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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축(祝)은 인간의 빎과 바람을 담은 기도(prayer)라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자발적인감성의 발산에의한 자유 기도라기보다는 다소 정제되고

제어된 격식을 갖춘정형화된 기도라는 점에서 이른바축식(祝式)이 거론

되는것이다.1) 기도에의례의주체, 의례의대상, 의례의시간, 의례의장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기도를 종교적 삶의 핵심적인 특질로 간주하고 그에 관한 독립된 저술을 남긴
프리드리히 하일러는 인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원초적 기도
(primitive prayer)’를 기도의본질에가까운기본형(primary type)으로간
주한반면, 정서와감동이배제된채경직화된 ‘의례적기도(ritual prayer)’나
철학, 윤리, 법등에의해윤색된기도등을본질에서멀어진부차형(secondary
type)으로단정한바있다. 그의논법이라면축혹은축식은의례적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기도일 수 있겠으나 그의 기도평을 동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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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에걸맞은나름의법식이요청된다면, 그런양식을갖춘기도를보증

하기 위한 독립된 의례 매뉴얼로서의 축문집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

을것이다. 실제로 20세기는 ‘축(祝)의 시대’라 할정도로축문집의발간과

필사가 활발하였다.2) 그것은 유교의 제례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다변화되

고외래의서양종교나한국자생의신종교도새롭게호응을얻기시작하면

서 다양한 기도와 축식에 대한 요구가 범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가 있는 곳에 의례가 있고 의례행위가 있는 곳에 마땅히 축이 뒤따

르기 마련이었다. 사례축식에 관한 저술을 남기며 때아닌 축의 시대를 열

었던송병순3)의말대로, 행례(行禮)의 사연을밝히고고하는축은예에서

빠트릴 수 없는 가장 긴요한 절문(節文)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4) 설

기도에무리하게적용할수는없다고본다. 원초적기도가그가기도의본질이라
고 정의하는 ‘인간과 신 사이의 살아 있는 친교(communion)’에 가장 가까운
것일수있겠지만, 동양의유교문화권에서는격식을갖추지못한무분별한기도
는오히려음사(淫祀)로 치부될뿐이어서신과의소통자체가어불성설에해당
된다. 기도의 본질과 유형에 대한 하일러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Friedrich Heiler, Prayer: A Study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353-363.

2) 20세기전반부축문집의발간에대해서는최종성, 일제강점기의의례매뉴얼과
민속종교 , 역사민속학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222-228; 축(祝)의
시대: 일제강점기축문집의발간과의례의다변화 , 역사민속학53 (한국역사
민속학회, 2017), 29-67.

3) 대전에서태어난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은우암송시열
의 9세손으로서은진송씨집안의가학을통해학문을익혔으며벼슬에나아가
지 않은 채 경전연구와 저술에 힘썼다. 그의 형인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을사늑약체결로국권을상실하자통분하며자결하였고, 송병
순도그의형을따라한일합방이후 1912년일제통치에항거하며순국하였다.
현재대전동구에자리잡은문충사(文忠祠)에 순국지사인송병선·송병순두형
제가모셔져있다. 송병순의 四禮祝式은저자자신이 1893년발문을쓴이래,
1907년에이르러목활자본으로발간되었다. 일제강점기에이를모방한신연활
자본(1917)이 중간을 거듭했고, 이를 저본으로 한 목판본(1929)과 석판본
(1934)도 지속적으로출간되었으며, 다양한형태의필사본도활발하게유통되
었다.

4) 宋秉珣, 四禮祝式, 丁未新刊瀛洲藏板(1907), 崇禎後五癸巳習吹日德殷宋秉
珣跋. “凡禮之有祝, 卽告其所以行之辭, 節文之最不可闕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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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적인 예식서를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최소한 축식만큼은 마련해

놓는것이책임있는의례주체의자세였다고할수있다. 새로이종교공동

체를 조직하고 정형화된 의례를 준행하려던 동학교5)에서 경전과 가사를

발간하는 것 못지않게 중시한 것이 바로 의례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었고,

축식은 그것을 대변하는 본격적인 의례 매뉴얼이었다. 사실, 동학교는
‘축(祝)의 종교’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의례가 축에서 시작해서 축으로 완

결되었다. 그만큼 축(祝)은 의례의 근간을 이루는 축(軸)이었고, 축식
자체는 의례 매뉴얼의 전부로 통할 만하였다.

축은기본적으로의례이전의 ‘씌어진기도’이다. 그러나그것은독축(讀

祝)의 형식을빌어 ‘읽히는기도’, 즉 의례화된기도로전환된다. 나아가소

지(燒紙)를통해 ‘태워진기도’로서의례를마감시킨다. 축식을대할때, 그

것 자체로는 기도문의 법식이지만 그것이 의례적 상관물로서 행위력을 지

닌기도행위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특히축이곧의례매뉴얼

의전부로여겨지는동학교에있어서 축식은교단의의례를이해하는관
건이된다. 동학교의종교적정체성이의례의장에서어떻게소화되었는지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은 축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축식을통해동학교의종교와의례의특질을이해하기위해선결되어

야할작업은현존하는동학교의 축식에대한기본적인서지사항과구성
을 비교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동학교의 축식은 필사본과 목활자본 형
태로전해지고있으며, 두본모두동학교의경전적위상을드러내는표제

어로 수식되고 있다.6) 본고가 서지학적인 결론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5) 동학교는수운최제우로부터해월최시형으로이어지는북접동학과는달리, 수
운으로부터청림으로이어져온남접동학을잇는다며삼풍김주희가개창한동학
계신종교이다. 김주희는부교주김낙세와더불어 1915년경경북상주를근거
지로교단의틀을굳건히다지다가 1922년동학교본부로출발하였다. 대개선
천회복, 체천(體天), 정교분리등을강조하고수운-청림-삼풍의도통론을견지
하였다. 동학교에대해서는최종성, 동학의테오프락시: 초기동학및후기동학
의 사상과 의례 (민속원, 2009), 5장 3절 동학교. 참조.

6) 두본모두겉표지엔 ‘祝式’으로만씌어져있지만, 속지첫머리에는 ‘東經大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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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아니지만, 두본의저작시기와구성상의차이점을간략하게고찰함으

로써 축식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두번째로진행할작업은동학교 축식의내용을간략하게검토하는일

이다. 축문에대한분석은보다공식적인정경의틀을갖추고있는목활자

본 축식에의거할것이다. 양본모두공통적으로 5개의범주(헌성편, 혼
례편, 상례편, 제례편, 잡기편)로 축문을나누어구성하고, 마지막부분에

1개의부록(예첩식)을첨부하고있다. 축문의편수에있어양본사이에다

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목활자본을 기준으로 축문 42편을 분석의 대상으

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로 축식을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교의 종교적 성
격과의례적특성을논의할것이다. 사실, 42편의축문은종교교단본연의

의례뿐만아니라일상의관혼상제를포괄하고있어논의가용이하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축문이 지향하고 있는 신위(神位)에 주목

하고그것이동학교가표방한교리와어떤관계에있는지견주어보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축문을 관련된 행례와 진설 등의 요소에 의례적으로 맥락

화함으로써 동학교에서축과 축식이 차지하는 독특한의미와 위상을재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축식의 이본 비교
앞서언급한대로 축식은필사본과목활자본형태로현존하고있다.7)

第十祝式’(목활자본) 혹은 ‘東經大全第十祝式’(필사본)으로표기되어있어 축
식이 지니고 있는 경서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7) 축식은경북상주의동학교본부에소장되어있으며, 각각 ‘1-2-18’(필사본)과
‘1-2-19’(목활자본)로 분류되어있다. 김문기편, 尙州東學敎堂遺物目錄 (상
주시, 2005), 10-11. 사실, 목활자본 축식이 종종 목판본으로 판단되기도
했으나 본 논문은 유물목록에 의거 목활자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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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은 앞표지를 비롯해 전반부 아래쪽 부분이 다소 훼손되어 있고, 군

데군데필체와크기를달리한가필흔적이눈에띈다. 반면, 목활자본은정

경화 과정에서 교단의 공식적인의례 매뉴얼로정착한 판본으로서 온전한

형태를 띠고 있다.

