 중중(重重)하니

선악분별(善惡分別) 알고 보면 야소숭배(耶蘇崇拜) 자연(自然)이라

운성인철(運盛人哲) 되는 것은 동서물론(東西勿論) 순환리(循環理)라

지어금세(至於今世) 하고 보니 천하대성(天下大聖) 야소(耶蘇)이오

기장(奇壯)하다 기장(奇壯)하다 야소성심(耶蘇聖心) 기장(奇壯)하다

천하제일(天下第一) 문명(文明)이라 명철도덕(名哲道德) 자랑하니

자칭동서(自稱東西) 종교(宗敎)라니 기원(其源)이 어데있나

운수순환(運數循環) 되는 것은 음양(陰陽)의 자연리(自然理)라

서방(西方)에 운(運)이 돌아 이같이 되단 말가189)

예수[耶蘇]가 유태국에 나서 자선(慈善)으로 교화하고 인(仁)으로 이끌

었지만, 그 시대의 서방제국들은 몽매함 가운데서 인의(仁義)의 인사(人

事)를 알 수 없었는데 이는 마치 소귀에 경읽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 못하는 서양사람들이 포악하고 망측한 가운데 예

수가 십자가 위에서 비극리에 승천하게 되었다고 하며, 중생의 모든 악

을 전담하여 그 한 몸을 대신하여 바쳤다고 보고 있다. 예수가 가르친

도덕이 결국 사라지지 않아서, 인심이 진화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예수를 자연히 숭배하게 되었으며, 지금 세상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대성

인 예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모두 자연한 운수의 순

환인 것으로 파악한다.

인도정의(人道正義) 유도시(儒道時)와 광대무량(廣大无量) 자비덕(慈悲德)은

189) 오열균 편, <도덕사(道德詞)>,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34-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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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東方)에 페어있고 야소(耶蘇)의 인선성(仁善性)은

서방(西方)에 종원(宗源)일세 천도지리(天道地理) 누가알가

동서통합(東西統合) 이 천지(天地)에 나온다네 나온다네

대자연(大自然)을 등에 지고 대화(大化)를 품에 품고

남화북수(南火北水) 이 운수(運數)에 구제중생(救濟衆生) 하려하고

이 세상(世上)에 오고보니 선도(仙道)일세 분명(分明)하다

노자이후(老子以後) 열선(列仙)이란 연원상속(淵源相續) 있다 해도

포화운(布化運)이 처음이라 아는사람 몇몇인고

천지인(天地人) 삼재중(三才中)에 선도(仙道)는 유천(唯天)이라190)

대화신도는 유교와 불교는 동방에, 기독교는 서방에 있는데, 현재 운수

에 있동서양을 통합하고 중생을 구제할 종교가 선도(仙道)임을 말하

고 있다. 여기서 선도는 곧 대화신도를 가리킨다. 선도는 노자 이후 여러

신선들의 연원 상속이 있었지만 포화(布化)하는 운수가 처음이기에 그를

아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하며, 천지인 삼재 중 천(天)에 해당하는 것이 선

도임을 천명한다.

여보소 제군자(諸君子)들 이에말씀 들어보소

孝悌忠信(孝悌忠信) 至誠(至誠)으로 人道正義(人道正義) 깨친 후(後)에

修心煉性(修心煉性) 하고보면 仙道眞理(仙道眞理) 自然(自然)알아

守心正氣(守心正氣) 되게되면 心化氣化(心化氣化) 되나니라

道心除於人心(道心除於人心) 후(後)에 五氣七情(五氣七情) 成丹(成丹)일세

氣化變質(氣化變質) 脫劫(脫劫)하면 大化樂堂(大化樂堂) 그가운데

地上仙(地上仙)이 네아닌가 矢口矢口(矢口矢口) 鳥乙矢口(鳥乙矢口)

地上仙國(地上仙國) 되는줄을 너희蒼生(蒼生) 어이알리

萬無一生(萬無一生) 變局運(變局運)은 修道者(修道者)를 表賞(表賞)하니

無知無覺(無知無覺) 衆生(衆生)들아 指導(指導)대로 修心(修心)하소

애닳을사 蒼生(蒼生)이여 百祖一孫(百祖一孫) 애닳프다

私利野慾(私利野慾) 다버리고 情神(情神)차려 修道(修道)하면

상설겁회(霜雪劫灰) 자연(自然)지나 춘풍취거(春風吹去) 때가오니

동방목운(東方木運) 왕기중(旺氣中)에 대화천하(大化天下) 좋은 시절(時節)

190) 오열균 편, <도덕사(道德詞)>,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39-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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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왕불복(无往不復) 자연리(自然理)로 틀림없이 돌아오니

의심(疑心) 두 자 두지말고 닦고닦고 닦아보세191)

유교의 효제충신으로 인도정의를 깨친 뒤 심성을 수련하면 선도의 진

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하여 단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교로서 먼저

인심(人心), 즉 사욕(私慾)을 제거하여 도심(道心)을 닦으면, 그뒤 선도로

서 단(丹)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만에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萬無一生] 변화의 운수에서도 기질이 변화되어 탈겁(脫劫)할 수 있

다는 것이며, 수도자가 표상을 받는다고 한다. 도덕을 통해 생명을 보존

할 수 있기에 사람들에게 지도대로 마음을 닦아서 상설겁회(霜雪劫灰)의

재난의 때를 지나 봄바람이 불어오는 때를 맞이하라고 말한다. 선도, 곧

대화신도가 동방의 목운(木運)이 왕성해지는 가운데 대화천하의 좋은 시

절이 찾아올 것이라 하며, 자신의 교단에 들어올 것을 한편으로 시사하

고 있다.

위에서는 기존 종교에 대해 시운과 관련지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사

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기존 종교에 대한 사유는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당대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기독

교를 신종교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비롯한 기존 종교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시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이해되며, 새로운 시운

에 따라 그 역할이 축소되는 만큼 신종교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리라 자

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동학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선구적으로 나타났

지만,192) 일제강점기 이후 보다 본격화된 다종교상황을 가사를 통해 구

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1) 오열균 편, <도덕사(道德詞)>,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43-145쪽.

192) 《용담유사》<교훈가>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역시 다했든가” 기존 유교와
불교의 시운에 따른 역할이 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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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운과 성인

성인은 도덕교화의 역할을 맡은 인물로, 시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된다. 신종교의 창교자들은 도덕을 강조하며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운과 관련한 성인 인식들이 나타난다. 대화신

도의 경우, 목운 윤진은 수운 최제우와 자신을 성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최제우의 역할을 자신이 이어받았다고 여기고 있다.

조을시구(鳥乙矢口) 조을시구 운회동방(運回東方) 조을시구

동천(東天)에 해가 뜨니 사해(四海)가 함앙(咸仰)일세

조을시구(鳥乙矢口) 조을시구 궁궁을을(弓弓乙乙) 조을시구

동방삼팔목(東方三八木)이 되니 불실신만(不失申晩) 그 이치(理致)로

갑신(甲申)이라 해월회(亥月晦)에 수운선사(水運先師) 강세(降世)하여

청고무극(淸高無極) 대화운(大化運)은 상설(霜雪)을 앞에두고

이 세상(世上)에 광고(廣告)하니 동지생양(冬至生陽) 아닐런가

나도 또한 운(運)일런지 인신사해(寅申巳亥) 사유차(四乳此)로

을사인초(乙巳寅初) 출세(出世)하여 춘말하초(春末夏初) 목왕운(木旺運)을

작지행지(作之行之) 하게되니 이 역시(亦是) 운(運)일런가

나도 또한 모를러라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193)

갑신년(1924)에 태어난 수운 최제우는 서리와 눈[霜雪]으로 대표되는

재난을 앞에 두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 을사년(1905년)에

태어난 자신 역시 춘말하초(春末夏初)의 목왕운(木旺運)을 행하게 되었

다고 하며, 이 역시 운인가 자문한다. 이렇듯 자신이 수운의 사명을 잇고

있다는 인식은 다음의 가사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화세상(於化世上) 사람들아 궁을가(弓乙歌)나 불러보세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궁궁을을(弓弓乙乙) 조을시구(鳥乙矢口)

193) 오열균 편, <운회동방가(運回東方歌)>,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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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역시(陰陽亦是) 궁을(弓乙)이오 궁을역시(弓乙亦是) 갑을(甲乙)인줄

너희사람 알을소냐 조을시구(鳥乙矢口) 조을시구

장(壯)하도다 수운선사(水雲仙師) 양궁포태(陽弓胞胎) 운(運)을 받아

갑신해월(甲申亥月) 출세(出世)해서 갑목착근(甲木着根) 운수중(運數中)에

을사조화(乙巳造化) 목운(木運)나서 삼생팔성(三生八成) 성공(成功)일세

을사인월(乙巳寅月) 출생(出生)하니 인신사해(寅申巳亥) 기묘(奇妙)하다

갑목(甲木)은 양목(陽木)이오 을목(乙木)은 음목(陰木)이라

궁을음양(弓乙陰陽) 합리중(合理中)에 화생지덕(化生之德) 조을시구(鳥乙矢口)

후천팔괘(后天八卦) 그려내어 천지정위(天地定位) 갱정(更定)하여

궁궁을을(弓弓乙乙) 성도(成道)하니 오만년(五萬年)의 대도(大道)로다

궁선을선(弓仙乙仙) 운(運)을쫓아 옥부(玉府)에 총재(總宰)되어

이번 변역(變易) 이 운수(運數)를 좌지우지(左之右之) 지휘(指揮)하네

조을시구(鳥乙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궁도을덕(弓道乙德) 조을시구(鳥乙

矢口)(<弓乙歌>)194)

<궁을가>는 흔히 용호대사가 지었다고 하는 <궁을가>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이지만, 이 가사는 ‘궁을’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붙인

또다른 <궁을가>이다. 한편으로 <궁을가>에 특징적인 어구인 “弓弓乙

乙 成道하니”가 쓰이고 있다. 이 가사에서 궁을(弓乙)은 음양(陰陽)이기

도 하지만, 갑을(甲乙)로 해석되고 있다. 곧 갑신년(1824)에 태어난 수운

이 갑목의 운수라면, 을사년(1905)에 태어난 목운은 을목으로서 갑목운

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삼팔목(三八木) 목운이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다.

곧 갑과 을은 양과 음, 혹은 양목(陽木)과 음목(陰木), 그리고 수운과 목

운에 대응되는 것이다. 목운 자신이 수운을 잇는 새로운 스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 가사를 통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목

운으로 오는 후천 5만년의 시운을 맞이하려 옥부에 총재가 된 궁선(수

운), 을선(목운)이 운수를 좌지우지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최제우와 같은 이들은 신종교에서 성인으로 인식되었고, 후대의 신종

교 교단 창립자들도 그와 같은 성인으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194) 오열균 편, <궁을가(弓乙歌)>, 『목운대경(木運大經)』, 호서출판사, 1976,
121-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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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인 되기’ 전략을 통해 앞서의 성인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원

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사를 통해 민중들에게 ‘옛 성인’에서 ‘새

성인’으로의 ‘덧씌우기’를 꾀하였다.

1.3. 시운과 시대상황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대상황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 아래서 허덕이는

가운데 서구 문물의 도입으로 물질문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가고

있던 때이기도 하였다. 천도교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지 말고 병행하자

는 교정일치(敎政一致)를 내세웠는데,195) 이는 정신문화와 함께 물질적

제도 또한 중시한 시각이었다. 원불교 역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

벽하자’라는 개교표어를 걸고 영육쌍전법(靈肉雙全法)을 통해 수도와 생

활이 둘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18

년 길룡리 간석지에 방언 공사를 시작함도 이러한 측면의 일환이었다.

이런 한편, 당대를 상극의 시대로 보고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기계 등을

사람 죽이는 도구로 보아 서양 물질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

는데 아래의 가사에서 그러한 시대인식을 보도록 하자.

동학교196) 가사에서는 괴이한 사람이 많이 나고 있다고 당대의 상황을

보고 있다. 하늘이 준 품성을 버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많이 있으

며, 이들이 거리낄 것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데[自行自止]에만 힘을 쓴다

고 하여, 시대를 상극(相克)의 때로 인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195) 『천도교창건사』 “性身雙全의 理에 의하야 천도교는 全的 생활을 사람에게 敎
示하고 그 法理에 의하야 정치사와 도덕사는 인생 문제의 根柢에서 결코 분리하
여 볼 것이 아니오 유일의 人乃天 생활의 표현에서 그가 제도로서 나타날 때에는
政이 되고 그가 교화로 나타날 때에는 敎가 된다 함이니 그럼으로 천도교는 세상
을 새롭게 함에 잇어 정신문화를 존중히 아는 동시에 물질적 제도를 또한 중대시
하야 그 양자를 병행케 함을 敎政一致라 함이엇다.”

196) 동학교(東學敎)는 김주희(金周熙, 1860-1944)가 1922년 경북 상주에 세운 후기
동학이다. 3대 핵심사상으로 체천(體天)주의, 선천회복(先天回復)사상, 정교분리
(政敎分離)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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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많은 사람중(中)에 괴(怪)한 사람 많이나서

하늘이 주신 품성(品性) 호생지심(好生之心) 저버리고

인간오욕(人間汚辱) 빠진 품성(品性) 전정(前程)을 전(專)여잇고

자행자지(自行自止) 힘을써서 상극지리(相克之理) 일일시시(日日時時) 자아내니

어찌그리 지악(至惡)한고 지악(至惡)하고 지악(至惡)하다

지악(至惡)한말 들어보소 한량없이 지악(至惡)하네

무슨할일 그리없어 사람죽일 꾀를내고

기계(器械)좋다 자랑하니 어리석은 괴(怪)한사람

인의도덕(仁義道德) 배반(背叛)하고 그럴보고 추세(趨勢)해서

서로서로 꾀를내되 사람죽일 꾀를내고

서로서로 기계졸업(器械卒業) 심을쓰네(《龍潭遺辭》권30, <時勢歌>)197)

사람 죽일 꾀를 내고 기계가 좋다고 자랑하며, 인의도덕을 배반한 자

들을 묘사하며, 이와 같은 이들을 지극히 악하다고 강조되고 있다.[“어찌

그리 지악한고 지악하고 지악하다 지악한말 들어보소 한량없이 지악하

네”] 기계는 서양문명의 표상으로, 동양의 도덕문명과는 반대되는 상징

으로 작동한다.

기점(其點)이 날로 길어 사람 죽일 꾀내는 이

차차차차(次次次次) 많아지고 사람죽일 기계졸업(器械卒業)

하는사람 차차차차(次次次次) 많아져서 상극지리(相克之理)

이치(理致)따라 성공차(成功次)로 서로서로 죽이랴고

서로서로 꾀자랑 서로서로 기계(器械)자랑

꾀와 기계(器械) 자랑타가 세상형편(世上形便) 둘러보니

전장불식(戰場不熄) 자연(自然)됐네

육국전쟁(六國戰爭) 일어난후 기점(其點)이 숭상(崇尙)되야

서로서로 니어오며 서로서로 힘을 써서

지금(至今)까지 내려오며 전장불식(戰場不熄) 힘을 쓰니

사시불안(四時不安) 그 아닌가

사시불안(四時不安) 그 가운데 백성도탄(百姓塗炭) 말할손가

197) 가독성을 위해 동학교 가사 원문을 현대어역하여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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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不祥)하다 저 백성(百姓)들 가련(可憐)하다 저 백성(百姓)들

흉흉(恟恟)한 도탄중(塗炭中)에 어찌어찌 살아왔노

생각(生覺)고 생각(生覺)하니 불상(不祥)코 가련(可憐)하다(<時勢歌>)

기계를 좋아하며 사람 죽일 꾀를 내는 이들은 서로를 죽이려는 상극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극의 시운으로 옛부터 지금

까지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四時不安] 때에 도

탄에 빠져 허덕이는 백성들을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연민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꾀많고 기계(器械)좋다 자랑터니 무슨 꾀가

그러하며 무슨 기계(器械) 그러한가 나는 도시(都是)

모르겠네 그렇거든 다시 생각(生覺) 깨달아서

그런 꾀 다 버리고 그런 기계(器械) 다 버리고

인의도덕(仁義道德) 힘써 배워 우애공산(友愛共産) 행(行)했으면

창생제도(蒼生濟度) 자연(自然) 되어 서로서로 좋으련만

그리할줄 모르고서(<時勢歌>)

나라나라 다수(多數)나라 나라마다 군용품(軍用品)은 다 버리고

계천입극(繼天立極) 도덕(道德) 배워 서로서로 숭상(崇尙)해서

애이교지(愛而敎之) 화(和)해 가면 문명지치(文明之治) 자연(自然)되어

제도창생(濟渡蒼生) 되련마는 어찌어찌 하올런지

나는 자세(仔細) 모르겠네(<時勢歌>)

당대를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는 시운으로 진단한 뒤, 이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며 아래에서 이에 대한 극복책인 도덕을 제시하고 있다. 사

람을 죽이려는 꾀와 기계, 나아가 전쟁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군수품을

버리고 인의도덕을 힘써 배우고 숭상한다면 민중의 제도가 저절로 될 것

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에 대해 소극적,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

기도 하다. 당시의 가혹한 시대적 상황을 시운과 연관지어 가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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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운관의 유형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은 연담(蓮潭) 이운규(李雲圭) 아래

서 최제우와 김광화(金光華)와 함께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운규는 최제

우와 김광화에게 각각 선도와 불도를 그들이 대표하였다고 말하고, 김항

에 대해서는 ‘영동천심월(影動天心月)’의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피나는 정진 끝에 김항이 54세 되던 1879년 ‘영동천심월’의 뜻을 깨우쳤

다고 한다. 그뒤 환상으로 이상한 괘획(卦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괘획은 『주역(周易)』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서 깨달음을 얻어 문왕팔괘도(文王八卦圖)

의 뒤를 이은 정역팔괘도(正易八卦圖)를 그리게 되고, 이에 공자의 영상

이 나타나 김항을 찬양하였다고 한다.198) 이후 59세(1884)에 『정역』 상

편인 「십오일언(十五一言)」을, 60세(1885)에 『정역』 하편인 「십일일

언(十一一言)」을 지었다.199)

시기나 문헌자료를 볼 때, 최제우가 김항과 함께 공부했다고 하는 점

들은 신화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으며, 김항의 정역으로 인한 선후천개념

이 동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200) 동학은 ‘다시개벽’ 후의

선경세계를 암시함으로써, 현재의 세상에 ‘다시개벽’의 재난적 상황이 닥

치고, 그 이후 유토피아적 세계가 온다는 소박한 구분론을 제시하여 ‘후

천개벽’의 관념에 밀접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정역』에서 ‘개벽’ 혹은

재난상황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천과 후천을 역리적으로 고찰하

여 선천과 후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후천에 대한 인식은 그

198) 이정호, 『정역연구』, 아세아문화사, 2016, 213-218쪽.
199) 이정호, 『정역연구』, 國際大學附設人文社會科學硏究所, 1976, 197쪽.
200) 동학의 『동경대전』, 『용담유사』에는 ‘선천(先天)’, ‘후천(後天)’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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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한국신종교의 시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선천과 후천의 용

어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다.

시운에 있어 그동안 중시되었던 지점들은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떤 세상

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보통 『정역』의 경우를 따라 후천으로 여겨

졌지만, 때로는 선천으로 표상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새로이 ‘중천’이란

시운관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본 절에서는 다가오는 시대를 각각 후천

과 선천, 그리고 중천으로 바라본 동학교, 천지대안도, 성도교를 택해 시

운관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후천

학계에서는 보통 ‘개벽’이라 하면 ‘후천개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

다. 사실 ‘후천개벽’이란 용어 자체는 경전 등의 문헌에서 그대로 확인하

기는 어렵고, 학자들의 편의상 시기구분을 위해 사용된 경향이 짙다.201)

후천개벽의 뜻은 보통 “개벽에 의해 선천의 구천지가 종말을 고하고 후

천의 신천지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202)는데, 동학의 경우 ‘다시개

벽’만을 말하고 있을 뿐 이를 후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

기에 동학이 바로 ‘후천개벽’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폐가 생긴다. ‘개

벽’에 의해 ‘후천’을 여는 일반적 의미의 ‘후천개벽’은 증산교가 효시일

것이고,203) 천도교204) 등 후천을 제시하는 신종교 교단이 많다는 점에서

‘후천개벽’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절에서

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지만 가사에서 후천 관념을 뚜렷히 보이고 있는

201) 정향옥, 「한국 신종교 개벽사상의 수행적 성격-동학·천도교·증산교·원불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34, 2016, 156-157쪽.

202) 김형기, 『후천개벽사상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9쪽.
203) 김항의 정역(正易)의 경우를 앞세울 수도 있겠으나, ‘개벽’ 용어의 사용이 없다
는 점에서 ‘후천개벽’의 첫 사례로 말하기는 어렵다.

