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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36폭의 보녕사(寶寧寺) 수륙화(水陸畵)는 명대(明代)에 제작된 축(軸)형 
수륙화 가운데 거의 전체가 갖춰진 작품이다. 수륙화는 아귀를 위한 시식
의례(施食儀禮)인 수륙회(水陸會)에 진설(陳設)되는 의식용 불화이다. 중국
의 수륙화는 70폭에서 120폭 정도의 규모로 제작되었고 각 폭에는 법회에 
소청(召請)되는 존격들이 그려졌다. 보녕사 수륙화는 정면관의 불보살과 
아귀가 그려진 20폭의 불화를 비롯해 명왕도, 나한도, 재난장면이나 지옥
이 묘사된 불화, 옆으로 몸을 틀고 있는 존격들이 그려진 불화 등으로 구
성된다. 원래 이 수륙화는 산서성 우옥현(右玉縣, 옛 右衛城)의 보녕사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중일전쟁의 여파로 인해 여러 기관을 거쳐 태원시(太
原市) 산서박물원(山西博物院)에 이관되었다.
 1962년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보녕사 수륙화는 명대 수륙화를 대표하는 
예로 동시기의 다른 축형 수륙화, 산서성과 하북성의 수륙벽화, 명대 황실 
발원 불화와 비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과 관련된 
고문헌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기존 중국 학자들은 다른 수륙화와의 
양식과 도상 비교, 주변 정황을 중심으로 제작 맥락만을 논의해왔다. 지금
까지 보녕사 수륙화의 여러 측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수륙
화 제작 이후의 양상은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산서박물원에는 보녕사 수륙화로 지칭되는 136폭의 불화 외에도 이 불화
와 관련된 3장의 문헌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2장은 각각 강희(康熙) 갑신
(甲申, 1704)년과 가경(嘉慶) 20년(1815)에 이루어졌던 수륙화 중수 기록
이 적힌 중수제기이다. 나머지 1장은 1704년의 중수에 참여했던 공양자들
의 명단이다. 부속 문서로만 언급되어온 이 문헌들은 18세기와 19세기에 
실제 의식에서 보녕사 수륙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수제기에는 중수의 목적, 후원 주체, 당시 수륙화가 사용되던 
모습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륙화 제작시기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
에서 벗어나 제작시점부터 후대까지 수륙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로 시
선을 옮긴다면, 수륙화의 기능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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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이 작품의 하사(下賜)에 대한 것
이다. 18세기와 19세기의 중수제기에는 변방을 진압하기 위해 황실에서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실이 진변(鎭邊)을 목적으로 수륙화를 하
사한 것은 1449년에 발생한 토목(土木)의 변과 관련이 있다. 토목의 변은 
명나라 황제였던 주기진(朱祁鎭, 1427-1464, 재위 1435-1449, 복위 
1457-1464)이 하북성의 토목에서 몽고의 오이라트(瓦剌, Oirat)족에게 1
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다. 황실 주도의 수륙회는 큰 전쟁이나 왕조
가 교체되는 시점에 전쟁으로 죽은 병사들의 혼을 위로하고 민생을 안정
시키기 위해서 거행되었다. 황실에서 수륙회를 통해 민생의 안정화를 꾀한 
것은 삶과 죽음의 세계가 연속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늘 
아래 모든 이를 교화하는 황제의 책무가 사후세계까지 확장된 것이었다. 
또한 수륙화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위계적인 구성 방식은 수륙회에 참가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계급을 각인시키는 데 유용하였다. 보녕사 수륙화
도 토목의 변으로 떨어진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북방 경계선까지 황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사된 것이었다.
 18세기가 되면 보녕사 수륙화의 후원 주체가 달라진다. 강희 갑신년
(1704)의 중수에는 우위성(右衛城)에 주둔해있던 팔기주방(八旗駐防)이 단
체로 참여하였다. 이 지역의 팔기주방은 강희제(康熙帝, 1654-1722, 재위 
1661-1722)가 외몽고와의 전쟁을 계획하면서 파견했던 군사들이었다. 우
위성은 만리장성과 가까운 변경이었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
문에 군사 집단의 영향력이 컸다. 
 우위팔기주방은 보녕사 수륙화 외에도 주변의 보(堡)나 사원 중수에도 참
여하였다. 팔기주방이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
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원은 종교적인 공간이자 사회적인 공간
으로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명·청대에 지역 
권력집단이었던 신사(紳士)나 지역 동향을 배경으로 한 상인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종교사원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후
원하였다. 우위팔기주방이 인근의 사원 수리에 자금을 댄 것도 우위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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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공고히 다지고 널리 선전하는 방식의 일부였
다.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 보녕사 수륙화는 18세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
용된다. 1815년의 중수제기에는 수륙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매년 석가모니의 탄신일인 4월 8일 욕불절(浴佛節)이 되면 
보녕사에 수륙화가 진설되었다. 청 말 변경의 사원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원에서 모시는 주신(主神)의 탄신일 법회는 사원의 중요
한 재원이었다. 1815년의 중수제기에 보이는 “사방에서 시주가 모두 모이
며 우러러 배례하였다”는 기록은 19세기에 보녕사 수륙화가 어떻게 기능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욕불절에 보녕사에 전시되었을 100여 폭
의 수륙화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신도들의 신앙과 관심을 이
끌어 냈다. 또한 사방에서 모인 군중들의 시주는 보녕사에 재정적으로 도
움이 되었다. 마지막 중수제기는 사원의 경제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신앙이 
교차했던 욕불절을 보여준다.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기록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흐름에서 본 
수륙화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된 
이후 우위성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수륙화를 중수하고 사용했던 집단도 바
뀌게 되었다. 하사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륙화가 원래의 맥락과 점차 
유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지역 집단이 다른 방식으로 수륙화를 수용하면서 
보녕사 수륙화는 기존과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녕사
에 소장되었던 중수제기를 통해 명대부터 청 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그
림이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변화에 맞게 수용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보녕사 수륙화(寶寧寺 水陸畵), 수륙회(水陸會), 『천지명양수륙의
문(天地冥陽水陸儀文)』, 토목(土木)의 변, 우옥현(右玉縣), 팔기주
방(八旗駐防), 욕불절(浴佛節), 묘회(廟會)    

학  번: 2012-22913





목  차

Ⅰ. 머리말………………………………………………………………………… 1

Ⅱ. 보녕사(寶寧寺) 수륙화(水陸畵)의 구성……………‥…‥‥‥‥‥ 10

Ⅲ. 명대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下賜)………………………………‥ 18
   1. 토목(土木)의 변과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  ………‥‥…………‥…… 19
   2. 황실 후원 수륙회(水陸會)의 목적…………………………‥‥…‥…‥ 28
   3. 수륙회의 관료적 구조와 수륙화에 나타난 시각적인 위계………‥ 35

Ⅳ. 팔기군(八旗軍)과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重修)…………‥‥‥  42
   1. 강희(康熙) 을유(乙酉)년 중수제기(重修題記)의 공양자………‥‥… 42
   2. 우위(右衛)의 지리적 위치와 팔기주방(八旗駐防)의 주둔‥…‥‥‥‥ 48
   3. 팔기주방의 지역 종교 활동과 보녕사 수륙화‥‥‥‥‥‥‥…‥…‥‥‥ 54

Ⅴ. 19세기 연례행사가 된 수륙회 ‥…………………………………‥  61
   1. 욕불절(浴佛節)의 수륙회 …………‥‥… …………………‥……‥…‥  61
   2. 사원 경제 활동의 중심, 보녕사 수륙화 ‥……………‥‥…………… 70

Ⅵ. 맺음말……………………………………………………………‥………‥ 77

참고문헌…………………………………………………………………………… 80
도판목록…………………………………………………………………………… 92
도판………………………………………………………………………………… 98
표……………………………………………………‥‥………‥…‥……‥…… 116
Abstract………………………………………………………………………… 123



Abstract………………………………………………………………………………



1

Ⅰ. 머리말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에 위치한 산서박물원(山西博物院)의 3층 
불교예술 전시관에는 화풍이 유사한 8폭의 불화가 전시되어 있다(도 1).1) 
전시관에는 8폭의 불화만 전시되어 있지만, 원래 이 불화는 136폭에 이르
는 장대한 세트의 일부분이다. 산서박물원에 전시된 불화는 산서성 우옥현
(右玉縣, 옛 右衛城)의 보녕사(寶寧寺)에 소장되어 있었던 수륙화(水陸畵) 
의 일부이다.2) 근대까지는 현 소장처인 산서박물원에서 280km 떨어진 보
녕사(도 43)에 수륙화가 소장되어 있었지만, 전쟁으로 훼손될 것을 염려한 
보녕사 측이 1928년 내몽고의 수원성(綏遠城)으로 수륙화를 이관하였다. 
이후 대동운강고적보양소(大同雲岡古迹保養所)을 거쳐 1955년에는 산서성 
문물관리공작위원회(文物管理工作委員會)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산서박물
원에 소장되었다.3) 보녕사 수륙화는 136폭의 불화(도 2-42, 표 1)와 2장

1) 2015년 7월 8일 기준.
2) 현대 연구자들은 수륙법회(水陸法會)에 사용되는 불화라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수륙

법회도(水陸法會圖)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서성 지역에서 사용된 
불화를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지 『산서통지(山西通志)』에서 축(軸) 형식의 수륙회 
의식용 불화를 지칭하는 명칭 ‘水陸畵’를 사용한다. 『산서통지』 권57의 「원강택왕묘비
즉평수신사모휘찬문(元康澤王廟碑即平水神祠毛麾撰文)」는 오도자(呉道子)가 그린 수륙
화 120폭이 가정제(嘉靖帝, 재위 1521- 1567) 시기에 평양(平陽) 보암당(普菴堂)의 폐
사(廢寺) 유지(遺址)에서 발견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오도자의 수륙화는 왕사정(王
士楨, 1643-1711)의 『지북우담(池北偶談)』에도 기록되어 있다(『池北偶談』 卷23, 吳道
子水陸畫). 또한 수륙법회 혹은 수륙재(水陸齋)라고 지칭되는 법회의 경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명·청대 문헌과 『천지명양수륙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에 수륙회(水
陸會), 수륙대회(水陸大會)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水陸會’라고 지칭하겠다. 
문헌에는 수륙회 뿐 아니라 수륙도량(水陸道場), 수륙성회(水陸聖會), 수륙불사(水陸佛
事)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된다. 수륙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望月)佛敎大辭典』에 정
리되어 있다. 望月信亨 主編, 『(望月)佛敎大辭典』(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p. 
2878; 수륙회와 수륙의궤, 수륙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牧田諦亮, 「水陸會小考」, 『中國
佛敎史硏究』 卷2(東京: 大東出版社, 1981-1984), pp. 213-235; 수륙회의 문헌적, 시각
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Daniel B. Stevenson, “Text, Image, and 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the Shuiliu Fahui, the Buddhist Rite for Deliverance of 
Creatures of Water and Land,” in Cultural Intersections in Later Chinese 
Buddhism, ed. by Marsha Weidn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 30-70; Edward L. Davis, “Appendix: Huanglu Jiao and Shuilu Zhai,” 
in Society and the Supernatural in Song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 227-241 참고. 

3) 李德仁, 「山西右玉寧寺元代水陸畵論略」, 『美術觀察』 第8期(2000), pp. 88-90; 孔有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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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수제기(重修題記)(도 45-46),4) 1장의 공양자 명단(도 44)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수륙화 세트는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수륙화 가운데 원상에 
가깝게 가장 잘 갖춰져 있다.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언
제 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보녕사 사역(寺域)에 남아있는 
명 성화(成化) 10년(1474)의 비문을 통해, 보녕사가 건립된 천순(天順) 4년
(1460) 이후 보녕사에 하사(下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제작 기록
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학자들은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된 시기와 제
작 원인, 주체 등의 제작맥락과 보녕사에 수륙화가 하사된 시기 및 하사 
목적을 연구했다.5)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 연대는 연구자마다 원대 제작설, 
명대 제작설, 청대 제작설로 의견이 나뉘었다.6) 몇몇 학자를 제외한 대다

「山西右玉寧寺水陸畵探究」, 『文物世界』 第5期(2005), p. 62.
4) 학자에 따라 중표(重裱) 제기로 기재하기도 한다. 보녕사 수륙화를 소개한 도록 『寶寧寺

明代水陸畵』에는 “重裱題記”로 되어 있다(山西省博物館 編, 『寶寧寺明代水陸畵』[北京: 
文物出版社, 1988], 圖 182, 183). 그러나 2차례의 보수가 모두 표구를 다시 한 것은 
아니어서 본 논고에서 필자는 중표 대신 중수(重修)라고 지칭하겠다.

5) 보녕사 수륙화 관련 연구로는 吳連城, 「山西右玉寶寧寺水陸畫」, 『文物』 Z1(1962), pp. 
88-90; 山西省博物館 編, 위의 책; 李德仁, 앞의 논문, pp. 62-64; 陳姿妙, 「明代山西
寶寧寺水陸畫探討—以佛教題材為例」(中國文化大學 碩士論文, 2007); 趙慶生, 「山西右
玉寶寧寺水陸畫造型藝術再認識」, 『文物世界』 第2期(2007a), pp. 59-63; 趙慶生, 「山
西右玉寶寧寺水陸畫造型藝術再認識」, 『東南文化』 第5期(2007b), pp. 80-83; 趙慶生, 
「傳承文化遺產弘揚民族藝術—寶寧寺明代水陸畫臨摹劄記」, 『文物世界』 第5期(2012), 
pp. 60-63; 陳俊吉, 「寶寧寺水陸畫裝飾風格與粉本傳承研究」, 『史物論壇』 第7期(2008), 
pp. 127-205; 陳俊吉, 「山西寶寧寺水陸道場繪畫研究」(國立臺灣藝術大學 碩士論文, 
2009a); 陳俊吉, 「寶寧寺水陸畫的繪畫製作年代與賞賜年代探究」, 『書畫藝術學刊』 第6
期(2009b), pp. 357-393; 陳俊吉, 「寶寧寺水陸畫的佛與菩薩像之繪畫技法探究」, 『兩岸
重彩畫學術研討會』(2009c), pp. 393-418; 吳承山, 「右玉寶寧寺水陸畫初探」, 『文物世
界』 第6期(2010), pp. 44-47; 金廷恩, 「조선시대 三藏菩薩圖의 기원과 전개 - 중국 明
代 水陸畵와의 비교」, 『東岳美術史學』 8(2007), pp. 125-148.

6) 리드어런(李德仁)은 보녕사 수륙화에서 원대에 유행한 비단 직물의 제조 방식이 보이고, 
수륙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이 원대 이전과 원대 양식이 혼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대 제작설을 주장했다. 그는 십대보살과 십대명왕에 나타나는 라마교의 영향도 원대
에 이 수륙화가 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또한 홍건적이 민간을 수탈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명 황실에서 제작했다면 홍건적으로 활동했던 주원장의 내
력을 고려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 
연원에 대해서는 『명사(明史)』의 기록을 근거로 든다. 『명사』 의 「서달전(徐達傳)」에는 
홍무 원년(1368) 서달(1332-1385)이 명 군사를 이끌고 수도인 대도(大都, 현 북경)를 
점령했을 때 수장고에 있던 도서와 보물을 보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원 황실이 
소장했던 회화가 명 황실 소장으로 넘어갔고 이 가운데 보녕사 수륙화가 포함되어 있어
서 후에 보녕사에 하사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李德仁, 앞의 논문, pp. 61-6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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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학자들은 명대 제작설에 동의하고 있다. 보녕사 수륙화가 명대 황실
에서 제작한 하사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명 황실의 궁정 화가
가 제작한 불교 회화와 양식적으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1443년에 어용감
(御用監) 이동(李童)이 궁정 화가를 불러서 제작한 북경(北京) 법해사(法海
寺)의 벽화(도 47-49)는 보녕사 수륙화와 시대적으로 유사하고 궁정 화가
가 제작했다는 점 때문에 양식 비교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7) 
 한편 남수륙(南水陸) 의궤와 북수륙(北水陸) 의궤를 기반으로 한 수륙화
의 도상 연구도 진행되었다.8) 남수륙과 북수륙의 구분은 명말 승려 우익

대해 첸준지(陳俊吉)는 홍건적뿐 아니라 황건적도 등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두건에 큰 
의미가 없고, 복식 역시 원대와 명대가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고 반박했다(陳俊吉, 앞의 
논문[2009b],  pp. 376-380). 리드어런을 제외한 나머지 학자들 모두 명대 제작에 동의
해왔다. 명대 제작설은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가장 이른 논문에서도 나온다. 다만 정확
한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린다. 명대 제작에 동의한 연구로는 吳連城, 앞
의 논문; 山西省博物館 編, 앞의 책; 留啟群, 「北京法海寺壁畫之研究」(臺灣師範大學 碩
士論文, 2002); 孔有生, 앞의 논문; 戴曉雲, 『北水陸法會圖考: 以北方地區明清「水陸畫」
為中心』(中央美術學院 博士論文, 2007); 王鵬瑞, 「明代卷軸式水陸畫研究」, 『美術』, 第
2期(2008); 陳俊吉, 앞의 논문(2009b) 참고. 한편 현지 주민들은 강희제(康熙帝, 
1654-1722)가 준가르와 전쟁할 당시 우위성에서 포위를 당했는데, 팔기군(八旗軍)이 강
희제를 구해내서 수륙화가 하사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명대 강희 을유년(1705)의 중
수제기에서 수륙화가 오래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청대 하사설은 근거가 
없다. 또한 우위성에서 직접 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段友文, 张鑫, 「多元文化視野
下邊關古鎮保護模式研究—以山西右玉縣右衛鎮爲例」, 『西北民族研究』 第4期(2013), p. 
144.

7) 법해사의 벽화는 당송 전통에 의지하여 중국적인 외형과 의복을 갖추었지만 티베트 불
교의 영향도 보인다. 보녕사 수륙화 역시 불상에서 티베트의 영향이 나타난다. 법해사 
연구는 北京市法海寺文物保管所 編, 『法海寺壁画』(北京: 中国旅游出版社, 1993); Karl 
Debreczeny, “Fahai Temple and Tibetan Influence at the Early Ming Court” 
(M.A. thesis, Indiana University, 1997); 留啟群, 「北京法海寺壁畫之研究」(臺灣師範
大學 碩士論文, 2002); 留啓群, 「從法海寺壁畵談十五世紀職業業宗敎繪畫之發展」, 『中
國水墨藝術之回顧與前瞻: 硏究生硏討會論文集』(中國文化大學出版部, 2006), pp. 
95-110. 또한 본 논문과 관계되는 시기의 수륙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黃河, 「元明清水陸畫淺說-上」, 『佛教文化』 第2期(2006a), pp. 95-113; 黃河, 「元明清
水陸畫淺說-中」, 『佛教文化』 第3期(2006b), pp. 96-123; 黃河, 「元‧明清水陸畫淺說-
下」, 『佛教文化』 第4期(2006c), pp. 104-124; 洪起瑢, 「元明水陸法會圖硏究」, (中央美
術學院 博士論文, 1997); 홍기용, 「中國 元‧明代 水陸法會圖에 관한 考察」, 『美術史學
硏究』 219(1998), pp. 41-85; 洪起瑢, 「水陸法會圖硏究」, 明淸寺觀水陸法會圖, 中國寺
觀壁畫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寺觀壁畫全集』 3(嚴州: 嚴東敎育出版社, 2011), pp. 
14-50; 지역별, 형식별 중국 수륙화에 대한 연구사는 楊冰華, 「中國佛教水陸畫研究的
回顧與展望」, 『中國佛學』 第2期(2014), pp. 269-292.

8) 남수륙 의궤 연구는 洪錦淳, 『水陸法會儀軌』(臺北: 文津出版社有限公司, 2006)가 대표
적이다. 북수륙 의궤는 戴曉雲, 『佛教水陸畫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交點』(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을 참고. 수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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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욱(藕益智旭, 1599-1655)이 『영봉종론(靈峰宗論)』의 〈수륙대재소(水陸大
齋疏)〉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지욱은 지역별로 유행하던 수륙회(水陸
會) 의궤의 전통을 남과 북으로 분류하였다.9) 산서성은 북수륙 의궤가 유
행한 지역이었고, 명말이 되어서야 남수륙 계통의 의궤가 중국 북부 지역
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보녕사 수륙화는 북수륙 계통의 의궤와 연관된다. 
현재 중국이나 대만에서 거행되는 수륙회가 모두 남수륙 계통을 따르고 
있고, 대장경에 포함된 수륙의궤도 남수륙 계통의 의궤 뿐이다. 때문에 중
국 내에서 북수륙 계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10) 그러나 
최근 따이샤오윈(戴曉雲)이 북수륙 의궤를 논쟁의 표면으로 끌고 오면서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 연구도 수정되고 있다.11) 
 지금까지의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화 제작 이후의 역
사를 알려주는 중수제기와 공양자 명단은 136폭의 불화에 부속된 문서로
만 언급될 뿐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보녕사 

화의 도상연구는 남수륙 의궤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북수륙 의궤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나뉜다. 첸먀오즈(陳姿妙)는 남수륙 의궤를 기반으로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을 분석했다
(陳姿妙, 앞의 논문 참고). 반대로 따이샤오윈(戴曉雲)은 북수륙 의궤에 나오는 존격과 
수륙화의 도상을 대응시켰다(戴曉雲, 「解讀水陸畵的錀匙─試論<天地冥陽>和水陸畵的對
應關係」, 中央文史研究館, 敦煌研究院 編, 『慶賀饒宗頤先生九五華誕敦煌學國際學術研
討會論文集』[北京: 中華書局, 2012], pp. 317-335). 

9) 지욱은 남송 지반(志磐)이 정리하여 강남의 사명(四明) 지역에서 유행한 수륙의궤를 남
수륙, 양자강의 금산(金山)에서 행해졌던 옛 의문 전통을 북수륙이라고 지칭했다. 밀교
가 성행하던 시기에 수륙법회가 형성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에, 송대 이후 복원된 북수륙 
의궤에는 밀교의 영향이 나타난다. 남수륙 의궤는 남송대 지반이 만든 의궤를 명말 운
서주굉(雲棲袾宏, 1532-1612)이 수정한 것이다. 북수륙 의궤와 달리 밀교 교리, 이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천태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난다. 이는 남수륙 의궤를 수정한 
지반의 성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명말 주굉이 지반의 수륙의궤를 바탕으로 『법계성
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6권을 정리한 후 남수륙 계통의 이 의
궤가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 전까지 성행하던 북수륙 계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지
금 중국사회의 수륙회는 모두 남수륙 계통만 남아있다.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76-77. 

10) 명말 남수륙 의궤로 유행이 넘어가기 전까지 수륙회 관련의궤 전통은 매우 다양했으며 
사후구제라는 공통된 효험성을 유지한 체 종파, 후원, 수단, 의례자에 따라 각기 다른 
외형으로 등장했다. 이미 필립 블룸(Phillip Bloom)은 수륙회의 모듈성과 개방성에 초
점을 두고 연구한 바 있다. Phillip E. Bloom, “Descent of the Deities: The 
Water-Land Retrea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Visual Culture of 
Song-Dynasty (960-1279) Buddhism”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3) 참고. 

11) 戴曉雲, 앞의 책(2009); 戴曉雲, 앞의 논문(2012); 陳姿妙, 앞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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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화의 내력(來歷)과 제작 이후 수륙화의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수제기에 따르면 보녕사가 창건된 이후 황실에서 수륙화를 하
사한 것으로 보이며, 하사 이후 최소 두 차례 수륙화가 중수되었다. 강희
(康熙) 을유(乙酉, 1705)년에 제작된 중수제기에는 1704년 겨울에 이루어
진 수륙화 중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다.12) 1704년의 수륙화 중수는 우
위성(右衛城)에 주둔해있던 청나라의 군사집단인 팔기주방(八旗駐防)에 의
해 이루어졌다.13) 당시 보녕사의 주지였던 광거(廣居)의 청으로 팔기주방
이 수륙화의 보수에 자금을 냈다고 한다. 중수제기와 함께 남아있는 공양
자 명단에는 중수에 참여했던 우위팔기주방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 수륙화
는 이후 가경(嘉慶) 20년(1815)에 다시 보수되었다. 가경 20년에는 청말 
보녕사의 주지였던 원서(源緖)와 경리(經理) 업무를 맡아보던 관원이 주도
하여 수륙화를 다시 표구하였다. 이 시기에는 매년 4월 8일 욕불절(浴佛
節)이 되면 보녕사에 수륙화가 진설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주
를 했다고 한다. 불화에 묻어있는 먼지나 그을음을 제거하고 원래 채색을 
복원하는 수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차례의 중수에도 불구하고 불화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된 이후 우위성의 지역적인 상황이 달라지
면서 수륙화를 중수하고 사용했던 집단도 바뀌었다. 또한 450여 년 동안 
항상 동일한 목적으로 보녕사 수륙화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한번 만들어진 
작품은 제작만으로 그 역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제작 시의 상황이 영
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작품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점의 맥락은 작품
의 초기 형태, 구성,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술사 연구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제작 시점에만 몰입하는 연구는 제작 이후 작품이 사용되는 긴 시
간을 간과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자연
스레 변한다. 환경이 변하면 사용자들은 작품에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부
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과 다른 맥락에서 작품이 

12) 강희 연간의 중수는 1704년에 이루어졌고, 1704년 겨울 중수 이후 이듬해 봄에 제기
가 작성되었다. 제기에는 을유년만 기재되어 있다.

13) 청나라 군사조직인 팔기군이 변경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할 경우 팔기주방이라 불렀다. 
팔기군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푸른역
사,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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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제작 시점에 대한 연구만으로 대상의 
모든 측면을 밝혀냈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나 전시장의 설
명문에서 제시되는 ‘明(1368-1644)’ 시대는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되고 이
용된 시간 가운데 일부만을 잘라서 알려줄 뿐, 수륙화의 전체 역사를 대변
하지 못한다. 
 불교미술 연구에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는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불상에는 개금과 중수 외에도 여러 차례 복장물이 납입되었
고,14) 지궁의 사리도 지속적으로 재매납 되었다.15) 석굴에도 이전 벽화 위
에 새로운 벽화가 그려졌고, 같은 공간 안에 새로운 굴이 개착되기도 했
다.16) 다른 미술사 분야가 이러한 지점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데 반해,  
불화 연구는 수정된 기록을 짚어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의 결과를 명확하게 짚어낼 수 없어서 제작과 도상, 양식
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중국 불화 연
구에서 두드러졌다. 남아있는 불화 가운데 지속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
는 기록이 있는 경우가 적고, 기록이 있어도 사용의 맥락을 복원할 수 있
는 작품은 드물다. 이런 점에서 보녕사 수륙화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또한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제기는 수륙화가 사용된 맥락 뿐 아니라 당시 

14) 불상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불상 내부의 중수기로 개금이나 복장물 재납입이 확인
된 국내 불상으로는 해인사(海印寺) 법보전 및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좌상, 광주 자운사
(紫雲寺) 목조아미타불좌상, 대구 파계사(把溪寺) 건칠관음보살좌상, 오대산 상원사(文殊
寺) 목조문수동자좌상, 서울 지장암(地藏庵) 극락전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이 있다. 

15) 대표적으로 송대 정지사탑(靜志寺塔) 지궁(地宮)이 있다. 정지사탑 관련 연구는 周炅
美,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硏究」, 『美術史學』 23(2009), 
pp. 73-109; Sonya S. Lee, “Ch. 4. Impermanent Burials: Relic Deposits,” in 
Surviving Nirvana: Death of the Buddha in Chinese Visual Cultur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pp. 202-263 참고.

16) 닝창(Ning Qiang)의 돈황 막고굴 220굴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닝창이 연구한 막고굴 
220굴은 642년 적(翟)씨 가문에 의해 개착된 이후 후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중수되
었고, 심지어 원 벽화 위에 새로운 벽화가 그려지기도 했다. 닝창은 연구 시점을 220굴 
개착 초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수 시기까지 확장했다. 그는 책에서 220굴의 석굴 중수
와 확장의 역사를 통해 석굴 벽화의 도상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
려고 했다. 닝창은 220굴을 후원자 개인의 소망과 가문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표현
된 공간으로 가정하고 벽화의 모티프를 기반으로 석굴의 역사적 층위에서 보이는 사회
적, 정치적 암시를 해석했다. Ning Qiang, Art, Religion, and Politics in Medieval 
China: the Dunhuang Cave of the Zhai Famil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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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회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수륙화는 수륙회의 도량을 장
엄하는 의식용 불화였으며 법회에 초청되는 존격들이 자리하는 장소이기
도 했다.17) 보녕사 수륙화의 사용 기록은 곧 수륙회 설행(設行)의 기록이
기도 하다. 아귀도(餓鬼道)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에서 시작된 수륙회는 상
당히 광범위한 기능을 포괄하는 의식이었다.18) 중국 각지에서 설행된 장
례, 보도(普度), 효도, 치병, 기우(祈雨), 치수(治水), 여제(厲祭), 퇴마 등 
다양한 목적의 수륙회 기록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19) 그러나 
지속적인 수륙회 설행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사찰은 진강(鎭江)의 금산사
(金山寺)나 남경(南京)의 장산선사(蔣山禪寺) 뿐이다.20) 그마저도 금산사나 

17) 수륙화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에 수륙회를 설행하는 공간과 수륙화의 관계가 나타난
다. 북송 황휴복(黃休復)이 쓴 『익주명화록(益州名畫錄)』에는 수륙화와 법회 공간, 의식
간의 연관이 나타난다. 『익주명화록』에 따르면, 부주진태사(府主陳太師)가 장남본(張南
本)에게 천신지기(天神地祇), 삼관대제(三官大帝), 뇌공전모(雷公電母), 산독신선(山瀆神
仙), 옛 제왕의 모습 120폭을 그리게 하였다(黃休復, 『益州名畫錄』 卷上, 張南本). 이때 
이미 수륙회를 설행할 공간으로 수륙원(水陸院)을 따로 마련한 모습이 보인다. 그 외 수
륙회와 수륙화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叶渡, 「水陸法會與水陸畵」, 北京文物鑒賞
編委會 編, 『明淸水陸畵』(北京: 北京美術攝影出版社, 2004), pp. 7-10; Daniel B. 
Stevenson, 앞의 논문, pp. 30-70 참고. 

18) 북송 희녕(熙寧) 4년(1071) 2월 1일 동천양악(東川楊鍔)이 쓴 〈수륙대재영적기(水陸大
齋靈跡記)〉에 수륙회의 기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양무제(梁武帝, 
502-549)가 꿈에서 신승의 권유로 수륙의문(水陸儀文)을 써서 천감(天鑑) 4년(505)에 
윤주(潤州) 택심사(澤心寺, 현 양자강의 金山寺)에서 처음 의례를 설행했다고 한다. 양
무제 설화는 명·청대까지 수륙회의 금산전통을 만드는데 공헌했지만, 실제 수륙회 소의
경전의 한역 시기와 수륙회의 의식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만당기부터 밀교와의 영향 속
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성(紹聖) 3년(1096) 장로종색(長蘆宗賾, 11세기 
활동)의 〈수륙연기(水陸緣起)〉에 동천 양악이 썼던 수륙회 기원이 보충되어 있다. 장로
종색은 『구면연아귀경(救面然餓鬼經)』을 수륙회 인연의 시작으로 꼽는다. 이 경전은 면
연(面然)이라는 아귀가 아난을 찾아와서 아귀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귀에게 보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수륙대재영적기〉, 〈수륙연기〉와 다른 관련 
내용은 『시식통람(施食通覽)』(X961)을 참고. 전반적인 사항은 李小榮, 「水陸法會源流略
說」, 『法音』 第4期(2006), pp. 42-52 참고. 수륙회의 기원에 대한 것은 북수륙 계통의 
의궤인 『천지명양수륙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의 잡문(雜文)에도 실려 있다(戴曉雲 校
點, 앞의 책[2014] pp. 121-123). 

19) 필립 블룸과 첸샤오쥔(陳堯鈞)은 수륙회의 여러 기능을 정리했다.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151-191; 陳堯鈞, 「中國佛教的水陸法會之研究」(香港中文大學 碩士論
文, 2005), pp. 34-42.

