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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1

종교 자료로서의 심문 기록:
??
추국 문서와 조선후기 종교사
? ? ?
한 승 훈

Ⅰ. “원혼들의 통곡소리”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문헌 자료들이 유적 속에서 발굴되거나, 때로
는 경매시장에서 발견되어 연구자의 손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중죄인
심문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문서들은 먼지가 쌓인 문서고 속에서 방치
되어 있다가 1970년대 초에야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대학원생이던 역
사학자 정석종은 정창렬, 신용하 등과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의 규장각 도서 분류
및 해제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331책의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정창렬 교수였
다.
거대한 조선시대의 국사범 공초자료를 앞에 두고 우리 세 사람은 그 엄청난
분량에 놀라고 이제까지 그것이 어떠한 책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
었으며 331책의 목록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다.
8월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남북회담의 열기가 온 장안을 뒤덮고 있는 가운
데 우리 세 사람은 찜통같이 더운 양철지붕의 중앙도서관 서고 속에서 콜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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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옆에 놓고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 일차적으로 목록 작성에 나셨다.”1)

이렇게 해서 발견된 “추안급국안”은 단일한 기록물이 아니라, 임진전쟁 이후
인 1601년부터 의금부가 폐지된 갑오개혁 이전까지 작성된 범죄 사건 기록들의
집합이었다.2) 그것은 지방 관아나 포도청의 관할을 넘어서는 정치 사건이나 중대
범죄에 대한 기록들로, 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서는 간략하게 요약된 죄인들의
진술을 구술한 내용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어떤 학자의 손도 거치지 않
은 새로운 기록들이 대량으로 쏟아졌으니 연구자로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 당시의 심정에 대해 정석종은 “저녁 10시가 넘는 시각까지 「추안급국안」을
열람하면서 전인미답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의 감동과 기쁨은 지금도 가
슴을 뜨겁게 한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자료
는 바로 ‘미륵신앙’과 관련된 변란 사건 기록들이었다.

조선후기 ‘미륵신앙’을 확인케 하여준 「역적 여환(呂還) 등 추안」이나 장길산의
존재를 확인케 해주고 그의 활동과 산간의 미륵신앙자 승려들과의 결합에 의
한 정권탈취 기도사건을 알려주는 「이영창(李榮昌) 등 추안」은 특히 기억에 남
는 사료들이었다.3)

300건이 넘는 사건 기록 속에서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미륵

1) 정석종, 〈『장길산』의 재료가 된 「추안급국안」과 정약용의 「경세유표」〉, 《역사비평》 18, 역사문제연구소, 1992, 216쪽.
2)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학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추안급국안”이라는 명칭 대신 “추국 문서”라는 일반 범주를 주로 사용하겠다.
여기에는 규장각본 《추안급국안》에 편집된 331책 이외에, 승정원에서 작성된 《추국일기》, 《승정원일기》과 왕조실록에 인용된 문서 파
편, 그리고 포도청 및 각 감영에서 작성된 유사한 형식의 심문자료들이 포함된다.
3) 정석종, 앞의 글, 216-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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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이었다는 사실에는 시사점이 있다. 이것은 당시 그를 포함한 진보적 지식인
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전근대 민중사상’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었다. 일
례로 1970년대 당시 서남동은 자신의 민중신학 구상을 성서 및 기독교 역사의 저
항적 전통과 한국 민중전통이라는 “두 이야기의 합류”로 규정하였다. 그는 한국 민
중전통의 범주로 탈춤, 판소리 등의 예술양식과 함께 “늘 눌린 자들의 갈망으로 받
아들여지고, 지배체제로부터 이단시되고 박멸”된 “미륵신앙”을 들고 있다.4) 물론
이런 평가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의 몇몇 민간종교결사운동의 사
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미륵신앙은 공식적인 불교전통의 스펙트럼 안에 있었다.
기복적인 ‘마을미륵’ 신앙 또한 지배 엘리트의 경멸이나 무시를 받았을지언정 “이
단시되고 박멸”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미륵신앙을 내세운 전근대
반란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 것은 이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국 문서에 대한 연구는 전근대 피억압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인식되었다. 이런 정서는 자신의 투병 중의 심경을 회고한 정석
종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년여의 투병기간 중 필자는 수없이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다가와서 기다리
고 있는 환상에 몸을 떨었고 우리 역사의 긴 행정 속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수
많은 원혼들의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원혼들에게 나의 목숨을 이어주기
를 간청하였다. 그것은 그들과의 약속이었다. 다시 목숨을 이어준다면 그들의
원혼을 달래줄 민중사의 역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애원하였다. 병
마의 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희원 때문이었을 것이다.5)