먼저, 두 본의 저작연

대를 확정하기에는 여전

히 어려움이 있다. 필사

본의 경우 1920년 작으

로 비정되고 있으며,8)

실제로 겉표지 앞면에

‘경신사월오일(庚申四月

五日)’이 표기되어 있어

1920년(경신)으로 추정

될 수도 있겠지만 재고

가필요하다. 한편, 목활

자본의 경우에도 1926년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9) 현

존하는 목활자본의 발간 시기는 축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보다는 조금

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사본과목활자본 축식에실려있는축문중에공통으로간지를밝히
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두 본 모두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가령, 헌성편의

‘원일헌성축’에는 계해(1923년)가 ‘개교헌성축’에는 임술(1922년)이, 잡

기편의 ‘개기축’과 ‘상량축’에는 을묘(1915년)가, 제례편의 ‘춘추제향축’에

는 경오원조(1930년 새해아침)가 각각 표기되어 있는데, 축문의 작성 시

8) 배현숙, 상주동학교당기록물의서지학적특징과가치 , 서지학연구61 (한
국서지학회, 2015), 44, 표1.

9) 김문기·김용만, 상주동학교와동학가사책판및판본연구 , 퇴계학과한국문
화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170.

*필사본(좌), 목활자본(우)

[그림1] 동학교 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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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짐작할 만한 단서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1915년부터 1930년까지

15년간축식을정돈해온 과정이 축식에 담겨 있다고 할수있다. 1915
년 교당을 세우고 1922년 공식적인 개교를 단행하던 때부터 축문이 주목

을받았고, 1920년대를거치면서차차축식이다듬어져 1930년대에는현

존하는두 가지 축식 본이빛을본 것이라 추정할 수있다. 저작 시기를
1930년대로늦춘다해도그것은 1920년대에축적된전통임을결코부정

할 수 없다. 1922년 개교 이래 교세가 확장되면서 의례규범을 정비할 필

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축식의 정비가 일회적으로 완료되었다기보다

는 상황에 따라 제정과 보완이 거듭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10) 그러다가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다수의 경서(經書)와 가사(歌辭)류의 경전

을 폭발적으로 발간할 즈음에 현존하는 축식도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사본에 대해서는 첨언이 필요하다. 필사본에는 여러 군데 작은

글씨로 가필한 흔적이 있는데, 그 중의 몇몇은 1940년대 초반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가령, 제례편의 ‘첨원중위기부여조명절계당헌성축(僉員

中爲其父與祖明節繼堂獻誠祝)’의 경우 1943년의 간지가, 잡기편의 ‘첨원

중갑일계당헌성축(僉員中甲日繼堂獻誠祝)’과 ‘졸후갑일헌성축(卒後甲日獻

誠祝)’의 경우에는각각 1943년과 1941년의간지가표기되어있다. 결국

필사본은 일차적인 필사 이후에도 공식적인 축식에서누락된 것들을가필

해가면서 보충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사본과목활자본사이의선후관계와계통을명확히밝히기는쉽지않

다. 다만, 두 본 사이의 구성을 비교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1에서 보듯이, 축식 은 목활자본이든 필사
본이든 헌성편(獻誠篇), 혼례편(婚禮篇), 상례편(喪禮篇), 제례편(祭禮

10) 그러한상황은교단의공식적인 축식 발간이후에도마찬가지일것이다. 축
식의제정과보완에관한흔적은교단의여러방증자료를통해입증되어야할
것이다. 특히교단의부교주였던김낙세(金洛世)가남긴방대한일기자료가공
개된다면 축식의 필사와 발간의 정황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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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 잡기편(雜記篇), 예첩식(禮帖式) 등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앞의 5개의 범주가 실질적인 축문에 해당되며 마지막의 예첩식은

부록으로 실린 서식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목활자

본이 축문 42편과 서식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필사본은 서식 7편

은동일하나기본축문 37편에 6편의가필축문이더해져있어차이를보

이고 있다.

구분 축 식 편수

Ⅰ獻誠篇

①焚香祝,②懺悔祝,③致誠祝,④時食祝,⑤濟世祝,⑥傳授祝,⑦禮張

傳授祝, ⑧信號傳授祝, ⑨禮帖傳授祝, ⑩開敎獻誠祝, ⑪大敎主獻誠祝,

⑫支部敎堂設立祝, ⑬支部開敎祝, ⑭元日獻誠祝, ⑮天地合德祝
15

필사본: ①,②,③,④,⑥,⑦,⑧,⑨,⑩,⑪,⑭,⑮ (가필: ⑤, 祈雨祭文)

Ⅱ婚禮篇 ①冠禮祝, ②醮禮祝, *附笏記 ③于禮祝, ④生男告天祝 4(홀기1)

Ⅲ喪禮篇
①發引祝,②斬破祝,③平土祝,④返魂祝,⑤虞祭祝,⑥祔祀祝,⑦小位

告由祝, ⑧大祥後初度祭日祝, ⑨加土祝, ⑩改葬祝, ⑪非命橫死祔祀祝
11

Ⅳ祭禮篇

①祭日獻誠祝, ②明節次祀祝, ③僉員祭日祝, ④僉員中爲其父與祖祭日

繼堂獻誠祝,⑤僉員中爲其父與祖明節繼堂獻誠祝,⑥僉員中特別有爲秀

誠心者祭日繼堂獻誠祝, ⑦春秋祭享祝
7

필사본: ①,②,③,④,⑦ (가필: ⑤, 僉員中繼堂獻祝)

Ⅴ雜記篇

①甲日獻誠祝,②僉員中甲日繼堂獻誠祝,③卒後甲日獻誠祝,④開基祝,

⑤上樑祝 *上樑文 5(상량문1)

필사본: ①,④,⑤,Ⅰ-⑫,Ⅰ-⑬ (가필: ②, ③)

<부록>

禮帖式

①副敎主禮帖, ②敎長禮帖, ③支部敎長禮帖, ④堂號, ⑤信號, ⑥婚書

式, ⑦再三娶婚書式
7

계 49

*필사본과 목활자본 사이의 상이점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다.

[표1] 동학교 축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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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보자면, 혼례편(Ⅱ)과 상례편(Ⅲ)의 축문에있어서는양본

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나 헌성편(Ⅰ), 제례편(Ⅳ), 잡기편(Ⅴ) 등의 축문

에는편성과양적규모에있어차이가드러난다. 먼저, 헌성편의경우필사

본은 제세축(Ⅰ-⑤), 지부교당설립축(Ⅰ-⑫), 지부개교축(Ⅰ-⑬)이 1차

기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물론 제세축은 후대에 가필된 형태로 보완되어

있고, 지부교당설립축과 지부개교축은 범주를 달리해 잡기편(Ⅴ)에 수록

되어있어, 완전히누락되어있다고보기는어렵다. 흥미로운것은필사본

이제세축과더불어 ‘기우제문(祈雨祭文)’을 가필하고있다는점이다. 기우

제문은목활자본과 필사본의 1차 기록에도 없던 것이가필된것이라는 점

에서 후대에 교단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축문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지면 위쪽에 난외주기(欄外註記)의 형식으로 “당존잡기편(當存雜記

篇)”이란표기가눈에띄는데, 기우제문을헌성편에가필하고있지만, 내용

상 교당의 일반적인 헌성의식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소용되는 잡기편에

수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축문 분

류에 있어 범주상의 혼동이 있을 개연성이 있었으며, ‘지부교당설립축’과

‘지부개교축’이목활자본과는달리잡기편에수록된것도저간에그러한사

정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필사본의 1차기록에빠져있던제세축이후대에가필되었다는것

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가필되었는지를 판

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동학교의 헌성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제세축이 1차기록에서누락된것은그중요도를감안할때단순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일차적인 가필과정에서 ‘대헌성축(大獻誠祝)’이란

제목으로 기록했다가, 후에 이차적인 가필을 통해 ‘제세축’이라고 병기한

것은 제세축이 확립되기까지 일련의 변화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있는

것이라판단된다. 여타방증자료를통해판별해야겠지만, 현재로선제세축

이 다른 축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정립되었고, 그 과정상에 변화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될 뿐이다. 1922년 동학교당본부에서 소형 책자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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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10쪽짜리 동학교법에 분향축, 참회축, 치성축, 전수축 등과 같은
주요헌성축문을싣고있는것에비해제세축이빠져있는것도이러한추

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11) 결국 제세축을 기준으로 볼 때, 필사본의

1차 기록은목활자본보다앞설수있으며 후대의 가필은 목활자본이공식

화된 이후에 보충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혼례와상례에있어서는두본이일치하고있으나제례편(Ⅳ)