204) 천도교는 최제우가 천사문답을 한 1860년 4월 5일을 선후천이 갈리는 개벽의
시기로 본다. “포덕일년 경신사월오일은 후텬벽 첫날이오 우리셰샹 회츈든
아이라”(김천일, 「션텬과 후텬의 관계」, 『천도교회월보』42호, 1914.1.,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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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대안교205)를 통해 ‘후천’ 시운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계운전(啓運典)』은 1961년 찬물교계206)의 천지대안교에서 발행한

경전으로 교단의 운영과 해월선 등이 부경순 및 김태순에게 내린 토

설207)을 실어 교내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록인데, 이 자료를 통해 천지

대안교의 가사를 분석하도록 한다.

정신차려라 정산차려라 중생들아 정신차려

천법을 찾아봐라 천지운수 바로서고

한국의 중앙지는 오만년 광명유전

해월선님 영도조화 선천지 운수인대

신명노름 분별하고 사분은 없이하고

미신일절 타파하고 자신공부 하나이다

자심수도 바로하면 진불을 찾을지며

진불를 찾는곳에 우주성경 되나니라

찾어봐라 찾어봐라 자심으로 찾어봐라

성심성의 바른곳에 천법이 바로선다

천법이 따로있나 내마음에 따라있다

선천겁액 버서나고 후천운을 다시봐다

인간인심 합덕으로 한일자로 통일시켜

귀정세계 찾어봐라 반성하라 중생들아

악심독심 하는자 모략중상 하는자

자연으로 심판하니 해월선님 영도조화

천지개벽 문열리고 인간게벽 문열리고

지하운수 문열렸다 중생들아 반성하여

일심으로 합덕하여 대성지도에 이를적에

205) 천지대안교는 1952년 교주 부경순(夫景順, 1900-1965)이 부산 영도에서 설립한
찬물교계 교단이다. 부경순의 깨달음으로 세웠다 하며, 봉남을 받들지 않는 교단
이다. 1956년 계룡산 아래로 본부를 옮겼다. 부경순이 1965년 사망하여 김태순(金
泰順)이 그 뒤를 이었고, 1983년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리(양정고개)로 다시금 본
부를 이전하였다. 신도는 제주도에 제일 많이 있다.

206) 봉남 김영근(奉南 金永根, 1898~1950)을 시초로 하는, 물로 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교단으로, 물법교 등으로도 불린다. 천지대안도, 성덕도, 용화삼덕도, 용화수
덕은혜창해수교, 삼천교, 타불교, 삼법수도교화원(三法修道敎化院), 자아도 등등의
교단이 이에 속한다.

207) 이는 일종의 강화(降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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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귀일 되나니라208)

신앙대상인 해월선의 영도조화를 노래하고 있는 가사로, 사람들에게

정신차려 천법을 찾을 것을 말하고, 그러한 천법은 성심성의(誠心誠意)가

바른 곳에 있으며,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다. 선천과 후천으로 시운을 보고 있으며, 선천의 겁액을 벗어나 후천

운을 다시 받아 인간 인심 합덕을 통해 귀정세계를 찾을 것을 말한다.

귀정이란 바름으로 돌아옴[歸正]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사람

들의 반성을 촉구하는데, 악한 마음[惡心] 혹은 독한 마음[毒心]을 품은

자, 모략과 중상을 하는 자, ‘자연으로 심판’한다고 하고 있다. ‘자신공부’,

‘자심수도’ 등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강조되고 있으며, 악심독심 등으

로 그렇지 못한 경우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내여논나 내여논나 해월선님 영도술로

천지공사 내여놓나 운이오고 때가오니

만중생 살릴랴고 선악심판 바로한다

삼차운수 재난중에 선자악자 분별한다

악심독심 하든자를 허욕중심 하든자들

천지운수 이때우에 자연으로 공판한다

해월선님 바른지도 천하포덕 하실려고

방방곡곡 돌아보아 없는사람 구제하고

있는사람 게유하여 오만년 문부결산

질머가며 아리키니 깨우고도 못깨치니

타는심정 누가아나 고독한자 돌어오고

선심자들 들어오라 오르고 바른사람

들어와서 새천지 운수받아 토탄중에

빠진중생 살려바라

정지뜯다 정지뜬다 해월선님 영도조화

오른발로 한라산을 드디고 왼발로 백두산을 드디고

계룡산을 중앙지로 세워놓고

208) 『계운전』, 89쪽. <영도가>란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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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평정 시킬랴고 만중생들 지도하나

우리한국 만민들은 깊이든잠 봇깨이니

원망할곳 바이없다 조화로다 조화로다

개벽운수 바르드라 세계각국 심판한다

전쟁으로 심판받는나라 병으로 심판받는나라

풍제로 심판받는 나라 삼제팔난 구엑난을 당했으니

천지개벽 운수로서 새심판이 무섭고도 두려우니

신천지 대운수를 하루속히 각성하여

사람중에 사람되자 선악심판 개척운에

부모에게 효도자와 형제간에 화목한자

없는사람 동정한자 인의예지 직힌자들 추리나니

한일자를 깨달아서 바른길을 찾어보자209)

“해월선님 영도술로 천지공사 내여놓나”란 구절에서 나오는 천지공사

는 증산 강일순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이 천지공사(天地公事)는 ‘후천

개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띤다. 증산은 공사 행위를 개벽과 관련지었

고210), 삼계대권의 주재자로서 선천의 이치를 고쳐 후천의 운을 열어 선

경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된다.211) 위의 가사를 통해 공사와 운수를 연결

짓는 관념이 천지대안도에 지속·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

서는 증산이 아닌 해월선에 의해 공사가 행해진다.

공사는 해월선의 영도, 혹은 영도조화로 오는 것이며 북쪽으로는 백두

산, 남쪽으로는 한라산, 가운데로는 계룡산, 곧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중생을 포덕 및 지도하려 하나 한국의 만민은 깊이 든 잠에서

깨지 못한다고 한탄하며 그 심정이 타는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운이 오고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에 선악 간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한

209) 『계운전』, 91-92쪽.
210) 『甑山天師公事記』 “天師께서 亨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일은 天地를 開
闢함이니 곳 天地公事라”. “十一月에 金光贊이 開闢公事의 速히 決定되지 못함을
恨하야 모든 일에 不平을 품어 座席이 恒常 紛擾하며 또 칼로써 自殺한다 하거늘
天師께서 慰諭하야 가라사대 모든 일이 때가 잇나니 반드시 平心하야 幼稚를 免
하라.”

211) 『甑山天師公事記』 “나는 三界大權을 主宰하야 先天의 度數를 뜯어고치고
後天의 無窮한 運命을 열어 仙境을 세우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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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전쟁, 병, 풍재 등 삼재팔난, 구액난으로 묘사

되고 있으며, 두려운 새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 중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한다.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형제간에 화목하는 자, 가난한 사람

을 동정한 자, 인의예지를 지킨 자들로 인의예지, 오륜 등의 도덕을 닦고

지키는 자들이다. 후천의 세계를 맞이하기 전에 재난으로 형상화된 심판

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2.2. 선천

앞서 현재까지의 세상이 선천이고, 앞으로 맞이할 세상이 후천이라 인

식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와는 달리 동학교는 이와 반대로 현 세상

이 후천이고, 순환적인 시간관에 따라 선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한

다.212) 곧 동학교는 다시개벽을 선천회복의 때로 이해한다.

선천이 이미 갔으니 후천이 와 있고, 후천이 이미 가니 선천이 다시 회복되

어 천도(天道)가 동방에 다시 밝아진다. 오도(吾道)가 유도(儒道)와 더불어

덕을 같이 하고 행위를 같이하지만…213)

한당 이후로 왕도가 밝지 않아서 세상과 도가 쇠미하여 백성들이 그 도를

잃어버리고 이단과 공리의 설에 깊이 미혹되어 진리를 크게 어지럽혔다. 이

제 천지가 반복 순환하여 성인이 나시어 도덕을 다시 밝혀 세상에 펴고 사

람을 가르치시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214)

순환적 시운관215)(‘천지의 반복순환’)에 비춰볼 때 선천이 지나면 후천

212) 한편 갱정유도 역시 본래의 선천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3) 『聖經』권1, 「論說問敎亞字篇」 “先天已去, 後天存存. 後天已去, 先天更爲回
復. 天道復明於東, 故吾道與儒道, 同德同行, …”

214) 『聖經』권3, 「道修經」 “自漢唐以後, 王道不明, 故世衰道微, 人民失其道而沉,
惑異端功利之說, 大亂以眞矣. 今此天地反復, 聖人以生, 更明于道德, 布於世而敎於
人, 豈不樂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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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는 것이고, 후천이 가면 선천이 오는 것이다. 동학교에서는 현재를

후천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올 세계를 선천으로 인식한다.

천지시판(天地始判) 마련후(磨鍊後)에 선천태극(先天太極) 하도용마(河圖龍馬)

먼저 나서 순수팔괘(順數八卦) 상생지리(相生之理) 시중시(時中時)에

성인군자(聖人君子) 도덕(道德)보고 후천태극(後天太極) 금구낙서(金龜洛書)

지차(支次)나서 역수팔괘(逆數八卦) 상극지리(相克之理) 시중시(時中時)에

영웅열사(英雄烈士) 행실(行實)보니 어찌 그리 같잖은고(《龍潭遺辭》권31,

<送舊迎新歌>)

세상이 처음 생겨난 뒤의 선천에는 하도(河圖)가 났으며 이때는 상생

의 이치로 다스려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후천에는 낙서(洛書)가 나왔

는데 이때는 상극의 이치로 다스려진다고 보고 있다. 선천 때는 성인 군

자의 도덕이 있었으나, 후천 때는 영웅열사의 행실이 대비된다. 보통 영

웅열사는 좋은 의미로 인식되지만, 전쟁 등 상극의 이치와 관련한 인물

이기에 도덕을 가르치는 성인군자와 대비되었을 때 부정적인 의미를 갖

는 것이다. 동학교에서 선천은 상생의 세계로 긍정적 이미지를, 후천은

상극의 세계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당시의 가혹한 상황을 후

천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에 선천으로의 회복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호생지심(好生之心) 전(專)혀 잃고 각자위심(各自爲心) 자아내며

각언각지(各言各知) 모도하여 서로 기국(器局) 자랑하며

공투쟁국(功鬪爭局) 일삼아서 사시불안(四時不安) 지나더니

도로 선천(先天) 회복(回復)되어 성인지세(聖人之世) 때왔으니

상생지덕(相生之德) 도(道)를 닦아 순수천리(順數天理) 시행(施行)해서

중생제도(衆生濟度) 하여 보세(<送舊迎新歌>)

215) 여타의 교단들도 물론 순환적 시운관에 서 있으나, 동학교는 보다 순환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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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선천시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살리기 좋아하는 마음[好生

之心]을 후천시기에 이미 잃어버리고 각자 스스로만을 위하는 마음[各自

爲心]만을 가지게 된 세태를 묘사한다. 이들은 전쟁을 일삼아 세상사람

들을 ‘사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이러한 후천의 때가 지나가고 드디어

선천회복(‘도로선천 회복되야’)의 때를 맞이하여 도덕으로 무장한 성인의

세상이 찾아오게 된다. 후천의 영웅열사들이 전쟁을 일삼아 사람들을 항

상 불안케 하였다면, 선천의 성인군자들은 상생의 덕으로 중생을 제도한

다. 선천으로의 회복을 통해 도덕세상으로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3. 중천

앞서 지금까지의 세계와 앞으로의 세계를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 보

는 경우를 살폈다. 한편으로 ‘중천(中天)’의 시기를 도입한 경우도 있는

데, 이는 학계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중천’이라 하여 선천-중

천-후천의 순으로 오는 것은 아니며, 선천-후천-중천의 순서로 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민제(李民濟)의 성도교(性道敎)216)

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민제는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수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 따

라 삼천(三天), 곧 선천·후천·중천을 설정한다.217)

216) 1923년 화운 이민제가 세운 교단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본부를 두었
다. 『삼역대경(三易大經)』의 저술이 있다.

217) 『三易大經』「序」 “하도의 천(天)과 낙서의 지(地)의 법이 순환하여 쉬지 않
으니 밤낮으로 서로 돌아 연월일시로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니 삼재의 도와 오행
의 덕이 무척 커서 한량이 없다. … 그러하니 천에 삼재의 영이 있고, 지에 삼재
의 영이 있고, 인에 삼재의 영이 있으니 구궁이 도를 이룬 즉, 구령이 삼합하여
삼정이 덕을 세우는 까닭에 건삼련의 일천을 지었다. 이로 인하여 삼천삼지의 형
을 그리고 써서, 삼천변역의 일을 가르친다. [河天洛地之法이 循環不息하야 晝夜
相輪而年月日時로 成道立德하니 三才之道와 五行之德이 極大無量이로다 … 然則
天有三才之靈하고 地有三才之靈하고 人有三才之靈하야 九宮이 成道則九靈이 三
合하야 三精이 立德故로 乃作乾三連之一天也니라 是以로 圖畵三天三地之形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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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은 하도, 후천은 낙서, 중천은 영부에 대응된다. 하도(河圖)와 낙서

(洛書)는 『주역(周易)』에서 성인과 관련한 표상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하늘이 신물(神物)을 낳았으니 성인이 이를 법으로 본받았다. 천지의 변화

를 성인이 본받았다.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길흉을 보이니 성인이 그를

형상화하였다.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

와 성인이 이를 법으로 본받았다.218)

하도와 낙서는 하늘이 내린 신물로 이해되며, 성인이 본받는 바이

다.219) 이 하도·낙서는 『정역』에서 중시된 개념으로,220) 팔괘도 및 선

후천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영부는 동학의 부적을 말하는데, 최제우 및 동학의 활동시기를 새로이

중천의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운은 인심과 깊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도의 때는 음양이 서로 대대(待對)관계에 놓여 인심이 자연히 서로 공경

하여 서로 돕는 것을 위주하고 낙서의 때는 음양이 각자 반대라 인심이 합

하지 못하고 서로 해치는 것을 위주로 하며, 영부의 때는 음양이 함께 성립

하여 화합하여 도를 이루기에 인심이 조화로 돌아간다.221)

음양이 시운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기에, 하도의 때는 인심이 서로 공

以敎三天變易之術也니]”
218) 『周易』, ｢繫辭 上｣, “是故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 見
吉凶, 聖人象之, 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

219) 구체적으로 하도는 복희씨(伏羲氏)가 황하에서 나온 용마를 통해 그린 것이고,
낙서는 우(禹) 임금이 낙수에서 신귀(神龜)를 통해 얻은 글이라 한다.

220) 『正易』, ｢十五一言｣, “하늘과 땅의 이치는 삼원(三元)이다. 원(元)이 성인을
내려 신물로 보이니, 곧 하도와 낙서이다.[天地之理 三元. 元降聖人 示之神物, 乃
圖乃書]”

221) 『三易大經』「日月星正鑑章」 “河圖之運은 陰陽이 相爲對待故로 人心이 自然
相敬하야 相助爲主하고 洛書之運은 陰陽이 各立反對故로 人心이 不合하야 相害
爲主하며 靈符之時난 陰陽이 幷立하야 和合成道故로 人心이 歸和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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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고, 낙서의 때는 인심이 합하지 못하며, 영부의 때는 인심이 조화로

돌아간다고 한다.

한편으로 각 시기를 유도, 불도, 선도의 시기로 표상하여 자축인묘(子

丑寅卯)의 때를 유도, 진사오미(辰巳午未)의 때를 불도, 신유술해(申酉戌

亥)의 때를 선도로 한 우주개벽의 1주기를 상정하기도 한다.222)

대법일세 대법일세 천지하락 대법일세

하도천법 살펴보고 낙서지법 살펴내야

영부일장 성도하니 인법정도 이아닌가

법을정코 예를맺어 남녀사람 가르치니

선천시에 하도법은 일건소남 초생이요

후천시에 낙서법은 이건중남 재생이요

중천시에 영부법은 삼건장남 삼생이라

남생지도 깨쳐보니 소남유도 인생이요

중남불도 지생이요 장남선도 천생이니

유도일합 천상사와 불도이합 지하사가

선도삼합 인간사로 천국지국 그법문을

인세간에 설법하야 천신지귀 음양도를

무위이화 변화하니 변화역수 못깨치고

조화용법 어찌알며 팔괘구궁 수화도를

삼강오상 굳게지켜 충효이자 배워서라(<천지대법가>)

하도의 천법(天法)과 낙서의 지법(地法)을 살펴 보니 영부가 인법(人

法)의 정도(正道)라 하며, 선천-하도를 소남-유도-인생223)에, 후천-낙서

를 중남-불도-지생에, 중천-영부를 장남-선도-천생224)에 대응시키고 있

다. 천국과 지국의 법문을 인세 간에 설법함을 통해 천신지기 음양도를

222) 『三易大經』「三極弓乙靈符章」 “河圖初生之時난 一乾天이 在南하야 儒道一靈
이 太極이오 洛書中生之時난 二乾天이 在北하야 佛道月靈이 太極이오 靈符三生
之時난 三乾天이 更回在南하야 仙道年靈이 太極이니 天地人三才之德이 子丑寅卯
之儒道와 辰巳午未之佛道와 申酉戌亥之仙道로 一環一極而天地開闢하야 人生其間
也니라”

223) 여타의 내용을 볼 때 ‘장남-유도-천생’으로 고쳐야 한다.
224) 여타의 내용을 볼 때 ‘소남-선도-인생’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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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고 하고 있으며, 삼강오상을 굳게 지켜 충효를 배울 것을 권면

하고 있다. 새로이 변화하는 시기, 중천에 있어 도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일천이천 삼천세계 천지인천 벌여내니

천천에도 상제있고 지천에도 상제있어

남상제와 여상제가 노양노음 되신고로

중궁으로 정좌하사 자녀에게 전위하니

선천상제 장남녀요 후천상제 중남녀라

선천후천 배합수로 중천인자 다시나니

중천상제 소남괘요 선도창명 인도시라

어찌해서 그러한고 정신차려 자세듣소

건곤정위 음양도가 삼남삼녀 뿐인고로

복희선천 천극수로 용마하도 출세하고

문왕후천 지극수로 금구낙서 출세하고

수운중천 인극수로 궁을영부 출세하니

삼천영물 조화적을 일대각명 알리로다 (<삼천가>)

상제에 남녀가 있다고 보고, 노양노음이 되어 자녀에게 왕위를 넘겼으

며, 선천의 상제를 장남과 장녀로, 후천의 상제를 중남과 중녀로 보고 있

다. 선천과 후천이 배합되어 중천의 상제는 소남괘에 해당한다 하고, 선

도가 창명되는 인도의 때라 말하고 있다. 이를 부연하여 선천의 복희씨

때에는 하도가 세상에 나왔으며, 후천의 문왕 때는 낙서가 등장하였고,

마지막 중천의 때에 수운 최제우가 나와 궁을영부(弓乙靈符)가 탄생하였

다는 것이다. 곧 현재는 이미 선천, 후천을 지난 중천의 때이다.

『정역』에서 하도, 낙서는 복희팔괘도와 문왕팔괘도와 연결되나, 김항

에 의해 새로이 나오게 된 정역팔괘도는 하도·낙서와 같은 신물이 대응

되지 못했고, 복희씨·문왕과 같은 성인이 대응되지 못했다. 한편으로 선

천과 후천에 대응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225) 성도교는 동학이 탄

225) 통상적으로 낙서-문왕팔괘도가 선천, 정역팔괘를 후천에 대응시키지만, 이 경
우 하도-복희팔괘도가 적절히 대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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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때를 ‘중천’으로 규정하고, 수운을 옛 성인과 대등한 성인으로 등극

시켜 『정역』의 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3. 소결

신종교가사에 나타나는 시운의 인식과 시운관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시운과 관련한 제요소로 첫째, 기존종교 및 자신의 교단에 대한 인식, 둘

째, 성인관, 셋째, 시대상황을 들어 파악해 보았다.