4)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NCC 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2, 267-271쪽. 서남동의 이와 같은 미륵
신앙 이해는 당시 민중신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시인 고은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고은, 〈미륵신앙과 민중〉,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9 봄호.
5) 정석종, 앞의 글,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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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국 문서에 대한 연구는 첫째로 민중사적 지향 속에서 전근대 ‘민중
운동’의 전거를 탐색하려는 의도, 둘째로 그런 운동의 근저에 있는 ‘민중사상’의 실
체를 밝히려는 지향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원혼들
의 통곡소리”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당시에는
‘미륵신앙’만이 아니라 ‘정감록 사상’으로 통칭되는 도참신앙 또한 중요한 검토 대
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신종교운동의 핵심적인 사상인 ‘후천개벽’ 개념이
전근대 민중사상과 어떤 연속성과 단절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다.6)
그러나 추국 문서에 대한 연구는 당대 지식인들의 이런 기대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석종이 연구한 두 사례 가운데 여환 사건(1688)은
명백히 미륵신앙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다른 한 사례(이영창 사건)에서는 미륵이 전
혀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미륵신
앙자들의 봉기로 가정된 것뿐이었다.7) 그 외의 사건 자료에서 미륵신앙자들의 활
동이 포착되어 연구된 것은 정석종의 연구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8) 도참신앙 연구에 추국 문서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도 21세
기 이후의 일이다.9) 추국 문서에 나타나 있는 조선인들의 종말론적 믿음이 후대의
개벽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초보단계다.10)
이처럼 추국 문서는 전근대 ‘민중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
여주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종교 연구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
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이들 자료의 번역과 디지털화가 최근에 와서
6) 이상의 세 범주를 함께 다룬 사례로 다음을 참조. 우윤,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
비평》 2, 역사문제연구소, 1988.
7) 이 아이디어는 당시 정석종의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장길산》을 쓴 황석영에게 채용되었다.
8) 고성훈, 〈정조년간 삼수부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사학연구》 90, 한국사학회, 2008.
9) 백승종,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2006.;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 上, 下, 북코리아, 2016.
10) 한승훈, 〈개벽(開闢)과 개벽(改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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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근대 한국종교 연구의 한정된 인력으로서는 접근이 곤란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이 자료들을
종교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것이
다. 이 기록들은 어디까지나 행정 문서이며, 경전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
단 종교 자료와는 다르다. 따라서 추국 문서가 종교학의 연구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선택을 통한 범주화가 필수적이다. 조너선 스미스의 표현을 빌
리자면 “어떤 자료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종교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근본
문제에 관한 사례로서 쓰일 경우일 뿐이다.”11)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종교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적어
도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추국 문서는 어떤 성격의 자료
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둘째,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을 어떤 태도로 읽는
것이 유용할 것인가? ‘변호사’가 되어 ‘피고인’들을 대변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관’
이 되어 실제 일어난 사실을 재구성할 것인가? 혹은 이와는 다른 태도가 가능할
것인가? 셋째, 실제 추국 문서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종교사적 주제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상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Ⅱ. 이단자와 반역자
조선후기 추국 문서를 종교사 연구의 자료로 다루는 데 있어 참고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델은 아마도 유럽의 이단심문소(Inquisition) 문서들과 그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중세 후기인 13세기 중반에 제도화된 이단심문소는 이단(heresy) 종파들
11)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종교 상상하기: 바빌
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장석만 옮김,  청년사, 2013,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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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민중·민속 문화의 이교(pagan) 신앙 또한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관을 통해 천년왕국적 신앙을 유포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요술(妖術, witchcraft)
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목된 요술사(witch)들이 화형에 처해졌다.12) 그러나 초기 연
구자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교의와 심문관들의 편견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이단
심문 문서를 당대의 종교현상 자체를 다루기 위한 자료로 삼는 것에 반감을 가지
고 있었다.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마녀재판’이란 유도신문과 고문을 통해 《말
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maleficarum)》과 같은 ‘악마학’ 서적에 정리된, 교리적
으로 정형화된 요술 이미지에 피의자들의 진술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는 비판이 대표적이다.13) 이런 관점에 도전한 것이 바로 카를로 긴즈부르그(Carlo
Ginzburg)에 의한 전환이었다. 그는 “재판관의 심문에 깔려 있는 선입관과 피의자

들의 실제 증언 사이의 간격 또는 불일치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민중신앙
의 기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과감한 시각에서 이단심문 자료를 다루었다.14)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언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만들어준다
는 것이다. 이단 심문소의 공증인들이 증언을 프리울리 방언에서 이탈리아어
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 농민들의 목소리가 아무 장애물 없이 우
리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언이 으레
그렇듯 이질적인, 따라서 필연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신상태의 소유자를 통해

12) ‘witchcraft’ 및 ‘witch’의 번역에 대한 합의는 종교학에서도 역사학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법’, ‘마
술’ 등은 ‘magic’, ‘sorcery’ 등의 유사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더욱 널리 이용되는 ‘마녀’라는 용어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지만
명백히 존재한 남성 witch들을 포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악마술’이라는 개념도 고려가 가능하지만, witchcraft가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획득한 능력이라는 규정 자체가 후술할 악마학의 전제이므로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의미나 용례에 있어
유사한 ‘요술(妖術)’과 ‘사술(邪術)’인데, 일본의 문화인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witchcraft’, 후자를 ‘sorcery’의 번역어로 사용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번역 전통을 존중하되, 이후의 더 나은 제안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13) C
 arlo Ginzburg, I benandanti. Ricerche sulla stregoneria e sui culti agrari tra Cinquecento e Seicento, Torino: Einaudi, 1966; 《마녀와 베난단
티의 밤의 전투: 16세기와 17세기의 마법과 농경의식》, 조한욱 옮김, 길, 2004. 19-20쪽.
14) 위의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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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지는 경로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5)

우리의 논의 대상인 조선후기 추국 문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언어의 문제다. 추국 문서의 진술 자료는
당시의 한국어로 이루어진 피의자의 구두진술을 의금부 관리인 문사낭청(問事郎
廳)이 이두식 토를 단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기록과 동시에 번역이 이루어진

셈인데, 당시 한국어와 한문의 차이가 “프리울리 방언과 이탈리아어”의 차이보다
컸음은 명백하다.
둘째는 기록 형식의 문제다. 긴즈부르그가 다룬 이단심문 문서는 심문관의 질
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재판
관의 심문에 깔려 있는 선입관과 피의자들의 실제 증언 사이의 간격 또는 불일치”
를 파악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심문관이 이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도신
문’을 할 때마다 피의자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엉
뚱한 답변을 한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성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민속적’ 언어
를 구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치 ‘민족지학자’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추국
문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것은 문서 형식이 정형화된 18세기 중
반 이후의 이야기다. 이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일단 정리와 편집
을 거친 후에 한꺼번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17세기 추국 문서에서 엘리트 문화와
민중문화 사이의 “간격 또는 불일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외적으로 문답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피의자 사이의 대질신문에 한정된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제외한다면, 유라시아 대륙 양편에서 작성된 두 문서들의
형식은 대단히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15) 위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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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문소와 추국청이 다루는 ‘범죄’의 성격에 있다. 이단심문소의 경우, 교회의 교
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비규범적인 발언이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추국 문서에서 종교적 담론이나 실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대역(大
逆)’이나 ‘범상난언(犯上亂言)’에 해당할 때뿐이었다. 물론 조선시대에 법률서로 이