에 있어서는 누락과 가필이 교차하고 있다. 필사본은 일반적인 제례축에

관한 한 목활자본과 공통되지만, 1차 필사의 과정에서 ‘첨원중위기부여조

명절계당헌성축’(Ⅳ-⑤)과 ‘첨원중특별유위수성심자제일계당헌성축’(Ⅳ-

⑥)을 누락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축명이지만, 명절을 맞아 일반신도(僉

員)의 조상을교당에서헌성할때활용한축문(僉員中爲其父與祖明節繼堂

獻誠祝)과 일반신도중에특별한수행을쌓다간분의제일을맞아교당에

서 헌성하던 의식의 축문(僉員中特別有爲秀誠心者祭日繼堂獻誠祝)이 누

락된것이었고, 전자는 1943년이후에가필로보완되었다. 다만, 축문Ⅳ-

⑤와함께필사본에가필된 ‘첨원중계당헌축’(僉員中繼堂獻祝)의 경우에는

목활자본에서 확인되지 않는 축문으로서 가필 당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 결국제례편의축문도시대적인변화를겪은것으로보이며, 점차

세부적인의례상황을뒷받침할수있도록구체화의길을걸은것이아닌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필사본의 1차 기록은 목활자본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제례축이외에구체화된 제례축을담고 있지 않다가 2차 기록의 과정에서

목활자본에 공식화된 축문의 일부와 새로운 상황의 축문을 보완한 것이라

11) 김낙세, 東學敎法 (동학교당본부, 1922). 본서는연원, 명칭및목적, 종위
및 의무, 유지방침, 교기, 교복, 헌성의 절차, 특별한 8대헌성, 헌성의 축문,
전수의축문, 전수시예절, 교신(敎信), 교장(敎章), 신도의주의등 13장 1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12) 필사본의 ‘첨원중계당헌축’이목활자본과일치하는것은없지만, 엄밀히살펴
보면Ⅳ-⑤의전반부와Ⅳ-②의후반부를조합한형태를취하고있다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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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필사본의 잡기편(Ⅴ)은 1차 기록에서 ‘첨원중갑일계당헌성

축’(Ⅴ-②)과 ‘졸후갑일헌성축’(Ⅴ-③)을누락했다가 2차기록에서두축문

을 가필하였다. 그러면서 목활자본 헌성편에 수록된 ‘지부교당설립축’(Ⅰ-

⑫)과 ‘지부개교축’(Ⅰ-⑬)을 잡기편에 포함시키고 있다. 먼저, 회갑을 맞

아헌성하는일반적인축문(甲日獻誠祝)은두본이모두갖추고있으나회

갑을교당의헌성식으로치르거나(Ⅴ-②) 사후회갑에대한헌성식을거행

하는(Ⅴ-③) 특별한상황에대해필사본의 1차기록은그것을담아내지못

하다가 1940년대 이후13)에가필하였다는 것은 앞서 두 본간의 기록시기

를 추정했던대로 ‘필사본의 1차 기록→목활자본→필사본의가필’ 등의 흐

름과다르지않다고본다. 둘째, 헌성편과잡기편의범주가다소혼동을겪

고있다는점이다. 사실잡기편에수록된축문은특별한이벤트를기리거나

헌성하는 의식에 활용한 것들이다. 목활자본의 경우, ‘지부교당설립축’과

‘지부개교축’은동학교의 ‘개교헌성축’과 동일한범주로보고헌성편에함께

수록하고 있으나필사본은 그것을 평상적인 일반 헌성식이 아닌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사로 간주하여 잡기편에 포함시킨 것이다. 분류상의 불일치가

분명하지만 1930년대중반이후일제에의해교단이위축되면서지부설립

과건축을기대할수없던상황에서문제로환기될여지는없었다고본다.

정리하자면, 동학교의 교당건립 및 개교 이래 축식의 제정과 보완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존하는동학교의 축식은 그러한 변화과정
을담고있으며적어도 1930년대에일차적으로성책된것으로보인다. 필

사본과 목활자본 축식은 5개의 범주로 축문을 구성하고 있으나 부분적
으로는 분류와 분량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필사본은 1차 기록

과더불어후대(경우에따라서는 1943년까지)에가필한흔적이있어축식

의정립과정은물론두본사이의상관성을엿볼수있는단서를제공하고

13) 필사본에 가필된 ‘첨원중갑일계당헌성축’과 ‘졸후갑일헌성축’은 각각 1943년
과 1941년의 간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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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본의저작시기와이본간의선후관계를명증적으로밝힐수는없

지만 현재로선 필사본의 1차 기록보다는 목활자본이 보다 보완된 형태의

것으로 보이며, 필사본의 가필은 목활자본의 체계를 염두에 두고 추가 보

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축문의 내용 분석

축문의내용분석은공식적인정경의틀을갖추고있는목활자본 축식
에의거할것이며, 양본간의대조가필요한경우에필사본을참조할것이

다.14) 앞서 살펴본 대로, 목활자본과 필사본모두 공통적으로헌성편, 혼

례편, 상례편, 제례편, 잡기편 등의 범주로축문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5개의 영역에 따라 진행하되 42편 축문 각각이 함축하고

있는 대강의 내용과 영역별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1) 헌성편(獻誠篇)
위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축식(이하 목활자본) 헌성편(獻誠篇)에

는 15개의축문(①분향축, ②참회축, ③치성축, ④시식축, ⑤제세축, ⑥전

수축, ⑦예장전수축, ⑧신호전수축, ⑨예첩전수축, ⑩개교헌성축, ⑪대교

주헌성축, ⑫지부교당설립축, ⑬지부개교축, ⑭원일헌성축, ⑮천지합덕

축)이 수록되어있다.15) 헌성편의축문은일상의치성, 종교적입회와임

명, 개교와 설립, 절기와 축일 등에 따라 종교적 각성과 정성을 피력하는

14) 목활자본 축식의원문과번역문은 국역상주동학경전(김문기역주, 경북
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에서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15) 필사본에는축문⑫, ⑬이잡기편에수록되어있고, ⑤와기우제문이가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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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 축식에서는 헌성편으로 묶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는삭망일을비롯한특별절기혹은기념일에올리는의식에서활용되는

헌성축류(①,②,③,④,⑤,⑩,⑪,⑫,⑬,⑭,⑮)와 도의 전수나 직능의 위임

을 전하는 전수축류(⑥,⑦,⑧,⑨)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16)

먼저, 헌성은주기적으로혹은특별기념일에청수, 밥, 국, 어육, 채소,

과일, 떡, 폐백, 예주등을진설하여올리는길례식의의식이라할수있다.

일반신도들이매일정해진때나삭망일에맞추어거행하는헌성은물론교

단차원에서 입춘, 입하, 중앙(六月 戊日), 입추, 입동 등의 계절적 순환과

4월 5일(수운선생 득도일), 10월 28일(수운선생 탄생일), 10월 3일(청

림선생 탄생일) 등의 종교적 기념일에 행하는 특별 대헌성도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17)

가정의 삭망치성이나 교단의 8대헌성에서 가장 먼저 독축되는 것이 분

향축이었다. 진설과설위가마무리되면분향후분향축(天地人三位尊靈父

母至誠感應大道見成廣濟蒼生布德)을낭독한다. 축을받는대상은 ‘천지

인삼위존령부모’로서, 동학가사에서흔히표현되고있는만물을주재하는

‘천지부모’의 의례적표현이라고생각된다. 분향축은의례의첫머리에서천

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지성의 감응을통해 대도의 견성과 백성의 구제와

덕의 확장을 염원하는 포괄적인 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

분향축을독축한후사배한뒤다시참회축을이어간다. 해월당시에펴

낸 동경대전 축문 조에는 단 하나의 축문만을 싣고 있는데, 참회축은

바로 그축문과동일한것이다.18) 본 축문은 은혜를 입고조선땅에 나고

16) 초기문서인 동학교법(1922)에서도헌성의축문(분향축, 참회축, 치성축)
과 전수의 축문을 분리하고 있다.

17) 김낙세, 東學敎法, 7장, 8장.
18) 祝式 獻誠篇, 懺悔祝. “(臣等) 生居朝鮮忝處人倫叩感天地盖載之恩荷蒙日
月照臨之德未曉歸眞之路久沉苦海心多忘失今玆聖世道覺先生懺悔從前之過
願隨一切之善永侍不忘道有心學幾至修鍊今以吉朝良辰淨潔道場謹以淸酌
庶需 奉請 尙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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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것에대한감사의인사와함께, 그간참된길을깨닫지못한채괴롬

속에헤매다가다행히스승의도를힘입어지난날의과오를뉘우치며선의

길을 따르고자 염원하고, 앞으로 길이 하느님을 모실 것을 다짐하며 정성

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 그대로 도에 입문하면서 종전

의 과실에 대한 참회와 영원한 모심 [永侍]에 대한 각오를 곁들인 고백의

기도라 할 만하다.

