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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매리(舞依梅里)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 해월과 구암의 만남 그리고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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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860년 동학의창도이래 150여년의세월이흐르면서동학의교리, 의례, 조직

및활동에대한이해에진전이있었다. 최근에는동학의내력과기억이담겨있는

장소에 대한 탐색과 기념도 주목받고 있다. 문헌기록과 현장탐문을 통해 잊혔던

초기동학의역사적장소들이속속밝혀지면서옛종교적자취를찾는순례문화도

자리를잡아가고있다. 교조나뒤를이은교주들의탄생지, 수도처, 피체지, 처형지,

묘지등은물론이고주요격전지나경전의발행터가관심의대상이었다. 특히동학

에입도한이래반평생동안, 관의지목을피해힘겹게유랑하며동학을재건하는

데에진력했던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의족적이조명되면서초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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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이해도보다확장되었다. 그러나해월이그의핵심제자이자심복이었던, 훗날

계룡산신도안의상제교교주가된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1857-1944)과첫대

면했던인제군남면무의매리(舞依梅里)에대해서는문헌기록이무성한반면장소

를 비정할 만한 논의가 부실하여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다.

무의매리는해월이수운의장남이었던최세정(崔世貞)이갇혀있던강원도양양

의옥사(獄事)를염탐하며사태를수습해보고자수운의차남최세청(崔世淸)과동

행하였다가일을도모하지못한채세청의처족(妻族)이거하던곳으로피해와며칠

간묵었던곳이다. 그리고그곳은3암(龜菴, 松菴, 義菴)으로불리는해월의 3대제자

중하나로성장할소년구암이숙부김병내(金秉鼐)의부양을받으며자라고있던

곳이며, 무엇보다 16세의구암이평생의스승인해월을대면하고그를그림자처럼

따르며동학의길을나서게된운명적인첫출발지였다. 본고는초기동학의기록들

과당시의여행기및지지자료를동원해무의매리의위치를파악하고그것이계기

가 되었던 동학사의 맥락과 여정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Ⅱ. 무의매리에 대한 기록들

해월의행적을 다룬초기동학의역사서들은대부분무의매리의여정을다루고

있다. 1872년수운의장남세정(世貞)이인제군귀둔리에서갑자기붙잡힌뒤양양

의 관아에 갇히게 되자 해월이 몇몇 동행인과 함께 옥정(獄情)을 살피고 사태를

수습하기위해양양에접근했다가예상외로그곳의사태가심각하고연루의위험

마저 있어 고개를 넘어 인제군 무의매리에 급히 당도하게 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기록이다. 무의매리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지만당시의상황을묘사하고있는

최초의 기록이라할수있는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 (이하 
도원기서)1)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원기서에 따르면, 당시 해월은
1) 도원기서는1880년까지의초기동학사를정리한필사본으로서수운과해월의주요행적을
기록하고있으며, 문서뒤쪽에강시원(姜時元), 유시헌(劉時憲), 신시일(辛時一) 등이작성
한발문이실려있다. 본문서는구암김연국을거쳐그의아들인천진교교주김덕경(金德卿)
이 소장하고 있다가 1977년 구암의 2회갑년에 맞춰 세상에 공개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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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생(林生)과 수운의 차남 세청(世淸)을 대동하여 양양의 옥사를 살핀 후 인제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1) 주인(해월*필자주)이인제로가서탐문하였지만알아낼길이아득하고묘연하

기만하였다. 세청의처가가있는양구로가보았지만이미그집을비우고떠나

갔다고하였다. 김광문(金光文)은 세청의처당숙인데, 장차 도망갈생각으로

어디로갈지를고민하고있던차였다.바로그때주인이그의거취에대해상세

하게물었다. 이에그는 “나는지금소백의산간으로가고자하나길을이끌어줄

사람이없어며칠전부터지금까지떠나지못하고있는데, 오늘에이르러다행

히주인을만나게되었으니저를살릴사람이있었나봅니다”라고대답하였다.

다음날 광문의 가솔을 이끌어 영춘(永春)에 닿았다. 그 뒤로 광문의 조카인

치옥(致玉)의 형제들도 왔다고 하였다.2)

인용문(1)을통해당시해월의여정이양양으로부터인제를거쳐세청의처가가

있는양구로향하는길이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당시세정의옥사로인해연루의

화를입을까염려했던강원지역의동학도들이세거하던땅을버리고피신하려는

움직임이거셌고세청의처가도이미도망한뒤였다. 결국해월일행은인근에있던

세청의처당숙인김광문의집에당도하였고, 이미소백산간으로쫓겨다니며그쪽

지리에해박했던해월이때마침피신하려던김광문일족의도피를도와충청도영

춘에 안착하도록 길을 안내했던 것이다.

그렇다면해월에게숙식을제공하고,끝내그의길안내를받았던김광문(金光文)

과그일족이누구였는지가궁금해진다. 김광문에대한직접적인탐색이쉽지않지

만그의조카가치옥(致玉)이라는점에서유추가가능하다. 세청의처가인강릉김

씨 족보를 참조하면 ‘치옥’이라는 자(字)를 지녔던 이는 다름 아닌구암 김연국의

친형이었던김연기(金演杞, 1847-1895)로 확인된다. 결국김광문의조카인치옥의

2) 崔先生文集道源記書 (한국학연구소편, 東學思想資料集 1, 아세아문화사, 1979, 241쪽).
主人往獜蹄探問, 則寂然杳聞. 往陽口世淸之妻家, 則厥家已爲掇去云云. 金光文卽世淸妻堂
叔也. 方以逃托之計, 坐以指占之際也. 適其時, 主人詳問其人之去就, 則其人曰 “吾今欲向小
白之間,無指導之人,故自昨至今, 須未得去矣.於今,幸逢主人,活我者有之矣.” 明日,率光文
之家率, 來到永春. 其後, 光文之侄致玉之兄弟, 亦來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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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곧구암의형제들이었음이분명하고, 이후의문헌기록들도이와다르지않

다. 그렇다면구암형제의숙부가될만한인물을역추적할수도있을것이다. 김연

국의부친김병두(金秉斗, 1805-1857)는차남으로서위로김병기(金秉箕)와아래로

김병내(金秉鼐) 형제를두었었다. 이후동학의여러기록에서해당인물로김병내가

줄곧지정되고있다는점에서김광문은김병내로보아도무방할것이라생각된다.

