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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학계에정감록붐이일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정감록류비결

에대한연구가활발하다.1) 기존에막연하게인식해왔던정감록에대해역사적인

*1)본논문은필자의학위논문일부[박병훈, 한국근대신종교가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인 2장과 5장을 발전적으로 확장, 재구성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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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성이규명되고있으며, 각종서지와판본을통해구체적으로접근되고있는

한편,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2) 

본고는가사(歌辭)3)라는장르를통해정감록류비결의사상이비결가사로어떻

1) 최근의 연구만 아래와 같이 들어보도록 한다.     
   최종성,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 역사민속학 61 (2021).
   김탁, 정감록과 격암유록 (서울: 민속원, 2021).
   박병훈, ｢한국 근대 신종교가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박상현, ｢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21).
   남혜원, ｢역성혁명 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김신회, ｢‘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 한국문화 94 (2021).
   김탁, ｢정감록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 23 (2020).
   박상현, ｢道詵祕記의 변화 과정과 그 역할, 사림 72 (2020).
   김신회,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 한국문화 92 (2020).
   김신회, ｢조선후기정감록예언의역사적변천: 기억에서기록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박상현, ｢조선 후기 ‘眞人出現說’의 형성과 그 향방, 역사와 경계 220 (2019).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9).
   김탁,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 (성남: 북코리아, 2019).
   김탁, ｢정감록 출현의 역사적 과정과 의의｣, 충청문화연구 20 (2018).
   김신회, ｢‘정감록’ 기억의형성과예언서출현-1739년李濱사건을중심으로-｣, 한국문
화 84 (2018).

   한승훈, ｢최초의정감록영역본, 그리고한국예언서연구의난제들｣, 한국문화 84 
(2018).

   John  Jorgensen,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Ŏ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박해선, ｢식민지 조선과 정감록｣, 일본근대학연구 59 (2018).
   정응수, ｢조선의구세주 ‘정도령’이된타이완의정성공 3대｣, 일본문화학보 76 (2018).
2) 정감록의 여러 본들을 DB화하고, 이를 통해 판본 사이의 관계를 엄밀히 고찰하여
번역할필요성이점점커지고있으나, 이에대해서는미진한형편이다. 그러나정감록
연구의 열기에 힘입어 조만간 DB화·교감번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1923년호소이하지메(細井肇)의 鄭鑑錄 출판으로비로소정감록은그
범위가확정되었다. 자세한사항은다음을참조할것. 백승종, ｢일제시기의《정감록》
편찬과간행｣, 한국의예언문화사 (서울: 푸른역사, 2006). 이 글에서언급되는정감록
은정감록류비결서들의총칭으로사용하고자하며, 이를보이기위해 의표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가사(歌辭)란 4음량 4보격을기준율격으로하는무제한율문(律文) 형식의시가(詩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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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변화되어가는지보고자한다. 곧 ‘비결에서비결가사로’의전환이주요고찰

사항이다. 이전환의계기는동학을통해이뤄졌으며, 비결의사상들은비판적으

로수용·변용되어비결가사로전개된다. 비결가사란비결과관련한내용을가사라

는형식을통해나타낸것으로, 특정비결서와마찬가지로다가올앞날의위험의

때를 알리고,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암시하는 가사이다. 비결가사는

남사고, 이서구등의예언의능력이있다고생각된특정인물에게가탁하거나, 기

존비결의내용을수용혹은변용하였다. 한편으로비결가사는저자·시대와상관

없이비결성을그핵심적특징으로한다. 이에비결의성격이부분적으로함축되

어있는가사또한비결가사의범주에들어올수있을것이며, 이를 ‘비결적가사’

라일컬을수있다. 이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면서, 본고는동학이후의본격적

비결가사에초점을맞추어논의해보고자한다.4) 비결가사에대해해당가사각각

에대한연구가있을뿐,5) 이가사들을적극적으로 ‘비결가사’로범주화하여총체

갈래를 말한다.
4) 《용담유사》의 <몽중노소문답가>는 이를테면 ‘비결적 가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저자가최제우로분명하지만, 문학적장치를통해어느비범한아이를주인공으
로두어최제우의저작임이흐려지고있으며, 비결에대해논의하면서도후반부에서
부분적으로만다루고있어, 비결이전반적인주제에놓이지는않는다. <몽중노소문답
가>는비결가사의맹아이며, 이후본격적비결가사의성격을드러내는것을본고에서
는 <궁을가>로보고있다. 다만비결가사논의를처음으로시도하는본고에서는비결
가사/비결적가사에대한구분을설정하는정도로한정하고, 이후별도의논고를통해
논의를 진전해 보고자 한다.

5)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박병훈, ｢<채지가> 연구｣,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13 (2017).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지지가(靑林道士知止歌)에수록된가사작품 6편에대한
검토｣, 온지논총 51 (2017).

   이복규, ｢새로발굴한동학가사〈궁을성도가(弓乙成道歌)〉｣, 한국문학과예술 19 
(2016).

   김경미, ｢교훈가사 <춘산노인이야기>의사상과구조에관한연구｣, 열상고전연구 
9 (1996).

   김경미, ｢<채지가> 연구(Ⅰ)｣, 國際語文 17 (1996).
   이상비, ｢南朝鮮信仰小考-특히 弓乙歌와春山採芝歌에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 

13 (1990).
   김광순, ｢水雲歌辭에 對하여-解題와 原文紹介｣, 퇴계학과유교문화 1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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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

비결서의구절들은난해하였고, 파자법등으로의미가숨겨져있는데,6) 비결가

사는 감춰진 비결구(秘訣句) 혹은 비결어(秘訣語)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앞날에대한예언을담고있다는의미에서 ‘예언가사’란표현을쓸수도

있겠으나,7) ‘예언가사’란용어에는파자법등을활용해읽는이가그내용을쉽게

알수없게하는비밀스러움에대한뉘앙스가빠져있기에비결가사라지칭하기로

한다. ‘예언’이란용어에는그의미가감춰져있는지여부의문제가포함되어있지

않다. ‘비결(祕訣)’, 곧숨겨지고감춰진말이어야만여러의미를담을수있으며, 

해석 상의 과정에서 전유가 가능해진다.

비결가사의주제와내용은기존정감록류의비결과밀접한관련성을띠고있다. 

민중 수용층에게 익숙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비기도참의 예언적 기표(記表)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기의(記意)를 신종교의 사유 내용으로 바꾸는 전유(專有, 

appropriation)의과정을거쳐비기도참의사유를수용하면서도전복한다.8) 예언의

기표들은감춰져있고, 그비밀은해석의과정을거쳐야만이비로소의미를지니

   최원식, ｢東學歌辭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 김탁은비결을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볼수있는내용이아니라비밀스러운내용이
숨겨져있는 자료’라고 한 뒤, 좀더 좁게는 ‘파자(破字)를사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정확한의미가무엇인지아직도알수없거나힘든용어’라정의내린다. 김탁, 일제강점
기의 예언사상 (성남: 북코리아, 2019), 104.

7) 유경환은 ‘예언문학’으로 격암유록 전체를일컬은바있으며[한국예언문학의신화
적해석: 격암유록의원형적탐구 (서울: 대한출판공사, 1986)], 남혜원역시정감록을
‘예언문학’으로규정하고있다.[남혜원, ｢역성혁명예언문학으로서의 정감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1)] 백승종과김탁은 ‘예언문화’ 혹은 ‘예언사상’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백승종, 한국의 예언문화사 (서울: 푸른역사, 
2006); 백승종, 예언가우리역사를말하다 (서울: 푸른역사, 2007);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上·下 (성남: 북코리아, 2016)] 한편 이찬구는 《채지가》 등을 일컬을 때
‘예언가사’란용어를사용하였다[이찬구, 채지가 9편 (서울: 나무의꿈, 2010)]. 곧 ‘예
언’ 용어가 기존에 주로 활용되었다.