참회축을 마치고 배례한 이후에 다시 치성축을 이어간다.19) 치성축은

전체적으로 청학신령(靑鶴神靈)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입

도한제자로서천지일월성신의무궁조화와신령지기(神靈至氣)의 명을 받

은 수운대선생님과 그의 무극대도를 받들어 가르친 청림선생님의 만화궁

을(萬化弓乙)을 좇아, 커다란 도덕이 세상에 퍼지고, 만물이 천지의 덕과

합치되고, 널리백성이구제되고, 사시마다안락과태평이넘치길크게바

란다는기도문이다. 눈에띄는대목은축문의대상신이천지인삼위존령부

모가아닌청학신령인데, 도덕과선천의질서가회복된이상세계를관장하

는 신령의 총칭으로 보인다.

동학교법(1922)에서는 가정의 헌성 절차와 교단의 특별 8대헌성식
을소개한이후에헌성의기본축문으로분향축, 참회축, 치성축등만을언

급하고있다. 실제로전수의식에있어서도이세가지기본축문을독축한

뒤전수축을추가하는형태였다. 당시동학교의일반가정에서거행하는삭

망치성에도이세가지기본축문이동원되었던것으로확인되고있다.20)

다만, 어느시점이라고확정하기는어렵지만, 8대헌성식에는분향축, 참회

19) 祝式 獻誠篇, 致誠祝. “奉道弟子(臣等)靑鶴神靈之下伏祝敢達天地日月星辰
無窮造化神靈至氣 奉命水雲大先生主无極大道 奉敎靑林先生主萬化弓乙 大道
大德 布於天下 萬物合德 廣濟蒼生 四時安樂泰平之大願”

20) 1929년발간된 슈도 삭망치셩쟝 에의하면, 당시일반신도의가정에서
삭망일에거행하는헌성의식은분향축, 참회축, 치성축등에이어만물합덕축
을 독축하고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가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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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치성축 등에다 시식축과 제세축을 보태 5개의 기본 축문을 구성했던

것으로보인다.21) 시식축(時食祝)은 계절의순환에따라변함없이이어지

는이치와신명의기운으로민중들이풍족한삶을살며교화되었음을감사

히 여기며공경과 정성으로 대도견성과 광제창생과 포덕천하의 열망을 천

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기원하는 내용이다. 제세축(濟世祝)은 세상의 구

제를위해강림한제세주성신(聖神)에게대도견성, 광제창생, 포덕천하의

염원을올리는축문이다.22) 초기문서인 동학교법에 8대헌성을밝히면
서도헌성축의기본이라할수있는시식축과제세축이빠져있고, 필사본

축식에제세축이 누락되었다가 후대에 가필되었으며, 더구나 가필될 당
시 ‘대헌성축’으로만 되어 있다가 ‘제세축’이라고 재가필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920~30년대에 헌성의 축문과 독축의 규식이 다소 변화의 과정

을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특별히 계해년(1923)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일헌성축은 새

해아침에천성의회복, 도덕의융성, 천하의태평등을천지인삼위존령부

모에게 기원하는 헌성축문이었고,23) 춘삼월(三月良春之日)에 거행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천지합덕축도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가정 내에서의

안락과 태평을 축원하는 헌성축이었다고 판단된다.

1922년 5월 29일 동학교의개교일을기념하여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

게 올리는 개교헌성축은 용담수운대선생과 청림선생의 동학을 받들어 상

주은척면우기리에설립한동학교를통해포덕천하, 만물합덕, 광제창생,

21) 2017년 9월 15일, 상주동학교천황각에서재연된헌성식에서도분향축, 참
회축, 치성축, 시식축, 제세축 등 5개의 축문이 독축되었다.

22) 祝式 獻誠篇, 濟世祝. “龍潭水雲大先生主 道統淵源河圖弓乙靑林先生主 奉
道(臣) 庚申布德 東學大道敎主 (敬天 周熙)弟子(臣某) 太古天皇氏 木德以王
濟世主聖神降臨安位坐定之下伏祝敢達至誠感應大道見性廣濟蒼生布德天下
之大願”

23) 祝式 獻誠篇, 元日獻誠祝(癸亥). “天地人三位 尊靈父母 (侍子 某)與弟子伏
祝敢達至誠感應送舊迎新吉朝長男庚申之日到于中天光明天下衆生合爲一
理貫通 天性回復 萬世興旺 明明道德 以安統率 天下泰平之大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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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의 안락과 태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내용이다.24) 지부개교축

이나 지부교당설립축도 개교헌성축과 유사한 맥락의 축문이며, 다만 지부

개교축에서는 천지인삼위 존령부모뿐만 아니라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

후토의 신령을 다채롭게 호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대교주헌성축은 동학대도교주 김주희의 위임을 기념하는 헌성축문이

다.25) 본 축문은 수운선생님과 청림선생님으로부터 세상 구제의 뜻을 전

수받은삼풍김주희의동학대도교주위임을천지인삼위존령부모, 일월성

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역대 성사제왕(聖師帝王)의 신령 등에게 아뢰며

감응을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신위를 호명한다는 점에서 지부

개교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거론할 전수축류는 지금까지 거론한 헌성축류와는 달리 입교

인에게 도를 전수하거나 수도자에게 신호(信號)를 부여하거나 또는 선임

된 직임자에게 예장(禮張) 및 예첩(禮帖)을 전수하며 축원하는 축문을 말

한다. 전수축류에는 전수축(降靈呪, 本呪, 造化呪, 氣化本呪), 예장전수

축, 신호전수축, 예첩전수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도자를 위한 전수축이라 할 수 있다.26)

전수의식이라해서전수축만동원하는것은아니다. 앞서거론했던헌성

24) 祝式 獻誠篇, 開敎獻誠祝. “天地人三位 尊靈父母神靈之下伏祝 敢達龍潭淵
源水雲大先生主无極大道東學道統淵源河圖弓乙靑林先生主无極大道東學布
德六十三年壬戌五月二十九日癸亥東學本部設立于尙州郡銀尺面于基里至極
獻誠開敎明明感應布德天下萬物合德廣濟蒼生四時安樂泰平之大願龍潭布德
六十三年壬戌五月二十九日敢告于天”

25) 祝式 獻誠篇, 大敎主獻誠祝. “龍潭淵源弟子(臣)至誠敢告天皇氏无極大道大
德水雲先生主道統淵源靑林先生主萬化弓乙大道大德布於天下萬物合德濟世
之意傳授弟子金周熙奉受施行次今且明天東學大道敎主特許爲任于三豊 (侍
子)命敎奉承建誠厚幣伏祝敢達天地人三位尊靈父母至誠感應日月星辰四海
龍王山川后土之神萬古列位聖師帝王之神一切照臨時時感應大道見性廣濟
蒼生 布德天下之大願”

26) 기타 전수축류를구성하는예장전수축, 신호전수축, 예첩전수축등은천지인
삼위존령부모에게수운과청림의가르침을받들어위임의직분을감내하겠다
는 의지와 성심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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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류의 기본인 분향축, 참회축, 치성축 등의 독축과 배례(4배)를 교차로

진행한뒤, 비로소전수축을낭독하고강령주(3회), 본주(7회), 조화주(3

회), 기화본주(7회) 등을 각각 주송한 연후에 소지와 음복(청수, 예주)으

로의식을종료하는것이다.27) 전수축은수운선생, 청림선생, 김주희대도

교주, 전수자 등의 포덕대로 하느님을 영원히 모시며 가르침을 받들 것임

을 공표하는 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28)

전수축에 이어 주송되는 강령주, 본주, 조화주, 기화본주 등은 아래와

같다.