일제강점기는 수많은 신종교들의 탄생으로 한국의 종교지형은 큰 변화

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교단을 가사를 통해 알린 점은 중요한 지

점이다. 신종교는 이미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기존 종교와 갈등을 빚

으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 선천과 후천 등으로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는 신종교의 입장에서 종교와 성인의 역할은 시운과 결부되어 있

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맞지 않는 기존 종교들을 비판

하면서도, 지나간 시대에 그들이 담지하고 있던 교화의 노력들을 인정하

기도 하며, 교화의 책임을 맡았던 성인의 역할을 새로이 인식하기도 한

다. 한편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시운과 연결시키고, 시운의 변화에 따라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의 세계를 후천, 선천, 중천으로 보는 시운관의 유형을 알

아보았다. 동학에서는 현세계와 앞으로의 선경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

지만, ‘선천’·‘후천’ 용어로 분명히 정의되지는 않았었다. 선후천 용어와 시

대와의 결합은 일부 김항의 『정역』을 통해 이뤄졌고, 이후 신종교들에

정착되게 된다. 보통 앞으로의 세계를 후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

만, 동학교의 경우는 앞으로의 세계를 선천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성도교

의 경우 중천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곧 미분화 상태였던 동학의 시운관

은 이후의 신종교에서 후천, 선천, 중천 등으로 다분화되었으며, 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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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앞으로의 세상을 노래함으로써 민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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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종교가사의 도덕

《용담유사》와 마찬가지로 신종교가사에서 도덕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서 작동하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앞서 동학에서의 도덕 유형을

시대의 징후, 생사의 좌우, 지상천국의 실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

다. 그리고 이 도덕 유형은 사실 시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이

다.226) 풍속의 인심을 살펴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을 통해 현 시대의 시운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시운의 파악을

통해 지금의 시대가 종식되고 앞으로의 이상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음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곧 도덕실천

에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지상천국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는 재난 상황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

는 동학에서의 도덕 유형 분류 모형이 여전히 일제강점기 이후 신종교에

서도 드러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도덕을 행하는 대상을 오륜관계, 그리고 조상-후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도덕은 일반적으로 오륜 관계 내에서의 예법의 실천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하늘이 인간을 낳았다는 관념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천에 대한 공경이 요구되며, 돌아가신 부모 및 그 조상에게까지 제사를

통해 모시는 것은 자연스럽다. 천과의 관계는 앞서 동학에서 살폈는데,

주로 증산교 계통에서 조상과의 도덕적 상호작용이 영적·신비적으로 특

화되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들 주제를 잘 보여

주는 갱정유도, 동학교, 금강불교, 삼덕교의 가사를 이용하기로 한다.

226) 본 장에서 도덕의 유형으로 서술하지만, 시운과 도덕과의 상관관계가 기저에 놓
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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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의 유형

1.1. 징후로서의 도덕: 시운의 표상

앞서 최제우가 주유팔로를 통해 세속의 인심을 탐지하고, 그를 통해

인심과 시운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곧 인심은 시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심의 타락은 막다

른 시운[末運]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갱정유도(更定儒道)227)의 교조 영신

당 강대성(姜大成, 1890-1954) 역시 인심탐지(人心探知)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강대성은 1930년 생사교역(生死交易)228) 이후 여광여취(如狂如

醉), 곧 미친 듯도 같고 취한 것도 같은 상태에서 사오년을 보내게 된다.

승강산 금강암에 머물며 묵산리를 비롯한 동네의 집을 찾아다니기도 하

고, 순창을 떠나서 남원, 진주, 하동, 구례, 순천, 태인 등을 두루 돌아다

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지관 혹은 의사를 자처

하기도 하며, 기이한 말과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

며 세상의 인심을 살피기 위함이었다.229) 이는 시운과 밀접히 관련된다.

어아창생(於我蒼生) 저 인심(人心)덜 재본사말(財本事末) 넘어마소

자고급금(自古及今) 말운세상(末運世上) 인심불측(人心不測) 안일넌가

천운(天運)이 잇서기로 선각자(先覺者)의 전(傳)해오난 그말이며

우연공천(偶然空天) 나난 동요(童謠) 인재(人才)업시 나단말가230)

227) 정식명칭은 시운기화유불선동서학합일대도대명다경대길유도갱정교화일심(時運
氣和儒佛仙東西學合一大道大明多慶大吉儒道更定敎化一心)으로 1929년 강대성이
창시하였다.

228) 천상일기를 인간에 해원시키기 위해 강대성과 그의 부인 간의 육신과 영혼을
바꾸는 신비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을 참조할 것. 『갱정유도 개설』, 13-15쪽.

229) 『갱정유도 개설』, 15-17쪽.
230) 『부응경』上, 1979, 272쪽. <天心經 第一篇> 가독성을 위해 『부응경』원문에
띄어쓰기를 하고 한자는 음을 병기하여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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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과 인심의 상관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이다. 곧 옛부터 지금까지 말

세의 세상은 인심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근본

적인 것으로 삼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비록 짧은 부분이지만, 동학가

사에서부터 인심과 시운을 연결시키는 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1)

1.2. 생사와 도덕

동학교의 ‘천필주지(天必誅之)’, ‘천필륙지(天必戮之)’ 등의 용어가 가사

에 등장하는데, 이는 하늘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살리기를 좋아

하는 덕[好生之德]을 지닌 하늘이 어찌 하여 사람을 죽인다는 것일까?

이는 ‘다시개벽’ 등의 재난의 시운에 하늘이 비도덕자를 없앤다고 하는

묘사로 나타난다.

이말저말 붕등(崩騰)해도 하늘님만 공경(恭敬)하소

하늘님을 불공(不恭)하면 제 부모(父母)를 모르나니

제 부모(父母)를 불공(不恭)하면 삼강오륜(三綱五倫) 어찌 알꼬

지성(至誠)으로 공경(恭敬)하면 만사지(萬事知)가 될 것이니

악인지설(惡人之說) 전(專)여말고 일천하지(一天下之) 정심(正心)하라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적악자(積惡者)가 어찌살까

부귀탐천(富貴貪賤) 천정(天定)이라 사람마다 때가 있네

기인취물(欺人取物) 말았어라 하늘님도 모를손가

신목여전(神目如電) 되지마는 뉘라서 분간(分間)하리

무섭고도 무섭더라 하늘님이 무섭더라

너도 역시(亦是) 사람이면 수도(修道)하여 경천(敬天)하쇼

231) “임금은 임금 노릇을 못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못하고, 어버이는 어버이 노
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못해 도덕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 나라가 어찌
상해의 운수가 없겠느냐?”([是故君不君·臣不臣·父不父·子不子. 不順道德, 汝國
豈無傷害之運乎?]『道源記書』) 도덕의 타락이 시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
을 앞서 살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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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유사》권2 <지지가(知止歌)>)

‘십이제국 괴질운수’, 곧 다시개벽의 때에 적악자(積惡者), 악을 쌓아온

자는 살 수 없다고 한다. ‘하님도 모를손가 신목여전神目如電 되지마

는’과 같이 천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

하며, 하늘님이 무섭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신목여전’의 표현은 『명심

보감』 「천명편(天命篇)」 에 나오는 말이다.

현제가 가르침을 내려 말했다.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라도 하늘은 우뢰소리

같이 뚜렷하게 들으며, 어두운 방에서 스스로 마음을 속이더라도 하늘은 번

개가 치는 것처럼 뚜렷이 본다.”232)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기초적인 동몽교재였기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고, 현재에도 『명심보감』은 권장되는 책이다. 대중적 도덕을

가르치는 이 책233)은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하늘은 인간의

선악에 따라 벌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익지서에서 말했다. “악(惡)이 두레박에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

인다.”234)

장자가 말했다. “만일 어떤 이가 불선한 일을 하였는데, 이름을 세상에 떨

친 자는 사람은 비록 해치지 못하나 하늘은 반드시 그를 죽인다.”235)

외 심은 데 외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기더

라도 <악인을> 빠뜨리지 않는다.236)

232) 『明心寶鑑』 「天命篇」, “玄帝垂訓曰, 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
電.” 다소간 의역하였다.

233) 『명심보감』은 유교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종의 권선
서로도 간주된다.

234) 『明心寶鑑』 「天命篇」, “益智書云, 惡鑵若滿, 天必誅之.”
235) 『明心寶鑑』 「天命篇」, “莊子曰, 若人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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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화음의 도덕을 잘 보여주는 한편, 특히 천과 죽음의 관계를 강조

하고 있다. 이같은 천과 도덕의 가르침을 동학교는 그대로 수용한다.

유복자(有福者)는 입도(入道)하고 불입자(不入者)는 무복(無福)이라

의아(疑訝) 있는 그 사람은 어찌 그리 매몰(埋沒)한고

효제충신(孝悌忠信) 말기로서 음해(陰害)하기 무슨 일고

천필주지(天必誅之) 무섭더라 천강회회(天綱恢恢) 소불루(疎不漏)라

물욕교폐(物慾交蔽) 되는사람 해인지심(害人之心) 두지말고

천의인심(天意人心) 살펴보소 찰기고금(察其古今) 역연(亦然)이라

순천자(順天者)는 안존(安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필망(必亡)이라(중략)

알거들랑 원송(願訟)하쇼 심화기화(心和氣和) 되느니라

일심기화(一心氣和) 되게 되면 일가춘(一家春)이 될 것이오

만호기화(萬戶氣和) 되게 되면 일국춘(一國春)이 되느니라

이런일을 본다해도 패도자(悖道者)가 어이살꼬

유욕(有慾)하면 불화(不和)하고 불화(不和)하면 행악(行惡)이라

이도 역시(亦是) 욕심(慾心)이라 욕심(慾心) 있고 선(善)할쏘냐

천필륙지(天必戮之) 무섭더라 해인지심(害人之心) 두지말고

일심(一心)으로 인화(人和)해서 포덕천하(布德天下) 하여보소

(《龍潭遺辭》권2, <知止歌>)

효제충신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비방하는 사람237)들, 욕심이 있어 불

화(不和)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평안히 거하나,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를 『명심보감』

의 표현처럼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고 했으며[天必誅之, 天必戮之], 또 하

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성기더라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였다[天綱恢恢

236) 『明心寶鑑』 「天命篇」, “種瓜得瓜, 種豆得豆, 天網恢恢, 疎而不漏.”
237) 이를 동학에서 흔히 문장군(蚊將軍), 곧 모기로 표현한다. 모기가 피를 빨고 도
망가듯, 좋은 것을 취하고 해를 입히고 나가는 존재들이다. 완연한 타자가 아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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疎不漏].

십이제국 괴질지수 다시개벽 차세상에

명명하신 하늘님이 불효불충 그사람을

죽이려고 천하병란 일으킬 때

수성화성 병침시켜 만천풍우 일우워서

소제탁기 하여내여 졍결도량 일울테니

자네사람 생각하소 이와같은 풍진세계

천명없이 살겠는가 천명없이 못사느니

전해오는 성인말씀 불시풍우 원망해도

사생재천 아닐런가 하신말씀 생각코

깨달으면 어느 누가 사생재천 모를손가

사람마다 사생재천 다알테니 알거들낭

경천하여 수도하소 사람사람 많은사람

하늘부모 뜻을 받아 성지우성 공경하여

수도수신 하다가서 천운이 순환하사

태고순풍 돌오거든 요순세계 일워보세

(《龍潭遺辭》권38, <時警歌>)

이런 ‘천필주지(天必誅之)’의 사고는 동학 초기의 ‘사생재천’이 보다 강

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개벽’과 ‘괴질운수’의 시운을 맞아 경천

순천(敬天順天)의 도덕을 통해 하늘을 섬기면 살아나서 춘삼월 호시절의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동학 초기의 사고는 동학교에도 그대로 이어진

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불시풍우 원망해도 사생재천 아닐런가’란 말

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갑자기 오는 비바람과 같은 뜻하지 않은 재난의

때라도 생사는 결국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세상에 괴질운수

가 닥치는 이때의 불효하고 불충한 사람, 곧 삼강오륜을 지키지 않는 이

들은 하늘부모로부터 죽음을 당한다.(“하늘님이 불효불충 그 사람을 죽

이려고 천하병란 일으킬 때”) 시운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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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공경하여 수도하고 수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생재천’의 의미이다.

이내교훈(台乃敎訓) 믿었어라 부모공경(父母恭敬) 지극(至極)하면

천지부모(天地父母) 어진마음 감동지심(感動之心) 없을손가

감동지심(感動之心) 두게되면 호호망망(浩浩茫茫) 너른 천지(天地)

은대덕중(恩大德重) 그가운데 사람 도리(道理) 떳떳하니

자손도리(子孫道理) 그아닌가 자손도리(子孫道理) 분명(分明)하면

천지부모(天地父母) 어진마음 호생지덕(好生之德) 베풀어서

일일시시(日日時時) 감응(感應)하와 애이교지(愛而敎之) 하실테니

어느일을 내모르며 적세만물(適世萬物) 하는 법(法)과

백천만사(百千萬事) 행(行)하기를 분부(分付)대로 시행(施行)하면

임의용지(任意用之) 하오리니 만세명현(萬世明賢) 그아닌가

(《龍潭遺辭》권5, <信心誠敬歌>)

<신심성경가>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지극히 하면 천지부모가 호생

지덕을 베풀는데, 항상 사람의 마음에 감응하여 사랑하고 가르치게 되니

어느 일이든 알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238)

이러한줄 모르고서 나의 교훈(敎訓) 믿지않고 어기오면

경천순천(敬天順天) 못했으니 불효부제(不孝不悌) 면(免)할손가 (…)

풍우상설(風雨霜雪) 일어날때 교훈시행(敎訓施行) 아니하다

심성연구(心性煉究) 바이없어 오는 운수(運數) 모르고서

경천순천(敬天順天) 안했으니 천지(天地) 어찌 간섭(干涉)할까

천지간섭(天地干涉) 아니시면 제 어찌 살아날까

임사호천(臨死號天) 하지말고 이내교훈(台乃敎訓) 시행(施行)하고

초목군생(草木群生) 많은 물건(物件) 불시풍우(不時風雨) 원망(怨望)해도

사생재천(死生在天) 아닐런가 이런일을 깨달아서

경천부모(敬天父母) 하였어라 때운수(運數) 모르고서

경천부모(敬天父母) 하였어라 때운수(運數) 모르고서

238) ‘언의일을 내모르며’ 이는 시천주의 ‘만사지萬事知’와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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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부모(敬天父母) 아니하면 금수(禽獸)에 가직하고

자행자지(自行自止) 되었으니 수원수구(誰怨誰咎) 할곳없네

어화세상(御化世上) 사람들아 자고비금(自古比今) 요탁(料度)하여

선성교훈(先聖敎訓) 밝혀두고 이내교훈(台乃敎訓) 거울하여

오는 운수(運數) 삭질(數質)해서 믿을 신자(信字) 지켜두고

성경이자(誠敬二字) 밝혔어라 매매사사(每每事事) 잊지않고

이와같이 하게되면 풍진세계(風塵世界) 요란(擾亂)하여

옥석구분(玉石俱焚) 된다해도 천지부모(天地父母) 간섭(干涉)하사

만무일상(萬無一傷) 될것이니 그런 복(福)이 다시 있나

그러한줄 모르고서 믿지않고 시행(施行)없이

앉았다가 말래지사(末來之事) 같잖으면 후회막급(後悔莫及)

될것이니 부디부디 깨달아서 믿을 신자(信字)

놓지말고 성경이자(誠敬二字) 밝히다가

(《龍潭遺辭》권5, <信心誠敬歌>)

성인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해 시운을 모르고 경천순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호생지덕을 지닌 하늘의 간섭[天地干涉]을 받을 수 없어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올 운수에 성경신의 도덕을

잘 지키고 밝히라고 하고 있다. 매매사사 그렇게 한다면 옥석구분(玉石

俱焚), 돌과 옥을 가리지 않고 다 태우는 재앙에서도 천지부모의 간섭을

통해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곧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재난의 때를 당하게 되지만, 선한 자는 천의 간섭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늘을 공경하고 따르는 도덕실천자들

이 하늘의 힘을 통해 재난의 운수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

주는 것이다.

갱정유도 역시 도덕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닥치는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요보소 우리사람덜 부모은덕(父母恩德) 잇지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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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망부모(不忘父母) 안이지면 천지무심(天地無心) 안된다네

아마도 옥석구분(玉石俱焚) 가려낼사람은 도덕군자(道德君子)(ㄴ)가하노라

중원강산(中原江山) 어대매뇨 천지부모(天地父母) 오신디라

부모(父母)임의 하신고생(苦生) 창생활(蒼生活)리 안이런가

음덕(陰德)의 쌔인음덕(陰德) 오난춘풍(春風) 완연(完然)코나

사라난이 뉘덕(德)인고 불망(不忘)할건 선심(善心)이네239)

역시 ‘옥석구분’, 곧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닥치는 재난에 대해

논하면서, 도덕군자만이 천지부모에 의해 따로 택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부모를 잊지 않는다면 천지가 그에게 무심해지지 않을 것

이며, 선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무서웁고 무서워라 뉘가게신 천중(天中)인고

죄(罪)업시면 하날임이 복(福)을 준다

죄(罪)잇시면 하날임이 참무서웁네

언어가이구구시(言語歌而句句詩)를 조심하고 잘바보소

선악판단(善惡判斷) 되야날때 생사분별(生死分別) 잇서따네(…)

세인(世人)이 근어도덕이생야(根於道德而生也)니 망실도칙무근이사야(亡失

道則無根而死也)라

무근동이하거생(無根動而何去生)고 무도근이세란야(無道根而世亂也)라

천멸세인(天滅世人) 할수업서 도로도덕(道德) 근생(根生)하니

기본근야(其本根也)라 무근이하거동(無根而何去動)고

환본(還本)하소 지근(知根)하소 근본지이개생(根本知而皆生)이네240)

복선화음의 주재자인 천에 대해 노래하며 죄 없으면 하늘님이 복을 주

지만, 죄가 있으면 참으로 무서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악

판단의 때에 생사의 분별 역시 있다고 하며, 도덕에 뿌리를 두는 자만

살아날 것이요, 도를 잊으면 뿌리 없이 죽을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도덕

239) 『부응경』上, 1979, 219쪽. <춘곡율동요음 사설반육자박이>
240) 『부응경』上, 1979, 246-247쪽. <尋道急時贈人文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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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근본을 알고 돌아오는 이들은 모두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학 초기와 비교해 보면, 위의 동학교, 갱정유도의 경우 천과 죽음과

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천이 사람의 죽음 혹은 구원에

있어서의 작동 양상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보다 확실한

경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1.3. 이상세계와 도덕

앞서 동학의 지상선경은 도덕군자들의 공동체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

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동학 이후 신종교들은 이상세계에 대해 다채로

운 상상력을 펼치는 한편, 그와 함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소위 남학(南學)계라 불렸던 광화(光華) 김치인(金致寅)의 금강불교(金

剛佛敎)241)는 불교의 색채가 뚜렷한데, 이상향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엿

보인다.

연월일시 다지여 도슈가 창만면

션쳔쥬셰 셕가셰존 금강회상 오르시고

미륵셰존 츌셰면 세사가 조흘시고

츌세문을 지여보세 쳔시지리 승왕고

인화셩이 슌화여 음양이 상합고

만물이 화창여 은하수 말근기운 도수의

머리잡아 복덕셩신 나렬고 산천(山川)의 말근기운

241) 연담 이운규와 관련하여 일부 김항은 유도의 길을, 수운 최제우에게는 선도의
길을, 그리고 광화 김치인에게는 불도의 길을 걸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는 금강불교의 불교적 특징을 보여준다.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를 중심
지로 하는 운장산(雲藏山) 일대에 포교망을 넓혔지만 현재 교세는 찾아보기 어렵
다.



- 118 -

상운셔무 지여노라 허공의 화짓코

세상인심(世上人心) 고루여 젼의 탐욕엽고

유무의 닷툼업셔 귀쳔의 심고

빈부의 괴만업셔 상하의 화목고

노소의 동낙야 삼강을 루고

오윤을 볘루여 명윤당의 셩현나고

유도국의 군나면 악기은 물너가고

셩한운슈 도라오면 동셔일월 더욱발거

증명보샬 로나셔 쳔지사방 흐황면

흐호셰계 이안인가 금강회상 기쳘연의

도덕으로 피던시 용궁의 츈풍부러

봉츈이 당오면 션후쳔 운수라

용궁으로 도는졍사 미륵셰존 안이신가(<인과무이라>)242)

시운의 도수가 차오르면 선천의 석가불이 금강경을 강론하는 회상에

오를 것이며, 미륵불이 세상에 나오면 세상일이 좋아질 것이라 한다. 천

시지리(天時地理)가 승왕(昇汪)해지고, 음양이 상합하며 만물이 화창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시운에 따른 기운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인심, 곧 세상사람들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세상의 인심을 고르게 하며, 전재(錢財)에 대한 탐욕이 없

고 있고없음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귀하고 천함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

고, 가난하고 부유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만함이 없어 상하간에 화목하

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기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이렇듯 삼강

오륜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명륜당과 유도국(儒道國)에 성인이 나고, 군

자가 나게 된다고 한다. 악기(惡氣)가 물러가고, 좋은 때가 왔을 때 중명

보살(中明菩薩)이 새로 나와 천지사방을 휘황케 하면 마치 밝고밝은 세

상[皓皓世界]와 같을 것이라 하며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을 보이고 있다.

242) 금강불교 가사의 원문은 다음에서 인용한다. 김익두·이래호, 『남학가사 연
구』, 문예원, 2014. 가독성을 위해 한자에는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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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세계’로 비유되는 이상향에는 시운과 함께 보살이 등장하여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상향을 이루는 모습 중 도덕적으

로 행동하는 인품을 지닌 이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강불교에서

묘사되는 이상향 역시 ‘도덕군자들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삼덕교243)의 경우 이상향은 대동세계, 용화세계, 천지보은시대 등으로

형상화된다.