20) 수륙회의 기원지로 유명한 진강의 금산사는 원대 황실로부터 수륙회 설행을 위한 후원
을 받았다. 남경의 장산선사는 명 건국 초기에 황실에서 수 차례 수륙회 거행을 명했던 
사찰이었다. 진강 금산사의 수륙회 기록은 陳堯鈞, 위의 논문, pp. 36-40 참고. 한편 
명 건국 초기 홍무제(洪武帝, 1328-1398, 재위 1368-1398)는 홍무(洪武) 1년(1368)과 
2년(1369), 4년(1371)에 남경 장산선사에 수륙회 거행을 명했고, 직접 예불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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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선사 수륙회의 시각적인 유물이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사찰에서 열
렸던 수륙회와 수륙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보녕사 
수륙화는 136폭으로 거의 전체가 남아있고 중수제기를 비롯한 기록도 비
교적 잘 보존되었다. 중수제기에서 수륙회 설행의 모습도 확인된다. 또한 
보녕사 수륙화는 수륙화와 수륙의궤의 유행이 변화하는 명·청대 동안 꾸준
히 사용되었던 정황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과 제작 연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이 아닌, 수용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 실제 사용과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수륙화가 
하사되었던 시기와 이후 두 차례의 중수 시점을 중심으로 우위성의 사회
적인 변화와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에 관여한 인물들을 분석하려 한다. 또
한 중수에 참여한 인물들과 당시 사회적·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보녕사 
수륙화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겠다. 각 시기마다 보녕사 수
륙화와 관계되는 후원자의 계층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기 위
해, 명·청대의 정사(正史) 뿐 아니라 당시의 소설, 지방지를 폭넓게 활용하
려 한다. 특히 수륙화가 중수된 1704년, 1815년과 근접한 시기의 지방지
인 『산서통지(山西通志)』, 『삭평부지(朔平府志)』에는 우위성의 기본적인 
정보, 지역 사원의 역사, 묘비, 풍속 등에 대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방지는 우옥현의 주변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
다.
 현재 남아있는 보녕사 수륙화에 일부 결실된 폭이 있기 때문에, 우선 Ⅱ
장에서 전체 불화의 구성을 살펴보고 수륙화의 방제에 적힌 숫자를 바탕
으로 원래의 규모를 파악하겠다. 이후 논문의 각 장을 통해서 명·청 두 왕
조의 시대적인 흐름과 우옥현의 지역사 속에서 수륙화가 사용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겠다. Ⅲ장은 15세기 중반 수륙화가 하사되었던 시기의 
정황을 다룬다. 당시 명 황실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녕사에 
수륙화가 하사된 원인과 하사목적을 밝히겠다. 이 과정에서 황실 주도 수
륙회의 목적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Ⅳ장은 강희 연간의 중수제기를 중심

도 했다. 『楚石梵琦禪師語錄』 X1420, 71:657c-65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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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7-18세기 경 우위성 권력집단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18세기 초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는 우위성에 주둔해있던 팔기주방의 주도
로 이루어졌다. 명·청대 지역의 권력집단이 사원을 이용하여 공동체의 이
익을 꾀했던 현상과 관련하여, 팔기주방이 이 지역의 종교시설 보수에 관
여한 이유를 살펴보겠다. 한편 19세기의 보녕사 수륙화는 18세기와는 다
른 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1815년의 중수제기에는 수륙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Ⅴ장은 1815년의 중수제기 기록을 기반
으로, 19세기 초 청말 변경 사원의 경제적인 상황과 보녕사 수륙화의 기
능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장에서는 특히 수륙화 뿐 아니라 청말 
보녕사에서 열렸을 수륙회의 변화도 살펴보겠다. 수륙화의 기능이 변한다
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수륙회 의식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도 연관된
다. 보녕사 수륙화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 안에서 형성된 수륙회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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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녕사(寶寧寺) 수륙화(水陸畵)의 구성

 보녕사 수륙화에는 불교 존격 외에도 도교, 유교에서 유래한 다수의 인물
과 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녕사 수륙화가 처음으로 연구되
었을 때부터 중국 학자들은 각 폭의 도상이 어느 종교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선 분류하였다. 그러나 보녕사 수륙화에 여러 종교의 신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불화를 습합적인 종교화로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
녕사 수륙화가 제작되던 명대는 다른 종교의 신을 수용해서 수륙회가 만
들어지던 당대(唐代)와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 수륙화가 제작되던 시
기에 수륙회는 불교 의식의 하나였다. 수륙회에 소청(召請)되는 신들도 다
른 종교와 불교에 모두 함께 걸쳐있는 존격으로 생각되었다.21) 따이샤오
윈(戴曉雲)은 수륙화에 포함된 타 종교의 신이 불교에 수용된 시점을 분석
하여,  수륙 의궤의 기반이 형성되던 송대(宋代)에 이미 수륙화가 온전히 
불교의 제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2) 필자도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을 불교, 도교, 유교, 민간 종교의 범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23) 수륙화의 실제 사용 맥락에서 봤을 때 불화에 표현된 신들은 불교
의 권속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종교에 따른 도상 분류는 무
의미하다. 본고에서는 종교별로 도상을 분류하기보다, 수륙화 방제에 적혀
있는 숫자의 순서대로 전반적인 구성을 분석하고 원래의 규모를 밝히고자 
한다.
 136폭의 보녕사 수륙화는 세로로 긴 축(軸)형으로 장황되어 있다. 136폭
은 방제가 없는 20폭과 방제로 존명을 알 수 있는 116폭으로 구성된다(표 
1). 〈여래도(如來圖)〉 9폭, 〈보살도(菩薩圖)〉 10폭, 〈아귀도(餓鬼圖)〉 1폭
이 방제가 없는 20폭에 해당된다. 〈여래도〉는 약 139~150×76~77cm이고,  
〈아귀도〉를 제외한 나머지 불화는 대략 116~125×61~63cm 정도이다. 〈아

21) 도교와 불교는 서로의 권속 일부 공유하기도 했다. 『이견지(夷堅志)』에는 수륙회나 도
교의 황록재(黃籙齋)에서 동일한 신이 공유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22) 戴曉雲, 앞의 책(2009).  
23) 수륙화가 기반하고 있는 수륙의궤에도 불교경전에서 의궤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수륙회의 목적도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하는 것이다.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p.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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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도 42)는 105×62cm로 가장 작다. 부처가 그려진 9폭의 〈여래도〉는 
수륙화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존격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그림보다 크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불화가 약간씩 크기가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중수 때 다시 표구 하면서 일부가 잘려나간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방제가 없는 〈여래도〉와 〈보살도〉는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도 2-6 참고). 
중심부에 정면관의 존상이 있고 그 뒤로 얇은 선과 옅은 색으로 두광과 
신광이 표현되었다. 9폭의 〈여래도〉는 수인을 제외한다면 존상의 자세, 상
호, 장식이 매우 비슷하다. 부처는 무늬가 새겨진 붉은 색의 가사와 청색
의 부견의(覆肩衣)를 입고 있다.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뾰족한 
육계와 정상계주가 보이고, 다소 둥근 얼굴에 눈매는 날렵하다. 가슴은 넓
게 표현되었다. 하단의 대좌에는 청색과 홍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식이 
그려져 있고 존상의 상단에는 화려한 보개가 드리워져 있다. 〈보살도〉의 
경우에도 존상의 지물과 영락, 보관 등의 장식만 다를 뿐 상호와 전반적인 
구성은 〈여래도〉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여래도〉의 배경에는 대좌와 비슷
하게 장식된 낮은 담이 있고, 〈보살도〉의 배경에는 안개 같은 엷은 구름이 
그려져 있다. 〈여래도〉는 다른 도상의 불화보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24) 
 〈여래도〉 9폭은 수인을 통해 미륵불(彌勒佛),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 노
사나불(盧舍那佛)(도 3), 약사불(藥師佛), 보생불(寶生佛), 석가모니불(釋迦
牟尼佛), 비로자나불(毘盧蔗那佛)(도 2), 2폭의 아미타불(阿彌陀佛)로 확인
된다.25) 〈보살도〉는 10폭이 남아있다. 지물로 도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문

24) 19세기의 중수제기에서 특정한 날에 보녕사에서 수륙화가 진설(陳設)되었다고 했기 때
문에 이 수륙화가 대중에게 항상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오래 사용되
었음에도 보존이 잘 되어있다. 다만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여래도〉 9폭의 경우 특별히 
방제가 없고 수륙회가 아닌 다른 일반 불화와도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평상시 
보녕사에서 예배 대상으로 전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살도〉도 마찬가지
이다.

25) 패트리샤 버거(Patricia Berger)는 1988년에 출판된 『寶寧寺明代水陸畵』에 의거하여 
요가탄트라의 5불(비로자나불,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과 노사나불, 석가
모니불, 아미타불, 알 수 없는 부처로 판별했다. 그는 지금은 사라진 10번째 부처까지 
합쳐서 시방불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Patricia Berger, “Preserving the Nation: 
The Political Uses of Tantric Art in China,” in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Chinese Buddhism, 850-1850, ed. Marsha Weidner et al [Lawrence, 
KS; Spencer Museum of Ar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 
96). 그러나 『寶寧寺明代水陸畵』에 쓰여 있는 불상의 존명은 잘못 판별된 것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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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살(도 4), 관음보살(도 5), 보현보살(도 6), 지장보살 뿐이다.26) 문수와 
보현보살의 대좌의 가운데 단에는 각각 사자와 호랑이가 묘사된다. 관음보
살은 버드나무 가지와 정병을 들고 있으며 지장보살은 지장의 지물인 석
장(錫杖)을 들고 있다. 도상이 확인되지 못한 보살들은 북수륙 의궤 『천지
명양수륙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에 기재된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허공
장보살(虛空藏菩薩),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일 
것으로 추정된다.27)

 보녕사 수륙화의 부처와 보살에는 양식적으로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이 
일부 보인다.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은 여래의 뾰족한 육계와 정상계주, 
보살의 장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28) 보녕사 수륙화와 비교되는 북경의 법
해사 벽화에도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이 보인다(도 47-49). 법해사 북벽 
동측에는 비파를 든 녹색 피부의 지국천왕(持國天王)이 그려져 있다. 보녕
사 수륙화의 지국천왕도 마찬가지이다(도 50). 지국천왕을 녹색 피부로 표
현하는 것은 티베트 쪽의 양식이다.29) 
 이러한 경향은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 주체로 추정되는 명 정통제(正統帝, 
재위 1435-1449)가 티베트 밀교를 선호한 것과 관련된다. 이 시기 궁정 
내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흥성했다. 정통제는 황실의 법회 업무를 관장했던 
번경창(番經廠) 소속 태감(太監)에게 티베트 승려의 글을 번역하고 진언을 

들어 『寶寧寺明代水陸畵』에는 본 논문의 도 2가 아미타불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불화
는 지권인(智拳印)을 취한 비로자나불이다. 첸준지(陳俊吉)는 동시기 다른 불상과 불화
를 비교하여 9폭의 방제가 없는 불화의 부처 도상을 정리했다(陳俊吉, 앞의 논문
[2009a], pp. 538-589). 첸준지는 현재 소실된 한 폭은 아촉불이라고 주장했다. 『천지
명양수륙의문』에는 대량의 밀교사상이 유입되었고 의궤 내에서 『금강정경』도 언급된다. 
그는 10불 가운데 비로자나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 아촉불은 금강계만다라의 
핵심인 오방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존격들을 부분씩 떼어내서 오방불, 삼세불, 
삼신불 등의 유형만 만들고 있을 뿐 10불의 전반적인 구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보녕사 
수륙화의 10불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26) 첸준지는 다른 수륙화나 벽화, 경전을 근거로 〈보살도〉의 도상 판별도 시도했다. 그러
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법해사 벽화나 청대 수륙화의 보살 존명이 명확하게 명문으
로 기록된 것은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590-602.   

27) 보녕사 수륙화에 포함되는 〈보살도〉 10폭과 『천지명양수륙의문』에서 소청하는 보살의 
수와 일치하지 않아서 다른 두 보살의 정확한 존명을 파악하기 어렵다.

28) 버거 역시 10폭의 보살상을 중국식 티베트 불상으로 언급했다. 그 외 중국에서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에 대해서는 Patricia Berger, 앞의 글, pp. 89-123 참고.

29)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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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송하며 티베트 불교 의식을 배우도록 명했다.30) 명 황실은 정통제 이전
에도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락제(永樂帝, 1360-1424, 
재위 1402-1424)는 겔룩파(黃帽派, Gelug-pa)의 창시자인 총카파(宗喀巴, 
Tsongkhapa, 1357-1419)를 초청하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이 성사되지 않
자 총카파의 제자인 샤카 예세(釋迦也失, Shakya Yeshe, 1354-1435)를 
북경에 초청하였다. 또한 영락제는 명대 황실의 환관기구였던 사례감(司禮
監) 아래에 번경창과 한경창(漢經廠)을 나누어 설치하여 각각 티베트 불교 
계열의 불사(佛事)와 한족 전통의 불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티베트 불교
에 대한 관심은 티베트계 양식의 불상으로도 표현되었다. 명말 유약우(劉
若愚)는 궁의 영화전(英華殿)에서 서번불상(西番佛像), 즉 티베트계 불상을 
공양한다고 기록하였다.31) 궁정 내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컸기 때
문에 궁정 화가가 동원된 법해사 벽화와 보녕사 수륙화에도 티베트 불교
미술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래도〉와 〈보살도〉가 정면관의 존상 하나만을 묘사한 것과 달리, 방제
가 있는 나머지 116폭의 불화는 대부분 전형적인 수륙화 구성과 전통적인 
중국 당·송대의 인물 양식을 보여준다. 수륙화는 일반적으로 중심의 불보
살을 향해 여러 신격들이 모여드는 구조를 가진다(도 53-54, 57-58, 62). 
방제가 있는 보녕사 수륙화의 경우, 방제의 첫 글자는 ‘左’나 ‘右’로 시작
하고 그 뒤에 1에서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매겨져있다(표 1). ‘좌(左)’로 방
제가 시작하는 대부분의 불화는 인물들이 오른쪽을(도 12-20), ‘우(右)’로 
방제가 시작하는 다른 불화는 인물들이 왼쪽을(도 21-26) 향하고 있기 때
문에 방제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 전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2) 〈여래도〉
와 〈보살도〉가 정면이므로 정면관의 불화를 중심에 두고 좌우 순서대로 
나머지 수륙화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3).33) 
 좌측과 우측의 1번부터 5번까지는 십대명왕(十大明王)이 그려져 있다(도 
7, 8). 이 명왕들은 팔대보살과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의 변현(變現)이다. 

30) 趙改萍, 「元明時期藏傳佛教在內地的發展及影響」(四川大學 碩士論文, 2007), p. 217.
31) 劉若愚, 『酌中志』 卷16. 
32) 다만 명왕도, 나한도, 재난장면이나 지옥이 그려진 불화의 경우, 방제에 ‘左’와 ‘右’가 

적혀있더라도 존상들이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33) 뒤에 이어지는 116폭 구성에 대해서도 도판과 함께 p. 120의 표 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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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상의 상단부에 작게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부처나 보살이 결가좌
하고 앉아있다. 원 안의 존격은 중심부에 있는 명왕의 변현 전 모습이다. 
 좌, 우의 6번부터 9번에는 한 폭에 2명의 나한을 그려서 16나한을 구성
하였다(도 9-11). 보녕사 수륙화의 나한도는 방제가 아니었다면 통상적인 
나한도로 인식했을 만큼 수륙화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보녕사 
수륙화의 나한도나 불보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배화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보녕사 수륙화와 같은 초본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불화도 몇 점 확인된다.34) 
 좌측은 10번부터 천장보살(天藏菩薩)과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이끄는 
천선(天仙) 및 하계(下界)의 신과 왕고인물(往古人物)로 구성된다.35) 천장
보살을 중심으로 천룡팔부(天龍八部), 천중(天衆), 신중(神衆), 천왕(天王), 
아수라신중(阿修羅神衆) 등이 44번까지 이어진다. 45번은 소실되었고, 46
번부터 58번까지는 인로왕보살이 왕고인물(往古人物)들의 혼을 이끈다(도 
12-20). 왕고인물들은 제왕(帝王), 문무관(文武官), 장사(將士), 비구(比丘),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도사(道士), 노비 등의 계급을 중심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우측에는 지지보살(持地菩薩)과 지장보살이 천계(天界), 지계(地界), 수부
(水府)와 명계의 여러 신들을 이끈다. 먼저 지지보살을 중심으로 천중, 지
기(地祇), 수부의 신들이 35번까지 그려진다(도 21-26). 36번부터는 지장
보살이 명왕과 지옥의 판관을 인도하고 있고 그 뒤 41번과 42번에 지옥 
장면(도 27-28)이 묘사된다.36) 면연귀왕과 아난이 그려진 43번(도 29) 뒤
로는 여러 재난과 이로 인해 사망한 고혼이 나온다(도 30-41).37) 마지막 

34) 『揭諦阿羅漢: 中國佛畵之美 羅漢篇』에 수록된 나한도(도 51)와 보녕사 수륙화 우(右) 
7, 8, 9(도 9-11)가 같은 초본을 가지고 그려졌다(陳淸香, 『揭諦阿羅漢: 中國佛畵之美 
羅漢篇』[臺北: 應真藏, 2003], pp. 17, 19, 21). 또한 16세기 추정 〈석가모니불〉, 〈문수
보살도〉, 〈보현보살도〉 3폭(도 52)의 두 보살이 보녕사 수륙화의 〈문수보살〉(도 4), 〈보
현보살〉(도 6)과 유사하다. 심지어 옷자락이 휘날림까지 똑같다(許志平, 『中國佛畵之美
佛陀篇: 善綠無量』[臺北: 應眞藏, 2006], pp. 44-45).

35) 왕고인물(往古人物)은 방제에 ‘往古’가 들어가는 그림에 그려진 인물을 의미하는 말이
다. 이들은 과거 인물들의 혼이며 수륙회에서 위로를 받는 대상이다.

36) 지옥 장면은 팔한지옥(八寒地獄), 팔열지옥(八熱地獄), 근변지옥(近邊地獄), 고독지옥
(孤獨地獄)이 있다.

37) 재난장면은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자해하여 스스로 목을 매고 죽는 장면(右第四十五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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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은 윤회 대상인 육도사생(六道四生)이 표현된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방제에 적혀있는 존상들이 한쪽으로 방
향을 틀고 있다. 배경에 안개처럼 흐릿한 구름이 그려져 있어서 마치 허공
에서 존상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 방제의 순서대로 수륙화가 좌우에 나란
히 놓였을 모습을 생각한다면, 중심을 향한 도상들의 방향성은 현실 세계
로 신들이 강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녕사 수륙화는 동시기 궁정화가가 제작한 법해사 벽화(도 
47-49), 경태(景泰) 5년(1454)의 수륙화(도 53-56)와 비교된다. 그러나 보
녕사 수륙화와 비교될만한 구성을 가진 것은 성화 연간(1464-1487)에 제
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륙도량신귀도상(水陸道場神鬼圖像)》(도 57-58) 
뿐이다.38) 경태 5년에 제작된 수륙화는 36폭만 남아있어서 전체 구성을 
알기 어렵고,39) 양식적으로 비교되는 법해사 벽화는 수륙화가 아니기 때
문에 구성을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수륙도량신귀도상》이 판화이기는 하지
만 보녕사 수륙화처럼 방제로 좌우가 나뉘어 있고, 좌우 방제에 따라 도상
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륙도량신귀도상》에는 좌우 각각 
75번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어서 최소 150개의 이미지가 한 세트를 이루었
던 것으로 보인다.40) 《수륙도량신귀도상》의 세부적인 도상이 보녕사 수륙

荒殍餓病疾纏綿自刑自縊眾), 풀이나 나무에 의지하고 벼랑에서 밀침을 당하는 장면(右
第四十六依草附木樹拆崖摧鍼灸病患眾), 무고하게 누명을 당하고 원한을 갚으려 서로를 
베는 장면(右第四十七枉濫無辜御冤報屈一切孤魂眾), 도시에서 형벌을 받고 감옥에 유폐
되어 죽는 장면(右第四十九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眾),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
(右第五十一兵戈盜賊諸孤魂眾), 바늘 같은 목구멍에 입만 커서 굶주리는 아귀의 모습
(右第五十二大腹臭毛針咽巨口飢火熾熱然鬼魂眾), 집이 불타고 전쟁으로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장면(右第五十三火焚屋宇軍陣傷殘等眾), 원수에게 원한을 갚고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장면(右第五十四讎冤報恨獸咬蟲傷孤魂眾), 출사는 중에 죽거나 유산하는 장면과 
아주 춥거나 몹시 더운 날의 장면(右第五十五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잘못 치료받거
나 혹은 독살당하는 장면과 갑자기 나쁜 일을 당하는 장면(右第五十六誤死鍼醫橫遭毒
藥嚴寒眾), 길이나 타향지에서 객사하고 물에 빠져 죽어서 떠다니는 고혼 장면(右第五
十七身殂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眾), (右第五十八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眾)
이 묘사되었다. 이 도상들은 조선의 감로탱 하단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38) 『中國古代版畵叢刊二編: 釋氏源流, 水陸道場神鬼圖像, 牧牛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39) 경태 연간의 수륙화는 기메박물관에 34폭, 클리브랜드 박물관에 2폭이 남아있다.
40) 북수륙 의궤가 유행했던 명대 전기까지는 100여 폭 이상의 수륙화가 제작되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말부터 남수륙 의궤가 유행하면서 수륙회 자체가 간소해졌고 이
후로는 70폭 정도의 규모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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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처와 보살에서 시작하여 천신(天神)과 지
기(地祇), 명계의 지옥과 재난장면을 이끄는 면연귀왕, 왕고인물을 이끄는 
인로왕보살의 구성은 동일하여 보녕사 수륙화의 구성이 당시 일반적이었
음을 알 수 있다.41)

표 2 보녕사 수륙화 좌, 우변에서 중복되는 번호와 결실이 있는 번호

 《수륙도량신귀도상》의 전체 삽화 수를 생각할 때 보녕사 수륙화도 136폭
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보녕사 수륙화에는 빠진 번호와 중복되는 번
호가 있다(표 2). 좌측은 11번, 28번, 41번, 45번이 빠져있고 17번, 27번, 
42번이 중복된다. 우측의 경우 11번, 17번이 중복되고 48번과 50번이 빠
져있다. 우측에 중복되는 11번이 좌측에 없기 때문에 좌 11번을 잘못 썼
을 수 있다. 또한 좌, 우에 모두 17번이 중복되는데, 좌측 17번과 우측 
17번의 방제에 각각 “前”, “後”가 붙어있어서 17번 2폭은 앞뒤로 걸린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좌측의 27번도 중복되지만 28번이 없기 때문에 28번
의 오기로 보인다. 수륙화는 좌우대칭이 중요하므로 양측이 17번처럼 함
께 중복된다면 2폭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앞뒤번호가 결
실된 상태에서 번호가 중복된다면 오자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42번이 
중복되는 것도 41번의 오자로 생각된다. 우변의 마지막 번호가 59번이므
로 좌측에도 59번이 있었을 것이다.
 17번이 중복되고 59번으로 끝나는 방제의 번호를 고려한다면, 보녕사 수
륙화에 방제가 있는 불화는 좌우 각각 60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천
지명양수륙의문』에 실린 수륙패위(水陸牌位)에도 좌우에 60위(位)씩 두고 
있다. 이 60위에 불보살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보녕사 수륙화가 

41) 개인 소장된 《수륙도장신귀도상(水陸道場神鬼圖像)》 채색본이 전시된 적이 있다. 동일
한 삽화가 여러 개 발견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판본이 어느 정도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奈良國立博物館編集 編, 『聖地寧波(ニンポー): 日本仏教1300年の源流: すべ
てはここからやって來た』(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236-237, 311-312.

좌 우
결실 11번, 28번, 41번, 45번 48번, 50번
중복 17번, 27번, 42번 11번,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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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각각 60폭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한편 9폭밖에 남지 
않은 〈여래도〉는 원래 10폭의 〈보살도〉와 대칭을 이루었을 것이다. 또 다
른 정면관의 불화 〈아귀도〉가 결실된 1폭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만 〈아귀도〉는 〈여래도〉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보살도〉와 마지막 대칭을 
이루는 불화가 될 수 없다.42) 따라서 방제가 있는 불화 120폭에 방제가 
없는 〈여래도〉, 〈보살도〉 20폭과 〈아귀도〉를 합하면 보녕사 수륙화는 최
소 141폭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43) 
 이러한 보녕사 수륙화의 구성은 명대 유행하던 북수륙 계통의 의궤 『천
지명양수륙의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44) 명대 황실에서 거행한 
다른 수륙회도 명양수륙(冥陽水陸)으로 지칭되었고,45) 황실에서 제작한 수
륙화도 『천지명양수륙의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불보살에서 
명왕, 나한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천지명양수륙의문』 상권(上卷)에서 신들
을 소청하는 순서와 동일하다. 특히 의문에 기재된 십대명왕과 나한 각각
의 소청 순서는 좌 1, 우 1, 좌 2, 우 2, 좌 3, 우 3 등 지그재그로 교차
된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과도 일치한다.46) 또한 『천지명양수륙의문』에 실
린 수륙패위의 좌육십위(左六十位)와 우육십위(右六十位)를 필자가 예상한 
원래의 폭과 비교해보면 보녕사 수륙화가 『천지명양수륙의문』을 따르고 
있음이 확실해진다.47) 보녕사 수륙화를 통해 황실에서 북수륙 의문을 따
라 제작한 수륙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2) 〈아귀도〉가 어디에 진설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면관의 아귀 표현과 다른 불
화의 좌우대칭 구조로 미루어봤을 때 좌우측에는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수륙화가 반드
시 일렬이나 ⨅ 구조로 전시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단을 설치하여 두었을 수도 
있다. 혹은 아귀가 수륙회의 중요한 시식 대상이므로 ⨅ 의 중심부에 단을 설치하고 
〈아귀도〉를 전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3 참고. 

43) 첸준지도 같은 논리로 보녕사 수륙화가 141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147-161.

44) 북수륙 의궤와 보녕사 수륙화의 도상 비교는 위의 논문 참고.
45) 『楚石梵琦禪師語錄』 X1420, 71:657c-658c.
46)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p. 39-43.
47) 위의 책, p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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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下賜)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첫 기록은 보녕사 사역에 남아있던 석각비이다. 
석각비에는 보녕사의 창건과 중수만 기록되어 있고 수륙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없다. 다만 석각비를 통해 보녕사의 창건 시점을 알 수 있
어 수륙화 하사의 상한(上限)을 정할 수 있다. 다른 중국 불화 연구와 마
찬가지로 연구자들은 정황증거를 통해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 맥락에 대해 
매달려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작에 대한 문헌이 유실되어서 보녕사 수
륙화의 연원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연구자마다 제작시점에 대해 서로 다
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48)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에 중점을 둔 기준의 연구경향과 달리 여기서의 
논지는 유물의 제작보다 실제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작에 대
한 논쟁이 아닌, 수륙화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을 중심
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보녕사 수륙화에 대한 가장 이른 사용 기록은 이 
작품의 하사(下賜)에 대한 것이다. 만들었을 때의 의도가 수륙화의 시각성 
측면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과 하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목적의 행동이었다면, 
하사 맥락의 문제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 제작되었던 것
을 후에 하사품으로 내렸다 하더라도 제작에 대한 기록이 소실되었기 때
문에 정황 증거로는 원형을 찾을 수 없다.49) 여기서는 산서성 우옥현의 
옛 우위성 내의 보녕사에 수륙화가 하사되었던 것을 실제 확인 가능한 첫 
번째 사용 시점으로 보고, 당시 수륙회의 기능과 구조를 분석하여 의식에
서 수륙화가 사용된 맥락을 보고자 한다.

48)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자들 모두 명대에 제작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명의 어느 황제가 하사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이견이 있고, 그에 따라 제작과 
하사 이유도 조금씩 다르게 추정된다. 첸준지가 보녕사 수륙화의 제작과 하사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여 1460-1464년 사이로 제작·하사 시점을 추정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반론은 없다. 陳俊吉, 앞의 논문(2009b), pp. 357-393 참고.

49) 여러 정황을 보건데 새로 제작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던 수륙화를 하사했을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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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土木)의 난과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下賜)
 
 보녕사에 있던 석각비에 새겨진 성화 10년(1474)의 「칙사보녕사기(敕賜
寶寧寺記)」에는 보녕사 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대동서로(大同西路) 우위성의 보녕사는 경태(景泰) 을해(乙亥, 1455)년에 
청하여 [착공을] 시작하였고 천순(天順) 경진(庚辰, 1460)년에 완공되었으나 
비문이 흩어져 [그] 결실이 바로 서지 못했다. (중략) 석공에게 명을 내려 
손질하고 연마하도록 하고 길일을 골라 비를 세워 길이 전해지도록 한다. 
나는 이런 까닭에 글을 써서 기록이 한없이 이르도록 한다. (중략)
대명(大明) 성화 10년(1474) 가을 길일
승사랑대동부통판(承事郎大同府通判) 회남(淮南) 조□(曹□) 씀.50)  

 석각비에는 보녕사 창건 연도만 있을 뿐 수륙화의 하사 기록은 없다. 다
만 보녕사가 창건된 1460년 이후 수륙화가 하사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제작과 하사 연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과 달리, 보녕사 수륙화 하
사의 목적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녕사 수륙화와 함께 보관된  
문헌 가운데 2장의 중수제기에서 수륙화의 하사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성(恒城, 산서성 대동시 옛 지명)에 군사가 주둔(駐防)한 이래로 무릇 
이 절은 오래된 사찰이었다. [사찰의] 이곳 저곳이 빛나고 밝아서 보녕사는 
더욱 아름다웠다. 사원 내에는 변방을 진압하기 위해 황제가 하사한(敕賜) 
수륙화 1당(堂)이 전해져 왔다.51) (중략) 지나간 해 겨울에 장군, 도통(都

50) “大同西路右衛城寶寧寺於景泰乙亥請勒 天順庚辰蓋造 碑文既攜，但未果立…擇吉建立 
以垂不朽 予故庸書 以此記歲月雲旨 大明成化十年秋月吉旦 承事郎大同府通判淮南曹□
書.” 전문은 吳承山, 앞의 논문, pp. 46-47에 수록.

51) 당(堂)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 크게 2가
지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문헌에서 수륙당(水陸堂)의 용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문
의 “水陸一堂”은 수륙화가 전시되었을 전각을 의미할 가능성, 기존 해석처럼 양사로 사
용되어 수륙화가 소장되었던 전각이나 혹은 수륙화 한 세트를 의미할 가능성이다. 필자
는 후자의 의미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산서지역에서 벽화형태로 수륙전(水陸殿)을 만들
었기 때문에 보녕사 수륙화도 항상 전시되었을 수 있지만, 보녕사에는 최소 141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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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과 여러 사람들을 간절히 모았고 팔기(八旗)의 여러 관직에 있는 자들이 
재물을 내고 옷을 모아 [중수하니] 더러운 것에 광채가 더욱 증가하고 광휘
가 빛나 사람의 시력을 빼앗는다. (중략) 강희 을유년(1705) 봄 길한 날 아
침, 읍인 정조교(鄭祖僑)가 썼다.52)

 군성의 보녕사는 고찰이다. 수륙화 1당(一堂)이 있는데 여러 천인, 불조
(佛祖)가 그려져 있다.53) 매해 욕불절(浴佛節)에 [수륙화를] 빽빽하게 진설
하고 향을 사르며 정례(頂禮)하였는데, 사방에서 시주(檀那)가 모두 모이고 
[사람들은] 우러러 배례하였다.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황제가 하사하
여(敕賜) 변방을 진압하고 민생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략) 가경 20
년(1815) 봄 좋은날 아침, 유학자 늠선생원(廩膳生員) 당개(唐凱)가 씀.54)

 
 강희 을유년(1705)의 중수제기(도 45)와 가경 20년(1815)의 중수제기(도 
46)에는 변방을 진압하고 민생을 복되게 하고자 하사된 것이라고 하사의 
목적이 적혀 있다. 

륙화를 함께 전시할 만한 크기의 전각이 없으므로 전각 내에서 전시되지는 못했을 것이
다. 보녕사는 동에서 서까지 100m, 남에서 북까지 150m의 정도의 크기였다. 사역 내
에는 대웅보전(正殿), 천왕전(過殿)과 전전(前殿)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앞에는 종루
와 고루가 있었다. 정전과 천왕전 사이에 30여 칸의 배전, 산문 양측에 정교한 패루(牌
樓)가 2곳에 있었지만 전쟁동안 파괴되고 지금 남은 것은 대웅보전과 천왕전 뿐이다. 
가장 큰 건축물인 7칸×3칸의 대웅보전 크기는 23.5m×13.6m이다. 141폭이 건축 내부
에 전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수륙화 한 폭의 넓이가 60cm 정도이므로 84.6m의 둘레
를 가진 건축물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대웅보전의 둘레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평
상시에 계속 예배되었다면 향으로 인한 그을음이 지금보다 심했을 것이다. 한편 당(堂)
이 양사의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문의 “堂”은 수륙화가 소장되었던 전각이나 
수륙화 한 세트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15년의 두 번째 중수제기에서 사용
된 “堂”은 양사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필자는 첫 번째 중수제기의 “堂”도 양사의 의
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한다.