용된 《대명률》에는 “참위(讖緯), 요서(妖書), 요언(妖言)”을 금지함으로써 비규범적
인 교의나 실천의 발생과 유포를 저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이단적’
인 교의의 전파 자체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요서’나
‘요언’에 반역을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이다.16)
한편 직접적으로 민간의 종교결사나 비공식적인 집단 의례를 금지하는 조항 또한
있었다. 이는 종교적 집단들이 군사 세력화하여 반왕조 운동의 구심점이 된 원말
명초 이후의 상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17) 그러나 조선에서 이런 금제가 실제
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드물다. 무당이나 마을 공동체에 의한 일상적인 의례활동
조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현실성이 없었고, 예로부터 이루어져 온
정기적인 의례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거의 없기도 했다. 이
단, 좌도, 음사 등에 대한 규범적 비난은 유교적 엘리트들의 언어에서 널리 나타나
지만, 그에 대한 실제 처벌은 왕조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
우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추국문서에 기록될 만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종교적 실천에는 구체

16) “참위, 요서, 요언을 만들거나 이것을 전파하고 사용하여 무리를 미혹한 자는 모두 참한다. 만약 개인이 요서를 몰래 소장하고 있으면
서 관에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장 일백, 도 삼 년에 처한다.” 《大明律講解》 권18, 「刑律」, 造妖書妖言.
17) “사무(師巫)가 거짓으로 사신(邪神)이 내렸다고 하며 부적을 그려 주수(呪水)를 사용하거나, 부란도성(扶鸞禱聖)하거나, 스스로 단공(端
公), 태보(大保), 사파(師婆)라고 칭하거나, 망령되이 미륵불(彌勒佛), 백련사(白蓮社), 명존교(明尊敎), 백운종(白雲宗) 등을 칭하는 모임
을 가져 일체의 좌도이단(左道異端)의 술수를 부리거나, 또는 그림을 숨기고 향을 태우며 밤에 무리를 모아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
어지고, 선한 일을 닦는 체 하면서 인민을 선동하고 유혹한다면, 주모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추종자는 각각 장(杖) 백 대를 때리고
삼천 리 유배 보낸다.” 《大明律》 권11, 「禮律」, 祭祀, 禁止師巫邪術. 한편 이 조항은 조선에서 사용된 《대명률직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안’되었다. “박사(博士)와 무녀(巫女), 화랑(花郞)등이 요사한 신을 의지하여 부적을 베껴 쓰거나, 미륵과 제석이 내려왔다고 망령되
이 칭하거나, 향도(香徒), 일체의 사도(邪道), 정법을 어지럽히는 술수 및 도상을 숨기거나,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며 선한 일을
닦는 것처럼 꾸며 인민을 현혹하면, 주모자는 목 졸라 죽이고, 추종자들은 각각 장 백 대를 때리고 멀리 유배 보낸다.”  《大明律直解》
권11, 「禮律」 祭祀, 禁止師巫邪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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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민중운동사 연구에서 ‘민란’과 구분하여
‘변란’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폭넓게 포함된다. 민란과 변란의 구분은 연구자들마
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지적인 지방권력이 아닌 국가나 왕조에 대
한 저항이라는 점, “민중사상 내지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투쟁이라는 점
이 지적된다.18) 17세기 이래의 변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종교현상들에
는 ‘진인’, ‘성인’, ‘생불’ 등을 내세우는 모종의 메시아니즘, 왕조의 멸망과 그에 따
른 묵시적 재앙을 예언하는 참서(讖書)나 참언(讖言)의 이용, 반란의 성공여부를 예
측하거나, 조직의 연대 및 참여자의 포섭을 도모하거나, 때로는 역모 자체의 필수
적인 과정이라 여겨진 다양한 술수와 의례의 사용 등이 있다.
이들 요소들은 개별 사례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발견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패턴 또한 존재한다. 이런 ‘변란의 종교적 구조’는 각 사건의 행위자가 공유하
고 있는 역사적 조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재료’들이 반란이라는 특별
한 상황 속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제임스 C. 스콧
이 말한 것처럼 “반란의 인지 구조는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훨
씬 전에 이미 곳곳에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었다.”19) ‘반역자들’에 의해 변란 상황에
서 일어나는 종교문화의 변형과 재구성이야말로 종교학자가 추국 자료에서 포착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Ⅲ. 변호사, 수사관, 인류학자

18) 고
 성훈,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115쪽.; 배항섭,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
學農民戰爭의 勃發》, 경인문화사, 2002, 114쪽.
19) James 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6;
《농민의 도덕경제》, 김춘동 옮김, 아카넷, 2004,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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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독특한 성격의 자료에 연구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역사에서 망각된 변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대변하는, 말
하자면 ‘변호사’와 같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는 연구자는 다
소간은 연구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에게 공감적인, 적어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김탁은 다음과 같이 썼다.

역사의 무대에서 ‘실패한 패배자’, ‘비운의 야심가’, ‘꿈을 이루지 못한 혁명가’
로 자리매김하는 변란의 주모자들은 좌절하고 이루지 못하고 잊혀졌던 만큼
의 ‘그들만의 역사’를 지금껏 전하고 있다. 그 조그마한 조각들을 모으고 붙여
일련의 체계적인 사상으로 정리하려는 작업은 공식적인 역사의 무대에서는
늘 잊혀지고 지워지고 천시받았던 민중의 사상에 대한 연구이다.20)

서발턴(subaltern), 즉 자신의 언어를 빼앗긴 주변부의 피지배 종속계층의 목
소리를 공식 자료의 파편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은 분명 추국 문서 연구에서도 대
전제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의 피의자들이 언제나 진실이나 진심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고발자나 증인들, 그리고 추국관
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목된 혐의를 피하거나, 공을 과
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추국 기
록과 같은 재판 문서에 통상적인 ‘사료 비판’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요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것이 ‘수사관’
의 태도이다. 이는 모순되는 진술들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려는 태도
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접근을 말한다.