우겨라 우겨라

서(西)쪽줄 넘겨 동(東)쪽에 매고

북(北)쪽줄 넘겨 남(南)쪽에 매여

중앙황기(中央黃氣) 소사쓰니 대동세계(大同世界) 이안인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천추만세(千秋萬歲) 발근도덕(道德) 어이그리 더디던고(<引陽歌>)

줄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겨 맨다는 비유를 하며,

중앙의 황기가 솟았으니 마치 대동세계 같다고 하며, 천년만년 밝은도덕

이 더디다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덕신명(道德神明) 해원(解冤)되니 용화세계(龍華世界) 이 아닌가

어로(御路) 어로(御路) 어로(御路) 잠간(暫間) 놀아보세

천지도방(天地道房) 자손(子孫)들아 성경신(誠敬信) 줄을 잡고 동귀일체(同歸

一體) 하여보세(<河圖洛書合德引陽歌>)

도덕군자 신명의 해원을 통해 용화세계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바와

같다고 하고 있다. 성·경·신 줄, 곧 도덕적 행위를 통해 도덕신명의 자손

들은 그 조상과 연결이 되어 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43) 남송(南松) 허욱(許昱, 1887∼1939)이 창설한 증산교계 종교로서, 교명의 삼덕
(三德)은 효덕(孝德), 민덕(敏德), 지덕(至德)을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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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네 돌아오네 천지보은시대(天地報恩時代) 돌아오네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244)

봉청(奉請)하세 봉청(奉請)하세 천지보은신명(天地報恩神明) 봉청(奉請)하세

천지보은신명(天地報恩神明) 인세(人世)에 강림(降臨)하사

억조창생(億兆蒼生) 회심(回心)시켜 상극지심(相克之心) 다 바리고

보은정신(報恩精神)에 귀일(歸一)되어 상생세계(相生世界)를 원(願)하옵소서

(<報恩神明奉請歌>)

천지보은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이에 천지보은신명이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도덕으로 회심케 하여 서로 해치려는 마

음을 버리고 보은정신에 귀일함을 통해 상생세계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위의 가사에서 보았듯 삼덕교의 이상향은 대동세계, 용화세계, 천지보은

시대 등으로 비유·지칭되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 필수적인 조건은 ‘千秋

萬歲 발근道德’, ‘誠敬信 줄’, ‘回心’ 등의 도덕적 요소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호세계, 대동세계, 용화세계, 천지보은시대 등 다양하게 이상향이 비

유되나, 이들 이상향은 도덕적 요소를 요구하며, 도덕적 인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도덕이 이상향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임을 보여준다.

2. 관계에 따른 도덕의 양상

도덕행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오륜은 임금-

신하, 아버지-자식, 남편-아내, 어른-아이, 친구 사이 등의 대표적 인간

관계에서 행해야 될 덕목을 규정한 것이며, 오륜에 대한 교화는 조선기

244) 이 시천주 주문은 매구마다 반복되는데, 이 뒤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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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삼강행실도, 서당 교육의 확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강조되

었다. 이 관계는 비유적·추상적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데, 곧 하늘을 인

간을 낳은 존재로 여긴다면, 천은 비유적인 부모가 되며, 부모에게 효를

행하듯 천에 대한 공경을 행해야 할 것이고,245) 돌아가신 조상이라도 여

전히 살아계신 것과 같이 제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246)이 도덕적 행위이

다. 이런 관계는 사실 인간이 관계 맺는 모든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동물을 때리지 말라는 등의 도덕적·윤리적 규율이 가해지며,

심지어는 로봇과 같은 물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를 때리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불편한 시각을 갖는 이들이 많다.247) 본 장에서는 이런

관계에 따른 도덕의 양상을 오륜관계 및 조상-후손 관계를 통해 알아보

기로 한다.248)

2.1. 오륜 관계

갱정유도의 계도성사 김갑조가 지은 『강륜보감』은 군신·부자·부부·

장유·붕우의 마땅함이 되는 저작으로, 현시대에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

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

지 못하며, 부부의 다름이 없고, 친구가 믿음이 없어 강륜이 없는 것에

가깝기에 벼리(綱)가 있으면 예(禮)가 있는데, 모두 이 책에 있다고 하며

본 책을 통해 민중들에게 고금의 통로[옛과 지금의 윤리]에 차이가 없도

록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249) 『강륜보감』의 목적이 벼리와 윤리를 살

245) 최제우는 천을 부모와 같이 모셔야 할 존재로 규정한 바 있다. “主者, 稱其尊
而與父母同事者也.(『東經大全』 「論學文」)”

246) 『논어』에 마치 조상이 계신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論語』 「八佾」“祭如在, 祭神如神在.”

247) 이에 대한 윤리적 사유는 최시형의 ‘삼경’(三敬)사상, 곧 경천(敬天)·경인(敬人)·
경물(敬物) 중 경물(敬物)과 관련하여 음미해 볼 만하다.

248) 천-인의 도덕 양상에 대해서 역시 사고할 만하나, 앞서 ‘1.2 .생사와 도덕’과 논
의가 중복되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249) 『만민해원경』,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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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1의 「명륜(明倫)」장은 ‘부자편’, ‘군신

편’, ‘부부편’, ‘장유편’, ‘붕우편’, 그리고 ‘명륜통론편’으로, 권2의 「경신

(敬身)」장은 ‘의복편’, ‘음식편’, ‘위의편’, ‘심술편’, ‘경신통론편’으로, 권3

의 <입교(立敎)>장은 ‘입교편’으로 이뤄져있으며, 가사를 통해 각 편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갱정유도는 삼강오륜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있기

에250) 이렇듯 본격적으로 강륜에 대한 가르침을 가사를 통해 펴고 있는

것이다. 「명륜편」의 가사들251)을 중심으로 대략 그 내용을 살피기로

한다. 부자편 <사친가>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子

息이 事親호 鷄鳴어던 起하야 盥漱하며 櫛縱하며 筓總하며 拂髦하며

衣冠을 正이하고 搢笏하며 佩臭하며 左右에 佩用하야 至誠하며 祝手하

고…”), 군신편 <사군가>의 경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將

次君所에 드러갈 미리 齊戒을하고 外寢室에 居하며 淨潔이 沐浴하고

史에象笏을 드려던 思한것과 答할것과 命하신것을 쓸지니”), 부부편 <분

별가>의 경우, 부부 간의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男子난 居外하고 女子

난 居內하야 深宮하며 固門하야 男子난 不入하고 女子난 不出하되 男女

가 椸와枷을 同䖏에 아니하며”), 장유편 <공경가>는 손윗사람을 공경하

는 방법에 대해(“進하라말삼 아니커던 敢이進치 아니하며 退하라말삼 아

니커던 敢이退치 아니하며 말삼믓지 아니커던 敢이對答치 아니하며”),

붕우편 <교우가>는 친구 간에 공경하고 충고하는 방법에 대해(“兄弟난

250) 『부응경』上, 246쪽, “夫天地之間에 崔貴乎인자는 何也오 其三綱五倫者也니라”
251) 부자편(父子篇)에는 <사친가(事親歌)>, <자직가(子職歌)>, <경명가(敬命歌)>,
<광애가(廣愛歌)>, <간과가(諫過歌)>, <시양병가(侍養病歌)>, <근신가(謹身歌)>,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 <지효가(知孝歌)>, <효행가(孝行歌)>, <대효가(大孝
歌)>가, 군신편(君臣篇)에는 <사군가(事君歌)>, <신절가(臣節歌)>, <신도가(臣道
歌)>가, 부부편(夫婦篇)에는 <혼례가(婚禮歌)>, <근혼가(謹婚歌)>, <분별가(分別
歌)>, <거취가(去取歌)>, <근부가(謹婦歌)>, <부덕가(婦德歌)>, 장유편(長幼篇)
에는 <경장가(敬長歌)>, <유례가(幼禮歌)>, <유덕가(幼德歌)>, <우애가(友愛
歌)>, <승차선비가(乘車船飛歌)>가, 붕우편(朋友篇)에는 <교우가(交友歌)>, <빈
주접례가(賓主接禮歌)>가, 명륜통론편(明倫通論篇)에는 <통륜가(通倫歌)>의 가사
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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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悅이하며 責善은 朋友之道니 友行이 不可하면 忠誠으로 善告하며 愛心

으로 善道호 不可하면 止하며 스스로 辱은말나 日後보기 無顔하다”)

가르치고 있다.

가사는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의 동몽서(童蒙書)를

방불케 하는 일상의 비근한 예의범절에 대한 내용이며, 종교적인 색채

가 가미되어 있지 않기에, 신종교에서의 통속도덕적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곧 삼강오륜 자체가 교단에서 가르치는 핵심내용이었음이

잘 드러나며, 일상적 도덕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사가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정도교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한다. 정도교에는 <오륜가>에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오륜 항목별로 소제

목을 달아 각각 노래하고 있다. 먼저 <오륜가> 서론부를 살피기로 한다.

천지만물 많은중에 귀한것이 사람이라

무엇으로 귀하든고 오륜삼강 귀하드라

오륜지도 능히하면 도덕군자 되련만은

오륜지도 몰으면은 금수인들 비할소냐

부자유친 으뜸이요 군신유의 버금이라

안에들면 부부유별 밖에나면 붕우유신

형제간에 우애하면 장유유서 자연알지

다섯가지 밝은윤상 정도도덕 분명하니

조목조목 가르쳐서 남니형제 알게하세(<오륜가>)

천지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라 하면서 그 이유를 삼강오륜을

지닌 것에서 찾고 있다. 이 오륜의 도를 할 수 있으면 도덕군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모른다면 금수에 비할 수 있다고 한다. 여타의 도덕가류와

같은 강조점이다. 그리하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

우유신을 각각 소항목으로 나누어 노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소개해 본

다.

“천지간에 중한이야 부모밖에 또있는가 부모은혜 생각하면 천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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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라(…) 부모은혜 모를소냐 어화우리 자식된자 부모은혜 갚어보세(부

자유친)”, “님군은혜 생각하면 부모와 같은지라 이나라에 사는인생 누가

신민 아니되리 조석으로 먹는밥은 님군땅에 심은곡식 오륜삼강 밝은도는

요순지도 아아니냐(<군신유의>)”, “외당에는 남자살고 안방에는 여자있

어 가처를 거느닐제 내몸부터 공경하고 가부를 섬길적에 한결같이 유순

하며 부부지례 엄절하면 가도엇지 아니되리(<부부유별>)”, “형섬기는 마

음으로 어른에게 공경하며 하우사랑 하는대로 어린사람 헤아리면 장유지

절 분명하여(<장유유서>)”, “심덕으로 사귄벗은 절절사사 일을삼어 모진

행실 경계하고 착한길로 인도하며 어진행실 사모하여 도덕군자 사귀어서

붕우유신 되여보세(<붕우유신>)”

오륜가류 가사는 조선말 많이 지어지고 일제강점기까지 그 영향이 지

속된다. 정도교의 <오륜가>도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5조목을 여타의 오륜가류와 큰 내용의 차이없이 풀어내고 있

어 앞서 본 『강륜보감』의 경우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근대화에 따라 임금도 없어진 상황에서 조선시대로부터의 오륜관계에

서의 도덕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는 점은 사실 퇴행적일 수 있다. 예컨

대 야스마루 요시오의 통속도덕론도 근면·성실 등의 덕목이 일본의 근대

화에 적합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하지만, 유교가 망국의 책임을 지고 모

든 비판을 떠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륜 도덕은 오히려 시대에 적합한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계속 종교 안에서 일상의 오륜 도덕이 반복되고 강

조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이다.

도덕(道德)은 본디 어대서 생겐는요 사람의께서 생기엿다 하것다 사람은 본

디 어대서 생기엿야하면 도덕(道德)에서 생기엿다 하것다 고(故)로 무도덕

(無道德)이면 무인(無人)이요 무인(無人)이면 무세상(無世上)이라 하것야 못

하것야252)

252) 『符應經』上「人生觀省心說」,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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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유도에서 도덕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는 점은 도덕은 그 종교성과

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도덕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세상이 없다. 도덕을 곧 세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바라보고 있

다는 점은 종교의 도덕실천에 대해 단지 심상하게 볼 것만은 아님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2.2. 조상과 후손 관계

삼덕교는 증산계 교단으로, 조상을 모시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

학계를 비롯한 여타의 신종교 교단들도 물론 제사를 통해 조상을 모시지

만, 삼덕교와 같이 교리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가사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아래 가사를 통해 그 양상을 보고자 한다.

허기발양(虛氣發陽) 그만두고 원기발양(元氣發陽) 좋을시구

뛰지마소 뛰지마소 화독세계(火毒世界)에 뛰지마소

부모(父母)를 생각(生覺)하면 자네 어이 그러한가

가지마소 가지마소 천리만리(千里萬里) 가지마소

처자(妻子)를 생각(生覺)하면 자네 어이 그러한가

뛰고싶어 뛰려는가 천지기(天地機)틀이 그러하네

가고싶어 가려는가 바람결에 쓸린 마음

광풍(狂風)조차 돌아 드네 애고(哀告)답답 우리동양(東洋)

시비분운(是非紛紜) 고사(姑舍)하고 도덕(道德)이나 닦아보세

넘어가네 넘어가네 서양(西洋)으로 넘어가네

동(動)치마소 동(動)치마소 부디부디 동(動)치마소

가두우소 가두우소 눈정신(精神)을 가두우소

모두우소 모두우소 마음심자(心字)를 모두우소

살피소서 살피소서 하초기운(下焦氣運)을 살피소서

천지(天地)도 없어지고 강산(江山)도 무너지니

인간기(人間機)틀 어이할고 설음이야 설음이야

애고(哀告)답답 설음이야 뉘를 믿고 산단말가

무명악질(無名惡疾) 더욱 싫네 좋을시구 좋을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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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심(心)자 좋을시구 새마음을 찾아 노면

천지(天地)도 다시 보고 인간세계(人間世界) 다시 보네

희소(喜笑)로다 희소(喜笑)로다 부모처자(父母妻子) 다시 만나

선령향화(先靈香火) 좋을시구 인간의리(人間義理) 이 아닌가

잊지마소 잊지마소 부디부디 이 말 부디 잊지마소(<안정가(安定歌)>253))

위의 <안정가(安定歌)>에서 사람들에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불의

독기로 가득한 화독세계로 뛰어들지 말 것을, 지금 이곳을 떠나 다른 곳

으로 천리만리 가지 말 것을 말한다. 가사의 제목처럼 안정(安定)하라는

뜻이다. 천지의 기틀이 짜여진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화뇌동하여 움직

이게 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부디 움직이고 말고 도덕을 닦을 것을

당부한다. 천지의 기틀로 대표되는 시운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운이며, 천지도 강산도 사라지고 무너지는 참혹한 운이다. 게다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악질까지 닥치게 된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

은 멀리 천리만리 화독세계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두고 도덕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새 마음을 찾을 때, 천지와

인간 세계를 다시 보고 기쁜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됨을 가사를 통

해 강조하고 있다. 곧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해 물리적인 장소로 피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수양을 통해 극복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동

학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조상과 관련한 “先靈香火 좋을시구 人間義理 이 아닌가”라는 구

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선령(先靈)은 조상을 말하고, 조상에게 향

화, 곧 제사를 지내고 모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선령향화’라는 구절

은 동학 가사와는 달리 조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증산 자신도

봉친육영(奉親育嬰)과 함께 ‘선령향화’를 중요하게 언급한 바 있다.

이해 가을 어느 날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부지런히 농사

253) 제하주에 “창교일년 경신 시월삼일 법석시출 보성 오봉리에서”라 되어 있다.
경신년은 19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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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쓰고 밖으론 공사를 받드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 안으론 선령의 향

화와 봉친 육영을 독실히 하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시도다. (『대

순전경(大巡典經)』 행록 4장 44절)

김탁은 증산교단의 선령 인식에 대해 선령신들이 이 세상의 자손을 구

원하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며, 조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살 수 없

음을 강조한다. 곧 조상은 구원의 주체자임을 아래의 구절을 통해 보여

준 바 있다.254)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앗아 내

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느니라(『대순전경』 6장 42절)

광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일은 살 길과 죽을 길을 결정하는 것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 광찬이 여쭈어 가로대 선령신을 부인하거나 박대하는 자

는 살 기운을 받기 어려울 것이로소이다. 천사 한참 생각하시다가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대순전경』 4장 125절)

조상에 대한 언급은 그를 잘못 행한 자, 곧 부모와 조상을 바꾸는 자에

대한 경고로까지 이어진다.

이 시대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대순전경』 6장 124절)

삼덕교에서는 혈연으로서의 선조뿐 아니라 증산을 영적인 선조로 중시

한다. 혈통연원이 되는 자신 집안의 직선조(直先祖)와 천지의 직선조가

되는 증산의 심중로(心中路)를 닦아 천지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갱생

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중로, 마음 안의 길이란

결국 조상과 증산이 행했던 도덕과 더불어 그들에게 대하는 후손과 교인

254) 김탁, 「한국신종교의 조상숭배-증산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20, 2000,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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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인 태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성씨의 시조인 혈통연원의 인도직선조(人道直

先祖) 심중 길(心中路)을 먼저 밝히고 천지직선조(天地直先祖)의 심중길(心

中路)을 닦아 밝혀서 천지와 더불어 갱생(更生)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증

산상제(甑山上帝)님을 밝히는 법이 되니라 하시니라.255)

이러한 인식은 아래의 <생명도덕가(生命道德歌)>에서 잘 드러난다.

천지(天地)로 잡고 칠대(七代)런가 자가(自家)로 잡고 칠대(七代)런가

천지칠대(天地七代) 살았으니 자가칠대(自家七代) 안살손가

애재(哀哉)라 나의 자손(子孫) 선령심중(先靈心中) 다 버리고

남의 심중(心中) 웬일인고 칠대명령(七代命令) 받아 내어

불효죄목(不孝罪目) 다스린가 옥중(獄中)들어 삼년(三年)이라

벗었구나 벗었구나 천지수치(天地羞恥) 벗었구나

원수(冤讎)로다 원수(冤讎)로다 갑오일기(甲午日氣) 원수(冤讎)로다

벗었구나 벗었구나 갑오수치(甲午羞恥) 벗었구나

천지수치(天地羞恥) 벗었으니 인간수치(人間羞恥) 못벗을까

해원(解冤)이야 해원(解冤)이야 천지해원시간(天地解冤時間) 돌아오니

우리칠대(七代) 해원(解冤)일세 첩첩(疊疊)이 쌓인 울기(鬱氣)

오늘날은 해원(解冤)일세 지극(至極)하다 나의 자손(子孫)

십년(十年)을 길을닦아 질명(質明)에 제(祭)를올려

인도(人道)줄을 닦아노니 인도환형(人道幻形)이 되었구나

계재(戒哉)라 나의 자손(子孫) 일가(一家)이 화합(和合)되어

일심단기(一心團氣) 살아가면 자연자연(自然自然) 전로(前路)가 열리나니

전곡(錢穀)없어 죽을손가 기운(氣運)없어 죽느니라

일기(一氣)로 화합(和合)되면 자연자연(自然自然) 사나니라(<生命道德歌>)

천지칠대(天地七代)라 함은 자가칠대(自家七代)에 상응되는 말인데, 천

255) 『삼덕교사(三德敎史)』 13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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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수치가 벗어지고 천지해원의 시간이 돌아오니 이에 따라 칠대조상

의 그동안 쌓였던 울기(鬱氣)가 해원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한다.

이 칠대조상의 해원은 시운에 따른 것이지만, 자손의 노력에 따른 것이

기도 하다. 자손의 새벽에 제사를 올려 인도(人道)줄을 닦은 지극한 정성

으로 인한 것이다. 자손에게 돈과 곡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없어 죽는 것이라 경계하면서, 한 기운으로 화합하면 자연스레 살 수 있

음을 말한다. 조상과 도덕은 밀접한 관계에 있며, 조상에 대한 도덕적

강조는 동학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256)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화복에 그치지 않고, 조상과 후손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관계를 설정하여 도덕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넓혔다고도 볼 수

있다.

3. 소결

신종교가사의 도덕 개념에 대해 동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

곧 시대를 반영하는 표상, 재난시에 생사 분별 요건, 이상향에서의 구성

원이 지녀야 할 자격으로 나누어 동학에서부터 출발한 이 유형들이 일제

강점기 이후 신종교 교단에서도 수용되거나 혹은 변용되는 측면이 있음

을 살폈다.

