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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인신동엽은그의 1967년 발표작〈껍데기는가라〉에서 “東學年곰나루의,

그 아우성만살고/ 껍데기는가라.”고 단호하게 말한다.1) 그가알맹이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아우성은 다름 아닌, 갑오년 동학농민군이

* 이연구는서울대학교미래기초학문분야기반조성사업으로지원되는연구비에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미래사, 1992,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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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져가며 쏟아냈던 마지막 저항의 절규였을 것이다. 시인의

표현처럼, 동학의해는갑오년(1894)으로이해되었고, 동학은그때들판에모여든

농민들의함성으로간주되었다. 실제로후대인들에게동학은녹두장군전봉준으

로대표되는갑오년의그것으로기억되고기념되는실정이다. 당연히깃발나부끼

는 ‘들판’과요원(燎原), 즉 ‘들불’ 이미지가동학을대변하는압도적인기호로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갑오년의동학으로부터대략한세대를거슬러올라가면수운최제우가

종교적각성을이룬경신년(1860)의동학과만나게된다. 그것은들판의함성보다

는산중의기도였고, 들불의기세보다는촛불의고요라할만한것이었다. 영남의

한구석경주에서비롯된동학의영성은두갈래로퍼졌다가다시합쳐져변혁의

불길로타올랐다고생각된다. 즉수운의동학은한편으로는서쪽호남들에뿌려져

북진하였고, 다른한편으로는북쪽태백의산중을돌아호서로서진하였다. 결국

갑오년충청의뜰에서호남과호서의형제가손을맞잡고금강을넘으려다좌절한

것이우리가아는갑오년동학의결말이었다. 그런데그두갈래동학의경로중에

들판을달구며북진한녹두장군의호남동학이일반인의기억을사로잡은반면,

산중을 거쳐 서진한 해월의 호서 동학은 내부 종교인들에게만 회자될 뿐이다.

동학과 ‘산’은낯설어보인다. 그러나갑오년들판의동학을낳게한종교적원천

을좇다보면필연적으로마주하게되는것이산이다. 본고는이른바산중의동학

이라일컬을만한기록과전승을살피되, 교조수운과뒤를이은해월의산중종교

체험에중점을둘것이다. 아울러해월이후의동학교단에서순례의일환으로거

행한 종교적 산행의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으로

간(가는) 동학이결코작지도낯설지도않은동학의전통임을인정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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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운의 산행

1. 천성산 내원암
대부분의동학도들은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의 종교적체험이

있었던 경신년(1860) 4월을 동학의진정한기점이라고간주하고있다. 그들에게

있어명실상부한동학년(東學年)은 다름아닌경신년이다. 주지하다시피수운은

경신년에하느님과의대면과문답을통해시천주(侍天主)로집약될만한동학의

종교적원천을확보해낸다. 우리가우선적으로주목하고자하는것은이러한경신

년 영적 각성의 전사(前史)로 기억될 만한 양산 천성산의 산중 경험이다.

고향경주를떠나울산에머물고있던수운은장기간의입산기도를위해양산의

천성산을찾는다. 초기기록이라할수있는『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

源記書)』(이하『도원기서』)에따르면천성산의기도는경신년보다 3-4년앞선

1856년과 1857년에각각한차례씩거행된것으로보이는데, 1차기도가숙부의

상으로인해 47일만에중단되는바람에이듬해에부득이 2차기도가시도되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1856년(병진)에 있었던 1차 기도에 관한 기록이다.

   
(1) 해가바뀌어병진년이되었다. 그해 5월폐백을받들고한명의중과더불어

양산통도(사) 천성산에들어가 3층단을쌓고49일간빌고자하였다. 마음으로는

천주의강령이함께하기만을늘염원하였고천주의명교(命敎)가있기를바랄

뿐이었다.2)

1880년에필사된것으로파악되는『도원기서』는수운과해월의행적을가늠

할수있는귀중한초기동학사의자료이다. 여기에기록된천성산의의식은장소,

2) 『崔先生文集道源記書』(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162쪽). “轉至丙辰, 仲夏之節, 謹奉幣帛, 與一箇僧, 入于梁山通道天聖山, 結築三層
壇, 計爲四十九日而祝願. 心所恒念與天主降靈, 只望有命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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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내용상으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장소로주목받은곳이산중의암자라는점에서다분히불교친화적이다.

인용문(1)에서통도사운운하고있으나 “양산통도천성산(梁山通道天聖山)”은영

축산소재의통도사가아니라천성산에있던통도사부속내원암을일컬었던것으

로보인다. 장소뿐만아니라동반자로서승려가거론되고있어불교와의친연성은

더욱 돋보인다.

둘째, 불교친화적인장소에도불구하고의식은일반적인법당이아닌, 야외의

3층 단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설단제천(設壇祭天)의 양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3) 즉, 입산하여단을쌓고제물을갖춰천제를거행하는입산제천혹은산간

제천의민간전승에서확인할수있는희생의례(sacrificial rite)의양태를띠고있

다.

셋째, 외형적으로는희생의례적인양식을곁들이고는있으나의례의질적인내

용은염불의식이나제사의식과는달리, 하느님의강령과가르침을수용하려는영

적기도에가까웠다고평가할수있다. 기도에관한걸작을남긴프리드리히하일

러는 영적 천재(예언자, 신비가)의 기도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희생(sacrifice)이

곁들여진원시기도(primitive prayer)와는달리희생물을배제한기도였다고강조

한다. 그들에게는 “기도자체가가장정결하고온전한공물”이었고, 진정한기도야

말로 “입술로 드리는 공물”이었기에 별도의 제물을 수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다.4) 하일러의입장에서보자면, 수운의천성산기도는희생의전통이혼재된기

도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훗날경신년에맞닥뜨릴하느님과의대면과문답을

건실하게예비하는, 신과의친교(communion)로서의성격이강한기도였음을부

정할 수는 없다.

불교친화적인장소성과민중친화적인양식성에도불구하고, 동학도들에게있

3) 초기동학의설단제천에관해서는최종성,「초기동학의천제: 제천(祭天)과기천(祈天)」,
『종교와문화』37,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9. 참조.

4) Freidich Heiler, Prayer: A Study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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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운의산중체험은염불(念佛)이아닌염천(念天)으로, 제사(sacrifice)가아닌

기도(prayer)로 기억되었다. 동학다운면모로강조된것이 ‘하늘’과 ‘기도’였고, 이

후 동학의 기록에서도 이점이 늘 강조되었다.

   
(2) 포덕젼년병진년녀름에대신ㅣ한낫아즁을리시고량산통도

쳔셩산에 들어가 지셩으로 한을긔도시더니5)

   
(3) 布德四年前(1856年) 丙辰夏에 大神師一衲子로부터 梁山 通度寺 內院菴

千聖山(原名 圓積山)에 入하시어 天에 祈하시더니6)

위인용문(2)와 (3)은 천도교교단의기록이다. 인용문(2)는 『천도교회월보』

(1911년 6월)에실린한글본「본교력」의일부내용으로서, 그보다앞서『천

도교회월보』(1910년 8월) 창간호에실렸던오상준(吳尙俊)의 국한문본「本敎歷

史」를이종일(李鍾一)이번역하여연재한것이었다. 중을데리고양산천성산에

들어가 49일간의기도를꾀한점은인용문(1)과다르지않다. 눈에띄는것은수운

이행한의식이다름아닌지극한정성으로하늘에올린기도였다는점이다. 이는

국한문본의 “至誠祈天”을그대로옮긴것이다. 인용문(3)은 1920년천도교교리강

습자료로활용된황업주소장『천도교서』(등사본, 1920)를 『아세아연구』에

연재한내용이다. 기도의장소로서천성산내원암을상세히밝히고있는것이특

이하나하늘에기도했다는표현은「본교역사」의내용을답습하고있다. 20세기

초반의동학도들은수운이천성산에서거행한치성을제천(祭天)이아닌기천(祈

天)으로인식하고있다. 즉산중의절을찾아갔지만염두에둔것은부처가아닌

하늘이었고, 의례적 장르도 제사가 아닌 기도였다.