20)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 上, 북코리아, 2016,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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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상대로 범죄수사 기법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가
는 일견 수사관과 같다. 수사관이든 역사가이든 그들은 파편으로 존재하는 모
든 단서를 현미경을 들이대며 검토해야 하고 사건에 도사린 음험한 분위기에
서 풍겨나오는 냄새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역사가의 탐구 활동은
현실의 수사관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수사관은
범인을 가려내 그의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하는 데 주력하지만 역사가는 과
거의 진실에만 매달린다는 점이다.21)

이것은 방법론적으로는 정당한 주장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일반적
인 전근대 사법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추국에서는 사실증거보다는 관련자들
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추가적인 증거
나 증언 없이 이미 완결된 사건 자료에 남아 있는 진술 기록만으로 사실관계를 다
시 파악해야 한다. 이런 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문경득은 현대 법학의 ‘사실인정 방
법론’을 추국 자료의 사료비판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진술을 보강하
는 증거의 존재 유무’, ‘진술자의 위치와 기회 및 능력’, ‘진술의 시기’, ‘진술의 일관
성’ 등의 기준을 통해 허위진술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이것은
각 변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지만, 법
정증거주의에 기반을 둔 이런 현대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허위진술로 의심되어
배제되는 증언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당시 유죄의 판단은 피
의자의 자백에 의해 확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합법적인 신체적 고문인 형신
(刑訊)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법

21) 백승종,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2006, 8-9쪽.
22) 문경득. 〈조선 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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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의 큰 차이다. 더구나 형신 과정에서 피의자가 물고된 경우 사건은 미제 상태
로 마무리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연구자는 당대에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
을 상상과 추론을 통해 재구성해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종교사적 접근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그
렇게까지 결정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변란은 대부분 실질적인 무
력봉기의 단계로 발전하기보다는 모의 단계에서 적발되어 처벌되었다. 이 경우,
종교학자의 일차적인 관심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사건 관련
자들이 공유한 공상적인 봉기 계획이나 유언비어 속에 당대인들의 종교적 상상력
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진
술은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종교사적으로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거짓말’을 구성
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오히려 당대인의 종교적 상상력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
다. 만약 역사적 종교연구에 다른 분과학문과 구분되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 있다
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종교적 사실’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긴즈부르그가 제안하는 ‘인류학자’의 유비이다.
“(…) 세속 및 교회 법원의 재판 기록들은 수백 년 전에 수행된 현지조사를 기록하
고 있는 인류학자들의 수첩에 비교될 수 있다. 심문관과 인류학자 사이만이 아니
라 피고인과 ‘원주민’ 사이에 이 유비를 적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23) 인
류학자가 관찰하여 기록한 민족지는 객관적인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관찰자의 선
입견과 목적에 따라 구성된 사실이다. 자기 문화에 대한 ‘원주민’들의 증언 또한 해
당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서술이라기보다는 해당 집단 내에서의 각자의 위치와 상
황이 반영된 정보다.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의 말대로 “그는 다른 원주민들

23) C
 arlo Ginzburg, Miti, emblemi, spie: morfologia e storia, Torino: Einaudi, 1986.; Clues, Myths, and the Historical Method, trans. by John
and Anne C. Tedeschi,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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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주민의 해석을 해석해야만 한다.”24) 무엇보다 인류
학자의 노트는 연구하는 자와 연구되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간문화적 대화의 산
물이다. 인류학자와 원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엘리트문화에
속한 추국관과 그와는 구분되는 민중문화에 속한 피의자들 사이에도 존재했다. 추
국 문서는 변란 참여자들의 구어로부터 한문으로의 언어적 번역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번역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그 ‘번역’은 인류학자의 경우보다는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 유비에서 추국 자료를 다루는 종교학자의 역할은 인류학자들이 민족지들
을 비교작업의 재료로 삼는 경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부각
되는 것은 개별 진술이나 사건의 수집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브루스 링컨은 비교방법론에 대한 최근의 저서 《사과들과 오렌지들(Apples
and Oranges)》에서 이단심문 자료에 대한 긴즈부르그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을

각각 그가 제안하는 ‘약한 비교’와 ‘강한 비교’의 전형적인 사례로 다루고 있다. 긴
즈부르그는 흔히 ‘미시사(micro-history)’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1980
년대의 저작들에서는 오히려 ‘거시사(macro-history)’라고 불러야 마땅할 경향들
도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그는 초기 저작들에서 이단심문 자료들을 통해 연구한
16~7세기 유럽의 농경문화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유라시아 샤머니즘’이라는 거
대한 문화의 일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25) 이런 과감하지만 아마추어적인 시도는
종교학자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과거에 답습했던 실
수이기도 하다.
피억압자나 저항주체의 문화에서 민중적, 민족적, 나아가 고대적인 것을 발

24) Robert Darnton,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84; 《고양이 대학살: 프
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조한욱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6, 16쪽.
25) B
 ruce Lincoln, Apples and Oranges: Explorations In, On, and With Compari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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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려고 하는 낭만적 경향은 추국 문서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이것은 민중·민속문화에 대한 정태적인 인식의 산물이다. 계승과 논쟁, 혁신
이 반복되는 엘리트문화의 ‘사상사’와는 달리 민중문화는 고대로부터 현대의 민속
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으리라는 전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심문 기
록은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증을 제공한다. 그것
은 지배체제에 포착된 민중문화의 한 순간이며, 특수한 조건 속에서 그 문화는 대
단히 다양한 변형으로 발현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두 절에서는 조선후기의 두 사건을 예로 실제 추국 문서에 대한 종
교학적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기로 하겠다. 필자가 아
는 한, 두 사건은 모두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사건은 모두 당대에 거짓 고변으로 밝혀진, ‘날조된’ 역모 사
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문서를 인류학적 자료처럼 다루며 적절한 비교 자
료와 함께 고려할 경우, 이 사건들은 조선시대 종교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시
각을 제공해 준다.

Ⅳ. 삼성혈의 저주문서
1687년, 제주도의 유배객인 양우철(梁禹轍)은 자신이 삼성혈(三姓穴)에서 흉
서(凶書)를 발견했다고 제주목사에게 신고하였다. 그것은 제주목의 관리 김응길(金
應吉)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삼성혈의 신령에게 고하는 기원문의 형식이었

다.

삼신(三神)께서 제주 땅에 오시어 스스로 한 나라를 이루었고 왕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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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상이 말세가 되고 토착민들은 용기가 없어 조선을 섬기게 되었습니
다. 조선의 왕은 악하고 대대로 포학한 정치를 하여 제주 사람들에게 해를 끼
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맡은 관원의 악함은 그 임금보다 심하여 백성은 괴
로워하고 괴로워하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합니다.26)

이어지는 글에서 화자는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반란 모의에 장애가 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것
은 장수로서의 기량이 뛰어난 제주목사와 다름 아닌 이 문서의 발견자 양우철이었
다. 이 글에서 양우철은 “문장이 뛰어난 재사(才士)이며 천상(天上)의 일까지 알 수
있다”고 묘사된다. 화자는 신령들을 향해 목사와 양우철, 그리고 조선의 왕을 저주
하기 시작한다.

