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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간혹제천(祭天)이독점적인의례지배권이나정치적인역학관계를표상하는문

화장치로간주되면서제한되기도했지만, 천신(天神)과 천도(天道)에 대한관념과

실천은한국의종교문화에서자연스럽게표출되곤하였다. 국가차원의유교의례에

서뿐만아니라무속, 도교, 불교, 민간신앙에서도그것을다양한형태로간직해온

전통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선후기에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천신에 대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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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감각과관념을불러일으켰을것이다. 천주교는유교가도덕적책무로권고했던

조상숭배는대놓고거부하였지만, 유교가거리를두었던천신에대해서는목숨을

걸고 가까이하고자 했다. 동학을 비롯한 후발의 신종교들은 이러한 종교문화의

토양에서 특유의 천제 전통을 만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을비롯한한국의신종교를놓고볼때, 천(신)에대한관념과의례는결코

작지않은비중을차지하였다. 육당최남선은 1937년에『매일신보』에연재했던

원고를, 1946년에 『조선상식문답』으로 다시 간행하였다. 그 책 7장(신앙), 8장

(유학), 9장(제교) 등에서육당은자신의 (한국)종교론을펼쳐보였는데, 특히주목

되는 것이 7장의 ‘유사종교’ 부분이다. 그는 7장에서 단군, 부루, 단군교, 대종교,

정감록, 남조선, 동학및천도교등을거론한뒤유사종교를논설함으로써신앙과

관련된문답을마무리짓는다. 부정적인어의를담고있는유사종교라는말을여

전히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범주는 민족종교계열의 자생

신종교였다. 중요한것은그가한국유사종교의공통되는특성을 1) 천도신앙[天

道信順]과 2) 남조선[南朝鮮現前] 신앙, 즉하늘신앙과이상사회에대한믿음으로

정리하고있다는점이다.1) 신종교의두가지특징중의하나로천도를지목한것

인데, 이는조선의고유신앙을 “밝의뉘”(광명세계)로파악하고그종지를천도(天

道)의신앙및실현에있다고확신했던최남선의기본논조2)의연장일수있겠으

나그의설정대로하늘에대한관념과천제의실천이라는측면에서한국의신종교

를 조명해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우선적인작업으로초기동학3)의설단제천(設壇祭天) 사례에집중

하고자한다. 사실, 설단제천은초기동학뿐만아니라증산계열초기교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가령, 증산 사후 보천교를 이끌었던 월곡 차경석이 1919년 경남

함양의대황산(大篁山)에다 3층단을쌓고고천제(告天祭)를지낸것이나뒤이어

1) 최남선, 『朝鮮常識問答』(동명사, 1946), 118.
2) 최남선, 『朝鮮常識問答』, 101-102.
3) 본고에서사용하는 ‘초기동학’은교조수운과2대교주해월이이끌었던 19세기후반기의
동학을지칭한다. 초기동학과후기동학의구분에대해서는최종성, 『동학의테오프락
시』(민속원, 2009), 29-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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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황석산(黃石山) 기슭에 9층단을쌓고고천제를대대적으로거행한사례가

그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4) 그러나본고에서는신종교의시발격인동학을중심

으로천제의전통을논의하고여타에대해서는차후의작업으로미루고자한다.

일찍이필자는조선후기반란및저항주체들이거행했던산간제천(山間祭天)

의전통을다루면서부분적으로수운(水雲) 대의동학자료도검토한바있지만,5)

이번의논고에서는해월(海月) 대에거행한영해와영양지역의사례를보완함으

로써초기동학의천제의실상과의례적맥락을살필것이다. 사실, 수운사후 7년

만인 1871년영해작변과정에서거행되었던천제의실상은동학내부의문헌만으

로는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당시 지방의 공초 기록과관변문서를 통해 대강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6)

본고는수운과해월로대표되는초기동학시대의천제자료를발굴 정리하여

학계에보급하는것을일차적인목표로삼고있으나천제의의례적성격을규명하

는데에도주목할것이다. 초기동학의천제는제천(祭天)으로도혹은기천(祈天)

으로도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사(sacrificial rite)와 기도(devout

4) 박인규, 「일제강점기증산계종교운동연구–차월곡의보천교와조정산의무극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81-82, 84-87.

5) 최종성, 「숨은천제(天祭)―조선후기산간제천자료를중심으로―」, 『종교연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77-81. 이외에초기 동학의 교리와 실천을 다루면서도 천제를
언급한바있다. 최종성,「초기동학의신학과의례학―천제(天祭)와수심정기(守心正氣)
―」,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62-167.

6) 무엇보다도영해민란의연루자들에대한공초기록을담고있는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필사본『교남공적(嶠南公蹟)』과당시민란을수습하는과정에서생산된지방당국의
문서를 모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영해부적변문축(寧海府賊變文)』은 눈여겨볼
만한자료이다.아울러영해출신으로서서울시공무원을지낸김기현선생이당시의동학운동
자료를추적하고유적지를답사하며정리한노작들은일부학술적인범위를뛰어넘기도하지만,
해당자료에대한접근과이해를위해도움이된다. 김기현,「1871년영해동학혁명의사료와
자취」,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7-74;『최초의동학혁명』 (황금알, 2005);『후천개
벽의횃불』 (현우사, 2008); 『자유를향한영웅들』 (한국지방세연구회, 2015). 이외에도조선
후기 민란시대의 직업적 봉기꾼으로서의 이필제와 반란자들의 의례로서의 영해의 천제 및
태백산기도를간략하게검토한바있는한승훈의박사학위논문을참조할만하다. 한승훈,「조
선후기변란의종교사연구: 추국 자료로본반란과혁세종교」(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9), 102-103,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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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의성격을지녔던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그것은행위자의맥락에따라

좌우될 수도 있었겠지만, 기록자의 시선과 의도에 따라 달리 기억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Ⅱ. 수운의 설단제천

수운의천제에대해서는교단의내부기록과외부고발자의기록사이에괴리가

존재한다. 외부자들은 제물을 갖춘 제사행위(祭天)였다는 데에 초점을 둔 반면,

내부자들은천주를향한기도의식(禱天/祈天)이라는데에방점을두었다. 전자가

의례의형식에, 후자가의례의내용에주목한결과라고생각된다. 아래에서는수

운의설단제천에대한외부자의기록과동학내부자료를차례대로점검할것이다.

