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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허 남 린. 

일본의 종교문화는 두 전통을 기저로 하고 있다. 하나는 신도이고 다른 하니는 

불교이다. 그렇다고 신도와 불교 두 종교전통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해 온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두 종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하여 왔다. 공존하여 

왔다고 하기 보다는 상호 침투하여 융합화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최소한 神佛分離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었던 메이지초기 이전까지 

둘 사이에는 큰 경계가 없었다~ I ) 

불교와 신도의 상호영향 속에서 탄생하여 발전하여온 일본 특유의 종교문회는 

다OJ'하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두 종교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서 두드러진다. 태 

어나 결혼식까지는 神道式으로 통과의례를 집행하고 죽으면 佛敎式의 장례식을 

통해 저 세상으로 떠난다. 아침에 일어나 神道神社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佛敎촉院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일본인의 의식 속에 불교와 신도 사이에는 경계 

선이 뚜렷하지 않다. 

〈피빠과 <~縣이 강제로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소위 本地畢述는 누구나 받이들이 

* Univ. of 8ritish-Columbia‘ 교수 
1 ) 신불분리에 관한 자세한 논의로는 圭室文雄 마뼈分斷 (東京 : 敎育社 1997)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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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식이었다. 本f핸휠필란 간단히 말하면， 신도의 신들은 실제는 불교의 신들이 

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畢꽤은 신도인 것 같지만， 그 본래의 모습 혹은 속성(本 

뼈은 불교라는 것이다. 이미 고대로부터 형성되어 전개된 이러한 神觀念은 오랜 

세월 일본인의 종교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전국의 모든 신도신사 

의 그 수많은 신들은 불교의 신들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형식으로 일체화되었다. 

때문에， 신도신사에 가서 기도를 올리던， 불교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리던 그 기도 

를 듣고 응답해주는 신들은 실제는 동일한 신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불교의 모든 종파， 신도의 모든 종파가 本t헬휠양論 

에 매몰되었던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컨대 演土員宗의 信徒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교적 순수성에 집착했으며， 伊勢神道는 나름의 독자성을 지 

키과 노력했다. 여기에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 

럼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교와 신도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대로 좁혀져 거의 한 

덩어리가 되어 일본의 종교문화의 기처를 형성해왔다. 

전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불교와 신도의 상호침투는 제도적으로도 그대로 반영 

되었다. 많은 수의 신도신사는 실제로 불교승려에 의해 운영되고 그러한 신도신 

사의 사제들은 불교승려의 지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신도신사의 本嚴에 모셔 

져 있는 신들 또한 관음보살， 不動明王， 아미타불 둥 불교의 신들인 경우가 허다 

하였다. 외견으로는 신도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였던 것이다. 이 경우에 

신도에 비해 불교가 제도적으로 우위에 섰다는 점 또한 홍미롭다. 불교와 신도의 

우위 다툼은 때로는 정치문제에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노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우위에 서든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불교와 신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교와 신도의 융합이 엮어낸 일본 특유의 종교문화에 카이효(開帳) 문 

화가 존재한다. 카이효는 보통 불교문화의 한 형태로 분류되지만， 필자는 이를 불 

교와 신도가 만나는 공유된 종교의식의 공간에서 창출된 일본 종교문화의 한 형 

태로 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하그l자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 

이효는 분명 불교사원에서 개최되는 불교적 행사이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지 

만 실은 그 내면을 보면 반불교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한 보다 복잡한 특성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카이효를 불교문화 전통의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카이효란 무엇인가? 카이효는 불교사원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소위 <秘f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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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를 지칭한다. 어느 불교사원이건 경내의 본당에 들 

어서면 대개는 본당 정면에 그 사원에서 중심이 되는 本尊의 佛像 아니면 이에 

준하는 예배대싱물이 공개적으로 안치되어 있고 신도들은 그 불상을 향하여 기도 

동의 종교적 의례를 행한다. 한국에서의 불교사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 

의 많은 불교사원은 자신들의 중심적 불상을 본당에 공개적으로 안치하여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뒤쪽 깅숙한 곳에 따로 밀폐된 보관함을 만들고 여기에 

불상을 안치한 후， 지물쇠로 밀봉한 채로 모시고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씨薦이 

다. 그 대신 본당의 중앙 정면에 안치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秘佛의 모초품이거나 

아니면 다른불상이다. 

이와 같은 불상의 비밀화를 전제로 하여， 카이효란 다름아닌 밀봉된 비불을 봉 

안하고 있는 蘭子를 끄집어내어 문을 열고， 안쪽에 안치되어 있는 그 비불을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이다. 일정기간 공개한다는 의미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었던 비불을 다시 밀폐된 厭子 속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운다는 뭇이다. 