저는 마침내 귀신을 섬기어 귀신께서 목사와 양우철을 죽인 후에 거사를 하려
고 하니, 밝으신 신령께서는 빨리 목사와 양우철을 빨리 죽여주시고 또 조선
왕을 빨리 죽게 하시어 저의 후환이 사라지게 하옵소서.27)

문서는 이어서 반란에 참여하기로 모의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장수와
복을 축원한다. 또한 구체적인 모반 계획 또한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정씨가 이씨
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서에 따라 정씨 성을 가진 유배객과 함께 청나라로 건너
가 조선이 청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 고발을 해,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을 멸
망시키게 하겠다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예의 제주목사와 양우철이 두려워 이 계

26) 《梁禹轍推案》 (1687년 5월 2일) 梁禹轍兇書, “三神之以來濟州地, 自爲一國, 而有王是白如乎, 時世末世, 土人無勇是乎等以, 因爲朝
鮮仰屬. 朝鮮君惡, 代代以暴虐之政, 害濟州之人■不喩, 坐政官員之惡, 甚於其君, 百姓苦苦, 欲死欲死.”  
27) 《梁禹轍推案》 (1687년 5월 2일) 梁禹轍兇書. “矣身遂欲事鬼神, 鬼神之殺牧使及梁禹轍, 而後擧事是白去乎, 明神敎是, 速殺牧使及梁
禹轍, 而又使朝鮮王速死, 以去吾之後患爲白只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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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니, 두 사람을 우선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다.28) 끔찍하게도 문서를 끝까지 펼치자 “종이 끝에 사람 형상이 세 군데 그려져
있고 모두 대꼬챙이가 가슴에 해당하는 곳을 가로지르며 꽂혀 있었다.”29) 이것은
명백히 글에서 언급된 세 사람(양우철, 제주목사, 조선왕)에게 해를 끼치려는 주술로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래지 않아 흉서의 발견자인 양우철 자신에 의한 조작으로
판단되었다. 흉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김응길과 양우철 사이의 원한관계가 밝혀진
데다가, 흉서의 발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무엇보다 양우철
의 집에서 《비기대총(秘記大摠)》이라는 수상한 예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씨에 이어 나라를 차지할 자가 정씨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서에
서 언급된 ‘예언서’와 일치하였다. 《비기대총》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첫 부분은 과거와 미래의 왕조들의 역년(歷年)을 예언한 것이었다.

신라 김씨는 37명의 왕 뒤에 왕씨에게 망한다. 왕씨는 나라가 있은 지 오백여
년 후에 이씨에게 망한다. 이씨는 나라가 있은 지 삼백여 년 후에 정씨에게 망
한다. 정씨는 나라가 있은 지 이백여 년 후에 조씨에게 망한다. 조씨는 나라가
있은 지 백년도 되지 않아 위씨에게 망한다. 이때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림(鷄林)에 도읍하고, 하나는 완산(完山)에 도읍하며, 하나는 송악
(松岳)에 도읍하고, 하나는 평양(平壤)에 도읍한다. 계림의 성(姓)은 박(朴)씨이

고, 완산의 성은 탁(卓)씨이고, 송악의 성은 위(魏)씨이며, 평양의 성은 기(奇)
씨이다.30)

28) 다소 모순적이게도, 추대할 대상은 정씨이지만 문서 말미에서는 화자인 김응길의 두 아들 가운데 태자(太子)를 고르려 한다며 두 사람
을 축복하고 있다.
29) 《梁禹轍推案》, 同日(1687년 5월 2일)  罪人業武李尙馥年三十, “展盡其紙, 則於紙末, 人形所畫三處. 皆以竹簽, 橫揷於當胷處.”
30) 《梁禹轍推案》, (1687년 5월 2일) 梁禹轍私記小冊中秘記大摠, “新羅金氏三十七王後, 亡於王氏. 王氏有國五百餘年後, 亡於李氏. 李氏

202_종교문화비평 37

두 번째 부분에는 각 왕조가 멸망할 즈음 등장해 공을 세울 인물들이 예언되
어 있다. 이를테면, 고려 말에는 정씨 성의 문인과 최씨 성의 무인[鄭姓文人, 崔姓
武人], 즉 정몽주와 최영이 등장한 것처럼, 조선이 망할 때에는 “양씨 성의 선비와
이씨 성의 무관[梁姓士人, 李姓武官]”이 등장하리라는 것이었다. 이 또한 양우철
과 당시 제주목사 이상전(李尙)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부
분에서는 중조산(中條山) 아래에 수성(水姓)의 이인(異人)이 나와 조선에 공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중조산은 양우철의 고향은 능주(綾州)에 있는 산이었
다. 마지막 부분은 탐라(제주도)에 대한 예언으로, ‘탐라귀인(耽羅貫人)’이 제주에 귀
양을 왔다가 나라에 공을 세워 “제갈량(諸葛亮)이나 배도(裵度)”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31)
이상과 같은 정황 때문에 추국청은 삼성혈의 흉서만이 아니라 《비기대총》이
라는 예언서도 양우철이 쓴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러나 양우철은 그 글이 고향인
능주에 있을 때 어느 승려에게 얻은 것이며, 예언서는 “위로는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사서(士庶)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자신만 처벌하려 하는 것
이냐고 항변하였다.32) 흉서가 양우철에 의해 조작된 것임은 분명해 보였으나, 그
가 이 흉서와 예언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무엇
보다 양우철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다. 결국 양우철이
압슬(壓膝)과 매질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서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말았
다. 흥미롭게도 국왕 숙종은 흉서 자체는 증거물로 남겨놓았지만, 저주 인형이 그
려진 부분은 불태울 것을 명했다.