(4) 이듬해병진년(1856) 4월에양산군천성산(통도사뒤에있음)에 들어가

3층도단을쌓고향과폐백을갖추어뭇백성을널리구제할뜻으로발원하며

5) 최기영 박맹수, 『한말천도교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141쪽.
6) 「天道敎書」, 『아세아연구』5(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2,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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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하게 49일의 기도를 진행하였다.7)

(5)병진년(조선철종7년, 수운강생 33년) 4월에양산군천성산에들어가단을

쌓고하늘에기도하다. 통도사뒤쪽후미진곳에정결한곳에도를연마할만한

도량으로삼을만한곳이있었다. 그곳에 3층천단을쌓고향과폐백을갖추어

뭇백성을널리구제할뜻으로발원하며경건하게 49일의기도를진행하였다.8)

인용문(4)와 (5)는천도교와대립했던시천교계열에서펴낸초기동학사에관한

기록이다. 이용구(李容九, 1868-1912)가 사망한 뒤, 시천교는 송병준(1858-1925)

이 이끄는견지동시천교본부(송파시천교)와김연국(1857-1944)이 주도하는가

회동시천교총부(김파시천교)로분립하며경쟁하였다. 인용문(4)는시천교본부에

서 펴낸 『시천교종역사』(1915)의 일부이고 인용문(5)는 시천교총부가 발간한

『시천교역사』(1920)에 실린 내용이다. 두 기록 모두 천도교 측의 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도원기서』의내용을충실히따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천

성산에입산하여설단한뒤향폐를갖추어 49일간기도했다는내용은거의그대로

이다. 다만, 천주의강령과명교를바랐다고했던내용이광제창생의의지를발원

했다는것으로바뀌었을뿐이다. 설단에관해서는인용문(4)가 3층도단(道壇)이

라고한것에비해인용문(5)는 3층천단(天壇)이라고하여제장의하늘이미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시천교계열의두교단에서당시천성산의일화를어떻게이미지화하고

있는지를확인할만한자료가있다. 1915년비슷한시기에두교단모두교조수운

및교주해월의걸출한종교적삶을도설서(圖說書)로발간해냈는데, 그속에천성

산의일화도내포되어있다. 시천교본부에서발간한『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

祖遺蹟圖志)』(1915년 2월)는 〈천성도천도(千聖禱天圖)〉9)로, 시천교총부의

7) 『侍天敎宗繹史』, 시천교본부, 1915. “翌年丙辰四月, 入梁山郡千聖山(在通度寺後), 築三
層道壇, 具香幣, 發廣濟蒼生之志願, 虔行四十九日之祈禱.”

8) 『侍天敎歷史』, 시천교총부, 1920. “丙辰(李朝哲廟七年降生三十三年)四月, 八梁山郡千聖
山設壇祈天. 山在通度寺後幽僻閑靜處, 可以爲妍道之場也.築三層天壇, 具香幣, 發廣濟蒼
生之志願. 虔行四十九日之祈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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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영적실기(繪像靈蹟實記)』(1915년 7월)는 〈천성산기천도千聖山祈天

圖〉10)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묘사하고 있다.

주가일찍이양산군천성산(통

도사뒤에있음)에 들어가삼층도

량을쌓고향과폐백을정성껏갖

추고는널리구제할뜻으로발원

하였다. 다시 49일기도를행하니

이로부터 심령이 원만하고 온전

한 성취가 있는 듯했다.11)

도상 해설

〈천성도천도〉

병진년4월에제세주께서양산

군통도사뒤천성산에들어가삼

층도단을쌓고향과폐백을갖추

고는널리백성을구제할뜻으로

발원하였다.12)

도상 해설

〈천성산기천도〉

9) 『侍天敎祖遺蹟圖志』, 시천교본부, 1915.
10) 『繪像靈蹟實記』, 시천교총부, 1915.
11) 『侍天敎祖遺蹟圖志』, 시천교본부, 1915. “主甞入梁山郡千聖山(在通度寺後), 築三層道
塲, 精具香幣, 發願廣濟, 再行四十九日祈禱, 自是靈竅圓融, 充然如有所得.”

12) 『繪像靈蹟實記』, 시천교총부, 1915. “丙辰四月, 濟世主入梁山郡通度寺後千聖山, 築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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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도천도〉와〈천성산기천도〉의도상모두산중에 3층단을쌓고향과

폐백을올리며치성하는장면을묘사하고있다. 다만, 3층단의이미지에있어서는

의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가 방형의 3층 단을 쌓고 상층 위에 제상을

마련한 뒤 단상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원형의 3층 단을 쌓고

상층 위에 정화수 상을 놓고 단하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3층

단을제단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후자는그것을제상으로이해하고있다고할

수있다. 두도설에표현된 3층단의표상이다르기는하나각각도천(禱天) 혹은

기천(祈天)이라는표제어를통해당시의산중체험이단순한희생의례가아닌, 하

늘과 기도에 관한 영적 실천이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1856년에시도한 49일간의천성산기도는 1857년 2차기도를통해완성되었다.

1859년오랜객지생활을끝내고고향인경주로돌아온수운은 1860년 4월구미산

용담정에서염원했던하느님을대면하고서로문답을주고받는종교체험에이르

게된다. 하느님의강화와가르침을바라며장기간씨름했던천성산의치성이드

디어 경신년의 동학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룡산 은적암
수운은경신년의체험을시천주(侍天主)로수렴한뒤주변으로포덕을개시하

여많은동학입도자를얻게되었다. 그럴수록수운과동학도에대한관의시선과

압박이드세져갔다. 결국수운은 1861년 11월즈음관의지목을피해경주를떠나

남행하다전라도남원에이르렀고, 그곳의교룡산은적암(隱跡菴)13)에머물며영

적감응과경전집필에몰두하였다. 경신년득도이전에양산천성산이있었다면,

득도이후에는남원교룡산이있었다고할만하다. 비록 3-4개월에불과한단기간

의피신과수련을곁들인교룡산행이었지만, 이를계기로영남에서싹튼동학이

層道壇具香幣, 發廣濟蒼生之志願.”
13) 애초에덕밀암(德密庵)이라불리던것을수운이머물며당호를은적암이라바꾸었다고
한다. 『도원기서』에는 ‘은적암(隱跡菴)’으로표기되어있으나대부분의후대기록들은
‘은적암(隱寂菴)’으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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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호남의 들판을 누빌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6) 금년(1862년) 11월갑자기길을나서야할계책을마련하였다. 생각건대

새로입도한이들은어리석고미진하다고할수있다.스스로끊임없이탄식하며

전라도로떠나갔다. 지나는길에성주(星州)에들러충무공의사당을배알하였

다. 비로소남원의서공서의거처에이르러십여일을유숙하였다. 그때에동행한

이가최중희이다 ... 죽장과짚신을챙겨마을을찾아다니고고을을두루누비다

가은적암에 이르렀다. 때는섣달이고한해가이미저물어갔다. 절의종소리가

울리자무리가모여들어불공을올리고다들불경을외며축원하니송구영신의

감회를금할수없었다. 깊은밤떨리는등불아래외로이베개베고뒤척이다

어진벗들에대한감회와처자에대한그리움에젖어들었다. 억지로「도수사」

를 짓고, 또 「동학론」과 「권학가」를 지었다.14)

인용문(6)은호남행의여정과남원은적암의행적을적고있는『도원기서』의

기록이다. 기록에따르면, 수운의호남행은갑작스럽게마련되었고, 또자신의공

동체를남겨두고불가피하게떠나야하는상황에서맞이한것이라는점에서피신

에가까웠다고할수있다. 수운이거쳐간충무공사당이소재한곳은성주(星州)