52) “恒城自駐防以來 凡寺宇古刹 處處煥然 而寶寧寺尤為美備 寺中相傳有 敕賜鎮邊水陸一
堂. (중략) 客歲冬募懇將軍都統諸大人以暨八旗諸公捐資攢裱 俾向之塵封者今則光彩倍增 
輝煌奪目矣 (중략) 時 康熙乙酉季春吉旦 邑人鄭祖僑書.” 전문은 본 논문의 p. 43, 각주 
137 참고.

53) 두 번째 중수제기는 당(堂)을 양사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뒤
로 이어지는 “여러 천인, 불조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구절은 수륙일당(水陸一堂)이 수륙
화가 소장된 건물보다 수륙화 자체를 지칭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54) “郡城之寶寧寺古刹也 有水陸一堂 中繪諸天佛祖 每於歲之浴佛節森然陳設 焚香頂禮 四
方檀那咸畢集而瞻拜焉 溯其由來 蓋敕賜以鎮邊疆而為生民造福者也. (중략) 時 嘉慶二十
年季春穀旦 儒學廩膳生員唐凱書.” 전문은 p. 65, 각주 2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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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의 두 중수제기에 기록된 단어 칙사(勅賜)는 하사의 주체를 암시한
다. 이 두 자는 다른 글자들의 시작점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도 45, 46). 
강희 을유년의 중수제기에는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줄을 끊어서 “勅賜” 
두 자(字)와 장군(將軍) 의 “將”이 다른 글자보다 높이 쓰여 있다. 작성자
가 의도적으로 글 안에 위계를 만들고 “勅賜”를 강조하고자 이렇게 배열
한 것이다.
 칙(勅)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인 칙서(勅書)를 의미한다. 한나라 때부터 천
자의 명령을 책(策), 제(制), 조(詔), 칙(勅)으로 구분하였으며,55) 청대에는 
칙이 황제의 일반적인 명령을 의미했다. 강희 을유년의 중수제기와 시기적
으로 근접한 1716년에 당시 사용하던 한자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강
희자전(康熙字典)』이 완성된다. 『강희자전』에는 “天子制書曰勅”이라고 칙
을 정의하였다.56) 18세기 초반에 칙은 황제의 제서(制書), 조서의 의미로 
되었다. 1705년의 중수제기에 청 황실의 종친과 팔기군이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중수제기의 찬술자였던 정조교(鄭祖僑)가 “칙
勅”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136폭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수륙화를 민간의 재원으로 제작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명 만력(萬曆) 9년(1581) 산서성 문희현(聞喜縣)의 곽(郭)씨 
가족은 ‘은오백(銀五百)’으로 〈사대천왕도(四大天王圖〉(도 59) 1폭을 제작
하였다.57) 당시 은 500은 50냥(兩)의 가치를 가졌다. 1냥은 백미 4석(石)
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이는 무게로 천근(斤)에 해당하였다. 명대 7품 관
원 1명의 봉급은 4냥, 1품 관원의 봉급이 24냥이었다.58) 현재 남아있는 
136폭의 가치를 곽씨 가족이 제작한 〈사대천왕도〉와 같이 한 폭 당 50냥
으로 잡을 경우 7,050냥에 이를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또한 산서성은 축(軸) 형식 보다 벽화 형태의 수륙화가 많이 발견되는 지
역이다(도 60-64).59) 산서성은 원대부터 사관(寺觀) 벽화의 전통이 강했다

55) 劉勰, 『文心雕龍』, 詔策第十九.
56) 『康熙字典』, 「力部」, 八, 勅.
57) “大明萬曆九年 山西聞喜縣 郭氏族人全族敬奉 恭請四大天神保一族平安永佑子孫 奉銀

五百 郭氏全族跪.” 許志平, 앞의 책, p. 16.
58) 위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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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60) 족자 형식의 수륙화로 도량을 장엄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매우 
낯선 형태였다. 이런 형식은 산서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유입
된 것으로 보인다.61) 명대 황실에서 축형 수륙화 세트를 제작하여 산서성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중수제기에는 “勅賜”와 함께 변방을 진압한다는 뜻의 “鎭邊”이라는 
단어도 반복된다. 수륙화의 하사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
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보녕사가 위치한 우위성은 산서성 진북(晉北)과 
몽고에 인접해 있었다. 명대에 우위성은 만리장성 경계선과 근접한 군사 
지역이었다(도 65).62) 보녕사 수륙화에도 전쟁과 관련된 도상이 확인된다. 
보녕사 수륙화에는 〈우제사십삼기교대사면연귀왕중(右第四十三起教大師面
然鬼王眾)〉(도 29)과는 별도로 정면관의 〈아귀도〉(도 42)가 있다. 〈아귀

59) 대표적인 예로는 산서성 직산현(稷山縣) 청룡사(靑龍寺)(도 60-61)가 있다. 또한 명 홍
치(弘治) 16년(1503)의 산서성 번치(繁峙) 공주사(公主寺) 수륙전(水陸殿)(도 62), 명 성
화 18년(1482)의 산서성 영석현(靈石縣) 자주사(資壽寺) 수륙전 등 명대 산서와 하북지
역의 수륙화는 대부분 벽화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 외 산서성에 남아있는 사관벽화에 
대해서는 山西省古建築保護硏究所 編, 『山西寺觀壁畫』(北京: 文物出版社, 1997); 李淞, 
『山西寺觀壁畵新證』(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참고.

60) 대표적으로 영락궁(永樂宮), 흥화사(興化寺), 광승하사(廣勝下寺)(도 64) 벽화가 있다. 
영락궁 벽화의 경우 의례적인 기능과 연관되기도 한다. 영락궁과 관련된 연구로는 Paul 
R. Katz, “The Function of Temple Murals in Imperial China: The Case of the 
Yung-lo Kung,”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1(1993), pp. 45-68; Paul R. 
Katz, Images of the Immortal: the Cult of Lü Dongbin at the Palace of 
Eternal Jo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흥화사와 영락궁 순양
전에는 지역 화가인 주호고(朱好古)와 다른 화사의 이름이 남아 있어서 산서 지역의 벽
화 화가 그룹과 주호고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Nancy Shatzman Steinhardt, 
“Zhu Haogu(朱好古) Reconsidered: A New Date for the ROM Painting and the 
Southern Shanxi Buddhist-Daoist Style,” Artibus Asiae 48.1/2(1987), pp. 
69-90; Anning Jing, “The Yuan Buddhist Murals of the Paradise of 
Bhaişajyaguru,” Metropolitan Museum Journal 26(1991), pp. 147-166; Ka Bo 
Tsang, “Further Observations on the Yuan Wall Painter Zhu Haogu and the 
Relationship of the Chunyang Hall Wall Painting to ‘The Maitreya Paradise’ at 
the ROM,” Artibus Asiae 52.1/2(1992), pp. 94-118.

61) 북경 근교에서 명대에 제작된 권축형 수륙화가 많이 남아 있다. 북경 수도박물관에 약 
8-900여 폭의 명 청대 수륙화가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100여 폭이 도록으로 출간되
었다. 北京文物精粹大系編委會, 北京市文物局 編, 『北京文物精粹大系-佛造像卷下』(北
京: 北京出版社, 2003). 그 외 축 형식의 수륙화는 산서성을 건너뛰고 하서회랑 인근의 
감숙성에서 많이 제작되었다. 謝生保, 앞의 논문 참고.

62) 도 65의 우측 지도는 1733년 『삭평부지』에 실린 〈삭평부변관성보총도(朔平府邊關城堡
總圖)〉이다. 〈삭평부변관성보총도(朔平府邊關城堡總圖)〉의 삭평부(朔平府)가 우위성이
다. 1725년 우위성에 부(府)가 설치되었고 우옥현(右玉縣)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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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방제가 없어서 중심에 그려진 대아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대
아귀의 머리 위에 있는 작은 원 안에 보살이 작게 묘사되어서 대아귀가 
보살의 화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수륙 의궤 『천지명양수륙의문』에서 
아귀로 화현한 보살은 관음보살 뿐이다. 『천지명양수륙의문』의 「소청고혼
의(召請孤魂儀)」에서 흥교대사(興敎大士) 아난존자를 소청하여 도량에 강
림하게 한 후 면연귀왕을 부르는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면연귀왕
이 관음보살의 현신이다. 면연귀왕으로 현신한 관음보살은 괴로운 인간세
에 자비의 배를 띄우고 중생을 인도하여 피안에 오르게 한다.63) 전쟁 발
발로 피폐해진 지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륙화에서 관음보살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수륙화의 주제를 명확히 짚고 있는 정면관의 아귀
도가 이를 보여준다.64) 
 명나라 초기 북방의 몽고지역에는 여러 유목 부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이라트(瓦剌, Oirat)족의 세력이 가장 강해서 북방 변경에 위협을 주었
다. 명 조정은 유목 부족들의 반란을 제어하기 위해 몽고 각 부족의 수장
을 순녕왕(順寧王), 현의왕(賢義王), 안락왕(安樂王)에 봉하여 황제 아래에 
두었다. 그러나 오이라트의 순녕왕 마하무드(馬哈木, Mahamud, ?-1417)
가 세력을 키우면서 국경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고, 영락제(永樂帝, 
1360-1424, 재위 1402-1424)는 재위 12년(1414)에 친정(親征)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북방 지역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명조 초기
부터 대동(大同) 지역에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한편 몽고 내부에서는 오이
라트 족과 타타르(韃靼, Tartar)족이 세력다툼을 하고 있었다. 선덕(宣德) 
9년(1434)에는 오이라트족의 수장이었던 토간(脫懽, Toγan, ?-1439)이 타
타르족의 수장 아루구타이(阿魯臺, Aruγtai, ?-1434)를 살해하였다. 토간

63) “運慈舟於苦海波中 引衆生而俱登彼岸 興敎大士 面然鬼王 觀世音菩薩摩訶薩 上來奉請 
面然鬼王 觀世音菩薩 已降道場…”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p. 88, 168-169

64) 의궤 뿐 아니라 산서성 일대 수륙전 벽화에 묘사된 아귀는 구제받을 대상보다는 고혼
을 이끌어 구원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원대 지어져 명대에 보수된 직산 청룡사에는 
천부를 이끄는 인로왕보살 없이 북쪽 서단 한 면에 대아귀가 크게 묘사된다. 인로왕보
살이 없는 수륙전에서 천부와 무주고혼을 구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존격은 대아귀 뿐
이다. 조선의 감로탱 연구에도 대아귀 도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 金承熙, 「朝鮮時代 甘
露圖의 圖像硏究」, 『美術史學硏究』 196(1992), pp. 5-37; 金承熙, 「餓鬼考-初期 漢譯
經典에 나타난 餓鬼」, 『한국의 불화』 19(성보문화재연구원, 1999), pp. 193-212; 이승
희, 「조선후기 甘露幀의 餓鬼 圖像의 재해석」, 『불교미술사학』 4(2006), pp. 1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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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통(正統) 4년(1439)에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센(也先, Esen, 
1407-1455 )은 스스로를 태사회왕(太師淮王)이라 칭하며 서쪽으로는 신강
(新疆), 동쪽으로는 조선 변경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몽고 세력을 재
규합하였다.65) 
 중국 학자 첸준지(陳俊吉)는 『명사(明史)』를 기반으로 보녕사가 창건되었
던 천순제(天順帝, 복위 1457-1464) 시기부터 발생한 북방의 몽고 부족과 
명조 간의 전쟁을 분석하였다. 명조와 몽고 부족의 전쟁은 천순 연간(天
順, 1457-1464)부터 성화제(成化帝, 1447-1487, 재위 1464-1487)의 재위 
기간 중 1457-1473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1473년 명군이 대승하면
서 이후 13년 동안 북방 경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66) 
 중수제기의 내용대로 황실이 변방을 진압하기 위해 수륙화를 하사한 것
이라면 수륙화의 하사 시점은 1457년에서 147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화제가 즉위한 1464년 이후로는 100여 폭이 넘는 수륙
화를 변방에 보내야 할 만큼의 큰 전쟁이 없었다. 특히 이 시기 황제들은 
사찰에 하사품을 줘야 할 경우 숭배 대상이 되는 상(像)보다 현물이나 편
액(扁額)을 보냈기 때문에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는 특이한 사례로 보인
다.67) 오이라트와의 전쟁 중에 적군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명의 제 6, 
8대 황제 주기진(朱祁鎭, 1427-1464, 재위 1435-1449, 복위 1457-14 
64)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하면, 보녕사 건립 이후인 1460년에서  그의 복
위기간인 1464년 사이에 수륙화가 하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68)

65) 『明史』 卷328, 列傳 第216, 外國九, 瓦剌.
66) 첸준지가 분석한 전쟁기록은 그의 논문 표 2, 3에 정리되어 있다. 陳俊吉, 앞의 논문

(2009b), pp. 369-375. 
67) 정통제는 북경 법해사와 지화사(智化寺)에 편액을 내렸고 대흥륭사(大興隆寺)를 중건할 

때는 제일총림(第一叢林)이라는 사액을 내렸다(『明史』 卷164, 列傳 第33). 경태제는 태
감의 요청으로 대융복사(大隆福寺)의 공사를 후원하였다. 정통제는 천순제로 복위한 후 
천순 원년 11월에 40개의 사원에 편액을 내리기도 하였다(『明英宗實錄』 卷163, 正統 
12年 2月).

68) 명나라 제 6, 8대 황제였던 주기진은 선덕제(宣德帝, 1399-1435)의 장남으로 8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1435년부터 1449년까지는 정통(正統)을 연호로 하였지만 토목
(土木)의 변으로 돌아온 후 1457년에 복위하여 1464년까지 연호를 천순(天順)으로 바꾸
고 재위한다. 연호가 2개인 까닭에 주로 묘호(廟號)인 영종(英宗)으로 불린다. 본 논문
에서는 연호에 따라 토목의 변 이전은 정통제(1435-1449), 태상황으로 유폐된 시기
(1450-1457)에는 본명인 주기진, 복위 후(1457-1464)에는 천순제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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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순 연간(1457-1464)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선 토목(土
木)의 변과 정통제(正統帝, 재위 1435-1449)-경태제(景泰帝, 재위 1449- 
1457)-천순제(天順帝, 재위 1457-1464)로 이어지는 황위 계승을 먼저 살
펴보아야 한다.69) 토목의 변은 몽고 세력을 통합한 에센이 무역의 확장을 
위해 명조와 교섭을 시도하다 결렬되자 정통(正統) 14년(1449) 중국 북방
의 대동을 급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70) 명과 몽고 부족 간의 조공무역은 
1406년에 시작되었다. 명은 말을 수입하고 의류, 식량을 수출하였다. 마시
(馬市)라는 형태의 이러한 교역은 정통제 재위기간까지 관례화되었으며 에
센이 수장으로 있을 시기에는 사절단의 규모가 커지고 무역량도 증가하였
다.71) 에센은 명과의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원했고 이를 통해 조공무역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명은 한 해에 한정된 횟수만 몽고 사절단의 북경 
방문을 허락하였고, 인원과 경로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교역 규모에 만
족하지 못했던 몽고와 달리 북중국을 지배하던 명조는 적극적으로 시장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에센은 중국을 위협하여 무역 규모를 확대
하려고 했다. 전에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사절단으로 동행하였지만, 
에센은 1442년부터 1449년까지 지속적으로 1,000명에서 2,000여 명의 인
원을 사절단으로 보냈다. 대규모 사신단의 숙박과 접대는 명 조정에게 큰 
부담이었다.72) 황실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례감(司禮監)의 태감 왕진
(王振, ?-1449)은 허용된 인원의 조공무역만을 수용하였고 에센 측에서 
요구한 물건 값의 1/5만 내주도록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에센이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73) 

69) 토목의 변과 이로 인해 정통제(주기진)-경태제(주기옥)-천순제(주기진)로 이어지는 황위 
계승의 상황에 대해서는 티모시 브룩 지음, 조영헌 옮김, 『하버드 중국사 원·명: 곤경에 
빠진 제국』(너머북스, 2014), pp. 189-194 참고.

70) 『明史』 卷10, 本紀 第10 英宗前記, 英宗 14年 7月 己丑; 『明史』 卷328, 列傳 第216, 
外國九, 瓦剌.

71) 마시(馬市)에 대해서는 Frederick W. Mote and Denis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11, Part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317-319 참고.

72) 에센은 1442년에 2,302명, 1444년에 1,867명, 1488년과 1449년 겨울에는 2,000여 명
이 넘는 사절단을 보내고 이들로 하여금 교역을 진행하도록 한다. 에센의 급습의 원인
과 정통제 원정의 군사적 결과에 대해서는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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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라트족이 대동을 급습했을 당시 이부상서와 병부상서를 비롯한 대신
들이 황제의 출정을 만류했지만 환관 왕진이 친정을 추천하자 정통제는 
왕진과 50만 대군을 이끌고 정벌에 나섰다.74) 그러나 군대 지휘 경험이 
없었던 정통제와 왕진의 오판으로 명의 대군은 대동에서 크게 패하였고,  
정통제는 급히 북경으로 귀환하던 중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근처의 토목
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75) 조정은 에센과 협상하여 정통제를 데려
오는 대신 정통제의 이복아우였던 주기옥(朱祁鈺, 후 경태제, 1428-1457)
을 새 황제로 옹립하고 정통제의 아들이었던 주견심(朱見深, 후 성화제, 
1447-1487)을 태자로 세웠다.76) 경태제의 등극으로 인해 인질로써 주기진
(정통제)의 가치가 없어졌고 오이라트 부족 내에서도 이러한 외교 정책에 
대해 반발이 나오자, 1450년 에센은 조건 없이 주기진을 돌려보냈다. 명
이 국경 무역을 재개한 것도 주기진의 송환에 영향을 주었다. 북경으로 돌
아온 주기진은 태상황이 되어 궁에 유폐되었다. 이후 경태제가 중병에 걸
리자 고위급 문무관원들이 정변을 일으켜 주기진을 복위시켰다. 1457년 
원단(元旦) 조회에 석형(石亨), 태감 조길상(曹吉祥), 서유정(徐有貞)이 연
금되어 있었던 주기진을 다시 황제로 옹립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태
제가 사망하였다.77)   
 천순제로 복위한 주기진은 토목에서 사망한 왕진을 위해 그가 세웠던 북
경의 지화사(智化寺)에 정충(旌忠)의 편액을 내리고 지화사를 왕진의 개인 
사당으로 만들었다.78) 짧은 시간동안 전쟁 패배와 포로 생활, 유폐와 복위

73) 『明史』 卷328, 列傳 第216, 外國九, 瓦剌;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卷32, 土木之變; 
Waldron, 앞의 책, p. 89.

74) 1435년 8살의 나이에 황제가 되었던 정통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삼양(三楊)’이라 불
리는 대학사 양사기(楊士奇, 1365-1444), 양영(楊榮, 1371-1440), 양부(楊溥, 1372- 
1446)의 영향력이 사라졌고 황제와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있었던 사례감의 태감 왕진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왕진은 조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통
제의 친정을 추천했다. 왕진도 정통제와 함께 출정하지만 1449년 토목의 변으로 사망한
다. 왕진에 대해서는 『明史』 卷304, 列傳 第192, 宦官一, 王振 참고.

75) 『明史』 卷10, 本紀 第10 英宗前記, 14年 8月 壬戌.
76) 경태제에 대해서는 Ph. de Heer, The Care-Taker Emperor: Aspects of the 

Imperial Institution in Fifteenth-Century China as Reflected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Reign of Chu Ch'i-yü (Leiden: Brill, 1986) 참고.

77) 『明史』 卷11, 本紀 第11 景帝, 景泰 8年 正月 壬午; 『明史』 卷170, 列傳 第58, 於謙
子冕吳寧王偉, 景泰 8年 正月 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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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여러 일을 겪은 천순제가 일개 환관의 제사만 치루고 토목의 참상과 
유폐되었던 기억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폐위하
고 새 황제를 옹립했던 대신들을 숙청하여 본보기로 삼았다.79) 그리고 자
신이 복위기간 중 만리장성 인근 지역에 수륙화를 하사했던 것이다.
 1460년 완성된 보녕사는 토목의 변 이후 증설된 수비군 옥림위(玉林衛)
가 수리에 참여하였다. 수륙화가 하사된 이후로 적어도 몇 년간은 태감과 
고위 장군이 주축이 되어 보녕사를 관리하였다. 훼손으로 인해 인명을 확
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보녕사의 석각비에 옥림위의 무관직을 비롯해 
환관 기구 중 하나였던 어마감(禦馬監)의 태감 상정(常正)의 이름이 적혀
있어 환관이 보녕사 수리에 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80) 명나라 때 태
감들이 사묘(祠廟)를 건설하거나 재건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흔했다. 
그러나 개인 사당으로 삼기 위해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근무지
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북경 근처의 사묘를 후원하였다. 출신지와 상관
없이 환관들이 수도 인근의 사묘를 후원한 것은 사묘가 환관의 사적인 소
유물로 경영되면서 조정 대신과의 청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질되었
기 때문이었다.81) 여러 사료에서 명대 환관이 도성 내외의 사찰을 중수하
거나 새로 건설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82) 따라서 명조의 수도였던 

78) 『明史』 卷12, 本紀 第12 英宗後記, 天順元年 10月 丁酉. 지화사는 왕진이 세운 사찰
로, 처음 사택을 희사할 때 정통제가 지화선사(智化禪寺)의 사명을 내려 주었다. 지화사
에는 남아있는 7개의 비석 가운데 〈영종유제왕진비(英宗諭祭王振碑)〉에 정통제가 왕진
의 제사를 명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北京文博交流館 編, 『智化寺』(北京: 北京燕山出版
社, 2003) 참고.

79) 남경천도설을 저지하고 혼란기에 수도를 지켰던 우겸(于謙, 1398-1457)도 이 때 숙청
당한다.

80) “…欽差分守大同西路禦馬監太監常正 欽差遊擊將軍後軍□□府□督僉事□謙 欽差分守
大同西路右參將都指揮使李鎬 □日是亦勝□□宜□□遂命□□築此於正□前□□□□□命
石工修琢□□□□□高□合 擇吉建立 以垂不朽….” 해당 원문은 吳承山, 앞의 논문, p. 
47에 수록.

81) 대표적인 예로 어용감 태감 이동의 법해사 창건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후계자가 없는 
환관이 자신의 사후 공양을 사원에 요구하였고, 사원은 환관의 개인 사당이 되었다. 법
해사 대웅보전에 이동의 상(像)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북경에서 환관이 
세운 사원은 이익 교환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홍무제는 즉위 초 불교를 엄격하게 규제
했지만 환관이 승관을 선발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환관과 승관이 결탁하는 폐단을 
만들었다. 승관은 환관이 세운 사찰의 주지가 되었고 이 사찰은 환관의 사적 소유물로 
경영되었다. 조정 대신도 환관이 세운 사찰을 이용하는 등 사원은 청탁과 결속이 이루
어지는 중요한 세력 형성의 장소였다. 留啟群, 앞의 논문(2002), pp. 8-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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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南京)이나 북경과 달리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우위성의 사찰 보수에 
태감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이며 태감 개인의 의도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석각비의 비명 「칙사보녕사기(敕賜寶寧寺記)」를 고려한다면 황실
이 환관 상정을 우위성으로 파견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있는 문헌자료와 역사적 정황을 생각하면,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는 
토목의 변으로 죽은 50만 대군과 고위 장수를 추도하고 산서 북방 경계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황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명 건
국 초부터 전쟁으로 죽은 군사들을 위해 국가의 제사 의식으로 수륙회가 
설행되었다. 보녕사 수륙화는 장수들과 이름 없는 군인들의 공동 장례용 
의식화였던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처럼 중수제기를 표면적으로 받아
들여 토목의 변으로 어지러운 변방을 진압하고자 수륙화가 하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우옥현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녕사 수륙화는 왜 토
목이 아닌 우위성의 보녕사에 하사되었던 것일까? 

2. 황실 후원 수륙회(水陸會)의 목적
 
 수륙화의 하사는 수륙회 설행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황실
에서 개최했던 수륙회를 보면 우옥현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아귀를 위한 시식의례의 일종인 수륙회는 다양한 목적으
로 행해졌다. 특히 황실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했던 수륙회는 정권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83) 수륙회가 성행했던 송대에는 황실 개인 일원의 장

82) 남경에는 영락제 때 유서(劉瑞)가 고루 서북에 지은 보광암(普光庵), 정통 연간에는 내
부주초국(內府酒醋局) 태감 희주(喜住)가 한부산(韓府山)에 지은 영태사(永泰寺)와 수비
태갑(守備太監) 나지(羅智)가 안덕향(安德鄉)에 지은 정명사(靜明寺), 태감 유모(劉某)가 
남성(南城) 우화대방(雨花臺旁)에 지은 보덕(普德)이 있다. 정덕(正德) 연간에는 내관감
(內官監) 태감 여준(余俊)이 안덕향(安德鄉)에 축희사(祝禧寺)를 지었고 태감 김보영(金
普英)은 금릉사(金陵寺)를 재건했으며 태감 소통(蕭通)은 큰 불로 소실된 관음각(觀音閣)
을 보수하였다. 명대 환관이 남경 인근의 사원 중수와 건립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何
孝榮, 『明代南京寺院硏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pp. 98-135; 留啟群, 앞
의 논문(2002), p. 17; 한편 명대 환관이 북경 근처 사원에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陳玉
女, 「明代二十四衙門的佛教信仰」, 『成大歷史學報』 25(1999), pp. 192-199 표 3 참고.

83)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153-154를 참조할 수 있다. 송, 원, 명대 각기 다
른 목적으로 거행된 수륙회 기록은 陳堯鈞, 앞의 논문, pp. 34-4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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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식으로 수륙회가 열리기도 하였고 전쟁 중에 죽은 병사를 위로하기 위
해서도 수륙회가 설행되었다.84) 예를 들어 1048년에는 요(遼)와의 전쟁으
로 은주(恩州, 지금의 하북성 淸河縣)에서 죽은 군사를 기리며 수도의 보
안원(普安院)에서 수륙회가 열렸다.85) 또한 1070-1080년대 서하와의 전쟁
으로 죽은 군사를 위해 수륙회가 거행되기도 하였다.86) 희녕(熙寧) 9년
(1076) 황실에서 조(詔)를 내려 수륙도량을 세운 것도 이런 사례에 해당된
다.87) 황실 후원의 수륙회는 여진족과의 싸움이 있었던 1127년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 이 전쟁의 여파로 황실에서 군사들을 위한 의례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절강성 금산사의 수륙회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88) 
 원대에도 황실이 금산사의 수륙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했고, 이런 전통은 
명초까지 이어졌다.89) 명 태조(太祖) 홍무제(洪武帝, 1328-1398, 재위 
1368-1398)는 즉위한 1368년부터 남경 근처의 장산선사(蔣山禪寺)에서 
수륙회를 설행하였다. 원말명초 승려인 초석범기(楚石梵琦, 1296-1370)의 
어록 『초석범기선사어록(楚石梵琦禪師語錄)』에는 홍무 원년(1368) 음력 9
월 11일과 홍무 2년(1369) 음력 3월 13일의 수륙회가 기록되어 있다. 

홍무 원년(1368) 9월 11일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장산선사(蔣山禪寺) 수륙회 중에 승좌(陞座) 
하였다. (중략) 원년에 온 나라의 죄인을 사면하고 너그러운 은혜로 넉넉히 
하여 허물과 원한, 원통함을 없애 구제하고 은과 재물을 하사하였다. 
선세원(善世院)에 명하여 장산선사에 명양수륙(冥陽水陸) 법회를 세우도록 

84) 황실에서 후원한 수륙재는 송 이전에도 있었다. 후진(後晉) 천복(天福) 7년(942) 고조
(高祖, 892-942)가 내반위(內班衛) 연도(延韜)를 진주(鎭州, 현 하북성 正定)에 보내 수
륙단을 세우고 전쟁으로 죽은 자를 구제하도록 하였다. “…七年正月遣內班衛延韜鎮州
開置水陸道場.” 王欽若, 楊億, 『冊府元龜』 卷52, 晉 高祖 天福 7年 正月.

85)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162, 宋 仁宗 慶歷 8年 閏正月 甲辰.
86)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389, 宋 哲宗 元佑元年 10月 乙酉朔.
87)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273, 宋 神宗 熙寧 9年 2月 辛酉.
88)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 156. 금산은 수륙재 기원지로 여겨졌다. 금산의 수륙

전통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각주 18 참고. 실제 양무제가 금산에서 수륙회를 거행했는
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북송대의 사람들은 수륙회의 금산 전통을 확고하게 믿었다. 
금산전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Daniel B. Stevenson, 앞의 논문, pp. 42-45.

89) 위의 논문,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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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밤낮으로 큰 재를 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여러 불사를 짓고 부처와 
성현, 천지의 신과 삼계(三界)의 귀신을 공양 하였다. (중략)

홍무 2년(1369)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장산선사(蔣山禪寺) 수륙회 중에 승좌(陞座)하 
였다. (후략)90)

 어록에는 “사생육도를 초도함으로써 무고(無辜)한 혼과 억울한 혼(冤枉)
이 모두 유명(幽冥)에서 벗어나 불국토에 왕생하여 보리를 성취하게 하였
다”91)라고 수륙회의 목적이 적혀 있다. 홍무제의 수륙회는 광천(廣薦)이란 
이름의 법회로 지속되었고, 바뀐 법회 이름으로 인해 널리 초도한다는 의
미가 더욱 강조되었다.92)

 홍무제는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죽은 영혼을 구제하는 수륙회나 광
천법회를 통해 평안한 통치를 기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법회가 황제 
개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태조는 즉위 초부터 불교의 사무
를 관리하는 선세원(善世院)을 세우고 승사아문(僧司衙門)을 설립하여 불
교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홍무 원년의 수륙회도 선세원에 명하여 이루어
진 것이었다. 도성에는 승록사(僧錄司)를 두고 각 부와 현에 승강(僧綱)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교단을 관리하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였다. 집권 초기부
터 극단적으로 사찰을 통합하고 불교를 규제했기 때문에 장산선사의 수륙
회는 황제의 개인 신앙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였다고 봐야 한다. 
홍무 원년 음력 8월 2일에 대장군 서달(徐達, 1332-1385)은 원의 수도인 
대도(大都, 현 북경)를 정복하였고 원 순제(順帝, 1320-1370)는 북방으로 
피신하였다.93) 원조의 멸망이 남경 장산선사의 수륙회 설행과 무관하지 

90) “洪武元年 九月十一日 欽奉聖旨 於蔣山禪寺 水陸會中陞座…元年大赦天下 洽以寬恩 
無辜冤枉 亦蒙濟拔特賜銀帑 命善世院 就蔣山禪寺 修建冥陽水陸 大齋一晝夜 於中作諸
佛事 供佛賢聖天地神祇 三界鬼神…洪武二年 三月十三日 欽奉聖旨 於蔣山禪寺 水陸會
中陞座.” X1420, 71:657c-658c.

91) “…並用超度四生六道 無辜冤枉悉脫幽冥 往生佛土 成就菩提….” X1420, 71:658c.
92) 홍무 4년과 5년의 광천법회는 『(古今圖書集成)석교부휘고(釋教部彙考)』 X1521, 

77:53b-53c 참고. 송렴(宋濂, 1310-1381)이 쓴 〈어제장산사광천불회문(御制蔣山寺廣薦
佛會文)〉은 葛寅亮, 『金陵梵剎志』 卷3과 『護法錄』 J110, 21:647c-648b에 수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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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것이다. 가장 규모가 컸던 홍무 5년(1372) 정월의 광천법회에 홍무
제는 군신을 이끌고 가서 직접 예불에 참여하였는데, 이 예불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달이 북원(北元)을 정벌하기 위해 2차 출정을 나가게 된
다.94) 이처럼 송대부터 전쟁으로 제국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때 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시키고자 국가적으로 수륙회가 거행되었다. 
 명대 황실에서 홍무제와 천순제만 수륙회를 명했던 것은 아니다. 경태제
도 재위 기간 중에 수륙화(도 53-56)의 제작을 명하였다.95) 기존에는 경
태 5년의 수륙화가 북경 대융복사(大隆福寺)의 낙성 예물로 만들어진 것이
라고 연구되었다.96) 그러나 기메박물관의 소장 기록에 북경 궁의 벽에 있
던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대까지 황실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97) 일반적으로 수륙화는 수륙회 설행을 목적으로 제작되
었기 때문에 수륙화가 완성된 1454년 이후 황실이 주최한 수륙회가 있었
을 것이다. 경태제 재위 기간에는 비정상적인 추위와 가뭄, 홍수 등의 자
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98) 1454년 장륜(章綸)이라는 관리는 경태제가 
정통제의 아들이었던 주견심을 폐위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
다는 소(疏)를 올리기도 하였다.99) 1453년에는 주견심을 폐위하고 대신 태

93) 서달에 대해서는 『明史』 卷125, 列傳 第13, 徐達 참고.
94) 『明史』 卷2 本紀 第2, 太祖二 洪武 5年 正月 甲戌.
95) 경태 5년의 수륙화 세트에는 황실의 인장인 광운지보廣運之寶)가 찍혀있다. 또한 각 

장마다 “대명경태오년(1454)팔월초삼일시(大明景泰五年八月初三日施)”와 “어용태감상의
왕근등봉명제독감조(御用太監尚義王勤等奉命提督監造)” 가 적혀있다. 경태 5년(1454) 8
월에 완성된 경태제의 수륙화는 보녕사 수륙화와 양식상 유사하다. 특히 보녕사 수륙화
의 〈비로자나불〉(도 2)과 경태 연간의 〈비로자나불〉(도 55)이 유사하여 첸준지는 동일한 
초본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陳俊吉, 앞의 논문(2009b), p. 388. 