갱정유도, 동학교, 금강불교, 삼덕교의 가사를 통해 도덕적 관계를 맺

는 대상을 오륜관계와 조상-후손 관계를 통해 보았다. 오륜관계를 보여

주는 갱정유도의 『강륜보감』은 신종교가사 안에서의 통속적 도덕의 모

습을 잘 보여주었다. 삼덕교의 조상-후손 관계에서의 도덕 양상은 동학

의 사유에서 낯선 부분으로, 조상에 대한 도덕 관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56) 예컨대 최시형이 제정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사법은 조상과 후손의 기 측
면에서 보았을 때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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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비결가사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비결가사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

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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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결가사의 시운과 도덕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는 1921년 『개벽』지에 조선민족의 근본신

념을 숙명론이라 보고, 이를 비판하며 과학적 정신과 실용주의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누가 조선민족의 종교를 유교라 합니까. … 이렇게 조선민족의 근본신념이 숙

명론적 잡신교이기 때문에 … 조선서 가장 민중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전

이 무엇입니까. 사서오경입니까. 신구약성경입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도저도

아니오 정감록이라 합니다. 조선민중중에 정감록을 얻어본 사람이 몇 명이 아

니되리다 마는 아동을 제(除)해 놓은 조선민족치고 정감록 중의 일이절을 못

들은 자도 없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중에 몇 구를 아니 믿는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일세의 호걸인 대원왕(大院王)도 그의 필생의 정력을 정감

록에 예언된 이조의 명운의 진로에 바치기에 다하였다 합니다. 지금도 계룡산

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하니 이것을 일부 우민(愚民)의 망거(妄擧)라고

일소(一笑)하여 버릴 수 없는 것이오 진실로 조선민족의 혈액 중에 흐르는 숙

명론적 인생관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으로 짐을 싸 가지고 가는 자

는 몇 백이나 몇 천에 지나지 못하더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을 품은 자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며 「구인종어양백(求人種於兩白)」, 「구곡종어삼풍(求穀

種於三豊)」이라던지, 진인(眞人)이 종해도중출래(從海島中出來)라던지 「경신

신유(庚申辛酉) 유혈성천(流血成川)」, 「임술계해(壬戌癸亥) 만사가지(萬事可

知)」하던지 하는 예언을 확신하는 자, 반신하는 자, 그럴는지도 모르리라 하

는 자는 거의 삼십세 이상된 조선민족의 전부라고 할 만합니다.257)

이광수는 정감록을 예로 들어 숙명론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였는데, 정

감록이 유교경전이나 성경보다 민중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전이

라 하며, 정감록 자체를 얻어 본 사람은 몇 명이 안 되겠지만 정감록 안

257) 魯啞(이광수),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개벽』14, 1921.8.
37-38쪽. 가독성을 위해 현대어역을 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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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절들을 한 두개라도 들어보지 않은 자가 없고, 또 의식적·무의식적

으로 안 믿는 자도 없을 것이라 한다.짐을 싸서 계룡산으로 모이는 자는

몇 백, 몇 천일 것이나 가기를 원하는 자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며, 예언

의 구절들을 확신하는 자부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자들은 30세 이

상 되는 자들은 거의 다일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를 믿지 않는 자

들도 있겠으나 아주 소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지 10년이 된 그때

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감록의 한두 구절이라도 들어보았고, 또 어

느 정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258) 곧 전신과 전화선 등이 문

물이 깔리며 서양식의 사고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던 근대기에도 여전

히 사람들은 전신·전화·철도등의 설치를 정감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쪽으로 해석하며 정감록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는 커녕 더 강화했던 것이

다. 이를 이광수는 남대문통, 태평통 같은 길들은 20세기식이나, 대로에

서 주민들이 사는 집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배치와 활동이 다 옛

조선식이라는 명쾌한 비유를 하며, “우리의 精神的生活도 表新裏舊의 二

重生活을 하는 중”이라 하며 당대인의 이중적 정신세계를 지적하였다.259)

이렇듯 정감록을 비롯한 여러 비결들은 당대 민중의 사유 기반을 이루

었는데, 신종교 역시 비결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들 비결은 신종교

가사의 주요 주제에 활용되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동학이 정감록으로부터 종말론적 사유를 취하되 새로운 도덕적 전환을

이뤄낸 바와 마찬가지로, 신종교가사는 비결서들의 널리 회자되는 구절

을 이용하되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신종교가사 중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 특정인물에게 가탁260)되어 비결의 내용을 수용 혹

258) 글이 쓰인 1921년으로부터 몇년 뒤인 1923년부터 정감록이 수 종이나 공간(公
刊) 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광수는 직접 정감록을 손에 넣은 자들은 몇몇
없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의 해소로 인해 정감록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259) 魯啞(이광수),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개벽』14, 1921.8.
39쪽.

260) 남사고, 이서구 등의 저명한 예언가로 인식되었던 인물의 이름을 가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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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용, 나아가 스스로 비결화되고 있는 가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사

를 비결가사(秘訣歌辭)라 일컬으려 한다

비결가사는 비결서와 마찬가지로 다가올 앞날의 위험의 때를 알리고,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암시하는 가사라 할 수 있다. 비결서

의 구절들은 난해하였고, 파자법 등으로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261) 비결

가사는 감춰진 비결구(秘訣句) 혹은 비결어(秘訣語)들의 의미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앞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언

가사’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으나,262) ‘예언가사’란 용어에는 파자법 등을

활용해 읽는 이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없게 하는 비밀스러움에 대한

뉘앙스가 빠져 있기에 비결가사라 지칭하기로 한다. ‘예언’이란 용어에는

그 의미가 감춰져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결(祕

訣)’, 곧 숨겨지고 감춰진 말이어야만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며, 해석

상의 과정에서 전유가 가능해진다.

비결가사의 주제와 내용은 기존 정감록류의 비결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민중 수용층에게 익숙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비기도참의 예

언적 기표(記表)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기의(記意)를 신종교의 사유 내용

으로 바꾸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의 과정을 거쳐 비기도참의 사유를

수용하면서도 전복한다.263) 예언의 기표들은 감춰져 있고, 그 비밀은 해

이를 통해 기존 비결서와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된다. 기존 비결서들도 이런 ‘예언
가’들의 이름을 가탁하여 신빙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261) 김탁은 비결을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 자료’라고 한 뒤, 좀 더 좁게는 ‘파자(破字)를 사용하여 단어
나 문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 수 없거나 힘든 용어’라 정의 내린
다. 김탁,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 북코리아, 2019, 104쪽.

262) 유경환은 ‘예언문학’으로 『격암유록』 전체를 일컬은 바 있으며(『한국 예언문
학의 신화적 해석: 격암유록의 원형적 탐구』, 대한출판공사, 1986), 남혜원 역시
정감록을 ‘예언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백승종과 김탁은 ‘예언문화’
혹은 ‘예언사상’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백승종, 『한국의 예언문
화사』, 푸른역사, 2006; 백승종,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하다』, 푸른역사, 2007;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上下, 북코리아, 2016) 곧 ‘예언’ 용어가 기존에 주로
활용되었다.

263) 비결구를 풀이하는 비결서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보통 ‘讖曰’이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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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감록을 비롯한

비결의 내용들은 일부 키워드, 혹은 구절 등으로 압축되어 입에서 입으

로 오르내리고,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된다.

의미가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은 ‘궁궁(弓弓)’과 같은 비결구들은 막연

히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만 인식되었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았다. 비결가사는 민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결과

관련하여,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감춰져 있는 ‘비밀’

을 적극적으로 가사 내에서 해석하며, 강한 호소력을 보여준다. 이는 비

결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전유의 과정, 곧 비결의 기표와 상황을 수용하

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신종교의 사유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이 가운데 비결가사는 또 하나의 정감록과 같은 비결서가 된다. 앞서

이광수의 글에서 보았듯 정감록의 몇몇 구절들이 널리 민중들에게 수용

되었었는데, 비결가사는 가사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 구절을 기억하기가

보다 용이하였다. 그리하여 비결서가 일부의 교단에서 한정되어 사용되

는 것이 아니듯, 비결가사 역시 동학계·증산계 등의 종교 계통을 넘나들

며 이용될 수 있었는데, 이는 비결가사가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결가사의 창작자를 권위 있는 ‘예언

가’에 가탁했기에 보다 쉽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런 한편 비결가사는

단지 또 하나의 비결서에 머무르지 않았다. 신종교의 사유, 곧 도덕이 결

여된 종말론적 상황과 그 회피방안에 대한 비결의 예언에서 새로운 시운

을 자각하고 도덕적 전환을 이뤄낸 사유방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곧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종교가사의 연구에

서 비결가사 또한 고찰의 범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

이고 본장에서 비결가사를 다루는 이유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비결가사들은 《채지가(採芝歌)》264), <궁을가(弓乙

기존의 비결서 등의 구절을 제시하고, 그를 해석하려 한다. 곧 비결구의 풀이는
비결가사만의 것이 아니다. 비결가사의 특징은 비결구를 풀이하되, 이를 신종교의
사유내용으로 전유하여 수용·전복한다는 점이다. 비결가사는 비결서와 긴장관계
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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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265), <지지가(知止歌)>266), 『격암유록』 내 가사들267)이다. 여타의

비결가사들도 많이 있겠으나, 이들 가사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학에

서 정감록의 개념들을 전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감록 등의 비결을 부정

혹은 변용하는 입장에 서 있고, ‘시운’과 ‘도덕’의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

기에 본고의 주제에 적합하다.

1. 비결가사의 시운

비결가사에서의 시운관, 곧 다가오는 시운과 그에 따른 재난에 대한

사유는 동학 초기에 그 시운에 대한 사고가 소박한 모습268)에 그쳤던 것

264) 조선 시대의 강산(薑山) 이서구(李書九)가 지었다고 가탁되는 비결가사이다.
<남조선(南朝鮮) 뱃노래>, <초당(草堂)의 봄꿈>, <달노래>, <칠월식과(七月食
苽)>, <남강철교(南江鐵橋)>, <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 6편의 가사로 이뤄
져 있다.

265) 조선 명종 때의 북창(北窓) 정렴(鄭, 1506-1549)이 지었다고 일컬어지는 비결
가사(秘訣歌辭)이다.

266) <지지가>는 《임하유서》 중 한편인데, <임하유서>는 <지지가(知止歌)>, <경
탄가(警歎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甲子歌)>, <연월가(年月
歌)>의 5편으로 이뤄진 가사이다. 동학교 《용담유사》의 권2에 속해 있으나, 동
학교의 김덕용(金德龍)(동학교 교주 金周熙의 아들)은 권1의 <용담유사>, 권2의
《임하유서》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교주 김주희의 저작이라 말한 바 있어(최원식,
「東學歌辭 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ⅹⅲ
참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비결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26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격암유록』 60편 중 가사는 33
편으로 다음과 같다. <농궁가(弄弓歌)>, <길지가(吉地歌)>, <궁궁가(弓弓歌)>,
<을을가(乙乙歌)>, <전전가(田田歌)>, <반사유가(般四乳歌)>, <십승가(十勝歌)>,
<해인가(海印歌)>, <양백가(兩白歌)>, <삼풍가(三豊歌)>, <칠두가(七斗歌)>,
<석정가(石井歌)>, <십성가(十姓歌)>, <삼팔가(三八歌)>, <해운개가(海運開歌)>,
<백석가(白石歌)>, <격암가사(格庵歌辭)>, <궁을도가(弓乙圖歌)>, <계룡가(鷄龍
歌)>, <사답가(寺畓歌)>, <계명성(鷄鳴聲)>, <가사총론(歌辭總論)>, <출장론(出
將論)>, <십승론(十勝論)>, <양백론(兩白論)>, <삼풍론(三豊論)>, <계룡론(鷄龍
論)>, <송가전(松家田)>, <승운론(勝運論)>, <도부신인(桃符神人)>, <성운론(聖
運論)>, <말초가(末初歌)>, <말중가(末中歌)>.

268) 이는 ‘선천’, ‘후천’ 등의 용어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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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보다 다각화되고 묘사가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69)

《채지가》에서는 시운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남조선 뱃노래>에서는 상원갑에서 중원갑으로의 변화,270) <초당의 봄

꿈>에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271) <달노래>에서는 개벽과 후천

의 문명시대,272) <칠월식과>에서는 주역(周易)과 정역(正易)의 역리적

(易理的) 시기구분,273) <남강철도>에서는 해원시대,274) <춘산노인 이야

기>에서는 다가올 가을의 시기275)를 노래하고 있다. 《용담유사》와 비

교해 볼 때, <몽중노소문답가>에서 하원갑에서 상원갑으로의 변화를 노

래한 것과는 달리(“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남조선 뱃노

래>에서 상원갑에서 중원갑으로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실제 창작년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는데, 최제우가 상원갑의 시작을

1864년으로 보았던 것을 감안하면 중원갑의 시작은 1924년이다. 비결가

사의 특성상 정확한 창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홍범초의 경우 1910년대부

터 읽혔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276) 만일 이때 창작된 것으로 본다면 상

난다.
269) 이러한 점은 여타의 신종교가사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지닌다. 비결가사의 창작
연대는 분명히는 알 수 없으나, 사용된 용어, 사상 및 서지사항 등을 볼 때, 20세
기 이후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타 신종교교단 내 창작된 가사 창작 시기
와 일치한다.

270) 《채지가》 <남조선 뱃노래> “上元甲이 지나가고 中元甲이 當해오니 初伏 中
伏 다 지내고 末伏을 바라보니 그 동안에 氣運받아 萬國文明 받아오니 人事는 機
會가 있고 天理는 때가 있어” 《채지가》의 텍스트는 김광순 논문에 소개된 것
에서 인용한다. 김광순, 「水雲歌辭에 對하여-解題와 原文紹介」 『퇴계학과 유
교문화』15,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87.

271) 《채지가》 <초당의 봄꿈> “先天運數 지나가고 後天運數 돌아올 때”
272) 《채지가》 <달노래> “開闢天地 열렸도다 文明時代 되었던가 (중략) 달아 달
아 밝은 달아 後天明月 밝은 달아”

273) 《채지가》 <칠월식과> “先天八卦 羲易인데 天地否卦 되었더라 (중략) 羲易이
周易되니 陰陽亂雜時代로다 (중략) 人尊時代 되었으니 周易이 正易이라”

274) 《채지가》 <남강철도> “解寃時代 만났으니 解寃이나 하여 보세”
275) 《채지가》 <춘산노인 이야기> “秋成時期 當到하니 豊年豊字 秋成이라 天下群
倉 쌓아놓고 八道人民 救濟할 제 億兆蒼生 어이 하리”

276) “증산교를 신봉했던 배동찬(裵東燦)님이 6.25사변 전에 경북 영주군(榮州郡) 문
수면(文殊面) 월호리(月呼里)에 사는 김헌진(金憲鎭) 교인의 집에 갔는데 김헌진
씨의 부친이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필기해 두었다는 이 가사를 받아 온 뒤부터
였다. 김헌진씨 부친의 생년(生年)이 경진(서기 1880년)이라 하니 이 채지가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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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갑에서 중원갑으로 가는 때로 당시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한편으로 주

역에서 정역으로의 시대구분 등은 김항의 정역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가오는 시대를 해원(解冤)의 시대로 파악한 것은 증산사상에 깊은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77)

《채지가》에서 다가올 시기는 하원갑, 후천, 문명시대, 정역, 해원시

대, 가을 등으로 설명되며, 지금까지 분석해 왔던 신종교가사와 마찬가지

로 시운의 변화, 특히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해원’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증산사상의 영향이 엿보인다. 한편으로

다가올 때에 큰 재난이 닥치리라는 경고가 뒤따른다.

술살기운278) 일어날 때 일야상살279) 가위(可謂)로다

술살기운 받는사람 가는날이 하직일세

혈기(血氣)믿는 저사람아 허화난동(虛火亂動) 조심하라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마다 넘어간다

남풍북(南風北)이 일어나니 만국성진(萬國腥塵) 되었구나

일야상설(一夜霜雪) 하실적에 만수낙엽(萬樹落葉) 다시나고280)

말년백설(白雪) 쌓일적에 녹죽창송(綠竹蒼松) 푸를정자281)

사시장춘(四時長春) 불변(不變)하니 군자지절(君子之節) 제일(第一)일세(<초당

의 봄꿈>)282)

상에 읽혀진 때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대부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범초,
『증산종단 가사집 남조선 뱃노래』 한누리미디어, 2000, 13쪽.

277) 다음에서도 ‘해원’이란 용어들이 나타난다. “九千에 호소하니 解寃門이 열렸구
나(<南朝鮮 배노래>)”, “후천운수 열릴 때에 해원시대 기다리라 정녕 분부 이러
하니 그 이치를 누가 알소냐 五萬年之 運數로다 그 아니 장할시구(<초당의 봄
꿈>)” 박병훈, 「채지가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13, 2017, 113-114쪽 참
고.

278) ‘肅殺氣運’을 말한다.
279) ‘一夜霜雪’을 말한다.
280) 다른 판본에는 ‘다 지내고’로 되어 있다.
281) ‘푸를 靑字’를 말한다.
282) <채지가>를 포함하여 이하의 <궁을가>, <지지가>, 『격암유록』의 가사들은
원문의 한자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하고, 현대어역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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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숙살기운(肅殺氣運)’과 ‘일야상설(一夜霜雪)’, ‘만년백설(萬年白雪)’

등의 파국의 때가 옴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파국은 지나가는 것

이며 새로운 때가 올 것임을 암시한다. 하룻밤 사이의 서리와 눈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떨어질 지라도 언젠가 다시 날 것이며,283) 하얀 눈이 오

래도록 쌓이더라도 대나무와 소나무는 여전히 봄처럼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나무와 소나무는 다른 잎이 떨어지는 나무들과

대비되는데, 이는 도덕을 지킨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유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선천도수 어찌하여 선악구별 혼잡해서

소인도장 되었으니 군자소식284) 되었던가

악한자도 복을받고 착한자도 화를당하네

후천운수 개벽할때 선악구별 가릴적에

신목여전 무섭더라 암실기심 하지마라

네몸에 지은죄는 네몸에 그칠것이오

네몸에 닦은공덕 네몸에 복록이라

콩을심어 콩이나고 외를심어 외가나니

그도역시 이치로서 천리인사 일반일세(<남조선 뱃노래>)

이전의 선천시대에는 선악의 구별이 혼잡하였다고 하고, 이를 천지비

(天地否)괘의 단사(彖辭)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곧 ‘소인의 도는 커지고,

군자의 도는 줄어든다[小人道長 君子道消]’인데 선천을 천지비괘로, 후천

을 지천태(地天泰)괘로 바라보는 정역(正易)식의 선후천관을 보여주고

있다. 선악구별이 혼잡하였던 선천운수가 이제 ‘콩을 심어 콩이 나고 외

를 심어 외가 나’는, 인과응보의 이치가 명확해지는 후천운수로 접어들게

된다.

283) ‘다시 나고’가 ‘다 지내고’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이 경우는 인고의 때를 보
내야 함을 의미한다.

284) ‘君子道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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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가>에서는 이른바 소강절(邵康節)의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285)

로 시운을 파악하고 있으며,286) 이전 임진, 병자호란과 같은 외국의 침입

이 재난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도(無道)하다 외국병마(外國兵馬) 예의지국(禮義之國) 침범(浸犯)이라

요순지세(堯舜之世) 되련마는 도인외(道人外)에 누가알꼬

패도(悖道)말고 수도(修道)하면 도하지(道下止)가 이것이라

지성(至誠)으로 늘부르면 외국병마(外國兵馬) 불범(不犯)이라(<弓乙歌>)

비록 외세로 인한 병란(兵亂)이 일어날지라도 수도(修道)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비결서에서 말하는 도하지(道下止)임을 밝

혔다. 《용담유사》에서 “십이제국 괴질운수” 곧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병겁으로 본 바와 비하면 차이가 있다. 이에 <궁을가>를 늘 부르면 병

마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신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지지가>에서는 재난의 때를 특정 간지로 제시한 후 그때를 맞이하여

중입(中入), 곧 알맞게 들어갈 것을 말한다.

구호사토(九虎四兎) 맛치마저 중입자(中入者)가 이로다

유복자(有福者)입도(入道)하고 불입자(不入者)는 무복(無福)이라

의아(疑訝)잇그사은 읏지그리 매몰(埋沒)고(<知止歌>)

‘구호사토(九虎四兎)’의 시기287)가 ‘중입’하는 때라는 것인데, ‘중입’은

정감록에서는 십승지로 피난할 적에 때에 맞게 들어갈 것을 말하는 개

념288)이다. 그러나 <지지가>에서는 공간적인 장소로의 지향이 종교공동

285) 소강절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를 통해 천지의 수를 밝혔는데, 1원(元)
은 각각 12회(會), 360운(運), 4320세(世), 129600년에 해당한다.

286) “此時甲子 九復下에 太平世上 更歸로다 二十四會 星辰下에 二十四會 變復이라
十二會 成道허니 다시分明 十二會라(<弓乙歌>)”

287) 오행(五行)과 지지(地支)를 결합하여 특정 때를 나타낸다. ‘庚寅年’과 ‘辛卯年’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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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입도(入道)로 전환되어 나타난다.289) 재난의 때에 입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입도하지 않고 의아심을 갖는 이에게는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재궁궁’의 논리와 다시 한번 연결된다.