동학교조수운과사돈관계에있던양구인근의강릉김씨집안에해월이찾아왔

었고, 그 인연으로구암은해월과의 종교적 사제관계를맺을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해월과구암이처음으로대면했던지명에대해서는좀더후대의기록

에서구체화되었다. 그중의하나가해월의일대기를 64쪽분량의한문으로기록한

필사본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이라 할 수 있다.

(2) 3월(1872년*필자주) 보름즈음에세청과임생을거느리고양양으로가서탐문해

보았더니옥사가이미불행한사태로기울고있었다. 곧바로대령을넘어인제

남면무의매리(舞依梅里)의김병내(金秉鼐)집에갔더니 3월 23일이었다. 마침

김연순(金演淳)의숙질이이거하기위해여장을싸고있었다. 김병내가말하기

를, “여기에서서로만나게된것은진정우연이아닐것입니다. 일찍이태백과

소백의명성을들어왔는데어떻게그곳으로가야하는지요?”라고하였다. 선생

(해월*필자주)이말하기를, “어렵지않다. 내가앞으로안내하겠다”고하였다.3)

위인용문(2)는앞선인용문(1)과동일한에피소드를다루고있다. 눈에띄는것

은전에비해해월의방문일정이 1872년 3월 23일로지정되어있고, 방문지역도

인제군남면무의매리(舞依梅里)로확정되어있으며, 피방문자의인명도김광문이

아닌김병내(金秉鼐)로기록되어있다는점이다. 본문서에새롭게등장하고있는

김연순(金演淳)과 관련해서는다소주의가필요할듯하다. 김연순(金演淳)은 강릉

김씨족보상김병내의 3남 김연순(金演順)과 가장근접한인물이라할수있는데,

병자년(1876) 생이라 1872년 3월당시에는아직태어나지않았으며, 김병내와도숙

3) 海月先生文集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7,
1996, 207쪽).三月望間,率世淸及林生, 往探襄陽, 則士衡已爲不幸. 卽越大嶺, 往麟蹄南面舞
依梅里金秉鼐家, 卽本月二十三日也. 金演淳叔侄搬移次, 方束裝. 秉鼐曰 “此地相合,誠非偶
然也. 曾聞大小白山之盛名, 何以去之?” 先生曰 “不難也, 我且前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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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간이아닌부자지간이어서현재로선기록간의괴리가있다고하겠다. 김병내와의

숙질간이었다면 도원기서에서 ‘치옥(致玉)’이라표기했던구암김연국의형인김
연기(金演杞)를 염두에둘만한데, 어찌된일인지김연기가아닌김연순으로표기

되어있다. 기억과기록과정에서김연기를김연순으로혼동한것인지아니면족보

상구암의형으로기록되어있는김연기가김연순과동일인물인지아직분명하지

않다. 인명과족보상에불일치가있지만내용상으로는인용문(2)에기록된김연순

을 김연국의형으로 이해해도무방할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병내의거소가양구

인근의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로 분명히 지목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초기동학의역사를다룬국한문혼용본인 본교역사(本敎歷史)와이를한
글로풀어낸한글본 본교력가 천도교회월보를통해연재된바있는데, 무의
매리의 여정이 담긴 기록도 국한문본(1911년)과 한글본(1912년)에서 각각 확인된

다. 아래의내용은 천도교회월보 23호(1912년 6월)에실렸던한글본 본교력
의 일부이다.

(3) 신ㅣ 림과셰쳥으로야곰감아니양양군에보여셰뎡의잡혀가친일을

탐지니 연야 취초즁이오 언으에 귀결 날것을 알수업다더라

이십삼일에신ㅣ 셰쳥과 림을다리고산을넘어린뎨군남면무의리

김병집에가신맛참김병김인슌이어로이랴고방장짐을묵즁

이라김병갈이에뵈것은실노위연치안은일이로다일즉들으

대소산이십승지디로젼국에유명반연이업슴을근심던라엇디면

가나닛가 신ㅣ왈 그어렵지 안은일이라 나로더부러 함가면 내가

맛당이 잘지도리라고 잇튼날에 신ㅣ 김병김인슌 김진룡 삼슉질과

그집가속십여명을동반야홍쳔군동북영츈군의풍등여러곳에가셔지시

야 보시다4)

인용문(3)도해월의동반자, 일정, 방문지등에있어인용문(2)와일치한다. ‘무의

리’로 표기된 김병내의 거주지는 국한문본에 ‘舞依梅’(무의매)로 표기되어 있어

앞선자료와다르지않다. 다만위에서거론된 ‘김병’, ‘김인슌’, ‘김진룡’ 등의인물

4)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 국학자료원, 1997,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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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먼저, 김병는국한문본에 ‘金秉鼐’(김병내)로표기

되어있어앞선자료와비교할때문제가없어보인다. 두번째로 ‘김인슌’은인용문

(2)의 ‘김연순’에서착종이한층더심해졌다고할수있다. 김병내와숙질간이라면

‘연(演)’자돌림이그나마합당했겠지만이미저본인국한문본단계에서한번은 ‘김

연순(金演淳)’으로적고또한번은 ‘김인순(金寅淳)’으로적으면서혼돈이발생했고,

후작인한글본이이를 ‘김인슌’으로통일시키면서오류가거듭된것으로보인다. 김

연순(金演淳)이든 김인순(金寅淳)이든 간에 기록상의 오류는 분명하지만, 내용상

김병내와숙질간이었던구암김연국의형, 김연기(金演杞)와관련되리라판단된다.