有國三百餘年後, 亡於鄭氏. 鄭氏有國二百餘年後, 亡於曺氏. 曺氏有國未百年, 亡於魏氏, 是時國分爲四, 一都鷄林, 一都完山, 一都松
岳, 一都平壤. 鷄林姓朴, 完山姓卓, 松岳姓魏, 平壤姓奇.”
31) 국역본의 번역자 김우철은 ‘탐라귀인’이란 제주를 본관으로 하는 양우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우철 역주, 《추안급국안》
28, 흐름, 2014, 58.
32) 《梁禹轍推案》, 同日(1687년 5월 2일) 罪人梁禹轍更推; (1687년 5월 5일) 書納再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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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양우철 사건의 전말이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수사관’이라도 이 기록
만으로는 실제로 괴문서들을 작성한 것이 양우철이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가 궁
극적으로 계획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공감
적인 ‘변호사’라도 이런 기록으로는 양우철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민의 저항의식’
같은 것을 발견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학자’라면 이 자료로부터 당대
의 종교현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저주문서의 기원 대상이 삼성혈의 세 신령, 즉 제주의 시조인 ‘삼을나
(三乙那)’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들은 제주 토착민[土人]들의 신으로, ‘조선의 왕’

이나 왕이 파견한 지방관과는 대립되는 신격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당대 제주인들
에게 육지의 조선인들과 구분되는 종족 집단(ethnic group)으로서의 정체성이 잔존
해 있었고, 삼을나가 그 구심점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양우철이라면, 그는 현지인들의 그와 같은 정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역사건을 조작하여 제주의 적대자들을 모함하려 시도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비기대총》의 내용이다. 추국 문서에서는 이 예언
서의 전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전근대의 문헌 자료 가운데 당대 예언서의 원문을
이렇게까지 온전하게 기록해 둔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여기에 포함된 네 부
분의 예언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독립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예언서가
하나의 필사본에 함께 편집되어 있는 것은 현행본 예언서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양식이다. 이들 개별 예언 문서에서 나타나는 왕조의 역년, 왕조 멸망기의 인물들,
각 지역의 지세와 운명에 대한 전망 또한 18세기 이후의 예언서에서도 널리 나타
나는 형식들이다. 만약 양우철이 이미 존재하는 예언서에 자의적인 ‘수정’을 가했
다면, 각 부분에 다소 부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양우철 자신에 대한 암시들은
그에 의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타난 저주의 테크닉은 종래에 주로 궁중의 무고(巫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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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조선시대의 저주가 민간 레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이 저주는 삼성혈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려달
라는 기원을 하며, 동시에 저주 대상을 그림으로 그려 그 가슴에 대나무를 꽂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저주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흉서의 발견자인
양우철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흉서가 양우철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추국
청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 이 술법은 실제의 효과를 기대하
고 실행된 것이 아니게 된다. 이것은 종이에 그려진 이 저주인형이 왕명으로 불태
워졌다는 사실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저주의 대상이 된 세 사람 가운데 정작 실행
자는 저주의 효과를 믿지 않았지만, 국왕은 꺼림칙함을 느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
다.

Ⅴ. 미역장수의 천제(天祭)
1712년, 양주(楊州)에 거주하는 이운(李橒)은 같은 고을의 백상복(白尙福)과 백
상록(白尙祿) 형제를 난언(亂言) 혐의로 고발하였다. “언문과 한문이 두서없이 섞
여” 있었던 그 고변서에 의하면, 백상복은 자신의 집을 대궐, 자신의 옷을 곤륭포,
자신의 몸을 옥체(玉體)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백상복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용
(龍)’자 돌림으로 짓고 자기 집안을 용의 종자(龍種)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뿐만 아

니라 그들은 “이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장차 “삼한을 나누었다
가 다시 통일하여 천자(天子)가 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상감(上監)이 되고, 백제(白
帝)가 되고, 적제(赤帝)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운의 고발 가운데 특

히 인상적인 것은 백상복이 그가 매달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노구밥[爐口食]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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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축신천제(祝神天祭)”를 하였다는 것이다.33)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조선의
사전(祀典) 체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경행위였다. 하늘에 대한 제사는
원칙적으로 오직 천자에게만 허용되어 있었고, 조선의 국왕조차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양우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한관계에 의한 거짓 고변으
로 결론이 났다. 백상복은 “양반의 후예”를 자처하기는 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장터에 미역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었다. 이른바 “축신천제” 또한 장삿길
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소박한 가정의례였다는 반론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운
은 자신이 금전 문제로 백씨 형제와 크게 다툰 후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이 모든 이
야기를 꾸며냈다고 자백하고 처형되었다.
물론 이 자백이 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호사’나 ‘수사관’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주목되어야 할 것은 그의 고발 내용이다. 그는 백씨 형제가 장차
조선이 망할 것이며, 나라가 셋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 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변란에서 종종 등장하는 ‘삼
국분열설’의 시나리오와 완전히 일치한다. 대표적으로 1785년의 홍복영 사건 당시
에는 이 이야기가 《정감록》의 예언으로서 유포되어 있었다.

조선의 산천(山川)에는 천문(天文)과 지리(地理)가 모두 셋으로 갈라질 징조가
있습니다. 임자년(1792)에 도적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 후에는 나라가 셋
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세 개로 나뉘는 나라의 성씨는 정
(鄭)씨, 유(劉)씨, 김(金)씨로 결국에는 정씨가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34)

33) 《罪人李橒推案》, 同日(1712년 8월 2일) 罪人李橒年五十五.
34) 《正祖實錄》 권19, 정조 9년(1785) 3월 庚戌(1일), “朝鮮山川, 天文地理, 皆有三分之兆. 壬子年有事賊起, 其後當三分復合爲一. 而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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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본 《정감록》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판본은 소수다.
대개의 경우 삼국분열설은 《정감록》과는 별개의 형식에 속하는 예언서들에 포함
되어 있으며, 유씨나 김씨와 같은 특정 성씨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한 찾기 어
렵다. 무엇보다 《정감록》이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30년대 북방 변경
지역으로 이운 사건과는 시기도, 장소도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예언은 애초에
《정감록》의 텍스트 형성과는 별개의 경로로 구전되어 오다가 이후 여러 예언서에
서로 다른 형태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운의 고변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말 속에는 당시 왕조 멸망을 상상하던 사람들의 사유방식이 반영되어 있었
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지점은 “축신천제” 관련 진술의 처리 방식이다. 이운의
고발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로 인정된 것은 백상복이 “노구밥을 지어 기도를
했다”는 진술이었다. 백상복은 그것이 ‘천제’였다는 것은 부인하였지만, 자신이 정
기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는 이운과 백상복의 대질심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운(李橒)이 백상복(白尙福)에게 말했다.
“삭망(朔望) 때에 노구밥을 지은 것이 천제(天祭)인지 지제(地祭)인지는 모르
겠지만, 너희 집에서 삭망 때에 기축(祈祝)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백상복이 이운에게 말했다.
“내가 노구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미역을 팔러 나루를 건널 때 무사하기를
바라서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허망하고 근거가 없지 않은

之姓, 則鄭哥劉哥金哥, 畢竟鄭哥當合而爲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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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5)

흥미로운 점은 백상복의 이 의례가 “‘천제’였는지, ‘지제’였는지”에 대해 추국
청이 보인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이다. 실제로 몇몇 추국 문서들에서는 민간에서
‘천제’라고 불리는 의례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변란 집단이나 비
밀스런 종교결사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최종성은 다음과 같
이 서술한 바 있다.