8) 비결구를풀이하는비결서들도다수존재한다. 이경우보통 ‘讖曰’이라하며기존의
비결서등의구절을제시하고, 그를해석하려한다. 곧비결구의풀이는비결가사만의
것이아니다. 비결가사의특징은비결구를풀이하되, 이를신종교의사유내용으로전유
하여 수용·전복한다는 점이다. 비결가사는 비결서와 긴장관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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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정감록을비롯한비결의내용들은일부키워드, 혹은구절등으로압축되

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머리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의미가분명하게확정되지않은 ‘궁궁(弓弓)’과같은비결구들은막연히앞으로

다가올재난에대한구제방법으로만인식되었고, 그의미에대해서는명확치않았

다. 비결가사는민중들의흥미를끌기위해비결과관련하여, 널리사람들에게알

려져있지만그내용이감춰져있는 ‘비밀’을적극적으로가사내에서해석함으로

써독자들에게강한호소력을보여준다. 이는비결의단순한수용이아닌전유의

과정, 곧 비결의 기표와 상황을 수용하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신종교의 사유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이가운데비결가사는또하나의정감록과같은비결서가된다. 정감록의몇몇

구절들이널리민중들에게수용되었었는데, 비결가사는가사라는장르의특성상

그구절을기억하기가보다용이하였다. 그리하여비결서가일부의교단에서한정

되어사용되는것이아니듯, 비결가사역시동학계·증산계등의종교계통을넘나

들며이용될수있었는데, 이는비결가사가일종의공공재(公共財)로서의성격을

지녔음을보여준다. 또한비결가사의창작자를권위있는 ‘예언가’에가탁했기에

보다 쉽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런 한편 비결가사는 단지 또 하나의 비결서에

머무르지않았다. 신종교의사유, 곧도덕이결여된종말론적상황과그회피방안

에대한비결의예언에서새로운시운을자각하고도덕적전환을이뤄낸사유방식

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궁을가(弓乙歌)>9),《채지가(採芝歌)》10), <지지가(知止歌)>, <경탄가(警歎

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甲子歌)>, <연월가(年月歌)>11), 격
9) 조선명종때의북창(北窓) 정렴(鄭, 1506-1549)이지었다고일컬어지는비결가사(秘訣
歌辭)이다. 한편가사작품에대해서는 ‘｢｣’ 대신 ‘<>’를, 가사작품집에대해서는 ‘’ 
대신 ‘《》’를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10) 조선시대의강산(薑山) 이서구(李書九)가지었다고가탁되는비결가사이다. <남조선
(南朝鮮) 뱃노래>, <초당(草堂)의봄꿈>, <달노래>, <칠월식과(七月食苽)>, <남강철교
(南江鐵橋)>, <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 6편의 가사로 이뤄져 있다.

11) <지지가(知止歌)>, <경탄가(警歎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甲子
歌)>, <연월가(年月歌)> 5편은동학교《용담유사》권2의 <임하유서>란이름으로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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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록(格菴遺錄) 내가사12) 등을통해그작성연대를추정하고, 그전환과전개

과정에대해탐색해보고자한다. 이들비결가사외에도더많은비결가사가있으

나,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논의한다.

Ⅱ. 비결에서 비결가사로: 정감록과 동학

정감록에있어가장특징적인점은종말론적사유를깊이깔고있다는점이다. 

임진왜란과병자호란등의전쟁과계속되는민란, 대기근과역병등은민중들의

심상에 깊은 상흔을 입혔고, 과거와 현재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재난은 다시금

미래에반복될것이며, 더참혹한결과로다가올수도있다는염려를낳게하였

다.13) 이러한민중들의염세적이지만현실을직시한사유가정감록에반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정감록의종말론적사유는괴로운현세상에대한종식의대망(待望)과도연결

된다. 백성들의곤궁에책임을지니는왕조가그책임을다하지못하기에, 어려움

을견디다못한민중들은민란을일으키기도하였으나성공하지못한채스러져

갔다. 권력에대한도전은비록실패하였으나, 왕조교체에대한열망은민중심성

여 있다.
12)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기준으로볼때전체 격암유록 60편중가사는 33편으로
다음과같다. <농궁가(弄弓歌)>, <길지가(吉地歌)>, <궁궁가(弓弓歌)>, <을을가(乙乙
歌)>, <전전가(田田歌)>, <반사유가(般四乳歌)>, <십승가(十勝歌)>, <해인가(海印歌)>, 
<양백가(兩白歌)>, <삼풍가(三豊歌)>, <칠두가(七斗歌)>, <석정가(石井歌)>, <십성가
(十姓歌)>, <삼팔가(三八歌)>, <해운개가(海運開歌)>, <백석가(白石歌)>, <격암가사
(格庵歌辭)>, <궁을도가(弓乙圖歌)>, <계룡가(鷄龍歌)>, <사답가(寺畓歌)>, <계명성
(鷄鳴聲)>, <가사총론(歌辭總論)>, <출장론(出將論)>, <십승론(十勝論)>, <양백론(兩
白論)>, <삼풍론(三豊論)>, <계룡론(鷄龍論)>, <송가전(松家田)>, <승운론(勝運論)>, 
<도부신인(桃符神人)>, <성운론(聖運論)>, <말초가(末初歌)>, <말중가(末中歌)>.

13) 황선명은임진왜란에서병자호란을겪으며민심이상상을초월할정도의흉흉함에
이르렀을것이며, 일신상의안심입명을우선의과제로삼아도피본능을통해피난처
로서의 소극적 의미에서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 지적한다.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서울: 종로서적, 198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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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저에깊이자리잡고있었으며, 민중들은이런열망을예언·비결을통해발산

함으로써당대의괴로움을이겨나갈수있는힘을얻기도하였을것이다.14) 정감

록에대한신앙은민중심성에깊이자리를잡았으며, 이심성의토양에서자라난

동학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정감록에서드러나는종말론적상황의종식은다음과같이나타난다. 첫째, 정

진인(鄭眞人) 등의 메시아적 인물과 기존 세력에 대한 대결로 인한 이씨조선의

멸망과새로운세상의도래이다. 주로계룡산을그도읍지로한다. 둘째, 앞으로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로의 도피와 그 알맞은 때에 대한 경계이다.

정감록의예언된재난은앞날에올것으로믿어졌지만, 예언된그때가바로지

금의현실이라는자각또한가능하였다. 궁핍하고괴로운현실의상황을겪고있

는민중들에게있어지금의상황이정감록에서예언된그날과별반다르지않게

인식되었기도하였고, 이와같은자각을바탕으로미래의예언의시간을지금으로

앞당겨서수많은민란이일어나게되었다. 주변혹은자신이스스로정진인이라는

인식하에반란을도모하여새로운시대를열어보려했던것이다. 이때정감록에

예언된재난은왕조교체에따른혼란을의미하는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정진

인의무력적도발은해도진인설·해도기병설과연결된다. 곧해도(海島)에서진인

(眞人)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이며 변란의 강력한 이념으로 기능할

수있었다.15) 왕조의눈길을피할수있는곳들은국경너머나섬들16)이었고, 통제

를 벗어난 곳에서 은밀히 군사를 키워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되었다.17) 

14) 예언서의독자들이직접반란을도모하기도하였다. 다음의글들이좋은참고가된다. 
백승종, 정감록역모사건의진실게임 (서울: 푸른역사, 2006); 김탁, 조선의예언사
상上·下, (성남: 북코리아, 2016); 한승훈, ｢조선후기변란의종교사연구｣ (박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2019).