세번째로김진룡은국한문본의 ‘金龍鎭’을한글로옮기는과정에서앞뒤를뒤바꾸

는 실수를 범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즉 김진룡은 김용진으로서 김병내의 어린

조카구암김연국을말한다. 김연국의자(字)는 ‘치구(致九)’였고아명은 ‘용진(龍鎭)’

이었다. 천도교측의기록인점을감안하면자신들과결별하고시천교로들어간구

암김연국과관련된기록에주의력이높지않았을수도있다고본다. 인명을기록하

는데에다소간의착오가있긴하지만, 숙질간이었던세사람(김병내, 김연기, 김연

국)은인제무의매리에서지내다해월을대면한뒤그의길안내를받아가며강원도

를 떠나 충청도에 깃들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

천도교의 본교역 (本敎歷史)가나온뒤얼마지나지않은 1915년시천교에
서도초기동학에관한역사서를한문본(侍天敎宗繹史)과 한글본(시텬교종역
)으로각각출간하였다. 대개무의매리에관한여정은천도교측의기록과대동소
이하지만해월과구암이사제의예를갖추게된일화를덧붙이고있는것이시천교

계열의 색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4) 사ㅣ셔졔셰쥬의셰쳥(世淸)과강슈(姜洙)로더브러양양군(襄陽郡)

에젼왕사셰졍(世貞)의옥사탐문신즉여러번심문을당고옥즁에

뢰슈(牢囚)얏지라연루화가잇슬가염려야셰쳥(世淸)과강슈(姜

洙)로더브러쥬야도야린뎨(麟蹄)군남면무의리(舞依梅里) 김병(金

秉鼐)의집에이르러류연시고의부인은동관암(東關巖)으로브터영츈(永

春)군 쟝건디리(長建地里)로 이우시다

이에 김연국(金演局)이 비로소 사알야 뎨의 례잡으니 사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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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여김연국(金演局)과세쳥(世淸)으로더브러츙쳥도(忠淸道)영츈(永春)군

남면 의풍리(儀豊里)에 우거시다5)

인용문(4)에서특이한내용은해월과동행했던일행에있어임생이아닌강수(강

시원)가등장한다는점이고, 길을떠나기전에구암이해월에게제자의예를취했다

는사실이다. 이러한내용은천도교측의기록에서는찾아보기어렵다. 인제군남면

무의매리를 떠난 구암은 이후 해월을 늘 가까이에서 시봉했던 제자였다. 그리고

해월의양녀를첫째부인으로맞이한, 스승해월의사위이기도하였다. 그러한구암

과해월의인연이비롯된무의매리에대한기억과기록은시천교계열의기록에서

더욱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구암은 의암 손병희가 주도하는 천도교에

동참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 이탈한 뒤 이용구의 시천교에 가담하게 되는 종교적

편력을 보였었다. 당연히 천도교와 시천교 사이에서 해월과 구암의 관계를 보는

시선이다를수밖에없었을것이다. 시천교에가담했던구암은이용구가사망하자

송병준과갈등하게되었고급기야송병준의시천교본부(송파시천교)와김연국의

시천교총부(김파시천교)로분립하기에이르렀다. 위의인용문(4)는구암과갈등관

계에있었던시천교본부측에서기록한내용이지만, 해월과구암의인연을부정하

거나 누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1920년 김연국이주도했던시천교총부에서펴낸한문본 시천교역사(侍天敎歷
史)에서도인제군남면무의매리의일화를기록하고있으며, 내용상시천교본부의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와대동소이한흐름을보인다. 다만, 해월과구암의
제자례와 관련된 문답을 추가적으로 싣고 있어 눈에 띈다.

(5) <이달에 김연국이 제자의 예를 치름>

김연국은병내(秉鼐)의조카이다. 당시에선생(해월*필자주)께서여러곳을

거쳐연국이있던곳을방문하셨다. 연국은제자의예를거행하였고, 선생은

도를품을만한그릇임을알아보시고는크고도두터운가르침을내리셨다. 사흘

을머무르시고떠나가실즈음에연국이고하여말하기를, “소자스승님의덕성

과 위엄을 앙모한지 오래입니다. 원컨대 물 뿌리고 쓰는 허드렛일을 하면서

5) 시텬교종역, 시천교본부, 1915, 뎨이편 뎨오쟝 셰졍참화(世貞慘禍).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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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주시는가르침을가까이에서듣고자합니다. 선생님께서누추한이곳까

지왕림하시고보살펴주시니영광입니다. 이는하늘이천도를이을분을내려주

신것입니다.삼가동행하면서좌우에서시중을받드는것이야말로예부터제가

품어온바람입니다.” 라고하였다. 선생께서허락하셨다. 드디어연국, 세청과

더불어 충청도 영춘군 의풍리에 이르러 우거하셨다.6)

인용문(5)는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가 대사의 계획이 뒤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들렀다잠시머무른곳이아니라구암이스승인해월을첫대면하며제자의

예(執贄)를올린, 하늘이예비한역사적인장소임을부각시키고있는것이다. 구암

이자신이이끄는교단에서발간하는역사서에자신과관련된옛일화를싣는과정

에서과장과미화가다소있었을수도있으나그것이벌어졌던장소(인제군남면

무의매리)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혼동과 왜곡도 없었을 것이다.