황제와 국왕의 의례는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체계[祀典]에 속하는 바른 제사
[正祀]였으며, 의례의 공개적인 전시를 통해 정치적인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
는 권력자의 의례였다. 반면, 비밀스런 종교조직에 가담하였던 민중들에 의해
산간에서 은밀하게 거행된 산간제천은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체계에 부합하는
그릇된 제사[淫祀]였으며, 통치자들이 구축한 권위를 훼손하는 반왕조적이고
반체제적인 모반자의 의례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중의 천제는 늘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서 철저하게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황제가 아닌 조선국왕이
나서서 민중들의 천제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비록 국왕과는 무
관한 황제만의 독점적인 의례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되는 순간 국왕의
의례적인 권위도 함께 보장될 수 없는 의례정치학의 구조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36)

그러나 이운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추국 과정에서는 일반적으

35) 《罪人李橒推案》, 同日(1712년 8월 4일) 罪人李橒白尙福等面質. “橒向尙福曰, ‘朔望爐口食段, 未知其天祭地祭與否, 而汝家豈不於朔
望祈祝乎?’ 尙福向橒曰, ‘吾■爐飯祈禱, 只販藿涉津, 冀其無事. 而已祭天之說, 豈非虛罔無據乎?’”
36) 최종성, 〈숨은 천제: 조선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3, 한국종교학회, 2008,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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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례 과정에서 반역적인 언사가 나왔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뿐, 의례의 대상이
어떤 신격이었는지는 심각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일례로 최종성이 ‘숨은 천제’
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룬 차충걸 사건의 경우, 천제가 문제가 된 것은 제사의 대상
이 ‘하늘’이어서가 아니라, 그 제사가 “나라를 얻을 사람”인 “정씨 생불”을 위해 이
루어졌기 때문이었다.37)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변자인 이운 또한 대질심문 과정에
서 백상복의 의례가 “천제인지 지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만약 하늘
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면, 그가 무고죄를 피하
고 백상복을 모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져야 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식적인 의례체계”에 기반을 둔 “의례정치학”이 왜 실제
변란 사건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이다. 민간의 천
제가 그다지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금지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사실이
라면, 놀라운 역설이 나타난다. 조선에서 ‘천제’는 국왕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민중에게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미역장수의 안전을
기원하는 막연한 대상으로서의 ‘하늘’은 공식적인 사전체계의 ‘하늘’과는 완전히 별
개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아마도 유교적 엘리트들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그런 제사가 ‘음사’이며 ‘복이 없다’고 비웃었겠지만, 그런 논리는
민속 레벨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반역의 증거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
어지지도 않았다.

Ⅵ. 맺음말

37) 최종성, 위의 글,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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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사례는 추국 문서를 종교 자료로 다룸으로써 조선후기 종교사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의도적으로 당
시에 무고 사건으로 밝혀진,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례들을 선택하
였다. 이것은 ‘수사관’의 시각을 가진 역사가에게는 그다지 가치가 없는 에피소드
들이 종교학자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물론 추국
문서 가운데에는 ‘민중사’나 ‘민중사상’에 대한 낭만적 시각을 가진 이들의 기대에
부합할 만한 자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가 담고 있는 것은 혁명적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스러져간 “원혼들의 통곡소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목소리
다. 종교학자는 이런 ‘시시한 원혼’들의 허황된 진술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
르크 블로크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헛소리를 음미해볼 만하다. 이 말은 겉으
로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심층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밝은 빛을 비춰”주기 때문
이다.38)
특히 조선후기 종교사 연구에 있어 추국 문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여는 무엇보다 종교학적 연구 자료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일례로 양우철 사건 자료에서는 17세기 당시의 온전한 도참 텍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조선후기 예언서들이 대부분 20세기 이후 수집된 연대가 불
분명한 문서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다. 이운 사건에서 행해진
의례 또한 당대 가정의례에 대한 희귀한 기록이다. 기존에 민속종교 혹은 민중종
교 범주에서 행해진 연구들에 대해서도 심문 기록에 대한 종교사적 분석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라는 수사관의 관
점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력과 심성에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에서 변란 사건에서 나타나는 ‘민중사상’을 변호하지 않으면

38) M
 arc Bloch, Les Rois Thaumaturges, Paris: Librairie Istra, 1924; 《기적을 행하는 왕》, 박용진 옮김, 한길사, 2015,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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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역사 서술에 있어 엘리트 중심적인
관점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민중사상에 대한 옹호나 이상화로 이어질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점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채택한 것은 결국 ‘인류학자’의 관점에 가까
운 것이지만, 이와는 구분되는 ‘종교학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
적 번역’의 문제를 의식하며 과거의 문헌을 민족지 자료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종
교학자의 사료 읽기는 ‘인류학적 역사’나 ‘역사민속학’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그
러나 이어지는 비교와 이론화 작업에 있어 종교학자는 특수한 문제의식의 범주인
종교사적 주제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종교사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의 확장은 그것이 비교문화적 주제들의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될 때 더욱 가치
를 가지게 된다.