따라서 차이효란 말 그대로 비불을 감추고 있는 장막t帳)을 열어(開) 일반에 공개 

한다는 뜻이다. 

평시 직접 대면하여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비불이 공개되는 행 

사가 개최되는 경우， 일반인들은 이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카이효가 개최되는 

기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카이효 사원에 운집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이다. 일례로 2003년 봄 나가노시(長野市)에 소재한 善光꿈젠코지)가 개최한 56 

일간의 카이효 기간 중， 카이효 참배를 위해 善光휴를 방문한 사람의 총수는 550 

만에 이르렀다. 하루에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개되고 있는 善光촉의 $떼뼈을 

참배를 한셈이다. 

불교사원은 무슨 목적으로 카이효를 개최하는7}? 이에 대해 여러 종교적 설명 

이 따르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불교사원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거나， 아 

니면 단순히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카이효는 종교행위를 전면에 

내세운 경제행위인 것이다. 수입을 위한 행사인 관계로 카이효 기간이라 해도 참 

배객은 무료로 공개되는 비불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카이효는 대부분 평소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한 본당에서 개최되지만 카이효의 기간에는 본당은 봉쇄되 

고 출입문에 설치한 통로를 따라 입장료를 낸 사람만이 안으로 들어가 비불을 직 

접 대변할 수 있다. 하루에 10만의 신도가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각 개 

인이 비불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다. 비불을 힐끗 몇 번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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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 두 손을 모아 기도를 급히 올리고는 이내 떠밀리듯 출구를 통해 나가야 하 

는 것이 보통이다. 

2003 년 나가노 善光촉의 경우.， 550만의 방문자가 56일 동안에 남기고 간 경제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다. 善光촉 사원은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수 

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두 달에도 미치지 못했던 카이효가 창출한 경제효과는 

카이효 입장료1 카이효 관련 상품 구입， 교통， 숙식， 선물 등을 합하여 1 ， 000억엔 

즉 당시의 환율로 l 조원을 넘었다고 나가노시의 경제단체는 시산하고 있다. 단기 

간에 l 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開帳景氣:>， 이것이 바로 일본의 종교문 

화의 한단면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카이효문화의 특성에 대해， 카이효문화가 뿌리를 

내린 근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몇 가지 점을 논의하.:ïl자 한다. 우선 카이효에는 어 

떠한 형태가 있으며， 그것이 개최되는 형식과 틀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 

고 차이효는 어떠한 준비를 거쳐 개최되며， 개최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당화 

되고 선전되는가 하는 점 또한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그 다읍에는， 이러한 제도 

적 측면을 넘어， 카이효의 종교적 특성은 무엇인지， 비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카 

이효의 개최는 무슨 종교적 의미를 갖는지 일본인의 신관념과 연관지으면서 논의 

한다. 현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종교의 자유 둥에 원칙 앞에서 그 %땅이 달라 

졌지만，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 공권력이 카이효를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가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카이효의 종교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 

각， 그리고 카이효문화의 기능이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2. 카이효 행사의 전개 

카이효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빈번한 형태인 居開

뼈이카이최로~ 01는 비불을 소유한 불교사원이 자신의 사원에서 일정기간 카이효 

를 개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出開l悔데가이효)로 이는 비볼을 소유한 불교사원 

이 깎l의 사원에서 카이효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회지의 불교사원을 일정기간 벌어 타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비불을 안치하고 있는 廣子는 개최지까지 운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 

번째는 逃行開!悔윤코카이효)로 이는 미리 정해진 行路와 일정을 따라 비볼을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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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가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단기간 카이효를 개최하면서 일정지역 혹은 전국을 순 

회하는 형태이다. 

居開帳는 에도 오사카 교토， 나고야 동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도회지 

에 위치한 관계로 다른 곳으로 굳이 이동하여 카이효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불교 

사원이 선호했다. 居開帳를 개최했던 불교사원으로는 에도에는 漫草휩聖觀흡像) 

및 果톰휩摩利支天坐像) 둥이 있었고 오사카의 四天王휩觀世音홈睡半빼象:)， 교토 

의 平等때藥師如來立像)， 數口堂(阿聯E如來立像)， 奈良의 康招提휩釋迎如來立像) 

동도 유명했다. 이들 사원의 공통점은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인근에 

시짚 상점개 오락시설 퉁이 밀집해 있어 방문자가 쉽게 번화가 내지는 오락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出開帳는 도시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비불로 유명한 불교사원이 선호한 