15) 박상현, ｢18세기 ‘해도진인설’의변화양상과의미｣, 역사와현실 96 (2015): 220.
16) 다음의기사는해도에정부의통제가닿고있지않음을보여준다. 英祖實錄 권73, 
영조 27년 2월 21일 기축 “해도는 부근의 고을에 소속되어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일이있기는하지만섬사람들이생전관장(官長)을보지못하였습니다.[海島屬於附近
邑, 有略干收稅之事, 而島人生不見官長.]”

17) 이지서의 심문 내용에 그러한 관념이 엿보인다. 英祖實錄 권67, 영조 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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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은 민중들의 마음에 중대한 상흔을 남겼다. 예언된

재난은이같은전쟁의반복을의미하는것으로도읽을수있었다. 이에사람들은

전쟁의참화에도살아날수있는땅을생각할수밖에없었고, 십승지가전쟁에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되었다.18)

정감록의재난은민중들에게여러의미로해석되었다. 군사적의미의경우현재

의왕조를끝내고새로운세상을열기를바라는이에게재난은정씨메시아가이

씨왕조를타도하는군사적반란에따른혼란상을의미하는것이었다. 이는왕조

의가혹한수탈에신음하고있는민중들에게있어비록혼란을야기하기는하여도

긍정적인면모를지녔다. 기왕의임진왜란, 병자호란과같은외세에의한전쟁의

혼란을의미할경우, 그를피해목숨을구할수있는장소[保身之地]를찾아들어가

려애쓰기도하였다. 전자가현재적·적극적·이상적이며, 후자는미래적·소극적·현

실적이다. 한편전자는정진인이라는메시아대망설과연결이되며, 후자는재난

을피해목숨을보전할장소를찾는십승지19)설과연결된다. 부연하자면전자는

마치미륵이내려와용화세계를여는미륵하생신앙과도같이정진인이새로운이

상세계를열고민중들이그러한황금세계를누리게되는것이라면, 후자는계속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일시적인 피난의 장소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동학은정감록의종말론적사유를적극적으로끌어안았다. 최제우는당대의영

23일 병오 “황적(黃賊)이 아직도 영남의 큰 섬에 둔취(屯聚)해 있으니 의당 한 번
소동을일으키기위해나올것이라고했으며…[黃賊尙在屯聚嶺南大島中, 當一番騷動
而來云]”

18) 김신회는 장서각 본 남한일기에 수록된 ｢십승보신지지｣가 생명력을 지속한 채
호소이본 정감록에까지편입되었으며, 이는병자호란당시병화가미치지않은
공간을기록하고자했던의도가있었던것으로해석하고있다. 김신회,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87-89.

19) 십승지는두차례열거되는경우가많은데, 호소이본 정감록의 ｢감결｣에따르면
첫번째의경우①풍기·예천, ②안동·화곡, ③개령·용궁, ④가야, ⑤단춘, ⑥공주·정산·
마곡, ⑦진천·목천, ⑧봉화, ⑨운봉두류산, ⑩태백이다. 두번째의경우, ①풍기차암
금계촌, ②화산소령고기, ③보은속리산사증항근처, ④운봉행촌, ⑤예천금당실, 
⑥공주 계룡산, ⑦영월 정동쪽 상류, ⑧무주 무봉산 북쪽 동방 상동, ⑨부안 호암, 
⑩합천 가야산 만수동, 그리고 정선현 상원산 계룡봉 역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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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북경침략에대해순망지환을말하며조선또한천하로지칭되는중국의어려

움에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였다. 

정감록에서의왕조의교체는지기(地氣)의옮겨감으로인한것이다. 왕조의성

쇠와지기는밀접한관련이있다고본것이기존풍수지리설의관념이다. 지기가

소진된다면, 지기가성한다른곳으로옮겨야하는것이기에비고차는주기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다. 

동학에서는이씨에서정씨로의왕조의교체에대한관념은보이지않는다. 동학

은왕조교체나일시적재난의때에대한관심보다는우주론적주기의차원에서

재난을바라본다. 앞으로선천이처음열릴때와마찬가지의혼란이나타날것이

나, 다시개벽의극심한혼란을통해지상선경의세계가열리게된다. 정감록적사

유에서의왕조타도의원망은여기서보이지않는데, 1894년동학농민혁명에서도

고종을타도하여역성혁명을일으키는모습이아닌, 고종을신뢰하고변화의중심

에두는모습도엿보인다.20) 다만왕조의교체에따른새로운세상이온다는사유

는동학의앞으로올지상선경의때를바라는관념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최제우의정체성은무력적메시아가아닌하늘의뜻을알고사람들을교화하는

성인21)으로서의역할이었다. 정감록에서진인의역할이왕조교체의군사적·무력

적메시아라면동학에서의성인의역할은문화적·교화적메시아이다. 진인이현재

의이씨왕조를정씨왕조의세계로만든다고할때, 성인은상해운수에처한세상

을 지상선경으로 이끌고자 한다.

한편으로동학은 ‘십승지’라는특정한지역에대해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 동

학은십승지와함께지리적개념으로여겨졌던 ‘궁궁’22)에대해논의를집중한다. 

곧과거의전란때민중들의목숨을구하게해주었던정감록의구절들을이용하

20) 황태연은이를 “정감록적 ‘왕조개벽’에서동학적 ‘존왕개벽’으로의사상적대전환이
이뤄진것”으로보았다. 황태연, 한국근대화의정치사상 (파주: 청계, 2018), 434.

21) ‘성인’ 용어자체도정감록에서등장하는데, 이는진인으로서의의미로 쓰일때가
많다. 동학에서의 성인은 천과 관련하여 시운에 따른 교화의 책임을 맡은 의미로
쓰인다.

22) ‘궁을’, ‘을을’ 등으로도 표상된다.



10  종교와 문화

고, 앞으로다가올재난에대한구절을또한언급한다. 기존임진왜란때원병을

이끌고온명나라장수이여송(李如松)을 ‘이재송송(利在宋宋･利在松松)’과연관

짓고, 홍경래의난때도망보다는가만히집에있었던것이유리하였던점을 ‘이재

가가(利在家家)’와관련짓는다. 그리고 ‘이재송송’, ‘이재가가’의구절로인해목숨

을구하였던점을본받아다시금 ‘이재궁궁(利在弓弓)’을통해 ‘다시개벽’의때를

대비할 것을 말한다.23)

괴이한 동국참서 추켜들고 하는말이 이거임진 왜난때는 이재송송 하여있고

가산정주 서적때는 이재가가 하였더니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런일을 본받아서

생활지계 하여보세 진나라 녹도서는 망진자는 호야라고 허축방호 하였다가

이세망국 하온후의 세상사람 알았으니 우리도 이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

가련한 세상사람 이재궁궁 찾는말을 웃을것이 무엇이며 불우시지 한탄말고

세상구경 하였어라 송송가가 알았으되 이재궁궁 어찌알고 천운이 둘렀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셩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24)

위에서 ‘가련한 세상사람’으로 지칭되는 민중들은 ‘이재궁궁’의 말은 알지만

‘궁궁’을장소적인곳으로생각하고있으며,25) 조선의묵시론적상황에처하여이

들은 ‘궁궁’을 찾아 헤매고 있다. 최제우도 ‘다시개벽’의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그의강조점은 ‘다시개벽’의혼란이아니라그뒤에올태평성세의시기이고, 그때

에누릴나라의태평과백성의편안함에있다. 십승지형에서단순히재난의때와

구원의장소를표상하였다면, 동학은이를장대한코스몰로지의서사안에위치하

고 재편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시운의 변화 속에서 천은 성인에게

23) 박병훈, ｢궁을가 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참조. 
24)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25) 관련하여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서울: 푸른역사, 2012), 45-5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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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명을 내리고, 성인은 도덕교화를 통해 이를 실천한다.

