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주 역사소설

단군의 아들
독립운동의 대부, 단군사상 실천자
보성의 나철선생 이야기

보성군

단군의 아들 32회
30만 교도

1914년 5월.
나철은 만주 땅이 단군과 부여, 고구려의 고토인 것
을 확신하고는 삼도구 청파호 지사를 대종교 총본사
로 승격시켰다. 서울에 있는 교당은 <남도교구> 본사
로 바꾸었다. 광활한 만주 산하가 단군조선의 땅인데
도 조그만 반도 안의 서울에 총본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단군 성조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단군의 자손의 혼령들이 머물고 있는 만주는 잊지 말
아야 할 땅이었다.
나철의 지시를 받은 서울의 대종교 간부들이 시차를
두고 간도를 향해 떠났다. 김교헌이 종로의 저택과
말죽거리 일대의 땅을 모두 처분한 뒤 시교사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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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리고 먼저 떠났다. 이후 윤세복 형제가 수천 평
의 밀양 땅을 판 뒤 지체 없이 청파호로 향했다. 대
종교 간부 중에서는 조완구가 뒤늦게 망명할 준비를
했다. 북촌 계동에 있는 조완구의 집은 교당에서 가
까웠고, 조완구는 대종교의 상교(尙敎)에 올라 있었
다. 상교는 입교한 지 5년쯤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법
계(法階)였다.
서울 교당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최동식

과 정련 등이었다. 최동식은 덕민의 속명이었고, 그의
교명은 최전이었다. 그런데 정련은 아직도 최동식에
게 덕민스님이라고 불렀다. 어렸을 때부터 스님으로
부르고 따랐기 때문이었다.
“덕민스님, 우천 상교님이 오셨그만이라우?”
“무신 일로 오신 것인가?”
“뵙고 잡다고 허는그만요.”
우천(藕泉)은 조완구의 호였다. 조완구가 보슬비를
맞으면서 아침 일찍 찾아온 것은 드문 일이었다.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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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서둘러 양복을 입고 사랑방에서 나와 교당으로
갔다. 추녀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조완구는 풍양 조씨로서 헌종 때 왕실 외척이었고 고
종 대에도 고종의 모친인 조대비의 가문이었으므로
고관대작을 많이 배출한 세도가 후손이었다. 조완구
는 서울의 북촌 양반으로 자부심이 강했다. 양복저고
리에 묻은 빗방울을 탁탁 털고 있다가 덕민을 보자
자신의 용건부터 말했다.
“정교님, 이제 저도 간도로 떠나야겠습니다. 대형께
서 교당에 늘 계시니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계시는 청파호로 간다는 말이지라?”
정교는 상교보다 한 자리 높은 법계였다. 정교에 오
르면 대형(大兄)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완구는 법계를
떠나서 환갑의 나이가 된 최동식에게 예를 갖추어 깍
듯이 존댓말을 했다.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 자세하
게 말했다.
“정교님, 총본사를 청파호로 이전했으니 제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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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대종교 교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니 우리 종헌, 종법
도 손봐야 할 곳이 생겼을 것입니다.”
조완규는 대종교의 과규나 규칙, 종헌과 종법 등을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했다. 한학을 익혔던 조완구가
법학에 조예가 생긴 것은 법부 소속의 평리원에 개설
한 법관양성소에서 공부했기 때문이었다. 법관양성소
는 고종 32년(1895) 3월에 설립된 근대 법률교육기
관이었다. 법관양성소를 나온 조완구는 6품의 내부주
사에 임명되기도 했지만 사직하고 <대한협회회보> 제
1호에서 법학에 대한 글을 발표하는 등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등을 법학적으로
논하는 소고를 회보에 게재했던 것이다. <대한협회회
보> 제 2호에서도 민법의 연혁, 공법, 사법, 로마 법
전, 독일 민법, 일본의 신민법 등을 소개했다. 신채호,
장지연, 조완구, 정교, 오세창, 홍필주, 김가진 등이
당시 <대한협회회보>의 주요 필진이었다. 이후 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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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대동교에도 관여했다. 대동교는 유림조직인 대
동학회에 친일파가 침투하자 박은식, 장지연 등이 거
기를 탈퇴하고 만든 조직이었다. 그러나 공자교로 개
칭한 대동교에도 친일파가 하나 둘 가입하자 박은식,
조완구, 장지연 등은 단군을 교주로 받드는 민족종교
인 대종교에 관심을 가졌다.
조완구가 대종교에 입교하여 시교사가 된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인 1910년 10월 18일이었다. 교명은 나
철이 조량(趙亮)으로 지어 주었다. 그는 자신이 법학
을 공부한 바를 살려 대종교에 입교한 지 두 달 만에
규칙기초위원으로 일했고, 이후 참교, 지교, 북간도
망명 직전에는 상교가 되었다.
“벨 수 읎지라.”
“대형께서는 강우 총전리(總典理)께서 서울 교당에
올 때까지는 수고하셔야 할 듯싶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민족의 국교가 될 때까정
최선을 다해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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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민은 조완구가 서울 교당에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붙잡지 않았다. 총파호로 옮긴 총본사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대종교 간부들끼리
과규나 종법을 가지고 다툴 때마다 조완구가 나서서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여그보담 그짝에서 헐 일이 많을 것인께 가는 것이
좋겄소.”
“여기 교당 살림이 궁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
다.”
“사실인즉 그러겄지라. 우천 상교께서 지인덜을 자
꼬 소개했은께 그나마 이 정도로 운영된 것이지라.
더구나 정련이도 간다고 헌께 맴이 싱숭생숭해부요.”
“정련 상교마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종사님을 지근거리에서 시봉헐 사람이 읎은께 그
라지라.”
“여기 남도교구 본사인 서울 교당은