방식으로1 예컨대 근세 에도에서 出開帳를 빈번히 개최한 외지의 불교사원으로는 

소위 江戶出開帳의 四天王로 알려진 네 곳의 절이 가장 유명하였다. 이들 불교사 

원 및 비불， 그리고 아들이 카이효를 개최하기 위해 임대했던 종교시설(괄호안)을 

보면， 曉l觸줌i京츄의 釋迎如來(며向때， 信灌善光츄의 阿린째없口來(回向때， 成田新勝

촉의 不動明王(深川永代츄)， 그리고 身延山久遠촉의 祖師i짧홉心촉)이다)) 

居開帳 및 出開帳에 비해， 逃行開帳는 국가 공권력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던 

관계로 소수의 불교사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逃行開帳을 개최했던 사원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信灌善光츄였다. 근세 전 기간을 통해 善光츄는 여러 번에 

걸쳐 센行開帳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각기의 逃行開帳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에서 6년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았다}) “行開帳의 경우， 미리 예정된 카이효 

장소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지방관리들은 카이효팀의 간부들을 접대하고 카이효 

기간 중의 안전， 경호 둥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카이효의 종류에 따라 카이효의 개최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居開帳와 出開帳는 60일간 개최하는 것이 

기본인 반면， 파行開帳는 한 장소에서 짧게는 하루， 길어야 5 -6일 개최되는 것이 

보퉁이었다. 居開帳 出開帳라고 하더라도 정규적인 스케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별허가를 받고 개최되는 특별 카이효의 경우 이의 개최기간은 며칠에서 두 달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최기간은 표준 

2) 比留間尙， p. 6. 
3) 小林計-郞， pp. 42-4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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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1 참배객의 다소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가운데 居開帳 및 出開帳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 대개 20일 

간 더 연장하는 것이 상례로 굳혀지는 경향이었다~ 4) 

그러면， 얼마나 빈번하게 카이효를 개최할 수 있었는가? 근세의 카이효에 있어 

서는 해당 불교사원이 이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뒤에서 논 

의하겠지만， 사회의 잉여경제재를 홉수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카이효에 대해 국 

가 공권력이 자율을 허용할 리가 없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공권력의 허가 

가 형식화되고 특히 1945년 이후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불교사원이 전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카이효 개최의 빈도는 해당 사원이 자신의 

비불의 종교적 권위， 예상 참배객의 수요 소요 비용 및 경제효과， 당시의 경기 

둥을 고려하여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퉁이었다. 하지만， 전 

근대에 있어서는 무슨 근거에 연유하는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화경> 

에서 설하는 관음보살의 337l지의 變身의 예를 따라 33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것 

이 어느 사이엔가 기준이 되었다05) 

33년에 한번 씩 개최할 수 있는 카이효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허가가 나 

고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원은 전력을 투구하여 카이효 개최의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은 카이효 행사를 집행할 조직을 갖추고 특히 회계체제를 정비하교 그 

리고 각종 신도단체를 준비에 참여시키연서 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근세 

에 있어서의 유효한 선전수단은 게시판에의 공지， 시내 요소요소에서 전단 살포1 

그리고 카이효 기간 중 기부를 많이 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었다는 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러 준비 가운데， 가장 주력한 것은 무 

엇보다도 공개될 비불의 신비력， 영험력을 선전하는 것이었다. 각 비불의 탄생에 

관한 역샤 비불이 행해왔던 과거의 기적의 예들， 비불에 대해 돈독한 신앙심을 

보였던 유명인들의 체험담 둥을 기술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비불의 형상이 

그려진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둥， 우리가 공개하려고 하는 비불이 얼마나 영험 

하고 위대한가를，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생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둥의 

현란한 언어가 동원되는 선전이었다.6) 

철저한 준비와 선전을 거친 후， 개최일이 되면 비불공개의 장엄한 의식의 집행 

4) Hur (2000), p. 218. 
5) Ibid ., p. 219. 
6) 久野俊彦， pp. 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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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으로 카이효는 시작되었다. 본당의 중앙에 공개적으로 안치된 비불에 직접 

대면하여 기도를 올리기 위해 운집한 군중들은 입장료를 지불한 후 장내에 들어 

가 비불 앞에 잠시 멈추고 또 나름의 공희물을 바친 후{대개는 비불의 제단 앞에 

마련된 賽錢箱라는 상자 속으로 동전을 던져 넣음-)，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후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비불을 참배였다.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원의 승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에는， 결코 싸지 않은 별도의 기도 

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특별 기도료를 지불한 사람들은 비불에 더 가까운 곳에 마 

련된 자리로 안내를 받아 좌정을 하고 숭려가 집행하는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 

다. 기도의 증거로 김;j:L라는 부적같은 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개된 비불에 향하는 참배객들의 종교적 관심을 살리면서， 카이효를 개최하는 

사원은 사원 나름대로 수입을 보다 많이 올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각 

불교사원을 특히 압박한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본당을 위시한 불당의 신 

축， 보수， 개축， 보조 시설물의 건축 둥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염출이었다. 차 

이효는 이렇게 대량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가장 선호되는 방법 중 

의 하나였다. 