곧십승지와마찬가지로기존지리적개념으로인식되었던 ‘궁을’을동학은도

덕의표상으로전환하여지리적개념을탈각시켜버리고, 기존정감록적인식을

비판한다(“괴이한동국참서”). 이는당시민중들의심성에깊이자리잡았던정감

록의사유들을동학이적극적으로포용하되, 다시금비판·변용하여도덕으로의전

환을 이뤄내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논의에서중요한점은기존정감록의사유가동학에이르러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군사적왕조교체의역할을맡은진인에서천의명을받은종교적성인으

로, 지리적십승지에서벗어나궁을로논의의초점을바꾸었고, 궁을역시기존의

지리적의미를탈각시켰다는점이중요하다. 이는동학이비결의기표를가져오되, 

비결에대한비판의식을가지고그기의를바꾸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인식은

이후의 비결가사에 계승되는데 이를 뒤의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Ⅲ. 비결가사의 형성과 전개: <궁을가>에서
격암유록까지

1. 최초의 비결가사, <궁을가>

비결가사의작성시기를밝혀내는일은어려운일이지만, 비결과는달리비교적

현대와가까운시기로추정해볼수있다. 비결에서비결가사로의전환은 2장에서

언급한동학의영향을배제하고는설명될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대전제를깔

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비결가사 중 <궁을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 아닐까

한다. 1929년이상호·이정립형제가편찬한 대순전경에강증산이천지공사와관
련하여 <궁을가>의 “四明堂이更生하니昇平時代不遠이라” 구절을언급하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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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보인다.26) 또한 <궁을가>의 “朝鮮江山名山이라道通君子다시난다” 구절을

들어자신이수운최제우의대선생(代先生)임을밝히기도한다.27) 증산의소위천

지공사시기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의시기로알려져있는데, 이당시에도이미

<궁을가>의구절을인용해서설명할수있을정도로사람들에게 <궁을가>가잘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28)

한편 <궁을가>는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다. 

지난날최시형은개인적으로글을써펴내서다른사람들과주고받았다. 그가운

데 ｢포덕문布德文｣·｢격검가擊劍歌｣·｢궁을가弓乙歌｣·｢강신주降神呪｣·｢강령주降靈

呪｣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이라고 했다.29)

동학의 2대교조인최시형은 동경대전을간행하였지만, 저작자는물론 1대교

조인최제우이다.30) 그리고 동경대전에는 ｢격검가擊劍歌｣31)와 ｢궁을가弓乙歌｣

는포함되어있지않다. 이러한부정확한점들은있지만 <궁을가>가동학경전안

에있다고할정도로해당가사가동학농민혁명당시동학을통해이름이알려져

26) 이졔母岳山을爲主하야回文山五仙圍碁를應氣하고拜禮밧君臣奉詔(泰仁)와僧達山
胡僧禮佛(務安)과巽龍仙女織錦(長城)의氣靈을統合하야此로써本宗을삼어大地의鍾
靈을集中할지니弓乙歌에일넛스되 ｢四明堂이更生하니昇平時代不遠이라｣하엿나니 
이를일음이니라(大巡典經 9장 7절).

27) 나를믿는者는 無窮한寧福을어더 仙境의樂을누리리니 이것이참東學이라 弓乙歌에
｢朝鮮江山名山이라道通君子다시난다｣하엿스니이일을일음이니라 東學信徒間에崔
水雲이更生하리라고傳하나 죽은者가다시사라오지못하는것이오 내가곳代先生이로
라(大巡典經 4장 14절).

28) 해당 논의는 다음에 자세하다. 박병훈, ｢궁을가 연구｣, 137-138.
29) 황현, 김종익 역, 오동나무아래에서역사를기록하다 (고양: 역사비평사, 2016), 

215. 원문은다음과같다. “初時享私撰文字相授受, 有稱｢布德文｣·｢擊劍▣歌｣·｢弓乙歌
｣·｢降神呪｣·｢降靈呪｣, 而統稱東經大全.”(梧下紀聞)

30) 황현의기록은동학을외부에서의관찰에의존한한계로인하여동학에관해서는
몇몇부정확한언급들이보인다. 그러나외부적시선이기에얻을수있는객관성도
크다 할 것이다.

31) 원문에는 ‘｢擊劍▣歌｣’ 곧잘보이지않는글자가있는데, 아마도 ‘擊劍之歌’로추정된
다. 이는 곧 <劍歌> 혹은 <劍訣>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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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월이후로수령과사대부들가운데많은사람이도적을추종했다. 어리석은백성

은이를본받아바람에먼지만날려도스스로도적에게가서복종했고, 동경대전
을위대한성인의저작으로간주했다. 마을에강당을설치하고새벽부터저녁까지

동경대전을 열심히 익혔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격검궁을지가擊劍弓乙之歌｣를

유창하게 불렀고,(…)32)

1894년 5월이후, 곧동학농민혁명당시동학을추종하는이들의모습을잘보여

주고있다. 그런데 ｢격검궁을지가擊劍弓乙之歌｣는한편의노래가아니라, 앞서인

용하였듯이 ｢격검가擊劍歌｣와 ｢궁을가弓乙歌｣두편의노래로생각해야한다. ｢격

검가擊劍歌｣는곧 ｢검가劍歌｣를지칭하는것으로, 당시그체제저항적인성격과

서양을물리친다는신비적속성으로인하여많이불렸을것으로이해된다.33) <궁

을가> 또한이런속성을지니고있는데,34) 특히 “時乎時乎不再來라男兒得意이

때로다” 같은 구절들은 <검가>의 구절35)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꼭 동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난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너도나도믿고몰려들었다. 그러고마침내 ｢궁을가弓乙謌｣를지어서로느낌

을 공유하고, 포진할 때는 진세를 궁을弓乙 모양으로 만들고, 서명의 표식으로는

이름이나직함아래팽팽하게당긴활을그려넣거나시위가느슨한활을그려넣기

도 했다. 또 바로 활시위를 그린 다음 그 아래 을乙 자를 써넣어 궁을의 예언에

32) 황현, 김종익역, 오동나무아래에서역사를기록하다, 283. 원문은다음과같다. 
“五月以後, 守令及士族, 多從賊. 愚民視效, 望塵歸附, 視東經爲大聖人述作. 閭里設講
堂, 曉夜攻習. 童孺皆上口擊劍弓乙之謁.”(梧下紀聞)

33) <검가> 혹은 <검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윤석산, ｢동학 가사 <劍訣> 
연구｣, 한국언어문화 13 (1995).

34) <궁을가>의구절중다음의부분들이이런점들을잘보여준다. “至誠으로늘불르면
外國兵馬不犯이라”, “國泰民安절노되고亂臣賊子물너간다”, “時乎時乎不再來라
男兒得意잇로다” 자세한내용은박병훈, ｢궁을가연구｣, 종교학연구 37 (2019) 
참조.

35) “시호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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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자 노력했다.36)

당시동학의입도자가많았음을보여주고있는데, 이들이서명에 ‘궁을(弓乙)’을

활용할정도로비결서에등장하는 ‘궁을’에대한믿음을강하게지녔음을잘나타

내준다. <궁을가>에대해서는동학입도자들이지어서로느낌을공유[乃作弓乙

謌, 以相感動]했다하였는데이러한언술은 <궁을가>에있어무척중요하다. 첫째, 

1894년동학농민혁명시기에즈음하였고, 둘째, 작성자를특정할수없는동학의

입도자중에서지어졌으며, 셋째, 이 <궁을가>로인하여서로감동하였다는감정

적측면이드러난다는것이다. ‘궁을’을서명에활용하기도하고, 포진의모양에도

이용하는등, 궁을에대한비결[讖]을강하게믿는민중들이 <궁을가>를짓는데까

지이르렀는데, 이는마침내비결에서비결가사로의전환을이뤄낸것으로볼수

있다.