이재궁궁(利在弓弓) 몰나씨니 너의 신세(身世) 가련(可憐)하다

이재송송(利在松松) 알아씨니 이재가가(利在家家) 알기쉽고

이왕가송(已往家松) 알아씨나 이재궁궁(利在弓弓) 읏지아

궁을성도(弓乙成道) 기장(奇壯)하다 운수(運數)라 입(入)사람

기장(奇壯)하고 기장(奇壯)하다 시구시구(矢口矢口) 조을시구(鳥乙矢口)

네가조치 내됴을남아처세(男兒處世) 호시절(好時節)에

아니고 무엇하리 하님이 불효불충(不孝不忠)

그사을 죽이랴고 십이제국(十二諸國) 병란(兵亂)

수성화성(水星火星) 병침(幷侵)하니 생(生)할사몃몃친고

도인외(道人外)에 뉘가알(<知止歌>)

‘이재송송’을 알았으면 ‘이재가가’를 알기 쉽다는 것인데, 여전히 ‘이재

궁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나간 ‘이재송송’, ‘이재가가’의

상황290)을 통해 비로소 비결서의 뜻을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올 ‘이재

궁궁’의 의미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은 《용담유사》와 상통하는 부분이다.291) 운수(運數)에 따라 들어오는

288) 호소이본 『정감록』 「감결」에는 “지각이 있는 자는 이때에 십승지로 가라.
그러나 먼저 들어간 자는 돌아오고, 중간에 들어간 자는 살며, 뒤에 들어간 자는
죽으리라[有知覺者, 此時去十勝地. 然先入者還, 中入者生, 後入者死.]”라 되어 있어
십승지를 들어감에 있어서 때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십승지가 병화를 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간이나,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공간이
기에 환난의 때에 맞게 들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9) <지지가>에서 십승지의 공간적 측면 부정은 다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吉
地차가는사안질坐字 아랏거든 定할定字 하여보쇼 안질坐字 알터이니 알거
덜낭 願誦하쇼 心和氣和 되나니라 (…) 避亂가는 뎌사은 離去親戚 어간고 가
곳이 죽곳을 이갓치 몰나씨니 不祥코 可憐하다 너도잇스면 내말듣고
修道여 忠孝廉貞 다를” 피난 가는 사람은 가는 곳이 곧 죽는 곳임을 모르
고 있다고 경계하며, ‘坐’와 ‘定’, 곧 이동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수도할 것을 말하
고 있다.

290)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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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기장(奇壯)하다고 찬탄하는데, 곧 ‘온 세상의 병화兵禍[十二諸國

兵亂]’가 닥치는 때이며 효와 충성으로 대표되는 도덕을 행하지 않는 이

를 하늘님이 죽이려 한다고 강조하며, 살아날 사람은 도인 외에는 없을

것이라 하고 있다.

『격암유록』의 가사들은 한 개인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며, 여러

기존 가사·비결들이 활용되어 중층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가사를 비롯한

모든 편들이 일관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한

편 『격암유록』의 60편292)이 복수의 예언·비결 편집자의 특정 의도와

목적에 의해 내용이 선택·배치·수정·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293)

전적으로 서로 관계 없는 무분별하고 혼란스러운 텍스트로 볼 수도 없

다. 곧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편들은 상보적

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격암유록』의 각

편들을 들어 ‘시운’과 ‘도덕’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이 미흡하나마 전체상

을 그릴 수 있게 해 준다. <가사총론(歌辭總論)>을 통해 『격암유록』에

서 나타나는 말세의 혼란상을 보도록 한다.

시국흥망(視國興亡) 여초개(如草芥)로

부자쟁재(父子爭財) 부처이혼(夫妻離婚) 정부시사(情夫視射) 과부생산(寡婦生産)

음풍대행(淫風大行) 유부지처(有夫之妻) 배부(背夫)라니 말세(末世)로다

군약신강(君弱臣强) 민교리(民嬌吏)에 이살태수(吏殺太守) 무소기탄(無所忌憚)

일월무광(日月無光) 진무창천(塵霧漲天) 한고무금(罕古無今) 대천재(大天灾)로

천변지진(天邊地震) 비화낙지(飛火落地) 삼재팔란(三灾八亂) 병기시(幷起時)에

291) “우리도 이세상의 이궁궁 엿”(《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29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格菴遺錄:南師古秘訣』 청구기호 古1496-4)을 기준
으로 한다. 가독성을 위해 『格菴遺錄』의 원문의 한자에 한글을 병기한다.

293) 최중현은 저본에 집중하고, 그 서지학적 토론에 대해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격암유록』이 위서라는 지적들이 자칫하면 저본들의 존재를 모두 부정할
위험성이 있고, 『격암유록』 전체가 편집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편집자들은 타인을 미혹하려 한 자들이 아닌, 스스로가 예언
의 진실된 신봉자들이었고, 나름의 비결의 최종판을 펴내려고 한 이들이라는 점
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최중현, 『한국메시아운동사2』, 생각하는백성, 2009,
3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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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時)를 아노 세인(世人)들아 삼년지흉(三年之凶) 이년지질(二年之疾)

유행온역(流行溫疫) 만국시(萬國時)에 토사지병(吐瀉之病) 천식지질(喘息之疾)

흑사고혈(黑死枯血) 무명천질(無名天疾) 조생모사(朝生暮死) 십호여일(十戶餘一)

산람해장(山嵐海瘴) 만인다사(萬人多死) 대방국수(大方局手) 할길업서

오운육기(五運六氣) 허사(虛事)되니 무명악질(無名惡疾) 면(免)할소냐

당복엄마(當服奄麻) 상송주(常誦呪)로 만괴개소(萬怪皆消) 해인(海印)일세

광풍음우(狂風淫雨) 격랑노도(激浪怒濤) 지진화재(地震火灾) 불우지환(不虞之患)

독창악질(毒瘡惡疾) 살인강도(殺人强盜) 기근아사(飢饉餓死) 여기저기

전쟁대풍(戰爭大風) 홀기(忽起)하야 자상천답(自相踐踏) 호곡성(昊哭聲)에

안심(安心)못할 세상(世上)일세 삼인일석(三人一夕) 쌍궁(雙弓)알소

방도군자(訪道君子) 수도인(修道人)아 십승복지(十勝福地) 궁을(弓乙)일세

무도대병(無道大病) 걸인 자(者)들 불사해인(不死海印) 나왓다네(<歌辭總論>)

아버지와 아들이 재물로 다투고, 부부가 이혼하며, 남편에게 눈을 흘기

고, 과부가 출산을 하며, 음풍(淫風)이 크게 유행하고, 남편을 배신하는

등의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며, 이를 말세라 칭하고 있다. 옛부터 지금

까지 드물었던 커다란 하늘로부터의 재앙[大天灾]으로 인하여 전염병으

로 열 집에 한 집이 살게 될 것이라 하며, 지진, 화재, 독창, 악질, 살인,

강도, 기근, 전쟁 등의 재난들을 열거하고, 서로 짓밟고 통곡하는 소리에

안심하지 못할 세상이라 한탄한다. 이에 십승복지의 궁을, 죽지 않는 해

인(海印)을 구원의 방책으로 제시한다. ‘궁을’을 ‘십승복지’라는 일종의 지

리적인 곳으로 여겼다는 점은 동학이 ‘궁을’에서 지리적 의미를 탈각시킨

점에 비해 다소간 후퇴한 것이다.294) 또한 특정 재난의 때를 제시하고

알맞게 들어가야 함을 알리기도 한다.

294) 그러나 뒤에서 다루듯 『격암유록』 <십승론(十勝論)>에서는 십승지에 대해
경계하고, 이를 마음으로 치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궁을도가>와 <십
승론>의 이러한 불일치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격암유록』자체의 편집성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궁을도가>에서 ‘궁을’을 지리적 장소로 비유하여 민중들에
게 보다 호소력을 갖추게 하려 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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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외(弓乙外)는 불통(不通)일세

어소오소 피난차로 불로불사(不老不死) 선경(仙境)일세

남해동반(南海東半) 자하도(紫霞島)는 세계만민(世界萬民) 안심지(安心地)요

보혜대사(保惠大師) 계신곳이 궁을지간(弓乙之間) 선경(仙境)일세

실시중동(失時中動) 부디마소 말동이사(末動而死) 가련(可憐)하다

백서중심(白鼠中心) 전후삼(前後三)을 심각자(心覺者)가 누구런고 (<弓乙圖歌>)

피난처를 궁을로 제시한 뒤, 이를 세계만민의 안심지, 불로불사의 선경

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때에 맞게 들어가야 하며[中動295)], 뒤늦게 들

어가면[末動] 가련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白鼠296)

中心 前後三’으로 비밀스럽게 비결서의 방식대로 그때를 암시하고 있다.

비결가사에서 나타나는 시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하원갑, 선후

천, 문명시대, 정역, 해원시대, 가을 등으로 다양하게 운수를 비유하여 설

득력 있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채지가》)을 보여주거나, 소강절(邵康

節)의 원회운세설(元會運世說) 인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궁을가>). 재

난의 때를 특정하여 그때에 알맞은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한다.(<지

지가>, 『격암유록』<궁을도가>) 시운과 관련한 재난의 모습들을 비유

적(《채지가》) 혹은 상세하게 묘사(『격암유록』<가사총론>)함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들게 하기도 한다.

곧 비결가사의 시운관은 동학의 소박한 시운관에서 보다 다각화·상세

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타 신종교가사에서 보여주는 시운관을 공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비결가사의 도덕

295) 앞서 보았던 ‘중입(中入)’의 개념과 상통한다.
296) 경자년(庚子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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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가사에서 나타나는 도덕의 모습 또한 정감록에서 동학으로의 변화

와 마찬가지로 시운과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곧 비결에서 결여되어 있

었던 도덕의 차원을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앞으로 재난이 닥치게 되는

시운에서 살아남는 법을 십승지 등의 지리적 공간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도덕적 수양으로 그 의미를 전환시켰다. 이는 비결가사가 비결을 끌어안

으면서도 긴장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채지가》에서는 선악의 응보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일신이 아니라

선조와 자손 간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자대비(大慈大悲) 우리 상제(上帝) 옥추문(玉樞門)을 여러노코

대신문(大神門)을 여러노니 신명(神明)시름 더욱조타

천상공덕(天上公德) 선령신(先靈神)들 자손(子孫)차차 나려올

나을보고 반가해셔 춤을추고 나려올

적선(積善)일내 적선(積善)일내 만대영화(萬代榮華) 적선(積善)일내

백조일손(百祖一孫) 그아누대 누구누구 참예든고

선령신(先靈神)도 멸망되다

희희낙락(喜喜樂樂) 깁벼할재 한모퉁이 통곡이라

도업고 살도업다 영혼(靈魂)인들 이질손야

화인악적(禍因惡積) 되여든가 너의운수 가소(可笑)롭다

복록선경(福祿善慶) 되여시니 이내 운수(運數) 장할시고

자손(子孫)을 잘못두면 욕수선조(辱受先祖) 된다하고

자손(子孫)을 잘둔다면은 선조(先祖)여음 송덕이라

천지인신(天地人神) 때팔경은 선악분간(善惡分間) 분명하다(<달노래>)

상제가 옥추문과 대신문을 엶으로 하여 선령신들이 자손을 찾아 내려

왔을 때 이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선’이 필요하다. 적선은 만대

가 영화를 누리고 복록을 받는 행위인데, 적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의 선

조는 멸망되며, 적선에 참여한 이의 선조는 희희낙락 기뻐하게 된다. 선

대신에 악을 쌓게 되면 화(禍)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다[禍因惡積].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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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못 두면 선조가 욕을 받지만, 자손을 잘 두면 선조의 여음을 노래

하게 될 것이라 하여 자손과 선조의 관계를 도덕으로 풀어 강조하고 있

다. 이런 점은 앞서 삼덕교의 가사를 살펴본 것과 같은 양상인데, 증산사

상이 《채지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궁을가>에는 “非山非野 何處런고 非天非地 星辰이라 … 人口有土 다

알손야 修身修道 안질坐字 落盤四乳 뉘알손야 仁義禮智 積善家라” 등으

로 기존 비결서 구절들을 동원하여 수신수도, 인의예지 등의 도덕의 차

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곧 동학에서 보였듯이 전유의 과정을 통해 기

존 지리적 개념을 도덕의 마음자리로 환치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십승지

등의 길지를 찾아 헤매지 말 것을 당부한다.

궁불재산(弓不在山) 어갈고 을불재수(乙不在水) 기수지(其誰知)오 …

가고가는 저백성(這百姓)은 이향친척(離鄕親戚)을 어이료 …

부모처자(父母妻子) 다바리고 길지(吉地)찬는 저백성(這百姓)아 …

자고창생(自古蒼生) 피란(避亂)여 기만명(幾萬名)이 란는냐(<弓乙歌>)

‘궁을’은 닥쳐올 재난에 살아날 수 있는 지리적 장소로 여겨졌다.297)

한말일제하의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예언된 재난의 시기가

당대라고 생각했을 법하고, 이에 부모처자를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 길

지를 찾아헤매는 행위에 대해 <궁을가>에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다.

궁(弓)은 산에 있지 않으며, 을(乙)은 물에 있지 않다.[弓不在山 乙不在

水]. 궁을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

인의예지(仁義禮智) 불명자(不明者)은 패역위주(敗逆爲主) 뉘알소냐

가고가는 져 백성(百姓)아 이향남변(離鄕南邊) 원일인고

지성(至誠)읍시 피란(避亂)허면 가는곳지 사지(死地)로다 …

적악지심(積惡之心) 다벌이고 궁을가(弓乙歌)을 들러보소 …

297) 弓弓, 혹은 弓乙의 의미 이해에 대해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45-51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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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배반(天恩背反) 누가 생창(生蒼) 알고가도록 패(敗)을본다

억조신지(億兆信地)이라 피란(避亂)허여 가지맛소

어룡조쟁(魚龍鳥爭) 청소(靑巢)허면 비거비래(飛去飛來) 쥭이라

동요(童謠)들러 정심(正心)허면 일심정도(一心正道) 못를소냐(...)

길지(吉地)차져 가자말고 입신양명(立身揚名) 이로다(<弓乙歌>)

인의예지와 지성 등의 도덕적 실천 및 자각 없이는 살 곳을 찾아 피난

한다고 해도 사지(死地)가 될 뿐이다. 길지 등의 지리적 장소를 찾으러

가지 말아야 하며, 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바로잡는[正心] 도덕적 행

위를 강조하고 있다.

포악자(暴惡者)는 의회(宜回)고 적선자(積善者)는 생활(生活)이라

선악자(善惡者)를 구별(區別)헌는 태극궁을(太極弓乙) 신명(神明)이라

물욕지심(物慾之心) 고만두고 연리상화(憐里相和) 선도(善道)로다

천지차시(天地此時) 구복시(九復時)에 궁을도통(弓乙道通) 성현(聖賢)이라

대성지화(大聖之化) 돌라오니 어셔바비 불러보셰

녹음동풍(綠陰東風) 삼월춘(三月春)에 다시 태평(太平) 갱귀(更歸)로다

궁궁을을(弓弓乙乙) 성도(成道)로다 궁을지화(弓乙之化) 현발(現發)하여

요순시절(堯舜時節) 도라온다 팔조목(八條目)을 다시발케

삼강오륜(三綱五倫) 인서(人序)로다 자고태평(自古太平) 세상(世上)이라

인의예지(仁義禮智) 읍슬소냐 부지천륜(不知天倫) 우민(愚民)덜은

삼강오륜(三綱五倫) 몰루常구셔 인개위지(人皆謂之) 허언(虛言)이라(<弓乙歌>)

‘궁을’은 나아가 초월적인 존재로도 표상된다. ‘궁을’은 선자(善者)와 악

자(惡者)를 구별하며, 적선자에게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봄으

로 표상되는 태평세계, 곧 팔조목, 삼강오륜, 인의예지 등의 도덕이 행해

지는 요순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텬디음양 그가온 최령쟈 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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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라 하거시 오으로 품긔셔

삼강오륜 법을삼고 삼강오륜 그가온

츙효이 밝혓나니 츙효이 밝히니

사마도 슈신하야 안우면 뉘알손야

다시워 츙효하소(<지지가>)

<지지가>는 여타의 도덕가류 가사들과 마찬가지로 천지음양 가운데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람이며, 사람됨의 자격은 도덕에서 나옴을 밝히고

있다. 오행으로 기운을 받아 삼강오륜을 법으로 삼았으며, 특히 그 가운

데 충(忠)과 효(孝)를 수신함에 있어 배워야 함이 강조된다.

인의례지 법을삼아 공경부모 하여보소

공경텬디 하거듸면 부모은덕 갑는이라

부모은덕 갑는사 연츙신 되나니라

그런고로 효하면 츙이되고 츙하면

귀하나니 젼오 셩인말 츙신필구

효문이라 이런말을 듯더도 츙효외예

무얼할 츙효이 밝혀여 공경부모

하하니 텬디부모 일반이라(<지지가>)

‘부모은덕 갚는사람 자연충신 되느니라’, ‘효하면 충이 되고 충하면 귀

하나니’, ‘충신은 반드시 효가 지극한 집안에서 구한다[忠臣必求孝門]’ 등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과 효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충효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지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음을 보이고 있

다. 하늘을 부모로서 모심에 대한 강조는 초기 동학에서도 확인해 본 바

있는데, 비결가사 역시 천에 대한 공경이 강조되고 있다.

『격암유록』의 <십승론(十勝論)>에서 십승지에 대한 경계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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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지간(弓乙之間) 십승지(十勝地)를

제산지중(諸山之中) 넘나들며 불구산중(不求山中) 찾지말고

삼봉산하(三峯山下) 반월선대(半月船坮) 극구심중(極求心中) 차저보소

지리십처(地理十處) 불입(不入)하라 살아자(殺我者)가 십승(十勝)일세 …

한도지말(漢都之末) 몽매지배(蒙昧之輩) 약입우차십승(若入于此十勝)이면

일무보명지지(一無保命之地)라 편람론(編覽論)에 전(傳)했다네(<十勝論>)

십승지를 산 속에서 찾지 말고 ‘세 산봉우리 아래 반달 모양 배[三峯山

下 半月船坮]’, 즉 마음[心298)]에서 찾으라고 한 것이다. 지리상의 십승지

는 오히려 ‘살아자(殺我者)’, 곧 나를 죽이는 요인이 되며 만일 이 십승지

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명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여서 기존

지리적 십승지를 생명구원의 장소에서 오히려 위험천만의 장소로 의미를

전환하고, 심(心) 곧 도덕의 마음자리에서 살 길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

다. 이는 동학과 여타 신종교가사에서 공통되는 사항이다. 한편으로 기존

종교에 대한 비판 역시 가하고 있다.

인도유(人道儒)와 지도불(地道佛)이 일락지운(日落之運) 맡은 고(故)로

낙서야운(洛書夜運) 혼구중(昏衢中)에 방황무중(彷徨霧中) 실로(失路)로서

유불선(儒佛仙)이 각분파(各分派)로 상승상리(相勝相利) 말하지만

천당(天堂)인지 극락(極樂)인지 피차일반(彼此一般) 다못하고

평생수도(平生修道) 십년공부(十年工夫)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일세

춘말하초(春末夏初) 사월천(四月天)을 당코보니 다 허사(虛事)라(<十勝論>)

유교와 불교가 ‘해가 지는 운’을 맡았으며, 유불선이 서로 장점과 이익

이 있음을 말하지만 피차일반으로 천당극락세계를 다 갈 수 없으며, 평

생의 수도공부도 춘말하초의 시운을 당해 보니 허사가 되었다고 하고 있

다. 이는 앞서 신종교가사의 시운관에서 보았듯, 새로운 시운에 따라 기

298) ‘心’에서 세 점을 산봉우리로, 아래 갈고리 모양쪽을 반달배로 본 것이다. 이는
뒤의 ‘마음 속에서 끝까지 구하여라[極求心中]’라는 어구에서도 증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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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교들이 그 역할을 점차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과 동일하다.

비결가사의 도덕은 수신수도, 인의예지의 기본 도덕사항을 지킬 것을

기존 비결서 구절을 동원해 말하거나(<궁을가>), 동학과 마찬가지의 천

지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지지가>). 한편으로 지리적

십승지가 아니라 도덕에서 살 길을 찾을 것을 가르치기도 하였고(<격암

유록>), 도덕의 영향 범위를 선조-자식간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채지

가》). 비결가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도덕의 양상은 초기의 동학과 기

존 신종교 교단에서의 모습과 유사한데, 비결가사 역시 신종교가사의 일

부로서 핵심적 주제와 특성을 공유·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다음에서는 신종교 교단 창작 가사와는 다른 비결가사의 특성을 알

아보기로 한다.