차이효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 

나는 되도록 많은 수의 방문자가 비불 참배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 

나는 일단 방문한 참배객이 되도록 많은 돈을 기부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 

하는 것이었다. 보다 많은 수의 참배객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차이효와 더불어 

연극， 춤， 보물 전시회， 講席(일종의 漫談) 등의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잣집 음식 

점 등의 개점을 허락하는 등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던 적극적 

으로 초치하였다 7) 동시에 참배객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자의 이름과 기 

부액을 본당 앞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 기부자에 대해서는 널리 선OJ하 

고 그 기부금이 쓰인 용도를 선전하는 동 여러 뻔f을 강구하였다 8) 

3. 秘佛과 開l帳의 종교적 맥락 

카이효는 불교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오히려 반불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 

7) 이의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는 H ur(2000), pp. 81-82를 참조 
8) r漢草촉日 응며， vo l. 4, 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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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교경전의 어디에도 예컨대 관음보살상을 통속에 집어넣어 문을 잠그고 그 

통을 본당 깊숙이 감추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은 없다. 그렇게 비 

밀로 한 관음보살 비불을 때로는 꺼내어 전시해 놓고 그것도 돈을 내는 사람들에 

게만 이를 살짝 공개하라는 가르침 또한 없다. 불상에 조작을 가하여 이를 수단으 

로 삼아 수입을 올리라는 가르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불교의 보편주의적 구원 

사상에서 본다면 카이효는 극히 반불교적인 논리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불의 작위성의 맥락을 고찰하기에 앞서 비불의 실상을 좀 더 보기로 

하자 우전 카이효의 대상으로 유명한 비불의 이름과 이를 소장하고 있는 불교사 

원의 몇 군데의 예를 본다면， 善光휩阿덩왜E三尊像， 長野삐， 쏠覆펌十-面觀흡홈 

睡立像 名古屋市)， 六派羅輩휩十-面觀音홉睡立像 京都市)， 三明혐휴才天像， 豊

川市)， 長安휩藥師如來像福 知山市)， 普光明휩千#地像像 新座삐， 漢草꿈聖觀音 

像， 東힘， 東明휩藥師如來像， 熱海市)， 石山혐如意輪觀音半聊像 大律市)， 햄眼촉 

(不動明王像， 松版市)， 根香휩千手觀音立像， 高松市)， 竹林휩文珠홈睡騎獅像， 高知

市)， 八板혐阿련째밟口來坐像， 松山市)， 施福혐馬頭觀흡像， 和果市)， 較馬혐昆沙門天 

像， 京都市) 둥을 들 수 있다 

이들 다OJ=한 비불， 보다 정확하게는， 秘佛像의 형태적 특색을 보면， 그 크기가 

대체로 직고， 재질은 金鋼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善光츄 阿경왜E三尊像은 本尊인 

阿검째t를 중심으로 OJ=쪽에 腦待佛인 관음보살， 勢至홈陸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金鋼佛의 크기는 본존이 42 . 7센티미터， 兩腦待는 30센티미터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또 다른 예의 하나로 漢草촉의 소위 金佛인 聖觀흡像을 들 수 있는데， 

그 크기 역시 공개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5센티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불상의 또 다른 특잭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그 유래가 오래고 국외에서 만 

들어진 후 일본으로 전래되어 왔다는 식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비불 

상에 대한 유래는 緣起라는 장르의 형태로 자세히 기록되어 전수되며， 카이효가 

개최되는 경우 開!帳촉院은 반드시 그 緣起를 인쇄물로 유포하여 해당 비불의 종 

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고양시키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善光촉緣출르〉에 기록되어 있는 善光츄 阿검째E三尊像의 유래를 보면. 이 

는 6세기경 왔明天皇의 시대에 한반도의 백제의 聖明王이 보낸 불상으로 알려져 

9) 본래의 聖觀音像의 크기는 알려진 적이 없지만， 한 전설에 의하면， 이의 크기는 1.8 
#으로 이는 본 비불이 발견된 날짜인 3월 18일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 
繹野看俊:， pp. 78-79, 86-8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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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阿련때E三尊像이 만들어진 것은 그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로1 그 시 