降靈呪: 至氣今至 願爲大降

本呪: 侍天主 造化定 永世不忘 萬事知

造化呪: 通運造化 廣明大濟

氣化本呪: 天降靈神 令我長生 無窮無窮 萬事知

해월 시대에 출간된 동경대전 판본에는 선생주문(강령주문, 본주문)
과 제자주문(초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이 수록되어 있다. 흔히 동학계

교단에서통용되는 21자주문은제자주문의강령주문 8자와본주문 13자

를 말하는것인데, 위의 동학교 축식의강령주 8자와본주 13자와 정확
히일치한다. 특별히조화주 8자와기화본주 15자만은동학교에서활용된

주문으로보이며, 대외적으로운세가통하여조화와구원이이루어진밝은

세상(조화주)과 대내적으로 신령의감응을 입어 만사를 깨닫게되는 입도

자 개인(기화본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성편에 수록된 15개의 축문 중에 신위를 특정하지 않은 참회축과 전

27) 김낙세, 東學敎法, 10장 傳授時禮節.
28) 祝式 獻誠篇, 傳授祝. “龍潭淵源水雲大先生主 无極大道大德無爲化氣 永侍
布德道統淵源河圖弓乙靑林先生主无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侍誠信廣濟布德
庚申布德東學大道敎主无極大道大德無爲化氣永侍濟世活人布德大道奉命傳
授敎士(姓名) 无極大道大德 無爲化氣 永侍奉敎 傳授布德 大道奉命受道敎士
(姓名二人以上等) 无極大道大德 無爲化氣 永侍奉敎 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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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을 제외한 13편은 모두 단수의 형태로 혹은 복수의 형태로 대상신위

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 천지인삼위 존령부모(天地人三位尊

靈父母)만을 호명하기도 하고(분향축, 시식축, 예장전수축, 신호전수축,

예첩전수축, 개교헌성축, 지부교당설립축, 원일헌성축, 천지합덕축), 2)

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다가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등의제신을추

가하거나(대교주헌성축, 지부개교축) 3) 아예 제세주로 강림한 수운만을

기리거나(제세축) 포괄적으로 청학신령(靑鶴神靈)에게 아뢰기도 하였다

(치성축). 대개는천지인삼위존령부모를염두에둔축문으로서대도견성,

광제창생, 포덕천하 등과 같이 동학의 본원적 염원을 담아내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2) 혼례편(婚禮篇)
관혼상제와같이개인과가족의삶을의례화한일생의례의영역도 축식
에 포괄되어 있다. 다만 근대 이후 급격히 약화된 관례가 독립 매뉴얼의

범주로 설정되지 못 한 채 혼례편 첫머리에 제공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혼·상·제례의축식을구성하고있을뿐이다. 사실전근대에도관례와혼례

의연령이중첩되기도하고,때론조혼의전통으로인해혼례가관례를앞서

기까지하면서관례가혼례의예비절차로준행되었을가능성도있다고짐

작된다. 혼례편에는총 4개의축(①冠禮祝, ②醮禮祝, ③于禮祝, ④生男告

天祝)과 초례홀기하나가부가되어있다. 사실, 혼례의본령이라할만한

혼례축문은 초례축과 우례축 두 가지뿐이며, 관례축과 생남고천축이 혼례

편에 수록된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먼저, 관례축은언제누가의식절차(시가, 재가, 삼가)에따라관례를진

행하게된상황에서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삼광오복(三光五福)의 경사

가지속되기를기원한다는내용을담은기도문이다. 전통관례에서도시가

축(始加祝), 재가축(再加祝), 삼가축(三加祝), 자관자축(字冠者祝) 등이

있긴하였으나관례당사자에게덕성을갖추고장수와길상의복을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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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덕담을담은축사에가까웠지신령에게고하는기도문은아니었다. 물론,

관례를앞두고사당의조상신에게고유하는축식이있긴했으나행례과정

에서의 차별화된 고축의식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초례축은신랑과신부가부부로짝을이루는혼인의자리에서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인간의 오복이 무궁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다. 우례축은 시

가에들어가는딸의수명부귀와득남을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희구하는

축문이다. 가례전통에서납채나친영을사당의조상신에게고유하던축식

과는달리, 동학교의초례축과우례축은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부부혹

은 자식의 풍요와 복을 염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생남고천축은천지인삼위존령부모의은택으로아들을얻게

된 데에 감사하면서 아울러 아이의 보호와 만수무강을 바라는 축문이다.

전통적으로는조상의사당에고유하는통례(通禮)의 영역에속하는것이었

지만, 동학교에서는혼례편에수록하고있는게특징이다. 혼례편의축문을

통해우리는혼례가단지혼인의식이벤트에만국한되지않고, 비로소어른

이 되어(관례) 혼례식을 치르고(초례, 우례) 아이를 얻기까지(탄생)의 과

정 일체로 넓게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례편에수록된 4개의축문중에신위의호명이없는초례축을제외한

관례축, 우례축, 생남고천축은 모두 공통적으로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天地人三位尊靈父母聖神)에게 고하며 만수무강을 염원하는 형식을 취한

다. 상례나제례에비해혼례에개입될신령이없을뿐만아니라전통적으

로 고유의대상이던 조상신을 천지인삼위 존령부모가대신하고 있기때문

이라 할 수 있다.

  3) 상례편(喪禮篇)
전근대유교가례의전통에서가장복잡하고세분화된의절을갖춘것이

상례였고, 그만큼사례의축식중에서도다수를차지하는것이상례의축문

이었다. 축식 상례편에는 총 11개의 축식(①發引祝, ②斬破祝, ③平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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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④返魂祝, ⑤虞祭祝, ⑥祔祀祝, ⑦小位告由祝, ⑧大祥後初度祭日祝,

⑨加土祝, ⑩改葬祝, ⑪非命橫死祔祀祝)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발인축은상여가묘역으로떠나기전에행하는견전제(遣奠祭)에

서 활용된 축문으로서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의 보살핌과 감응을 호소한다.

참파축은 풀을 제거하고 흙을 파내어 시신이 안치될 묘역을 정비할 때 사

용하는축이며, 평토축은관을묻고땅을고르게펴는절차에서활용된축

문이라할수있다. 유교전통에서는모두토지신에게아뢰는형식을취하

지만 동학교의 축식에서는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뒤탈이 없도록 염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반혼축은시신을묘역에안치한이후새로이마련된신주로존령이빙의

토록염원하는기도문이며, 우제축은초우를맞이하여이미천당으로가신

존령을사모하며제수와정성을흠향토록청하는기도이다. 반혼축과우제

축은구조적으로는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아뢰는형식이지만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돌아가신 존령에게 빙의와 흠향을 청하는 이중적인형식

을취하고있다. 상례절차상영혼과체백의분리이후영혼으로서의정체

성을 확립해가는과정에서 영혼의 개별성을 부각시킨것이 아닌가 짐작된

다. 부사축은졸곡이후조상신주가있는사당에합사할때사용된축문으

로 이해된다.

소위고유축은조석상식이나삭망고유에사용하는축으로서자식의입장

에서승천한존령에게복락과만수무강을빌며제수의흠향을청하는축문

이다. 대상후초도제일축은 기일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존령이 하강하여 감

응하기를청하는축문으로서전체적으로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아뢰는

형식이지만 청신과 흠향의 대상은 조상으로 구체화된다.

가토축은봉분을수리하고사초를다시하면서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

지성감응을 청하는 축문이며, 개장축은 흔히 무덤의 자리를 옮길 때 토지

신과 조상신에게 고유하는 축이지만 동학교의 개장축은 천지인삼위 존령

부모에게 지성감응을 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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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비명횡사부사축은말그대로수명을제대로누리지못한채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망자를 불쌍히 여겨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염원하는 축문이다.

상례편에수록된 11개의상례축문은모두 1) 천지인삼위존령부모성신

께아뢰는형식을취하면서도 2) 경우에따라서는망자의존령에게감응과

흠향을 추가적으로 청하는 형식을 갖추기도 하였다(반혼축, 우제축, 소위

고유축, 대상후초도제일축).

4) 제례편(祭禮篇)
축식 제례편에수록된축문은모두 7개(①祭日獻誠祝, ②明節次祀祝,

③僉員祭日祝, ④僉員中爲其父與祖祭日繼堂獻誠祝, ⑤僉員中爲其父與祖

明節繼堂獻誠祝, ⑥僉員中特別有爲秀誠心者祭日繼堂獻誠祝, ⑦春秋祭享

祝)에 이른다. 필사본의 경우, 1차 기록에서 축문⑤와 ⑥을 누락하였다가

1943년축문⑤를가필하였다. 다만, 축문⑤와함께필사본에가필된 ‘첨원

중계당헌축’(僉員中繼堂獻祝)은목활자본의축문과일치하는것이없긴하

지만 축문⑤의 전반부와 축문②의 후반부를 결합시킨 형태라 할 수 있다.