3. 비결가사의 특성

3.1. 신종교 공공재로서의 성격

비결가사의 특징으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에 가탁되어 그 신빙성과 권위를 높이려 한다는 점이다. 《채지

가》는 강산 이서구299), <궁을가>는 북창 정렴,300) 『격암유록』은 격암

299)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가운데 이서구
가 남겨놓은 참서를 얻었다거나, 부안군의 백산(白山)을 보고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말했다거나, 선운사 마애불의 배꼽에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는데 이서구가 이를 꺼내어 보려 했다거나는 등의 예언능력과 관
련한 일화들이 내려온다.

300) 이인(異人)·천인(天人)·진인(眞人) 등으로 호칭되며, 자신의 친구에게 목숨을 빌
려주거나 명당자리를 얻어주거나 외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새소리까지도 알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민중들은 정렴을 용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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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고301)가 지었다고 가탁된다.302)

이들 예언가들에게 가탁된 비결가사들은 자연스레 예언에 초점을 맞춰

져 있어 상대적으로 그 정체성이 분명치 않고, 따라서 모든 교단들이 편

하게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곧 비결을 모두 일반적으

로 이용하듯, 비결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일종의 공공재로서의 성

격이라 하겠다.

예컨대 <지지가>와 <궁을가>는 동학교 교단에서 지은 가사가 아니

나, 동학교의 경전에 편입되어 있으며, 《채지가》는 증산교단의 성격을

강하게 띠지만 동학교단에서도 동학가사라 여기며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격암유록』의 가사들은 전도관을 비롯한 기독교계 신종교 교단에서 자

신의 교단 및 교조를 예언한 것이라고 믿어지기도 한다.303) 창작의 주체

와 상관없이 활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이는 사실 비결서 일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격

암유록』은 이러한 해석의 지평이 기독교에까지 확장되어 적극적으로 활

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304) 곧 개신교계 신종교인 전도관 활동 초창

기에 『격암유록』이 전도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믿어졌던 것이

다.305) 가사를 비롯한 『격암유록』의 내용들이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龍虎大師)라 부르며 숭상했고, 흔히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비기도참서 중 하나인
<북창비결(北窓秘訣)>을 정렴이 지었다고 여겼다.

301) 그는 천문･역학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관상감교수에 제수되었을 정도로 천문에
뛰어났다. 이 천문에 대한 조예는 앞날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게 만들었을 것
이다. 특히 임진왜란의 예언을 통해 뛰어난 예언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302) <지지가>는 미상이다.
303) 서만원은 파자풀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격암유록』에 박태선의 이름이 예언
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곧 ‘十八卜’은 박(朴), ‘三人之水’는 ‘태(泰)’, ‘羊一口의
又八’은 ‘선(善)’의 파자라는 것이다. 서만원,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미래문화사, 1987, 15-16쪽.

304) 이의 선구는 앞서 본 정도교라 하겠는데, 『격암유록』은 보다 본격적으로 전
도관에서 활용되었다.

305) 박태선은 당시 6.25 전쟁 이후 피폐해진 한국사회에서 수천 수만명이 회집한
부흥회를 방방곡곡에서 열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비결서의 해석자
들은 자연스럽게 전도관에 초점을 맞추어 『격암유록』의 구절들을 해석하게 되
고, 이를 적극적으로 책 발간 등을 통해 박태선이 비결서에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점을 말한다. 다음의 책 참조. 서만원, 『박태선 장로님께서는 천상천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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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학, 증산 등의 소위 민족종교를 넘어 기독교계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2. 기존 비결의 전유

비결가사는 이전의 비기도참설을 활용하는 한편, 역설적이게도 그 설

들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용담유사》에 선구적으로 나타난

전유306)의 모습을 비결가사가 이어받으면서도 더욱더 다양한 모습을 보

여준다.

<지지가>는 “利在弓弓 몰라씨니 너의身世 可憐하다 利在松松 알아씨

니 利在家家 알기쉽고 已往家松 알아씨나 利在弓弓 읏지아리 弓乙成道

奇壯하다 運數라 入사奇壯하고 奇壯하다”라 하여 지나간 이재궁

궁, 이재송송의 이치를 알았더라도 다가올 시운에 대해서는 소용 없는데,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도인 이재궁궁이 바로 자신의 교단에 들어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곧 이재송송, 이재가가의 지난 비기도참에 대해

사람들을 지니고 있는 믿음을 활용, 확장, 연장하여 역시 비결서의 용어

인 이재궁궁을 전유, 동학교단으로 포교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채지가>에는 정감록의 남조선 사상307)을 배로 형상화하였는데, 이의

이시다』, 미래문화사, 1987,
306)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괴이한 동국참서 추켜들고 하는말이 이거임
진 왜란때는 이재송송 하여있고 가산정주 서적때는 이재가가 하였더니 … 우리
도 이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307)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조선의 미래, 영원의 조선’, ‘언
제까지고 희망으로 품는 조선’이 곧 남조선이라 설명한다.
“近世에 이르러서 連疊한 內憂外患에 民族生活의 苦惱가 深刻하고 이에 對한 爲
政者層의 無策無能이 더욱 現實的希望을 엷게함과함께 民衆의 心目이 점점 超現
實的 觀念世界로 轉向하야 希望을 未來에 부치는 理想社會를 具象化하기 시작하
고 그것이 반드시 鄭鑑錄으로 더부러 서로 表裏가 되얏습니다. 그래서 누가 創作
하고 누가 發展식인지를 모르게 우리의 압헤는 南朝鮮이 잇서서 가되면 眞人
이 나와서 우리를 그리로 러드려다가 시방 부댁기고 졸리는 모든것이 다 업서
지고 바라고 하고저하는 모든것이 저절로 成就하는 조흔세월을 가지게된다하는
信念이 民衆의 사이에 確固하게 樹立하얏습니다. 南朝鮮이 어듸 잇느냐, 그形態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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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에는 선악에 따른 도덕과 ‘수신수덕(修身修德)’이 명확하게 언급되

어 있다.

선창(船艙)위에 넌짓올라 좌우(左右)를 살펴보니

많고많은 저사람에 누구누구 모였던고

주중지인(舟中之人) 많은 친구(親舊) 수신수덕(修身修德) 하였던가

일심공부(一心工夫) 하올적에 이 배타기 소원(所願)일세

악독한 그세상에 조소비평 참아가며

고생도 지질이다 먹은마음 다시먹어

쉬지않고 나아갈제 애달하다 애달하다

세상사람 애달하다(<남조선 뱃노래>)

구원의 이상향으로 여겨지는 남조선(南朝鮮)이 배로 표상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조소를 참아가며 수신수덕을 한 사람들만이 이 남조선배에 오

르게 되었는데, 배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한편으로 “믿지마라 믿지마라 선천비결 믿지마라 선천비결 믿다가는

귀지허사 되리로다(초당의 봄꿈)”하여 비결서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됨

을 역시 경고하여 기존의 정감록을 비롯한 비결서들을 부정하고 있다.

<궁을가>에는 ”비산비야(非山非野) 하처(何處)런고 비천비지(非天非

地) 성신(星辰)이라 ... 인구유토(人口有土) 다알손야 수신수도(修身修道)

안질좌자(坐字) 낙반사유(落盤四乳) 뉘알손야 인의예지(仁義禮智) 적선가

(積善家)라“ 등으로 기존 비결서 구절들을 동원하여 수신수도, 인의예지

등의 도덕의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존의 비기도참들은 앞으로의

어하냐, 언제 어케 現前하느냐等에 對하야는 明白한 指示가 업스며 (중
략) 대저 南朝鮮이란것은 본대 朝鮮民族의 現實苦에 對한 精神的 反撥力으로부터
만드러낸 一理想社會表象이니 이것을 語義上으로 삷히건대 朝鮮語에 南을「앏」,
곳 前方으로 색이니 南朝鮮이라함은 곳 前方에잇는 朝鮮, 未來永遠의 朝鮮을 나
타낸것에 不外합니다. 언제지고 希望으로 품는 朝鮮이 곳 南朝鮮입니다.”(최남
선, 『朝鮮常識問答』 동명사. 1946, 1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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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의 때와 그를 피할 십승지 등의 장소를 알려주나 종교적, 도덕적 차

원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였는데, 이들 비결가사들은 비기도참 등의 풍부

한 상징자원을 전유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격암유록』 가사들은 “철통(鐵桶)갓치 잠긴십승(十勝) 무

수신명(無數神明) 방어(防禦)하니 감불생심(敢不生心) 엇지들가 운무병풍

(雲霧屛風) 가리우고 운제옥경(雲梯玉京) 왕래(往來)하니 시왈선경(是曰

仙境) 십승(十勝)인가 선천비결(先天秘訣) 독신(獨信)마쇼 천장지비(天藏

地秘) 정도령(鄭道令)은 세인(世人)마다 다알소냐(<格菴歌辭>)”, “선천비

결(先天秘訣) 독신(篤信)마소 정첨지(鄭僉只)는 허첨지(虛僉只)세 천하이

기(天下理氣) 변운법(變運法)이 해인조화(海印造化) 다잇다네 지리제산

(地理諸山) 십처(十處)에도 천리십승(天理十勝) 될수잇고 천리궁궁(天理

弓弓) 원승지(元勝地)도 인심악화(人心惡化) 무용(無用)으로 궁을복지(弓

乙福地) 일처(一處)인가 호운(好運)이면 다승지(多勝地)라(<歌辭總論>)”

라 하여 역시 선천비결만 다만 믿지 말 것을 경고하고 정도령(진인)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기존 비결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소결

1860년 동학 《용담유사》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80년대

까지의 비결가사를 비롯한 신종교가사를 ‘시운’과 ‘도덕’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학에서 확립된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가 신종

교가사에서 계속하여 지속·변용되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느 특정 종교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를 넘어 이용되는 비결가

사의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알아보았다. 이는 교단 내에서 창작되는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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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기존 비결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용

되지만, 한편으로 비결서를 부정·비판하는 모습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종교 교단들은 동학의 한문경전, 국문가사의 이원적 체계를 전범으

로 삼았고, 가사 장르를 통해 기존의 전통종교에 대항하며 자신의 목소

리를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정감록에 팽배해 있던 앞

으로 닥칠 종말론적 상황에 대한 경계와 대비책은 민중들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사유였다. 이 기저심성에 자리잡은 비기도참의 종말론적 사유를

동학은 ‘다시개벽’의 우주론적 차원으로 확장시켰고, 천을 근거로 한 도

덕체계를 새로이 결합시켜 시운-도덕의 새로운 사상적 전환을 이루어내

었다.

도덕과 그의 근거인 천 간의 관계는 이미 유교에서 익숙하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긴박한 시운과 연결함으로써 옛것이

다시 새로워졌다. 동학은 기존 정감록과 유교 각각의 익숙한 사유를 연

관시켰다. 이에 정감록에서 제시된 시운의 상상력에 따라 기력이 쇠해버

린 유교의 자원들을 다시금 활용, 새로운 도덕적 회심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기존 자원의 브리콜라주적 조합을 통해 새로운 사상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담을 새로운 글쓰기 방식은 아직 미비한 현실이었다.

여전히 소수에 의해 한문 글쓰기만 행해졌던 현실에서 국문 글쓰기는 아

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나, 천은 강화를 통해 우리말로 최제우와 대화

를 나누었으며, 이런 천-인 간의 대화의 편린은 《용담유사》 가사를 통

해 생생히 드러난다. 가사라는 옛부대는 국문과 노래라는 장점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사상의 술을 담을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

익숙함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한국의 신종교는 급격히 변화해 나가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시운’과

‘도덕’을 비롯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사유를 해방 이후까지 계속 가사를

통해 왕성하게 실험해 나갈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이러

한 사유의 실천은 한국의 신종교학계와 가사문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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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고에서 동학은 개벽·구도·기복의 3요소를 균형 있게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윤이흠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봉헌적 태도를 갖추고 있

다고 보아 동학을 개벽·기복형으로 구별하였지만,308) 시운의 이치에 순

응하는 수행의 길 역시 존재한다. 동학은 이 수행의 길, ‘성경’ 등의 도덕

적 행위를 요구하며 이 도덕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앞으로의 새로운 세

상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시운’의 도입을

통해 구도(방법)와 기복(결과)이 결합되게 된다는 점은 본고에서 계속하

여 강조되는 개념이며,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여타의 신종교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할 수 있다. 곧 시운에 따른 도덕적 행위를 요청하는 신종교에

는 거의 이러한 세 요소의 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세 요소를 유기

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신종교연구에 있어 시운에 따른 도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신종교의

사상을 ‘시운’과 ‘도덕’으로 나누어 그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이 가운데 분석의 자료로 택한 것은 바로 가사이다. 종교가사는 한국

의 종교지형이라는 역동적인 장에서 각 교단의 종교적 사상을 보여주는

독창성을 발휘하면서도, 비결의 구절들 혹은 기존 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이 탈바꿈시키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교

가사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각 교단의 교리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한국의 종교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곧 종교가사는 해당 교단에서 핵심적으로 말

하고자 하는 내용을 노래에 담아 민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며, 이를 위해 종교가사의 창작층들은 민중들에게 익숙한 구

절을 삽입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담으려고 애썼다.

308) 윤이흠, 「동학운동의 개벽사상-신념유형과 사회변화의 동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8, 1987,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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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사는 정감록에서의 진인-메시아의 무력적 왕조교체 혹은 다가오

는 파국적 결말과 그를 피하기 위한 지리적인 이동이라는 구조를 따르지

않았다. 근대기의 한국신종교들은 기근, 전염병, 가난 등의 어려운 여건

과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상황에서 묵시록적인 상황을 읽어내었지만,

파국의 때를 나열하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정감록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신종교들은 시운에 따른 재난을 알리면서도 그 재난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진통으로 이해하고, ‘다시개벽’의 된서리를

이겨낸 이들이 지상천국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을 꿈꾸었다. 과거의 세

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시운’의 한가운데에서 신종교

의 지도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도덕’이었다. 지나간 유교의 한낱

고리타분한 삼강오륜 등의 도덕적 가르침들은 ‘시운’이라는 요소의 도입

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곧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덕이 강조되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 시운과 도덕이라는 핵심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되

었던 것은 기존의 한문경전과 더불어 가사라는 양식이었다. 가사는 3·4

조, 4·4조의 리듬을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

었으며, 또한 암기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대부분 한

문을 잘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신종교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되었기에

가사가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가사는 기존 유교와 불교의 사상을 담았었던 일종의 헌 부대였지만,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담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천주교의 사상들이 천주가사를 통해 전달된 점에서도 명약관화하다. 새

로운 종교적 사상을 담는 익숙한 양식으로서의 가사는 동학에서 그 전범

을 보인 뒤 대다수의 신종교에서 한문경전과 더불어 또 하나의 경전적

지위를 갖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교리와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왕성한 생산력을 보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다음의 점들을 주목하였다. 첫째, 동학이 정감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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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종말론적 사유에 기반한 위기의식을 받아들인 한편(시운), 기존 유

교의 연속성 상에 있는 도덕적인 차원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보였다.(도

덕) 이로 인하여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가 한국종교사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둘째, 도덕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시운에 따라 공동체적 도덕(‘동

귀일체’)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계 역시 기존 오륜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천·조상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덕은 생명의 구제로까지 이어지

는 신비적인 면모를 지녔다.

셋째, 동학에서 시작된 시운에 따른 도덕의 교화는 한문경전인 『동경

대전』과 가사경전인 《용담유사》의 이중적 모델로 이뤄졌는데, 민중들

에게 있어 교화는 주로 국문가사를 통해 펼쳐지게 되었고, 이러한 모델

은 이후 많은 신종교에서도 받아들여져 신종교가사로 나타났다.

넷째, 많은 신종교가사들은 동학에서 나타난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

를 역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을 살피는 가운데, 기존에 크게 주

목받지 못했던 교단들의 특성 또한 함께 살폈다.

다섯째, 정감록의 궁궁 개념은 동학에서 도덕적 차원으로 전유되었으

며, 여러 비결서들의 구절은 이후의 비결가사를 비롯한 신종교가사에서

역시 전유를 통해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비결서와의 긴장관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동학의 모델을 이어 시운과 도덕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드

러나는 신종교의 가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이에 신종교가사에서 해당

주제 외의 다른 여러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적 득도의 희

열, 근대기 사회변화에 따른 교단의 반응, 교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

한 내용 등등 많은 주제가 있을 것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의례에의 사

용이라는 종교가사만의 자체적인 특징 역시 존재한다. 신종교를 제외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종교가사까지도 장차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가사와 관계 없이 신종교일반에 대한 시운과

도덕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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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교가사를 비롯한 종교가사의 연구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본연구가 많은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도움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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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종교가사 목록309)

309) 이외에도 많은 가사목록이 있으나, 번잡함을 피하여 본고에서 다뤄진 교단에
한정하여, 해당 교단 가사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교단
연

번
제 목 소 재

삼

덕

교

1 아송가(兒松歌)

『남송선생실기(

南松先生實記)』
310)

2 사사가(四師歌) 〃

3 인양가(引陽歌) 〃

4 기초동량가(基礎棟樑歌) 〃

5 반월가(半月歌) 〃

6 망월가(望月歌) 〃

7 초부가(樵夫歌) 〃

8 매화가(梅花歌) 〃

9 척사가(斥邪歌) 〃

10 보신가(保身歌) 〃

11 호가(虎歌) 〃

12 행룡가(行龍歌) 〃

13 출옥가(出獄歌) 〃

14 도강가(渡江歌) 〃

15 선기가(璇機歌) 〃

16 생명도덕가(生命道德歌) 〃

17 부모가(父母歌) 〃

18 춘양가(春陽歌) 〃

19 음작성가(陰作成歌) 〃

20 황극기침가(皇極起寢歌) 〃

21 풍토가(風土歌) 〃

22 인자가(忍字歌) 〃

23 도성가(道成歌) 〃

24 구곡가(九曲歌)
「생화지남(生化

指南)」311)

25 우주가(宇宙歌) 〃

26 안정가(安靜歌) 〃

27 유산가(遊山歌) 〃

28 팔덕가(八德歌) 〃

29 행수가(行數歌) 〃

30 자축생화가(子丑生化歌) 〃

31
선령선왕합덕가

(先靈先王合德歌)
〃

32 토반가(土般歌) 필사본312)

33 애월가(愛月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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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심가(安心歌) 〃

35 영가(詠歌) 〃

성

도

교

1 삼도정덕가(三道正德歌)
『삼역대경(三易

大經)』
2 삼텬춘덕가(三天春德歌) 〃

3 오성극락가(五星極樂歌) 〃

4 강산구경가(江山九鏡歌) 〃

5 시텬주가(侍天主歌) 〃

6 텬지대법가(天地大法歌) 〃

7 삼련경셰가(三然警世歌) 〃

8 만셰방초가(萬世芳草歌) 〃

9 성됴가(成道歌) 〃

10 삼텬가(三天歌) 〃

11 영대가(靈臺歌) 〃

12 십승산슈가(十勝山水歌) 〃

13 포태갱증가(胞胎更定歌) 〃

14 경대가인가(鏡對佳人歌) 〃

15 갑자가(甲子歌) 〃

동

학

교

1 지지가(知止歌)
《용담유사(龍潭

遺辭)》313)

2 경탄가(警嘆歌) 〃

3 도성가(道成歌) 〃

4 육십화갑자가(六十花甲子歌) 〃

5 연월가(年月歌) 〃

6 셩심장 〃

7 경심쟝 〃

8 신심쟝 〃

9 부화부슌쟝 〃

10 부효쟝 〃

11 군의신츙쟝 〃

12 형우뎨공쟝 〃

13 붕우유신쟝 〃

14 고비금쟝 〃

15 허중유실가(虛中有實歌) 〃

16 신심시경가(信心時景歌) 〃

17 신심권학가(信心勸學歌) 〃

18 신심성경가(信心誠敬歌) 〃

19 경운가(警運歌) 〃

20 몽중운동가(夢中運動歌) 〃

21 상작서(上作書) 〃

22 상작서하(上作書下) 〃

23 수시경찰가(隨時警察歌) 〃

24 경시가(警時歌) 〃

25 수덕천선가(修德遷善歌) 〃

26 지시안심가(知時安心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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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운가(時運歌) 〃