원은 인도이다. 먼 옛적 인도에 月蓋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如是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딸은 불가사의한 병에 걸려 곧 죽게되는데， 다 

행히 그 후 。메타불의 구원에 힘입어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月蓋는 금으로 阿련왜E三尊像을 만들어 이를 제배하였다 세월이 흘러 천 년이 지 

난 후， 인도의 상인 月蓋은 한반도의 백제의 聖明王으로 환생하게 되고 그러자 

阿검째E三尊像은 인도에서 하늘로 날라와 聖明王에게 부처의 자비를 설교하게 되었 

다. 그 뒤 무슨 연유인가를 거쳐 月蓋 및 聖明王이 합하여 일본의 本田善뼈혼다 

젠코)로 다시 환생하고 阿뭉醒三尊像은 그에게 전래되게 되었다. 本田善光가 阿램 

院三尊像을 성스러운 곳에 모시기 위해 찾아온 곳이 현재의 善光좋아다 라는 식 

의 설명으로 이어진다. 10 ) 

마찬가지로 漢草츄의 聖觀音像의 유래도 이와 유사하다. 본 觀音像은 推古天皇

의 시대인 628년 에도의 宮戶川(현재의 隔田川)에서 271잡이를 하던 擔前f兵成

擔前竹成 형제의 그물에 걸려 나온 것인데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형제는 그 금 

동상을 민가에 잘 안치하고 예배하였다. 그 후 마을에서 절을 짓고 이처럼 어디선 

가 흘러윈한반도라는 설이 유력) 금동장을 모신 것이 현재의 漢草촉이다 라는 내 

용의 緣起이다'." ) 善光촉 阿린때E三尊援 漢草촉 聖觀홉像의 유래가 보여주는 공통 

점은 이들 신비한 불싱들이 하늘 위를 날아 아니면 바디를 건너 일본으로 전래되 

었다는 것으로1 많은 경우 그 연원지로서 한반도가 지목되고 있음은 불교의 전래 

경로를 배경으로 한 전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외로부터 전래된 비불상은 일본에서 세월을 거치면서 더욱 신비화되고 

신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소위 前立本鄭마 

에다치 혼존)이다. 前立本尊이란 본래의 비불상을 세월의 마모로부터 방지하고 신 

비성을 보다 제고하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진품과 똑같은 형상의 像을 만들고、 

같은 모양의 關子를 만들어 그 廣子 안에 模寫品의 *떼뼈을 안치하고 그 關子를 

진품의 廣子 앞에 세우는{前立) 것으로1 모사품인 前立本尊 또한 철저히 비불로 

취급되고 신앙되었다. 따라서 비불이 안치되어 있는 본당의 위치도를 평면적으로 

조감한다면， 본당 중앙의 제단 한 가운데에는 前立本尊을 안치한 厭子가 문을 굳 

게 닫힌 채 놓여있고 그 뒤로 진품의 비볼을 안치한 厭子가 자물쇠가 채워진 채 

10) 善光촉 緣起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McCallum , pp. 39-54를 참조 
11 ) 續野쩔俊，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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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져 있는 형상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前立本尊이 설치되어 있는 비불의 소장 사원은 카이효를 

개최할 경우 前立本尊을 공개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진품의 비불을 공개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善光츄의 阿램햄三尊像 그리고 漢草츄의 聖觀흡像의 경우도 이미 

근세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이들의 前立本尊이 만들어졌고 이들 모사품의 진품 

은 영원히 신비의 베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원래의 비불상을 직접 참배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사원의 최고 성직자로 그것도 매년 일회에 한해 厭子를 청소하 

는 경우에 배견할 수 있는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배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둥을 돌리거나 눈을 감아야 했다. 진품의 비불상은 그 비밀성， 신비성이 절대화되 

고 이를 어길 경우는 생명조차 앗길 수 있다는 신앙이 형성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비불의 신비성을 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을 잃었다는 사례도 었다. 메이지 

초기， 漢草좋의 聖觀흡像에 대한 투서가 정부에 날라 들어왔다. 聖觀音像의 비불 

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카이효의 개최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려온 漢草촉를 

고발하면서， 카이효에서 공개되는 前立本尊의 원래의 비불인 聖觀音像은 실은 폰 

재하지 않고， 따라서 漫草츄의 카이효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투서였다. 