가 아닌남원아래지역인승주(昇州)였을것이다. 기록과정에서 ‘승(昇)’과글자

형태가유사한 ‘성(星)’으로오기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아마도경주를떠나남

해안을 거친 뒤 순천을 들러 남원에 이르는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4) 『崔先生文集道源記書』(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171-172쪽). “今年十一月, 卒然有發程之計. 思其新入之道者, 則可謂蒙愚微成者也.
自歎不已, 而行于全羅道. 過次入星州, 拜謁忠武廟. 初到南原徐公瑞家, 留宿十餘日. 而其
時偕行, 則崔仲羲也... 以竹杖忙鞋, 尋入村村, 偏翫谷谷, 抵到隱跡菴. 時唯臘月, 歲律旣暮.
寺鍾時擊, 衆咸集佛供晨奠, 咸有法經之願, 送舊迎新之懷,難禁.一夜之半,寒燈孤枕,轉輾
反側, 而一切賢友之共懷, 每憶妻子之相思. 强作道修詞, 又作東學論勸學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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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룡산 선국사 뒷모습 밀덕봉 은적암 터

교룡산 은적암

은적암은남원교룡산선국사뒤쪽밀덕봉정상아래에있었던것으로추정된

다. 은적암에 당도한 수운은 세밑의 절집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고, 멀리

두고온동료들과가족을그리워하다경전(도수사, 동학론, 권학가)을짓기에이른

다. 다만, 주의를기울일것은경전을단순히집필한것이아니라강작(强作)했다

는점이다. 자의에의한자유로운글쓰기와는구별되는뭔가의이끌림이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7) 은젹암에들어가시니암가쳥결곳에이셔셔셰샹틔이들어오지안

코만가지인연이다뷔엿쇠북소가잠간들니즁들이일졔히모혀셔불

법을강론며경문을셜명니그공양즐거옴과위의의셩대이죡히

사으로야곰흠탄케더라맛참셧달이라가멀지안이니디

찬등잔에본집이창망고친구가멀니잇스니그윽회포의경경을금지못

지라 인야 도슈와초학가 두가지를 지어보시다15)

인용문(7)은 『천도교회월보』(1911년 8월)에 실린「본교력」의내용이다.

은적암까지의여정은앞의인용문(6)과 대동소이하여생략하였다. 은적암에서의

소회와경전집필내용도크게다르지않지만, 눈에띄는것은고향의본가와친구

들에대한억누를수없는감회로인해글을지어보냈다는부분이다. 인용문(6)에

15) 최기영 박맹수, 『한말천도교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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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강작(强作)에 비해서는 글을 지은 동기와 의도가 좀 더 인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은 시천교계열의 문헌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시천교계열의기록들도남원은적암으로의여정과그곳에서의소회를대동소

이하게표현하고있다. 다만, 경전집필의방식에있어천도교의기록과는차별점

이 분명하다. 가령, 『시천교종역사』(시천교본부, 1915)는 ‘부계이작(扶乩而作)’

이라하였고, 『시천교역사』(시천교총부, 1920)는 ‘강관이작(降管而作)’이라묘사

하였다. ‘부계(扶乩)’나 ‘강관(降管)’은 신령이실린붓으로쓴점괘나신탁을의미

한다.16) 결국자의적인글쓰기가아니라강령(降靈)에 의한 강필(降筆), 즉 영적

감응에의해신의(神意)를드러낸글쓰기였다는것이다. 아마도『도원기서』에

언급된 강작(强作)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시천교계열의도설서의경우에도『시천교종역사』및『시천교역사』와맥락

을 같이한다. 『시천교조유적도지』의 경우 〈은적암영계도(隱寂菴靈乩圖)〉라

는도설을통해은적암의신이한글쓰기체험을묘사하고있는데, 표제어로쓰인

‘영계(靈乩)’ 역시 신령에 의탁하여 문자를 얻어내는 ‘부계(扶乩)’와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회상영적실기』 〈은암강관도(隱菴降管圖)〉의 경우에는 강필

(降筆)을 뜻하는 ‘강관(降管)’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도설을 살펴보면

세밑에법회를여는승려들의모습을묘사하면서도작은방에서강필을진행하고

있는 수운의 모습을 빠트림 없이 표현하고 있다.

16) 동학을비롯한한국종교문화에서부계(扶乩)의흔적들이확인되고있으나이에대

한학술논의는본격화되지못했다. 다만, 박병훈이 2018년 6월 27일한국도교문화학회춘계

국제학술대회 7분과에서발표한「한국부계문화연구: 동학을중심으로」라는논문이있

어좋은길잡이가된다. 그는동학의전통에서거론된부계(扶乩)나강관(降管)과같은직접

적인표현이외에도강화(降話), 강필(降筆), 강서(降書), 강시(降詩) 등의자료에서신령에

의한자동기술(automatic writing)의맥락을살필수있다고보고, 이를부계문화의소산으

로 적극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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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11월에주(수운)가남행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최중희

와더불어길을떠나호남의은적암

에 이르렀다. 이때에 승려들이 많이

모여들어오묘한가르침을강하는법

회를 열어 떨리면서도 기뻤다. 정결

한한칸의방에머물며, 깊은밤베

개에기대어있는데, 모든연기(緣起)

가 갑자기그치고온갖소리가잦아

들어 신령스럽고 감응이 있는 듯했

다. 마침내강령의감응을받아「도

수사」와 「논학문」을 지었다.17)

도상 해설

〈은암강관도〉

교룡산은적암은관의지목을받던수운에게은신처이자수도처를제공해줌으

로써동학의재기를가능하게해준곳이다. 더구나영남의동쪽에서발원한동학

을원로(遠路)의호남에까지이식시킴으로써동학의잠재력을확산시키는포덕의

거점역할을한곳이다. 수운은쫓기는신세였지만산중의암자에서훗날동학의

교리를체계화할수있는논설과가사를안정적으로집필해낼수있었다. 위기를

피하기위해찾아든산중에서미래의동학을보증하는포덕과경전집필을달성한

것이다. 득도이전에양산천성산에서하느님을열망하며기도하였고, 고향경주

구미산에서하느님의가르침을본격적으로부여받았으며, 득도이후에남원교룡

산에서하느님의감응을통해경전을집필할수있었으니, 산없는수운의종교인

생을 논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다.

17) 『繪像靈蹟實記』, 시천교총부, 1915. “辛酉十一月, 主有南行之意, 遂與崔仲羲發往, 至湖
南隱寂菴. 是時緇衆大集, 演揚玄旨, 乃犁然而喜. 凈居一寮, 深夜支枕, 萬籟俱定, 靈靈然.
若有感應. 遂降管作道修辭論學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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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월의 산행

1. 태백산 적조암
해월에게있어서도산의의미는결코작지않았다. 아니산과함께종교적삶의

대부분을보낸게해월최시형(崔時亨, 1827-1898)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1861년 34세의나이에동학에입도한해월은 1864년 3월수운이처형된뒤태백과

소백의산중으로쫓기며동학을재건하는데 34년의인생후반부를보내야만했다.

영덕, 영해, 영양, 울진등을몰래오가며동학도들을규합하던해월은 1871년 3월

이필제가주도한교조신원을명분으로한영해의봉기가실패하자영남권을벗어

나 강원 태백의 산간으로 쫓겨들어 올 수밖에 없었다.

도망자의신세로영월, 정선, 인제, 영춘등을오가며교조수운의가족을돌보고

흩어진 도인을 모으고동학의조직을재건해야 했던 해월로서는 종교적 영력과

지도력을마련하기위한특단의돌파가필요한상황이었다. 더구나수운의장남

세정(世貞)이관에붙잡혀양양에서장살되고(1872년 5월), 병약한몸으로쫓기던

수운의처박씨부인도임종을앞두고있던(1873년 12월) 시절, 사실상동학의미래

를책임져야할해월로서는그간의좌절과지리멸렬을반전시킬수있는새로운

종교적모색이절실하였다. 이런상황에서마련된것이 1873년 10월정암사적조

암에서의 산중 공부였다.