개별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례축은 제일과 명절에 일반 가정이나

교당에서 조상신이나 동문선령에게 올리는 축문이라 할 수 있다.

축문의제목과짤막한기원내용만가지고제례축의성격을명료하게규

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제일헌성축은 고조 이하 개별 존

령들의제일에맞춰올리는헌성축문으로보이며, 명절차사축은명절에여

러조상제위와동문수학한제위존령을한꺼번에모시는축문인듯하다. 첨

원제일축은 일반신도(僉員)의 제일에 올리는 축문으로 보이는데, 내용상

제일헌성축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첨원제일축식은 고조부와 고조모를 대

상으로 한 반면, 제일헌성축식은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친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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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열려 있는 게 다를 뿐이다. 첨원중위기부여조제

일계당헌성축(僉員中爲其父與祖祭日繼堂獻誠祝)은 다소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신도의 부조(父祖)의 제일에 즈음하여 교당에서 헌성하는 축

문으로보이며, 제시된축문내용은부모의존령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

와는 달리, 첨원중위기부여조명절계당헌성축(僉員中爲其父與祖明節繼堂

獻誠祝)은 제일이 아닌 명절에 조상을 교당에서 헌성할 때 사용하는 축문

으로 보이며, 조상과 부모의 존령제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첨원중특별

유위수성심자제일계당헌성축(僉員中特別有爲秀誠心者祭日繼堂獻誠祝)은

일반신도에서도 성심이 뛰어났던 특정 존령을 대상으로 교당에서 헌성한

축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춘추제향축은 경오년(1930) 새해 첫날(元朝)에 활용되었

던축문으로짐작되는데송구영신을즈음해성문(聖門)에서수학(受學)한

여러 제자들의 존령들을 대상으로 한 축문이었다는 점에서 혈연적 가족보

다는 종교적 가족 공동체의 조상을 염두에 둔 축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례편에 수록된 7개의 제례축문은 시기적으로나 대상신위로 볼 때 차

이가있긴하지만 1) 천지인삼위존령부모성신에게빌어아뢰는형식을취

하면서 2) 혈연적조상이나영혼혹은 3) 동문의존령에게제수의흠향과

대도견성, 광제창생, 포덕천하를 염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혼례나상례에비해축문에등장하는대상신위가다소복합적인형태를띠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잡기편(雜記篇)
축식 잡기편에는 5개의 축문과 1개의 서식문(①甲日獻誠祝, ②僉員

中甲日繼堂獻誠祝, ③卒後甲日獻誠祝, ④開基祝, ⑤上樑祝, ⑥上樑文)이

실려있다. 필사본에는 1943년용축문②와 1941년용축문③이가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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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목활자본 헌성편에 실려 있던 지부교당설립축과 지부개교축을 잡

기편에싣고있는게특징이다. 부모의회갑이나건물의축성과같이특정

의종교의식이나주요사례에서벗어나있긴하지만일상의삶에서중요한

의식으로 문화화되고 있는 것을 의례규범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갑일을기념하는 3개의축문은천지인삼위존령부모에게회갑을맞은

당사자(혹은 존령)로 하여금 천상의 경복(慶福)과 만수흥왕(萬壽興旺)을

누릴 수 있도록 축원하는 내용이다. 개기축과 상량축은 각각 을묘년

(1915)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기축은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에게 집터를 닦게 된 경위를 밝히고 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등에게 감응을 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시기는 1915년 6

월 29일로 밝혀져 있다. 한편 상량축은 그보다 10여일 후인 1915년 7월

11일에 작성된 축문으로서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기둥을 세우고 들보

를올리며마련한제수와정성을흠향하도록권유하는내용이다. 상량축과

더불어 당시 상량제를 거행한 당일에 작성한 상량문도 실려 있어 참고할

만하다.29)

잡기편에수록된 5개의축문은모두천지인삼위존령부모성신을호명하

고있는게특징이다. 다만, 개기축의경우천지인삼위존령부모성신이외

에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를덧붙여신령의감응을다각화하

고있는게예외적이라할수있다. 잡기편뒤에는 축식의부록으로예첩
식(禮帖式) 7개가실려있는데, 헌성(전수축)과혼례에소용되는서식(①

副敎主禮帖, ②敎長禮帖, ③支部敎長禮帖, ④堂號, ⑤信號, ⑥婚書式, ⑦

再三娶婚書式)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29) 祝式 雜記篇, 上樑文傳. “龍潭布德 五十六年乙卯七月十一日甲申申時 立柱
上樑建坐巽向 庚申生成造運 有司(姓名某) 木手(姓名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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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문의 대상신위

축식은단일하지않고의례의주체, 대상, 목표등에따라다양한양식을

취한다. 대개의례의시기, 주체, 대상신위등을밝히는서문, 의례의목적

이라 할 수있는 감사와청원이 들어있는본문, 그리고헌성에대한흠향

을기대하는결문등의구조를취하는것이일반적이다.30) 종교의 축식
인 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것이 축문이 표방하는 대상신위이

다. 과연 누구에게 이 많은 축을 올린 것인가?

표2~표6은 축식 42편의축문에표현된신위들을범주별로도표화한
것이다. 축식에서무엇보다도가장빈번하게등장하는신위는다름아닌
‘천지인삼위존령부모’이다. 축문내에서는 ‘천지인삼위존령부모(天地人三

位尊靈父母)’나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天地人三位尊靈父母聖神)’으로

표현되어 있다. 상례편(11), 제례편(7), 잡기편(5)의 모든 축문, 초례축

을 제외한 혼례편(3)의 축문, 그리고 참회축・치성축・제세축・전수축을
제외한 헌성편(11)의 축문 등 총 37편의 축식에 천지인삼위 존령부모가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동학교의 축은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등의 신격이나 조상신령을

등장시키는경우가있긴하지만, 모두천지인삼위존령부모를호명하여감

응을 청하면서 여타의 신격이나 신령을 추가한 형식이다. 가령, 헌성편의

대교주헌성축과 지부개교축의 경우, 천지인삼위 존령부모를 기본으로 하

여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등에게감응을청원하고있으며, 잡기편

의 개기축도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다 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

토등을거명하며지성감응을요청하고있다. 교당과가택을건립할때총

칭인천지인삼위존령부모이외에하늘땅바다의신위를더함으로써신령

30) 최종성, 진천 금한동의 천제와 축문 , 종교학연구33 (한국종교학연구회,
201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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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은택을강화한것이라여겨진다. 한편, 몇몇상례편(반혼축, 우제축, 소

위고유축, 대상후초도제일축)과 제례편의모든축식에서는천지인삼위존

령부모를 기본으로 하되 조상신령의 호명을 추가하고 있는 꼴이다. 물론

조상에는 혈연적인 가족과 종교적 가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제례편의

명절차사축과 춘추제향축에는 성문수학(聖門受學)한 제자의 존령들을 호

명하며감응을촉구하고있다. 전통적인의미에서혈연의기준을뛰어넘으

면조상이아니라유령이되는것이고그제사역시정사(正祀)가 아닌음

사(淫祀)일 수밖에없었지만, 종교공동체를통해새로운가족과조상이형

성되고 의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축문 대상신위

분향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참회축

치성축 청학신령

시식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제세축 제세주(수운)

전수축

예장전수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신호전수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예첩전수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개교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신령

대교주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만고열위 성사제
왕

지부교당설립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지부개교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원일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천지합덕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표2] 헌성편 축문의 대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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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 대상신위
관례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초례축
우례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생남고천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표3] 혼례편 축문의 대상신위

축문 대상신위
발인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참파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평토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반혼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현부주존령지신(顯父主尊靈之神)
우제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현부주존령지신(顯父主尊靈之神)
부사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소위고유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현모위모공(顯某位某公)

대상후초도제일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현부주존령지신(顯父主尊靈之神)
가토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개장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비명횡사부사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표4] 상례편 축문의 대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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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 대상신위

제일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현고조부주존령지신(顯高祖父主尊靈之
神), 현고조모주존령지신(顯高祖母主尊靈之神)

명절차사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열위조상부모제위존령지신(列位祖上父
母諸位尊靈之神), 현형주존령지신(顯兄主尊靈之神), 현수씨유인존
령지신(顯嫂氏孺人尊靈之神), 고실유인지신(故室孺人之神), 장자
수사지신(長子秀士之神), 성문수학제자