96) Marsha Weidner, “Buddhist Pictorial Art in the Ming Dynasty(1368-1644): 
Patronage, Regionalism & Internationalism,” in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Chinese Buddhism, 850-1850, ed. Marsha Weidner et al (Lawrence, 
KS: Spencer Museum of Ar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pp. 
51-87.

97) ｶﾛﾘﾇジス．ヴ＝ェルマンド（Caroline Gyss-Vermande), 明神洋 譯, 「明,景泰5年在銘
「水陸齋圖」をめぐる圖像學的考察」, 『佛教藝術』 215(1994), pp. 104-105. 

98) 티모시 브룩은 이를 ‘경태의 늪’ 이라고 지칭한다. 티모시 브룩, 앞의 책(2014), pp. 
145, 192 참고.

99) 분노한 경태제가 장륜을 처형하려고 하였으나 모래폭풍이 수도를 뒤덮자 하늘이 자신
에게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장륜의 처형을 철회하였다. 『明史』 卷162, 列傳 第50, 
章綸; 위의 책,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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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세웠던 경태제의 아들 주견제(朱見濟, 1448-1453)가 사망하는데, 자
연재해와 함께 아들의 사망은 경태제가 수륙화를 제작하는 복합적인 원인
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에서도 건국 초기에 고려 왕족의 천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륙재(水
陸齋)를 열었다.100)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명계와 현세의 영역
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원한이 깊은 영혼이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조선 왕실은 고려 왕족의 원한을 풀어 새 왕조가 평안
할 수 있도록 법회를 열었다. 
 명대 중엽 오승은(吳承恩)이 쓴 소설 『서유기(西遊記)』에는 황실이 주도
했던 수륙회의 목적과 당시의 세계관이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다. 소설 『서
유기』의 10회부터 12회까지는 당 태종(太宗, 598-649)이 명계에 다녀와 
수륙회를 열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다. 소설 속에서 당 태종은 용왕과의 
약속을 우연치 않게 어기게 되고 그 이후로 원한에 사로잡힌 용이 나타나
는 악몽을 반복해서 꾼다. 반복된 악몽으로 점차 건강이 악화되자 태종은 
신하에게 명계에서 사용할 소개장을 받고 사망하게 된다. 죽어서 명계에 
간 태종의 영혼은 살아생전 고조(高祖)의 신하로 있었던 최각(崔珏)이란 
판관이 수명을 조작한 덕에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명계를 유람한다. 명계의 십팔지옥을 지나 왕사성(枉死城)에 도
착한 태종은 온 몸이 비틀리고 부러진 귀신을 만난다. 이들은 병란(兵亂)
이나 적란(敵亂)에 가담했다가 횡사한 여러 왕자와 망귀(亡鬼)였고, 태종은 
현세로 돌아가 수륙대회(水陸大會)를 개최하여 이런 귀신들을 구제하겠다
고 약속한다. 최판관은 태종이 초생귀도문(超生鬼道門)을 통해 현세로 나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수륙회 개최를 당부한다.

 폐하! 현세로 돌아가시면 이 수륙대회(水陸大會)를 열어서 저 무주원혼(無

100)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수륙회를 지칭하는 단어도 수륙회(水陸會), 수륙재(水陸
齋), 수륙법회(水陸法會) 등 다양했다. 건국 초기 고려 왕족의 천도를 위한 수륙회를 실
록에서 수륙재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원문을 따라서 수륙재라고 썼다. 
“임금이 수륙재(水陸齋)를 관음굴(觀音堀)·견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 『太祖實錄』, 太祖 
4年(1395) 2月 24日, 한글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 DB(http://db. 
itkc.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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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冤魂)을 초도시켜 주십시오.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옥 안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성이 없어야 세상이 태평의 경사를 누릴 수 있습니
다. 온갖 선하지 않은 것을 모두 일일이 고치고 세간 사람들이 선할 수 있
도록 널리 타일러 가르치면 폐하의 후대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나라는 영
원히 굳건할 것입니다.101)  

 소설에서 묘사한 것처럼 황실에서 수륙회를 통해 안정화를 꾀한 것은 삶
과 죽음의 세계가 연속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홍무제의 
수륙회와 『서유기』의 수륙회에 나타나는 황실 주도 법회의 성격은 보녕사 
수륙화가 왜 토목이 아닌 우위성에 하사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수륙회의 영
향 범위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굳이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
서 법회가 열릴 필요가 없었다. 또한 토목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 곳이자 
정통제가 뼈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던 곳이다. 토목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곳에 기념비적인 하사품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외적(外敵)과의 전투 중 황제가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것은 정통제
가 처음이었고, 정통제의 패전과 납치 소식은 남경 천도설이 나올 만큼 충
격적인 사건이었다. 북경은 정통제의 원정에 참여했던 고위 장수와 군사가 
모두 죽어서 군사 기반이 약화되어 있었다.102) 황제가 포로가 되었던 탓에 
관료들은 어쩔 수 없이 경태제를 새로 옹립하였지만 1년 뒤 주기진이 돌
아온 이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경태제는 황위를 지키기 위해 주기진이 
북경에 들어올 때 제위의 단념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태제는 1452년에 주
기진의 아들이자 원래 황태자였던 주견심을 폐하고 자신의 아들 주견제를 
황태자로 세워 황위 가계를 자신에게로 이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태제
의 행보를 주기진은 역모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103) 주기진은 천순제로 
복위하면서 조정과 수도, 변방을 안정시켜야 했고 자신의 권위도 바로 세

101) “陛下到陽間 千萬做個水陸大會 超度那無主的冤魂 切勿忘了 若是陰司裡無報怨之聲 
陽世間方得享太平之慶 凡百不善之處，俱可一一改過 普諭世人為善管教 你後代綿長 江
山永固.” 吳承恩, 『西遊記』, 第11回 遊地府太宗還魂進瓜果劉全續配. 한글 해석은 리원
길과 임승혁이 번역한 『眞本서유기』(동반인, 1993)에 기반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
다.

102) 이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明史』 卷167, 列傳 55 王佐 참고.
103) 티모시 브룩, 앞의 책(2014),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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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했다. 민간에는 이런 상황을 풍자한 노래가 유행했다. 황유(黃楡)의 
『쌍괴잡초(雙槐雜抄)』에는 정통 말년에 북경에서 불렸던 동요 〈우적요(雨
滴謡)〉와 동요에 숨겨진 해석이 실려 있다.104)

 빗방울, 빗방울.               
 성황신이여, 토지신이여!      
 만약 비가 다시 내린다면      
 토지신에게 감사하리라.        
 
  적(滴) 음은 제(弟)와 같으니 [우적(雨滴)은] 여제(與弟)를 의미한다. 성황
토지(城隍土地)는 성왕(郕王, 경태제의 칭호)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만약 비가 다시 내린다면 토지신에게 감사하리라(雨若再來謝了土
地)’에서 사(謝)와 사(卸)는 [음이] 같으니 [이는] 상황(上皇)이 다시 오면 
이 땅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경태제의 일이며 또한 [정통제] 복벽(復辟)의 
일이다.105) 

 이 노래는 오랜 기근에 시달려 비를 염원하는 의미와 황위 계승을 풍자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우적요〉는 주기진이 복권한 이후로도 
수도 내에서 황위계승 논란이 계속 회자되었음을 보여준다.106)

 명대 황실의 수륙회의 진짜 목적은 망혼 초도가 아니었다. 명계의 질서를 
다스려 현실의 태평을 기대했기에 천순제는 토목이 아닌 명 제국 영토의 
끝, 국경지역에 수륙화를 하사했고 이를 통해 북방의 국경까지 자신의 통
치 영역을 정비하고 선포하고자 했다. 게다가 만리장성 근처 우옥현은 오
이라트족이 자주 출몰하여 전쟁하던 지역이었다. 우옥현에 있는 ‘오랑캐를 
죽이는 입구’라는 뜻의 고대 관문 살호구(殺胡口)가 보여주듯,107) 우위성

104) 『쌍괴잡초(雙槐雜抄)』에서 〈우적요〉의 유행 시기가 “正統末”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
적요〉에서 주기진이 복권한 일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순제로 즉위했던 말년으로 
봐야 한다.

105) “雨滴雨滴 城隍土地 雨若再來 謝了土地 滴音弟謂與弟也 城隍土地謂郕王有此土也 雨
若再來謝了土地謝卸同謂上皇再來卸却還之 景泰驗矣復辟又驗.” 黃楡, 『雙槐雜抄』 卷3, 
〈雨滴謡〉. 〈우적요〉의 한글 해석은 티모시 브룩, 앞의 책(2014), p. 191 참고. 

106) 주기진은 계승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잠재우고자 자신을 폐위하고 경태제를 옹립했던 
이들을 숙청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천순제로 옹립한 공신도 처단했다. 

雨滴雨滴
城隍土地
雨若再來
謝了土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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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과 오랑캐를 가르는 입구였고 천하를 보살피는 명 황제의 자비가 끝
나는 지점으로, 수륙화를 하사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3. 수륙회의 관료적 구조와 수륙화에 나타난 시각적인 위계

 명대의 세계관에서 명계와 현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보편적인 것
이었다. 16세기에 세워진 한 비문은 당시의 사고를 보여준다.

 성황묘는 수도에서 현과 향촌에 이르기까지 두루 세워져 있었다. 양계를 
통치하는 지방관이 있고, 음계를 통치하는 신들이 있다. 두 권능 간에는 밀
접한 협력관계가 있다.108)

 명계의 질서는 현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인식은 무주고혼을 위해 
각 현과 읍에서 치러졌던 여제(厲祭)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제사 의식은 
죽은 자가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여 산 자와 상호 의존한다는 가정에서 나
온 것이다. 제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의식이었다.109)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어서 원혼이 남아있는 경
우 혼령이 산 자의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후손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고 이로 인해 현실에 화를 불러오는 귀신은 
여귀(厲鬼)라고 불렸다. 황실은 성황신(城隍神)을 대리인으로 삼아 여귀에
게 제사를 지내는 여제의 형태로 죽음의 세계까지 관장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하위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도 세속적으로 통제를 가했
다. 황제가 신령에게 직위를 하사하는 것은 가장 쉽게 행해졌던 통제 중 
하나였다. 이런 방식으로 존숭된 신으로는 관우가 대표적이다. 관우는 북
송 말기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에 의해 1102년 충혜공(忠惠公)에 봉
해졌고, 1105년에는 숭녕지도진군(崇寧至道眞君)에 봉해졌다. 홍무제는 홍
무 원년(1368)에 관우에게 한수정후(漢壽亭侯)라는 봉호를 다시 내렸고,  

107) 段友文, 张鑫, 앞의 논문, p. 136, 각주 8 참고.
108) 양경곤 지음, 중국명저독회 옮김, 『중국사회 속의 종교』(글을 읽다, 2011), p. 252.에

서 한글 해석 재인용.
109) 위의 책, pp. 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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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년에는 조정에서 한전장군수정후(漢前將軍壽亭侯)으로 관우를 추증
(追贈)하였다. 관우는 이후 대제(大帝), 진군(眞君)의 직위까지 오른다.110) 
신령의 신이력이 증명되어 조정에 보고될 때마다 황제는 포상으로 신령에
게 직위를 내렸다.111) 
 홍무제는 1369년에 성황의 등급을 나누어 왕(王), 공(公), 후(侯), 백(伯)
의 봉호를 내렸다.112) 이를 통해 성황묘(城隍廟)를 중심으로 각 부(付), 주
(州), 현(縣), 읍(邑)의 신앙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의 행정 체계에 대응되도
록 만들었다.113) 명 조정은 이전의 여귀 개념을 계승하면서 성황신을 중심
에 두고 여제를 개편하였다.114) 『대명회전(大明會典)』 권 94에는 죽어서 
의지할 곳 없는 고혼들을 위해 각 처의 성황신으로 하여금 여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다. 현세와 명계는 주관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관
리가 청하는 글을 올리면 성황신이 제사 대상이 되는 무사귀신(無祀鬼神)
을 불러오게 된다.115) 여제는 황제가 명계까지 구휼하는 제도인 동시에 죽
어서까지 황실의 관료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대명회전』 권 94에 실린 무사귀신에게 올리는 제문(祭文)에는 “…
육친에게 오만하게 굴고 어긋난 짓을 하며 불경스러운 자, 간사하고 훔치
고 속이는 것을 잘하여 공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런 완악
하고 불량한 무리를 반드시 성황신에게 보고하여 그 사실을 드러내 보이
소서”116)라고 하여 고혼에게 현실을 감시하는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명대
의 여제에서 고혼은 감찰자 성황신을 통해 원한을 풀고 대신 살아있는 사

110) 1542년에는 협천대제(協天大帝), 1590년에는 협천대제호국진군(協天大帝護國眞君)으
로 봉해진다. 관제 신앙에 대해서는 Prasenjit Duara, “Superscribing Symbols: The 
Myth of Guandi, Chinese God of War,”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7.4(1988), pp. 778-795 참고. 

111) 오성근 외 지음,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이산, 2007), pp. 415-416; 조영현, 『대운하
와 중국 상인: 회·양 지역 휘주 상인 성장사, 1415~1784』(민음사, 2011), pp. 347-354.

112) 『明太祖實錄』 卷38, 洪武 2年 正月 丙申.
113)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城隍信仰) 비교」, 『中國史硏究』 12-1(2001), p. 

179.
114)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창비, 1986), pp. 306-312. 
115) 李東陽, 『大明會典』 卷94, 告城隍文.
116) “…凡我一府境內人民 儻有忤逆不孝 不敬六親者 有奸盜詐偽 不畏公法者 有拗曲作直 

欺壓良善者 有躲避差徭 靠損貧戶者 似此頑惡奸邪不良之徒 神必報於城隍 發露其事.” 
『大明會典』 卷94, 祭文. 한글 해석은 이욱, 위의 책, p. 309.



37

람들의 악행을 감시하여 성황신에게 보고하였다. 이처럼 명계의 귀신을 관
료제 체계 내로 편입시켜 구제하고 다시 귀신들에게 현세의 감찰 업무도 
부여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황제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명계까지 영향
력을 발휘하게 되었다.117)  
 중국은 명계에 현실의 관료적 위계를 투사했을 뿐 아니라 관료제의 대화 
방식인 문서를 통해 명계와 소통하고자 했다.118) 앞서 인용했던 소설 『서
유기』에서도 태종이 죽자 한 신하가 태종 몸에 지옥의 판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었고, 명계에서 눈을 뜬 태종의 영혼은 죽을 때 문서를 소지(所
持)하는 행위를 통해 명계로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119) 여제도 
항상 제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여제는 황제의 성지를 받은 지방 관리가 
성황신에게 귀신의 소집을 요청하는 글을 고하면서 시작된다. 명계와 소통
하는 의식에서 보이는 관료적인 구조는 수륙회에서도 반복된다.120) 
 수륙회는 기본적으로 소청-집회-배웅의 과정이다.121) 이 과정에서 다량
의 문서가 사용되었고 의례를 주관하는 법사(法師)가 문서를 적절히 사용
해야만 법회의 효험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천지명양수륙의문』의 잡문(雜
文)에는 수륙회에서 사용되었던 문서 형식이 남아있다. 잡문은 크게 수륙

117) 이욱, 앞의 책, pp. 307-310.
118) 속세에서 관료가 일을 잘 하는지에 따라 상법을 내리듯 같은 논리로 황제는 신령의 

등급을 올리거나 낮춤으로써 하늘의 질서를 관장했다. 관련 내용은 양경곤, 앞의 책, 
pp. 284-285.

119) 소설 속에 나오는 명부의 판관은 살아 생선 예부시랑(禮部侍郎)이었던 자였다. 당 태
종의 신하는 꿈을 통해 명부의 판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태종 사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꿈을 통해 미리 판관에게 언질을 주었고 태종에게는 편지를 줬던 것이었
다. 吳承恩, 『西遊記』, 第10回 老龍王拙計犯天條魏丞相遺書託冥吏.

120) 블룸은 수륙회에 나타나는 관료적인 특성으로 3가지를 꼽았다. 지부사자(持符使者)와 
문을 여는 오방오제(五方五帝)를 위한 예비 의례, 의례동안 사용되는 문서, 소청되는 존
격의 관료적 속성이 바로 이 3가지에 해당된다. 이 중 특히 의례동안 사용되는 문서를 
중요한 매체로 보았다. 블룸은 이 3가지 외에도 관료제의 속성으로 모듈성(modularity)
을 추가하였다. 모듈성은 주어진 계급 내 각 요소가 동족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
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계급은 다르더라도 구성 요소들은 상호 교환이 가능해진다. 
요소들이 변화해도 근본적인 동질성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관료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274, 375.

121) 수륙회에 나타나는 결계-봉청-공양-봉송의 구조는 밀교 의례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
와 함께 따오위(道昱)는 수륙회에 나타나는 시식, 지주(持咒), 관정의식이 당 말기 밀교
와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연구하였다. 道昱, 「水陸法會淵源考」, 『普門學
報』 37(2007),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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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수륙연기(水陸緣起)」와 의례에서 사용되는 문서 양
식으로 구성된다. 문서들은 부처, 천선(天仙), 지신(地神), 수부, 명왕에게 
내보이는 표장(表章), 낮은 계위의 신에게 보내는 소(疏)나 첩(牒)으로 구
성된다. 그 외 문서를 적절히 다루고 봉하는 지침도 의궤에 나온다.122) 표
(表)는 다양한 계급의 신들을 부르고 다시 봉송하는 문서였다. 영혼을 소
청할 때는 소(疏)를 염송하거나 태웠다. 천계 관료보다 더 낮은 계급의 풍
신(風神), 우신(雨神), 토지신, 성황신들은 직접적으로 의례 절차와 관계있
는 신들이었고, 이들에게는 첩(牒)을 보냈다. 예를 들면 성황신은 의례가 
행해지는 동안 도량을 수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성황신과 토지신은 
다른 신들에 비해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먼저 소청되었다. 여러 세계로 문
서를 보내 신들을 불러오는 사자(使者)도 성황신이나 토지신보다 높은 신
령이기 때문에 먼저 사원을 수호하는 가람신, 토지신, 성황신 등을 부르고 
사자를 공양해야 했다. 법사는 사자를 불러오는 의례를 행해서 사자가 도
량에 강림하게 만들고, 이후 오방오제(五方五帝)를 소청하여 낮은 존격이 
들어올 수 있는 길과 고위급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황도(皇道)를 준비하
였다. 이러한 준비 의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소청이 이루어졌다. 소청용 
문서 외에도 방(榜)을 통해서 다양한 의식구의 기능을 나타냈고 법회가 열
리는 공간적 영역을 구분하였다.123) 명대 승려인 빙설여덕(冰雪如德)은 이
런 다양한 종류의 문서 사용이 속세의 관료제 관습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보았다.124)  
 수륙회에서 문서는 의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소통 방식이었다. 남수륙 의궤의 기반이 되는 지반(志磐, 남송대 활동)과 
운서주굉(雲棲祩宏, 1532-1612)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
陸勝會修齋儀軌)』에는 정신적 집중과 간단한 염송만으로 권속과의 소통이 

122) 북수륙 계통의 수륙회와 수륙화를 연구한 따이샤오윈이 프린스턴 소장 『천지명양수륙
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 판본을 기반으로 중국의 기타 판본을 참조하여 책을 출간하였
다. 『천지명양수륙의문』의 원문은 이 책을 바탕으로 인용하였다. 잡문의 목록에 대해서
는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p. 119-120 참고.

123)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389-390.
124) 冰雪如德, 『雅俗通用釋門疏式』 卷1, 疏式凡例. 원문과 영문 해석은 위의 논문, p. 

39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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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125)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되던 당시 황실에서 성행
하던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소나 첩 등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
다.126) 잡문의 서문에는 문서를 사용해서 고하지 않으면 예(禮)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127) 또한 거짓된 글을 사용하여 소청하
면 천지(天地)가 움직이지 않고 귀신을 감화시킬 수 없다고 하여, 사자가 
전달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집착이 드러난다.128) 
 수륙회의 이런 특성은 명대까지도 유지되었다. 『천지명양수륙의문』은 원
대 대덕(大德) 계묘년(癸卯, 1303) 무외유대(無外惟大, 14세기 활동)의 서
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대에 제작되었다. 그러나 『천지명양수륙의문』
의 잡문 문서에 ‘대명국(大明國)’이 언급되어 있어 의궤가 제작된 이후 명
대에 여러 차례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중요성과 함께 법사가 현실 너머의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서
를 전달하는 사직지부사자(四直持符使者)가 필요했다. 의궤마다 명칭은 다
르지만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시공간을 넘어 교서를 전달하는 사자가 
천계사자(天界使者), 공행사자(空行使者), 지행사자(地行使者), 염마사자(琰
魔使者)라고 지칭된다. 사자들은 천계(天界), 하늘, 땅, 명계의 공간과 년
(年), 월(月), 일(日), 시(時) 시간에 대응되었고 따라서 같은 시간에 존재하
는 장소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었다. 종종 수륙
화에서 사자들이 소청용 문서를 가지고 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에 오르
는 모습과 이미 말을 타고 출발한 장면이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으로 표
현되기도 한다(도 56). 이는 “구름을 타고 깃 장식을 드날리며 달리고 달

125) 전통적인 불교 의례에서는 존격이 어디에 위치해 있던 간에 만트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드러나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소(疏)를 통해서 음을 
전달해야한다고 언급된다. 블룸은 이 의궤의 구문에 대해, 의례자들이 전통적인 음성적 
수단으로 온전히 신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꼈고 만트라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글로 
써진 문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 384.

126) 주굉이 새로 의문을 쓰기 전까지 황실은 북수륙 계통의 『천지명양수륙의문』을 수륙회 
의궤로 사용하였다. 원, 명 황실에서 거행한 수륙회을 “冥陽” 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송대부터 청대까지 수륙의궤의 역사에 대해서는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51-80.

127) “…必具冊書以告之 不然未見其成禮也….” 원문은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 
118.

128) “…至如請召等語 非假文以文之 何以動天地 感鬼神….” 위의 책,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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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駕雲較而揚羽葆載馳載驅)”라는 의궤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129) 
 사직지부사자의 교서를 받아서 수륙회에 초청된 신과 귀신들은 수륙화를 
통해 표현되었다. 수륙회에서 수륙화는 향운(香雲) 속에서 나타나는 신들
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직산(稷山) 청룡사(靑龍寺) 수륙벽화에
는 법회를 주관하는 중심의 승려를 제외하고 모두 오색구름으로 뒤덮여 
있다(도 60). 구름은 상서로운 분위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의 
이동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구름 모티프는 사직지부사자를 통해 전달
된 문서에 응답하여 신들이 도량에 강림하는 법회의 과정을 관자가 이미
지에 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수륙회는 야간에 열리는 법회였고, 수륙
화 존상 앞에 피어나는 향과 초는 이러한 감각을 고조시켰을 것이다.130)   
 관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회에서 수륙화는 그 위계성을 늘 시각적
으로 나열해 보이는 의식구였다. 수륙화에도 수륙회의 관료적 구조와 계급
성도 반영되었다. Ⅱ장에서 살펴봤듯, 보녕사 수륙화는 다소 크기가 큰 정
면상의 〈여래도〉와 〈보살도〉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나한, 천중, 신중, 무주
고혼들이 모여 드는 구조이다(표 3). 부처가 그려진 불화만 일정하게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륙화의 다른 그림들과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존
상의 이름을 적은 방제도 좌(左)와 우(右)를 나누고 각각 숫자를 매겨 자
리를 고정시켰다(도 8). 좌(左)에는 명왕과 나한에 이어 천중, 진군(眞君), 
성군(星君) 등의 군중과 왕고인물이 배열된다. 우(右)도 명왕에서 시작하여 
나한, 성제(聖帝), 용왕, 신중, 명계의 시왕과 판관, 지옥의 고혼, 재난장면
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구조는 보녕사 수륙화 뿐 아니라 《수륙도량신귀도
상》에도 나타난다. 《수륙도량신귀도상》의 삽화도 좌우로 숫자가 나누어져 
있고 같은 계위의 신들이 함께 그려진다(도 57-58). 산서성에 남아있는 명
대 수륙벽화에도 부처를 중심으로 보살, 천중, 신중, 자연신, 왕고인물, 팔

129)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381-383.  
130) 다니엘 스티븐슨(Daniel Stevenson)도 수륙회가 총체적인 연극 같았을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수륙의문을 분석하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문제를 지적한다. 실
제로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향과 음성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기술이 보인다. 한편 
스티븐슨은 수륙화의 시각적인 환상보다는 패위(牌位)가 의례의 중심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필자는 여러 신들이 소청되는 환상을 그려내는 데 수륙화가 시각적으로 가
장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Daniel B. Stevenson, 앞의 논문, pp. 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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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면이 그려져 있다. 
 또한 소청되는 모든 영혼들은 제(帝), 왕(王), 군(君)과 같은 일종의 직책
을 가졌고 집회의 중심이 되는 부처는 각황(覺皇)이라고 지칭되었다.131) 
각황의 소청에 사용되는 문서는 각황문표(覺皇文表)라고 하며 잡문 뒤에 
나오는 문서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었다. 각황문표에는 남섬부주(南贍部洲) 
대명국(大明國)에 각황이 있다는 구문이 있는데, 이 문장은 부처와 대명국
의 황제를 동시에 연상시킨다.132) 이처럼 수륙회에는 관료제의 위계질서와 
소통방식이 수용되어 있어 참관하는 신도에게 영적인 세계의 관료제를 보
여 주었다.133) 
 홍무제는 홍무 원년과 3, 4년의 법회에 여러 관료를 이끌고 광천법회에 
참여했다. 홍무 3년(1371)에는 우승상(右丞相) 왕광양(汪廣洋, ?-1379)과 
좌승상(左丞相) 호유용(胡惟庸, ?-1380)을,134) 홍무 4년(1372) 정월 15일
에는 다수의 공후백관을 이끌고 종산사(鐘山寺)에서 법회를 열었다.135) 사
찰에는 천여 명의 승려와 홍무제, 관료들 밖에 없었다. 찬가와 법음소리, 
꽃과 향으로 가득 찬 야밤의 수륙회는 명계의 망혼과 현실의 관료들을 관
객으로 하는 공연 같았다. 우위성의 수륙회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수륙
회의 일부를 구성했던 수륙화는 화려한 공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자의 
인식 속에 수륙화에 내재된 계급적 구조가 각인되도록 만들었다.
 보녕사 수륙화는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정통제가 사후세계까지 황제의 통
치 영역을 주장하기 위한 관료 시스템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현실과는 다
른 세계를 황제의 권력 체계로 포섭하는 방식을 통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평면의 이미지는 신들이 소
청되는 2차원의 장소이면서 확장된 위계를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131) 戴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 124.
132) 위의 책, p. 124.
133) 불교 의례가 관료제가 결합한 것에 대해서, 수륙회가 성행하고 의궤가 정리되던 송대

에 각 종교의 장례 의례 간에 강렬한 경쟁이 있었고 수륙회는 공식적으로 가장 널리 사
용되던 소통 방식인 관료제를 차용해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블룸은 수륙
회의 중심에 관료제가 있다고 본다.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451-452.

134) 왕광양에 대해서는 『明史』 卷127, 列傳 第15, 汪廣洋 참고; 호유용에 대해서는 『明
史』 卷308, 列傳 第196 奸臣, 胡惟庸 참고.

135) X1521, 77:53b-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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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팔기군(八旗軍)과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重修)
 보녕사 수륙화 이후로도 자성황태후(慈聖皇太后, 1542-1614)가 발원하여 
왕충(王忠)이 조성한 수륙화 세트를 비롯해 다수의 수륙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약 70폭으로 불화의 수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변화는 명말 운서주굉이 변질된 수륙회를 개혁하기 위해 수륙 의궤
를 수정하면서 시작되었다.136) 명대 전반기에 사용되던 『천지명양수륙의
문』 대신 운서주굉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보녕사는 여전히 명 황실에서 하사했던 수륙화
를 보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청 강희 연간은 보녕사 수륙화가 제작된 시점보다 약 
140년이 지난 시대였다. 140년 동안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민족이 바뀌었
고 보녕사가 있던 우위성에도 새로운 집단이 유입되었다. 우위성의 환경 
변화와 함께 18세기의 보녕사 수륙화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능
하고 있었다. 변화한 수륙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먼저 수륙화의 
첫 번째 중수 기록을 기반으로 우위성에 새로 등장한 후원 주체를 분석하
고 이들이 어떻게 보녕사 수륙화를 이용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강희(康熙) 을유(乙酉)년 중수제기(重修題記)의 공양자

 1704년 보녕사 수륙화가 중수되기 전까지 수륙화의 활용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수륙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용 정황
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수륙화를 수리한 후 이듬해에 중수 정황을 
적은 중수제기와 여기에 자금을 보탰던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어서 18세
기 초반 수륙화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보녕사 수륙화의 
첫 번째 중수제기와 공양자 명단은 명에서 청으로의 왕조 교체에 따른 수

136) 운서주굉에 대해서는 Chün-fang Yü, The Renewal of Buddhism in China: 
Chu-hung and the Late Ming Synthe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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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화 후원 주체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먼저 중수제기에 기재된 공양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중수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성(恒城, 산서성 대동시 옛 지명)에 군사가 주둔(駐防)한 이래로 무릇 
이 절은 오래된 사찰이었다. [사찰의] 이곳 저곳이 빛나고 밝아서 보녕사는 
더욱 아름다웠다. 사원 내에는 변방을 진압하기 위해 황제가 하사한(敕賜) 
수륙화 1당(堂)이 전해져 왔다. 묘한 상은 장엄되어 있고 필적이 예사롭지 
않다. 다만, 역사가 이미 오래되어 향과 등불 연기로 둘러싸이고 금채(金
彩)에는 많은 티끌이 뒤덮여 있어서 주지 광거(廣居)가 중수의 뜻을 세운 
것이 벌써 여러 날이다. 지나간 해 겨울에 장군, 도통(都統)과 여러 사람들
을 간절히 모았고 팔기(八旗)의 여러 관직에 있는 자들이 재물을 내고 옷
을 모아 [중수하니] 더러운 것에 광채가 더욱 증가하고 광휘가 빛나 사람의 
시력을 빼앗는다. 이 좋은 것을 기록하여 계속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를 
기록하여 서문(弁言)에 부착한다. 장군과 여러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적은 
따로 비석(瑱珉)이 있으나 [그] 자비는 다 펼칠 수 없을 뿐이다. 강희 을유
년(1705) 봄 길한 날 아침, 읍인 정조교(鄭祖僑)가 썼다.137)

 보녕사의 주지였던 광거는 오랫동안 수륙화의 중수를 계획했고, 1704년
에 장군, 도통, 기타 팔기군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륙화를 중수했
다. 수륙화의 중수는 을유년 전 해인 1704년에 이루어졌고 중수제기는 그 
다음해 봄에 읍인 정조교(鄭祖僑)가 작성했다. 수륙화를 수리하게 된 연유
와 함께 공양자 명단도 남아있는데 기재된 공양자만도 848명에 이른다.
 을유년의 중수제기에는 주목되는 점이 있다. 중수제기의 9, 14번째 줄에
서 “勅賜” 다음에 장군(將軍)의 “將”을 올려서 쓰고 있다(도 45). 한문 문
장의 끊어 읽기와 별개로 문장을 일부러 잘라서 다음 줄 문장이 “將” 부
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138) 이는 칙사의 주체였던 황제와 황제 다

137) “恒城自駐防以來 凡寺宇古刹 處處煥然 而寶寧寺尤為美備 寺中相傳有 敕賜鎮邊水陸
一堂 妙相莊嚴 非尋常筆跡所同 但歷年已久 而香燭薰繞 金彩每多塵蔽 住持廣居立志重
新 已非一日 客歲冬募懇將軍都統諸大人以暨八旗諸公捐資攢裱 俾向之塵封者今則光彩
倍增 輝煌奪目矣 欲誌其善 以傳不朽 屬於弁言以記之 至於將軍諸大人之美蹟 別有瑱珉 
茲亦不能盡敘耳 時 康熙乙酉季春吉旦 邑人鄭祖僑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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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높은 계급의 공양자였던 장군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특정 공양자를 강조하는 것은 공양자 명단에도 나타난다. 
 공양자 명단에는(도 44) 오른쪽 줄 시작부터 가장 크게 “건위장군겸리귀
화성장군사무세습봉국장군가이급(建威將軍兼理歸化城將軍事務世襲奉國將
軍加二級) 비양고(費揚古)”가 적혀 있다. 비양고 다음으로는 부도통(副都
統) 관직에 있던 두 인물 “부도통세습아달합합번가이급(副都統世襲阿達哈
哈番加二級) 선포(禪布)”, “부도통세습배타라포륵합번가이급(副都統世襲拜
他喇布勒哈番加二級) 배음포(拜音布)”의 이름이 유사한 크기로 나열된다. 
그 뒤로는 일렬로 양황기협령(鑲黃旗協領) 강숙(江肅), 정황기협령(正黃旗
協領) 사십칠(四十七), 정백기협령(正白旗協領) 포서고(布舒庫), 정홍기협령
(正紅旗協領) 증보(增保), 양백기협령(鑲白旗協領) 백기(白琦), 양홍기협령
(鑲紅旗協領) 파십(巴十), 정람기협령(正藍旗協領) 호십포(胡什布), 양람기
협령(鑲藍旗協領) 유삼(劉三), 화기영협령(火器營協領) 유담창(劉潭昌)이 기
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팔기좌령(八旗佐領), 팔기효기교(八旗驍騎校), 
철장(鐵匠), 갑병(甲兵)의 무관직과 그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작게 
적혀있다. 
 공양자 명단에 기재된 인물들은 1733년에 제작된 지방지 『삭평부지』와 
1734년에 편찬된 산서지역 지방지 『산서통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지
방지에 따르면 우옥현에서 건위장군(建威將軍)을 맡았던 비양고는 2명이었
다. 첫 번째 비양고는 만주 정백기(正白旗)인으로 성(姓)이 동악(棟鄂)이었
다.139) 그는 강희제(康熙帝, 1654-1722, 재위 1661-1722)의 서정(西征)때 
활약한 대장군이었다. 동악 비양고와 우옥현의 인연은 1693년부터 시작되
었다. 1693년에 귀화성(歸化城)의 병력이 증가되면서 비양고는 1695년에 
안북대장군(安北大將軍)의 직책으로 우위성에 부임했다. 당시 강희제는 내
몽고 준가르(准噶爾, Dzungar) 부 갈단(噶爾丹, Galdan, 1649-1697)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몽고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우위(右衛) 지역

138) 이러한 구조는 지방지 『삭평부지』에서도 보인다. 성조(聖祖), 세조(世祖)나 특명(特命) 
등 황제와 연관되는 단어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글자를 올려서 적는다. 