해월이태백산적조암(寂照菴)에서 49일기도를작정한것은수운이천성산에

서 49일간 기도했던전례를따른것이라할수있다. 적조암의기도에대해서는

『도원기서』를비롯한후대의문헌에서도중요하게다루고있다. 『도원기서』

에따르면, 장기간의공부를실현하기위해 강수(姜洙), 김해성(金海成), 유택진

(劉澤鎭) 등이산중기도처로서갈래산(葛來山)18) 적조암을물색했다고한다. 깊

18) 정암사는칡넝쿨을따라와사찰의입지를잡았다는설화에근거해흔히갈래사(葛來寺)로
도불리었다.따라서정암사가소재한함백산을갈래산이라부른것이다. 요즘에는함백
산과 태백산이 별도의 산으로 명명되지만,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연해 있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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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속에몸을숨기고장기간기도할수있는안정적인장소를우선적으로고려

했을 것이다.

적조암은함백산중함백봉우리아래 1100미터가넘는고지의외딴곳에위치한

한적한암자였다. 사실, 1873년 10월해월일행이적조암을찾아와장기간의공부

를시작하기 6개월전까지만해도적조암은비어있는채로황폐해진도량에불과

했었다. 『도원기서』에기록되어있듯이, 적조암은그해 4월까지방치되어오다

가계룡산(동학사)과소백산(부석사)을거쳐태백산(적조암)에 이른어느노승19)

에의해수습된이래해월일행을맞게된것이다. 해월과함께적조암에동행한

강수, 유인상, 전성문, 김해성 등은 식량을 챙겨 입산한 뒤 노승과 함께 문답을

태백산으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19) 『도원기서』에는노승의명칭이언급되지않으나『해월선생문집』에는철수자(哲秀
子)라고밝히고있다. 대체로시천교계열의동학서에는 ‘철수좌(哲首座)’로천도교계열의
동학서에는 ‘철수자(哲秀子)’로 기록되어있다. 철수좌(哲首座)는 학식과공력이높은
연로한선승을일컫는표현이라고한다(김도현,「1870년대태백산권역에서의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117쪽).

갈천산정암(葛川山淨菴)

적조암 유허비



동학산행 15

주고받으며겨우내주문과영부를익혔다. 1906년필사된것으로추정되는『해월

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 에도 강수, 유도원, 전중삼, 김해성등과 함께 태백산

갈천사(葛川寺)20) 적조암(寂措菴)으로들어가힘써공부하였다[做工]고기록하고

있다.21)

(8) 이날젼역에신ㅣ로승다려닐너왈졀에셔부톄님불공과졍결곳

에가셔한울긔도은즁이나속인이일반인우리의공부다만한울을

각고쥬문을오일름이니용셔라신그즁이왈쥬문은무삼글이오

닛가신ㅣ왈화상은혹동학이란말을들엇나냐즁이이왕에들엇삽나니

다신ㅣ왈금부터우리가쥬문을고셩낭독터이니화상은괴이히녁이지

안나냐즁이관계업오니쳐분로소셔거늘신ㅣ이에소

를놉혀쥬문을오이신즁이양찬송을마지안터라이에각각리를돈뎡

고의관을졍졔히고단졍히안셔손에념쥬를쥐고하로밤낮에삼만번식

닑기로 작뎡하시니라22)

 
인용문(8)은 「본교력」(1912년 7월)에 실린 해월과 노승의 문답 내용이다.

절에서예불(禮佛)하는것과세속에서의기천(祈天)이일반이라고하더라도고성

으로주문을 낭독하는것은 노승에게낯설었을 터이지만 그는주문소리를 듣고

찬탄을보내고있다. 당시의주문공부는정좌해서 21자 주문을하루에 3만번씩

구송해내는집중적인수련이었다.23) 염불(念佛)이 아닌염천(念天)의 주문공부,

그리고만다라가아닌영부(靈符) 수련, 모두가노승에겐낯설었겠지만격의없이

20) 사찰의공식적인현판은정암사였지만당시사람들은흔히갈래사(葛來寺)로 불렀던
것으로확인된다. 간혹사찰명을갈천사(葛川寺)로갈래산(함백산)을갈천산(葛川山)으
로명명하는경우도있었다. 가령, 국립중앙박물관소장『고금강도원팔경첩(古金剛桃源
八景帖)』의부록인『부도십팔폭첩(附圖十八幅帖)』에 ‘갈천산정암(葛川山淨菴)’이라
는제목으로정암사의모습을화폭에담고있는데, 함백산을갈천산이라표현하고있다.

21) 『海月先生文集』(『한국학자료총서9-동학농민운동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82-385쪽)

22) 최기영 박맹수, 『한말천도교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192쪽.
23) 『도원기서』에는1일주야로 2∼3만독을, 『해월선생문집』에는49일간총백만독을
주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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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실천을품어준스님의아량덕에해월일행의 49일간의산중공부는마무리

될 수 있었다.

(9) 정해진 치성기일을 마치고 해월선생은 부계(扶乩)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얻었다.

태백산에서 49일을 공부하였더니(太白山工四十九)

봉황 여덟을 내게 주시며 각각의 주인을 정해주시니(授我鳳八各主定)

천의봉 위가 꽃핀 하늘이 되었도다(天宜峰上開花天)

오늘 오현금을 갈고닦으니(今日琢磨五絃琴)

적멸궁전이 티끌세상을 벗어나도다(寂滅宮殿脫塵世)24)

49일간의치성을마친해월은하늘이내려준글귀(乩書)를얻었다고한다. 시천

교계열의문헌에는 5행으로마무리되지만천도교계열의『본교역사』나『천도

교서』(등사본, 1920)에는 5행이외에 “선종기도칠칠기(善終祈禱七七期)”라는구

절이추가되어있다. 인용문(9)에서보듯이『시천교종역사』(시천교본부)에서는

시구를얻은방식을 ‘부계(扶乩)’였다고명시하고있다. 또다른시천교계열의문헌

인『시천교역사』(시천교총부)에서도유사하게 ‘강관(降管)’을통해얻었다고하

였다. 천도교측의「본교역사」에서는한문에익숙지않던해월이새벽에홀연히

발한시구라고만하고부계나강관과같이영적개입에의한글쓰기라는점을크

게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다.

인용문(9)에소개된 5행시는내용상 1-3행/4-5행으로구분할수있다. 49일간

태백의 산중에서 진행된 공부(1행)는 해월과 그의 문도들에게 상서로운 봉황의

주인25)이 될 권위를 부여해 주고(2행), 적조암을 둘러싼 태백산 일대(천의봉)를

24) 『侍天敎宗繹史』, 시천교본부, 1915. “克終齋期,師因以扶乩,次第得句, 有曰(太白山工四
十九, 受我鳳八各主定, 天宜峯上開花天, 今日琢磨五絃琴, 寂滅宮殿脫世塵.)”

25) 여덟 봉황 이야기는 태백산에 입산한 첫날에 해월이 꾸었다는 꿈 얘기를 기반에 둔
표현이라고판단된다. 『도원기서』에따르면하늘에서여덟마리봉황이내려와해월이
그중 세 마리를 감싸 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마리를 하나씩 안았다고 한다.
이내공중으로부터다섯마리봉황은각각의주인이있으므로잘간직하였다가전해주라
는 메시지가 들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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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롭게변모시킬만한희열로가득차게했다(3행). 해월과함께동학의재기를

꿈꾸는 이들이 산중에서 펼친 절차탁마의 정성(4행)이야말로 정암사 관내(적멸

궁26))를깨끗이성화시킬만하다는자부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하였다(5행). 시

구를통해태백산적조암의기도는교단의재건을뒷받침하는영적자양분을비축

했던정성스런공부였고하늘의신비를체험하는값진기회였음을암시하고있다.

시천교본부의『시천교조유적도지』(1915)는 태백산적조암의산중체험과관

련해 〈태백강도도(太白講道圖)〉와 〈팔봉내의도(八鳳來儀圖)〉를 싣고 있다.