1. 입산제천

외부자의시선으로기록된초기동학의천제양상은대개입산제천(入山祭天)

혹은설단제천(設壇祭天)으로표현되었다. 1860년 4월 5일신비체험을통해종교

적각성을얻은수운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그이듬해부터본격적인포덕

에 나서게 되었고, 점차 추종자가 증가하게 되자 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피신하기도하였다. 1863년에이르러동학에대한비판이한층거세지기

시작하였고, 그해 9월상주의우산서원(愚山書院)으로부터촉발된유림의동학비

판의식이인근도남서원(道南書院)의동학배척통문으로이어지면서비판이날로

고조되었다. 이런상황속에서조정에서는그해 11월선전관(宣傳官) 정운구(鄭雲

龜)를 경주로 급파하여 일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1)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돼지를 잡고 과일을 장만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제단을차리고하늘에제사를올리고주문을암송하며신을내리게했습니다.7)

7) 『高宗實錄』권1, 고종즉위년 12월임진. “每月朔望, 殺猪買果, 入去淨僻山中, 設壇祭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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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은경주로파견된선전관정운구가최제우와그의추종자인이내겸

등을구금한 후 1863년 12월에조정으로올린서계(書啓)의일부내용이다. 매월

삭망일마다제물을갖춰입산하여설단제천(設壇祭天) 하는관행이외부조사자

의 시선에서도 충분히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설단제천에서 중시되는

것은주문의암송과신의강림이었다. 설단제천에관한항목이선전관이작성한

서계에포함되었으므로차후구금자들을공초할때에도그것이핵심적인문목(問

目)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돼지고기, 면, 떡, 과일을가지고산에들어가하늘에제사를지냈던것은

병을 낫게 하려는 뜻에서 행한 것입니다.8)

(3)뒷산에올라하늘에제사를지내면서병이낫기를빌었으나끝내효과를

보지 못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떠났습니다.9)

인용문 (2)와 (3)은경상감사서헌순(徐憲淳)이경주에서붙잡힌동학도들의공

초기록을정리해 1864년 2월에조정으로보고했던내용의일부이다. 1863년 12월

에체포된수운은서울로압송되던중철종의국상을만나는바람에과천에머물

다감형이있는대구로이배되어심문을받게되었다. 인용문 (2)는 수운의핵심

수종자인 아전 출신 이내겸(李乃謙)이 진술한 내용이다. 이내겸은 돼지고기, 면,

떡, 과일을 챙겨 입산제천(入山祭天)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치병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하고있다. 강령(降靈)이니명교(命敎)니하지않고치병이라한것은그만큼

치병이손쉽게둘러댈수있는변명거리였기때문이었을수도있다. 어느의례에

나구실이될만큼치병은보편적이기도했을테니말이다. 그러나그것이민중들

에겐외면할수없는기본적이고도실제적인욕구이기도했고, 무엇보다도민중들

誦文降神.”
8) 『高宗實錄』권1, 고종 1년 2월 경자. “以猪麪餠果, 入山祭天, 出於差病之意也.”
9) 『高宗實錄』권1, 고종 1년 2월 경자. “設天祭於後山, 而所祝病差, 竟無效, 多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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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감동시키는종교적카리스마의원천이었을것이라는점을간과해서도곤란하

다.10) 인용문 (3)은당시나이어린(童蒙) 김의갑(金義甲)이진술한내용인데,축원

의효능을보지못한이탈자의실상을보여주고있지만, 여기에서도우리는천제

의 축원 내용이 치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매천(梅泉)황현(黃玹, 1859-1910)의동학비판항목에산간제천도들어

있다. 다소내용이길긴하지만지방의지식인입장에서동학을어떻게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동학에대한당대의주변여론과설화가어떠하였는지를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4)철종말에안동김씨가더욱더학정을거듭하였으므로백성들이모두이를

탄식하고원망하였다. 이때에경주에최제우라는사람이스스로 ‘천신(天神)이

재난을내린다’고하면서문서를짓고유언비어를꾸미며부적과주문을퍼뜨렸

다. 그학문역시천주를받드는것이지만스스로서학과구별하기위해동학이라

개칭하였다. 지례와금산(金山), 그리고호남의진산과금산(錦山)의산골짜기를

오가며양민을속이고하늘에제사를올리고계를받은후에, “이씨는장차망하

고정씨가흥할것인데, 곧대란이일어나동학에속하지않은자는살아남지

못할것이다. 우리들은단지천주를암송하고참된주인을보좌하는것만으로도

장차태평스러운복을누릴것이다.”고선언하였다. 그주창자(최제우)가경신년

과신유년사이에일어났다가머지않아주살되고나자그무리들도겁을먹고

잦아들었다. 그러나최제우가죽은후에어리석은백성들은더욱더광혹에물들

어그행적을신이하게꾸미고자하였다. 그가칼날을벗어났다고도하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도 하며, 자태를 숨겼을 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인간 세상에

살아있다고도 하였다.11)

10) 민중들에게 있어치병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예언자의종교적 카리스마를 구성하는
신뢰할만한덕목이었을것이다. Michael Adas, Prophets of Rebellion: Millenarian
Protest Movements against the European Colonial Orde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9), 186-188.

11)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史藝硏究所,
1996),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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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인용문 (4)는 매천황현이『오하기문(梧下記聞)』(首筆, 甲申)에서동학

을비판적으로기록한대목이다. 내용에따르면, 수운최제우는재앙과난세를이

겨내는방법으로동학의부적과주문을강조하고산간에서제천을거행하였다고

한다. 동학도들이하느님의강령과명교를기약하는기도의식으로파악했던것에

비해, 저자는혹세무민의제천행위로비판하고있다. 흥미로운것은수운이지금

의김천(知禮, 金山)과금산(珎山, 錦山) 지역까지와서제천을거행했다는언급이

다. 대부분초기동학사의기록들이수운이 1861년경주를떠나전라도남원에까

지피신했다가이듬해귀향한것으로여로를정리하고있는것에비해매천의기

록은남원을넘어완주,금산, 김천등으로경로를확대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곳

의산곡간(山谷間)을왕래하며제천을행했다고밝히고있어차후세밀한확인이

필요하다고본다. 또하나흥미로운점은 1864년 3월대구관덕정에서참형된수운

의죽음을받아들인당대민중들의기억의방식이다. 매천은어리석은백성들의

미혹됨과조작에대해비판하고있지만, 당시사람들은그의죽음을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죽음의상황을초월한영웅담으로기억을전환시키고있었다고

볼수있다. 이러한당대의설화들은훗날자신이대구형장에서죽지않고은신(隱

身)해있다가다시현신(現身)한수운자신이라고정체성을밝힌수운교교주이상

룡(최출룡자)의 맥락과도 연관될 수 있다.

2. 천성산 설단기도

지금까지수운당시의천제에관한외부자들의기록을통해제천(입산제천, 설

단제천)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치병과 복록으로써 대중을 속이고

유혹했다는비판이강하게깔려있지만, 그기록을통해당시천제의식에주문과

기도가동반되었다는점과그것이동학의지도자들만이아니라민중들도함께동

참하는정례적인행사였다는사실을미루어짐작할수도있다. 이제수운의천제

에대한동학교단내부의기록에주목할차례이다. 대개수운이양산의천성산(千

聖山)을찾아입산설단했던의례를언급하고있는데, 그것이천주의강령과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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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갈망하는기도이자훗날의득도를예비하는순수한영성적실천이었음을강조

하고 있다.

먼저, 초기동학사를담은교단내부의기록들은수운최제우가득도하기이전

에 입산하여 설단 수도한 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수운이 종교적 각성을

이룬때가 1860년(庚申)이고, 그것을예비하는산중의탐색이그보다 3-4년전인

1856년(丙辰)과 1857년(丁巳)에 이어졌다는 것이다.

(5) 해가바뀌어병진년(1856)이 되었다. 그해 5월에폐백을받들고한명의

중과더불어양산통도사천성산에들어가3층단을쌓고49일간빌고자하였다.