첨원제일축 천지인삼위존령부모성신, 현고조부주존령지신, 현고조모주존령지
신

첨원중위기부여조제일
계당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부주존령지신, 모주존령지신

첨원중위기부여조명절
계당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열위조상부모제위존령지신

첨원중특별유위수성심
자제일계당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성명모공존령지신

춘추제향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성문수학열위제자존령지신(聖門受學列
位弟子尊靈之神)

[표5] 제례편 축문의 대상신위

축문 대상신위

갑일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첨원중갑일계당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졸후갑일헌성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개기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상량축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성신

[표6] 잡기편 축문의 대상신위

결국의례의성격에따라신격이나신령이추가되는경우가있긴하였으

나 동학교의 축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 수

렴되고 있다. 천지인삼위 존령부모는 우주만물의 주재자를 의례적인 인격

체로 표상화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동학교의 교리나 가사에서는 다소생소

한표현이라할수있다. 먼저, 동학교의핵심교리는소위체천(體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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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繼天)이니 경천순천(敬天順天)이니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하늘(天)을 대표적으로 언표해왔다. 동학교의 교주 김주희는 대외적인 정

치 투쟁의 한계를 절감하고 도덕적인 공부와 수련을 통해 후천의 모순을

마감하고 선천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데에 집중하였다. 동학교가 정치적인

시세와 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계천입극(繼天立極)과 체천행도(體天行道)

를 유난히강조했던것도그런맥락이라할수있다. ‘하늘을이어받아표준

을세우는일’(계천입극)이나 ‘하늘을본받아도를행하는것’(체천행도)은

역대제왕과성인의역할로만한정되지않고도덕공동체를통해만인이실

현해가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다.

한편, 동학교의 용담유사31)에서는 단독적인 하늘(天)보다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켜 의인화한 ‘텬디부모(天地父母)’가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

다.32) 일종의 ‘우주부모(cosmic parents)’라고할수있는천지부모는만

물제조, 사시순환, 무궁조화의 주재자로서 인간에게 호생지심(好生之心)

의 지극한은덕을베푸는존재이자인간으로부터공경을받는대상으로강

조된다. 이는 부모의 자애로운 보살핌과 그에 대한 자식의 공경을 우주론

적으로확대한논리로서도덕공동체의대중들을훈화하기위한교훈가사의

취지에도 적합한 논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천지도(敬天之道)의 교리는

곧천지부모의공경으로대중들에게쉽고빠르게흡수될수있었을것이다.

그런데동학교의축식은단독적인하늘도아니고, 그렇다고하늘과땅을

31) 동학교의 용담유사는최시형대에펴냈던 용담유사 8편이외에도 100편
의 가사를 추가하고 있어 양적으로 방대하다.

32) 동학교의 가사에서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킨 ‘텬디부모’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간혹 ‘하부모’라는표현도확인되고있다. 사실, 동학교뿐만아니라
여러종교전통에서우주만물의주재자를인격화한표현으로궁극적인부모를
활용하고 있다. 가령, 통일교의 ‘참부모’나 금강대도의 ‘건곤부모’는 궁극적인
신성과그인격적현현을포괄하고있는표현이라할수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필호, 부모론에서본통일교와금강대도의비교 , 신종교연구11 (한국신
종교학회, 2004), 264-282; 김항제, 한국 신종교창교자의위격-통일교의
참부모론과금강대도의건곤부모론을중심으로- , 신종교연구13 (한국신종
교학회, 2005), 17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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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시킨 천지부모도 아닌, 하늘·땅·사람을 한데 묶은 천지인삼위 존령부

모를 받들고 있다. 교리적 개념이나 가사의 용례에서는 낯설어도 의례와

실천적인맥락에서는널리통용된익숙한표현이었다. 아래인용문은동학

교의신도들이가정에서지켜야할 슈도(1929)의 실천덕목에서발췌
한 것이다.

(1) 지극히부모의과갓치지셩으로부모님을셤기오면그부모님이

질거하시나니그부모님질거하신즉텬디인삼부모님도질거하

시며랑하감응하옵복과록을다시뎡하시와손을챵셩케

하시며부귀영화를만셰예눌니게졈지하시나니고로효지

원인고로텬디인삼부모와일월셩신과산쳔후토신령과만고츙렬효

지신이 시시로 감응하와 일톄로 도음나니 부닷고 부모님젼

지셩으로효하기를일시도어기지말고밋어시하쇼셔33)

(2)밥풀예식구수로상을다려노은후에쳥슈를지셩으로

졍결하게모셔다조왕에모셔노코국이나쟝이나소나물론무슨

반찬일넌지졍하게담아조왕에모셔노코향로와향합을갓촌후에

향을져피우고고하되텬디인삼위존령부모님은지극히감웅하

옵쇼셔고하고일월셩신과룡왕산쳔후토신령지신은지셩감응

하옵시고신의가쟝대도견셩광졔창포덕텬하지대원이외다지셩

으로고후에 ...34)

인용문(1)은 슈도 ‘효부모쟝’의 일부로서, 부모에대한효경이천지
인 삼부모의 감응과 복록으로 확대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효행을 당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천지부모’가 아닌, ‘부모→천지인부모’로의 확

장논리를동원한점이다. 인용문(2)는 가정내에서주부가음식을장만함

에 있어 정성과 경건함을 다하도록 권하는 슈도 ‘사텬쟝’의 일부인데,

33) 동학가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28.
34) 동학가사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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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마련한 후 청수를조왕에 마련하고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에게감응

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조왕신앙과는 달리 천지인부모를 염두

에 둔 동학교 가정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천지인삼위 존령부모는 인간과 우주자연의 만물을 관장하는 의례적인

인격체로서 교리체계에서 집약된 ‘하늘(天)’과 가사에서 구체화된 ‘하늘과

땅(천지)’과 상통하면서도 그것을 포괄해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하부모나텬디부모나텬디인부모는엄밀한어원분석이불필요할정도로

의미상연속적인표현이었고때론서로대체가능하기도하였다. 우주의궁

극적인 근원으로 말하자면 천

(天)이고, 우주조화의 주재를

의인화할 경우엔 천지부모이며,

우주만물의포괄적신령을지칭

할 때는 천지인부모인 것이다.

의례의맥락에서는우주의삼재

(三才)를 아우르는신위에주목

하면서 천지인삼위 존령부모를

포착한 것이라 짐작된다.

결국, 동학교의 교단과 가정

에서천지인삼위존령부모의의

례적 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

된다. 그림2는 가정의삭망치성

이나교단의헌성식에서활용되었을진설도이다.35) 진설도를살펴보면국

과 밥이 모두세 쌍으로진설되어 있음을확인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

35) 1996년동학교에서는김태영이필사한표제가없는축식서를발간하였다. 헌
성편과제례편의축문과예첩식의서식일부를생략하면서도서두에내수도편
(진설도, 청수발원장, 삭망치성축)을싣고있다. 그림2는본서의서두에실린
진설도이다.

[그림2] 동학교 진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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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담아놓은시접과청수도각각세쌍으로배열되어있다. 별도의설위

(設位) 없이도이것이천지인삼위존령부모를염두에둔진설임을쉽게알

수있을것이다. 체천과계천입극을강조하고경천순천의도덕공부를위주

로 한다 해도 궁극적인 하늘은 의례적 삶을 통해 천지인부모로 번역된 것

이다. 천지인부모야말로우주의총체로서만물의조화와인간의복록을관

장하는 의례화된 인격체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담연원 수운대선생님(龍潭淵源水

雲大先生主)’과 ‘도통연원 하도궁을 청림선생님(道統淵源河圖弓乙靑林先

生主)’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개 수운과 청림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경

우에 따라서는 ‘경신포덕 동학대도교주(庚申布德東學大道敎主)’를 덧붙여

동학교의교주였던삼풍김주희를호명하기도한다. 이들이직접적인대상

신위라기보다는 수운-청림-삼풍으로 이어지는 동학교의 도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들을 이어받은 의례주체의 소속감과 자의식을 보여주는 표현이

라 여겨진다. 의례를 통해 교단의 도통을 공식화하고 그러한 도통론을 내

면화하는 효과는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동학교뿐만 아니라 천도교나

상제교에서도 기도문이나 고천문을 통해 그들만의 도통을 강조하는게 일

반적이었다.