〈태백강도도〉에서는철수좌가주문수련에희열을느꼈고현몽을통해자신을

찾아온객들과의인연이예비되었음을강조하였다.27) 뒤이은〈팔봉내의도〉는

해월이태백산입산초에꾸었다는봉황의꿈을소재로다루고있다. 꿈의내용에

따르면, 해월은하늘에서내려온여덟봉황중에세마리를손으로붙잡아안았고,

나머지다섯마리는장차주인이올때까지깊이간직해두었다가전해주라는현몽

이었다. 해월이태백산치성을끝내고받았다는강필시(인용문9)의제2행봉황운

운의 구절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천교총부의 『회상영적실기』(1915)는 〈(적)조암강도도(照菴講道

圖)〉와〈팔봉정서도(八鳳呈瑞圖)〉라는이름으로태백산적조암에서의주문및

영부수련과현몽에대한문답내용을차례로싣고있다.28) 본서는서울견지동의

송파(송병준) 시천교와대립했던가회동의김파(김연국) 시천교에서내놓은것인

데, 팔봉에대한묘사에있어서는별다른차이가없지만적조암의수련에있어서

만큼은영부수련의장면을보다분명하게표현하고있는것이색다르다. 적조암

에서행하고있는영부수련은산아래정암사수마노탑을배경으로네댓명이지

켜보는 가운데 마주 앉은 두 사람 중 한명이 백지 위에 영부를 그리고 있다.29)

26) 정암사는 사리를 봉안했다는 수마노탑 아래에 불상 없는 적멸궁이 자리 잡고 있다.
27) 『侍天敎祖遺蹟圖志』, 시천교본부, 1915, 〈太白講道圖〉. “癸酉十月, 師與諸敎徒, 入太
白山葛來寺之寂照庵. 誠心誦呪音吐洪亮. 住持僧哲首座從傍, 悟聽不勝欣喜進言曰, 貧道
因世尊之現夢指導, 再移至此, 疇夢見有二客, 膜拜佛前, 今見兩尊客, 宛若夢中人, 此豈非
宿世淸緣耶.”

28) 『繪像靈蹟實記』, 시천교총부, 1915, 〈照菴講道圖〉/〈八鳳呈瑞圖〉.
29) 영부수련을 행한 주체에 대해서는 천도교와 시천교의 기록 간에 차이가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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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도도〉 〈팔봉내의도〉

『시천교조유적도지』

〈조암강도도〉 〈팔봉정서도〉

『회상영적실기』

『시텬교종역』(1915)의경우에는해월이전성문에게궁을부(弓乙符)를익히게했다
고기록하고있다. 한편, 『본교력』(1912)에는49일주문수련을마친뒤일행이하산하
고 해월과 강수만이 부도(符圖)를 연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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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적조암에서공부를마친해월은단양

으로 자신의 거처와 동학본부를 옮긴 뒤 향후

10여년간안정적으로동학을재건하고경전의

발간과 포덕에 박차를 가하며 호서로 진출할

수있는힘을비축하게되었다. 그만큼해월의

종교인생에서태백산적조암은재기의활력을

마련해준잊을수없는기도터였다. 시천교계열

의기록에따르면, 1887년 3월회갑을맞은해

월은유시헌(유인상)의 주선으로서인주, 손천

민등과함께예전에단을열어수도하던태백

산을 다시 찾아 49일간의 기도를 올렸다고 한

다. 충북보은일대로이거한뒤은신을거듭하며숨가쁘게동학의조직을관리하

던그가육십인생을회고하는즈음에 14년전자신과동학에새로운전기를마련

해주었던종교적요람을다시찾은것이다.30) 『시천교지유적도지』에는〈갈산

연도도(葛山硏道圖)〉라는도설로당시해월이갈래산을찾아단을열고부동의

자세로도를연마한내용과그림을제공하고있다. 흔들림없이 49일간의수행을

마무리한 후해월은 이번에도하늘의감화가담긴시(乩詩)를얻었다고 한다.31)

황업주소장등사본『천도교서』의경우에는태백산 49일기도를마치는날강시

(降詩)가 있었다고 하였다.32)

뜻밖의 사월에 사월이 오니(不意四月四月來)

금선비 옥선비에 또 옥선비라(金士玉士又玉士)

오늘 내일 또 내일(今日明日又明日)

30) 「본교역사」에는봄과가을에한번씩 49일기도를거행했다고만기록할뿐기도터로서
의태백과기도때로서의회갑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다. 다만황업주소장등사본
『천도교서』(1920)에는 회갑을 맞아 행했던 갈래산의 정진기도를 언급하고 있다.

31) 『侍天敎宗繹史』, 시천교본부, 1915, 2편상 8장. “師得一乩詩曰, 不意四月四月來,金士玉
士又玉士, 今日明日又明日, 何何知知又何知, 日去月來新日來, 天地精神令我曉.”

32) 「天道敎書」, 『아세아연구』5(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2.11, 4쪽.

〈갈산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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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뭣을 알고 또 무엇을 알 것인가(何何知知又何知)

날이 가고 달이 오고 새로운 날이 오니(日去月來新日來)

천지정신이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네(天地精神令我曉)

수련중에해월도 4월을맞이했을것이다. 스승인수운최제우가득도했던 1860

년 4월의체험이자신의삶속으로몰려오고있다는감응을충분히느꼈을법한

표현이다. 인생의절반인 34년간을보따리하나들고늘쫓겨다녀야했던해월에

게태백산은모처럼의안식과차분한종교적일깨움을주었던성지였고, 그에게도

적조암은 기념할 만한 기억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2. 용화산 사자암과 태화산 가섭암
태백산적조암이외에도해월의산중체험으로거론되는곳이익산사자암과

공주의가섭암이다. 그러나이에대한기록은천도교측의일부자료, 그것도후대

의자료에만등장하고있어보편적인기록으로인정하기에는한계가있는게사실

이다. 『도원기서』는 1880년에완료된기록이므로 1884년의사자암과가섭암의

행적자체가기록의대상이될수없었다. 『해월선생문집』(1906년)의경우에는

여정과장소에대한언급없이해월이받은강계(降乩)만을설명하고있다. 천도교

기록인『본교역사』에있어서도익산사자암과태화산의가섭암에대한언급없

이해월의주요행적(강서, 주문개작, 육임)만을기술하고있다. 특별한여정과장

소를밝히지않은한, 당시의행적은단양군장정리(갈천)에서있었던일로간주될

수밖에없다. 실제로시천교계열의문헌들은그것이 1885년 5월보은장안(장내리)

으로 이주하기 이전까지 거처했던 단양의 일로 정리하고 있다.

(10) (1884) 6月에神師指目의嫌으로益山獅子庵에隱居하실새朴致京의

周旋으로써凡四朔동안을經過하시다. 朴致京이尙州前城村에家屋三間을

買得하여 神師宅 眷屬을 賓接케하다.

10月에神師孫秉熙朴寅浩宋甫汝로더불어引히致誠을迦葉寺에行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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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日에神師講書를受하시니書曰天降下民...時에神師降書의意를未解하

사 孫秉熙 孫天民을 顧謂曰...

神師時人이天主二字로指目함을避키爲하사降書로呪文을改作하여一時

權行하시니 「奉事上帝一片心 造化定萬事知」러라...

神師 降書로써 六任을 定하시어...

是月 28日에神師大神師의誕辰享禮式을擧行하실새來參한道人이甚衆하

더라. 是時에 神師 祭儀를 新定하시니...

(1885년) 5月에 神師 報恩郡 帳內에 移寓하시다.33)

인용문(10)은익산사자암과공주

가섭암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자료

로서, 황업주소장등사본『천도교

서』(1920)에 실린 내용의 대강을

간추린것이다. 먼저, 주목되는것은

1884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해월이 익산 사자암에 피신하여 은

거했다는 기록이다. 사자암은 익산

용화산(미륵산)에소재했던암자로여겨진다. 시천교계열의기록을비롯한초기

동학자료에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내용이라 비평적 이해가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소백산아래단양에거하다관의지목을염려해호남익산의나지막한산으

로은거했다는사실도그러려니와당시해월의여정에서늘그림자보필하며동행

하던구암김연국이유독이시기에만수개월간동떨어져지냈다는것도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두번째로주목되는것이동학의진로에있어중대사를결정했던1884년 10월의

여정으로등장하는가섭사이다. 가섭사는공주마곡사인근에소재한태화산가섭

암을일컫는것이라생각된다. 가섭암의에피소드에대해서도초기동학의여타

문헌에서는좀처럼찾아보기어려운내용이다. 사실, 10월에는교조수운의탄신

33) 『아세아연구』5(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2.11, 2-3쪽.