강우 총전리께

서 오실 때까지는 대형께서 맡아 운영하셔야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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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본사였던 서울 교당은 이제 남도교구 본사로 불렸
다. 총본사를 청파호로 옮긴 뒤 곧바로 나철은 동서
남북 4도 교구와 외도교구를 정하여 공포했던 것이
다. 4도 교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나철이
설치한 4도 교구와 외도교구는 다음과 같았다.

<동도교구>
본사는 북간도 왕청현 독립군 기지. 백포(白圃) 서일
이 주관하고 동만 일대와 노령 연해주를 관할한다.
<서도교구>
본사는 중국 상해. 예관(睨觀) 신규식과 석오(石吾)
이동녕이 주관하고 남만으로부터 중국 산해관까지를
관할한다.
<남도교구>
본사는 서울. 호석(湖石) 강우(姜虞, 강석화)가 한국
전역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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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교구>
본사는 노령 소학령. 보재(溥齋) 이상설이 주관하고
북만주 일대를 관할한다.
<외도교구>
중국, 일본, 구미지방을 관할한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설정한 동서남북 4도 교구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단군이 다스렸던 고토였다. 나철이
주장하는 바는 고토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군
의 자손이 살았던 땅이라는 사실을, 즉 역사주권을
잊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외도교구를 둔 까닭은
홍익인간의 세계화를 위해서였다.
동도교구를 왕청현에 둔 것은 독립운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서일은 교육자이자 항일투사였다. 함북
경원에서 출생한 그는 22세 때 경성의 함일사범학교
를 졸업하고 1911년에는 중국 북간도 왕청현으로 건
너가 명동중학을 설립했으며, 나철의 권유로 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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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교한 뒤 시교사로서 수년 만에 수만 명의 교도
를 확보하여 총본사 전강(典講)에 오른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일투쟁을 하다가 두만강을 건너
온 의병들을 규합하여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하여 단
장이 됐고, 훗날에는 정의단을, 대종교 교도들을 중심
으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란 항일무장단체를 만들
어 자신은 총재, 사령관에는 김좌진, 참모장에 이장
녕, 사단장에 김규식, 대장에 이범석을 임명한 뒤 왕
청현 십리평(十里坪) 산속에서 독립군을 길렀다. 청산
리대첩에서 일본군을 섬멸한 것은 결코 의기만으로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었다. 십리평 산속에서 갈고 닦
은 군사훈련의 결과였다.
또한 상해에 있는 서도교구 본사는 신규식과 이동녕
이 맡도록 했다. 그들이 서도교구
해서 상해임시정부 요인

본사를 맡으므로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대종

교에 입교했다. 상해임시정부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의정원의원 29명 가운데 의장에 선출된 이동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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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21명이, 정부 각료에 임명된 13중 11명이 대종
교 교도였던 것이다.
신규식은 다른 교도보다 일찍 나철을 찾아가 대종교
에 입교한 인물이었다. 국내에서 상해로 망명하기 전
이었다. 나철은 신규식의 대종교 스승이기도 했지만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다. 신규식은 한일합병이 되자
자살하려고 교당에서 독약을 마셨는데 나철이 발견하
여 살려냈던 것이다. 상해로 간 신규식은 ‘우리 민족
의 부흥은 반드시 대종교가 발전하는 데 있다’며 아
침마다 단군 성조 앞에서 기도했으며 이순신의 시를
외우며 엄숙하게 근신했다.

바다에 서약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노니 풀과 나무가 알아주도다.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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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주 상해의 청년들을 모아 단군 성조를 참배
했는데 김백연, 백순, 박찬익, 정신 등 여러 인사들도
대종교를 시교하는데 열성을 보였다. 이들의 노력으
로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매년 3월 15일에는 어천절을,
10월 3일에는 개천절을 지냈다. 이에 미국에서 온 기
독교도인 이승만이나 대종교 교도가 아닌 김구도 이
의를 달지 않았다. 누구도 단군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훗날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한 서로군정서(西路軍政
署) 총재에 이어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 된 이
상룡도 대종교 교도였다. 그가 망명한 때는 한일합병
뒤의 새해 벽두였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처분하고 노비문서를 태워 노비들을 양민으로 살아가
게 한 뒤 망명길에 올랐다. 일가 50여 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태어난 안동 법흥동의 99칸 임청각(臨淸閣)을
떠나면서 <거국음(去國吟)>이란 비장한 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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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 소중한 삼천리 우리 산하여
오백년 동안 예와 의(義)를 지켜왔네
문명이 무엇이기에 노회한 적 불렀나
까닭없이 꿈결에 온전한 나라 버리네.
山河寶藏三千里
冠帶儒風五百秋
何物文明媒老敵
無端魂夢擲全甌