마음으로는 천주의강령이 함께하기만을늘 염원하였고천주의 명교(命敎)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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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층도단을쌓고향과폐백을갖추고뭇백성을널리구제할뜻으로발원하며

경건하게49일의기도를진행하였다. 아직기약한날까지이틀을채우지못하고

있을때,갑자기마음이저절로일어숙부가병사했음을알아채고기도를멈추고

하산하였다. 장례를치른후정사년(1857) 여름에천성산에들어가다시 49일간

의기도를행하였는데심령이원만하여마치홀로얻은신묘함이있는듯했다.13)

인용문 (5)는 1880년까지의초기동학사를담고있는필사본『최선생문집도원

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 기록된 내용이고, 인용문 (6)은 천도교와 대립한

시천교에서최제우-최시형-이용구등으로이어지는초기교단사를다룬『시천

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1915)의일부내용이다. 위 인용문 (5)에서보듯이첫

째, 수운은기거하던울산여시바윗골에서양산의천성산으로입산행장을꾸린

12)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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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천교본부, 『侍天敎宗繹史』 (조선복음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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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期未滿二
日, 心潮忽然自湧, 自度其叔父之病逝, 遂輟齋下山, 葬已, 丁巳夏重入千聖山, 行七七日祈
禱, 靈竅圓融充然, 如有獨得之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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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장기간의 기도수련을 떠났다. 본문에 ‘양산통도천성산(梁山通道天聖山)’이라

한곳은영축산의통도사가아니라천성산에자리잡고있던통도사의암자였던

내원암을지칭하는것이라판단된다. 둘째, 수운의천성산기도는 3층단에제물을

갖춰비는야외기도였다. 절을찾아 49일기도를했다지만방식은설단기도였던

것이다. 셋째, 수운의기도처는 절이었지만 질적으로하느님의 강령과 가르침을

염원하는 기도였다는 점에서 염불(念佛)이 아닌 염천(念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인용문 (6)에 나와있듯이, 수운은 1856년의기도를마무리하지못한채숙부의

장례를 치러야 했고 그이듬해인 1857년에 이르러서야비로소천성산의 기도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당시수운의천성산기도에대해동학의후예들이구성했던이미지가어떠했는

지를가늠할만한도설서를참조할필요가있다. 1915년시천교계열의두종단에

서초기동학의역사와내력을다룬도설서(圖說書)를다섯달사이에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하나가송병준(1858-1925)을중심으로한견지동의시천교본부(송파

시천교)에서 발간한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蹟圖志)』(1915년 2월)이

고,14) 다른 하나가 시천교본부로부터 분립한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이주도한가회동의시천교총부(김파시천교)에서펴낸『회상영적실

기(繪像靈蹟實記)』(1915년 7월)이다.15) 두 책 모두 수운의 천성산 설단기도를

〈천성도천도(千聖禱天圖)〉와〈천성산기천도千聖山祈天圖〉로각각주제화하

여 다루고 있다.

도상을살펴보면, 두그림모두산봉아래소나무곁에단을쌓고기도에열중하

고있는수운의모습을묘사하고있지만부분적으로차이를드러내기도한다. 먼

저, 축단양식에있어, 〈천성도천도〉는널찍한방형의 3층단인데비해〈천성

산기천도〉는 자그마한 원형 3층 단이다. 둘째, 전자는 단상에서 향폐를 갖추고

의례를진행하고있는반면,후자는단상에정한수를올려놓고단하에서비손하고

있는모습이다. 사실, 외양상으로는설단제천이라해도무방하지만내용적으로는

14) 시천교본부, 『侍天敎祖遺蹟圖志』 (대동인쇄소, 1915).
15) 시천교총부, 『繪像靈蹟實記』 (조선복음인쇄소,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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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을지속하는장기간의치성과기도를올렸다는점에주목하여도천이나기천

으로 표제를 삼은 듯하다.

〈천성도천도〉 〈천성산기천도〉

사실, 동학도들은수운의천성산기도에직접적인계기가되었던하나의사건에

주목하고있다. 여러동학의기록들을살펴보면수운이두차례나양산의천성산

으로기도를떠나게된배경으로서한두해앞선을묘년(1855)에금강산유점사로

부터찾아온어느노승으로부터수운이천서(天書)를받았다는사실을꼽고있다.

흔히동학도들이일컫는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것이그것이다. 노승은그책의

내용을이해할만한문사를수소문해찾아다닌끝에수운에게까지이르렀다고하

였다. 노승으로부터책을건네받은수운은 3일만에그책을독파해냈다고한다.

『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기록되어있듯이, 수운은기존유,불의논법으로는좀

체읽어내기어려웠던내용을끝내통독하고는그책에기도의가르침(祈禱之敎)

이 관통하고있다고하였다. 노승으로부터받은비밀스런책은다름아닌기도의

책이었던것이다. 노승은그책을독파한수운에게정중히헌서하면서책에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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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대로행하라고당부하고는홀연히사라졌다고한다. 노승의메시지는책에서

제시한기도의가르침에따라기도를실천하라는당부였다고이해할수있다. 실

제로 『본교역사(本敎歷史)』(1911)나 『천도교서(天道敎書)』(1921) 등과 같은

천도교측의문헌에서도그책에 49일기도혹은기천의메시지가담겨있었음을

강조하고있다. 아울러기도의책이담고있는내용에맞춰그뒤천성산의기도가

연이어행해졌음을자연스럽게드러내고있다. 앞서언급했던두도설서역시천

성산의기도바로앞쪽에노승과의만남혹은노승이전해준책을소재로한〈신

승기우도(神僧竒遇圖)〉와〈신승헌천서도(神僧献天書圖)〉를각각배치하고있
다.

〈신승기우도〉 〈신승헌천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학 내부에서는 수운이 1860년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기도의 가르침이 담긴 비서를 얻었고, 그 책의 지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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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에입산하여장기간의기도를실현했다는맥락으로설단치성을이해하고

있다. 외부자들이혹세무민의제사행위라고비판하고의심했던수운의설단제천

은하느님의강령과가르침을접하는기도의식으로정리되고있다. 단순히제물을

갖춘제사행위(祭天)라기보다는천주를향한기도의식(祈天)으로기억된것이다.

수운대의천제에대해서는제물을매개로한교환체계로서의제사(sacrifice)16)와

영적소통으로서의기도(prayer)17)를사이에두고인식상의극명한대립이드러

났다. 다만, 근대이후후기동학교단의전통에서는수운의천제를영성적실천의

모범으로 주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Ⅲ. 이필제의 살우제천

1864년 3월 10일수운이대구에서순도한이후 7년만에영해와영양의산중에

서동학의천제가거행되었다. 당시에해월도동학의지도자로동참하였지만, 천

제를주도하고이후영해부관아를타격하며거사를이끌었던이는이필제(李弼

濟)였다. 이는경주인근의수백명의동학도들이교조의신원을위해최초로거병

했던일대사건이었으나그에대한동학내부의시선이그다지탐탁지않았던탓

에천제에대한기억과기록도묻히고말았었다. 사실, 거병을주도했던이필제는

때때로 이름을 바꿔가며 진천(1869), 진주(1870), 영해(1871), 문경(1871) 등으로

옮겨다니며작변을일으키거나모의했던반란의주동자였는데, 최종적으로피체

16) 희생의례(sacrifice)에관한에드워드타일러, 로버트슨스미스, 앙리위베르및마르셀
모스 등의 고전적 원론을 재론하기보다는 의례학자 캐서린 벨이 6개의 기본적 의례
유형을분류하면서다루었던 “교환과친교의례(rites of exchange and communion)”를
참조하면좋을듯하다.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08-114;류성민역, 『의례의이해』(한신대학교출판
부, 2007), 217-229.