용화산 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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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0월 28일)이 들어 있어 주요

동학지도부가 모여 예식을 치러

야하는큰달인데그시간을소

수의일행과함께외딴가섭암에

서보냈다는것도입증이필요한

대목이다. 훗날 천도교의지도자

반열에오르는손병희, 박인호등

과함께치성을거행했다는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동학의주요인물들이아닌,입도한지 2년여밖에지나지않은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1861-1922)가산중공부에동참하였고, 동학의진로를

결정하는중요한자리에원로들을제치고동석했다는점도설명이필요한대목이

다.

세 번째로 가섭암에서벌인해월의주요 행적 중에서 눈에 띄는것이주문의

개작이었다. 1884년 10월 24일 해월은 영감을 통해 얻은 강서(降書)에 근거하여

기존의 13자 주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다. 당시 동학이 천주교로 오인될 만한

소지가있었던 ‘천주(天主)’ 두글자를동양사회에익숙한 ‘상제(上帝)’로교체하는

것이관건이었을것이다. 기존의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

世不忘萬事知)’를 ‘봉사상제일편심조화정만사지(奉事上帝一片心造化定萬事知)’

로개작한것인데, 핵심은 “천주의모심(侍天主)”을 “상제의받들어섬김(奉事上

帝)”으로변경하는데에있었다. 한국신종교에있어주문은종교공동체(교단)의

정체성을대표하는상징이었다는점에서그것의개작은종교의핵심표상을전환

하는중대사인데, 그자리를다름아닌의암손병희가함께했다는사실이부각된

다.

네번째로가섭암에서의주요행적중의하나는강서를통해동학조직의효율

적인운영을위해육임제(교장, 교수, 도집,집강, 대정, 중정)를구상했다는점이다.

10여년간안정적으로포덕이진행된만큼보다체계적인조직의관리, 교육, 기강

확립이중시되었을것이다. 이러한조직경영의중대사가동학지휘소가있던단

태화산 가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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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이 아닌, 손병희 일행이 있는 가섭암에서 결정되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다섯번째로동학의주문을개작하고육임제를구체화한해월이나흘후인 10월

28일수운의탄신향례식에즈음하여의식의규범을새로이제정한것도눈에띄

는행적이다. 당시의례참여자의목욕재계,예복, 주문낭독등에관한법식이갖추

어졌는데, 종교의주요예제가결정되는자리에동학의원로가아닌훗날천도교

의 지도자들이 될 초년의 입도자들이 함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용문(10)의맨끝에기록된 1885년 5월에보은군장내로이거했

다는기록만이시천교계열의문헌들과일치한다는점도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

본다. 여타의초기동학자료들은강서를받고, 주문을바꾸고, 육임제를지정하고,

예식을 신정하는 일 등을 단양의 장정리에서 거행한 뒤 1885년 5월에 보은으로

이거했다고기록한다. 인용문(10)의내용을전적으로따른다면, 해월이가섭암에

서대략 7-8개월간우거했다는말이되고가섭암에서보은으로이전했다는말이

되는데, 곧이곧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神師ㅣ特히孫秉熙의爲人을사랑하야內心에기뻐하시더니그이듬해甲

申一月에孫秉熙를불러特히布德天下廣濟蒼生의뜻을들려주시고이해十月에

孫秉熙를더리고 益山迦葉寺에가서 四十九日工夫를 行케하시엇다 迦葉寺에서

工夫를마치시는날神師ㅣ特히降書가잇어사람으로하여금받아쓰게하시니曰

書曰天降下民... 또ㅣ降書로써 六任制度를 定하시니...34)

인용문(11)은이돈화의『천도교창건사』(1933년)에실린가섭암관련에피소

드이다. 사실, 『천도교서』(등사본, 1920)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천도교창건

사』집필과정에서많은부분수렴되었는데, 가섭암의화제도그중의하나였다.

익산가섭사라한것은지명과사찰명사이에착종이있었던것이라할수있다.

내용에 따르면, 가섭암의 에피소드는 전적으로 의암 손병희에게 맞춰져 있다고

해도과언이아니다. 해월이손병희의사람됨을내심흔쾌히여겼고, 특별히그를

34) 『천도교창건사』(『동학사상자료집』2, 아세아문화사, 1979,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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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동학의핵심취지(포덕천하,광제창생)를전수해주었을뿐만아니라직접그

와동행하여가섭암의 49일공부를완수했다는것이다. 49일기도후강서와육임

제등에관한주요행적도의암과함께했던것은인용문(10)과도상통한다. 1920년

대 이후의 교단기록에서 등장하는 가섭암의 에피소드는 동학교단의경쟁 구도

속에서 동학 지도자로서 손병희가 지니고 있던 남다른자질과종교적도통론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해월의가섭사 49일기도는천도교내부에서손병희의인성과정통성을부각시

키는 설화로 회자되고 있다. 즉 가섭사에 머무는 동안 해월이 의암의 사람됨을

파악하기위해제자를시험했다는이야기가그것이다. 마치불교의구정선사(九鼎

禪師) 일화와유사하게, 해월은의암에게진흙을이겨한뎃부엌을만들고거기에

가마솥을걸으라는과제를부여했다고한다. 물론퇴짜놓기를반복함으로써한겨

울언손으로작업해야했던제자의인내심을시험한셈인데, 평소의협심강했던

의암이이를견뎌내고인성을인정받았다는결론으로마무리되는미담이다.35) 용

화산과태화산의행적은천도교에서만회자되는제한된기록이지만, 기도를통해

강서(降書)의메시지를부여받고, 교단의미래와관련된중대사를결정하고, 급기

야동학의새주역을발굴해내는처소로서산중의암자를주목했던동학의전통을

발견하게 된다.

35) 표영삼, 『동학2』, 통나무, 2005, 120쪽 ; 『표영삼의 동학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2014,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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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행순례

1. 적멸굴
수운과해월에게산은하늘을염원하는기도터이자관의지목을피할만한운둔

처였다. 특히산중의암자는장기간의기도와피신을충족시키기에적합한장소였

다. 앞에서거론한천성산내원암, 교룡산은적암, 태백산적조암, 그리고천도교의

전승에서주목된용화산사자암및태화산가섭암등은산과불교가교차하는기

반위에동학을피워낸성지로기억되는곳이다. 갑오년충청의들녘에서좌절을

겪고난이후흩어졌던동학도들은얼마뒤새로운근대적종교환경에서자신의

신앙공동체를교단종교로탈바꿈시켜나간다. 일정정도의종교의자유가구가되

고관의지목도해소된상황이었지만교조와옛교주의산중체험이응집된곳이

다시주목을받게된다. 이제피신이아닌영적원천을되새기려는동학후예들의

산중순례가 열린 것이다.

후대의 동학도들에게 산중순례

처로주목받은것이천성산적멸굴

이었다. 사실, 초기 동학자료에서

수운의 기도처로 천성산 내원암이

언급될 뿐이었지 적멸굴로 특정된

바는없었다. 그러나수운이천성산

적멸굴에서기도하였고, 기도를끝

낸뒤에수리가되어날아갔다는천

성산일대의구비전승36)을고려할때, 구체적인기도처로서의적멸굴을주목하지

않을수없다. 실제로 1909년말에 49일기도를위해내원암을찾았던의암손병희

와몇몇동반자들에게교조의기도터로서의적멸굴이포착되었고, 곧바로답사와

36) 표영삼, 『동학1』, 통나무, 2004, 75쪽.

천성산 적멸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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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12) (1909) 12月聖師通度寺에往하실새崔俊模·金相奎·林明洙·趙基栞 4人이

陪從하다.