위의 논증은 한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곧 오하기문에 언급되는
<궁을가>가과연지금전해지는 <궁을가>와동일한작품인가하는점이다. 이는

첫째, 1894년동학농민혁명당시와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의증산천지공사시기

와는서로거리가멀지않다는점, 둘째, 현재확인할수있는 <궁을가>와 <검결>

을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유사하여 같이 불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이로서는다소부족한논증이되겠기에현재남아있는필사본들에서방증

을 찾아보려 한다. 가사문학관 소장 필사본(UCI:G001+KR08- 850000090807. 

D0.V00000391)에는 <궁을가>와 <금무가>37)가연달아등장하고있으며,38) 또다른

가사문학관 소장 필사본(UCI:G001+KR08- 850000101016. D0.V00004289)에서도

<궁을가>와 <격검가擊劍歌>39)가 연달아 보이고 있다.40) 물론 다른 비결가사와

36) 황현, 김종익역, 오동나무아래에서역사를기록하다, 233. 원문은다음과같다. 
“何必入道, 然後可以避亂, 愚民翕然信之, 乃作弓乙謌以相感動. 又布陣作弓乙形, 又署
押, 或作張弓形, 或作弛弓形, 或直作弓弦, 而下列乙字務合弓乙之讖.”(梧下紀聞) 

37) 곧 검무가(劍舞歌)이다.
38) 목록은다음과같다. “교혼가경신-안심가라경신-용담가라-몽즁노쇼문답가라-도슈사
신유-권학가 임슐-도덕가 임슐-흥비가 계-궁을가-금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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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등장하기도하는경우가더많으나,41) 이는비결가사를필사하며한데묶으

려는의도로보인다. 곧 <궁을가>와 <검가>가황현이말하고있는바와같이필사

본에서함께나타나는것을볼때, 오하기문에서 <검가>와함께언급되는 <궁을

가>는 현재 전해지는 <궁을가>와 같은 성격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궁을가>는 1894년동학농민혁명즈음하여동학의사상을공유하

는민중들사이에서지어져서로감동을공유할수있었던, 비결에서비결가사로

의 첫발을 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2. <지지가(知止歌)> 외 4편

<지지가(知止歌)>, <경탄가(警歎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

甲子歌)>, <연월가(年月歌)> 5편은동학교《용담유사》권2의 <임하유서>란이름

으로묶여있기에논의의편의상함께다루기로한다. 동학교는 1915년교주김주

희가 상주 은척에서 교당을 설립하고, 192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임하유서>는부교주김낙세의일기에따르면, 1920년 11월 11일에등사된것으

로,42) 김주희가작성한가사는아니다. 김덕용(金德龍)43)은권1의 <용담유사>, 권2

의《임하유서》외에나머지는전부교주김주희의저작이라말한바있는데,44) 

일단 권2 《임하유서》의 가사들은 동학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동학교의전신은경천교인데, 경천교는 1904년정광덕과김주희가상주에서설

39) <격검가>란 명칭은 오하기문과 동일하다. 곧 <검결>·<검가>이다.
40) 목록은다음과같다. “敎訓歌-龍潭歌-夢中老少問荅歌 -道修歌-勸學歌-道德家-與比歌

-道成歌-弓乙歌-擊劒歌”
41) 다른필사본에서는 <도성가>, <삼재가>, <경탄가>, <지지가> 등의비결가사와함께
나타난다. 

42) 김문기, ｢상주동학교와동학가사책판및판본연구｣, 퇴계학과유교문화 39 (2006): 
184.

43) 동학교 교주 金周熙의 아들이다.
44) 최원식, ｢東學歌辭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ⅹ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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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으나, 이후의견차이로결별하고이후 1915년동학교를설립한것으로소

략하게알려져있다.45) 경천교에대해서는자료나학계의연구가거의없는관계

로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임하유서>로 묶인 편들의 저술은 경천교와도

연관이있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다만이는아직확증할수없다. 이편들이

1920년에등사된점을고려할때대략 1910년대에형성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3. 《채지가》

《채지가》는 <남조선(南朝鮮) 뱃노래>, <초당(草堂)의봄꿈>, <달노래>, <칠월

식과(七月食苽)>, <남강철교(南江鐵橋)>, <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 6편의 가

사로이뤄져있다. 그형성에대해홍범초는다음과같이작성시기의추정을하였

다. 

증산교를신봉했던배동찬(裵東燦)님이 6.25사변전에경북영주군(榮州郡) 문수

면(文殊面) 월호리(月呼里)에사는김헌진(金憲鎭) 교인의집에갔는데김헌진씨의

부친이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필기해 두었다는 이 가사를 받아 온 뒤부터였다. 

김헌진씨부친의생년(生年)이경진(서기 1880년)이라하니이채지가가세상에읽혀

진 때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대부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46)

작성연대는 1910년대로추정되고있는데, 배동찬씨가김헌진씨부친에게 <채

지가>를받은연도는 1952년이라한다.47) 필사본중가사문학관소장본(<春山採

芝歌(李江山秘訣)>)이시기가가장앞서는것으로보이는데, 이경우작성연대는

1954년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48) 이는 배동찬 씨가 《채지가》를 입수했다고

하는 때보다는 뒷시기이기에 시기를 더 앞당길 수는 없다.

45) ｢경천교｣, 한국신종교사전 (익산: 한국신종교사전편찬위원회, 2018).
46) 홍범초, 증산종단 가사집 남조선 뱃노래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0), 13. 
47) 정영규, ｢이책이세상에발표되기까지｣, 해설춘산채지가 (김제: 증산교본부, 1985).
48) 박병훈, ｢<채지가> 연구｣,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13 (2017): 102-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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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보자면《채지가》는증산사상을담고있다.49) 증산의소위천지공

사기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이기에 1910년대부터읽히기시작했다는홍범초의

추정은온당하다고할수있다. 이점과근대시기에유입된어휘들50)이많이사용

된다는점에서, 보다분명하게는 1910년이후에작성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채지가》는다가올후천시기에대한비유적표현이특징적이다. 곧시기추

정에있어가사본문을이용해볼수있을듯하다. 예컨대 <남조선뱃노래>에다음

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오난時를 기다른이 一時淸風 말가구나 상원갑 지가고 중원갑이 當해온이

初伏中伏 다지내고 末伏을 바라본이 그동안에 기운바다 萬國文明 되야시니

‘상원갑’, ‘중원갑’의삼원갑자설용어가등장함을알수있다. 이는동학에서의

삼원갑자설과연관지어생각해야한다. 우선삼원갑자설이란 60년마다갑자년이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의순서로돌아온다는것인데, 이는갑자년을특별한시기

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래조선시대에서 1782년 천세력(千歲歷)을발간하여세종대의 1444(세종26

년)을상원갑자년으로규정하였다. 그러나조선에있어 천세력의영향력은크지
않았고, 천세력 이전부터사용되던중국식삼원갑자계산법을계속하여이용하
였다.51) 천세력에따르면 1864년은중원갑의때이나, 전통의계산법에서는상원

갑에 해당한다. 