17) 기도(prayer)에 관해서는 프리드리히 하일러가 『기도』라는 거작을 마무리 지으며
내놓은 “신과인간사이의살아있는친교(living communion of the religious man with
God)”라는정의를응용할만하다. Friedrich Heiler, Prayer: A Study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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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문경사건위주로추안이작성되다보니상대적으로영해에서의행적은가려질

수밖에없었다. 다행히영해작변으로검거된이들의심문과증언을기록한지방

의공초기록과관변문서가남아있어최소한의의례적정황을엿볼수있게되었

다. 더구나지금까지알려진영해의설단제천이외에도영양의상죽현(윗대치)에

서도 동학도들의 천제가 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 영해 형제봉의 살우제천

1880년에작성된『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따르면, 1870년 10월부터이필제는자

신을지리산에서 6-7년간거했던정(鄭)씨라고하면서여러차례해월에게사람을보내

접견을시도하였다. 신중하고온건한신앙의지도자였던해월은네댓차례면담을

요구하는 그를 미더워하지 않았으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1871년 2월

그와대면하고는비로소거사에동조하기로결정하였다. 이필제는자신이천명을

받았고옛날한나라유방과명나라주원장에게화했던단군의영이자신에게왔음

을암시하며, 교조의원을풀고백성을구제하고중국을도모하려는원대한포부

를밝혔다. 이후교조수운이순도한 3월 10일영해에서의거사가차근차근진행되기에

이르렀다.

(7) (강수)가동생과더불어그곳으로가니모인사람이거의오백여명이었다.

필제가 단을 설치하고 친히 천제를 거행하였다.18)

위인용문 (7)은앞서거론한『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기록된설단제천에관

한내용이다. 영덕출신의강수(일부기록에는강사원, 훗날강시원으로개명)는

해월의측근으로서훗날해월과함께강원과충청으로피신해가며동학을재건하

는데에앞장섰던동학의지도적인물이었는데, 당시영해거사에도깊게관여하

였고거병직전거행했던설단제천에도동참했었다. 그의전언에따르면당시이

18)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220. “與弟同往厥處, 聚集近
於五百餘人, 弼濟以爲設壇, 體行天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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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제가봉행한천제는 500여명의동학도가참여한대규모의식이었다. 의식을마

친 무리는 20 리 떨어진 영해부 관아를 향해 돌진하였다.

후대동학의기록을참조하자면,해월에게있어영해작변은이필제의경거망동

에휩쓸려무고한동학도들이생명을잃고관의지목으로동학의재건을위태롭게

했던, 지울수없는아픈역사로기억될뿐이었다. 이후태백과소백사이로쫓기며

동학의내실을힘겹게다져야했던해월에게이필제사건은늘트라우마였고훗날

갑오년에결단의시기가도래했을때에도늘발목을잡는반면교사였다. 그래서인

지동학내부의자료에는그날의천제에대한기록이상세하지않거나누락되어

있다. 결국 1871년 3월 10일밤에치러진천제에접근하기위해서는지방의공초

기록에 남겨진 당시 참가자들의 육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8) 지난 3월 8일에박한룡의감언을잘못듣고본읍우정동박영관의집으로

함께갔더니모인무리가이미백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다들처음보는사람이

었습니다. 해가기운후에소를잡고하늘에제사를지냈습니다. 밤이깊은후에

무리가 모두 읍으로 쳐들어갔습니다.19)

(9)저는전인철이꾀는말을잘못듣고는지난 3월 10일에인철과함께영해

우정동에갔습니다. 적괴는이름을알수없는이가였고, 집주인은박영관이었습

니다. 모여든도당이이미 50명남짓이었습니다. 당일황혼후에소를잡아하늘

에 제사지내고는 야심한 밤에 무리가 읍내로 향했습니다.20)

위인용문은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에소장된필사본『교남공적(嶠南公蹟)』

에실린영해작변참가자에대한공초내용의일부이다. 『교남공적』은피살된영해부

사를 대신해 안동부사였던 박제관(朴齊寬)이 영해부안핵사(寧海府按劾使)로 있으

19) 『嶠南公蹟』同日罪人寧海幼學朴漢太年更推白等(4월 28일). “去三月初八日, 誤聽朴漢
龍之甘言, 偕往本邑雨井洞朴永琯家, 則徒黨聚會已爲百餘名, 而皆是生面是乎旀, 日脯後
殺牛祭天, 夜深後, 衆皆劫入邑中.”

20) 『嶠南公蹟』同日罪人江原道平海良人黃億大年(4월 29일). “矣身誤聽全仁哲之誘引, 去
三月初十日, 與仁哲偕往寧海雨井洞. 則賊魁名不知李哥也, 窩主卽朴永琯也. 徒黨聚會者,
已爲五十餘名. 當日黃昏後, 宰牛祭天, 夜深後, 衆徒向往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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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사건을수습했던 과정과죄인의공초를담아보고했던 자료라 할수 있다.

인용문 (8)은영해출신박한태(朴漢太)의진술내용이다. 당시 3월 10일밤, 영해

우정동에거하는박영관(『최선생문집도원기서』의박사헌과동일인물로추정)의

집에모여든이후소를잡아제천을거행한뒤읍내를습격했다는진술이다. 소위

‘우정동(雨井洞)’은간혹 ‘우장동(雨長洞)’으로표기되기도했는데, 영해부서면(현

재영덕군창수면신기리)에위치한곳이다. 다른공초기록들을참조해볼때,당시

박영관의 거처는 신기리 형제봉 아래의 병풍바위 근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인용문 (9)는평해출신황억대(黃億大)의진술내용인데, 사건의주도자

인이필제의성이노출되고있는것이다를뿐, 소를잡아하늘에제사지냈다는

내용은인용문(8)과대동소이하다. 『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는 ‘설단제천’만으로언

급된 내용이 두 자료에서는 ‘살우제천(殺牛祭天)’과 ‘재우제천(宰牛祭天)’으로 각각

묘사되고있다. ‘살우(殺牛)’든 ‘재우(宰牛)’든모두소를잡았다는의미에서동일하

며, 제단의형식이아닌제물의내용에주목한묘사라할수있다. 한가지주의를

요할것은소를잡아천제를지냈다고해서희생의피를발라제사지내는 ‘흔(釁)’

의양식과결부시켜서는곤란하다는점이다. 아마도자료에등장하는 ‘흔단(釁端)’

을오해한결과라고짐작되는데,21) 그것은제사상의의식행위가아니라개인간의

불화나 갈등의 단초를의미하는 것이어서 의례적인 해석과는무관하다고 할수

있다. 소를잡아천제를거행한사례에대해서는다른문서를통해또다른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 서면우장동에거하는박상제라는놈을즉각잡아들이라하기에, 박상제