반불교적 파고가 높았던 당시 본 투서를 접수한 정부는 이때야말로 불교의 잘못 ‘ 

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 즉각 관리 두 명을 파견하여 

비불이라고 주장하는 聖觀音像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關子의 문을 열고 실체를 확 

인하게 하였다. 漢草폭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으로 聖觀音像의 蘭子가 열리는 충 

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파견된 관리틀은 주지의 입회하에 蘭子의 열쇠를 

열었고 공포에 질린 주지는 몸을 돌린 채 몸을 떨뿐이었다. 그 가운데， 정부의 

두 관리는 투서와는 달리 聖觀音像이 짧子 안에 실제로 존재한디는 사실을 자신 

들의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실 확인 

후" 2년여의 간격을 두고 그 두 명의 관리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12) 究極의 秘佛인 漢草촉의 

聖觀音像의 신비성과 비밀성은 그 후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시각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비불의 진정한 가치는 카이효가 있음으 

로 인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漢草츄의 聖觀音像이 재앙을 내린 것 

은 카이효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을 공개했디논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카이효없는 비불은 비불로서의 명성이 알려지기 힘들고 비불없는 카이효는 

12) Ibid., pp. 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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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처음부터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종교행사였던 것이다. 왜 일본인들은 카 

이효 기간 중의 비불에 대해 그렇게 열광하는깨 다른 말룩 왜 평시 廣子에 갇혀 

있을 때보다 카이효 기간 중의 비불이 보다 강력한 초월적 영험을 발휘한다고 믿 

는 것일까? 카이효 행사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얼굴을 보이고 있는 비불에 직 

접 대면하고 기도를 올리면 보다 큰 종교적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불교사원의 신 

들의 세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불이 본존인 이상 해당 불교사원에서의 종교 

행위는 본존불인 비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전개된다. 따라서 漢草좋의 경우는 

비불인 觀音像이 종교행위의 중심이 되고， 善光츄의 경우는 비불인 阿검째E像이 중 

심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漢草촉의 경우이건 善光촉의 경우이건 마 

찬가지로 신앙의 대상은 관음보살이라는 추상적 신， 아미타불이라는 관념적 신이 

아니라， 聖觀音像이라는 특정의 觀音像 물체， 阿린째E三尊像이라는 특정한 阿린왜E像 

물체라는 점이다. 

관음상， 아미타상， 地藏像， 문수보살상， 不動明王像 둥의 불교적 신들의 조각품 

은 어느 불교사원에 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혼하게 널려있는 神像들이다. 실제 

로 善光촉의 경우에도 절의 경내의 많은 건물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아미타상이 

고 阿검왜E三尊像이 안치되어 있는 본당에도 이 본존비불 이외에도 여러 개의 아 

미타상이 안치되어 있다. 漫草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품인 聖觀音像을 안치 

하고 있는 본당의 뒷편의 蘭子 속의 觀音像， 그 앞에 있는 모사품이지만 밀봉되어 

있는 또 다른 짧子 속의 관음상인 前立本尊， 그리고 前立本尊의 앞에는 다시 다른 

모습을 한 관음장이 놓여있고 그 양옆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관읍장이 넷이나 더 

안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을 나서면 觀흡堂이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불당 

이 여릿 있고 그 안에는 모양과 크기는 달리하지만 어김없이 관읍장이 안치되어 

있다 1 3) 그러나 漢草츄를 찾는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관음상들은 그 종 

교적 효과， 신비력에 있어 비불인 聖觀音像에는 결코 비견될 수 없는 것이다. 漢

草촉를 찾는다는 것은 곧 비불인 聖觀音像을 찾는다는 것과 동일어였다. 

일본의 불교사원 중에 예컨대 관음상， 지장상 아미타상이 없는 곳이 있는가? 

동일한 사원의 경내에 수십 개의 관음보살상이 여기저기 안치되어 있는 곳도 수 

없이 많다.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관음상이고， 지장상이고， 아미타장이다. 그렇다 

고 이들 신상들의 종교적 권위 효과 신비력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13) 松平冠山， pp.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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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이다. 각기 그 종교적 힘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관음상을 도는 西國三十르 

觀音 둥의 순례코스가 발전되었고 특정한 비불을 중심으로 한 카이효 문화가 전 

개되었고 특정한 佛像과의 因緣의 날이 지정되어 참배객이 불교사원을 메우게 되 

었던 것이다. 