28 지본일신가(知本一身歌) 〃

29 안심경세가(安心警世歌) 〃

30 오행찬미가(五行讃美歌) 〃

31 신화가(信和歌) 〃

32 자고비금가(自古比今歌) 〃

33 창화가(昌和歌) 〃

34 심학가(心學歌) 〃

35 논학가(論學歌) 〃

36 오행시격권농가(五行時格勸農歌) 〃

37 사시조화풍(四時造化風) 〃

38 인선수덕가(仁善修德歌) 〃

39 춘강어부사(春江漁父辭) 〃

40 화류가(和流歌) 〃

41
전래도지리산오운거사 몽중운동시경가(傳來道知

理山五運居士 夢中運動時景歌)
〃

42 몽경가(夢警歌) 〃

43 경세가(警世歌) 〃

44 관시격물가(觀時格物歌) 〃

45 연시가(年時歌) 〃

46 경화가(警和歌) 〃

47 팔괘변역가(八卦變易歌) 〃

48 근농가(勤農歌) 〃

49 경세가(警世歌) 〃

50 원시가(源時歌) 〃

51 몽중가(夢中歌) 〃

52 시호가(時呼歌) 〃

53 해운가(解運歌) 〃

54 춘몽가(春夢歌) 〃

55 심수가(心修歌) 〃

56 대운가(大運歌) 〃

57 경춘가(警春歌) 〃

58 은신가(隱身歌) 〃

59
삼신산청림사 명혜대사결

(三神山靑林寺 明慧大師訣)
〃

60 수시경세가(隨時警世歌) 〃

61 권선치덕가(勸善致德歌) 〃

62 추본수덕가(推本修德歌) 〃

63 지본수련가(知本修煉歌) 〃

64 몽각명심가(夢覺明心歌) 〃

65 시절가(時節歌) 〃

66 심성화류가(心性和流歌) 〃

67 찬심가(濽心歌) 〃

68 탄도유심급가(嘆道儒心急歌) 〃

69 건도문(健道文) 〃



- 162 -

70 안심치덕가(安心致德歌) 〃

71 치덕가(致德歌) 〃

72 명찰가(明察歌) 〃

73 안심경찰가(安心警察歌) 〃

74 관시가(觀時歌) 〃

75 산수완경가(山水玩景歌) 〃

76
금강산운수동궁을선사 몽중사답칠두가(金剛山雲

水洞弓乙仙師 夢中寺畓七斗歌)
〃

77 운산몽중서(雲山夢中書) 〃

78 명운가(明運歌) 〃

79 해동가(海東歌) 〃

80 경세가(警世歌) 〃

81 창명가(昌明歌) 〃

82 개명공산가(開明共産歌) 〃

83 택선수덕가(擇善修德歌) 〃

84 시세가(時勢歌) 〃

85 청운거사문동요시호가(靑雲居士聞童謠時呼歌) 〃

86 송구영신가(送舊迎新歌) 〃

87 몽경시화가(夢警時和歌) 〃

88 송구영신가(送舊迎新歌) 〃

89 신실시행가(信實施行歌) 〃

90 지시수덕가(知時修德歌) 〃

91 궁을십승가(弓乙十勝歌) 〃

92 천지부부도덕가(天地夫婦道德歌) 〃

93 지시명찰가(知時明察歌) 〃

94 궁을가(弓乙歌)314) 〃

95 지시개명가 〃

96 시경가 〃

97 슈신가 〃

98 자고비금가(自古比今歌) 〃

99 송구영신가(送舊迎新歌) 〃

100 창가(昌歌) 〃

101 은하구곡가1 〃

102 은하구곡가2 〃

103 님오삼월화전가 〃

104 지시경세가 〃

105 찬시가 〃

106 도덕논설가 〃

금

강

1 인선가(人善歌)

『남학가사

연구』(김익두·

이래호)
2 지도문(指道文) 〃

3 삼암유한가 〃

4 지은뇩(知恩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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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교

5 유불션 삼합문(儒佛仙 三合文) 〃

6 인과문(因果門) 〃

7 슈신가(修身歌) 〃

8 화복논(禍福論) 〃

9 중심결(中心訣) 〃

10 보은녹(報恩錄) 〃

11 조화녹(造化錄) 〃

12 영가장(詠歌章) 〃

13 무도장(舞蹈章) 〃

14 입실가(入室歌) 〃

15 발원셩취문(發願成就文) 〃

16 팔조목(八條目) 〃

17 나옹화상 셔왕가(懶翁和尙 西往歌) 〃

18 사문거명심사(斯文擧行銘心事) 〃

19 제목 미상 〃

20 탄셰가(歎世歌) 〃

갱

정

1 시지기화화목가(時至氣和和睦歌) 『부응경』上
2 천하춘회심가(天下春回心歌) 〃

3 태평호시가(太平好時歌) 〃

4 천지부모도덕가(天地父母道德歌) 〃

5 심인간생가(尋人間生歌) 〃

6 해원경심아가(解寃經尋我歌) 〃

7 만민일심비회가(萬民一心悲懷歌) 〃

8 삼팔가(三八歌) 〃

9 도덕가 정천웅(道德歌 正天雄) 〃

10 도덕가 제2장(道德歌 第二章) 〃

11 도덕가 제3장(道德歌 第三章) 〃

12 도덕가 제4장(道德歌 第四章) 〃

13 만합가(萬合歌) 〃

14 삼인통황부가(三印通皇符歌) 〃

15 석문춘풍가(石門春風歌) 〃

16 하수가(何誰歌)오 〃

17 천야인야집필가(天耶人耶執筆歌) 〃

18 문화가(問和歌) 〃

19 초가성조길기가(草家成造吉氣歌) 〃

20 음률곡춘일음(音律曲春日吟) 〃

21 불가사실음(佛歌事實吟) 〃

22 시지음(時至吟) 〃

23 춘곡율동요음(春曲律童謡吟) 〃

24 부지(不知)아리롱타령시전가사곡(詩傳歌四曲) 〃

25 고기감회가(古基感懷歌) 〃

26 경운가(慶雲歌) 〃

27 천황검룡성가(天皇劍龍聲歌) 〃

28 선동가(先動歌) 〃

29 중동가(中動歌) 〃

30 말동가(末動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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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도

31 동요가(童謡歌) 〃

32 보국가(報國歌) 동요(童謡) 〃

33 안민가(安民歌) 동요(童謡) 〃

34 환정설가(還精說歌) 〃

35 홀각청년회심가(忽覺靑年悔心歌) 〃

36 사자홀연갱정가(士者忽然更精歌) 〃

37 상산승(上山僧)이 홀각하산가(忽覺下山歌) 〃

38 그뉘제자(弟子)예수뫼시고한말노래 〃

39 요순춘의(堯舜春意)한말노래 〃

40 우연(偶然)안저읍조린노래 〃

41 태극기건립강선가(太極旗建立降仙歌) 〃

42 실푸다이말노래여 〃

43 기제가(旣濟歌) 〃

44 풍수춘흥가(風水春興歌) 〃

45 풍수춘흥가(風水春興歌) 〃

46 도치가(道治歌) 〃

47 일곡춘심가(一曲春心歌) 〃

48 민심환천심가(民心還天心歌) 〃

49 민심즉천심가(民心即天心歌) 〃

50 남조선출세해결가(南朝鮮出世解決歌) 〃

51 천지합덕궁을가(天地合德弓乙歌) 〃

52 평란가라 〃

53 양백가 〃

54 궁을가라 〃

55 불도가 〃

56 선도가 〃

57 유도가 〃

58 천지가 〃

59 일월가 〃

60 산천가 〃

61 부부가 〃

62 부자가 〃

63 사제가 〃

64 군신가 〃

65 형제가 〃

66 붕우가 〃

67 남매가 〃

68 모녀가 〃

69 일가가라 〃

70 친척가 〃

71 서학가 〃

72 동학가 〃

73 만국가 〃

74 지지엽엽가 〃

75 남녀동심가라 〃

76 백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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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청춘가라 〃

78 유아동몽가
79 주야가
80 금수가
81 설운가라

82
생처(生處)에 대호시래지로활인가(大呼時來指路活

人歌)
83 개신화가(改新和歌)
84 무의가(無疑歌)
85 물전물전개아가(勿戰勿戰皆我歌)
86 시지기화화목가(時至氣和和睦歌)
87 합성가(合成歌)
88 길경가(吉慶歌)
89 승선가(乘船歌) 『부응경』下
90 천수부귀탈빈가(天授富貴脫貧歌) 〃

91
천황(天皇)이 복강어환과고독가(福降於鰥寡孤獨

歌)
〃

92 시지호기명가(時至呼氣鳴歌) 〃

93 신자가(信字歌) 〃

94 선로가(線路歌) 〃

95 구궁환정구구가(九宮還定九九歌) 〃

96 회과자책가(悔過自責歌) 〃

97 합자가(合字歌) 〃

98 길자가(吉字歌) 〃

99 정도선림하정씨가(正道仙林下鄭氏歌) 〃

100 가(歌)에 왈인생(曰人生)을 호이(呼以) 〃

101 십간십이지내세가(十干十二支來世歌) 〃

102 예수압시다 〃

103 무서운노래 〃

104 다알고보아부르라는노래말 〃

105 천야인야집필가(天耶人耶執筆歌) 〃

106 귀일가(歸一歌) 〃

107 음양시비(陰陽是非)끝난노래 〃

108 인자가(忍字歌) 〃

109 다아르란노래 〃

110 천지부모명령(天地父母命令)이요 〃

111 위천진성어가(爲天辰星語歌) 〃

112 양난전무가(兩難全無歌) 〃

113 길기가(吉氣歌) 〃

114 연합가(聯合歌) 〃

115 시험판가(試驗判歌) 〃

116 광부가(狂夫歌) 〃

117 평화가(平和歌) 〃

118 내명경(來明經) 〃

119 농부초군지개(農夫樵君智開)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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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도치가(道治歌) 〃

121 심우가(尋牛歌) 〃

122 경전가(耕田歌) 〃

123 우단가(牛丹歌) 〃

124 전곡가(銭穀歌) 〃

125 승지가(勝地歌) 〃

126 회문산래맥가(回文山來脈歌) 〃

127 팔자가(八字歌) 〃

128 삼자가(三字歌) 〃

129 호주삼배취영가(呼酒三盃醉詠歌) 〃

130 선화인론세가(仙化人論世歌) 〃

131 천어지시가(天語指示歌) 〃

132 지시인환가(指示人還歌) 〃

133 지시활인가(指示活人歌) 〃

134 묵묵화선가(默默化仙歌) 〃

135 해원경심아가(解冤経尋我歌) 〃

136 심기심이자심설(心其心而自心說) 〃

137 심원가(尋源歌) 〃

138 연년길흉가(年年吉凶歌) 〃

139 음양합심가(陰陽合心歌) 〃

140 하성부지가(何姓不知歌) 〃

141 병리춘풍가(屛裡春風歌) 〃

142 태극가(太極歌) 〃

143 임해조선가(臨海造船歌) 〃

144 공화가(公和歌)
145 광부가(狂夫歌)
146 우단가(牛丹歌) 『만민해원경』
147 심우가(尋牛歌) 〃

148 심원가(尋源歌) 〃

149 평화가(平和歌) 〃

150 내보가(來步歌) 〃

151 사친가(事親歌) 〃

152 자직가(子職歌) 〃

153 경명가(敬命歌) 〃

154 광애가(廣愛歌) 〃

155 간과가(諫過歌) 〃

156 시양병가(侍養病歌) 〃

157 근신가(謹身歌) 〃

158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 〃

159 지효가(知孝歌) 〃

160 효행가(孝行歌) 〃

161 대효가(大孝歌) 〃

162 사군가(事君歌) 〃

163 신절가(臣節歌) 〃

164 신도가(臣道歌) 〃

165 혼례가(婚禮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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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근혼가(謹婚歌) 〃

167 분별가(分別歌) 〃

168 거취가(去取歌) 〃

169 근부가(謹婦歌) 〃

170 부덕가(婦德歌) 〃

171 경장가(敬長歌) 〃

172 유례가(幼禮歌) 〃

173 유덕가(幼德歌) 〃

174 우애가(友愛歌) 〃

175 승차선비가(乘車船飛歌) 〃

176 교우가(交友歌) 〃

177 빈주접례가(賓主接禮歌) 〃

178 통륜가(通倫歌) 〃

179 가관가(加冠歌) 〃

180 근의가(謹衣歌) 〃

181 방직가(紡織歌) 〃

182 근음가(謹飲歌) 〃

183 청백가(淸白歌) 〃

184 절제가(節制歌) 〃

185 의시가(儀始歌) 〃

186 의경가(儀敬歌) 〃

187 의덕가(儀德歌) 〃

188 의양가(儀養歌) 〃

189 의표가(儀表歌) 〃

190 의칙가(儀則歌) 〃

191 명경가(明敬歌) 〃

192 함양가(涵養歌) 〃

193 특경가(特敬歌) 〃

194 심요가(心要歌) 〃

195 심잠가(心箴歌) 〃

196 능의가(能義歌) 〃

197 통순가(通順歌) 〃

198 위학결의가(爲學決義歌) 〃

199 독서소행가(讀書所行歌) 〃

200 이단가(異端歌) 〃

201 지정가(志定歌) 〃

202 치평가(治平歌) 〃

203 태교가(胎教歌) 〃

204 보자가(保子歌) 〃

205 교자가(教子歌) 〃

206 교녀가(教女歌) 〃

207 입학군정가(入學君政歌) 〃

208 제직가(弟職歌) 〃

209 박학가(博學歌) 〃

210 입신가(立身歌) 〃

211 가교가(家教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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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교가(學教歌) 〃

213 향약가(鄕約歌) 〃

214 권선가(勸善歌) 〃

215 만국가(萬國歌) 〃

216 심수가(心修歌) 〃

217 일자가(一字歌) 〃

218 화자가(和字歌) 〃

대화

신도

1 운회동방가(運回東方歌) 『목운대경』
2 궁을가(弓乙歌) 〃

3 도덕사(道德詞) 〃

4 팔괘구궁변역가(八卦九宮變易歌) 〃

5 낙당가(樂堂歌) 〃

정

도

교

1 환영가 『정도교법문』
2 태평가 〃

3 신운가 〃

4 록색 십자가 〃

5 오륜가 〃

6 자탄시 〃

7 옥중시 〃

8 정명가 『정도교성가』
9 주님의 도덕으로 전쟁권세 소멸함 〃

10 주ㅣ만민달려 사람의 근본을 차저라 하심 〃

11
주-탄생하시사 무극정도받아 천국건설하심(54장

1절)
〃

12 옛날성현이 전한 도덕을 말함 〃

13 록십자기와 팔괘기로 천지운수변역을 가르침 〃

14
단군자손에게 만민구원에 책임주심(33장2절(육십

팔장11절 84장 3절)
〃

15 각국민족달을망정 천정형제 분명함(51장 7절) 〃

16 부모님의 은공을 말함 〃

17 심판시기 돌아옴 〃

18 계룡운에 정도령가 〃

19 성부환영가 〃

20 대천주 옥중시 〃

21 대천주 자탄가 〃

인도교
1 지도가(指道歌) 『귀감』
2 무제 〃

천지대

안도
1 영도가 『계운전』
2 무제 〃

비

1 농궁가(弄弓歌)
『격암유록』(국

중도)
2 길지가(吉地歌) 〃

3 궁궁가(弓弓歌) 〃

4 을을가(乙乙歌) 〃

5 전전가(田田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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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徐相笵, 『南松先生實記』, 大法社編輯局, 1948.
311) 『南松先生實記』 안에 부록으로 같이 들어있다.
312) 작성시기는 책 뒷장에 丙子年 등의 용어를 볼 때 1936년으로 추정할 볼 수는
있으나 확실치 않다.

313) 동학 초기의 《용담유사》와 같은 제목이나, 동학교의 별도 경전이다.

결

가

사

6 낙반사유가(落般四乳歌) 〃

7 십승가(十勝歌) 〃

8 해인가(海印歌) 〃

9 양백가(兩白歌) 〃

10 삼풍가(三豊歌) 〃

11 칠두가(七斗歌) 〃

12 석정가(石井歌) 〃

13 십성가(十姓歌) 〃

14 삼팔가(三八歌) 〃

15 해운개가(海運開歌) 〃

16 백석가(白石歌) 〃

17 격암가사(格庵歌辭) 〃

18 궁을도가(弓乙圖歌) 〃

19 계룡가(鷄龍歌) 〃

20 사답가(寺畓歌) 〃

21 계명성(鷄鳴聲) 〃

22 가사총론(歌辭總論) 〃

23 출장론(出將論) 〃

24 십승론(十勝論) 〃

25 양백론(兩白論) 〃

26 삼풍론(三豊論) 〃

27 계룡론(鷄龍論) 〃

28 송가전(松家田) 〃

29 승운론(勝運論) 〃

30 도부신인(桃符神人) 〃

31 성운론(聖運論) 〃

32 말초가(末初歌) 〃

33 말중가(末中歌) 〃

1 남조선(南朝鮮) 뱃노래
《채지가》(김광

순본)
2 초당(草堂)의 봄꿈 〃

3 달노래 〃

4 칠월식과(七月食苽) 〃

5 남강철교(南江鐵橋) 〃

6 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 〃

1 지지가(知止歌)
《용담유사》

(동학교)

1 궁을가(弓乙歌)
《용담유사》

(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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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사문학관에 두루마리본으로 궁을가의 중간부분부터 후렴구를 제외한 채 ‘부
부가’란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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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ligions in Korea have been focused on the idea of 

Gaebyeok(開闢), but this paper will show that views of the 'fate of

the periods'(時運) of new religions, including Gaebyeok,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morality’(道德). And to demonstrate this, the

prose-poetry(gasa, 歌辭)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various texts

of new religions. Prose-poetry of new religions are the best means of

conveying the core content of each new religion to the people in the

form of a song. This is derived from the Songs of Yongdam of

Eastern Learning(『龍潭遺詞』). Eastern Learning wanted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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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elf known not only through the Classical Chinese text, Bible of

Eastern Learning Doctrine(『東經大全』), but also through the Songs

of Yongdam, a scripture with Korean prose-poetry.

Prose-poetry were easily conveyed to people through rhythm and

could be easily understood, and also had a comparative advantage in

memorization. In addition, since the women who do not know

classical Chinese were the main subjects of new religions,

prose-poetry were more approachable to them. Afterwards, many

Korean new religions followed this model and actively used

Prose-poetry in addition to the classical Chinese texts.

These prose-poetry of new religions clearly showed their own

thoughts, but they also showed the aspect of transforming the

existing thoughts of Chŏng’s Predictions(鄭鑑錄) into a new one.

The prose-poetry of new religions did not follow the existing

model of dynasty change by the True Man-Messiah or a

geographical movement to avoid the coming catastrophic end in

Chŏng’s Predictions. New religions in modern Korea read the

apocalyptic situation in the harsh condition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famine, epidemics, and poverty,

but they did not follow the Chŏng’s Predictions' passive way of

avoiding the times of catastrophe.

Although the new religions announced disasters caused by fate of

the periods, they understood the disasters as the pain they had to go

through in order to usher in a new era, and dreamed that those who

overcame the bitter frost of Gaebyeok would welcome the spring of

heaven on earth. In the midst of the ‘fate of the periods’ that marked

the end of the old world and the beginning of a new one, what the

leaders of the new religions cried out was ‘morality’. The moral

teachings of Confucianism, such as the three bonds and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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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三綱五倫), were given new meaning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ate of the periods’. Morality was understood as an

indicator of 'fate of the periods', a way to survive, and qualification

to enter heaven on earth.

This relationship between 'fate of the periods' and 'morality'

started with Eastern Learning and was accepted and transformed into

many new religions. New religions' perceptions of fate of the periods

and morality diversified after Eastern Learning. The future era was

perceived in various ways such as Prior to Heavens(先天), Later

Heavens(後天), Middle Heavens(中天).

And in relation to fate of the periods, various aspects such as

recognition of established religions and their own denominations,

recognition of saints, and criticism of the present age appeared.

In addition, the moral pattern in Eastern Learning is still revealed

in the later new religions, and the object of morality is extended to

the ancestors, including the relationship of the heavens(天) and the

five relationships(五倫).

On the other hand, there is Divinatory prose-poetry(秘訣歌辭) in

which a specific person who is thought to have the power of

prophecy among the prose-poetry of new religions, is considered to

be the author, and the content of the prophecy is accepted or

changed,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prophecy by itself.

In order to attract the public's interest, these divinatory

prose-poetry actively interpret the hidden 'secret' and raise a strong

appeal. This is not a simple acceptance of the secret writings, but a

process of appropriation, that is, a process of accepting the signifier

and situation of the secret writings, but replacing its core meaning

with the thoughts of new religions. The Song of Gathering Medicinal

Herbs(採芝歌), The Song of Gung-Eul(弓乙歌), The Song of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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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op(知止歌), prose-poetry in Kyuckamyoorok(格菴遺錄) belong to

this.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Korea, new religions in Korea

have been actively experimenting with the thoughts of the ‘fate of

the periods’ and ‘morality’ through prose-poetry from modern times to

the present.

The thoughts contained in the prose-poetry of the new religio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until now, but from now on, it will

be a matter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w religion

of Korea.

keywords : prose-poetry of new religions(新宗敎歌辭),

prose-poetry of Eastern Learning(東學歌辭), divinatory

prose-poetry(秘訣歌辭), Chŏng’s P redictions(鄭鑑錄), fate

of the periods(時運), morality(道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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