를붙잡기위해어제 (영해)부 유향소에서장졸을보냈습니다. 나장과차사가

돌아와서이르기를, 곧장박상제가에도착했는데그놈은이미식솔을이끌고

21) 가령, 김기현선생은 “소의피를손가락끝에바르는흔단(釁端)으로하늘에고하는축문을
낭독하였다”〔「1871년 영해동학혁명의 사료와 자취」,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10〕고지적하고있지만동의하기어렵다. 흔단은피심문자들사이에서자신에게불리하거나
근거없는진술이제기될때, 그것이갈등관계에서비롯된것일뿐진실과는무관하다는점을
항변할때나올수있는표현이라고생각된다. 『寧海府賊變文』同月二十三日報罪巡營(4
월 23일)에 보이는 흔단 역시 대질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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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어디로갔는지알수없었고, 빈집에가마솥 6개와소머리 2개가남아

있었다고합니다. 돌아오는길에서면우장골에거하는박내춘과박내우, 북면

송천에 거하는 김응식 등 세 놈을 붙잡았습니다.22)

위인용문 (10)은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에소장된필사본자료로서당시사건

과 관련된 죄인의 검거 및 심문내용, 지방 관사이에 오간 공문 및첩보 내용을

담고있는 『영해부적변문축(寧海府賊變文)』의일부이다. ‘우장동(雨長洞)’은

앞서언급한바있듯이우정동(雨井洞)과동일지역명이다. 소위 ‘박상제(朴喪制)’

는박씨상가(喪家)를의미하는것으로역시앞서언급되었던박영관의집과동일

장소라할수있다. 상갓집을회합장소로잡은것은어느정도결사에따른의심과

오해를불식시킬만했을것이다. 3월 10일천제를거행하기전동학도들이집결했

었던, 병풍바위 인근 박영관의 집을 장졸이 탐문하였을 때에 이미 집안은 비어

있었고, 천제를거행했던흔적이랄수있는가마솥 6좌(座)와소머리 2수(首)만이

남아있을뿐이었다. 가마솥규모로볼때,당시의의례적결사의규모가어떠했는

가를 상상할 만하며, 남겨진 소머리로 짐작하건대 당시의 천제에 소 두 마리가

소용되었음도짐작할수있다. 소두마리를잡아거행한천제의실제진행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11) 지난 3월 9일에영해에사는한상엽이나에게찾아와말하기를, “병화가

곧일어날것이라하는데피해살만한곳을결정하기가어렵다. 듣기에영해

우정동형제봉아래에이인(理人) 있다고하는데나와함께찾아가뵙고대책을

여쭙는것이좋을듯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그이튿날인10일에일찍이한상

엽과 함께 출발해서 저물녘에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소위 이인은 곧 역괴

이제발이었습니다. 이미모여든무리가백여명이었습니다. 적괴는저와한상엽

을별무사로차정하고는상복(喪服)을벗고유건을쓰고청두루마기를입도록

22) 『寧海府賊變文』十三日午時文寧德(3월 13일). “西面雨長洞居朴喪制爲名漢, 卽刻捉
上向事敎是置有亦, 同朴喪制捕捉次, 自府留鄕昨已出送將羅矣. 將差回告內, 卽到朴喪制
家, 則右漢已爲率眷逃走, 莫知所去, 空家所存者, 釜鼎六座, 牛頭二首是如是白乎旀, 回路
賊漢所捉者, 西面雨長谷居朴乃春朴乃右, 北面松川居金膺植三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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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이제발도비단청두루마기를입었습니다.당일저녁에무리를이끌고

산에올라축을고하고천제를지냈습니다. 제를마치고는죽창이나몽둥이를

들고 산을 내려와 영해부로 쳐들어갔습니다.23)

인용문 (11)은진보(청송) 출신인정창학(鄭昌鶴)의공초내용인데, 그속에몇

가지주목할만한점이들어있다. 먼저, 난세를해결하고다스릴신이한인물(理

人)에 대한설화가영해지역에유포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또다른기록에는

진인(眞人)으로언급되기도했는데, 이인과대동소이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

다.24) 당시병풍바위로몰려든사람들사이에서포경왜선수천척이바닷가에도

달하면읍이함몰될것이라는위기의식이유포되었고그것을피할만한생기왕성

한 땅으로서 진인이 있는 병풍바위가 지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둘째, 실제로이인으로지목된이는이제발(李濟發)로이름을바꾼이필제(李弼

濟)였다. 그는적어도천제를거행하기전에대략 7-8개월을박영관의집에머물며

해월을비롯한동학도들과접촉을시도하며일을도모했던것으로보인다.26) 당시

영해에서는흔히이제발로알려져있었지만 ‘이필제(李必濟)’라는이름도등장하

였고,27) 그외이홍(李弘), 주성칠(朱成七), 정가(鄭哥) 등도거론되었다. 이는이필

제 자신이 신변 노출을 꺼리며 여러 변명(變名)을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피심문자들이자신의지도자를보호하기위해적극적인진술을꺼린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었던 간에 이필제는 장차 다가올 병화를 잠재울

진인으로간주되었다. 그러한진인으로여겨지는이가교조의원도풀어줄거라는

23) 『嶠南公蹟』二十六日罪人眞寶幼學鄭昌鶴年更推白等(4월 26일). “去三月初九日, 寧海
居韓相燁, 來訪矣身, 曰兵火將起云, 而避寓去處, 難以料定, 聞寧海雨井洞兄弟峯下, 有一
理人, 與吾偕往求見問策爲好云故, 其翌初十日早, 與韓相燁離發, 暮到該洞, 則所謂理人卽
賊魁李濟發也. 徒黨已會者, 爲百餘名矣. 賊魁卽以矣身及韓相燁, 差定別武士, 又脫去矣身
喪服, 而使着儒巾靑周衣是乎乙遣, 李濟發亦着靑項羅周衣, 當日黃昏率衆, 上山告祝祭天,
祭畢或持竹槍, 或持梣木杖, 衆皆下山, 劫入同邑府中.”

24) 『寧海府賊變文』 三月二十四日罪人金貴哲年四十四 蔚珎縣取招(4월 8일).
25) 『寧海府賊變文』 同日英陽北面大城谷良安大齊年五十八(3월 21일).
26) 『寧海府賊變文』 三月二十四日罪人金貴哲年四十四 蔚珎縣取招(4월 8일).
27) 『寧海府賊變文』 同日蔚珍每日里南斗柄年四十三(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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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도의 기대도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산에올라살우제천을행한곳은구체적으로영해의우정동(雨井洞) 형제

봉(兄弟峯)이었다. 지리적으로보자면형제봉은현재영덕군창수면신기리일대

로서옛지리지에전하는, 부서쪽 20리에있었다는용두산(龍頭山)과 관련있는

곳으로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영해도호부, 산천)에 따르면, 용두산정

상에장마 때나 가뭄이 들때에도늘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는우물이있었으며,

속설에는산정에갈대(葦)가 있었는데하늘에닿을정도였고그곳에우물을파

맑고 깨끗한 물을 얻었다고 한다.28) 이는 문헌상의 ‘우정(雨井)’ 혹은 현존하는

‘위정(葦井)’의 지명과 충분한 관련성을 지닌다. 간혹 확인되는 ‘우장(雨長)’이나

‘위장(葦長)’29)도 충분히 유추할 만한 지명의 변이형이라 생각된다.