앞서살펴본인용문(2), (3), (4), (5) 등은모두화제의중심무대를인제군남면

무의매리로삼고있다. 이와는달리, 무의매리가아닌무매리(舞梅里)로기록한문

헌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1920년 천도교 교리강습 교재로 마련되었다는 등사본

천도교서(天道敎書)가주목된다. 이는 1921년박인호가설법을중심으로동학사
를저술한 천도교서 (천도교총부)와는구분되는다른문헌이다. 본자료는황업주
(黃業周)가 소장하던 것을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에서 1962년부터 1963년까지

3회에걸쳐 아세아연구 (5-1, 5-2, 6-1) 지면에소개함로써알려지게되었다.7)
아세아연구5-1(통권 9호, 1962.5)에는 ‘제1편수운대신사’와 ‘제2편해월신사’(전
반부)가실려있고, 5-2호(통권 10호, 1962.11)에는 ‘제2편해월신사’의후속편이이

어져있으며, 6-1호(통권 11호, 1963.5)에는 ‘제3편의암성사’로구성되어있다. 무매

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5-1호 제2편 해월신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侍天敎歷史, 시천교총부, 1920, 第二世敎主海月大神師, 癸酉, 是月金演局執弟子禮.
金演局秉鼐之侄也. 是時, 師歷訪演局, 演局執弟子禮. 師知其爲道器, 賜誨甚殷摯焉. 三宿後
臨發, 演局告曰 “小子, 於丈席慕仰德儀, 久矣. 願忝灑掃之列, 參聽誘掖之訓, 先生曲賜枉臨
蓬蓽生光, 此天之所賜嗣. 玆以往叨陪, 左右以副, 夙昔之願也.” 師曰諾. 遂與演局及世淸,
轉至忠淸道永春郡義豊里, 寓焉.

7) 아세아연구5-1,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2년 5월,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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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神師林某와世淸으로하여금襄陽에潜往하사世貞의事를探케하니아직

招考中에在하여何時에判決될지未知더라. 23日에神師世淸과林某를率하시

고太嶺을越하사麟蹄郡南面舞梅里金秉鼐家에至하신대巧히金秉鼐金演淳

이搬移次로써束装하는中에方在한지라. 金秉鼐曰此際에相遇함이實로偶然

이아니라曾聞하니大小白山은十勝之地로써國中에現名하였으니어찌하면

去하리오. 神師曰此難事아니니我로부터偕往하면吾善히指導하리라. 하시

고翌日에神師金秉鼐金演淳金龍鎭三叔侄과其家眷男女十餘人을率하시

고 洪川 東沙屯 永春 義豊 等處에 至하사 其路룰 指送하시다.8)

인용문(6)은해월의동반자(세청과임모씨), 인제방문일(3월 23일), 방문지(김병

내 가) 등이 대체로 선행 본교력사의 기록들과 일치하지만 김병내와 김연국이
거하던지역을인제군남면 ‘무의매리’가아닌 ‘무매리(舞梅里)’로지정하고있는것

은다른지점이다. 무의매리를무매리로표기한기록은이후 1933년이돈화가저술

한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7)神師ㅣ이길로다시길을떠나麟蹄郡南面舞梅里에이르러金秉鼐를찾으니金秉

鼐太白山搬移次로方今束裝하는지라神師ㅣ金秉鼐와같이東沙屯永春義豊等

地를지나길을詳細히引導하야주고姜洙全聖文으로더부러旌善郡霧隱潭劉

寅常家에 이르러 所聞을드르니...9)

인용문(7)은앞선문헌들에비해내용이소략하나해월의방문지를인제군남면

무매리로적고있다는점에서인용문(6)을잇고있다. 일견 ‘무매리’를 ‘무의매리’의

오기라고보아넘길수도있겠지만단순오류가아닐개연성과나름의맥락을지닌

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8) 아세아연구5-1,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2년 5월, 225쪽.
9)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22쪽. ; 東學思想資料集 2, 아세아문화
사, 1978,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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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의매리의 위치

앞서살펴본대로무의매리(舞依梅里) 또는무매리(舞梅里)에대한기록은많지

만, 지도및지지자료를통해그흔적을확인하는것은쉽지않다. 무의매리의단서

를찾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지명에관한분석과현지인들의증언에기댈수밖에

없는실정이다. 지명풀이를통해몇몇후보지를검토하면서구암이해월을대면했

던 무의매리의 위치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지명을이해하는데에있어한자표기의의미에지나치게얽매여서는곤란하다.

무의매리의 한자표기에 무(舞)와 매(梅)가 등장하지만 어의와는 무관하게 토착의

발음을문자로표기한것에지나지않을수있다. 먼저, ‘매(梅)’는매화의뜻이기보

다는산(山)을뜻하는 ‘뫼’나 ‘메’의발음과통한다고할수있다. 앞선인용문(3)과

(4)에서는 ‘’로 표기되어 있다.

‘무(舞)’의경우에도춤과는무관하게 ‘물(水)’이라는말에서 ‘ㄹ’이탈락한형태라

고할수있다. 예를들어무논(물논), 무제(물제), 무넘이(물넘이) 등등과같은맥락

이라할수있다. ‘무의(舞依)’의경우도물의의미를갖는 ‘무리’와연관되는발음이

라생각된다. 물의받침 ‘ㄹ’이뒤로밀린 ‘무르’나 ‘무리’에서 ‘ㄹ’이탈락하면 ‘무의’나

‘무이’의형태를얻을수있다. 가령, 서해의무의도(舞衣島)가물을뜻하는 ‘무리’에

섬(島)이결합하면서 ‘무의’로굳어진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또한무이리(武夷

里)라불리는몇몇지명들도한자표기와는무관하게 ‘물골’과관련될것으로보이

며, 물을뜻하는무리에서무이로굳어졌다고할수있다. 결국, 무매리나무의매리

는 ‘물매’ 또는 ‘무리매’에서 ‘ㄹ’이탈락한형태인 ‘무매’ 또는 ‘무의매(무이매)’로서

기본적으로는 ‘물뫼(水山)’의 뜻이라 할 수 있다. 이름에서 보듯이 물세와 산세가

모두 어우러진 지리적인 경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물뫼와통하는지명을인제군남면지역에서검출하는과정에서세가지후보지

가떠오른다. 우선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곳이물뫼를한자로옮겼을법한 ‘수산리

(水山里)’ 지역이다. 물메나물미로불리는곳이수산이라는지명으로정착한예는

전국적으로분포한다. 가령,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에는대수산봉과소수

산봉이있는데, 대수산봉을 ‘물메’봉이라칭할뿐만아니라물메봉서편에자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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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수산리(水山里)라는명칭을갖고있어물메와수산(水山)의상관성을잘보