139) Arthur W. Hummel, 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 1644-1912, Vol. 
1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 pp. 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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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사를 모으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강희제는 이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
켰고, 이 때문에 동악 비양고가 우위성에 부임하게 되었다.
 강희제가 내렸던 소(疏)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 소에는 “갈단이 파안
오란(巴顏烏闌)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귀화성에서 약 2천리 떨어져 있으
니 마땅히 병사를 모아 군량을 운반하고 내년 2월에 나아가 토벌한다”140)

고 기록된다. 이후 강희제는 3개의 군단을 편성하여 토벌을 준비하였다. 
먼저 강희제는 비양고에게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의 직위를 내리고 1696
년에 서로군(西路軍)의 총수로 임명했다.141) 대장군 비양고는 서로군으로 
참전하면서 종실 비양고(費揚固),142) 와이달(瓦爾達) 등을 통솔하였다.143) 
『삭평부지』에는 1695년에 우위장군으로 임명된 동악 비양고가 “백비양무
(伯費揚武)”라고 기록되어 있고, 『청사고(淸史稿)』의 「열전(列傳)」에는 “비
양고(費揚古)”라고 적혀 있다.144) 
 한편 우위에서 건위장군의 직책을 맡았던 두 번째 비양고는 『삭평부지』
에 “종실비양고(宗室費揚古)”라고 표현되는 애신각라(愛新覺羅) 비양고이
다.145) 애신각라 비양고는 정람기(正藍旗) 소속으로 1696년에 건위장군으
로 부임되었다. 애신각라 비양고는 동악 비양고 바로 다음에 부임된 동명
이었다.146) 동악 비양고에 비하면, 애신각라 비양고에 대한 기록은 다소 
적다. 『청사고(淸史稿)』에는 애신각라 비양고가 청 태조(太祖, 1559-1626)

140) “疏言 聞噶爾丹據巴顏烏闌 距歸化城約二千裏 宜集兵運糧 於來年二月進剿.” 『淸史
稿』 卷281, 列傳 第68, 費揚古.

141) 비양고에게는 서로군을 맡기고 강희제 본인은 중로군(中路軍)을 지휘하여 북경에서 
고비사막 중심으로 돌파하였다.

142) 문헌에서 종실 비양고의 고는 ‘固’ 혹은 ‘古’로 기재된다.
143) 『淸史稿』 卷281, 列傳 第68, 費揚古.
144) 『朔平府志』 卷5, 職官志, 歷任將軍; 『淸史稿』 卷281, 列傳 第68, 費揚古.
145) 청대 황족 내에도 서열이 있다. 청조의 개창자인 누르하치 부계의 후손들은 종실과 

방계인 각라(覺羅)로 나뉜다. 아이신기오르 누르하치와 그의 형제들 후손은 종실에 해당
된다. 그 외 누르하치의 아버지인 탁시의 형제와 삼촌들의 후손은 방계이다. 종실과 각
라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은과 곡식은 등급에 따라 달랐다. 직계와 방계의 구분에 대
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p. 142-143; 이블린 S. 로스키, 구범진 옮김, 『최후
의 황제들-청 황실의 사회사』(까치글방, 2010), pp. 106-110.  

146) 갈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장군 동악 비양고의 명망이 워낙 높았던 탓에, 대장
군 비양고의 이미지를 변경 지역 내에 그대로 존속시키기 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애신
각라 비양고가 뒤이어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Arthur W. Hummel, 앞의 
책, p. 249). 애신각라 비양고가 부임된 1696년에 동악 비양고는 서로군을 이끌고 출전
하기 때문에 애신각라 비양고가 동악 비양고의 빈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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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5번째 아들이었던 예친왕(豫親王) 다탁(多鐸, 1614-1649)의 아들라고 
기재되어 있다.147)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지방지의 편찬자들도 두 비양고를 구별하지 못했
다. 둘의 이름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직위에 부임했기 
때문에 편찬자가 두 인물을 혼동하여 인적사항을 오기한 것으로 생각된
다.148) 광서(光緖) 18년(1892)의 『산서통지』(이하 『(광서)산서통지』)와 옹
정(雍正) 12년(1734)의 『산서통지』에 기재된 무관직을 비교해보면, 동악 
비양고와 애신각라 비양고과 관련된 정보가 서로 섞여 있다. 동악 비양고
는 정백기 출신이나 『(광서)산서통지』에는 종실 비양고의 소속인 정람기로 
오기되어 있다.149)   
 동악 비양고와 애신각라 비양고 모두 우위성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을
유년 공양자 명단 속의 비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동악 비양고는 을유년 
중수제기의 작성 시점과 실제 부임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러나 우위성에서 
대장군 비양고의 명망이 훨씬 높았고 지역에서 사원 수리 사업을 할 때 
발원자 명단에 전임 무관을 적는 경우도 있어서 동악 비양고가 공양자 명
단의 비양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50) 을유년 제기의 찬술자인 정
조교가 동악 비양고 사당의 비문도 찬술했으므로 동악 비양고 생전에 둘 
사이에 왕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151) 또한 공양자 명단의 비양고는 건
위장군과 함께 귀화성장군의 직무도 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녕사 수륙화
의 중수제기를 제외한 다른 기록에서 우위의 건위장군이면서 귀화성장군
(歸化城將軍)까지 겸했던 경우는 동악 비양고 밖에 없다.152) 
 그러나 1696년 2월 서로군을 이끌고 갈단 토벌에 나섰던 동악 비양고는 
보녕사 수륙화를 수리하기 전 1701년에 사망하여 팔기군 협령직에 있던 

147) 『淸史稿』 卷218, 列傳 第5 豫通親王多鐸. 
148) 애신각라 비양고와 대장군 비양고의 한문은 앞의 두 자가 같고 뒤의 글자는 ‘固’, 

‘古’, 또는 ‘武’ 등이 혼용된다. 동악 비양고는 1695년에 건위장군으로 부임했고 애신각
라 비양고는 1696년에 부임했다. 

149) 『(光緖)山西通志』 卷13, 右裁缺丈職.
150) 같은 우옥현 오성묘(五聖廟)의 중수비문에도 전임협령과 현임협령의 이름이 함께 기

재되어 있었다. 
151) 『朔平府志』 卷12, 藝文碑記; 卷12, 藝文賦.
152) 동악 비양고는 1695년에 우위장군의 직책을 맡으면서 귀화성장군의 일도 함께 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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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칠, 포서고, 증보와 함께 보녕사 수륙화를 중수할 수 없었다. 죽은 사람
을 공양자 명단에 올려 공덕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악 비양고는 강희 36년(1697)에 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영시위내
대신일등공(領侍衛內大臣一等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다른 팔기군들이 이
미 사망한 비양고를 위해 공양자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면 “二級”으
로 표현될 리 없다.153) 내대신은 황제 친위대인 시위(侍衛)를 통솔하는 대
신이었고 영시위대내신은 그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자리였다.154) 동악 
비양고를 의도했다면 2급이 아닌 1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원
자 명단의 비양고는 애신각라 비양고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삭평부
지』에 종실비양고(宗室費揚古)가 보국공(輔國公)에 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공양자명단의 보국장군(輔國將軍)과도 일치한다.155) 건위장군겸리귀
화성장군(建威將軍兼理歸化城將軍)의 구문에 대해서는, 애신각라 비양고가 
동악 비양고의 직책을 이어 받으면서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귀화성장군까지 겸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비양고 이외 공양자 명단에 적혀있는 나머지 이름 역시 지방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56) 1734년 『산서통지』에 따르면 정람기 만주인 선포(禪
布)는 1699년에 좌익부도통으로, 백음포(白音布)는157) 1695년에 우익부도
통으로 부임했다. 팔기군 협령들의 경우 발음에 의거하여 적었기 때문에 
한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부임기간과 팔기군 소속을 통해 각각 
대응시켜볼 수 있다. 각 팔기군 협령의 이름은 『삭평부지』의 팔기만주역임

153) 『淸史稿』 卷281, 列傳 第68, 費揚古.
154) 영시위내대신을 필두로 차석의 내대신이 각 6인이 있어서 교대로 근무하였다. 지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팔기 중에서도 상삼기(上三旗)에서 선발하였다. 오카다 히데히로 지
음, 남상긍 옮김, 『강희제의 편지』(경인문화사, 2014), p. 81; 시위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블린 S. 로스키, 앞의 책, pp. 117-124; 시위처의 품계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 533 참고.

155) 『朔平府志』 卷5, 職官志, 歷任將軍. 보국장군은 청나라 종실에게 내려졌던 봉작 가운
데 하나이다. 종실 봉작은 18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보국장군은 제12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된다. 이블린 S. 로스키, 앞의 책, pp. 110-111, 387의 부록 2 참고.

156) 협령을 제외한 나머지 작게 적힌 발원자들은 여러 이름이 중복되고 있어서 지방지에 
기록된 팔기군 가운데 정확하게 어느 인물을 지칭했던 것인지 알기 힘들다. 다만 팔기
군 직책별로 명단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팔기주방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57) 중수제기는 拜音布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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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령(滿洲八旗歷任協領) 기록에서 확인된다. 『삭평부지』에는 양황기협령 
강숙(江肅)은 강숙(薑肅), 정백기협령 포서고(布舒庫)는 포서고(布書庫), 양
백기협령 백기(白琦)는 백기(白起), 양홍기협령 파십(巴十)은 팔십(八十)으
로 적혀있다. 정람기협령 호십포(胡什布)와 정황기협령 사십칠(四十七), 양
람기협령(鑲藍旗協領) 유삼(劉三)은 중수제기와 동일하다.158) 화기영협령 
유담창(劉潭昌)은 좌익한군협령(左翼漢軍協領)의 관직으로 기록되어 있
다.159)  

2. 우위(右衛)의 지리적 위치와 팔기주방(八旗駐防)의 주둔

 이처럼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가 팔기군의 장군과 부도통, 협령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팔기군은 만주족의 부락 전투 체
계를 기반으로 하여 창설된 군사 및 행정제도였다. 이 제도는 만주족이 전
투나 수렵할 때 사람들을 조직하는 단위인 니루(牛錄)에서 시작되었다. 후
금의 초대 황제이자 청 태조인 누르하치(愛新覺羅 努爾哈赤, 1559-1626)
는 사냥 조직인 니루를 기반으로 휘하의 부족을 개편하여 군사조직을 구
성하였다.160) 처음에는 4가지 색의 깃발로 각 단위를 구분하였고 이후 전
쟁으로 투항한 포로를 편입시켜서 1615년에 대규모 군사 조직으로 만들었
다. 기존의 4기(旗)에 새로 4기를 더해지면서 팔기(八旗) 체제가 확립되었
다.161) 
 1644년 청나라가 세워진 후 청 조정은 항복한 몽고족, 한족도 각각 팔기 

158) 이들의 부임 시기도 모두 비슷하다. 우익부도통 배음포는 1695년 8월에 부임했고 애
신각라 비양고는 1696년 12월에 부임하였다. 강숙, 백기, 호십포, 파십, 유삼 등은 
1694년 5월에 같이 부임하였다. 가장 늦은 것은 사십칠로, 그는 1702년 10월에 부임하
였다. 『山西通志』 卷80, 武職官 참고.

159)  『朔平府志』 卷5, 職官志, 歷任左翼副都統; 歷任右翼副都統; 八旗滿洲歷任協領; 左
翼漢軍協領.

160) 원래 니루는 사냥이나 수렵이 끝난 후 해산되는 일시적인 단위였다. 어떤 과정을 거
쳐 니루가 영구적인 조직이 되고 기(旗)의 기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확실하
게 설명하지 못한다.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 111.

161) 팔기제도의 형성에 대해서는 임계순, 『청사: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0), 
pp. 28-26;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p. 109-118.



49

조직 안에 편성하였고 도성이나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중심지에 
배치하여 국가 간 전쟁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동원하였다.162) 팔
기군이 북경에 주둔하는 경우 금려팔기(禁旅八旗), 지방 요충지에 주둔하
는 팔기군은 팔기주방(八旗駐防)으로 구분하였다.163) 팔기군은 녹봉과 은
냥(銀兩)을 지급받는 직업군인이었지만 정착 지역에서 농업이나 수공업 분
야에 종사하며 스스로 식량과 병기를 갖추기도 하였다.164) 청조는 만주족
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주팔기군을 폐쇄적인 조직
으로 만들었고 북경과 팔기주방의 주둔지에 기인(旗人)과 민인(民人)의 거
주 공간을 분리하였다.165) 보녕사가 있었던 우위성도 이런 팔기주방이 주
둔하던 곳이었다. 우위는 북경에서 양주(凉州)까지 이어지는 직성주방의 
일부로, 1694년에 창설된 이후 북방 변경의 군사 거점으로 기능하였
다.166) 
 우위성은 예로부터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지세가 험난하고 
북쪽으로는 만리장성, 동서 양면에는 산맥, 아래로는 하류가 돌아 흐르는 
지형으로 방어 요새에 적합했다.167) 특히 변방의 중요한 협곡이었던 살호
구가 근처에 있었다(도 65). 건위장군이었던 종실 신모덕(申慕德)이 1731
년에 작성한 『삭평부지』의 서문에는 살호구가 산서성 중원과 남으로 통하
는 통로이며 내몽고와 임격이(林格爾) 등의 큰 도시로 가는 길목이라고 적
혀 있다.168) 명대 초기부터 조정은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통치하

162) 白奇寅, 『中國軍事制度史』(國防軍史硏究所, 1998), pp. 253-257.
163) 팔기주방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p. 160-166 참고.
164) 우옥위의 군사들이 받았던 녹봉에 대해서는 웡따오러(翁道樂), 왕위하이(王玉海)의 논

문에 정리되어 있다. 翁道樂, 王玉海, 「清右衛建威將軍探微」,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
會科學版)』 38卷 1期(2006), p. 21.

165) 이와 함께 호적도 기적(旗籍)과 민적(民籍)으로 나누었다. 만주족만 거주하던 만성(滿
城)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p. 154-210 참고.

166) 언제부터 우위에 팔기주방이 주둔하였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각 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陳力, 「康熙朝山西右衛八旗駐防時間考」, 『曆史檔案』 3期
(2015), pp. 121-123.

167) 전국시대 이전 훈죽(熏鬻), 귀방(鬼方), 토방(土方) 등의 부락이 있었다. 진한시기 한
왕조가 흉노족의 침범을 격퇴하면서 행정제도를 만들고 장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선무현
(善無縣)을 설치하였다. 위진부터 수당대까지 선비족(鮮卑族), 갈족(羯族), 강족(薑族), 
저족(氐族), 돌궐족 등의 민족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중앙에서는 천보(天寶) 
연간(741-756)에 정변군(靜邊軍)을 두었다. 

168) 『朔平府志』 卷1, 申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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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조정은 1371년에 대동부(大同府)에 대동도위(大同都衛)를 건립하였
고 1375년에는 산서행도지휘사사(山西行都指揮使司)로 명칭을 바꾸었다. 
1393년에는 대동진성(大同鎭城)에 5개의 위(衛)가 설립되는데 그 중 하나
가 우위였다. 영락 연간에는 오이라트족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자 1409년
에 다시 대동우위(大同右衛)가 설치되었다. 정통제 시기에 변방 바깥에 옥
림위(玉林衛)와 우옥림위(右玉林衛)가 설치되었고, Ⅲ장에서 언급했던 토목
의 변 이후 옥림위가 증설되면서 대동우위, 옥림위와 함께 막강한 군대가 
구성되었다. 청 초기에 이 지역은 우옥위(右玉衛)라고 불렸지만 1725년 성 
내에 부(府)가 설치되면서 우옥현(右玉縣)으로 승격되었다.169) 점차 군진의 
규모가 커지자 조정에서 참장(參將), 포정사(布政使), 총병(總兵) 등을 새로 
배치했고 우옥현은 변경의 요충지로 기능하였다.170) 
  이곳이 군사도시가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명과 오이라트 간의 전쟁 때문
이었다. 그러나 이후 청조의 강희제가 서북지역으로 세 차례 친정(親征)을 
하면서 우위성의 군사적인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171) 우위에 팔기주방이 
주둔하게 된 원인인 서정(西征, 1696-1697)은 내몽고 할하(喀爾喀, 
Khalkha)에서 발생한 내란에서 비롯되었다. 1662년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자 할하 지역의 분가였던 알탄 칸(俺答 汗, Altan 
Khan) 부족이 종가였던 자삭투 칸(札薩克圖 汗, Jasaghtu Khan) 부족의 
지역에 침입하여 수장을 죽이는 분쟁이 발생하였다.172) 오이라트의 여러 
부족들은 알탄 칸 부족에게 등을 돌려서 좌익(佐翼) 투시예투 칸(土謝圖 
汗, Tüshiyetü Khan) 부족의 쟈쿤 도르지(察琿多爾濟, Chakhundorji, 
?-1699)와 연합하여 내란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분가였던 쟈쿤 

169) 이 지역의 군사 조직 역사에 대해서는 『山西通志』 卷4, 朔平府에 정리되어 있다.
170) 段友文, 張鑫, 앞의 논문, pp. 134-136. 우옥현은 무수히 많은 전쟁이 발생하던 지역

이었지만 평시에는 내지와 목축지역의 주민이 왕래하며 교류하던 곳이었고 관세(關稅) 
징수의 관문이기도 했다.

171) 강희제의 갈단 친정에 대해서는 오카다 히데히로와 피터 퍼듀의 책을 참고. 오카다 
히데히로는 강희제가 황태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3차에 걸친 강희제 친정의 정치적인 
문제와 강희제의 개인적인 생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오카다 히데히로, 앞의 책; 피
터 C. 퍼듀, 공원국 옮김, 『중국의 서진: 청(淸)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도서출판 길, 
2012) pp. 181-266.

172) 청조에 가까운 좌익(左翼)이 중국 무역으로 번창하는 것을 보고 외몽고의 중앙부로 
진출하고자 우익(右翼)의 알탄 칸 부족이 자삭투 칸 부족의 영지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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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지가 우익(右翼)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면서 자삭투 칸 부족을 모시
던 준가르 부족의 갈단과 충돌하게 되었다. 두 부족의 전쟁에서 쟈쿤 도르
지가 대패했고 그는 강희제에게 신하로 받아줄 것을 청원하였다. 내몽고 
지역 내분의 전파를 염려한 강희제가 이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였지만 쟈
쿤 도르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갈단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173)

 청군과 갈단의 군사는 1690년에 우란 부퉁(烏蘭布通, Ulan Butung)에서 
충돌했다. 우란 부퉁 전투에서 두 군대 간의 승패가 명확히 갈린 것은 아
니었으나 갈단이 북경과 근접한 내지로 깊숙이 들어와 전쟁을 벌인 것이
었기 때문에 청조의 위신이 흔들렸다. 강희제는 갈단에게서 외몽고를 빼앗
을 정당한 명분을 얻기 위해 1691년에 돌론 노르(多倫諾爾, Dolon Noor)
에서 내몽고의 부족과 할하 수령을 소집하여 맹약을 맺고 이들을 기(旗), 
좌령(佐領)에 편성하여 청조에 복속시켰다.174) 또한 만리장성 일대에 역참
(驛站)을 설치하여 내지와 내몽고의 소통을 밀접히 하고 동시에 준가르의 
남침과 내몽고를 감시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방어 체제의 필요성을 느
끼고 서북부 변경지역이었던 우위에 팔기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외몽고로 직접 나가서 갈단과 분쟁을 일으키면 물자와 인명이 지나치게 
소모되기 때문에 강희제는 갈단군이 공격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서 전쟁을 준비하였다. 1692년에 강희제는 전봉영(前鋒營)의 군사와 화기
영(火器營) 병사에게 명령을 내려 10월 대동으로 가서 마필을 기르고 미리 
전쟁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175) 1694년에는 금군(禁軍)이 특파되고 우
위에 5천 군사가 주둔하였다.176) 옹정 연간에 만들어진 「창건삭평부서비
기(創建朔平府署碑記)」에 기재되기로는 강희제가 1694년 우위성에 팔기병
을 주둔시켰다고 한다.177) 

173) 오카다 히데히로, 앞의 책, pp. 71-76.
174) 위의 책, pp. 70-86.
175) 『聖祖仁皇帝實錄』 卷155, 康熙 31年 9月 辛酉. 
   전봉영과 화기영은 금려팔기에 속하며 전투력이 뛰어난 만주팔기와 몽고팔기를 기능에 

따라 편성한 군대였다. 임계순, 앞의 책, p. 153.
176) 『朔平府志』 卷5, 職官志, 八旗駐防官員.
177) 『朔平府志』 卷12, 藝文志上, 碑記, 創建朔平府署碑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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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성은 귀화성, 살호구와 근접하면서도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서 병사들
을 주둔시키기에 좋았으며 몽고로 진격하기 전 주둔지로도 적합했다.178) 
갈단을 잡기 위한 강희제의 2차, 3차 친정의 루트를 살펴보면 몽고로 넘
어가는 거점지로서 우위의 모습이 보인다. 1696년 음력 9월에서 12월 동
안의 2차 친정에서 강희제는 거용관(居庸關), 장가구(張家口)를 통해 만리
장성을 나와 내몽고로 진격하였다. 이후 살호구, 우위, 좌위(左衛), 대동을 
거쳐 북경으로 회궁했다. 강희제는 돌아오는 길에 우위장군, 즉 당시 건위
장군이었던 종실 비양고의 집에 머물며 황태자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
다.179) 3차 원정의 경우 강희제는 살호구와 가까운 우위에서 작전을 감독
하려고 계획하기도 하였다.180)  
 수원성장군(綏遠城將軍)의 전신(前身)인 건위장군도 갈단의 남하를 방비
하고 할하와 내몽고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삭평부지』에 따르면 1694년 5월에 처음 희복(希福)이181) 건위장군으로 
부임하였다. 희복과 팔기군 협령들의 부임 시기를 보건데, 1694년 5월에 
팔기군 협령과 팔기주방을 통솔할 장군으로 건위장군이 배치된 것으로 보
인다. 이 때 주둔한 협령들이 바로 공양자 목록에 나온 협령 강숙, 백기, 
호십포, 파십, 유삼이다. 이들은 다른 협령들과 함께 1694년 5월에 부임되
었다. 희복은 죄를 지어서 물러나고 바로 다음해 부임된 대장군 동악 비양
고는 35,600명의 서로군을 모아 1696년에 강희제의 친정에 함께 출정하
게 되었다.182)

 이러한 이유로 우위에 주방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우위팔기주방의 규모도 
남달랐다. 우위는 창설 당시 여러 팔기주방 가운데 가장 창설 병력이 많았
던 주방이었다.183) 주방의 군사조직은 규모에 따라 통솔하는 직책이 달랐
는데 성도(省都)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 장군이 3천명 이상의 병사

178) 『聖祖仁皇帝實錄』 卷156, 康熙 31年 11月 壬寅.
179) 오카다 히데히로, 앞의 책, p. 190.
180) 그러나 예정과 달리 갈단이 머물러 있는 곳과 더 가까운 영하(寧夏)로 진격하였다.
181) 『삭평부지』에는 希佛로 오기됨.
182) 오카다 히데히로, 앞의 책, p. 90.
183) 우위팔기주방의 창설 병력은 5,087명이었다. 각 주방의 창설과 확대 및 축소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 535의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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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솔하도록 되어 있었다.184) 우위의 병력은 5천명을 넘었고 청 전역의 
주방에 9명에서 11명 정도 밖에 없었던 장군도 주둔해 있었다.185) 또한 
애신각라 비양고 이후로도 황족 방계인 정수(廷壽)와 종실 신모덕이 장군
으로 부임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 지역이었다.186) 
 주방 내에 팔기군이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더라고 팔기주방은 한족 거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권력집단이었다. 장군은 팔기병
의 최고 장관으로 실권은 총독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위는 총독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부도통은 주둔지에서 장군과 전체 통솔을 보조하였으며 때
로 장군이 주둔하지 않는 곳에서 독립적인 군사장관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187) 또한 공식적으로는 팔기주방 관료와 민정관리의 행정이 서로 독
립되어 있었지만, 주방관료는 지역의 한인관리를 감시하고 지역의 정보를 
황제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민정업무에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188) 특히 애신각라 비양고는 23년 동안이나 한 지역에서 장군으
로 있었으므로 우위에서 중요한 권력자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주방과 달
리 우위성에는 팔기군의 거주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비양고의 영향력
은 더욱 컸을 것이다.189) 공양자 명단에 기재된 자들의 직책과 우위성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1704년의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는 지역에서 군사
력을 가지고 있던 특정 권력집단이 단체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184) 임계순, 앞의 책, p. 150.
185)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 218. 『삭평부지』 권8에는 1694년 우위에 있던 팔기주

방관원(八旗駐防官員)의 인원수가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삭평부(朔平府)에는 건위장군 
1인, 좌익부도통(左翼副都統) 1인, 우익부도통(右翼副都統) 1인, 팔기만주협령(八旗滿洲
協領) 각 기(旗)별로 1인과 좌령(左領), 효기교(驍騎校), 팔기세습관(八旗世襲官), 마병
(馬兵), 철장(鐵匠), 수병(隨兵) 등의 무관들이 배치되었다(『朔平府志』 卷5, 職官志, 八
旗駐防官員). 『산서통지』에는 같은 해 우위주방장군(右衛駐防將軍) 1명, 호군통령(護軍
統領) 2명, 좌우익부통령(左右翼副都統) 4명, 협령 12명, 호군참령(護軍參領) 56명, 좌
령과 방어, 효기교가 각 72명, 호군교(護軍校) 120명, 4930명의 몽고팔기와 한족 병사
가 있었다고 한다.

186) 『삭평부지』에 “覺羅廷壽”로 기재되어 있어 황족의 방계임을 알 수 있다. 각라와 종실
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p. 45의 각주 145 참고. 

187) 白奇寅, 앞의 책, pp. 250-251.
188) 팔기주방과 민정관료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앞의 책, pp. 236-247 참

고. 
189) 위의 책,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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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기주방의 지역 종교 활동과 보녕사 수륙화

  망자를 초도한다는 수륙회의 기능 때문에 갈단과의 전쟁에서 서로군으
로 참전했던 우위의 팔기주방이 수륙화를 중수한 것일까? 갈단과의 전쟁
에 서로군으로 참전했던 우위팔기주방이 보녕사의 수륙화를 중수한 것은 
죽은 동료를 추모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청과 갈단의 전쟁이 
1697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수륙화 중수에는 다른 원인도 함께 작용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옥현에는 수륙회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의식
이 있었기 때문이 이 지역에서 수륙회가 특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190)

 1999년에 출간된 『우옥현지(右玉縣志)』에 따르면 청대에 우옥현 근방의 
살호구에서 연달아 묘회(廟會)가 열리고 매일 연극이 상연되었다고 한
다.191) 그 중 진무묘(眞武廟)에는 강희제가 갈단과의 전쟁을 마치고 살호
구를 거쳐서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쟁으로 죽은 망령을 초도하기 위
해 특별히 설치한 황회(黃會)가 있었다.192) 진무묘의 황회는 살호구의 아
문(衙門)에서 경비를 대어 매년 거행되었다. 망자의 초도가 목적이었다면 
보녕사의 수륙회보다 진무묘의 황회가 팔기주방군의 후원 대상에 더 가까
웠다. 
 팔기주방의 보녕사 수륙화 중수와 관련하여, 지역의 권력 집단이 사원의 
여러 활동에 관여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원은 종교적인 공간
이면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인 이익을 대표하기도 했
다. 명, 청대에 지역의 권력집단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과
시하기 위해 종교 사원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사업에 후원하였다. 예를 들
어 신사(紳士) 집단이나 지역 동향을 배경으로 한 상인 집단들도 사회적인 
공간으로 사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15세기 이후 관직을 경험했거나 학위가 있던 특정한 계층이 동류의식을 

190) 우옥현에는 갈 곳 없는 고혼을 위한 의례인 여제를 설행하는 군려단(郡厲壇)도 있었
다. 『朔平府志』 卷4, 建置祠祀.

191) 1733년 『삭평부지』에서도 삭평부는 1년 내내 연극이 공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朔
平府志』 卷3, 方與風俗.

192) 馮俊傑, 劉梅, 「長城要塞殺虎口滿族駐軍修複的明代樂樓」, 『戲劇』 第3期(2007),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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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유교 윤리로 지역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들은 신사라고 불렸는
데, 이 집단은 청대까지도 지역에서 중요한 계층이었다.193) 신사들은 지역
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공사업을 진행하였고 불교 사원을 후원하면서 자신
들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런 형태의 후원은 사회적·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유서 깊은 사원의 존재가 지역의 문화적
인 우월성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신사들은 한때 저명했던 사원
을 보수하고 관리하여 지역의 명승지로 만들려고 했다.194) 이러한 현상이 
지역의 지도자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명 후기 이후 종교 시
설에 대한 기부가 지역의 엘리트 위치를 공고히 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면
서 사원에 대한 기부는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195)

 상인 집단에게도 자신들의 수호신을 위한 사원이 있었다. 이들이 후원했
던 사원은 17세기 이후 순수하게 종교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상공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장소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어 대운하를 통해 성장한 휘
주상인에게 수신(水神) 사원은 원래 선박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장소였
다. 그러나 휘주상인들은 사원을 자신의 명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했다. 
 1666년 휘주 출신의 염업 상인이었던 정유용(程有容)은 대표적인 수신인 
천비(天妃)를 모신 양주의 천비궁(天妃宮)을 성 바깥으로 옮겨 대운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하를 통해 쉽게 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
다.196) 정유용은 다른 휘주 출신 상인들과 함께 대운하를 따라 운행되는 

193) 일찍부터 신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지방에서 신사가 지주로서 행했던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성근 외 지음, 앞의 책, pp. 343-371; 티모시 브룩, 앞
의 책(2014), pp. 291-302;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너머북스, 2014), pp. 195-203; Anne Gerritsen, Ji’an Literati and 
the Local in Song-Yuan-Ming China (Leiden, Boston: Brill; Biggleswade: 
Extenza Turpin, 2007).