넷째,당시상가(喪家)를방문했던참여자들은상복을벗고유건에청색두루마

기를입고천제에참여하였다. 다른기록들을대조해볼때, 유건과청두루마기는

의례복으로만한정된것이아니라영해부를타격할때에도착용했던복장으로서

당시 거병 동학도들의 구별된 복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천제의식의주요절차로서고축(告祝)이배치되었다. 당시천제에읽혔

던축문의내용을좀체확인할길없지만, 교조의조난일(음 3월 10일)을기념하며

지냈던천제이니만큼교조의신원에대한의지와하늘의원조를비장하게기원하

였으리라짐작된다. 박한용(朴漢龍)의진술에따르면제천축문은이제발(이필제)

이지었던것으로확인된다.30) 당시천제에참여한이로는주사자(主祀者) 이필제,

독축자(讀祝者) 김진균, 그밖에강사원(강수), 박영관, 최경오(해월최시형), 전영

규, 전인철, 정치겸, 장성진 등이 확인되고 있다.31)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영해도호부, 산천, 용두산.
29) 용두산우물옆으로위장사(葦長寺)가 있었다고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영해도호부, 불우, 위장사.

30) 『嶠南公蹟』 同日罪人寧海幼學朴漢龍年更推白等(4월 24일).
31) 『嶠南公蹟』 五月初一日罪人英陽幼學李群協年更推白等(5월 1일).



초기 동학의 천제 43

2. 영양 상죽현의 살우제천

형제봉에서천제를지낸후곧바로죽창과몽둥이로무장해서관아를습격했지

만작변은지속되지못했다. 영해부사를사살하고무기고를탈취하고관아의화폐

300량을읍민에게나눠주었지만, 무장한관군에맞서기에는역부족이었다. 결국

작변의지도자들은 3월 11일부터다음예정집결지인영양일월산자락의상죽현

으로북상하며다음의목표(영양관아)를도모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영양윗대

치(上竹峴)는 본래해월의본거지로서작변을주도했던이필제와해월을따르는

동학도들이피신해들어갈만한은신처였다. 그런데영양에서도살우제천을거행

했었다는기록은동학내부자료에는전해지지않는내용이다. 이필제와몇몇동

학지도자들은관의추격을피해일월산을빠져나가태백과소백사이로흘러들었

지만, 관군에게체포된이들의심문과정에서당시에거행했던천제의정황이포

착되고 있다.

(12) (3월 11일)오후에무리가읍을떠나먼길을향해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동월 15일에영양상죽현에이르렀습니다. 소를잡아무리들이나누어먹을때

갑자기관군이들이닥쳐포박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죽음을당하기도하였고,

붙잡혀가기도하였고, 빠져나가도망가기도했습니다. 저도안동울연전으로

도망갔지만 안동과 평해의 포교에게 붙잡혔습니다.32)

(13) 영양현 북쪽 30 리쯤에 있는 일월산 대곡 이춘대의 집에 갔더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를잡아배불리먹고는서로모의하여말하기를, “행인들을붙잡

아 다시 무리를 조직해 바로 영양을 침범하자”고들 했습니다.”33)

32) 『嶠南公蹟』同日罪人江原道平海良人黃億大年(4월 29일). “午後衆皆離邑, 逶迤前進. 乃
於同月十五日, 到英陽上竹峴. 殺牛犒衆之際, 官軍猝至搏捕. 或有當下致死者, 或有被捉
者, 又或有逃脫者. 矣身亦逃往安東蔚蓮田, 爲安東平海捕校所捉.”

33) 『寧海府賊變文』同日西面佳山洞幼學權永和年二十二(3월 21일). “往于英陽縣北三
十里許, 日月山大谷李春大家, 則日已暮矣. 殺牛飽喫, 相與謀議, 曰執捉行人, 又聚黨類,
直犯英陽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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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12)는앞선인용문 (9)와동일한진술자(황억대)의발언내용이다. 그는

거사후일행과함께영해를떠나 4일만에영양에도달한뒤소를잡아먹었다고

언급하였다. 인용문 (13)은영해가산동출신의권영화(權永和)의진술인데, 영해

및장륙사를거쳐일월산으로옮겨온뒤역시무리와함께소를잡아먹었다고밝

히고있다. 단순히소를잡아먹은것만가지고살우제천이라확대해석하는것은

무리가있다고본다. 다행히당시회식한소고기가제천의제물이었음을확신시키

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14) 15일에소두마리를잡아천제를지내고자하였습니다. 당일신시쯤에

영양의 포수와 교졸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고 포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34)

(15) 이튿날(3월 11일)날이샐무렵영양일월산을향했습니다. 천제를치르는

것을보고소고기를얻어먹은뒤각읍포수와교졸이쫓아온다는것을알아차렸

습니다.35)

인용문 (14)는위의인용문 (12)와동일한진술자의발언내용이다. 『교남공적』

에는소를잡아무리와함께나누어먹은것(殺牛犒衆)으로만기록되어있으나『영해

부적변문축』에는두마리의소를잡아천제를지냈음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인

용문 (13)에들어있는소위 ‘살우포끽(殺牛飽喫)이재우천제(宰牛天祭)뒤에마련

된 음복연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점에서주목할 만하다. 인용문 (15)는 영양

출신 김일언의진술 내용인데, 이 역시 천제 이후에끽육(喫肉)이 진행되었음을

분명히하고있다. 위의사실을통해, 영양일월산에서도살우제천을거행했을뿐

만아니라규모면에있어서도닷새전영해형제봉에서거행했던천제와비견되는

의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양에서의 살우제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해작변

34) 『寧海府賊變文』同日江原道平海烏垤里良人黃億大年四十五(3월 21일). “十五日宰
牛二隻, 方設天祭. 當日申時量, 英陽砲手及校卒無數上來, 砲響震天於是乎”.

35) 『寧海府賊變文』同日密陽金日彦年西四十(4월 27일). “翌日平明, 先向英陽日月山.
觀其天祭, 得喫牛肉後, 聞各邑砲手與校卒之追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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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군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일행은 안식과 재편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안동, 봉화지역으로탈출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직면하였다. 이후이필제

와최시형은행로를달리하며새로운종교인생을맞이하게되었다. 해월은영양을

벗어나영월, 정선, 단양을오가며수운의유족을챙기며동학의재건에힘을쏟았

는데,36) 이에대해서는초기동학의역사가대체로전해주고있는바와같다. 이와

는달리, 모반을주도했던이필제는 5개월뒤문경에서거사를도모하다붙잡혀

그해가저물기전에목숨을잃고말았는데, 이에관해서는동학의기록들이죄다

외면하고있다. 영해사건의수습을책임진영해부안핵사는작변의주도자로지목

된이필제의행적을찾아내는데에골몰했을것이다. 여러공초를통해이필제의

행적지로 지목된 곳이 다름 아닌 태백산 황지였다.