여준다. 어원적으로 무의매(물뫼)와 수산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인제군 남면

수산리와구암의옛마을인무의매리를연관짓기에는두가지커다란약점이도사

리고있다. 먼저, 수산리는현재인제군남면지역에속해있지만 1973년소양댐이

건설되기이전까지는춘천(춘성)북산면에속하였던곳이다. 앞서인용했던문헌들

이기록된당대에는인제군남면이아니었던것이다. 두번째로수산이의미상으로

물뫼와완전일치하지만 ‘수산리’라는한자동리명이일찍부터굳어져있었다는점

에서굳이무의매리를사용할근거가없다는점이다. 실제로해당지역민들에게서

수산리와 통할 만한 물뫼 관련 지명을 얻을 수 없었다.

두번째가능성은지금은수몰된상수내리(上水內里) 지역의 ‘물미’ 마을이다. 물

미 역시 발음상 물뫼나 물매의 변형으로서 수산(水山)의 의미를 지닌 말이라 할

수 있다. 물미가 수산(水山)으로 한자화 된 곳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다. 수몰전에는상수내리회곡(灰谷)에서내려오는물과인근수산리에서내려오

는물이합류하여소양강본류로접어드는곳에형성된마을이었고나루(물미나루)

와주막(津頭酒幕)도있을정도로번성했던곳이다. 화서학파의문인이었던이근원

(李根元, 1840-1918)이 1898년 8월금강산으로유람을가는길에이곳을지나갔던

흔적을 여행기로 남긴 바 있다.

(8) 28일 기유일, 맑음. 김종철(金鍾哲) 군이 병이 있어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

벗들과 더불어 일찍 출발하여 건이고개(乾伊峴)[인제의 경계이다]를 넘었다.

어론의주막에이른뒤왼쪽으로회골고개(灰谷峴)를넘었다. 양구의수산진(水

山津)을 건너 성당천(城堂遷)을 지났다. 북쪽으로 장곡(長谷)으로 들어간 뒤

도로지고개(道路支峴)를 넘었다. 저물녘에원화촌(遠花村)에 있는 윤경기[熙

徹]의 집에 이르러 묵었다.10)

10) 錦溪集권17, 雜著, 東遊日記, 8월 28일(한국문집편찬위원회, 금계선생문집 2, 경인문화
사, 1999, 208쪽). 二十八日, 己酉, 晴. 金君鍾哲有病歸家. 與諸友早發, 踰乾伊峴[麟蹄界也].
至於論店, 左踰灰谷峴.渡楊口水山津, 過城堂遷. 北入長谷, 踰道路支峴. 暮抵遠花村尹景幾
[熙徹]家止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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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8)에서보듯이, 이근원은홍천군남덕동(두촌면장남리)에서출발해건이

고개를넘으며인제로들어섰다. 그뒤어론리주막에이른후좌측절골로접어들어

회골고개를넘어서양구로접어들었다. 그리고는수산진나루를건너고서낭댕이를

지나친뒤도로지고개11)를넘어원화촌에도달함으로써하루길여정을마쳤다. 홍

천(남덕동), 인제(건이고개-어론리), 양구(상수내리-하수내리-도로지고개-원화촌)

로이어지는여정에서눈에띄는것이바로그가건넜다는수산진(水山津)이다. 수

산진은곧 ‘물미나루’를글자그대로한자화한표현이라고생각된다. 일제시대지도

에의하면물미는양구군남면상수내리(上水內里)에속한지역으로서춘천군북산

면수산리(水山里)와접경하고있었다. 이근원이양구의수산진이라한것은그의

여로를고려할때상수내리의물미나루를지칭하는것이라여겨진다. 다만, 당시의

지지자료에따르면물미라는지명은상수내리(上水內里)와상통할정도여서물미

나루가상수내진(上水內津)으로 물미포구가상수내포구(上水內浦口)로각각표기

되기도 하였다.12)

11) 이근현이묘사한도로지현(道路支峴)은 ‘될에지고’로불리고한자로는도촌현(道村峴)으
로 표기된 바 있다.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51쪽.

12) 물미가상수내리를대표하였다면서낭당이는하수내리의상징적인지명이었다. 朝鮮地誌
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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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미(1918년 조선총독부편 자은리-강릉13호)

이근원이기록하고있듯이회골고개너머의상수내리(물미)와 하수내리(서낭당

이)는양구지역이었다. 사실, 구암에게있어양구군남면지역은친연성이있는곳이

었다. 강릉김씨 23세김시습을파시조로하는구암집안이양구군남면으로이주해

온 흔적은 구암의 5대조인 30세 김익회(金益淮)가 양구군 남면 오강동(烏江洞)에

묘자리를 썼다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구암의 증조할아버지인 김경로(金慶魯)

역시양구군간호(簡湖)에안장된것으로볼때양구군남면지역에서세거가이루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암의 할아버지인 김학종(金學宗)이 인제군 남면

신촌리(후에신월리로통합)에 묘를쓴것으로볼때, 적어도조부대에는양구와

근접한 인제군 남면지역으로 이거해온 것으로 보인다.

‘물미’와 ‘무의매’가모두수산(水山)의의미를담고있고물미가있던양구가구암

집안과친연성이강하다하더라도무의매리를상수내리의물미와동일시하는데에

결정적인어려움이있다. 그것은초기문서인 도원기서를제외한모든자료들이
무의매리의행정구역을인제군남면으로못박고있기때문이다. 상수내리가춘천

북산면, 양구남면, 인제남면의 3계를접하고있으며, 실제로지난한국사의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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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세지역을오가는운명을겪기도했지만,13) 1973년 인제남면으로편입되기

이전까지특히초기동학의시대는물론일제강점기내내상수내리는양구군남면에

속한지역이었다. 더구나앞서살펴본기록들이모두구암이생존했던당대에발간

된것이고, 그중에는본인이이끌던교단에서펴냈던것이라는점에서자신의고향

마을의행정구역을혼동할리없고, 그혼동이반복될리도없었을것이라확신한다.