다만, 동학교의 체천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고 본다. 체

천(體天), 즉 천인합덕(天人合德)의 실천을 통해 계천입극(繼天立極)에

도달하고자하는것은동학교의근본취지에해당한다.36) 이미 천을 본받

은 천인동덕(天人同德)의 존재가 아니라 수련공부를 통해 천을 본받아가

야 하는 천인합덕(天人合德)의 인간으로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공부를

계도할성인의역할일 것이다. 인내천(人乃天)이 본래적인천인동덕을각

성하는데에초점이있다면체천은차제에천인합덕을실천하는데에강조

점이있다고하겠다. 그러한실천공동체를뒷받침하는선생과올바른예시

36) 김낙세, 東學敎法, 2장(名稱及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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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성인은체천의관건이라할수있다.37) 하늘을본받고(體天), 하늘

을 이어받아 삶의 표준을 세우려던(繼天立極) 신도들에게 체천의 안내자

이자 전수자인 수운과 청림은 결코 의례에서 잊힐 수 없는 성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축의 종교

동학교는 축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의례에서 축이 압도

적이며, 축(祝)이 의례의축(軸)을 이룬다. 흔히동학계교단중에서도유

독 외관상친유교적인 의례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동학교이지만 축에있어

서만큼은 유교와는 달리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유교의 길례(吉

禮)에는 초헌, 아헌, 종헌등으로삼헌을구성하고초헌뒤에독축하는삼

헌일축(三獻一祝)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동학교의 헌성

식은예주와청수를진설해놓고배례와독축을반복하는소위일헌다축(一

獻多祝)의 양상을 띠는 게 특징이다.

(3)초로보름으로치셩을하되초로날은일졍긔원원긔운을

바다동으로향하여셜위하되일광이텬샹의소올나광찬란할

예졔슈를칭가유무로차리되뎨일졍결하게차려노코일광원원

긔운을바다치셩하는이라그러나제슈차리법은먼져청슈

를모시고례주를모시고탕몌를올니고시져를셜하고그후에

는병과면과적과셜고그후에과와포와셜위하고소와

자반과어육이라도잇로셜위하고분향후에지셩으로분향츅을

일하고졔슈봉거를다열어노코후지셩으로참회츅

을독츅고후에치셩츅을독츅고후에텬디일월

셩신룡왕산쳔후토졔텬신령만물합덕츅을독츅하고후에

37) 박병훈, 상주 동학교 체천사상 재고 , 종교학연구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80-86.



140 종교와 문화

지셩으로쇼지올니고후에졔슈를려졔관이다고텬하고먹

나니부셩경신을살펴밋고공경하옵셔텬디일광원원하고졍결

긔운을밧게하옵쇼셔38)

인용문(3)은 슈도(1929)의 ‘삭망치셩쟝’에 실려 있는 초하루 치성
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보름날에는 달이 떠오를 때 의식을 시작하지만 초

하루에는 일광이 솟아오를 때 진설하여 치성한다. 의식은 1) 청수, 예주,

밥, 수저, 떡, 국수, 적, 포, 채소, 자반, 어육등을진설한뒤, 2) 분향하고

분향축을독축하며, 3) 사배한후참회축을독축하고, 4) 다시사배후치

성축을독축한뒤, 5) 사배하고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제천

신령만물합덕축을독축하며, 6) 다시사배후에소지올린뒤철상과음복

으로마무리된다. 간단히정리하면, ‘진설-분향-분향축-사배-참회축-사배-

치성축-사배-천지, 일월성신, 사해용왕, 산천후토, 제천신령 만물합덕축-

사배-소지-철상’ 으로 요약된다. 첫부분과 마지막부분은 어느 의식에서나

공통되는 것이고 동학교만의 특징은 ‘축→사배→축→사배→축→사배→축

→사배→소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4) 前期擇日야 祭需多少는 隨力周旋되 以豊潔爲主야 眞說後에

薦主及受道人이 各具敎服敎冠고 焚香四拜後에 薦主讀焚香祝四

拜, 受道人亦四拜, 薦主又讀懺悔祝四拜, 受道人亦四拜, 薦主又讀致

誠祝四拜,受道人亦四拜薦主又讀傳授祝四拜,受道人亦四拜,薦主讀

呪文,受道人亦隨讀,降靈呪四回本呪七回,造化呪三回,氣和本呪七

回, 讀畢에先燒祝紙薦主及受道人各一拜, 次燒幣帛紙三次每次各一

拜, 下匙箸薦主及受道人各四拜, 祭畢에薦主及受道人이相向拜, 又

一齊向敎主拜, 拜畢에飮福淸水及醴酒39)

인용문(4)는 입도자의 입문의례라 할 수 있는 전수의식의 절차를 담고

38) 동학가사1, 240.
39) 김낙세, 東學敎法, 10장(傳授時禮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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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소절차가복잡하기는하지만 ‘분향사배-분향축-사배-참회축-사배

-치성축-사배-전수축-사배-주문-소지(축문)-일배-소지(폐백지1)-일배-

소지(폐백지2)-일배-소지(폐백지3)-일배’ 등의 구조가 눈에 띈다. 분향

축·참회축·치성축·전수축·주문을 이어가는 사이에 각각 사배의 절차를 교

차반복하고, 이후독축지를소지하고연이어폐백지 3장을각각하나씩소

지해가는사이마다각일배를반복한다. 기본적으로축과사배의교차, 소

지와일배의교차가반복되는구조이다. 다만주목해야할것은소지가두

부분으로나뉜다는점이다. 즉 독축한축문지를태우는것과빈폐백지세

장을 한 장씩 태우는 것인데, 후자는 천지인삼위 존령부모와 대응되는 의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교교당의헌성의식의경우 ‘분향축-참회축-치성축-시식축-제세축-

축문소지-폐백지소지’ 등의 구조가일반적이다.40) 물론독축사이에는사

배가, 소지사이에는일배가각각삽입된다. 다만, 마지막에폐백지 3매가

태워지는데, 앞서 살펴본 전수의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천지인삼위 존령

부모를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 축문을읽고태우는의식이헌성의전

부로여겨질정도로축(祝)은 의례의중심을이루는축(軸)이었다. 동학교

는축의종교였고, 그에걸맞게다양한축식을축적해왔다. 하나의의식에

다양한축이동원되다보니축식을망각해서는의례가결코성립될리없었

다. 사정이이렇다보니그어떠한의례매뉴얼보다요청되는것이 축식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6. 나오는 말

지금까지동학교의 축식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다. 일찍이동학교는

40) 필자가관찰했던 2017년 9월 15일에재연된동학교헌성의식에서도이와같
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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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매뉴얼을정비하고그것을경전의반열에올려놓을정도로의례적삶

에 주목했다. 그야말로 축식은 동학교의 의례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
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의례서뿐만 아니라 의례(행위) 전체를 대표한

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학교는 축(祝)의 종교였고, 축(祝)이

야말로 의례의 축(軸)이었다. 그만큼 축식은 동학교의 의례문화를 탐색
하는데에필수불가결한위치에있다고하겠다. 오늘날실질적인종교공동

체가 마감된 상황에서 초기 동학교의 의례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축식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동학교의기초자료가학계에보급되면서보다심화된질적인연구

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를 이해할 때 교리와 사상에 대한 접근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의례와 실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축식에 대한이해가 체계화되어야 하겠지만, 차후 축식
의의례적맥락이고려된동학교의통합적이해로나아가야할것이다. 동

학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여겨지는 체천론, 선천회복론, 성인론 등이 당시

교도들의 의례적 삶과 괴리감 없이 풍부하게 이해되기를 전망한다.

주제어: 축식, 축문, 독축, 소지, 동학교, 천지인삼위 존령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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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ayer Manual Book of Donghakgyo

Choi, Jong Se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itual characteristics of 

Donghakgyo(東學敎), a denomination of East Learning, founded 

by Kim Ju Hee around 1915, through the analysis of its Prayer 

Manual Book(祝式). Forty two written prayers are included in 

the book, and the prayers are classified by five different ritual 

categories: sacrificial rites(15), wedding ceremonies(4), funeral 

rites(11), ancestral rites(7), and miscellaneous ceremonies(5). Most 

prayers are definitely directed towards Heaven-Earth-Human 

Parents who are anthropomorphized as supreme beings in ritual 

dimension. The answerers of prayer are personified deities who 

represent at once and supervise three cosmic elements: heaven, 

earth, and human. In fact, the main and large part of Donghakgyo's 

ritual process is reading several written prayers one by one and 

then burning them.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reading and 

burning of written prayers is the alpha and omega of the rituals. 

In Donghakgyo, both a ritual without written prayers and a ritual 

manual without a prayer manual are almost unimag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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