194) 신사들이 지역의 명승지를 만드는데 후원했던 것은 출신 지역의 저명함을 유지시켜 
자신의 지역적인 뒷배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지방의 신사들은 사원 후
원을 통해 지역의 엘리트 계층으로 대표되었고 특권 계층으로서의 정체성을 선전했다. 
명말 신사 계층과 불교 후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Timothy Brook, Praying for Power: 
Buddhism and the Formation of Gentry Society in Late Ming-Qing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195) 조영현, 앞의 책, p. 368; Brook, 위의 책, pp. 202-217.
196) 천비는 10세기 복건성에서 선원의 딸로 태어난 마조(媽祖)의 칭호였다. 마조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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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게 위험이 되었던 말뚝을 제거하는 사업도 진행하였고 양주의 법해
사(法海寺) 중건을 주도하기도 하였다.197) 정유용은 수신 사원을 재건하고 
대운하의 말뚝을 제거하면서 지역에 조운을 책임지던 관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강과 바다를 주관했던 천비의 사원은 운하를 이용
하는 상인들에게 중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 사업은 운하를 
이용했던 운송업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전략으로도 기능했
다. 정유용과 중건에 참여한 자들을 칭송하는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해준
다.198) 인맥을 통해 활동하는 상인들에게 지역의 공공사업은 중요한 기회
였다. 사원의 중건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상인들은 이를 감당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으므로 더욱 활발하게 지역 사회의 기반 사업과 사원의 중수
를 후원했다. 사원의 중건은 후원자의 위상과도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원에 한정되었
다.199)

 사원은 지역 동향(同鄕)이나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이
나 직업 특성에 맞는 신을 숭배하고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
는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상인들은 지연(地緣)
을 기반으로 동향 사람들과 함께 회관(會館)을 설립하고 유지하며 이익을 
도모하였다. 고향의 민간신앙으로 사원을 설립하여 회관으로 삼기도 했는
데, 휘주상인은 주희(朱熹)의 사당을 회관으로 삼았고 산서상인은 관우의 

의 풍랑이나 해적선에게서 선원들을 구해주는 여신이었고 마조의 영험함이 조정에 보고
될 때마다 현창되었다. 송대에는 영혜부인(靈惠夫人), 원대에 천비, 청조에는 천상성모
(天上聖母) 등의 봉호를 받아 현창되었다. 건륭 연간에는 천후(天后)에까지 오르며 항구 
인근에 사당이 잇따라 세워졌고 전국적인 신앙으로 수용되었다. 오성근 외 지음, 앞의 
책, pp. 415-416; 조영현, 앞의 책, pp. 347-354.

197) 조영현은 대운하와 관련하여 휘주상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논하면서 지역 사회와 
상인들이 수신 사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했는지도 함께 밝히고 있다. 휘주상인 정유
용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조영현, 앞의 책, pp. 360-366 참고.

198) “선행을 할 때 가능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렸지만, 지역의 지식인들과 거
리의 행려자들은 이 일을 가리키며 입을 모아 칭송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許承
堯, 『歙事閑譚』 卷18 閔象南, 吳幼符; “평산당을 유람하는 자들은 모두 법해사에 올랐
는데, 모두 정유용의 공덕을 칭송했다.” 魏禧, 『魏叔子文集』 卷16, 「重建法海寺記」. 한
글 해석은 위의 책, pp. 368-369 참고.

199) 휘주상인의 다른 공공사업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조영현, 「明末·淸初 善堂, 善會와 
徽州商人-淮·揚地域 運河都市를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47(2007), pp. 12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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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인 관제묘(關帝廟)를 회관으로 삼았다.200) 상인이 회관으로 삼는 사원
은 상황에 따라 바뀌었으며 특정 지역 상인이 반드시 지역의 신만을 숭앙
했던 것은 아니었다.201) 다만 위의 예시를 통해 특정 집단의 사회적 공간
으로 사원을 활용하는 것이 널리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옥현에서도 이와 유사한 후원 방식이 나타난다. 만주 팔기가 우옥현에 
주둔하며 군사 업무 뿐 아니라 지역의 종교 시설 중수에도 지속적으로 관
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202) 보녕사 수륙화 외에도 우옥현 지역에 현
재 남은 보(堡),203) 묘우(廟宇)의 비문에는 당시 주둔하던 군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204) 마영하촌(馬營河村) 오성묘(五聖廟)의 중수에도 팔기주
방이 관여하였다(도 66). 오성묘는 우옥현 살호구의 서남쪽 6km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우위성과도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전각 내에는 태상노군
(太上老君), 천제(天帝), 용왕, 하신(河神), 송자낭낭(送子娘娘)의 상이 있었
다고 한다.205) 오성묘는 18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여러 차례 건물이 중수
되어서 이 시기 우옥현에 주둔했던 팔기주방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참여했
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206) 
 18세기에 오성묘에서 중수가 이루어진 건물은 정전(正殿)과 악루(樂樓)이
다. 정전의 마루 상방(上枋)에는 강희 53년(1713), 건륭 4년(1739)의 중수 
명문이 있고 오성묘에는 건륭 9년(1744)에 악루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
는 비문도 남아 있다(도 67).207) 중수 명문과 비문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

200) 오금성 외 지음, 앞의 책, pp. 568-570.  
201) 조영현, 앞의 책, pp. 375-377.
202) 옹정 연간에는 당시의 건위장군이었던 종실 신모덕이 삭평부의 북악묘(北嶽廟) 중수

비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朔平府志』 卷11, 藝術碑記, 重修朔平府北嶽廟碑記.
203) 보(堡)는 흙을 쌓아서 만든 방어용 군사 시설이다. 
204) 彭栓紅, 「多元文化共存的邊塞古城: 右衛鎮」, 『山西大同大學學報(社會科學版)』 28卷 

6期(2014), p. 40.
205) 지역민의 기억이 의존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사원 이름을 생각하면 5개의 존상

이 모셔져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206) 오성묘 중수에 대한 연구는 馮俊傑, 劉梅, 앞의 논문, pp. 86-97 참고.
207) 오성묘의 악루 중수는 만주 주둔군이 한족 신묘의 희곡무대를 중수한 독특한 사례이

다. 청준지에(馮俊傑)와 리우메이(劉梅)는 오성묘의 중수를 이민족 정복자들이 한족 문
화에 동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청군이 전국을 수복한 이후 한족의 종교적인 신앙과 희
곡 예술도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오성묘 악루의 중수를 제시하였다(위의 논
문, pp. 86-97). 그러나 청준지에와 리우메이처럼 한족 종교 건축물의 중수를 만주족 
동화의 증거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한족 전통의 신앙으로 보기 보다는 지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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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당시 주둔하던 만주 정람기 협령의 이름
이 발견된다. 오성묘의 정전(正殿)에 남아있는 1713년 제기에는 정람기 협
령 육십(六十)이, 1739년의 명문에는 정람기 협령 관복(關福)이 기록된
다.208) 건륭 9년(1744) 오성묘 악루의 중건에는 상인을 비롯하여 보다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그 중 다수가 만주족 군인이었다. 비문 앞부분에
는 “산서삭평부우옥현성북마영하정람기(山西朔平府右玉縣城北馬營河正藍
旗)”라고 적혀 있다. 1739년 중수에 참여했던 관복은 전임 협령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현임 협령 정주(定住), 좌령 서서(舒書)와 삼주아(三住兒) 등
의 인물이 뒤로 나열된다. 보녕사 수륙화의 공양자 명단과 마찬가지로 방
어, 세습관, 효기교 등의 팔기군 직책도 보인다.209)   
 오성묘의 중수 활동은 협령 관복의 주도로 여러 관병과 민간인, 상인이 
돈을 내어 이루어졌다. 1737년 대부분의 병력이 수원성으로 옮겨졌기 때
문에 악루 중수가 이루어진 1744년에는 협령이 지역의 실세였다.210) 오성
묘와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18세기 초 우위성 근처의 
다른 사묘에서도 만주족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종교 조직과 사묘 활동을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보녕사 수륙화와 오성묘 악루의 중수는 지역 사
회의 공공을 위한 우옥 팔기주방의 단순한 활동으로 단정내리기 어렵다. 
중요한 군사도시였던 우옥현에서 군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이
다.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에 참여한 협령들도 대부분이 1694년부터 팔기
주방관원으로 주둔했고 건위장군 비양고와 부도통 모두 서로군으로 대장
군 동악 비양고의 지휘 하에 강희제의 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사원은 지역의 상징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장소였다.211) 각 지역 사원의 
중심적인 신이 가졌던 신화와 역사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서사를 만들었

앙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위현의 팔기주방은 보녕사 외에도 지역 신앙의 
공간을 수리한 것이다. 

208) “大清康熙歲次癸巳年仲月壬子日崇修殿宇 正藍旗協領六十 監功官拖邏 撥什庫 口達子 
口達子 兵丁特黑納 廊兆 口黑穀楞, 住持僧人明宗 明心.” 馮俊傑, 劉梅, 앞의 논문, pp. 
88-89.

209) “…前任協領關福 現任協領定住 前任佐領舒書 佐領三住兒….” 전문은 위의 논문, pp. 
91-92 참고.

210) 1737년에 수원성으로 대부분의 병력이 이동하고 건위장군과 부도통 인원이 감축된
다. 『(光緖)山西通志』 卷77, 營制略上.

211) Anne Gerritsen, 앞의 책, pp. 13-15.



59

다. 예를 들면 염업으로 성장한 산서상인이 관우를 자신들의 직업신처럼 
모셨던 것도 관우가 가진 산서성 염업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관우를 신
으로 모셨던 산서지역에는 중국 최대의 염호(鹽湖)와 관련된 관우 설화가 
있다. 관우의 고향인 산서성 운성시(運城市)에 큰 염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호수 인근에 송대 황제를 위해 세워졌던 사원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원의 도사는 황실의 명을 받아 관우에게 도움을 청했
고 마귀를 물리친 관우의 사원이 호수 인근에 세워지게 되었다.212)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여러 도시로 장사를 다니던 산서지역의 염상들은 다니는 
지역마다 관우의 사당인 관제묘(關帝廟)를 세워 자신들의 회관으로 삼았
다. 원래 관우는 국가를 수호하는 군사적인 신이었지만 산서성의 지역성이 
부각되면서 재신(財神)으로도 여겨지게 되었다.213) 
 보녕사도 우위성의 지역적인 특징이 부각되는 사원이었다. 중수제기에서 
언급하듯이 보녕사는 18, 19세기까지 황실에서 하사받은 수륙화를 통해 
황실과의 관련성을 유지해왔다. 수륙화가 진변의 기능으로 하사되었다는 
것은 보녕사가 위치했던 우위성의 군사적인 방어 기능을 암시한다. 만주 
팔기군이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에 참여했던 것은 우위의 팔기주방이 17세
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겪었던 역사를 보녕사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
다. 동시에 보녕사는 우위성의 문무관원이 조하(朝賀)하는 우옥현의 공적
인 장소이기도 했다.214)  
 보녕사와 팔기군, 휘주 지역의 수신 사원과 휘주 상인의 관계에서 나타나
는 것처럼 사원은 지역 사회의 공공장소였고 지역 공동체의 집단 이익을 
대표하였다.215) 종교 의례는 종교인, 지역의 지도자, 민간의 협조에 의해
서 진행되어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관람하는 의식이었다. 7일 밤낮으로 
지속되는 수륙회도 우위성의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의례였다. 

212) Prasenjit Duara, 앞의 논문, p. 781. 
213) 그 외 복건성의 마조 신앙도 유사한 방식으로 신화가 형성되었다. 지역과 민간 신앙

간 관계는 국가에 의해 현창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이후로는 산서상인이나 
복건지역과 관계없이 관제묘, 천후묘가 건립되었다.

214) 『삭평부지』에는 보녕사를 본 성의 문무관원이 조하하는 장소라고 언급된다. 『朔平府
志』 卷4, 建置祠祀. 右玉縣.

215) 양경곤, 앞의 책, pp. 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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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관방 건축을 제외하면 사원이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공간이었
는데, 보녕사는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우위성의 사거리 중심부 근처에 위
치하여 지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었다(도 68).216) 보녕사 수륙화의 
중수에서 수륙회의 설행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수륙화 중수 이후 법회도 
함께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희제의 서정(西征) 종결 이후 우위성
에 주둔하던 팔기군의 병력이 줄어들면서 우위팔기주방은 이 지역에서 17
세기 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217) 애신각라 비양고는 황실
에 병력 증원을 요청하여 이전과 같은 규모의 병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비양고의 병력 지원 요청이 수륙화 중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지원 요청은 이 시기 우위성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웠
던 팔기군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팔기주방 주도의 대규모 수
륙화 중수 사업은 중수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군사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이면서, 동시에 축제처럼 열리는 법회를 통해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다지고 널리 선전하기 위한 매개로도 볼 수 
있다.

216) 도 68에는 寶寧寺가 아닌 保寧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삭평부지』에 기록된 우옥현의 
사원 가운데 寧이 들어가는 것은 보녕사 뿐이다. 『삭평부지』에는 발음상의 오기가 많이 
발견되므로 保寧寺 역시 잘못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 卷4의 건치사사(建置祠祀)에서는 
보녕사가 우옥현의 고루(鼓樓), 큰 사거리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부
성전도(府城全圖)〉의 보녕사 위치와 일치한다.

217) 1697년 갈단이 사망하여 강희제의 서정이 마무리되면서 주둔군이 축소되었다. 『(光
緖)山西通志』 卷77, 營制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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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세기 연례행사로서의 수륙회

1. 욕불절(浴佛節)의 수륙회
 
 수륙회는 장례, 천도, 효도, 치병, 기우, 퇴마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열
리는 비정기적인 행사였다. 홍매(洪邁, 1123-1202)가 편찬한 『이견지(夷堅
志)』에 몇 가지의 수륙회 사례가 적혀 있어서 『이견지』를 통해 수륙화가 
어떤 이유로 열리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이견지』의 「창랑
정(滄浪亭)」에는 소주(蘇州)의 창랑정에 살던 북송중기 시인 소순흠(蘇舜
欽, 1008-1048)이 연못에 빠져 죽은 뒤 계속 귀신이 나타나는 일이 기록
되어 있다. 창랑정에 살던 한씨(韓氏) 가족은 매일 밤마다 연못 위에 나타
나는 수백의 승려, 도사, 여자, 상인 귀신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주
민들은 귀신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들의 뼈를 찾아서 매장하고 구원을 
위한 불사(佛事)를 설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한씨 가족은 귀신들의 뼈
를 찾아서 매장한 뒤 영암사(靈巖寺)에서 수륙회를 거행했다.218) 
 또 다른 수륙회 설행 사례로는 귀신의 괴롭힘으로 진조안(陳祖安)이라는 
관료의 조카 육씨(陸氏)가 병을 앓은 이야기가 있다. 진조안은 퇴마를 위
해 도사를 불러 귀신을 추궁하였고, 귀신의 살아생전의 몸이 제대로 매장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조안이 그의 뼈를 모아 매장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귀신은 자신
의 뼈가 너무 적어 매장하기에는 부족하니 대신 자신을 위해 수륙회를 열
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소주 지역에서 수륙회로 유명했던 보명선원(普明
禪院)이 있는 풍교(楓橋)에서 수륙회를 열게 되었다.219) 이 외에도 수륙회
와 관련된 기록 10여 개가 『이견지』에서 확인된다. 
 『이견지』에는 영혼과의 협상 수단으로 수륙회가 등장한다. 누군가의 사
망, 귀신의 괴롭힘과 그로 인한 병이 생겼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
단으로 수륙회를 설행하였다. 『이견지』가 편찬되었던 송대 뿐 아니라 명대 

218) 洪邁, 『夷堅志』 卷17, 滄浪亭. 
219) 洪邁, 『夷堅志』 卷12, 吳旺訴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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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륙회가 이용되었다. 
 명말 청초에 활동했던 승려 지달(智達)은 정토종의 삼대조사인 혜원(慧
遠, 334-416),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주굉에 대한 희곡 『이방편정
토전등귀원경삼조실록(異方便淨土傳燈歸元鏡三祖實錄)』을 썼다. 이 희곡은 
반 이상이 명말 새로운 수륙의궤 유행의 주역이었던 주굉에 대한 것이다. 
희곡에는 운서주굉이 거행했던 수륙회의 모습이 글과 삽화로 묘사되어 있
다.  
 주굉은 1582년에 심각한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을 위해 기우제를 겸한 
수륙회를 열었다. 가뭄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주굉에게 기우제를 지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굉은 논에 가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했다(도 69). 
그가 돌아다닌 지역에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주굉의 능력에 감명하여 황
폐해진 사원의 재건을 돕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원이 운서사(雲棲
寺)였다(도 70).220) 1588년에는 지속적인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인
근 마을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주굉은 자연재해를 해
결하기 위해 다른 24명의 승려와 함께 영지사(靈芝寺)에서 염구보리도량
(燄口普利道場)을 7일 밤낮으로 거행하기도 하였다.221) 자연재해 뿐 아니
라 호랑이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도 시식의례가 열렸다. 1596년에는 호랑
이 때문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게 되자 향촌 사람들은 주굉에게 다시 도
움을 청하였다. 주굉은 호랑이와 사람이 같은 본성을 가진다고 믿었고 호
랑이가 악해진 원인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증오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호랑이를 조복시키고 호랑이로 인해 죽은 자들이 원한을 풀고 서로간의 
복수를 끊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빌면서 주굉은 황산(黃山)의 묘정사(妙
淨寺)에 양해도량(禳解道場)을 세우고 5일 밤낮으로 유가염구(瑜伽燄口) 
의례를 열었다.222) 두 사례에 나오는 염구(焰口)는 수륙회에 소청되는 아
귀의 대표이자 관음보살의 현신인 면연귀왕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주굉의 
글에서 직접적으로 수륙(水陸)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염구라는 단어를 통해 

220) 『山房雜錄』 J277, 33:102a. (도 70)은 운서사에서 열렸던 수륙회 장면을 그린 삽화이
다. 

221) J277, 33:101c, 禳災疏代余太守.
222) J277, 33:101c, 禳虎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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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수륙회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굉은 수륙회를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위한 거룩한 식전(式典)으로 생각
했고 경솔히 불사를 거행하거나 자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223) 따라
서 그는 호환, 가뭄, 전염병 등 혼란할 때에만 수륙회를 열었다. 『이견지』, 
지달의 희곡에 나오는 주굉의 이야기, 『전송문(全宋文)』에 남아있는 재문
(齋文)에 기록된 수륙회는 모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열리
는 의례였다. 
 이처럼 수륙회는 정기적인 의식이 아니었지만 동일한 후원자의 주최로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수륙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송대에는 황가의 
일원이 죽을 때마다 궁 내부에서 수륙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런 수륙회도 
주된 목적은 장례였기 때문에 다른 정기적인 불교 의식과는 그 성격이 달
랐다. 장례 형식으로 황궁에서 계속 수륙회가 설행되어도 의례 공덕의 수
혜자까지 동일하지는 않았고 설사 수혜자까지 동일한 정기적인 수륙회 설
행이 확인되어도 그 날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명 태조의 
후원으로 홍무 원년(1368)부터 홍무 2년(1369)까지 수륙회의 이름으로, 홍
무 3년부터는 광천법회라는 이름으로 남경에서 수륙회가 열렸다. 홍무 5
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황실에서 수륙회를 거행했지만 특정한 날이 정해
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홍무 원년의 수륙회는 9월 11일, 홍무 2년의 수
륙회는 3월 13일이었다.224) 수륙회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양무제
의 수륙회는 2월 15일에 열렸다.225) 수륙회는 특정한 날짜에 고정된 의식
도, 매년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는 의식도 아니었다.
 비정기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수륙회는 우란분재(盂蘭盆齋)와 구분되었다. 
우란분재와 수륙회는 시아귀회(施餓鬼會)의 일종이다. 두 의례 모두 아귀
를 위한 의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우란분재는 목련이 그의 어머니를 
아귀도(餓鬼道)에서 구제해내는 이야기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
(T685)에서 파생된 의례이고 수륙회는 면연귀왕이 아난에게 나타나서 아

223) 祩宏, 『竹窓隨筆』, 水陸儀文. 한글 해석은 운서주굉 지음, 연관 옮김, 「수륙의문」, 
『竹窓隨筆』(불광출판부, 1991), pp. 511-512.

224) X1420, 71:657c-658c.
225) 『佛祖統紀』 T2035, 49:3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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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준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佛說救拔焰口
餓鬼陀羅尼經)』(T1313), 『불설구면연귀다라니신주경(佛說救面然鬼陀羅尼
神呪經)』(T1314),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궤의경(瑜伽集要救阿難陀羅
尼焰口軌儀經)』(T1318)을 소의경전으로 한다. 우란분재의 소의경전이 되
는 『불설우란분경』은 목련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 때
문에 우란분재는 죽은 부모나 조상의 왕생을 위하거나 배고픈 혼령을 위
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우란분재는 승려들의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열렸고 봄의 청명절(淸明節)과 함께 조상의 
혼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세속의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다.226) 
 세간을 떠도는 혼령을 위로해서 현실을 안정되게 하고자 열렸던 앞선 예
시의 수륙회와 달리, 보녕사 수륙화의 두 번째 중수제기는 원래의 수륙회
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가경 20년(1815)의 중수제기에는 보녕
사 수륙화가 오래되어 주지 원서(源緖)가 다시 수리한 일이 기록되어 있
다. 두 번째 중수에 사용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중수제기에 기록된 
사람들도 정사나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군성의 보녕사는 고찰이다. 수륙화 1당(一堂)이 있는데 여러 천인, 불조
(佛祖)가 그려져 있다. 매해 욕불절(浴佛節)에 [수륙화를] 빽빽하게 진설하
고 향을 사르며 정례(頂禮)하였는데, 사방에서 시주(檀那)가 모두 모이고 
[사람들은] 우러러 배례하였다.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황제가 하사하
여(敕賜) 변방을 진압하고 민생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필묵의 형상이 
극에 다하였으며 그 묘한 것이 각각 지극하니 진실로 명현(名賢)이 남긴 
것이고 세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다만 향 연기로 덮여 있고 
오래되어 향연기와 먼지, 때를 면하지 못하였다. 주지승 원서(源緒)와 여러 
경리(經理)가 의논하여 더러움을 없애고자 은 약간을 모아 비단을 자르고 
표구하고 모두 더불어 새롭게 하니, 이에 말을 갖추고 이 일을 기록하여 
사람들의 선한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가경 20년(1815) 봄 좋은날 아
침, 유학자 늠선생원(廩膳生員)227) 당개(唐凱)가 씀.228)

226) 우란분재에 대해서는 Stephen F. Teiser, The Ghost Festival in Medieval Chin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227) 관청에서 돈과 양식 등을 지급한 생원. 초기에는 학교에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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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경 연간의 중수제기에는 이전 기록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
었다. 강희 연간의 중수제기는 장군들의 아름다운 공적을 칭송하기만 하고 
수륙화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중수제기에는 수륙회의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욕불절, 즉 음력 4월 
8일에 정기적으로 수륙화를 진설하여 의례를 행하고 신도들에게 시주를 
받는 상황이 묘사된다. 
  욕불절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불교의 개조(開祖)인 석가모니
가 탄생한 날로, 주로 불상을 목욕시키는 욕불(浴佛)의식이 행해졌다.229) 
욕불 또는 관불(灌佛) 의식은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물 혹은 향수로 몸을 
씻긴 것에서 유래한다. 선종의 규율을 정리한 원대의 『칙수백장청규(勅修
百丈淸規)』에는 4월 8일에 열렸던 의식에 대해 적혀있다. 4월 8일에 각 
사찰은 화정(花亭)을 두고 그 안에 탄생불상을 놓고 향수를 부어 목욕시키
는 의식을 행하였다.230) 이런 의식은 명·청대까지 이어졌다. 명대에는 승
려들이 용화회(龍華會)를 베풀고 불상에 물을 부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은 
불상에 불을 뿌리고 게송을 외며 재물을 보시하였다.231) 청대에도 마찬가
지로 4월 8일에 열렸던 재(齋)에 사람들이 재물을 보시하고 음식을 베풀었
다.232) 조선 후기 이갑(李坤)의 청나라 연행(燕行) 기록에서도 1777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욕불회(浴佛會)가 열렸다는 것이 확인된다.233) 욕불

공부하려는 사람 많아지면서 더 증원하게 되었고 학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들은 늠선
생원과 구분하여 증광생원(增廣生員)이라고 불렀다. 『清史稿』 卷186, 選擧志八十一, 學
校一.

228) “郡城之寶寧寺古刹也 有水陸一堂 中繪諸天佛祖 每於歲之浴佛節森然陳設 焚香頂禮 
四方檀那咸畢集而瞻拜焉 溯其由來，蓋敕賜以鎮邊疆而為生民造福者也 其筆墨窮形盡相 
各極其妙 誠名賢之留遺 非俗師之所能也 第香煙繚繞 久而薰蒸塵垢不免 住持僧源緒與諸
經理謀為滌濯 於募化銀若干數 制錦攢裱 咸與維新 爰弁數言 以記其事 亦不沒人善之意
云爾 時 嘉慶二十年季春穀旦 儒學廩膳生員唐凱書.”

229) 鄭傳寅, 張健 主編, 『中國民俗辭典』(湖北省: 湖北辭書出版社, 1987), p. 236; 常建
華, 『歲時節日裏的中國』(北京: 中華書局, 2006), pp. 121-126.

230) 『勅修百丈淸規』 T2025, 49:1115c.  
231) 용화회는 관불회(灌佛會)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는 미륵하생신앙에 의한 

법회를 의미한다.
232) 田汝成, 『熙朝樂事』, 四月八日; 潘榮陛, 『帝京歲時記勝』, 結緣. 두 책의 한글 해석은 

국립민속박물관 편, 『중국대세시기 Ⅱ』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4(국립민속박물
관, 2006) 참고.

233) 李坤, 『燕行記事』 「聞見雜記」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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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행사는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산서성도 마찬가지였다. 『(광서)산
서통지』에는 4월 8일을 욕불절이라고 하며 승니들이 향화와 등촉을 준비
하여 공양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234) 
 그렇다면 비정기적이었던 수륙회가 왜 불교 개조의 탄신일에 열렸던 것
일까? 시아귀회의 일종에서 시작한 수륙회는 황실의 장례 의식으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목적이 분화되었다. 전쟁으로 죽은 충신과 열사, 무주
고혼의 천도를 빌어 아귀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던 것에서 죽은 선조, 부모
를 추도하고 개인의 복과 평안을 비는 의식으로 변형되었다. 우란분재는 
목련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조상을 구원한다는 목
적이 명확했지만 수륙회는 자식 없이 비명횡사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영혼을 전반적으로 구제하는 의식이었기에 구원의 대상이나 의식의 의미
가 확대될 수 있었다. 주굉이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
륙회를 연 것도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과 사냥당한 호랑이의 혼령
을 위로하여 두 악연을 끊고자 한 것으로,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영혼 구제
의 의미와 닿아있다. 
 재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수륙회가 열렸던 또 다른 이유는 면연귀왕이 
재난 구제의 능력을 가진 관음보살의 현신이라는 점에 있었다.235) 『묘법연
화경(妙法蓮華經)』의 「보문품(普門品)」에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관음보살
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이 있다. 「보문품」에는 중생이 큰 불덩이
에 떨어지거나 바다에 표류하는 재난, 산 봉우리에서 떠밀려 떨어지는 재
난, 악인에게 쫒기고 도적에게 해를 당하는 재난, 형벌을 받아 감옥에 갇
혀서 죽는 재난과 독살당하는 재난, 귀신에게 해를 당하고 독사나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음보살을 불러 구제받는 내용이 

234) 『(光緖)山西通志』 卷99, 風土記上, 右民俗.
235)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보문품(普門品)」에서 관음보살은 자신이 제도해야할 자

들에게 그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설법한다. 예를 들어 「보문품」에서 관음보살은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바라문에게 제도할 때는 바라
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한다. 경전에서 관음보살이 변현하는 모습 가운데 아귀의 몸은 
없지만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관음보살이 면연귀왕으로 나타나 중생을 인도하여 피
안에 오르게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귀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관음보
살이 면연귀왕의 몸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 『妙法蓮華經』, T262, 9:57a-b; 戴
曉雲 校點, 앞의 책(2014),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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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36) 「보문품」에 나타난 재난은 『천지명양수륙의문』과 수륙화에서 표
현하는 재난의 내용(도 30-40)과도 동일했다. 수륙회의 구제 대상에 갖가
지 재난으로 죽은 고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러한 재난이 일어
났을 때 수륙회를 설행해야 하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주굉이 
1596년 유가염구를 거행하여 호랑이를 조복시킨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보문품」에 나오는 재난처럼 수륙회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늘어나면서 
원래와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수륙회가 거행되기도 했다. 『이견지』에서 
살펴봤듯 퇴마의식에도 수륙회가 사용되었고 포교의 용도로도 열렸다. 심
지어 사원의 전각, 다리, 제방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한 수륙회도 있었
다.237) 청 말로 갈수록 수륙회는 민간 속죄 의식의 하나로 인식된다. 보녕
사 수륙회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19세기 초 초파일에 
보녕사에서 설행되었을 수륙회도 망자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특정한 목적
을 지닌 의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녕사의 수륙회는 일반적
인 사원 활동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238)

 더 나아가 수륙회는 청대가 되면서 점차 7월 15일의 우란분재(盂蘭盆齋)
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239) 『증수교원청규(增修敎苑淸規)』에 따르면 

236) T262, 9:57c-58a.
237) Phillip E. Bloom, 앞의 논문, pp. 184-191. 한편 조선 『영조실록(英祖實錄)』의 

1753년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에서는 황태후(皇太后)의 환갑잔치(壽宴) 후 13성(省)에서 
수륙재(水陸齋)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英祖實錄』, 英祖 29年 1月 11日.

238) 스티븐슨은 수륙회와 유사한 다른 의례를 예로 들며 수륙회를 위해 만들어진 수륙화 
양식이 있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수륙회만큼 유명한 양황참법(梁皇懺法), 자비삼매수참
(慈悲三昧水懺), 금광명참법(金剛明懺法), 공천의(供天儀) 등의 불교 의례는 모두 2단의 
존격 배열 방식을 가졌다. 수륙회 말고도 수륙화와 유사한 시각적 표현 방식을 가진 불
교 의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수륙화나 수륙벽화가 수륙회와는 다른 의례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Daniel B. Stevenson, 앞의 논문, pp. 40-4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9세기 수륙화는 욕불의식을 장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중수제기에서 수륙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욕불절에 진설되었을 수륙
화 가운데 〈우제사십삼기교대사면연귀왕중〉(도 29)가 수륙회의 기원 전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필자는 당시 사람들이 보녕사에서 열렸던 욕불절의 법회를 수륙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239) 수륙회가 우란분재의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우란분재와 함께 7월 15일로 고정된다. 常
建華, 앞의 책, p. 165; 蕭智漢 撰, 『月日紀古』 卷7, 十五日; 鄭泰, 『月令精鈔』 下集, 
中元典. 중원절, 7월 15일의 수륙회는 근대기까지 이어진다. Holmes Welch, The 
Practice of Chinese Budd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p. 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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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당이나 참회를 위한 전각에서 우란분재가 열렸다. 산서성 지역은 7월 
15일 중원절(中元節)에 수륙회를 열어 망자를 천도하였는데 이를 우란분회
(盂蘭盆會)라고 지칭하고 있다.240)

 수륙회의 일부 특성은 불교 의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종교에 수용되
기도 하였다. 도교의 도사가 수륙회와 유사한 성격의 장례 의식을 여는 것
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대 소설 『금병매(金甁梅)』의 주인공 서문
경(西門慶)은 여섯째 부인인 이병아(李甁兒)가 죽자 도사 황진인과 여러 
도사를 불러 이병아의 망령을 위로하였다. 장례 의식에서 도사가 소청하는 
신은 도교의 상제, 천존들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종류의 고혼(孤魂)을 
위해 부르는 〈괘금색(挂金索)〉에는 여러 재난으로 죽은 영혼을 불러 감로
미(甘露味)를 주는 내용이 보인다. 이 중 첫 번째 게송에서 초면귀(焦面
鬼), 즉 면연귀왕이 나타나고 그 뒤로는 북쪽에서 싸우고 남쪽을 정벌하며 
죽은 전쟁터의 고혼(陣亡孤魂), 노비로 거리에 쫓겨난 굶어 죽은 고혼(餓
死孤魂), 객사한 고혼(客死孤魂), 죄를 지어서 능지처참 당하는 등 형벌을 
받아 죽은 고혼(刑死孤魂), 독살당한 고혼(藥死孤魂), 아이를 낳다가 모자
가 함께 죽은 고혼(産死孤魂), 빚 때문에 서까래에 목을 맨 고혼(屈死孤
魂), 병마로 죽은 고혼(病死孤魂), 물에 빠져 죽은 고혼(溺死孤魂), 불에 
타서 죽은 고혼(焚死孤魂), 나무에 붙어 있는 도깨비 같은 열 종류의 고혼
(十類孤魂)을 부르고 있다. 초면귀왕 이후 등장하는 고혼들은 모두 수륙의
궤와 수륙화에 나오는 고혼의 모습과 일치한다(도 30-40).241)  
 황실에서 주최했던 수륙회는 목적이 명확했지만 설행의 주체가 민간으로
까지 확장되자 수륙회는 점차 다른 의례와의 차별성을 잃게 되었다. 명말
의 승려였던 주굉은 『죽창수필(竹窓隨筆)』에서 이런 현상을 기록하였다.