聖師通度寺에內院菴에至하사49日祈禱式을行하실새時에往年大神師의

祈禱하시던寂滅屈을攊探하시며詩를吟하사曰「昔時此地見今日又看看」이

라하시고, 陪從者 4人으로더불어內院菴入口金剛岩에題名하시며又通度寺

入口 大石面에 題名하시다.37)

인용문(12)는 『천도교서』(등사본, 1920)에 수록된, 의암일행의천성산내원

암의기도여행에관한기록이다. 본내용은 1933년이돈화의『천도교창건사』에

도 이어질 정도로 천도교도에게 있어의암에 관한 손꼽히는 행적으로기억되고

있다. 먼저, 49세에이른손병희는교조수운이 49일간기도했던천성산내원암을

찾아 49일기도를몸소체험하였다. 1906년천도교를창립하였지만이내시천교가

분립하면서갈등과혼란이거듭되던상황에서동학을있게한신앙의원천을찾은

셈이다.

둘째, 당시기도여행에는의암을비롯해최준모(崔俊模), 김상규(金相奎), 임명

수(林明洙), 조기간(趙基栞)등모두 5인이동참하였다. 당시교단지도자및원로

등과순례에동참한 18세의조기간이 30년뒤에남긴회고담에도동반자가동일하

게기록되어 있어 의심의여지가없어보인다.38) 다만, 인용문에밝혀진천성산

암벽과통도사입구의암벽두곳의제명을실제로확인해본결과, 이들외에 2명

이추가로새겨져있어문헌과암벽기록사이에괴리가있다. 즉, 박명선(朴明善)

과윤구영(尹龜榮)은 문헌기록에는등장하지않는이들이지만두암벽의제명에

이름을올린것이다. 현재로서는천도교금융관장, 전제관장서리, 현기사장서리를

두루역임한윤구영과 3 1운동에참여하였다가피체되어고문을당한바있는명

암(明菴)박명선(朴明善)의경우,39) 순례에직접동참하지는않았더라도장기간의

37) 「天道敎書」, 『아세아연구』6(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5, 11쪽.
38) 조기간, 「성사와 적멸굴」, 『신인간』138호,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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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여행을알선하거나재정적으로후원했던인물이아니었을까추측해볼뿐이

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금강암 부근 병풍바위 제명 내용

천성산 내원사 제명

통도사 입구 제명 내용

통도사 제명

셋째, 천성산내원암의 49일기도는조기간이남긴회고담에의거할때, 3시간씩

주문 4,900 독을 매일 4차례(새벽,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구송하는 강행군의

수련이었다.40) 태백산적조암에서 49일간하루 3만독의주문수련을거듭했다는

해월의산중공부에비견될만하다. 10세에동학에입도하여 18세의어린나이에

의암일행의산중공부에동참했던일암(逸菴) 조기간(趙基栞, 1892-1969)에게도

식사및그전후약간의휴식과산보시간을제외한 12시간의일과를주문공부에

할애하는것은여간감내하기어려운일이었을것이다. 십대의소년으로서노련한

39) 이동초 편저, 『동학 천도교 인명사전』, 모시는사람들, 1994. 참조.
40) 조기간, 앞의 글.



28 종교학연구

원로들틈바구니에끼어산중수련을감당해낼정도로신앙에조숙했던조기간은

후에청년당, 청우당, 중앙종리원등의주요보직을거쳐부교령에까지이른동학

의 인재였다.

넷째, 수운의기도처로구체화된곳이천성산의적멸굴이었다. 의암일행은당

시까지만해도천성산내원암으로만알려졌던수운의기도터가다름아닌, 적멸굴

이었다는 뜻밖의 제보를 접하게 된다.

(13) 이러한시간과일과로서공부를진행하는즁인데하로는저녁이좀일즉되

여서성서(*성사)께서저녁후에내원절남편쪽으로흐르는맑은개천가에로운동

을나가섰는데모시고간어른들은물논이고그절주지「리퇴운」씨의스님되시

는「손석담」이라는근칠십된노스님이같이나와서이럭저럭거닐면서이야기

하다가우연이성사의게엿줍는말로선생님!저ㅡ기저동편쪽으로높다란산봉오

리가보이시지오!그런데저산봉오리바루밑으로큰굴이있습니다. 그굴이력사

가있는굴인데그굴일홈이적멸굴이올시다, 제가십여살될때에어린상자로서제

스님을모시고이곳에들어올때에저의스님께서저다려가라처주시는말씀으로

저기저산봉오리밑에적멸굴이라는큰ㅡ굴이있는데경주있는『최복술』이라

는사람이그굴에와서도통을하여서올때에는걸어서와서갈때에는수리개가되

여서 날아갓느니라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41)

인용문(13)은조기간이 30년전의천성산순례를회고한 4쪽분량의글에수록

된 일화이다. 내용에 따르면, ‘손석담’이라 불리는 1909년 당시 칠순의 노스님이

최수운(최복술)이 적멸굴에와서수련한뒤도통하여수리가되어날아갔다는 60

여년전의전문을들려준것이다. 수운의천성산기도가 1856년과 1857년에걸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시간상 아귀가 들어맞는 설화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의암일행은적멸굴을직접답사하였고, 훗날천도교의 ‘성령출세설(性

靈出世說)’로집약되는의미심장한시구를읊어냈다. 가파른산길을올라적멸굴

에이른의암은잠깐의묵상을끝내고 ‘석시차지견(昔時此地見) 금일우간간(今日

41) 조기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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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看看)’이라는단 10자짜리시구로옛교조의기도처를순례한감흥을노래했다.

내용적으로는 “옛날에이곳을와보았는데, 오늘다시여기에와보는구나!”로이

해될수있는데, 60여년의격세를둔수운과의암사이에세대를초월한오심즉여

심(吾心卽汝心)의 일체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4) 余ㅣ일즉梁山에서修煉할새豁然히「昔時此地見今日又看看」의句를得

하엿나니是는大神師의昔時와余의今日이性靈上同一한心法上에立함을言함이

라42)

인용문(14)는교리중심으로초기동학사를정리한『천도교서』(1921)의마지

막장에서 ‘성령출세설(性靈出世說)’을설명하며인용한의암의언급이다. 성령출

세설은 우주의 만물이근원적인 하나의 영을 근거로 자타의 개별성과시간성을

초극할수있다는일원론적인시각에서도출된교리라할수있다. 외형적으로는

수운과의암이세대차를둔별개의존재이지만, 60여년이전에적멸굴에왔던수

운과 60여년이후에현장을찾은의암은하나의본래적인영으로부터표출된동일

존재로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로 일체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과거의수운은현재에도올수있고, 현재의의암은과거에도온적있다는시적

고백이 가능해진다.

2. 명산순례
적멸굴이있는천성산은원효와얽힌설화가가득한불교의산이지만동학도들

에겐교조가하늘에대한기도와수련을완성해낸동학의산으로여겨지며오늘까

지산행순례가이어지는곳이다. 의암손병희및송암손천민과함께해월의제자

3암으로꼽히는구암(龜菴)김연국(金演局, 1857-1944)도 1922년 5월교조수운이

기도했던천성산내원암을찾아 49일간기도의식을단행했다. 당시산중기도를

42) 『天道敎書』, 천도교중앙총부, 1921,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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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한구암은비몽사몽간에노인모습을한하느님의영을받고천지의무궁지수

와도의무극지리가담긴홍서(紅書)를받았다고한다.43) 기도를다녀온구암은

1924년가회동에있던시천교총부를계룡산신도안으로완전히이주시킨뒤이듬

해상제교라는새로운교명을천명하며산중에서의동학을다시열었다. 교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산중순례가 전제되었던 셈이다.

훗날구암을이어상제교를이끌게될해심(海心)김덕경(金德卿, 1907-1985)은

1922년 일본유학길에올랐으나이듬해발생한관동대지진으로인해귀국한뒤,

입산수도에나섰다고한다. 특히 1932년 12월출가입산(出家入山)하여 3년간명산

대천(名山大川)을두루다니며기도와수련에힘쓰는과정에서많은강시(降詩)를

얻었다고전한다.44) 김덕경은 1935년부친(구암)으로부터상제교의종통을이어

받기 이전 3년간 입산수도의 정진을 선행한 것이다.

