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현대문화 ● 제8편 현대문화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외에도 서천지역에는 여러 종교가 활동하고 있다.
구한말 이래 수많은 신흥 민족종교가 발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천지역에서는
여러 교파를 통합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천도교, 신분평등과 민족정
신을 선양한 증산교,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불교 정착과 민족자
립을 위해 노력한 원불교 등의 신흥 종교가 활동했다. 이들 신흥 민족종교는 일
제기에 국권회복과 민족부흥을 위해 노력하면서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남녀평등,
허례허식의 폐지, 새생활운동 등을 전개하여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민
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 적응하면서 활발한 포
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도교와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서천지역 민족종

1.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東學)의 후신이다. 동학은 구한말에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860년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하였다. 동학은 서학(西學)
에 대항한 민족종교이며, 사회개혁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한 종교이다.‘인
내천(人乃天)’
사상을 핵심으로‘광제창생(廣濟蒼生)’
·
‘보국안민(保國安民)’
의
기치를 내걸고 실의에 빠져 있던 농민들에게 파급되었다. 동학사상은 인간의 주
체성을 강조하고 만민 평등의 이상을 표현하면서, 종래의 유교윤리와 양반사회
의 전통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
았다. 조선 정부에서는 동학을 서학과 같은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1864년 3월
10일 교조 최제우를 처형했다. 동학의 위기를 구할 사명을 맡은 2대 교조 최시형