 예로부터 이 의식을 거행하여 후세에까지 전해왔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장경에는 이런 글이 없고 금산사(金山寺)본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시종의 
두서를 볼 수 없다. 그나마 이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도 자기들의 뜻에 맞

240) 『(光緖)山西通志』 卷99, 風土記上, 右民俗.
241) 소소생 지음, 강태권 옮김, 『완역금병매』 7(솔출판사, 2002), pp. 66-91; 戴曉雲 校

點, 앞의 책(2014),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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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적당히 개장하여 약간씩 다르며 (중략) 전하는 데에 따라서 일정한 형
식으로 전하고 있어서 자못 적당치 아니하였다. 또한 도량을 건립하는 자
는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몇 달 몇 년 만에야 비로소 재를 마치기도 
하고, 거창한 글을 내세워 남녀노소를 불러들이기도 하여, 깃대만 보고 봄
나들이 떠나는 격으로 분잡하게 모여드는 자들로 발이 꼬이고 어깨가 서로 
마주칠 지경이며, 남녀 혼란스러운 것이 하루에 몇 천은 될 듯싶었다.242)

 
 주굉은 위와 같은 폐단을 막고자 의궤를 간략하게 수정하여 유포하였지
만 수륙회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243) 이 과정에서 수륙회의 시아귀회
로의 특성, 장례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수륙회는 여러 법회 중 특히 유행
하는 의식일 뿐이었다. 명말청초에 활동한 임제종 승려 도민(道忞, 
1596-1674)은 4월 8일에 수륙도량을 9일 밤낮으로 열어 민생을 어지럽히
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기록하였다.244) 금지령을 통해 청 초기에 이미 수륙
회가 욕불절에 함께 열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녕사에서 욕불절에 수
륙화를 이용해 법회가 열렸다는 것도 수륙회 기능의 변화를 반영한 현상
인 것이다. 무주고혼을 구제하는 수륙회의 원래 의미보다는 삭평부의 평안
을 바라는 목적으로 보녕사에서 수륙회가 설행되었으며 보녕사 수륙화는 
이런 법회에서 주신(主神)의 탄신일을 장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욕불절
은 수많은 평신도가 모이는 연례행사였고 보녕사의 수륙화는 이 사찰을 
대표하는 유물로 사람들을 보녕사로 모이게 하는 중심이었다. 

242) “…由此舉行 傳之後世 而今藏並無其文 金山寺之本 亦前後錯雜 不見始終頭緒 時僧行
者 亦復隨意所作 各各稍殊 (중략) 而敢建道場者 化募資費 累月累年始克成就 陳設繁文 
以致士女老幼紛至沓來 如俗中看旗看春 交足摩肩 男女混亂 日以千計….” 원문 해석은 
운서주굉, 앞의 책, pp. 511-512.

243) 의궤는 주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항주 진적사(眞寂寺)의 승려 진적의윤(真
寂儀潤)은 주굉의 의궤를 수정하고 도광(道光, 1821-1850)은 의윤의 의궤를 고쳐서 『법
계성범수륙보도대재승회의궤회본(法界聖凡水陸普度大齋勝會儀軌會本)』 6권을 낸다. 19
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동한 지관(咫觀)은 주굉과 의윤의 의궤를 바탕으로 『법계성범수
륙대재보리도장성상통론(法界聖凡水陸大齋普利道場性相通論)』(T1489)과 『수륙도장법륜
보참(水陸道場法輪寶懺)』(T1499) 10권을 쓴다. 청대의 수륙의궤는 수륙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주굉의 의도와는 반대로 다시 화려하게 여러 절차를 보충여서 번잡해
진다. 현재 전하는 수륙회는 이런 의궤를 바탕으로 한다. 청대 수륙의궤의 변천사는 陳
俊吉, 앞의 논문(2009a), pp. 77-81.

244)“上于庚子孟春爰下罪己之言一切修禳諸事敕俱停止特於四月八日嚴修水陸道場九晝夜以
忞生遐陬未之或見也.” 道忞, 『布水臺集』 J181, 26:3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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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 경제 활동의 중심, 보녕사 수륙화

 수륙회는 사원의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하나였다. 명, 청대 사찰에서 수륙
회 같은 의례는 사찰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245) 명말 주굉의 『죽
창수필』에서도 수륙회가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용되
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246) 수륙회가 인(仁)과 효(孝)의 표현 방식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수륙회에 자
금을 지원해야만 했다.247) 일반적으로 수륙회의 설행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 시기의 수륙회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몇 달, 몇 년이나 설행되었
다고 전한다. 수륙회는 의례가 열리는 기간이 길고 규모도 커서 한 번 열
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했다. 의례를 위해 여러 승려를 초청해야 
했으며 재(齋)를 위한 정교한 의식구도 준비되어야 했다. 산서성 지역의 
수륙회 비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수륙회에 대한 기록을 
통해 수륙회가 얼마나 화려했고 수륙회 거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
는지 살펴볼 수 있다. 
 청나라 말기에 7일간 열리는 수륙회의 기본적인 가격은 200냥이었다. 청
말에 출판된 소설을 보면 수륙회를 연 사람이 첫날에 은자(銀子) 500냥을 
절에 희사하는 장면이 나온다.248) 은과 동전의 가치가 수시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청나라에서 은 1냥은 동전 1,000문(文)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
에 은자 500냥은 동전으로 따지면 500,000문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당
시 청대 궁정 화원의 월급은 11냥밖에 되지 않았다.249) 
 20세기 초까지 매년 금산에서 열렸던 수륙회에는 1,200원(元)의 거금이 
소비되었다. 음력 2, 3, 8, 9월마다 열렸고 최소 60명의 승려가 참여하였
다. 19세기 외국 선박에 현지 물품의 공급했던 상해(上海)의 한 매판(買

245) 朴正原, 「朝鮮前期 水陸會圖 硏究」, 『美術史學硏究』 270(2011), pp. 41-42; 牧田諦
亮 著 『民衆の佛敎: 宋から現代まで』(東京: 佼成出版社, 1976), pp. 135-140.

246) “…而敢建道場者 化募資費 累月累年始克成就 陳設繁文 以致士女老幼紛至沓來 如俗
中看旗看春 交足摩肩 男女混亂 日以千計….” 원문 해석은 운서주굉, 앞의 책, pp. 
511-512.

247) 『施食通覽』 X961, 57:115a.
248) 李寶華, 『官場現形記』 卷38.
249) 朴正原, 위의 논문, p. 44, 각주 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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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은 죽은 아버지를 위해 7일간 수륙회를 열었고 160 파운드의 돈을 냈
다.250) 1907년 영파(寧波)의 한 과부는 죽은 남편을 위해 5,000냥을 내서 
수륙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때 천여 명의 승려가 참여했다고 한다.251) 세 
가지 예시에 나온 금산, 상해, 영파 지역은 모두 항구 도시였다. 이 지역
들은 모두 항구 무역으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후원자들은 수
륙회를 단독으로 설행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상해 매
판이나 영파의 부유한 과부의 예시와 달리, 금산의 정기적인 수륙회 비용
을 누가 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금산사는 중국 전역을 연결한 대운
하의 통로인 양자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었으며, 양주(揚州)는 여러 지역의 
상인이 몰려드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인사들이 수
륙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이후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수륙회가 설행되지 않았다.
 부유한 상인계층과 달리 일반 신도들은 함께 돈을 모아야만 법회를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에 규모가 작은 사원은 발원자와 비
용을 협상했지만 대규모 사원의 경우 5,000원까지 올려서 요구했다.252) 
항주의 한 사원은 방염구(放焰口)가 열리는 2주간 가짜 돈을 태우는데 매
일 1,500원이 필요했다고 한다.253) 일반적으로 19, 20세기 수륙회에는 
1,000-5,000원 사이의 비용이 필요했다.   
 보녕사와 같은 지역 사찰은 특별한 고정 수입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례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가 사찰 재정에서 큰 부
분을 차지하였다.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큰 규모의 사찰이 아니면 대부분
의 중소 사찰들은 신도의 시주에 의지했다. 농촌 지역의 사찰은 지방지에 
따로 기록될만한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소유한 토지에
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사찰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도들이 향과 기
름 구입비로 기부하는 돈, 종교적인 의식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의지해
야 했다. 하북성 정현(定縣)의 승려들은 평상시에 사원의 전답에서 농사를 

250) H. C. DuBose, Dragon, Image, and Demon: the Three Religions of China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London: Partridge, 1886), p. 277.

251) Holmes Welch, 앞의 책, pp. 491-492 각주 17 재인용.
252) 위의 책, pp. 190-191.
253) H. C. DuBose, 위의 책, pp. 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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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가끔 상가(喪家)에 불려가 장례의식을 해주었다고 한다.254) 이렇듯 
사원에서 제공하는 의식이 사원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19세기가 되면 우옥현에는 수륙회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서 비정기적으로 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
리는 수륙회가 거의 거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737년 대부분의 
군사 병력이 수원성으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중요한 후원 계층을 잃게 된 
것도 보녕사의 재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팔기주방은 군사 집단이었
지만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했다. 팔기주방의 주둔이 변방 지역의 
군수 시장 발달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우위성 근처의 살호구는 명대부터 
말 교역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강희제 재위 동안에는 전시 대비로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였다.255) 거대한 말 시장과 면세 정책으로 많은 상인이 살
호구에 모여들었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 상인들은 군영의 무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256) 우옥현에서 팔기군 한 명의 1년 군량은 약 50만 석이었고 
봉급도 높았다. 팔기군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녹봉으로 생필품을 
구매해야 했고 우옥현의 중요한 소비계층이 되었다.257) 따라서 팔기주방
의 이동은 우위성 상인 집단의 이주를 의미했다. 18세기 중반에 보녕사가 
있던 우위성에서 그나마 부유했던 집단이 단체로 빠져나간 것이다. 
 19세기 보녕사는 공양자를 위해 수륙회를 거행하기보다 공양을 받기 위
해 수륙회를 열었다. 중수제기에 기록된 “사방에서 시주가 모두 모이며 
우러러 배례하였다”는 욕불절에 수륙화가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檀那’는 산스크리트어 dāna를 음역한 것으로 보시(布施)의 
다른 말이다. 중수제기는 사람과 함께 돈이 모이던 보녕사의 욕불절을 묘
사하고 있다. 욕불절은 사람을 끌어 모아서 한 번에 많은 시주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사원에서 모시는 신의 탄신일에는 사람들이 모이며 향회
(香會)가 연일 이어졌고,258) 4월 8일이 되면 유명한 사찰에는 사녀(士女)

254) 양경곤, 앞의 책, pp. 460-462.
255) 『聖祖仁皇帝實錄』 卷44, 康熙 13年(1674) 正月 辛巳.
256) 『高宗純皇帝實錄』 卷20, 乾隆 元年(1736) 6月 甲子.
257) 段友文, 张鑫, 앞의 논문, pp. 136-138.
258) 潘榮陛, 『帝京歲時記勝』, 燕九; 觀音會; 東嶽廟; 結緣; 天仙廟; 藥王廟; 地藏會; 九月

九皇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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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259) 한편 산서성의 다른 지역에는 석가모니의 탄
생을 축하하는 욕불 의식뿐 아니라 다른 신들의 제사도 확인된다. 산서성 
오봉산(五峯山)의 성모사(聖母祠)나 당태종묘(唐太宗廟), 건산신묘(巾山神
廟)에도 매년 4월 8일 각 사원의 신을 위한 의식이 있었다.260) 삭평부에
서도 마찬가지로 4월 8일에 성모묘(聖母廟)에서 자손의 복을 빌었다.261) 
욕불절은 다른 사원의 종교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보
녕사에 걸린 수륙화는 여러 종교 행사 가운데 보녕사의 의식을 시각적으
로 돋보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종교적인 공간에서 자본이 거래되는 현상이 보녕사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 북부 농촌 지역에서 열렸던 묘회(廟會)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다.262) 종교적으로 중요한 정기 집회
였던 묘회는 지역 사회에서 사원의 주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였다. 묘
회는 주신의 탄생일을 축하하며 열리거나 농경 일정과 관련되어 늦겨울에
서 초봄, 봄 농사 전까지 주로 절일(節日)에 거행되었다.263) 수천에서 수
만의 사람이 묘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점포가 사원 주위에 들어서고 근처
에 무대가 세워져 연극이 상연되기도 하였다.264)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과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는 청대 북
경의 세시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각 달에 지내는 묘회와 함께 묘회로 인
해 열리는 묘시(廟市)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어서 청대 묘회의 모습

259) 『(同治)徐州府志』 卷11.
260) 『山西通志』 卷165, 166, 167. 
261) 『朔平府志』 卷3, 方與風俗, 齊.
262) 명, 청대 화북 지역의 전반적인 묘회 모습에 대해서는 趙世瑜, 「明清時期華北廟會研

究」, 『曆史研究』 5期, 1992, pp. 118-130 참고.
263) 양경곤, 앞의 책, pp. 143-144; 이찬원, 「近代中國 鄕村社會의 廟會-河北地方 민간

신앙의 한 형태-」, 『숭실사학』 21(2008), pp. 324-326; Sidney D. Gamble, Ting 
Hsien: A North China Rural Community (New Y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4), pp. 410-414.

264) 산서지역에서도 연극과 사원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산서성 홍동현(洪洞縣) 
광승하사(廣勝下寺)의 명응왕전(冥應王殿)에는 연극 장면이 그려져 있다. 한편 양경곤은 
연극이 오락적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종교적인 내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응집력을 형
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극 공연은 수호신께 숭배와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여겨졌고 
각 신령의 신화 내용에 따라 지역 사회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양경곤, 앞의 책,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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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265) 청대 북경의 성황묘는 5월 초하루부터 
8일까지 묘시(廟市)를 열었다. 이때 온갖 물건이 다 모이고 참배객들도 끊
이지 않았다고 한다.266) 묘회는 닫혀있는 사당이 개방되는 시기였고 유명
한 사원일수록 더욱 사람들이 몰려왔다. 북경의 도성에서 80리, 산길로 
40리나 더 가야 있는 묘봉산(妙峯山)의 벽하원군(碧霞元君) 사당은 매년 
4월 1일부터 보름간 사당을 개방했다. 사당이 깊은 산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곳을 방문해서 향을 바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연경세시기』에 따
르면, 사당이 열리고 닫히는 때까지 밤낮으로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향불
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267) 이런 묘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
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과 수레 소리가 떠들썩하며 밤중에는 등불이 번화
하여 마치 뭇별과 같이 빛난다. 각 길을 통해 오가는 사람들을 합치면 대
략 수십만 명이나 되며 돈으로 헤아려 보면 대략 수십만 금이나 되니 분
향의 성대함이 진실로 천하의 으뜸이다.268)

 지역의 지방지에도 지역 풍속의 하나로 묘회가 기록되었다. 1920년대 하
북성 정현(定縣)의 북제촌(北齊村)에서 열렸던 묘회에는 집안을 지켜야 하
는 사람을 뺀 모든 마을 사람들과 인근의 온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4일 동안 수만의 사람이 몰려들었고 제사용 가축 2000필 이상이 사고 팔
렸으며 대량의 식료품, 농지, 농기구 등 갖가지 생활용품도 매매되었
다.269) 후대의 예이기는 하나 지역 사회의 성대한 집회를 엿볼 수 있다. 
270) 

265) 潘榮陛, 『帝京歲時記勝』; 副察敦崇, 『燕京歲時記』.
266) 潘榮陛, 『帝京歲時記勝』, 都城隍廟.
267) 副察敦崇, 『燕京歲時記』, 妙峯山. 한글 해석은 국립민속박물관 편, 앞의 책, pp. 

306-308.
268) “人烟輻輳 車馬暄闃 夜間燈火之繁 燦如列宿 以各路之人計之 共約有數十萬 以金錢計

之 亦約有數十萬 香火之盛 實可甲於天下矣.” 副察敦崇, 『燕京歲時記』, 妙峯山. 한글 
해석은 위의 책, p. 307.

269) 양경곤, 앞의 책, pp. 146-147.
270) 우옥현에도 2월 초부터 10월까지 여러 사원에서 묘회가 열렸다. 강희제의 승리를 기

념했던 황회도 묘회의 하나였다. 황회는 황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황색 비단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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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녕사의 종교 행사나 묘회가 사원의 경제적인 영역과 맞물리게 
되는 것을 종교의 세속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종교 의례의 매력이 삭평부
의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이로 인해 군중이 모이면서 재정적인 도움이 된 
것이다. 하북성 정현에 있는 요류장(堯柳庄)에서 열렸던 묘회에는 3월 2일
부터 5일까지 4일간 4,00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한다. 묘회의 시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버드나무가 치유에 효험이 있다는 전설이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여러 구성원이 결집하게 되었다.271) 점점 버드나무의 
영험함이 소문나면서 지역 사람들이 나무를 경배하였고 정기적으로 이 지
역에서 묘회가 열리게 되었다. 묘시와 여러 오락 활동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북성 정현의 예처
럼 영험함을 증명해보인 신의 신이력과 신도들의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묘회의 오락적인 행사와 상점들은 군중이 모이게 되
면서 함께 나타난 현상이었다.
 보녕사 수륙화도 마찬가지이다. 수륙화의 매력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었
다. 민중의 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 신앙의 범위가 아니다. 지역 
사원에서 서로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오히려 지역민들은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기능을 보장하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 예를 들
면 양주 지역에 수신 사묘가 성행했던 것도 양자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
의 상인이 드나들던 것과 관련이 깊다. 지역 사원의 승려나 도사들은 중
앙의 교단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신앙
의 신들을 혼합해서 공양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적 경향의 신앙관이 중
시되면서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신을 구별하는 교리적인 문제는 부차적
으로 밀려났다. 종교적인 정체성보다 신이 가진 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불교, 유교, 도교, 민간의 신이 혼합된 수륙화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여
러 직업군의 신앙처가 될 수 있었다. 수륙회에 담겨진 무수히 많은 기능
적인 천신(天神)과 지신(地神)들이 우위성의 군인, 관원, 상인, 농민들의 

진 여러 장신구로 장식되었던 묘회였다. 매년 음력 7월이나 8월 경신(庚申)일 진무묘에
서 거행되었고 10일 동안 주변에서 전통극이 함께 상연되었다. 살호구의 위문(衛門)에
서 진무묘의 묘희에 경비를 대었다. 馮俊傑, 劉梅, 앞의 논문, p. 96.

271) 양경곤, 앞의 책, pp.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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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부처와 보살, 나한, 천왕, 여러 신중과 왕고인물, 
잔인한 지옥 장면으로 구성된 100여 폭의 수륙화로 표현된 여러 신들이 
법회에 강림하는 모습은 시각적으로 사람을 매혹시키고 동시에 종교적인 
신앙과 관심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특히 석가모니의 탄신일인 욕불절 기
간의 수륙화는 이런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사람들을 집결시켰고, 보녕사
는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청말 속죄 의식은 사원의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이었다. 근대 승려 법방
(法舫, 1904-1951)은 중국에 있는 모든 절들이 스스로를 선종이라고 지칭
하지만 경전을 외우고 참선하거나 수륙을 위한 내단으로 변했고 승려들은  
스스로를 선승이라고 말하지만 속죄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종교인으로 전
락했음을 지적한다.272) 주도적인 지배 집단이 부재했던 19세기 초 삭평부
에서 보녕사 수륙화는 사원의 재원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소실
될 것을 염려하여 1928년 보녕사 측에서 내몽고의 수원성으로 수륙화를 
전부 옮기면서 사회 구성원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구심점이 없어졌고 이
로 인해 보녕사의 재정적인 기반도 무너졌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삭평
부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보녕사 건물은 폐허로 남겨졌다. 
  

272) 牧田諦亮, 앞의 논문, pp. 213-2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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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보녕사 수륙화의 하사와 중수 기록의 고찰을 통해 수륙화의 의미와 기능
이 변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토목의 변으로 발생했던 이복형제간의 황위 
교체는 보녕사 수륙화 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천순제는 수륙화를 
만리장성 경계의 방어진에 보냄으로써 황제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각인
시키려고 하였다. 수륙화의 하사만 생각한다면, 보녕사 수륙화는 국가 권
력이 종교와 협력하여 현실의 제도를 현실 너머까지 적용하고 그 중심에 
황제를 두는 사례였다. 수륙회와 수륙화에는 관료적인 방식으로 존격 간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종교에서 수용된 신령들의 혼재된 위치가 
그에 맞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관료제 제계에 포섭시
킴으로써 현실과 영적인 세계까지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천
순제는 무너졌던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변방의 민심을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 수륙화를 하사했다.
 그러나 2차례의 중수에는 지역 집단의 결집을 위한 매개체로 수륙화가 
사용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 중수에서 나타나는 모습에는 국가 중심부의 
권력보다 우위성 지역의 중요 세력, 보녕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되었
다. 강희제의 서정(西征) 종결 이후 우위성은 병력도 줄고 군사도시로서의 
위상도 하락하게 되었다. 애신각라 비양고가 황실에 병력 증원을 요청을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우위의 팔기주방이 보녕사 수륙화를 특
별히 중수한 것은 우위성에서 보녕사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때문이었다. 
변방 진압을 목적으로 황제가 하사했던 수륙화는 팔기군이라는 군사 집단
의 정체성을 선전하기에 적합한 매개였다. 18세기 초 팔기주방은 군사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지 광거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중수되었던 1815년 무렵에는 수륙회의 주기가 일정해지는 것
이 확인된다. 19세기 초의 우옥현에는 큰 법회를 열만한 자금을 가진 사
람이나 집단이 없었고 수륙화의 중수도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었다. 원래 
황실에서 주로 거행했던 수륙회는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여러 목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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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민간에서는 억울하게 죽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 현실에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사고혼을 널리 구제하기 
위해서 민간의 수륙회가 시작되었고, 곧 모든 악재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
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수륙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장례의 의미와 
수혜 대상이 좁아져서 7월 15일의 우란분재와 유사한 의식으로 변하기도 
했다. 보녕사의 경우 욕불절에 열리는 정기적인 행사로 수륙회가 열렸다. 
욕불절은 사원이 개방되는 날이었고 민간에서 사람과 시주가 몰려들었다. 
이 날의 모습은 중국 북부 지역에서 열렸던 사원의 묘회 모습과 유사했을 
것이다. 특히 우옥현에서 4월 8일은 다른 사원에서 숭배하던 신들의 탄신
일이기도 했다. 보녕사 외 다른 사원에서도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수륙화
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녕사로 끌어들이는 중심으로 기능했다. 
 필자는 보녕사 수륙화에 그려진 시각적인 도상 대신 사용 후 흔적으로 
남은 얼룩에 주목했다. 부처나 보살, 그 외 다른 도상이 그려진 불화에 묻
어있는 그을음과 연기 자국은 제작된 이후로 여러 번 모종의 목적으로 사
용되었음을 암시한다. 명·청대에 걸친 수륙화의 사용에는 주변 환경의 변
화가 반영되었다. 처음에는 지역 내에서 오랜 시간 수륙화가 사용되면서 
하사되었을 때의 맥락과 점차 유리되었다. 이를 새로운 지역 집단이 다른 
방식으로 수용했고 그 결과 수륙화는 기존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되었다.
 보녕사 수륙화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수륙화가 후원 
집단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위 팔기주방의 지도자 건위장군을 필두
로 한 군사 집단의 중수도, 욕불절의 민간 시주도 모두 보녕사 수륙화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지역에서 영향력 있던 계층만 
바뀌었을 뿐 두 차례의 중수는 수륙화를 계속 사용하고 보존한다는 목적
에서 공통되었다.       
 기존의 보녕사 수륙화 연구는 시대를 명대로 한정하면서 청대 보녕사 수
륙화가 사용되었던 맥락을 제외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륙화 하사
의 주체와 중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명·청대 정사와 산서지역의 지방지, 중수
제기를 통해 보녕사 수륙화의 시간적인 층위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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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산서성 지역의 수륙화 방식에 따랐더라면 새로 전각을 세우고 수
륙벽화를 그렸어야 했겠지만, 산서성 우옥현이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
였고 교단의 관심에서 배제된 지역 사찰이었기 때문에 수륙 의궤 유행의 
흐름과 상관없이 명대에 제작된 수륙화가 우옥현에서 꾸준히 사용된 것일
지도 모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황실에서 하사했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450여 년간 보녕사에 소장된 수륙화에 명대부터 
청 말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하나의 그림이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인 변화
에 맞게 수용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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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02)
도 25 〈右第二十一江河淮濟四瀆諸神眾〉, 1460-1464년, 120×63.5cm, 산

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09)
도 26 〈右第二十四主風主雨主雷主電風伯雨師眾〉, 1460-1464년, 116.5× 

61.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14)
도 27 〈右第四十一八寒八熱諸地獄孤魂眾〉, 1460-1464년, 118×61cm, 산

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44)
도 28 〈右第四十二近邊孤獨地獄屋倒牆崩等眾〉, 1460-1464년, 117×60.5c 

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45)
도 29 〈右第四十三起教大師面然鬼王眾〉, 1460-1464년, 117×60.5cm, 산

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46)
도 30 〈右第四十五饑荒殍餓病疾纏綿自刑自縊眾〉, 1460-1464년, 117.5× 

60.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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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右第四十六依草附木樹拆崖摧鍼灸病患眾〉, 1460-1464년, 118×60 
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65)

도 32 〈右第四十七枉濫無辜御冤報屈一切孤魂眾〉, 1460-1464년, 117×60 
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66)

도 33 〈右第四十九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眾〉, 1460-1464년, 117×61.5cm 
,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67)

도 34 〈右第五十一兵戈盜賊諸孤魂眾〉, 1460-1464년, 116×61cm, 산서박
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68)

도 35 〈右第五十二大腹臭毛針咽巨口飢火熾熱然鬼魂眾〉, 1460-1464년, 
      118×60.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48)
도 36 〈右第五十三火焚屋宇軍陣傷殘等眾〉, 1460-1464년, 117×60.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2)
도 37 〈右第五十四讎冤報恨獸咬蟲傷孤魂眾〉, 1460-1464년, 117×62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4)
도 38 〈右第五十五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1460-1464년, 118×61.5cm 
      ,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5)
도 39 〈右第五十六誤死鍼醫橫遭毒藥嚴寒眾〉, 1460-1464년, 117.5× 61.5 
      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7)
도 40 〈右第五十七身殂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眾〉, 1460-1464년, 117×60.
      5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8)
도 41 〈右第五十八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眾〉, 1460-1464년, 
      118×61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79)
도 42 〈鬼魂圖〉, 1460-1464년, 105×61cm,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

代水陸畵』, 圖 149)
도 43 산서성 우옥현 보녕사 전경 (『寶寧寺明代水陸畵』, p. 1)
도 44 강희 을유년(1705) 공양자 명단,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

陸畵』, 圖 182)
도 45 강희 을유년(1705) 중수제기,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

畵』, 圖 182)
도 46 가경 20년(1815) 중수제기, 산서박물원 소장 (『寶寧寺明代水陸畵』, 

圖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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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 북경 法海寺 大雄寶殿, 〈普賢菩薩〉 부분, 〈水月觀音〉, 〈文殊菩薩〉 
부분, 1443년, 각 4.5×4.5m (北京市法海寺文物保管所 編, 『法海
寺壁画』[北京: 中国旅游出版社, 1993], 圖 7, 17, 23)

도 48 북경 法海寺 大雄寶殿,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북벽 동측), 
1443년, 7×3.2m (『法海寺壁画』[北京: 中国旅游出版社, 1993], 圖 
54)

도 49 북경 法海寺 大雄寶殿,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북벽 서측), 
1443년, 7×3.2cm (『法海寺壁画』, 圖 55)

도 50  북경 법해사 대웅보전,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좌)과 보
녕사 수륙화 〈左第十九北方護世大藥叉主多聞天王, 南方護世
鳩盤荼主增長天王 西方護世大龍王主廣目天王 東方護世幹闥
婆主持國天〉 의 부분(우)

도 51 〈十六羅漢圖〉 3폭, 14-15세기, 비단에 채색, 190×75cm (陳淸香, 
『揭諦阿羅漢: 中國佛畵之美 羅漢篇』[臺北: 應真藏, 2003], p. 17, 
19, 21) 

도 52 〈文殊菩薩圖〉, 〈釋迦牟尼圖〉, 〈普賢菩薩圖〉, 16세기, 비단에 채색, 
각 182×86cm (許志平, 『中國佛畵之美佛陀篇: 善綠無量』[臺北: 
應眞藏, 2006], pp. 44-45)

도 53 〈北斗中斗本命星君衆〉, 1454년, 견본금채색, 141×79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Stephen Little et al,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Chicago: Art Institute of 
Chicag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fig. 78)

도 54 〈五通得道神仙侣等衆〉, 1454년, 견본금채색, 140.5×79cm,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소장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fig. 81)

도 55  〈毘盧遮那佛〉, 1454년, 견본금채색, 154.7×96cm, Spencer 
Museum of Art 소장 
(http://collection.spencerart.ku.edu/eMuseumPlus?service=d
irect/1/ResultDetailView/result.t1.collection_detail.$TspImag
e.link&sp=13&sp=Scollection&sp=SfieldValue&sp=0&sp=0&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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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p=SdetailView&sp=0&sp=Sdetail&sp=0&sp=T&sp=0&sp=Sli
ghtbox_3x4&sp=0)

도 56 〈中界持符使者〉, 1454년, 견본금채색, 140×89cm, Musée Na 
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소장 (Catherine 
Delacour et al, La Voie du Tao [Paris: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Musee Guimet, 2010], fig. 76-3c)

도 57 〈水星眞君〉, 《水陸道場神鬼圖像》, 명 成化연간(1465-1487) (『中國
古代版畵叢刊二編: 釋氏源流, 水陸道場神鬼圖像, 牧牛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p. 43)

도 58 〈起敎大士面然鬼王等衆〉, 《水陸道場神鬼圖像》, 명 成化연간(1465 
-1487) (『中國古代版畵叢刊二編: 釋氏源流, 水陸道場神鬼圖像, 牧
牛圖』, p. 104)

도 59 〈四大天王圖〉과 명문, 명 萬曆 9년(1581) (許志平, 『中國佛畵之美
佛陀篇: 善綠無量』, p. 16)

도 60  산서성 稷山縣 靑龍寺 腰殿 서벽 중심부, 원 至元 26년(1289) (丁
鳳萍, 李瑞芝 編寫, 『稷山靑龍寺壁畵』[石家莊: 河北美術出版社, 
2011], p. 16)

도 61 산서성 직산현 청룡사 요전 서벽과 남북벽의 서단, 원 지원 26년
(1289) 창건, 명대보수 (戴曉雲, 『佛敎水陸畵硏究』[北京: 中國社會
科學出版社, 2009], 圖 5-3)

도 62 산서성 繁峙縣 公主寺 대웅보전 서벽(좌)과 동벽(우), 명 弘治 16년
(1503) (中國寺觀壁畫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寺觀壁畫全集』 3 
明淸寺觀水陸法會圖[嚴州: 嚴東敎育出版社, 2011), 圖 1, 19)