김덕경이 1960년교명을상제교에서천진교(天眞敎)로개명한뒤 1983년국방

부 6.20사업으로신도안의자리를내어줄때까지교단은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

되었다. 그러나 신도안의 보금자리를 빼앗긴 천진교는 극심한 분열을 거듭하며

교세가크게위축되는혼란을겪게되었다. 1985년김덕경이환원한뒤, 그의장남

대원(大圓) 김진묵(金振黙, 1929-2000)을 따르는 종도들이 1989년 4월 5일 대전

오동향선대에서천진교동학대종원을열었다. 그리고그해칠월칠석에맞춰김진

묵은교도 50여명과함께 3대명산(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중의하나로손꼽히는

지리산을찾아정상에오른뒤지리산지령제치성을올리며조국통일기원제를

열었다고한다.45) 이자리에서나머지명산인한라산의기도계획이천명되었고,

접근이 어려운 금강산의 기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제시되었다.

(15) 기사년七월七석날지리산조국통일기원제석상에서약속한대로오늘四

百二十八일만에여러분과자리를같이하고동심(同心)으로이곳한라산에서조

43) 김기선, 『김구암과 동학』, 정민사, 2010, 319-322쪽.
44) 『天眞敎의 門』, 천진교총본부, 13-14쪽. “천진교 약사”.
45) 1989년칠월칠석일의지리산지령제에서행한김진묵의설법을녹음한테이프자료가
교단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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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화통일기원제를순리로받들었습니다. ...지극한마음으로받드는청수(淸

水)는한울님의생명이통(通)하나니일반영우는신앙인의본분을명심하고나라

가통일되어태평성세가되는그날까지신앙보국에더욱정성을다하시기바랍

니다. ... 다음행선지는금강산인즉언제가도동행할수있도록미흡함이없이대

비하시기바라며천덕사은이여러분의가정에무궁히충만하시기를심고합니

다.46)

인용문(15)는 지리산 지령제를 거행한 이듬해인 1990년 9월 15일 한라산에서

김진묵이행한설법내용을발췌한것이다. 동학의보국안민(輔國安民)의취지를

명산의조국통일기원제로승화시키려는의지속에서한라산의기도가거행된것

이다. 거듭되는천진교후예들간의갈등과분열의혼돈속에서소수세력으로서

위기극복의돌파구로마련된것이명산의순례기도였고이것이원로의산행으로

이어졌던것이다. 1994년 대전향선대에서청양의창명대로옮긴이들은여전히

수운과해월의행적이남아있는적멸굴, 은적암, 적조암등을비롯한전국 40여개

소의명산기도터를동학성지로지정하고순례를지속하고있다.47) 이들은교조와

후대교주들이남긴 ‘산으로간동학’을 ‘산으로가는동학’으로현재화시키며동학

과 산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46) 『東學寶鑑』, 동학대종원, 1991, 272-278쪽.
47) 동학천진교의 문건(동학성지와 기도하신 곳)에서 밝히고 있는 명산기도터는 다음과
같다. 용담정(구미산), 개천산(은적암), 검곡(경북포항시신광면금등골), 천덕산(경기도
여주), 달리촌(강원도인제군남면사무소뒤쪽응봉산), 포전리,계룡산(등운암, 천왕봉.제
석당), 속리산(상관암), 삼각산(문수암), 금강산(내원통암), 설악산(오세암), 묘향산(법왕
대), 백두산천지, 구월산, 낙산사, 관악산(삼막사), 석왕사(함경도), 태고사(대둔산), 봉서
사(봉서산), 지리산(상단암.노고단), 팔영산(고흥), 보리암(금산), 거제계룡산, 한라산(관
음사.1100고지), 백련암(가야산), 태백산(조전암.적조암), 천성산(적멸굴), 소백산(경북
영주시풍기읍삼가동 525 소백산방 054-638-3829), 오대산(강원도홍천군내면광원1리
이득수033-435-5992), 마니산(강화도), 불갑산, 능가산(개암사), 삼인산, 만덕산, 칠갑산,
봉제산, 망월산, 여시바윗골(울산), 도솔봉(단양), 진악산, 구문소, 무창포, 무궁산(무등
산), 천호산, 무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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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동학이라면으레떠오는것이갑오년이었고요원(燎原)의기세로일어선들판

의농민군이외치는함성이었다. 본고는이러한발산의동학보다는그것의영적

자원을축적해갔던산중체험을발굴하고정리해보려는시도에서마련되었다. 동

학에있어산은그리낯설지않으며, 오히려종교적으로매우친연성이높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먼저, 수운최제우는경신년의동학을예비하고체계화하고유포하기까지중대

한종교인생을산에서치러냈을정도로산과가까운삶을살았다. 천성산의기천

(祈天), 고향구미산의대각성, 교룡산의피신과경전저술, 다시구미산에서의피체

로이어지는이력을생각할때, 그의삶은산의인생이었고그의동학은산으로

간 동학이었다.

둘째, 수운을이은해월최시형은반평생을산중으로쫓겨다니며동학의재건,

경전의발간, 의례의정비, 공동체의부흥등을일궈냈던, 그야말로산사람이었다.

그는수운의산중기도를범례로삼아장기간의주문공부와영부수련을단행하면

서자신감을회복하고동학의지도력을발휘하였다. 그는신의메시지를부여받고,

신의(神意)에따라교단의중대사를결정짓고, 새로운인재에게영적가르침을제

공하는일들을피신과수련이보장되는산중에서이루어낸것이다. 해월이야말로

들판에나가힘을발산하기보다는산중에서힘을모으는데주력했던산의종교가

였다.

셋째, 갑오년호남(남접)과호서(북접)의동학이만나충청의뜰에서힘을발산

했으나 끝내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해월 이후 교단의 구심력이 사라지고 교단

동학의분열과갈등도멈추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종교적구심점이될만한

동학의원천으로서경신년의동학이절실해졌다. 특히경신년의동학을낳게한

산의동학, 특히천성산(적멸굴)은동학후예들에게기도의순례지로주목받았다.

이외에도교조와옛교주의종교적이력이남아있는여러산중기도터도동학의

성지로 주목받으며 산으로 가는 동학을 재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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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동학, 천성산 적멸굴, 태백산 적조암, 교룡산 은적암, 익산 사자암,

태화산 가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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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st Learning in the Mountain

Choi,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

East Learning(東學) is often remembered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field. However, East Learning in the mountain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it had provided the intrinsic motivation for the 

revolution.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ultural complexity of East 

Learning that embraced both revolutionary outcry in the fields and tranquil 

prayers in the mountain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latter; the prayers 

and self-discipline of religious leaders through discovery and analysis of 

related written records.

Firstly, it covers praying spots in the mountains. Here Suwoon(水雲), 

the founder of Donhak, and Haewol(海月), the second leader of Donhak, 

used to stay and train for long periods of time. These locations were 

Naewon-am in Mt. Cheonseong, Eunjeok-am in Mt. Gyoryong, Jeokjo-am 

in Mt. Taebaek, Saja-am in Mt. Yongwha, and Gaseop-am in Mt. Taewha. 

From the literal materials, it is clear that mountains were where the early 

religious leaders achieved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experiences. 

Secondly, the following generation would go on a pilgrimage before 

big tasks and challenges to the mountains that were the bases of Su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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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ewol’s religious experiences. To this day, paradigmatic model of 

East Learning in the mountain still continues. Although mountains are 

easily overlooked as East Learning has a strong image of the revolution 

in the fields, they always had a powerful tie with the religion. It is safe 

to say the religious culture was composed based on the deep connection 

between East Learning and the mountains.

Key Words: Eastern Learning, Cheonseong Mount, Gyoryong Mount,  

           Taebaek Mount, Yongwha Mount, Taewha M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