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의 발생 배경
   약칭 ‘신천지’라고 일컫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1984년 이만희에 의
해 창시된 종교단체다. 본거지는 경기도 과천에 있으며,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믿는다.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서 태어나 27세 때 한센병(나병) 치료목적으로 박
태선이 만든 전도관(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에 입교했다. 이만희는 이곳에서 박
태선의 교리를 터득한 후 유재열의 장막성전, 구인회의 천국복음전도회 등을 거
친 끝에 신천지를 만들었다. 이 때문인지 신천지는 이들과 유사성이 상당히 짙다.
   박태선은 통일교의 문선명과 함께 신비주의 교파인 김백문에게 성경을 배웠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사망한 박태선은 1955년 전도관을 설립해 김백
문에게 전수받은 독특한 교리와 ‘신유(神癒, 병고침)’ 등의 기사이적으로 신도들을 
모았다. 1980년에는 교리를 수정하며 교명을 천부교로 개칭했다. 신도들은 ‘신앙
촌’이라고 명명한 거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양말, 화장품, 식품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태선은 1960~70년대를 전후해 신유를 명목으로 한 
안찰기도와 강제로 신앙촌에서 제조한 ‘생수(생명물)’, ‘시온캬라멜’을 먹이다 신도
들이 사망하는 사건, 일명 ‘피가름(영체합일)’ 교리에 따른 혼음, 사기, 위증, 상해 
등의 혐의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만희는 1957년 이곳 신앙촌에 들어가 10년 동안 생활하며 자칭 하나님이
라 일컫는 박태선을 추종했다. 그러다 1967년 경기도 과천의 ‘장막성전’에 입교
했다. 유재열 역시 전도관 출신으로 1966년 장막성전을 설립하여 1969년 종말
을 외치다 불발되기도 했다. 19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과천 소재 청
계산에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켜 신도들의 노역으로 교회와 호화주택을 지었으며, 
여신도들과의 문란한 행위 등으로 일부 신도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결국 유재열은 같은 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만희는 1969년 종말이 불발된 이후, 1972년 교주 구인회에 의해 세워진 
천국복음전도회에 들어가 일명 12지파 장으로 활동한다. 구인회는 ‘재림 예수’라
고 자칭하며 신도들에게 번호가 찍힌 플라스틱 원판을 천국행 티켓이라며 팔거나 
불치병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행상을 강요하여 이익금을 착취하
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76년 구치소에서 급성간염으로 숨졌다. 이후 이
만희는 통일교 강사 출신 목영득에 이어 백만봉을 추종했다. 백만봉은 장막성전
에서 유재열을 추종하다 이탈하여 재창조교회를 설립했는데, 1980년 3월 13일을 
종말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10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자다.

   백만봉이 주장했던 종말의 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만희는 백만봉
과 싸움을 벌이고 이탈한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보기 시작했
다. 그러다 1980년 9월 유재열을 비난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구속되었다. 이듬해인 
1981년 2월 출소 후 소수의 추종자들과 모임을 시작했는데, 모세와 엘리야 격인 
일명 ‘두 증인’이 신광일과 이만희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종환과 이만희를 두 증
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하여 홍종효와 이만희를 두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만
희는 홍종효와도 결별한 후, 자신을 모세로 승격화했다. 그러다 다시 사도 요한
적 사명자라고 했다가 점차 보혜사 성령으로 신분을 격상시켰다. 1984년에는 추
종자들을 7영, 12사도, 24장로로 임명하고 신천지를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만희는 천부교의 박태선을 시작으로 장막성전의 유
재열, 천국복음전도회의 구인회, 통일교 출신 목영득, 재창조교회의 백만봉 등으
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신천지의 교리는 바로 이들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다. ‘피가름(영체합일)’ 교리를 변형한 ‘신인합일체’교리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에 
본거지를 둔 점, 교명에 '장막성전'을 유용한 점, 12지파 형태의 조직 등도 맥락
을 같이한다. 현재 신천지 신도들은 비상식적인 수법을 동원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른바 추수꾼 전략, 산 옮기기 전략이 그것인데, 추수꾼 전략은 타 교회
(추수밭)에 위장으로 등록한 뒤 신도들을 꾀어내는 수법이며, 산 옮기기 전략은 
역시 타 교회에 위장으로 등록한 뒤 목사를 유혹하여 교회를 통째로 장악하는 수
법을 일컫는다. 신도는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