(16) 지난3월 10일밤에저의형(박영관)이무리를이끌고우리집앞을지나갈

때저에게말하기를, “내일읍을떠나태백산황지로들어가려하는데,너도데리

고 갈 것이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과연) 이튿날 오후에 형과 적도들이 우리

집에 당도했습니다. 괴수 이가도 저를 위협하며 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영양

용화동으로 따라갔다가 관군에게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37)

(17) 적괴가도망가숨은곳은반드시삼척의황지와태백및소백의산중일

것입니다. 지금장졸과나졸을사방으로보낼경우이곳이외지역에서는도망

간 곳이 없을 듯합니다. 일찍이 적괴가 말하기를 혹 해도로 도망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사람을속이고대중을유혹하는말이었습니다. 만약제아들과그

아우를황지로보내어서저도적을잡아들이도록이끌게한다면매우다행일

것이옵니다.38)

36) 강원도영월, 정선지역에남겨진해월의발자취에대해서는김도현, 「1870년대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87-138. 참조.

37) 『嶠南公蹟』二十四日罪人寧海幼學朴永壽年(4월 24일). “去三月初十日夜, 矣兄率衆徒
過矣家門前時, 言于矣身, 曰明日自邑離發欲入太白山黃池, 汝亦率眷, 隨來是如是加尼, 翌
日午後, 矣兄果與賊徒來到矣家. 魁首李哥亦脅誘矣身, 故挈眷隨往于英陽龍化洞, 爲官軍
所捉是乎所.”

38) 『寧海府賊變文』同日蔚珍每日里南斗柄年四十三(4월 9일). “賊魁逃隱之所, 必是三



46 종교와 문화

인용문 (16)은박영관의동생박영수의진술내용인데, 진술이사실이라면이필

제의 무리가 영양을 거쳐 태백산 황지를 행선지로 삼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 (17)은작변의무리를모집하는글(召募文)을남겼던울진출신남두병의

진술이다. 그는이필제의행선지로일단삼척황지와양백(태백과소백)의산중을

꼽고있으며전자에보다우선권을두는듯한발언을이어갔다. 1981년삼척군에

속해있던장성읍과황지읍이태백시로분리되기이전까지황지나태백산이모두

삼척에속해있었으므로인용문 (16)과 (17)의태백산황지와삼척의황지는동일

한 곳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태백산황지를지목한진술은여럿확인되고있다. 영양의이군협(李

群協)은 점괘를통해이필제의거처지로태백산황지를얻었다고진술하였고,39)

울진의김귀철(金貴哲)은 서울에서내려온배선달이이필제를추포하기위해태

백산황지로들어갔다는얘기를들었다고밝혔다.40) 실제로밀양출신김일언(金

日彦)은 영양에서 천제를 지낸 후 강원도 삼척 삭일령(朔一嶺)으로 이동했다가

피착되었고,41) 영산(靈山) 출신송지(宋志) 역시영양일월산에서삼척삭일령으

로도주했다가체포되었다.42) 소위삭일령은발음상경상도와강원도를잇는태백

시소재의사길령(四吉嶺)에 가깝다고할수있다. 결국영양에서천제를거행한

무리들이 관군의 추격을 피해 도피한 곳으로 태백이 주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해작변을주도했던이필제는영양일월산을거쳐단양과문경일대에

도달한것으로보인다. 사실,영해작변후그의거처에대한점괘가태백산황지로

나왔다는 피체자의 진술도 있었고, 그가 삼척 황지나 태백 및 소백의 산중으로

陟上黃池大小白山中也.今此將羅四散, 則此處之外, 似無更逃處. 賊魁曾言, 或逃隱於海島
中云, 而此皆瞞人惑衆之語也. 如送矣身之子若弟于黃池, 以爲向導捉得此賊, 則萬幸幸是
白如乎.”

39) 『嶠南公蹟』 同日罪人英陽幼學李群協年(5월 13일).
40) 『嶠南公蹟』 同日罪人江原道蔚珍驛人金貴哲年(4월 23일).
41) 『寧海府賊變文』 同日密陽金日彦年西四十(4월 27일).
42) 『寧海府賊變文』 同日靈山宋志年三十九(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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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했을것이라추측하는이들도있었다. 결국그는소백의산간을오가며문경

에서새로운작변을모의하다가그해 8월주동자들과함께체포되고말았다. 8월

에경상도와포도청의심문을거친데이어 12월에추국청의심문을받은후이필

제, 정기현, 정옥현등은군기시앞에서능지처사를당하였다. 영해와는달리, 조령

에서는거사를실현하기이전에주동자들이피체되었으므로설단제천혹은살우

제천과같은천제의흔적이거론되지는않았으나태백산삼백일기도가주목을받

았다.

(18) 정기현이말하기를, “초운(스님)이나의관상을보고는삼백일기도를 (올

려야한다고)했습니다. 또 (그리하면) 불속에들어가도타지않고, 물속에들어가

도빠지지않으며, 전쟁에나가더라도어느것하나잃지않고, 때에이르거나

늦을일이없으며,모든일이뜻대로될것이므로거사를염려하지말라.”고하였

습니다. 영남좌도를담당한권응일, 예천의김원명은본래정기현의심복으로서

항상그를우두머리로칭하였기에그것을익히들어왔습니다. 제가말하기를,

“만약그렇다면그대야말로이나라주인(此邦主人)이라할만하다. 나또한큰

규모의 군병을 빌려 중원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43)

인용문 (18)은이필제(당시 47세)가좌포청에서진술한내용의일부로서본인이

정기현(당시 35세)과나누었던대화를언급하고있다(『左捕盜廳謄錄』 16책, 辛

未八月二十九日). 내용에따르면, 초운(焦雲)이라는승려가정기현의관상을보고

삼백일기도를 올리면 신인의징험은물론 거사도 성사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전후맥락을살펴보면초운은정기현에게이나라주인(此邦主人)의표상

이있음을강력하게주입시켰던것으로보인다. 영해와는달리문경에서는신이한

표상이이필제가아닌, 젊은정기현에게집중되고있다. 이필제는차방주인인정

기현과는달리보다원대하게중원의꿈을드러내고있다. 국가범으로지목된처

43) 『捕盜廳謄錄』하 (보경문화사, 1985), 569. “鄭岐鉉曰,焦雲爲我觀像, 三百日祈禱,又稱入
火不燒, 入水不溺, 戰場所事, 萬無一失, 時無早晩, 百事如意, 勿慮擧事是如. 嶺南左道,
權應一擔當是遣, 醴泉金元明, 本是岐鉉之心腹, 常稱長者, 故稔之矣. 矣身亦曰, 若然則汝
可謂此邦主人. 五亦願借大兵以圖中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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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나온변명일수도있겠지만, 영해작변을다룬동학내부자료인『최선생

문집도원기서』에서도중국에대한뜻을밝힌바있어, 단순한변명이라기보다는

그가 지닌 본래적인 몽상가적 기질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19) 이사(李査)라는사람이불쑥찾아와서태백산초운스님의말이라며전하

기를, “계룡산주인은단양가산리에있는사람인데곧정진사이다.”라하였습니

다. 제동생이이말을듣고는이사와함께태백산으로거서초운스님을찾아뵙고

는 돌아왔습니다.44)

인용문 (19)는우포청의기록에나온정옥현(다시 38세)의진술내용이다(『右

捕盜廳謄錄』 25책, 辛未八月二十九日罪人鄭玉鉉年三十八). 정옥현은앞서거론

한 정기현의 형이었는데, 나중에 국문을 통해 이들이 정씨가 아닌 김씨 형제로

밝혀졌다. 그만큼정씨진인의표상을스스로강화했었다고볼수있다. 정옥현의

진술은태백산삼백일기도의발단이될만한정기현(사실은김기현)과초운과의

만남을묘사하고있다. 첫째, 태백산에있는승려초운은미래의주역이라할수

있는계룡산주인(鷄龍山主人)이 단양에거하는정진사라는암시를전한다. 둘째,

이를접한단양사람정기현은자신을중심으로계룡산과정씨의표상을일체화하

였을것이다. 셋째, 정기현은태백산의초운을찾아가관상도보고삼백일기도에

대해서도논의했을것이다. 그결과차방주인이라는지칭과함께거사에대한확

신도 얻었을 것이다.