제3장 현대 종교의 활동과 현황

교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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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時亨)은 포(包)·접(接)의 교단 조직을 통하여 삼남 지역에 침투하였다. 최시형
은 교단 세력을 확대하고 교조신원운동을 펼쳤다.
그 후, 1894년 처음 봉기가 일어난 호남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세력
을 이루었으나, 동학농민군 2차 봉기의 중심지는 북접인 충청지역이었다. 동학농
민군 봉기는 주로 삼남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충
청남도 지역은 회덕·진잠·공주·은진·한산·비인·연산·사천·서산·홍
성·당진·면천·보령·전의·연기·정산 등이다. 1894년 3월 동학농민군이 전
라도 일대를 휩쓸자 4월 2일 최시형의 명의로 각 접주에게 통문을 발송했다. 그
러나 동학농민군은 우세한 무기와 잘 훈련된 일본군의 방어를 막을 수가 없어,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노성·논산 방면으로 후퇴했다.
그 후, 호서 각처에서 동학농민군의 탄압과 처형이 자행되었다. 당시 충청남도
각 지방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서천지역에서는 한산은 김약선(金 善),
서천은 추용성(秋鏞聲)이 지도자였다. 서천지역에서도 동학혁명 때 많은 희생을
당했다.
일제강점기에 구국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은 3세 교조 손병희가 1905년 12
월 1일 동학 창도 46년만에 천도교로 개칭하여 교단을 형성하고, 민족 독립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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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었다. 천도교는 기독교·불교계와 연합하여 3·1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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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했으며, 그 후 천도교청년회(후에 당으로 개칭)를 발족시켰고, 3·1운동 이
후 민족 문화를 향상·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1936년 민족의식을 고취시
키고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는 멸왜기도운동을 추진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해방 후, 천도교는 좌우익의 갈등 등 광복 이후 혼란정국을 거치면서 남
북분열 저지운동, 영우회조직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을
거쳐 통일운동 등 민족 종교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의 천도교 서천교구 교당은 1977년 4월에 지산면 두북리에 창설했다. 이
교당은 노송래(盧松 ) 교훈(敎訓)이 설립하였다. 2005년 현재 서천교구 교구장
은 노익래이고, 태을포 직접 도훈은 이계양이다. 서천지역의 천도교인들은 대부
분 70년대에 수운교에서 천도교로 입교한 이들이며, 2005년 현재 교호(敎戶) 60
호에 신도수는 110명 가량이다. 매주 일요일에 교당에 모여 시일식을 열어 기도
를 하고 각종 사업을 상의하고 있으며, 불우이웃 돕기와 중앙 총부를 통해 북한
의 천호당과 교류하면서 북한 돕기사업도 하고 있다. 앞으로 교도 확대와 서천읍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원불교
원불교는 불교에 연원하고 이를 현대화한 종교이다. 원불교는 1916년 전남 영
광군 백수면 길용리에서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이 창도하였다. 박중빈은
1943년 5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인 전라도 농촌 사회를 떠나지 않고 가
난하고 순박한 농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였다. 박중빈
은 신앙의 대상을 불상이 아닌 불법신(佛法身)의 일원상(一圓相)으로 삼고 그의
신도들과 노동에 종사하여 그의 생활 불교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점에
서 전통적인 불교와 다른 교리를 개발하였다. 박중빈도 최제우나 강일순 같이 우
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리라는 민족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최제우나 강일순과는 달리 척왜척양(斥倭斥洋)의 반외세 운동을 통하여 자
주독립국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미약하였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국
민의 자주 의식과 도덕적 강성 그리고 경제적인 실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민족 주체 사상은 항일 민족 운동의 저항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자각과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세계의 도
덕적 지도국이 되어야 한다는 자립과 도덕 실천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박중빈은 신비적인 예언 능력이나 치병술로 종도들을 이끌어 갔던 증산과는
(宋奎) 등 9명의 제자들에게 금주 금연·허례 폐지·미신 타파·근검 절약·공동
출역(共同出役) 등을 강조했다. 1917년 8월에는 저축 조합을 만들어 교단 창립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듬해 1918년 3월에는 저축 조합 운동으로 모인 자금을 바
탕으로 전남 영광 길용리 앞바다의 갯벌에 둑을 쌓아 막는 방언공사(防堰工事)를
추진하여 1년 만에 약 26,000여 평의 농지를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원불교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좌절한 민중들에게 공익 정신과 협동 정신을 가르쳤고
또 실질적인 건설 활동을 통하여 자력 갱생과 개척 정신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일제 시기에 들어서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면서부터 박중빈은
민족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저축 조합을 발전시켜서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상조조합을 운영하였다. 박중빈은 1926년에는 사회개조의 한 방법
으로‘신정의례(新定儀禮)’
를 제정하여 예법 생활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였
다. 이처럼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자립 정신을 높이고 공
익에 봉사하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독립운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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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인 포교 활동을 폈다. 그는 포교활동을 시작한 1916년 이래 수제자 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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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불교는 원광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60여개소 자선기관이 30여개
소, 문화사업, 연구기관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불교의 4대 경축일은
1월1일 신정일, 4월 28일 대각개교절, 4월 8일(음) 석존성탄절, 8월 20일 법인절
(法印節)이 있다. 현재 국내에 15개 교구 450여개 교당, 국외에 4개 교구 13개국
30여개 등 6대주에 교당을 설립하고 교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자수
4,500여명, 신도수 1백여만 명을 두고 있다.
서천군의 원불교 교화사업은 당시 군산교당의 법사였던 오철환(喜山)이 시작
하였다. 오철환 법사는 원불교 교화사업에 일생을 바친 공로자로 서천지역 원불
교의 밑바탕이었다. 서천군에서 원불교 포교는 1969년 원불교 장항교당을 창선
동에 세운 후 시작되었다.
장항교당은 당시 원불교 군산교당의 교도회장이었던 오철환 법사가 주선하고
초대 교무 박정남(朴正南)이 창립하였으며, 6대 교무 이경심( 儆心)과 교도회장
이진암( 眞岩)을 중심으로 남녀교도 약 3백여명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서천교당은 1976년에 오철환 법사가 주선하고, 당시 7명의 교도가 교당을 열
고 군산교당에서 교무출장으로 법회를 실시해 오다가, 1978년 3월에 초대교무
소이근(원명 蘇南順)이 대지를 희사하여 1985년 9월에 건평 43평의 교당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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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천교당은 교무 소이근과 교도회장 홍선범(희선)을 중심으로 남녀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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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여 명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판교교당은 1968년 5월에 오철환 법사가 주선하고 초대교무 오명성(吳明性)과
유향원이 창립하였다. 3대교무인 김인원의 노력으로 교도회장과 남녀교도 약
100여명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2007년 현재 서천군 원불교 현황
읍면