이를염두에두고동학에서의삼원갑자설을살펴보도록한다. 《용담유사》의

<몽중노소문답가>에서는 “삼각산(三角山) 한양도읍사백년지낸후에하원갑(下

元甲) 이세상에남녀간자식없어”라하였다. 이는 1392년조선개국후 4백년이

지난후의하원갑때를말하는것인데, 이때는 1804년부터 1863년까지의시기를

49) 자세한 내용은 박병훈, ｢<채지가> 연구｣, 110-115 참조.
50) 성부, 성자, 성신, 철교 등의 여러 용어가 그러하다.
51) 삼원갑자설의논의는다음을참조한것이다. 김신회, ｢조선후기정감록예언의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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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몽중노소문답가>는 최제우 자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가사에서는하원갑의때에부모가아이가없어서금강산에서지성으

로산제하여윤신포태하여기남자와같은아이를낳은것으로묘사된다. 그리고

<몽중노소문답가>에서 또 한번 의미심장하게 언급된다.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

개탄지심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것이니(<몽중노소문답가>)

온세상에괴질의운수가돌아마치천지가다시개벽하는것과같은때와태평

성세로인하여나라가태평하고백성이편안한시기가대비가된다. 이의대비는

곧하원갑과상원갑의대비와연결된다. 최제우는천으로부터강화를받은경신년

(1860) 체험이후, 하원갑의어려운때를지나 1864년의상원갑자의시작을호시절

이 시작되는 때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채지가》로 돌아가면, “상원갑 지가고 중원갑이 當해온이”라 하여

1924년의중원갑자년이당도해오는모습을보여준다. 1864년이그러했듯, 1924년

역시중요한의미를갖는해로인식되었으며, 이는보천교등의천자등극설과도

연결되기도 하였다. 곧 《채지가》의 작성시기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초까지

의, 1924년의중원갑자년이당도해오는때에이뤄졌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52)

4. 격암유록의 가사들

격암유록은흔히남사고가지었다고이야기되는비결가사이다. 1987년신유

승이 3권으로낸해설서53)가큰관심을끈뒤54) 수많은 격암유록 해설서들이

52) 다음의책에서도해당구절을바탕으로 1924년을전후한시기로작성연대를추정하고
있다. 증산도교육원, 증산도 가사집 (서울: 대원출판, 1995), 11.

53) 신유승, 격암유록1-3 (서울: 세종출판공사, 1987).
54) 前史를살펴보자면, 격암유록은 1977년국립중앙도서관에기증되었으며(古 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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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며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격암유록은 과거 조선의 대사(大事)뿐 아니라, 

현대사, 그리고미래의일까지예언되어있는것으로소개되었고, 저자로가탁된

남사고는한국의노스트라다무스라고지칭되었을정도였다. 이렇듯큰인기를끌

었던 격암유록은 95년김하원에의해위서논란이일어났고,55) 이책을바탕으

로 PD수첩에서 ｢예언인가조작인가-격암유록의정체｣ 방영(95.9.26.)까지하게되

었다. 이런논란에도불구하고여전히 격암유록은생명력을지니고있는데, 현

재유튜브에서도 격암유록의예언을소개하고풀이하는이들의구독자가수천
에서 수만에 이르고 있다.

격암유록의형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김하원은국립중앙도서관에소장

된 격암유록의뒤에적힌필사기(“甲申年閏四月丙申日西山郡地谷面桃星里

全城后人李桃隱複寫)를보고지곡면도성리에찾아가서이도은에대해수소문을

한다. 그리고그사람이 50년대말에부천소사의신앙촌으로이사가서살고있다

는이야기를듣게된다. 그뒤직접찾아가당시 88세이용세(곧이도은)를만나게

된다. 이용세는 자신이 필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원본은 불타버렸다고 한다. 

격암유록을위작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끝내부인한다. 김하원은 합본일집
56)을 낸 조성기가 격암유록을 주도적으로 위작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다.

허진구는좀더직접적으로 격암유록의생성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 곧

그의 아버지가 격암유록을 집필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1958년 자신의 집안이

부천소사의신앙촌에들어간내력을이야기하고그가운데 ‘삼역대경’ ‘정감록’ 

‘무학비결’ 등의고서들과기독교성경및전도관에서나온 ‘오묘원리’를참고하여

같은해조성기, 한국명저대전집1: 격암유록, 삼역대경, 대순전경합본 (서울: 태종출
판사, 1977)에의해처음소개되었다. 이후 1986년정다운역, 정감록 (서울: 밀알, 
1986)에부록으로수록되었고, 유경환은 한국예언문학의신화적해석: 격암유록의
원형적탐구 (서울: 대한출판공사, 1986)으로 격암유록을해설한책을출판하였다.

55) 김하원, 위대한가짜예언서격암유록 (서울: 만다라, 1995) 이후다음의증보판을
출간하였다. 김하원, 격암유록은가짜정감록은엉터리송하비결은? (서울: 인언, 
2004).

56) 다음의책을소위 합본일집이라한다. 조성기, 한국명저대전집1: 격암유록, 삼역대
경, 대순전경 합본 (서울: 태종출판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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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암유록을편찬한것으로묘사한다. 이후허진구의부친은 1961년가을에잠적

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57)

허진구 역시 1964년 12월에 신앙촌을 나오게 된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58) 

1985년그는증산도의전단지에언급된 격암유록을접하게되고, 이것이개벽
이다까지읽게된다. 그책의참고문헌의 ‘조성기편격암유록’을찾아읽은뒤

그는원본을볼수있으리라는기대감에신앙촌으로 21년만에향하게되나, 조성

기가새로운집단을이끌고신앙촌을나왔으며행방을알수없다는이야기에낙

담하게된다. 그러나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에그책이있다는정보를접하

고도서관에가서확인하게되나아버지의필적은아니었다.59) 책뒤의필사기를

보고그는필사기의주소와인물을찾으러가나허탕을친다. 이후그는국중도

소장 격암유록에대해부친이지은 1958년입주후 1961년떠날때까지집필한

것을 원본으로 하여 이도은(이용세)이 필사본을 써서 1977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것이아닌가추측한다. 이후 격암유록이위서란점을알릴까고민하다가
자신의 집안 내력까지 밝히게 되는 점을 꺼려 결국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1998년김하원의책 위대한가짜예언서, 격암유록을접하게되고이
도은에대한부분을읽으며부친이신앙촌에서책을집필할때종종찾아와부친

에게대화를나누던사람이바로충청도말씨를쓰는이씨였다는점을떠올린다. 

그는이후이용세가부친이집필한격암유록을원본으로몇가지점을보충하여

필사하고 그것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을 거라 확신한다. 그는 다시 직접

소사의신앙촌을찾아가지만얼마전에이용세가사망했음을알게된다. 이에그

는대학교수를하는이용세의아들을찾아가이용세의사진을확인하게되고기억

속의그사람임을확인하기에이른다. 그러나그는이용세가필사한 격암유록의

57) 허진구, ｢격암유록의 실체를 밝힌다｣, 신동아 578, 2007.11월호.
58) 부친은 지병으로 1982년 사망하였다.
59) 허진구는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일부는한글과한자혼용문으로돼있었다. 내
기억으로아버지는한글은쓰지않고순한문으로만책을썼다.”(허진구, ｢격암유록의
실체를밝힌다｣, 신동아578, 2007.11월호.) 국한문혼용으로된부분은거의가사歌辭
로 되어 있기에 위의 언급은 의미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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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부친이집필한책이었다는점을물증으로확인할수는없다고말하고있다.

이렇듯 격암유록이위조된책임에방점을둔서술60)은 1990년부터 2000년대

에이르기까지, 450년전남사고가직접이모든것을예언했다고믿는이들에게

큰경종을울린점은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진위논란은한편으로비결예언서들

의 중층성, 곧 각 텍스트들 서로가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한다.

최중현은 저본에 집중하고, 그 서지학적 토론에 대해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곧김하원등의지적들이자칫하면저본들의존재를모두부정할위험성이있고, 

격암유록 전체가 편집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편집자들은타인을미혹하려한자들이아닌, 스스로가예언의진실된신봉

자들이었고, 나름의비결의최종판을펴내려고한이들이라는점을다시금강조하

고 있다.61) 

사실 격암유록과같은비결서들은그가탁된저자가실제로지은경우는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남사고, 정렴, 무학대사와 같은 이들이 소환되어 그 신빙성의

아우라를 갖추게 한다. 그렇기에 소모적인 진위 논란에 집중하기보다는 비결서

자체의중층성, 곧그비결서를형성하게된계보를추적하고저본들과의관계를

살피고나아가어떠한점을나타내고자하는점을살피는것이중요하다하겠다.