앞서살펴본수산(水山)과물미가초기동학서들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다른제3

의 대안을모색하지않을수 없다. 적어도두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할것이다.

하나는물뫼의의미에부합하면서도둘째는구한말과일제강점기에나온동학서들

이지적했던인제군남면에속하는마을이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산세와강줄

기를겸비한물뫼지역은대부분소양댐건설로인해수몰지역이되었을가능성이

높고, 당시의흔적을증언해줄주민들도보상을받고이주해버린터라접근이쉽지

는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상수내리의물미가고향인옛지역민을만날수있었다. 수몰이후오랫동안

타지에서 지내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었다. 양구군

남면과인제군남면일대의지리와지명에대해조사하다가우연히지금의양구대교

상류쪽신월리건너편에 ‘미매’지역이있었음을청취할수있었다.듣는순간 ‘뮈매’로

도들렸다. 지금은수몰되고산세도급경사라접근하기어렵지만수몰전에는서너

세대가살았고, 물미에서강변의소로를따라상류쪽으로걸어다닐수있었다고

한다.미매앞에는모래섬이있어어린시절소풍도갔었다고한다. 현재에는인제군

남면부평리지역에해당하며상류쪽으로한굽이를돌면구만리(九萬里)이고갑오년

이후 해월과 구암이 피신해 머물렀던 느릅정이[楡木亭]와도 가까운 곳이다.

13) 해방이후 38선이그어지면서대부분의양구지역이38선이북으로편입되었고상수내리를
비롯한38선이남에남겨진양구군일부가잠시춘성군북산면으로편입되었었다. 그러다
가한국전쟁이후양구지역이수복되면서다시양구군남면관할로복귀되었고, 1973년
소양강댐 수몰지역의 행정조정으로 인해 인제군 남면으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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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매리 추정지역(1918년 조선총독부편 인제-간성16호)

먼저, 고지도와 1910년대조선총독부에서발행한 5만분의 1지도를참조할때미

매에대한정보는확인되지않는다. 강건너편의신월리, 관대리, 그리고다음굽이

의구만리가확인되고있지만미매는그야말로지리적존재감이없이미미할뿐이

다. 그러나주민들의기억과증언은분명하였고, 그들이지시하는미매지역은지도

상으로양구남면과가까이위치하지만늘인제군남면땅에속해있었다. 19세기

해월과구암이활동하던시대나초기동학서들이다수발간되던 20세기전반기에도

미매는 인제군 남면이어서 수산(水山)과 물미가 결하고 있던 행정지리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미매와무의매(무매)의의미론적상관성이다. 미매의 ‘매’는역시산(山)을

뜻하는뫼나메의변형이고한자로는매(梅)로표기될수있는조건이라할수있다.

관건은 ‘미’와물이연결될수있느냐이다. 먼저, ‘미’는발음상 ‘뮈’와통하며, 뮈는

물을 뜻하는 ‘무이’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 무이리(武夷里)로 굳어진 지명들이

물골이나수동(水洞)을함축하고있듯이, 무이는곧물과통한다고할수있다. 여기

에서 우리는 ‘물>무이>뮈>미’ 의 변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말

용례에서물이미의표기로정착된경우가없지않으며, 미나리(물나리)나미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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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더덕)은 그 좋은 예가 될 만하다. 결국 미매는 물뫼(水山)를 뜻하는 무의매와

의미론적으로상통할수있다고본다. 더구나미매와발음상으로유사한 ‘뮈매(무이

매)’는 한자 표기 ‘무의매’와 거리가 없어 보인다.

수몰된 미매지역

*왼쪽 가운데 호수쪽으로 돌출된 지역이 신월리(신촌) 쪽이고 호수 건너 맞은편이

미매지역이다.

구암과해월이만났던무의매리로비정할수있는세곳(수산, 물미,미매)을타진

해보았다. 모두소양강물줄기를연하고있는인접마을이면서의미상물뫼의의미

를담고있는지역이었다. 그러나초기동학시대에는춘천(북산면), 양구(남면), 인

제(남면)로행정구역이나뉘는접경지역이었다. 본고에서는화제의당사자인구암

당시에발간된초기동학의기록들이반복적으로밝히고있는인제군남면무의매리

(무매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미매를 무의매리로 비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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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의매리를 떠나는 여정

구암이태어난고향은 ‘달리촌(건달리)’으로알려진곳으로서미매건너편인제군

남면신월리(新月里) 지역이었다. 달리촌은안건달리(內建里)와 밧건달리(外建里)

로나뉘어져있었는데, 그건달리와새말(新村里)을통합하여신월리(新月里)라한

것이다. 통합명칭이신건리(신촌리+건달리)가아닌신월리(신촌리+달리)로정착된

것은 아마도 건달리를 달(月) 마을로 의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구암은 신월리에서 탄생하였지만 조실부모 하면서14) 무의매리에 거하던 숙부

김병내(金秉鼐)의 집에 의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수운의 차남 최세청의

처가가있던양구지역과도인접한곳이었다. 1872년 16세에이르렀던구암은양양

으로부터양구(세청의처가)를거쳐인제무의매리김병내가에당도한해월을대면

하게된것이다. 이는구암의종교적일생을좌우하는결정적인계기였으며, 26년간

해월의지근거리에서그를받들며동학의지도자로성장하는첫출발인셈이었다.

친아버지(김병두)를잃은후구암은무의매리에서양아버지(김병내)를만났고다시

몇 년 뒤 종교적 아버지(해월)를 만난 셈이다.