이 땅에 그물이 쳐진 것을 보았으니
어찌 남아가 제 일신을 아끼랴.
고향동산에 잘 머물며 슬퍼하지 말지어다
태평성세 훗날 다시 돌아와 머물리라.
已看大地張羅網
焉有英男愛髑髏
好佳鄕園休悵惘
昇平他日復歸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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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1월 19일 신의주에 뒤늦게 도착한 이상룡은
먼저 와 있던 동생 이봉희, 이상동, 아들 이준형, 손
자 이병화, 조카 이운형, 이형국, 이광민 등 일가를
만났다. 이상룡 일가 50여 명은 며칠 동안 일본헌병
과 밀정들의 눈을 피해서 1월 27일 새벽에 썰매수레
를 타고

눈보라 치는 압록강을 건넜다. 강은 얼음장

이 되어 있었다. 이상룡은 살을 에는 강바람을 맞으
며 조국을 떠나는 비통한 심정을 읊조렸다.

삭풍은 칼보다 날카로워 나의 살을 에는데
살은 깎이어도 오히려 참을 수 있고
창자는 끊어져도 차라리 슬프지 않다.
옥토 삼천리와 이천만 백성의 극락 같은 부모국이
지금 누구의 차지가 되었는가!
차라리 이 머리가 잘릴지언정
어찌 내 무릎을 꿇어 그들의 종이 될까보냐.
집을 나선 지 한 달이 못 되어 압록강 물을 건넜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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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의 길을 더디게 할까보냐
나의 호연한 발걸음을.

이상룡 일가는 안동현에서 마차 두 대를 나누어 타
고 서간도의 환인현 횡도촌으로 가서 먼저 와 있던
처남 김대락과 한겨울을 보냈다. 유하현 삼원포 추가
가에 도착한 때는 서간도의 겨울 끄트머리인 4월이었
다. 추가가 대고산 기슭에 정착한 이상룡은 이회영,
이시영 등과 협력하여 곧바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는데 나철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나철이
추가가로 그들을 찾아가 대종교 입교를 권유했던 것
이다. 이처럼 나철과 김교헌, 윤세복, 이상설, 서일 등
은 간도에 있는 본사들을 거점 삼아 왕래하면서 망명
인사와 조선인 이주민들을 입교시켰는데 그 숫자는
불과 몇 년 만에 30여 만 명으로 늘어났다. 30만 명
은 만주 일대에 사는 모든 동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
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룩한 기적에 가까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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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였다. 간도에서만큼은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듯
조선민족이 다 대종교 교도였다.
유림 조직인 공자교를 탈퇴한 박은식은 윤세복의 집
을 찾아왔다. 망명한 박은식이 횡도천에 있는 윤세복
형제를 만나러 왔던 것이다. 그는 윤세복의 집에서 1
년여 기거하는 동안 대종교에 입교한 뒤 고대사에 눈
을 뜨고 <동명왕실기>, <발해태조건국지>, <대동고대
사론>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윤세복 형제의
초청으로 1914년에야 서간도로 온 신채호도 마찬가
지였다. 신채호도 박은식처럼 역사연구에 혼신의 힘
을 다 쏟았다. 횡도천에는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
(東昌學校)가 있었는데 신채호는 단군조선과 고구려
의 고토를 실제로 답사한 뒤 조선인 이주민 청년들에
게 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혼을 심어주었다. 그러면
서 한편으로는 <조선사>를 집필했다.
덕민은 간도로 떠나겠다는 조완구가 식솔까지 다 데
리고 가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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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솔덜이 모다 떠나는게라우?”
“아닙니다. 노모와 아내, 삼남매를 두고 저 혼자만
떠납니다.”
“노모는 연세가 으쩌게 되요?”
“올해 일흔이 되셨지만 정정하십니다.”
조완구마저 떠나자 덕민은 <남도교구> 본사를 혼자
서 떠맡다시피 했다. 정련도 곧 청파호로 올라가려는
지 짐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는 강우가 <남
도교구> 본사를 맡는다고 공포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청파호 총본사에서 총전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덕민은 간도로 떠나는 조완구에게 자신이 쥐
고 있던 염주를 주었다. 환속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
지만 여태까지 손에 쥐고 있던 염주였다. 염주는 덕
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염주는 대형께서 아끼는 물건이 아닙니까?”
“그런께 주는 것이지라. 손에 쥐고만 있어부러도 행
운이 있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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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간도는 동포덜만 있지 않지라.”
“누가 또 있습니까?”
“단군 자손덜의 혼령이 있지라. 우천은 혼령덜의 부
름을 받고 가는 것이기도 허지라.”
조완구는 혼령이 부른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지금
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군 자손의 혼
령이었다. 그러나 덕민은 간도야말로 단군 자손들의
혼령이 머물고 있는 땅이라고 믿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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