이에최중현은이용세의이야기를다시금시작한다. 위에서이용세는 격암유
록을직접위조한사람으로의심되거나(김하원), 이미집필된 격암유록을수정
증보하여필사한사람으로묘사된다(허진구). 최중현은이용세의회고62)를인용하

는데, 내용은다음과같다. 이용세는지주이영부가가져온고서를 1944년에필사

하고궤짝안에넣어두었는데, 이후초창록을보고삼재팔난을피하는방법이적

힌 격암유록을찾아땅 2만평을팔아전국방방곡곡을헤매게된다. 이러다친구

60) 위의두서술이일반적으로 격암유록의위서증거로인용된다. 허호익, ｢격암유록
의위작과한국 이단기독교의종교혼합주의｣, 한국의 이단기독교 (서울: 동연, 
2020), 128-133.

61) 최중현, 한국메시아운동사 2 (서울: 생각하는백성, 2009), 385.
62) 다음의 책에 실림. 구성모 역해, 지구 대개벽2 (서울: 주류일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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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환이 일심교(갱정유도)에 가보지 않겠냐고권유하였는데, 이용세는방문 후

돌아오지만김길환은한달을버티다 격암유록을빼가지고오게된다. 이책을

보고이용세는박태선이있는신앙촌으로향하게되었는데이사준비를하다보니

예전이영부의고서를필사한본과김길환이가져온 격암유록이한글자도틀림
없는같은책이었다. 그런데당시박태선이이책을불태우라고하여몰래 격암유
록을다시필사한뒤국립도서관에기증하였다고한다. 1944년필사본은박태선

의명에따라불타없어졌고, 김길환이가져온본은김길환작고후유품을소각하

였을때함께소각되었다. 이에따르면이용세는본래의 격암유록을필사했을
뿐이고, 스스로의 위조, 허진구 부친 집필본의 증보 등과는 관련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다시금 격암유록은어떻게만들어졌는가하는의문에빠질수밖에
없다. 최중현은유정수가지영린으로부터들었다는이야기를소개한다.63) 지영린

은갱정유도에있다나온뒤 경고(鏡古)와 기말록(其末錄)을읽고영감을받아
격암록을 지어 1944년 탈고하였고, 총독부 도서관에 기증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총독부도서관의후신인국립중앙도서관에는현재이책이소장되어있지

않으니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은 없다.

최중현은이에 격암유록의직간접적인저본에집중한다. 현재국립중앙도서

관소장 격암유록의직접적저본으로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규장각소장본)

의 ｢서언(序言)｣, 격암록(格菴錄) 펜글씨본, 산수평장(山水評章) 펜글씨본, 오
씨본(吳氏本) 내의 ｢가(歌)｣, 하락요람(河洛要覽) 내의 ｢정감록(正鑑錄)｣, 용담
유사(龍潭遺詞)의 ｢교훈가(敎訓歌)｣를들었으며,64) 간접적저본65)으로는갱정유

도의영신당계시문서,66) 성경,67) 삼역대경68)을들었다. 한편으로앞서본김길

63) 최중현, 한국메시아운동사 2, 217-218.
64) 최중현, ｢저본들과의비교에서드러나는 격암유록 편집내역｣, 한국메시아운동사

2, 355.
65) 곧 저본의 저본이 된 텍스트를 말한다.
66) 최중현, ｢격암유록에나타난갱정유도영향에연관된몇가지문제｣, 한국메시아운
동사 2, 236-259 참고.

67) 최중현, ｢격암유록의저본에보이는 ｢요한계시록｣ 흔적｣, 한국메시아운동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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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갱정유도에서반출한본등이 격암록(格菴錄) 펜글씨본의뿌리가되었을
것이며, 1970년대중반직간접적저본들이신앙촌안에서최종편집되어 1977년

국립중앙도서관에납본된것으로보고있다.69) 곧 격암유록은수많은비결서들
이다층적으로편집된결과이며, 그복잡다단성과메시지의다양성은가히특기할

만하다.

Ⅳ. 비결가사의 특성: 공공재로서의 비결

1. 신종교 공공재로서의 성격

비결가사의특징으로우선적으로들수있는것은역사적으로유명한예언가에

가탁되어 그 신빙성과 권위를 높이려 한다는 점이다. 《채지가》는 강산 이서

구70), <궁을가>는북창정렴,71) 격암유록은격암남사고72)가지었다고가탁된

280-306; ｢격암유록의 저본에 보이는 ｢이사야서｣ 흔적｣, 한국메시아운동사 2, 
280-306 참고. 

68) 최중현, ｢하락요람에보이는 삼역대경의영향｣, 한국메시아운동사 2, 328-349 
참고.

69) 최중현, ｢저본들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격암유록 편집내역｣, 384-385.
70)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키는데, 이 가운데 이서구가
남겨놓은 참서를 얻었다거나, 부안군의 백산(白山)을보고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말했다거나, 선운사 마애불의 배꼽에 신기한 비결이
들어있는데이서구가이를꺼내어보려했다거나는등의예언능력과관련한일화들이
내려온다.

71) 이인(異人)·천인(天人)·진인(眞人) 등으로호칭되며, 자신의친구에게목숨을빌려주거
나명당자리를 얻어주거나외국어로서로이야기하고새소리까지도알아들을수
있는놀라운신통력을지닌인물로그려진다. 민중들은정렴을용호대사(龍虎大師)라
부르며숭상했고, 흔히정감록으로대표되는비기도참서중하나인 ｢북창비결(北窓秘
訣)｣을 정렴이 지었다고 여겼다.

72) 그는천문･역학으로명성이높았는데관상감교수에제수되었을정도로천문에뛰어났
다. 이천문에대한조예는앞날을볼수있다는인식을심게만들었을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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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이를통해비결가사는기존비결서와동등한 ‘권위’를갖게된다. 기존비결서들

도이런 ‘예언가’들의이름에가탁되어신빙성을얻고유통되었기때문이다.74) 게

다가한문비결서들은몇몇구절만이기억에남아퍼졌지만, 국문혹은국한문의

비결가사는보다더쉽게사람들에게기억되었기에그효과가더컸을것으로보

인다. 

이들예언가들에게가탁된비결가사들은자연스레예언에초점이맞춰져있어

상대적으로그정체성이분명치않고, 따라서모든교단들이편하게자신의것으

로전유하여이용할수있다. 곧비결을모두일반적으로이용하듯, 비결가사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일종의공공재로서의성격이라하겠다. 교단의경전등은해

당교단의범위안에한정되지만, 비결가사는그공공재적성격으로인하여개방

성을띠고각각의교단에서활용되었으며, 나아가해당교단의것으로여겨지기까

지 하였다.

예컨대 <지지가>와 <궁을가>는동학교교단에서지은가사가아니나, 동학교의

경전에편입되어있으며, 《채지가》는증산교단의성격을강하게띠지만동학교

단에서도동학가사라여기며활용하고있다. 특히 격암유록의가사들은전도관
을비롯한한국개신교계신종교교단에서자신의교단및교조를예언한것이라

고 믿어지기도 한다. 창작의 주체와 상관없이 활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다르게해석되는측면을잘보여준다. 이는사실비결서일반의특성이기

도하지만, 격암유록은이러한해석의지평이기독교에까지확장되어적극적으
로활용되었다는점이중요하다.75) 곧개신교계신종교인전도관활동초창기에

격암유록이전도관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고믿어졌던것이다.76) 가사를비롯

임진왜란의 예언을 통해 뛰어난 예언가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73) <지지가>는 미상이다.
74) 이러한 점들은 해당 가사들을 ‘비결가사’로 분류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요인이다.
75) 비결이개신교계신종교에서활용된선구는일제강점기의정도교라하겠는데, 격암유
록은 보다 본격적으로 전도관에서 활용되었다.