_한승훈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주요 논문으로 〈미륵·용·성인〉, 〈전근대 한국의 메시아니즘: 조선후기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의
형태들과 그 공간적 전략〉, 〈開闢과 改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원〉이 있다.
hans0hoon@gmail.com

연구논문_211

참고문헌

《大明律講解》
《大明律直解》
《梁禹轍推案》
《正祖實錄》
《罪人李橒推案》

고성훈, 2008, 〈정조년간 삼수부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사학연구》 90, 한국사학회.
_____, 2015,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고은, 1979, 〈미륵신앙과 민중〉,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9 봄호.
김우철 역주, 2014, 《추안급국안》 28, 흐름.
김탁, 2016, 《조선의 예언사상》 上, 下, 북코리아.
문경득. 2017, 〈조선 후기 심문 진술 기록의 사료비판 방법론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3,
조선시대사학회.
배항섭, 2002, 《朝鮮後期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發》, 경인문화사.
백승종, 2006,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_____, 2006,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서남동, 1982, 〈두 이야기의 합류〉, NCC 신학연구위원회 편,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
연구소.
우윤, 1988,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
사비평》 2, 역사문제연구소.
정석종, 1992, 〈『장길산』의 재료가 된 「추안급국안」과 정약용의 「경세유표」〉, 《역사비평》 18,
역사문제연구소.
최종성, 2008, 〈숨은 천제: 조선후기 산간제천 자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3, 한국종교
학회.

212_종교문화비평 37

한승훈, 2018, 〈개벽(開闢)과 개벽(改闢): 조선후기 묵시종말적 개벽 개념의 18세기적 기
원〉, 《종교와 문화》 3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Bloch, Marc, 1924, Les Rois Thaumaturges, Paris: Librairie Istra; 마르크 블로크, 2015,
《기적을 행하는 왕》, 박용진 옮김, 한길사.
Darnton, Robert, 1984,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로버트 단턴, 1996, 《고양이 대학살: 프
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조한욱 옮김, 문학과 지성사.
Ginzburg, Carlo, 1966, I benandanti. Ricerche sulla stregoneria e sui culti agrari tra
Cinquecento e Seicento, Torino: Einaudi; 카를로 긴즈부르그, 2004, 《마녀와 베난
단티의 밤의 전투: 16세기와 17세기의 마법과 농경의식》, 조한욱 옮김, 길.
Ginzburg, Carlo, 1986, Miti, emblemi, spie: morfologia e storia, Torino: Einaudi;
2013, Clues, Myths, and the Historical Method, trans. by John and Anne C.
Tedeschi,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incoln, Bruce, 2018, Apples and Oranges: Explorations In, On, and With
Compari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제임스 스콧, 2004, 《농민
의 도덕경제》, 김춘동 옮김, 아카넷.
Smith, Jonathan Z., 1982,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조너선 Z. 스미스, 2013, 《종교 상상하기: 바빌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장석만 옮김, 청년사.

연구논문_213

국문초록

조선왕조의 국가 심문 기록인 《추안급국안》은 1970년대 초에 발견된 이래, 조선후
기의 정치사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받아 왔다. 종교사 연구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이 자료는 유럽의 이단심문 문서와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체제적인 종교문
화와 그에 대한 통치체제의 반응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 문서들의 성격과 내용을 소개
하는 한편, 이를 종교학적 연구의 재료로 삼기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추국 문서는 통상
적인 사료 비판이 곤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자료다. 종교문화에 대한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를 사실/거짓의 문제에 주목하는 ‘수사관’의 태도나, 사건
피의자들에게 공감적으로 접근하는 ‘변호사’의 태도 대신, 비판적인 관점으로 민족지를
대하는 ‘인류학자’의 태도에 설 필요가 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
루어지지 않은 ‘날조된’ 변란 사건 두 사례를 통해 이런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을 실
제로 보이고자 하였다. 1687년에 제주도의 삼성혈(三姓穴)에서 반란의 성공을 기원하고
조선 국왕과 제주목사를 저주하는 기도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유배객 양우철(梁禹轍)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작한 것이라 밝혀졌다. 이 기도
문과 예언서에서 우리는 제주도의 토착적 신격인 ‘삼을나(三乙那)’에 대한 신앙의 정치적
이용, 역대 왕조의 역년(歷年)에 대한 예언의 초기 형태, 당시의 저주 테크닉 등을 발견
할 수 있다. 1712년, 이운(李橒)은 자신의 이웃 백상복(白尙福)이 장차 황제로 등극할 것
이라 주장했다고 무고하였다. 그가 고발한 반란 계획에는 18세기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삼국의 분열’에 대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고발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그
들이 정기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국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
은 제사의 대상이 하늘이었다는 것보다는 그 의례가 실제 반란의 의도와 연관되어 있었
느냐는 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반란 의례의 대상이 되는 신격과 그를 둘러싼 의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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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들 사례는 심문 기록에 대한 종교학적 작업이 당대의 종
교적 상상력을 서술,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추안급국안, 변란, 예언, 의례, 종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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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quisition Record as Religious Data:

Ch'uguk Documents and History of Religion in
Late Chosŏn Korea

Han, Seung Ho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h’uan’gŭpkugan, the documents of national inquisition of Chosŏn
dynasty, have received attentions as the materials which can show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early modern Korea, since they were found in the early
1970s. From a standpoint of the History of Religion, these documents shows
religious counterculture and response of ruling culture against it. This article
introduce the character and contents of these documents, and explore correct
way to employ them as materials for Religious Studies. Inquisition texts are
the documents which ‘ought to lie,’ so hard to apply usual source criticism.
The researcher, therefore, need to take a stand of an anthropologist who
critically treats ethnography, instead of an investigator who pay attention to
true/false problem or a lawyer who sympathize with the suspects. In the
latter half of article, two cases of ‘trumped-up’ insurrections were discussed to
show the merit of such an approach. In 1687, a prayer paper was found from
Samsŏnghyŏl 三姓穴 in Jeju Island. It was revealed that was a fabricated text
by exile Yanguch'ŏl based on his prophetic books. In the paper and books,
we can deduce the political use of the cult on Samŭlla 三乙那, the ancestor
gods of Jeju, an early form of prophecy on kingdoms of many generations,
and black magic techniques of those days. In 1712, Yi Un 李橒 accused his
neighbor Paek Sangpok 白尙福 that he was pretended that they would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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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rors. The rebellion plot he disclosed included a scenario on ‘the division
of three kingdoms, which was appeared in other insurrections in 18th
centuries. Another basis of accusation was that Yi regularly worshiped the sky
god. However what was interrogated in inquisition was whether the ritual
was related to rebellion, rather than which god was worshiped. With this
point, we could reconsider about the deities in ritual of rebellion and ritualpolitics on them. These cases show us that works of historian of religion can
be useful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eligious imaginations of those days.

Key Words: Ch’uan’gŭpkugan, insurrection, prophecy, ritual, history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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