따라서 차이효의 관점에서 보면， 참배객의 신앙대상은 특정한 불교적 신의 특정 

한 이미지， 즉 특정한 조각품이며， 평소 비밀로 취급되는 그 특정한 조각품이 전 

시될 때에 이에 대해 열광적인 종교적 반용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카이효의 신앙구조는 실은 불교의 가르침에 부합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불교의 어떤 경 

전에도 예컨대 관음보살의 자비력 혹은 구원력은 사람이 만든 관음보살 조각품의 

크기， 모양， 유래， 혹은 그것이 비밀로 취급되느냐 아나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 

며，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도들은 특정한 관음보살 조각품을 찾아 기도를 해야 한 

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없다. 관음보살상의 크기 혹은 모양에 따라 관음보살의 종 

교적 힘이 좌우된다는 전제는 가히 반불교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秘4蘭，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로 취급되는 불교적 신의 특정한 조 

각품의 일시적 전시(카이효)에 열광하는 일본인의 종교적 심성은 어디에서 연유하 

는개 불교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면 무슨 종교 전통에 연유하는개 이는 

다름아닌 일본의 고유한 神觀念에 유래한다. 

원래 일본의 고유전통에는 神像이 없었다. 신은 인간이 지어놓은 건조물에 상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례를 받을 때에만 어디에선가 내려와 예배를 받고 인간의 눈 

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거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 

도신사에는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는 神像이 없었다. 다만 本嚴에는 신이 제례를 

받기 위해 내려올 때 입시로 거처할 수 있는 상징물을 중앙의 제단에 안치하는 

것이 전부였다. 상징물로 사용된 것은 돌 칼 구슬 거울 퉁 다0.1'하며， 이들 상징 

물은 임시거처라는 의미에서 依{~요리시로)라 불렸다. 佛像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 

래되었을 때， 일본인은 불상을 불교적 신들의 요리시로로 이해했다.14) 시간이 흐 

르면서 불교적 신상의 영향으로 신도적 신들의 신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신과 신의 임시 거처(요리시로 神像 혹은 佛像)를 분리하여 사 

고하는 전통은 지속되었다. 

14) 불상의 전래와 이에 대한 고대 일본인의 이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伊顧1흩質， 
pp.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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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틀 속에서는 예컨대 관음보살상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神像이 수없 

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 불상들은 사실은 동일한 관음보살신의 표상이 아니다. 이 

들은 각기 다른 종교적 힘을 발휘하는 서로 다른 분화되어 있는 관음보살신들의 

서로 다른 표상들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이름의 그러나 서로 다른 신들의 

顯現으로서의 神像들이 각 불교사원에 안치되어 있는 관음상， 지장상， 아미타상 

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神像을 임시거처로 삼는 신들은 특정한 시간에 이들 임 

시거처에 잠시 왕렴하여 제례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은혜를 하사한다고 믿 

었던 것이다. 

따라서 카이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내력과 종 

교적 권위를 갖는 불교적 신들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이들은 불교사원의 본당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의 그 常住處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앙지들이 

올리는 聚嚴를 받기 위해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특정한 기간에 자신들의 

임시거처인 불교사원의 神激신도에서는 神體라 함)에 모습을 드러내고 잠시 머문 

다. 카이효는 바로 이들 神像이라는 依代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이들 神像

은 평소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神體라는 점이다. 비밀의 베일에 쌓여있는 神

體가 일반에 공개되고 이를 임시거처로 삼는 특정한 신이 이곳에 顯現함으로써 

카이효에 있어서의 기도행위가 직접 대면이라는 형식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 

렇듯 카이효는 ~i:佛이라는 <특정한 神의 依ft>의 공개라는 종교적 연출을 통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특정한 神의 依代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통적 신관념은 불교라는 외래종교의 

외피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옹존되어 왔다. 수많은 신들이 각축하는 과정 속 

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 둥에 의해 신들의 종교적 기능이 분화 

되고 분화된 종교적 기능을 소지하고 있는 신들 가운데 종교적 능력의 우열이 갈 

라지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어 특별히 뛰어난 

종교적 신비력을 갖는 비불이 창출되어 전숭되었다. 이들 다수의 비불들 중， 善光

좋의 阿덩째E三尊像 그리고 漢草폭의 聖觀音像 둥은 일본인의 종교적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가장 성공한 비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神이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부터 잠시 종교시설에 마련된 임시거처를 방 

문한다는 신관념은 마레비토{7 ν t' ~ )라는 관념으로 보다 구체화되기도 했다. 마 

레비토란 외부로부터의 방문자란 돗으로 來詢빼를 지칭하는데， 마레비토를 具象化

한 연중 종교행사는 일본 각지에 전승하고 있다. 마레비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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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화시킨 학자는 오리쿠치 시노위折口信夫， 1887-1953)로， 그는 마레비토의 

특정을 구체적인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q兄言의 발화주체이며， 신으로서의 

동작을 행한다고 정리하고 있다.15) 