도 63 산서성 渾源縣 永安寺 서벽(좌)와 동벽(우), 명 (『中國寺觀壁畫全
集』 3 明淸寺觀水陸法會圖, 圖 86, 65)

도 64 산서성 洪洞縣 廣勝下寺, 〈藥師佛會圖〉, 1319년, 751.8×1511.3c 
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http://www.metmuseum.org/collection/the-collection-onlin
e/search/42716/)

도 65 大同 右衛城과 주변 지역. 명대 지도(좌)와 청대 지도(우) (좌: 明 
楊時寧 撰, 『宣大山西三鎮圖說』 卷2, 六十六. 우: 劉士銘 外 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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輯, 『朔平府志』 卷4, 朔平府邊關城堡總圖)
도 66  산서성 馬營河村 五聖廟 樂樓 (馮俊傑, 劉梅, 「長城要塞殺虎口滿

族駐軍修複的明代樂樓」, 『戲劇』 第3期[2007], 圖 4)
도 67  마영하촌 오성묘 중수 비문 (馮俊傑, 劉梅, 「長城要塞殺虎口滿族

駐軍修複的明代樂樓」, 圖 7)
도 68  삭평부 府城全圖 (劉士銘 外 纂輯, 『朔平府志』 卷4, 府城全圖, 사

각형은 필자 표시)
도 69  〈恩沾法雨〉 (智達 撰, 『異方便淨土傳燈歸元鏡三祖實錄』 卷1)
도 70  〈普濟幽魂〉 (『異方便淨土傳燈歸元鏡三祖實錄』 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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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太原市 山西博物院의 전시 사진 

 

도 2 〈毘盧遮那佛〉,  
    1460-1464년, 147×76cm
    산서박물원 소장

   

도 3 〈盧舍那佛〉, 146×7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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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文殊菩薩〉
     126×62cm

 

도 5 〈觀音菩薩〉 
     126×62cm 

 

도 6 〈普賢菩薩〉
     126×62cm

 

    

             (좌) 도 7  〈左第二大威德無能勝明王〉, 122×62cm 
             (우) 도 8  〈右第二大威德步擲明王〉와 방제, 121×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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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도 9  〈右第七右第七迦力迦尊者佛陀羅尊者〉, 125×61cm
    (중) 도 10 〈右第八羅怙羅尊者耶迦犀尊者〉, 119.5×61cm
    (우) 도 11 〈右第九阿氏多尊者荼畔吒迦尊者〉, 120×61cm

  

  (좌) 도 12  〈左第十三天藏菩薩〉, 120×61.5cm
  (중) 도 13  〈左第十七忉利帝釋天主眾〉, 116.8×61.5cm
  (우) 도 14  〈左第二十一北極紫微大帝〉, 117×6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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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도 15  〈左第四十二年月日時四直功曹使者〉, 118×61.5cm
 (중) 도 16  〈第四十六大聖引路王菩薩眾〉, 118×61.5cm
 (우) 도 17  〈左第四十七往古帝王一切太子王子等眾〉, 118×61.5cm

  

(좌) 도 18  〈左第五十往古為國亡軀一切將士眾〉, 121×61.5cm 
(중) 도 19  〈左第五十伍往古孝子順孫等眾〉, 118×62cm
(우) 도 20  〈第五十八往古顧典婢奴棄離妻子孤魂眾〉, 118×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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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 21  〈右第十三持地菩薩眾〉, 121×60.6cm
(중) 도 22  〈右第十四九天后土聖母諸神眾〉, 119×60.5cm 
(우) 도 23  〈右第十五東嶽天齊仁聖帝〉, 118×61.5cm

  

 (좌) 도 24  〈右第十七西嶽金天順聖帝, 北嶽安天元聖帝〉, 117.5×61.5cm
 (중) 도 25  〈右第二十一江河淮濟四瀆諸神眾〉, 120×63.5cm
 (우) 도 26  〈右第二十四主風主雨主雷主電風伯雨師眾〉, 116.5×6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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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 27  〈右第四十一八寒八熱諸地獄孤魂眾〉, 118×61cm
(중) 도 28  〈右第四十二近邊孤獨地獄屋倒牆崩等眾〉, 117×60.5cm  
(우) 도 29  〈右第四十三起教大師面然鬼王眾〉, 117×60.5cm

  

  (좌) 도 30  〈右第四十五饑荒殍餓病疾纏綿自刑自縊眾〉, 117.5×60.5cm
  (중) 도 31  〈右第四十六依草附木樹拆崖摧鍼灸病患眾〉, 118×60cm
  (우) 도 32  〈右第四十七枉濫無辜御冤報屈一切孤魂眾〉, 117×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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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도 33  〈右第四十九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眾〉, 117×61.5cm
  (중) 도 34  〈右第五十一兵戈盜賊諸孤魂眾〉, 116×61cm
  (우) 도 35  〈右第五十二大腹臭毛針咽巨口飢火熾熱然鬼魂眾〉, 118×60.5cm

  

  (좌) 도 36  〈右第五十三火焚屋宇軍陣傷殘等眾〉, 117×60.5cm
  (중) 도 37  〈右第五十四讎冤報恨獸咬蟲傷孤魂眾〉, 117×62cm
  (우) 도 38  〈右第五十五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118×6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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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도 39  〈右第五十六誤死鍼醫橫遭毒藥嚴寒眾〉, 117.5×61.5cm
  (중) 도 40  〈右第五十七身殂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眾〉, 117×60.5cm
  (우) 도 41  〈右第五十八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眾〉, 118×61cm

 

도 43  산서성 우옥현 보녕사 전경

 

도 42  〈鬼魂圖〉, 105×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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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  강희 을유년(1705) 공양자 명단, 산서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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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강희 을유년(1705) 중수 제기, 산서박물원 소장 

도 46 가경 20년(1815) 중수 제기, 산서박물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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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  북경 法海寺 大雄寶殿, 〈普賢菩薩圖〉 부분, 〈水月觀音圖〉, 〈文殊菩薩圖〉 
부분, 1443년, 각 4.5×4.5m 

도 48  북경 법해사 대웅보전,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북벽 동측), 1443년, 
7×3.2m 

도 49  북경 법해사 대웅보전,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북벽 서측), 1443년, 
7×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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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북경 법해사 대웅보전, 〈帝釋梵天禮佛護法圖〉 부분(좌)과 보녕사 수륙화 
〈左第十九北方護世大藥叉主多聞天王, 南方護世鳩盤荼主增長天王 西方護
世大龍王主廣目天王 東方護世幹闥婆主持國天〉 의 부분(우)

   

도 51  〈十六羅漢圖〉 3폭, 14-15세기, 비단에 채색, 190×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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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文殊菩薩圖〉, 〈釋迦牟尼圖〉, 〈普賢菩薩圖〉, 16세기, 비단에 채색, 각 
182×86cm

(좌) 도 53  〈北斗
中斗本命星君衆〉, 
1454년, 비단에 금
채색, 141×79cm, 
The Metropo litan 
Museum of Art 
소장 

(우) 도 54  〈五通
得道神仙侣等衆〉, 
1454년, 140.5×79 
cm, Musee Na 
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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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도 55  〈毘盧遮那佛〉, 1454년, 비단에 금채색, 154.7×96cm,
                  Spencer Museum of Art 소장
      (우) 도 56  〈中界持符使者〉, 1454년, 비단에 금채색, 140×89cm,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소장

    

    (좌) 도 57  〈水星眞君〉, 《水陸道場神鬼圖像》, 명 成化연간(1465-1487)
    (우) 도 58  〈起敎大士面然鬼王等衆〉, 《水陸道場神鬼圖像》, 명 성화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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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四大天王圖〉과 명문
      명 萬曆 9년(1581)

 도 60 산서성 稷山縣 靑龍寺 腰殿 
서벽 중심부, 원 至元 26
년(1289)

 

도 61 산서성 직산현 청룡사 요전 서벽과 남북벽의 서단, 원 至元 26년(1289) 
창건, 명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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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산서성 繁峙縣 公主寺 대웅보전 서벽(좌)과 동벽(우), 명 弘治 
16년(1503)

도 63 산서성 渾源縣 永安寺 서벽(좌)와 동벽(우), 명 

도 64  산서성 洪洞縣 廣勝下寺, 〈藥師佛會圖〉, 1319년, 
       751.8×1511.3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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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  大同 右衛城과 주변 지역. 명대 지도(좌)와 청대 지도(우)

도 66  산서성 馬營河村 五聖廟 樂樓 

도 67  마영하촌 오성묘 중수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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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8  삭평부 府城全圖

   

       (좌) 도 69  〈恩沾法雨〉, 『異方便淨土傳燈歸元鏡三祖實錄』의 삽화 
       (우) 도 70  〈普濟幽魂〉, 『異方便淨土傳燈歸元鏡三祖實錄』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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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표 1  보녕사 수륙화의 전체 구성 방제, 크기 및 『寶寧寺明代水陸畵』에  
        서 해당되는 도판 번호

無傍題 佛畫의 존격 크기 圖1)

佛2)

彌勒佛 145×76cm 圖 1
不空成就佛 146×76.5cm 圖 2
盧舍那佛 147×76cm 圖 3
藥師佛 145×76cm 圖 4
寶生佛 147×77cm 圖 5
釋迦牟尼佛 150×76.2cm 圖 6
毘盧遮那佛 147×76cm 圖 7
阿彌陀佛 139×76cm 圖 8
阿彌陀佛 147×76cm 圖 9

菩薩

文殊菩薩 122×62.5cm 圖 10
觀音菩薩 126×62cm 圖 11
普賢菩薩 126×62cm 圖 12
地藏菩薩 124×62cm 圖 13
菩薩 125×62cm 圖 14
菩薩 125×62cm 圖 15
菩薩 125×62cm 圖 16
菩薩 125×62cm 圖 17
菩薩 125×62cm 圖 18
菩薩 125×62cm 圖 19

餓鬼 餓鬼道 105×61cm 圖 149
분류 방제 크기 圖

明王
(左)

左第一大威德焰髮德迦明王 122×63cm 圖 27
左第二大威德無能勝明王 122×62cm 圖 28
左第三大威德馬首明王 120×62cm 圖 29
左第四大威德甘露軍吒明王 120.5×61.5cm 圖 30
左第五大威德降三世明王眾 123×63cm 圖 31

羅漢
(左)

左第六跋羅墮尊者 伽伐蹉尊者 119×61.5cm 圖 32
左第七諾炬羅尊者 跋陀羅尊者 119×62cm 圖 33
左第八戌愽迦尊者 伴諾迦尊者 120×62cm 圖 34
左第九因迦陀尊者 伐那波斯尊者 120×61.5cm 圖 35
左第十天龍八部諸神眾 120×63cm 圖 41
左第十二衛法神王婆羅門仙等眾 120×63cm 圖 42
左第十三天藏菩薩 120×61.5cm 圖 43
左第十四無色界四空天諸天眾 120×61cm 圖 45
左第十五色界四禪非非想大梵天主眾 119×62cm 圖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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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天龍
八部,

天仙,

阿修
羅神
眾,

左第十六大梵天無色界上四天并諸天眾 119×61.5cm 圖 49
左第十七前大梵天主諸神眾 117×61cm 圖 51
左第十七忉利帝釋天主眾 116.8×61.5cm 圖 52
左第十八欲界十二天主諸天眾 116.8×61.5cm 圖 53
左第十九北方護世大藥叉主多聞天王, 南方護
世鳩盤荼主增長天王 西方護世大龍王主廣目
天王 東方護世幹闥婆主持國天

117.5×61.5cm 圖 54

左第二十大威德菩薩眾 117.5×61cm 圖 55
左第二十一北極紫微大帝 117×60.5cm 圖 56
第二十二星主宿主清涼照夜月宮天子 百明利
生千光破暗日宮天子諸神眾

118×61cm 圖 57

左第二十三太乙諸神眾 116×61cm 圖 58
左第二十四五方五帝眾 117×63.5cm 圖 59
第二十五太陽木星火星金星水星土星真君 118×61.5cm 圖 61
左第二十六太陰羅睺計都紫炁(氣)月孛星君眾 117×61cm 圖 63
左第二十七寶瓶金牛天蠍巨蟹磨羯宮神 117×61.5cm 圖 64
左第二十七天馬天秤雙女雙魚白羊獅子神 117×60cm 圖 65
左第二十九子丑寅卯辰巳元神君眾 117×60.5cm 圖 66
左第三十午未申酉戌亥十二元辰星君 117×61cm 圖 67
左第三十一角亢氐房心尾箕星君 117×60.5cm 圖 69
左第三十二斗牛女虛危室壁星君 117×62cm 圖 70
左第三十三奎娄胃昴畢觜參星君 117.5×60.2cm 圖 72
左第三十四井鬼柳星張翼軫星君 116.5×61cm 圖 73
左第三十五北斗七元左輔右弼眾 116.5×61cm 圖 74
左第三十六普天烈曜一切星君諸神眾 117×60.5cm 圖 75
左第三十七匡野四將神祗(祇)等眾 119×62.5cm 圖 76
左第三十八天地水府三官大帝眾 118.5×62.5cm 圖 77
左第三十九天蓬翊聖玄武真君 119.2×62cm 圖 78
第四十天曹府君天曹掌祿主算判官諸司判官
等眾

117×60cm 圖 79

左第四十二大阿修羅王諸神眾 119.5×61.2cm 圖 80
左第四十二年月日時四直功曹使者 118×61.5cm 圖 82
左第四十三鬼子母羅刹諸神眾 118.5×61.5cm 圖 84
左第四十四阿利帝母大羅刹諸神眾 119.5×61cm 圖 85
第四十六大聖引路王菩薩眾 118×61.5cm 圖 86

往古
人物

左第四十七往古帝王一切太子王子等眾 118×61.5cm 圖 151
左第四十八往古妃后宮嬪婇女等眾 118×60.5cm 圖 152
左第四十九往古文武官僚宰輔眾 116×61cm 圖 153
左第五十往古為國亡軀一切將士眾 121×61.5cm 圖 154
左第五十一往古比丘眾 118×61cm 圖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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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第五十二往古比丘尼女冠優婆塞優婆夷諸
士等眾

116.5×61cm 圖 156

左第五十三往古道士昇霞燒丹未明眾 119×61cm 圖 157
第五十四往古儒流賢士丹青撰文眾 118×62cm 圖 158
左第五十伍往古孝子順孫等眾 118×62cm 圖 160
第五十六往古三真九烈賢婦烈女孤魂眾 118×61cm 圖 161
第五十七往古九流百家諸土藝術眾 119×62.5cm 圖 162
第五十八往古顧典婢奴棄離妻子孤魂眾 118×61cm 圖 163

명왕
(右)

右第一大威德大笑明王 122×61cm 圖 20
右第二大威德步擲明王 121×62cm 圖 22
右第三大威德大力明王 122×63cm 圖 24
右第四大威德不動尊明王 122×63cm 圖 25
右第五大威德變現忿怒大輪明王 121.5×62.5cm 圖 26

나한
(右)

右第六諾迦跋哩陀尊者 蘇頻陀尊者 125×62cm 圖 36
右第七迦力迦尊者 佛陀羅尊者 125×61cm 圖 37
右第八羅怙羅尊者 耶迦犀尊者 119.5×61cm 圖 38
右第九阿氏多尊者 荼畔吒迦尊者 120×61cm 圖 39

보살,

천중,

地祇
神與
水府
諸神, 

冥殿
十王

右第十八大金剛諸神眾 120×63cm 圖 88
右第十一隨其所求令得成就大功德天特尊之
主居色頂天摩醯首羅眾

122×63cm 圖 90

右第十一金剛密跡等眾 122×60.8cm 圖 92
右第十二二十八部統領鬼神散脂大將眾 殷憂
四部外三洲韋馱尊天眾

122×62.5cm 圖 94

右第十三持地菩薩眾 121×60.6cm 圖 96
右第十四九天后土聖母諸神眾 119×60.5cm 圖 98
右第十五東嶽天齊仁聖帝 118×61.5cm 圖 100
右第十六南嶽司天化昭聖帝 中嶽中天大寧崇
聖帝

117×61cm 圖 101

右第十七西嶽金天順聖帝 北嶽安天元聖帝 117.5×61.5cm 圖 102
右後第十七秘藏法寶主執群龍婆竭羅龍王眾 117×61cm 圖 104
右第十八增長出生證明功德堅牢地神 助揚正
法訶利帝喃諸神眾

118×64cm 圖 105

右第十九行日月前救兵戈難摩利支天諸神眾 118×62cm 圖 106
右第二十四海龍王諸神眾 118×62cm 圖 107
右第二十一江河淮濟四瀆諸神眾 120×63.5cm 圖 109
右第二十二五湖百川諸龍神眾 117.5×62cm 圖 110
右第二十三陂池井泉諸龍神眾 118.5×61cm 圖 112
右第二十四主風主雨主雷主電風伯雨師眾 116.5×61.5cm 圖 114
右第二十五主苗主稼主病主藥五谷神眾 117×61cm 圖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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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第二十六守齋護戒諸龍神眾 118×61cm 圖 116
右第二十七下元水府三官大帝眾 116.5×60.5cm 圖 121
右第二十八順濟龍王安濟夫人諸龍神眾 118×61.5cm 圖 122
右第二十九太歲天子大煞愽（博）士日遊太
陰諸神眾

117×62cm 圖 124

右第三十大將軍黃幡豹尾白虎金神青羊鳥雞
眾

117.5×61.5cm 圖 126

右第三十一蚕官五鬼諸鬼神眾 116.5×61cm 圖 128
右第三十二鶴神雌神雄神火血身黃血刃刀砧
七煞諸神眾

116.5×62.5cm 圖 129

右第三十三年禁月禁太白歲煞官符土后土伯
幢命諸神眾

118×63cm 圖 131

右第三十四吊客喪門大耗小耗宅龍諸神眾 117×62cm 圖 132
右第三十五護國護民城隍社廟土地殿塔伽藍
等眾

117×61cm 圖 134

右第三十六地藏菩薩秦廣楚江宋帝五官 117×61.5cm 圖 135
右第三十七閻羅變成泰山平等都市轉輪大王
眾

117×61.5cm 圖 138

右第三十八地府六曹四司判官地府都司官 118×61cm 圖 139
右第三十九地府五道將軍等眾 116×61cm 圖 140
右第四十善惡二部牛頭阿傍諸官眾 118×60cm 圖 142

地獄, 
孤魂 

右第四十一八寒八熱諸地獄孤魂眾 118×61cm 圖 144
右第四十二近邊孤獨地獄屋倒牆崩等眾 117×60.5cm 圖 145
右第四十三起教大師面然鬼王眾 117×60.5cm 圖 146
右第四十四主病鬼王五瘟使者眾 117×60cm 圖 147
右第四十五饑荒殍餓病疾纏綿自刑自縊眾 117.5×60.5cm 圖 164
右第四十六依草附木樹拆崖摧鍼灸病患眾 118×60cm 圖 165
右第四十七枉濫無辜御冤報屈一切孤魂眾 117×60cm 圖 166
右第四十九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眾 117×61.5cm 圖 167
右第五十一兵戈盜賊諸孤魂眾 116×61cm 圖 168
右第五十二大腹臭毛針咽巨口飢火熾熱然鬼
魂眾

118×60.5cm 圖 148

右第五十三火焚屋宇軍陣傷殘等眾 117×60.5cm 圖 172
右第五十四讎冤報恨獸咬蟲傷孤魂眾 117×62cm 圖 174
右第五十五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118×61.5cm 圖 175
右第五十六誤死鍼醫橫遭毒藥嚴寒眾 117.5×61.5cm 圖 177
右第五十七身殂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眾 117×60.5cm 圖 178
右第五十八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
諸鬼眾

118×61cm 圖 179

右第五十九六道四生一切有情精魂眾 115×60.5cm 圖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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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녕사 수륙화 좌, 우변에서 중복되는 번호와 결실이 있는 번호

  표 3 보녕사 수륙화의 예상 배치도

1) 각 그림에 해당되는 『寶寧寺明代水陸畵』의 도판 번호. 
2) 陳俊吉, 앞의 논문(2009a), pp. 413-415에 陳俊吉이 수정한 佛 존격이 정리되어 있다. 

陳俊吉이 수정한 존명을 반영하였다. 보살 존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3) 〈아귀도〉는 표 3처럼 정면관의 불보살상과 마주했을 수도 있고, 혹은 마련된 의례 공간

의 중심에 위치했을 수도 있다. 또는 따로 단을 만들어서 바깥에 전시했을 수도 있다.

좌 우
결실 11번, 28번, 41번, 45번 48번, 50번
중복 17번, 27번, 42번 11번, 17번

〈여래도〉 9폭, 〈보살도〉 10폭, 결실 1폭
우1 大威德大笑明王 좌1 大威德焰髮德迦明王
우2 大威德步擲明王 좌2 大威德無能勝明王 
우3 大威德大力明王 좌3 大威德馬首明王
우4 大威德不動尊明王 좌4 大威德甘露軍吒明王
우5 大威德變現忿怒大輪明王 좌5 大威德降三世明王眾
우6 諾迦跋哩陀尊者蘇頻陀尊者 좌6 跋羅墮尊者伽伐蹉尊者
우7 右第七迦力迦尊者佛陀羅尊者 좌7 諾炬羅尊者跋陀羅尊者
우8 羅怙羅尊者耶迦犀尊者 좌8 戌愽迦尊者伴諾迦尊者
우9 阿氏多尊者荼畔吒迦尊者 좌9 因迦陀尊者伐那波斯尊者
우10 八大金剛諸神眾 좌10 天龍八部諸神眾
우11 隨其所求令得成就大功德天特尊

之主居色頂天摩醯首羅眾
우114) 金剛密跡等眾

우12 二十八部統領鬼神散脂大將眾 殷
憂四部外三洲韋馱尊天眾

좌12 衛法神王婆羅門仙等眾

우13 持地菩薩眾 좌13 天藏菩薩 
우14 九天后土聖母諸神眾 좌14 無色界四空天諸天眾
우15 東嶽天齊仁聖帝 좌15 色界四禪非非想大梵天主眾
우16 
南嶽司天化昭聖帝中嶽中天大寧崇聖帝

좌16 大梵天無色界上四天并諸天眾

우17(前) 
西嶽金天順聖帝北嶽安天元聖帝

좌17前 大梵天主諸神眾

우17後 秘藏法寶主執群龍婆竭羅龍王眾 좌17(後) 忉利帝釋天主眾
우18 增長出生證明功德堅牢地神 助揚

正法訶利帝喃諸神眾
좌18 欲界十二天主諸天眾

우19 
行日月前救兵戈難摩利支天諸神眾

좌19 北方護世大藥叉主多聞天王 南方護
世鳩盤荼主增長天王 西方護世大
龍王主廣目天王 東方護世幹闥婆
主持國天

〈아귀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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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0 四海龍王諸神眾 좌20 大威德菩薩眾
우21 江河淮濟四瀆諸神眾 좌21 北極紫微大帝

우22 五湖百川諸龍神眾
좌22 星主宿主清涼照夜月宮天子 百明利

生千光破暗日宮天子諸神眾
우23 陂池井泉諸龍神眾 좌23 太乙諸神眾
우24 主風主雨主雷主電風伯雨師眾 좌24 五方五帝眾
우25 主苗主稼主病主藥五谷神眾 좌25 太陽木星火星金星水星土星真君
우26 守齋護戒諸龍神眾 좌26 太陰羅睺計都紫炁(氣)月孛星君眾
우27 下元水府三官大帝眾 좌27 寶瓶金牛天蠍巨蟹磨羯宮神
우28 順濟龍王安濟夫人諸龍神眾 좌275) 天馬天秤雙女雙魚白羊獅子神
우29 太歲天子大煞愽（博）士日遊太

陰諸神眾
좌29 子丑寅卯辰巳元神君眾

우30
大將軍黃幡豹尾白虎金神青羊鳥雞眾

좌30 午未申酉戌亥十二元辰星君

우31 蚕官五鬼諸鬼神眾 좌31 角亢氐房心尾箕星君
우32 鶴神雌神雄神火血身黃血刃刀砧

七煞諸神眾
좌32 斗牛女虛危室壁星君

우33 年禁月禁太白歲煞官符土后土伯
幢命諸神眾

좌33 奎娄胃昴畢觜參星君

우34 吊客喪門大耗小耗宅龍諸神眾 좌34 井鬼柳星張翼軫星君
우35
護國護民城隍社廟土地殿塔伽藍等眾

좌35 北斗七元左輔右弼眾

우36 地藏菩薩秦廣楚江宋帝五官 좌36 普天烈曜一切星君諸神眾
우37
閻羅變成泰山平等都市轉輪大王眾

좌37 匡野四將神祗(祇)等眾

우38 地府六曹四司判官地府都司官 좌38 天地水府三官大帝眾
우39 地府五道將軍等眾 좌39 天蓬翊聖玄武真君

우40 善惡二部牛頭阿傍諸官眾
좌40
天曹府君天曹掌祿主算判官諸司判官等眾

우41 八寒八熱諸地獄孤魂眾 좌426) 大阿修羅王諸神眾
우42 近邊孤獨地獄屋倒牆崩等眾 좌42 年月日時四直功曹使者
우43 起教大師面然鬼王眾 좌43 鬼子母羅刹諸神眾
우44 主病鬼王五瘟使者眾 좌44 阿利帝母大羅刹諸神眾
우45 饑荒殍餓病疾纏綿自刑自縊眾 좌45 결실
우46 依草附木樹拆崖摧鍼灸病患眾 좌46 大聖引路王菩薩眾
우47 枉濫無辜御冤報屈一切孤魂眾 좌47 往古帝王一切太子王子等眾
우48 결실 좌48 往古妃后宮嬪婇女等眾
우49 赴刑都市幽死狴牢鬼魂眾 좌49 往古文武官僚宰輔眾
우50 결실 좌50 往古為國亡軀一切將士眾
우51 兵戈盜賊諸孤魂眾 좌51 往古比丘眾
우52
大腹臭毛針咽巨口飢火熾熱然鬼魂眾

좌52
往古比丘尼女冠優婆塞優婆夷諸士等眾

우53 火焚屋宇軍陣傷殘等眾 좌53 往古道士昇霞燒丹未明眾
우54 讎冤報恨獸咬蟲傷孤魂眾 좌54 往古儒流賢士丹青撰文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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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 11이 없는 대신 우 11이 25개 있으므로 우 11중 하나는 좌11의 오기로 봐야 한다.
5) 좌 28이 없는 대신 좌 27만 2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좌 28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6) 좌 41이 없는 대신 좌 42만 2개가 있으므로 둘 중 하나는 좌 41의 오기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우55 墮胎產亡嚴寒大暑孤魂眾 좌55 往古孝子順孫等眾
우56 誤死鍼醫橫遭毒藥嚴寒眾 좌56 往古三真九烈賢婦烈女孤魂眾
우57 身殂道路客死他鄉水漂蕩滅眾 좌57 往古九流百家諸土藝術眾
우58
一切巫師神女散樂伶官族橫亡魂諸鬼眾

좌58 往古顧典婢奴棄離妻子孤魂眾

우59 六道四生一切有情精魂眾 좌59 결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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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ronage and Function of the Water-Land
Paintings from the Baoningsi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Yoo, Suran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Water-Land paintings of the Baoningsi (寶寧寺) are a set of hanging 
scrolls of the Ming dynasty that have been preserved almost intact. 
Water-Land paintings are produced for the Buddhist ritual, known as the 
Water-Land Retreat, which aims for distributing food to hungry ghosts. 
Chinese Water-Land paintings usually describe the Buddhist pantheons that 
are believed to be summoned during the ritual. The Baonignsi set consists 
of images of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scenes of natural disasters, 
imaginary descriptions of hell, images of Vidyārāja and Arhats. These 
paintings were originally housed in the Baoningsi, located in Youyu 
Prefecture (右玉縣), Shanxi Province of China. However, they were 
transferred to different locations due to the Sino-Japanese War, and finally 
found their home at Shanxi Museum located in Taiyuan City, Shanxi 
Province. 
       Ever since the first study on the Baoningsi set was published in 
1962, the set has drawn considerable scholarly atten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Water-Land paintings of the Ming dynasty, while being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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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contemporary Water-Land murals from Shanxi or Buddhist 
paintings sponsored by the Ming imperial court. For almost all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Baoningsi set had been lost throughout ages, 
Chinese scholars focused on comparing it with other paintings from the 
same time-period, and analysing how it was produced based on the 
circumstantial evidenc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but there have been few scholarship on 
how they were socially interpreted after the initial moment of their creation.  
       In the Shanxi Museum, there are three pieces of documents as well 
as 136 hanging scrolls that are collectively called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Two of the documents record repairs of the paintings done in 
the Jiashen Year (甲申, 1704) of the Kangxi Emperor’s reign and the 
twentieth year (1815) of the Jiaqing Emperor’s reign. The third document 
contains the list of patrons who supported the repairs of the set in 1704. 
These documents, which have not received due attention they deserve, are 
actually significant in that they show what role the paintings performed in 
those time-periods. These documents also relate the names of sponsors, aims 
of the repairs, and how the Water-Land paintings were used at that time in 
brief sentences. These documents allow us to shift the focus of study from 
the moment of production to that of its reception and use. 
       The earliest record on the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is related 
to the Ming imperial court's bestowment of the paintings. The record states 
that paintings were bestowed upon the Baoningsi by the emperor, in order 
to quell the border area of China. This bestowal is related to the Tumu (土
木) Crisis occurred in 1449. The Tumu Crisis refers to the incident when 
Zhu Qizhen (朱祁鎭, 1427‒1464, r. 1435‒1449 and 1457‒1464), the 
Emperor of the Ming, was captured by the Oirat tribe of Mongolia as a 
captive for one year. Water-Land retreats led by the imperial family were 
generally performed after either large-scale war or change of dynasty, in 
order to pray for the souls of deceased soldiers and pacify the public. The 
imperial court attempted to pacify the public since it believ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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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of the living and dead are interconnected. Therefore, the emperor’s 
duty to reform all under heaven was extended beyond the world of the 
living. Also, the visually hierarchical structure of Water-Land paintings led 
the participants of the ritual ruminate upon the social hierarchy. In a similar 
vein, the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were bestowed in an attempt to 
rebuild the emperor’s authority that had been lost due to the Tumu Crisi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patrons of the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changed. The Eight Banners garrisons (八旗駐防) stationing in 
Youweicheng (右衛城) participated in the repairs of the Baoningsi set. The 
Eight Banners garrisons were soldiers dispatched by the Kangxi emperor (康
熙帝, 1654‒1722, r. 1661–1722) in order to start a war with the Dzungars 
in Outer Mongolia. For Youweicheng was a strategic point closer to the 
Great Wall, the military authorities had great power. The Eight Banners 
garrisons of Youweicheng also participated in the repairs of other 
monasteries and fortresses. The aim of these activities was twofold: to 
benefit the regional community and to elevate their own honor. The temple 
was both a religious and social space, which occasionally represented the 
regional community itself. For example, gentry (紳士) and merchants, who 
were local power groups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financially 
supported many public services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power and 
exercise social influence on the local community. In the same context, the 
Eight Banners garrisons of Youweicheng supported monasteries and temples 
to strengthen their power and propagate themselves all around Youweicheng.
       The social function of these Water-Land paintings changed once 
again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record of the repairs in 1815 
states  how the paintings were used in detail. The record remarks that the 
Water-Land paintings were displayed on the eighth of the fourth month 
every year, which is considered as Buddha’s Birthday. Temples at the 
frontier had no stable income at the end of the Qing, therefore the 
assemblie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main deity was the venue through 
which the temples secured finances. The document states that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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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ed from the four directions, looked up and bowed down devoutly.” 
This sentence shows how the Water-Land paintings of Baoningsi functioned 
in financial terms. Over a hundred hanging scrolls fascinated people visually, 
and elicited the sincere devotion and interest from the faithful. Donation 
from the believers who came from far away must have given great financial 
support to the Baoningsi. The last piece of renovation record shows how the 
paintings functioned both in economic and religious ways. 
       The records related to the Water-Land paintings of Baoningsi 
highlight how the function of the paintings had changed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After the paintings had been produced, the 
supporting groups changed in accordance of the changes in Youweicheng. 
The Baoningsi set came to serve different functions after the initial 
bestowal. Analysis of the records of repairs illuminates how these paintings 
were accommodated to Ming and Qing societies as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changed.

Keywords: Water-Land paintings of the Baoningsi, Water-Land paintings, 
Water-Land Retreat, Tiandi mingyang shuilu yimen, the Tumu 
Crisis, Youyu Prefecture, Eight Banners garrisons, Buddha's 
birthday, temple 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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