(20) 문: 삼백일기도는 무엇을 비는 일이었나?

공초: 5,6년 전에 아들이 없어 태백산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45)

44) 『捕盜廳謄錄』중 (보경문화사, 1985), 761. “李姓査頓備傳, 太白山僧焦雲之言, 曰鷄龍山
主人, 在於丹陽加山里, 卽鄭進士也. 矣弟及聞此言, 與李査同往太白山, 訪見焦雲僧, 而來
是白遣.”

45) 『逆賊弼濟岐鉉等鞫案』同治十年十二月二十二日(罪人鄭岐鉉). “問: 三百日祈禱, 所願
何事也 供: 五六年前, 以無子之故, 往禱太白山矣.”



초기 동학의 천제 49

인용문 (20)은 1871년 12월 22일에 정기현이 국문장에서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답변의일부이다. 당시추문관들에게도태백산의삼백일기도가무엇을기원

하는행사였는지주목된듯하다. 계룡산과정씨등으로상징조작에힘쓰던이가

내놓은답변은아들을얻기위해행한기도였다는것이다. 기자(祈子)를위한삼백

일간의장기기도도낯설고그것도아녀자가아닌남자가나서서행했다는것도

앞뒤가안맞는얘기이지만, 추문관들은핑계거리에불과하다단정하고는더이상

추궁하지 않은 채, 모반대역부도죄로 결안을 작성해 나갔다.

Ⅳ. 결론

동학의 천제 전통을 수운과 이필제를 중

심으로살펴보았지만그것이그들에게만국

한되지는 않는다. 수운에이어동학을 이끌

었던 해월은 핵심 지도부들과 함께 1873년

10월 태백산(구체적으로는 함백산) 적조암

으로들어가 49일간의산중기도를완수하고

동학을재건하는종교적원동력을마련하였

다. 그리고 14년이흘러회갑을맞은해월이

제2의인생을구상하며다시태백산을찾아

종교적연마에 들어간다. 당시해월이 노구

를이끌고조금의흐트러짐도없이용맹정진

했다는 모습이 『시천교조유적도지』〈갈

산연도도(葛山硏道圖)〉(1915)에 묘사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도상에 의하면, 해월은 노송 아래 야지에다 아마도 3층 단을

쌓고(이미지 상으로는 두 개의 단만 보임), 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도에

전념하고있다. 기본적으로기도의수련에초점을두려는동학내부의전통이역

〈갈산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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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지만수운으로부터내려오는설단제천의흔적이여전히남아있음을부인할

수없다. 한편, 갑오년동학운동이후에도동학의잔당들이산중에서천제를거행

한흔적이확인되고있다. 황현이기록하고있듯이, 덕유산과속리산일대에남아

있던 동학도들이 산중에서 천제를 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6)

동학의천제는조선후기민간의입산제천(入山祭天)의맥락을흡수하면서도천

신의강령과명교를희구하는기도와수련의전통으로자리잡으면서영적각성을

이끌어내는주요한수단으로인식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면서도정치적인행동

을펼칠때에는행동에앞서천의를환기시키고결연한의지를되새기는차원에서

천제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런면에서우리는동학의설단제

천에서기도와제사를함께읽어낼수있고그것이환기시키는종교적각성과정

치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주제어: 천제, 동학, 수운, 이필제, 희생의례, 기도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3일

46) 黃玹, 『梅泉野錄』권3, 光武 4년 庚子.



초기 동학의 천제 51

참고문헌

『嶠南公蹟』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寧海府賊變文』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捕盜廳謄錄』(상 중 하), 보경문화사, 1985.

김기현. 「1871년영해동학혁명의사료와자취」.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김기현. 『자유를 향한 영웅들』.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15.

김기현. 『최초의 동학혁명』. 황금알, 2005.

김기현. 『후천개벽의 횃불』. 현우사, 2008.

김도현. 「1870년대태백산권역에서의동학교도활동과그의미」.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87-138.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史藝硏究
所, 1996.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박인규.「일제강점기증산계종교운동연구–차월곡의보천교와조정산의무극도
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시천교본부. 『侍天敎祖遺蹟圖志』. 대동인쇄소, 1915.

시천교본부. 『侍天敎宗繹史』. 조선복음인쇄소, 1915.

시천교총부. 『繪像靈蹟實記』. 조선복음인쇄소, 1915.

최남선. 『朝鮮常識問答』. 동명사, 1946.

최종성. 「숨은 천제(天祭)―조선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종교연
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63-84.

최종성. 「초기동학의신학과의례학―천제(天祭)와수심정기(守心正氣)―」. 『한
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59-176.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민속원, 2009.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한승훈.「조선후기변란의종교사연구: 추국자료로본반란과혁세종교」.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52 종교와 문화

Adas, Michael. Prophets of Rebellion: Millenarian Protest Movements 
against the European Colonial Orde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9.

Bell, Catherin.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Heiler, Friedrich.  Prayer: A Study in the Hist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초기 동학의 천제 53

Abstract

Ritual to Heavenly God of Early Eastern Learning

Choi,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

In Korean religious culture, the belief and practice of a heavenly god 

(天神) or a heavenly way (天道) are important research topics. Korean 

new religions are no exception to this. This paper discovers historical 

materials pertaining to ritual to heaven of early Eastern Learning and 

trie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s in an attempt to grasp 

heavenly rituals of Korean new religions.

Fir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examples of ‘building altars and 

holding heavenly rituals’ (設壇祭天) in the time of Suwoon (水雲), the 

founder of Eastern Learning. Depending on the writer’s perspective, the 

ritual was either described as sacrifice or prayer. Generally, outside critics 

portrayed these rituals of Eastern Learning as a sacrificial rite that deludes 

the world and deceives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inner believers 

emphasized it was a form of devout prayer that enabled holy communion 

with god.

Second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insurgent leader Lee Pilje 

(李弼濟)’s ritual cases of ‘slaughtering of cows and dedicating them as 

an offering to heavenly god’ (殺牛祭天) in Younhae and Youngyang. 

He secretly carried out this ritual to god in order to legitimize his own 

political rebellion and inspire his followers’ will to revolt before 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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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action.

With data on the ritual to heaven of early Eastern Learning, we can 

interpre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ayer and sacrifice, and recognize 

their effects on religious awakening and political action.

Key words: ritual to heavenly god, Eastern Learning, sacrifice, prayer,  

Suwoon, Lee Pilj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