해월을 만난 구암은 해월의 안내를 받으며 무의매리를 떠난다. 구암의 일가가

무의매리를 떠나 소백산간으로 정착하기까지의 여로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앞서

인용한바있는 해월선생문집이다. 인용문(2)에서보았듯이, 해월은세청과임생
을 대동하고인제군남면 무의매리김병내가에 당도하여머물게되었고, 때마침

소백산간으로 길을떠나려던 김병내일가의길 안내를 자처하였다. 그 뒤 해월이

이끌었던 여로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9) 남녀십여명을이끌고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길을갔다. 홍천속사둔(束沙

屯) 숙소, 치곡점(雉谷店) 숙소, 원주태장(台場) 숙소, 신림점(新林店) 등에이

르러각각하루씩머물렀고,횡현점(橫哯店)에이르러길이갈렸다.선생은정선

무은담 유도원의 집으로 향하였는데 도원이 흔쾌히 영접하였다.15)

14) 족보상으로부친인김병두(金秉斗, 1805-1857)는 구암이태어나던해에사망한것으로
되어 있다.

15) 海月先生文集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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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무의매리를떠나영춘에당도하였다고하거나홍천을거쳐영춘에이르렀

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지만, 위 인용문(9)는 좀 더 상세한 여로를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보듯이, 십여명에다다른구암일가는해월의안내를받으며 ‘속사둔→치곡

→태장→신림→횡현’을 거쳐 영춘의 장건지리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무의매리를떠나하룻길을걸어당도했다는홍천속사둔(束沙屯)은 현재

홍천군동면속초리지역으로여겨진다. 속초리(束草里)는속새풀과관련된지명으

로서속새둔(속새둔덕)이속사둔으로표기되었을가능성이높다. 일제시대지지자

료에의하면사둔지천(莎屯地川)과 사둔지주막(莎屯地酒幕)이 속초리에있었다고

한다.16) 거리상무의매리로부터하룻길여정으로적합하고주막이있어유숙이가

능했을 것이다. 해월선생문집은 당시의 지명과 부합하는 기록이라 판단되지만
이후천도교단의문헌들은속(束)을동(東)으로오기하여표기하고있다. 가령, 국한

문본 本敎歷史가홍천 ‘東沙屯’(동사둔)이라표기한이래등사본 天道敎書 (인
용문6)와 천도교창건사 (인용문7)가이를그대로답습하였고, 한글본 본교력 
(인용문3)는 ‘동북’이라 하여 오류의 정도가 좀 더 심하였다.

두번째로속사둔에이어머무른치곡의주막(雉谷店)은횡성군공근면창봉리(蒼

峰里) 일대라고판단된다. 치곡은꿩골과관련되는지명이며, 홍천속사둔에서남행

하다삼마치고개를넘어오면오음산아래자리잡은횡성군창봉리의꿩골에닿는

다. 현재에도창봉리일대에는큰꿩골과작은꿩골의지명이남아있다. 앞서언급했

던이근원이금강산을유람하고돌아오는길에횡성의하창봉(下倉峰)을지나치곡

(雉谷)에이르고,홍천과의경계인상창봉을지나유치(楡峙)를넘어간것으로확인

된다.17) 이근원이강릉→평창→횡성→홍천의여정에서하창봉-치곡-상창봉을지

나간것이다. 결국홍천-횡성-원주로이어지는남행과평창-횡성-홍천으로이어지

는서행의길이마주치는길목에치곡의주점이있었던것이라할수있다. 일제시대

지지자료에의하면창봉리에창봉주막(蒼峰酒幕)이 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18) 다

1996, 207-208쪽). 率男女十餘口, 或先或後. 至洪川束沙屯宿所, 雉谷店宿所, 原州台場宿所,
新林店宿所, 一日宿所. 至橫哯店, 有分路. 先生卽向旌善霧隱潭劉道原家, 則道源欣然迎接.

16)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120-121쪽.
17) 錦溪集권17, 雜著, 東遊日記, 9월 26일(한국문집편찬위원회, 금계선생문집 2, 경인문화
사, 199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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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창봉주막이꿩골이아닌, 인근의주막거리에위치했던것일수있어해월일행이

머물렀다던치곡점과는다를수있다. 현지촌로들의증언에따르면,꿩골에도일제

강점기때부터주막(주점)을운영하던집(지금의 5번국도상의시루봉휴게소자리)

이있었다고하는데, 현재로선그곳이기록상의치곡점의위치와일치하는것인지

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곤란하다.

셋째, 원주의태장(台場)은지금의원주시태장동지역이라할수있다. 일제시대

지지자료에는 원주군 저전동면(楮田東面) 이리(二里)에 태장(台庄)이라는 지명이

보이며, 그이리태장지역에장쥬막(台庄酒幕)이 있었다고한다.19) 여정상횡성

치곡의주점으로부터남행하여원주태장의주막에이르러하룻밤을묵을만한여

유 있는 거리였다고 생각된다.

넷째, 신림점(新林店)은원주시신림면신림리에위치했던주막으로보인다. 일제

시대지지자료에는원주군가리파면(加里坡面) 일리(一里)에신림(神林)이라는지

명이보인다.20) 가리파면전체에주막에대한기록이아예누락되어있으나강원도

(원주)에서충청북도(제천)로넘어가는길목이었기에해월일행이유숙할만한숙

박소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섯째,횡현점(橫哯店)은충북제천시봉양읍명암리에소재하던주막이었을것으

로추정된다. 해월선생문집에표기된횡현점(橫哯店)은필사과정에서횡현(橫峴)
을횡현(橫哯)으로오기했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횡현(橫峴)이라면 ‘비끼재’로

불리는횡치(橫峙)와 통한다고할수있다. 원주신림으로부터비끼재를넘어오면

닿는곳이제천의명암리인데, 명암리에서여러길목이나뉘다보니주막이성행했던

것으로보인다. 일제시대지지자료에의하면, 당시봉양면명암리에는세개의주막이

있었던것으로확인되며, ‘빗기주막거리’(橫峙酒幕)도그중의하나였다.21) 인용문

(9)에따르면, 일행은비끼재주막에서길이나뉘어진것으로보인다.즉해월은비끼재

로부터 동진하여 영월을 거친 뒤 정선 무은담리에닿았을것이고, 구암의 일가는

제천으로 남진하다 남한강을 넘어 영춘의 의풍리 장건지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18)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75쪽.
19)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134, 136쪽.
20) 朝鮮地誌資料:江原道篇, 경인문화사, 2007, 134, 137쪽.
21) 조선지지자료:충청북도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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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이필제 난으로 쫓기던 해월은 가족과 소식이 끊긴 채 홀몸으로 쫓기며

동학의재건에힘쓰고있었다. 해월과구암이인제무의매리를떠나온지얼마지나

지않은 1872년 5월에수운의장남세정이양양의관아에서옥사를당하고말았다.