교당명

설립
연도

설립자

현교역자

초대
교역자

직위

성명

소재지

교도수

장항

장항교당

1957

朴正南

朴正南

교무

이영진

창선동

30

서천

서천교당

1977

소이근

소이근
蘇南順

교무

고광덕

군사리

100

판교

판교교당

1968

유향원

吳明性

교무

-

-

-

3. 증산도
증산도는 1901년 전주 모악산(母岳山) 대원사(大願寺)에서 증산(甑山) 강일순
(姜一淳)이 동학이념에서 영향을 받아 창도한 민족종교이다. 증산은 동학에 나타
난 반봉건적인 평등사상을 더욱 강조하면서 천민도 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우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학의 척왜척양(斥倭斥洋)의 정신을 계승하
여 민족정신을 표출했다.
증산은 한국이 일제침략을 일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앞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
라 후천 선경(後天仙境)이 한국 민족을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증산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이후 혼란해진 전라도 지
방을 중심으로 포교했다. 이 시기에 증산은 예언과 치병 등의 기행(奇 )으로 동
학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봉건 신분 질서 속에서 천시받았던 승려·
노비·빈민·무당·과부들의 의식을 깨우치며 포교했다. 증산은 신도에게 구전
으로 교리를 전수하였고 교리의 체계화나 교단의 조직에는 관심이 없었다.
증산은 포교를 시작한지 9년 후, 1909년 8월 9일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
했다. 증산이 사망하자 대부분의 신도들은 흩어졌다. 강일순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였고, 남아 있던 신도들은 1911년에 증산의 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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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婦人)이었던 고씨 부인을 중심으로 교단을 정비하였다. 고씨 부인은 191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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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북 정읍 대흥리에서 이종 사촌인 차경석의 도움을 받아 포교하다가 1914년
부터는 태을교(太乙敎)로 개명하였다. 태을교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차경석이 교
권을 장악하자, 김형열은 이탈하여 불교진흥회(佛敎振興會)를 조직하여 포교하
다가 1919년에는 미륵불교(彌 佛敎)를 창립하였다. 이렇게 분열하기 시작한 증
산교는 1920년대에는 순천교(順天敎)·삼덕교(三德敎)·무극대도교(無極大道
敎)·삼성교(三聖敎)·동화교(東華敎)·수산교(水山敎) 등 수십 개의 종파로 난립
하였다. 증산교파 중에서 제일 크게 교세를 확장시킨 것은 차경석의 보천교(普天
敎)였는데, 보천교는 점차 친일단체로 변신하다가 결국 일제의 해산령으로 정리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급속한 교세 확장을 하다가 쇠망한 보천교와는 대조적으
로 다른 대부분의 증산교단들은 교세가 미약한 채로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꾸준
히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증산도는 1975년도에 대전에 본부도장을 건립하고, 2002년도에 교육문화회
관을 건립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역단위의 책임자(수

호사)가 있으며, 충남지역에 17개소의 도당을 설립하고 있으나, 서천지역에는 포
교소(2005년 현재, 수석포감은 조영호)만 있는 상황이다.

4. 민족종교의 미래
구한말 이후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천도교·원불교·증산도 등 민족종교
종교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민족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각 민족종교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과 자주 정신을 키워갔으며 남녀 평등, 허례 허식 폐지 등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국의 근대화와 개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오늘
날에 이르러 서천지역의 민족종교 가운데 원불교와 증산교에 비해 천도교는 교
세가 미약한 편이다. 현재 각 민족종교는 각기 지니고 있는 특유의 종교성을 부
각시키면서 교세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사회교화와 민생구제 등의 사
회사업을 강화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종교가 각기 특성을 살
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유의 종교성만 부각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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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전한 정신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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