76) 박태선은당시 6.25 전쟁이후피폐해진한국사회에서수천수만명이회집한부흥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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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격암유록의 내용들이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기존 동학, 증산 등의 소위

민족종교를 넘어 기독교계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기존 비결에 대한 비판

비결가사는이전의비기도참설을활용하는한편, 역설적이게도그설들을부정

하는모습들을보여준다. 2장에서살펴본《용담유사》에선구적으로나타난전

유77)의 모습을 비결가사가 이어받으면서도 더욱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지가>는 “利在弓弓몰라씨니너의身世可憐하다利在松松알아씨니利在家

家알기쉽고已往家松알아씨나利在弓弓읏지아리弓乙成道奇壯하다運數라

入사奇壯하고奇壯하다”라하여지나간 ‘이재궁궁’, ‘이재송송’의이치를알

았더라도다가올시운에대해서는소용없는데, 이제살아날수있는방도인 ‘이재

궁궁’이바로자신의교단에들어오는것임을강조하고있다. 곧 ‘이재송송’, ‘이재

가가’의지난비기도참에대해사람들을지니고있는믿음을활용, 확장, 연장하여

역시비결서의용어인 ‘이재궁궁’을전유, 동학교단으로포교하고있는모습이라

할 수 있다. 

《채지가》에는 “믿지마라믿지마라선천비결믿지마라선천비결믿다가는귀

지허사 되리로다(<초당의 봄꿈>)”하여 비결서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됨을 역시

경고하여 기존의 정감록을 비롯한 비결서들을 부정하고 있다.

<궁을가>에는 ”비산비야(非山非野) 하처(何處)런고 비천비지(非天非地) 성신

(星辰)이라 ... 인구유토(人口有土) 다알손야 수신수도(修身修道) 안질좌자(坐字) 

방방곡곡에서열며사람들의큰관심을받고있었다. 비결서의해석자들은자연스럽게
전도관에 초점을 맞추어 격암유록의 구절들을 해석하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책 발간 등을 통해 박태선이 비결서에서 말하는 구원자라는 점을 말한다. 다음의
책참조. 서만원, 박태선장로님께서는천상천하의하나님이시다  (인천: 미래문화사, 
1987).

77)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괴이한동국참서추켜들고하는말이이거임진왜란
때는이재송송하여있고가산정주서적때는이재가가하였더니…우리도이세상에
이재궁궁 하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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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반사유(落盤四乳) 뉘알손야인의예지(仁義禮智) 적선가(積善家)라“ 등으로기존

비결서구절들을동원하여수신수도, 인의예지등의도덕의차원으로끌어들이고

있다. 기존의비기도참들은앞으로의환난의때와그를피할십승지등의장소를

알려주나종교적, 도덕적차원에대한언급이 전무하였는데, 이들비결가사들은

비기도참등의풍부한상징자원을전유하여새로운차원으로전이시키고있는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격암유록 내가사들은 “철통(鐵桶)갓치잠긴십승(十勝) 무수신명

(無數神明) 방어(防禦)하니 감불생심(敢不生心) 엇지들가 운무병풍(雲霧屛風) 가

리우고 운제옥경(雲梯玉京) 왕래(往來)하니 시왈선경(是曰仙境) 십승(十勝)인가

선천비결(先天秘訣) 독신(獨信)마쇼 천장지비(天藏地秘) 정도령(鄭道令)은 세인

(世人)마다 다알소냐(<格菴歌辭>)”, “선천비결(先天秘訣) 독신(篤信)마소 정첨지

(鄭僉只)는 허첨지(虛僉只)세 천하이기(天下理氣) 변운법(變運法)이 해인조화(海

印造化) 다잇다네지리제산(地理諸山) 십처(十處)에도천리십승(天理十勝) 될수잇

고 천리궁궁(天理弓弓) 원승지(元勝地)도 인심악화(人心惡化) 무용(無用)으로 궁

을복지(弓乙福地) 일처(一處)인가호운(好運)이면다승지(多勝地)라(<歌辭總論>)”

라하여역시선천비결만다만믿지말것을경고하고정도령(진인)에대한암시를

주고 있다. 기존 비결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는 1921년 개벽지에조선에서민중들에게가장많
은영향을주는경전이곧정감록이라하며일정부분이상정감록의예언에대한

믿음을갖고있는자가 30세이상의사람들거의전부라고까지강조한바있다.78) 

이는단순한과장이라보기어렵다. 그리고이정감록에대한관심은 1923년, 호소

78) 魯啞(이광수), ｢八字說을 基礎로 한 朝鮮民族의 人生觀｣, 개벽14, 1921.8.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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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지메(細井肇)의 鄭鑑錄을비롯한수종의정감록이공간(公刊)됨으로인해

더욱커졌고, 1924년보천교등의갑자년천자등극설도그러한관심을증폭시켰다. 

이러한상황하에서비결에대한비판의식도커져갔다. 여러신문잡지에서정감록

을미신이라하여그에대해비판하였는데79) 비결가사역시비결에대해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고는특정가사들을 ‘비결가사’로명명·범주화하고, 그작성연대에대한추정

과전개과정을살폈다. 한편으로비결에서비결가사로의전환에있어동학이끼친

영향을보고, 비결가사의특징들을살펴보았다. 본연구는정감록에대한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작금에, 정감록등의비결문화가신종교와어떻게만났으며, 어

떻게전개되어갔는지에대해일단의모습을보였다. 비결가사의연구는이제시

작단계이며, 폭넓은자료들이남아있다. 이후여기서다루지못한비결가사에대

한개별적연구를진행함과동시에, 정감록등의전근대비결문화가비결가사를

비롯하여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정감록(鄭鑑錄), 비결가사(秘訣歌辭), 궁을가(弓乙歌), 채지가(採芝歌), 지

지가(知止歌), 격암유록(格菴遺錄)

원고접수일: 2021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21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7일

79) 조선일보의 ｢豫言人의慧｣(1920.7.28), ｢鷄龍山의新都｣(1921.5.6.), ｢훔치敎徒에게｣
(1925.2.7.) 등 여러 많은 기사에서 정감록을 미신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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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Divinatory Prose-poetry
: Transition and Development from Chŏng’s Predictions to Divinatory 

Prose-poetry

Park, Byoung Hoon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see how thoughts of Chŏng’s Predictions (鄭鑑錄) changes to 

divinatory prose-poetry (秘訣歌辭). The opportunity for this transformation was 

achieved through Eastern Learning (東學), and the thoughts of Chŏng’s Predictions are 

critically accepted and transformed and developed into the divinatory prose-poetry. Like 

the Chŏng’s Predictions, the divinatory prose-poetry is the prose-poetry that informs 

the time of danger in the future and suggests ways to get out of that danger. Divinatory 

prose-poetry sugges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secret phrases or secret 

words hidden in the existing Chŏng’s Predictions. The theme and content of the 

divinatory prose-poetr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ecrets of the existing Chŏng’s 

Predictions. While accepting the prophetic signifier that is familiar and important to 

the popular audience, it goes through a process of appropriation that converts the 

signified into the content of the new religion. The divinatory poetry accepts and subverts 

the thought of Chŏng’s Predictions. The subject is the following divinatory prose-poetry: 

The Song of Kung-ŭl (弓乙歌), The Song of Gathering Medicinal Herbs (採芝歌), The 

Song of knowing to stop (知止歌), prose-poetry in Kyŏgamyurok (格菴遺錄). This thesis 

aims to estimate the writing date of these prose-poetry and investigate the transition 

and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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