연이어 1873년 12월에는정선싸내(米川)에숨어지내던수운의부인박씨도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1875년에는수운의차남세청마저도사망하는불행이이어졌다. 이제

수운의유족을대신해동학을재건해야하는막중한책임이오로지해월의두어깨에

부과되었고, 구암은 그의 곁을 지키며 동학의 대소사를 익혀나갔을 것이다.22)

인제무의매리를떠나영춘의풍리에정착한구암의일가와해월은지근거리에

서지내다 1874년 2월단양군남면도솔봉아래절골(寺洞)로이주하여함께지냈다.

그리고한달뒤인 1874년 3월홀로지내던해월이새부인(안동김씨)을맞이하였고,

이듬해에는아들양봉(陽鳳)을얻었다. 해월의새부인이데리고왔던양봉의의붓

누이는훗날구암의첫째부인이되는인연이되었다. 새가족이꾸려지고방문하는

교도가늘게되자 1875년 2월절골에서인근의송고동(松皐洞)으로이사하게되었

다. 이후해월이동학의경전을간행하고조직을다지는일에몰두하는동안구암은

스승의집안일을챙기면서점차동학의일꾼으로성장해갔을것이다. 1882년 6월

송고동에서인근장정리로옮겨지내다 1885년 5월단양을떠나보은장내리로나아

가 동학혁명을 벌이기까지 피신자 해월 곁에는 늘 구암이 함께 있었다.

Ⅴ.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구암이해월을대면하면서새로운종교적인생을열었던무의매리와

관련된초기동학의기록들을순차적으로살펴보았다. 아울러무의매리가담고있는

의미를물뫼(水山)로파악하고그에부합할만한후보지로서인제군남면일대의

수산리, 물미마을,미매지역등을점검하면서현재인제군남면부평리일대에속하

22) 강원도정선과영월을비롯한태백권에서해월이주도한초기동학의활동에대해서는
김도현, ｢1870년대태백산권역에서의동학교도활동과그의미｣, 박물관지 19, 강원대학
교중앙박물관, 2012, 87-1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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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매를 무의매리의 위치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인제 무의매리를 떠나 영춘의

의풍에도달하기까지해월이구암일가를이끌었던행로의거점들(홍천속사둔, 횡

성 치곡, 원주 태장, 원주 신림, 제천 횡치)을 살펴보았다.

1872년 3월구암은무의매리를찾아온해월을대면하게되었다. 그리고그의안

내를 받으며 충청도 영춘으로 옮겨간 뒤로 쫓겨 다니는 해월을 대신해 집안일과

교단의일을챙기는제자의길을걷게된다. 그리고제자김연국은스승의사위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더욱더충실한동학의일꾼으로 성장해갔다. 1898년 원주

송동(松洞)에서해월이피체되기전까지구암은스승과함께 26년간을동거동락하

며 피신자의 삶에 동행하였다. 해월 사후에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천교 계열의

지도자로발돋움하였고, 종국에는계룡산신도안을호령하는상제교의교주로지

내다 1944년 고단한 종교적 삶을 내려놓았다. 계룡산 신도안에서 마감된 구암의

종교적 삶의 진정한 출발은 해월을 만났던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였다.

주제어: 동학, 상제교, 무의매리, 미매, 해월, 구암

투고일: 2018.10.04.  심사종료일: 2018.10.28.  게재확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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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uimeri

Choi,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traces the location of Muuimeri(舞依梅里), where Haewol(海

月) Choi Si Hyeong(崔時亨, 1827-1898), the second leader of 

Donghak(Eastern Learning), first met Kuam(龜菴) Kim Yeon Guk(金演局, 

1857-1944), who would later establish Sangjegyo(上帝敎). Thus far, there 

has not been any credible historical evidence of Muuimeri, where Kuam’s 

religious life began. The current study made use of Geographical documents 

and records including travel notes from the early stage of Eastern Learning. 

 While identifying the specific location of Muuimeri as the small town 

called Mimae, located in Bupyeong-ri, Nam-myeon, Inje-gun, this paper 

also traces the itinerary of Haewol and Kuam towards Yeongchun(Hongcheon, 

Hoengseong, Wonju, Jecheon).

Kuam met Haewol at the age of 16 in March 1872. He followed Haewol’s 

guidance and moved to Yeongchun, Chungcheong province. Kuam became 

Haewol’s assistant that took care of the household and religious work whilst 

Haewol was on the run from government persecution. Kuam eventually 

became one of the most devoted followers and also joined the household 

as Haewol’s son-in-law. Kuam lived with his mentor for 26 years as he 

accompanied the escape until Haewol got caught in 1898. After Haewol’s 

execution, Kuam became the leader of the Sicheongyo(侍天敎) order and 

eventually the leader of Sangjegyo in Sindoan under Gyeryong Mountain. 



24 종교학연구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Muuimeri lies in the fact that it was the location 

of Kuam’s fafeful encounter with Haewol, from which Kuam’s life as a 

significant religious leader began.

Key Words: Eastern Learing, Sangjegyo, Muuimeri, Mimae, Haewol, Ku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