비불의 카이효 행사에 마레비토 신관념이 그 효과를 십분 발휘하고 있는 사례 

가 善光촉 阿린械三尊像의 젠行開帳이다. 전국을 돌면서 아미타비불상을 전시하는 

형식의 善光츄 카이효는 이를 맞이하는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맞기 

도 힘든 특별한 아미타신의 來誌 다시 빨H 그들이 맞이하는 阿련觀三尊像은 마 

레비토였던 것이다.16) 이들이 보인 종교적 열광은 善光촉의 입장에서는 본당의 신 

축이 가능한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료1 카이효의 개최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신 

들이 방문하는 날을 聚日(사이지츠)이라 했다. 聚日은 종교행사의 날이며， 특정한 

신이 신도들이 마련하는 神購을 받는 날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도의례는 따라서 

세 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신을 초청하는 행사이고 다음은 초청된 신들 

에 대해 神購의 바치는 제례를 올리는 행위이며， 제례 후에는 신들을 본래의 거처 

로 보내는 행사이다.17) 많은 문화권의 민속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본 고유의 언어와 의례로 다듬어지고 구조화되었다는 사 

실이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카이효 기간에 해당되는 쫓日과 카 

이효에서의 비불상에 해당하는 신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神體 즉 요리시로의 존재 

이다 쉽게 웹 카이효는 그 외피는 불교이지만 그 속 알맹이는 일본 고유의 종 

교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국가의 공권력과 開l帳

1700년 나가노의 善光촉는 화염에 휩싸였다. 순식간에 본당을 위시한 경내의 

여러 건물들을 집어삼킨 화미는 재만 남긴 채 사라졌다. 낙망 속에 본당의 재건축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사원의 지도부는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정치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정부를 움직여 에도에서 특별 出開帳의 허가를 얻어냈다. 에도의 感

15) 오리쿠치 시노부의 마레비토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伊顧好英 pp. 53-78을 참조 
16) 山/井大治" pp. 245-246 
17) 小野祖敎，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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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휴에서의 出開帳를 통해 약 金 3 ，500빼 l 兩은 金小判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1 

성인의 일 년간 식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을 올렸다.18) 그러나 金

3 ，500兩으로 본당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幕府을 움직여 

며國勳h開帳라는 泌行開帳의 허가를 얻어내어， 1701 년부터 무려 5년간 6개월에 

걸쳐 전국을 돌며 이를 개최했다. 사원조직의 전 역량을 통원한 전국적 규모의 모 

금운동이었다. 그 결과 모금한 금액은 약 金 23 ，000兩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온 본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본당의 신축 

에 소요된 총비용은 金 24.577兩 그러니까 1701 년에 시작한 回國動化開l帳에 의 

해 모금한 금액으로 전체비용의 93.5퍼센트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 ) 

善光촉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카이효는 명성있는 비불을 갖고 있는 불 

교사원에 있어서는 건축조성금 혹은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다대한 비 

용을 조달하논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비불을 갖고 있는 사원이라면， 

따라서 너도 나도 카이효를 열어 수입을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수익의 

종교 행사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이 통제의 손을 놀리고 있올 리가 만무했다. 근세 

초기의 우후죽순처럼 무질서하게 개최되는 카이효 행사에 대해 幕府는 18세기부 

터 에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에도에서의 카이효에 대한 정부통제의 방향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개별 불교사 

원이 카이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빈도와 개최일수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었 

고 다른 하나는 한 계절에 개최되는 에도에서의 전체 카이효의 수를 제한하는 것 

이었다. 전자의 규제로는 개별 불교사원은 원칙적으로 33년에 l 회， 그리고 일회의 

개최기간은 60일을 기준으로 지정했다. 후자의 규제로는 한 계절에 개최되는 에도 

에 있어서의 카이효 행사의 총수를 다섯으로 제한하jl자 했다020) 

카이효의 무질서한 개최를 막고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빈번한 카이효 참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의 규제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 카이효라는 명목으로1 특별한 허가를 부여하는 시스 

템이 도입되고 이러한 특별 카이효의 허가를 얻기 위해 각 불교사원은 전 정치력 

을 동원해 정부를 움직이려 했다. 이러한 정부의 카이효 규제의 소위 탄력적 운용 

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幕府의 재정적자에 

18) McCallum , p. 17 1. 

19) 보다 자세한 논의는 小林計-郞 pp. 41-42를 참조 
20) ;f바7行遠， pp. 10-12; 高철利彦， pp. 117-12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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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본원인이 있었다. 

1600년 근세 정권이 수립되면서 지방의 다이묘 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幕府가 독점권을 행사한 통치분야는 외교， 무역， 그리고 종교정책이었다. 이들 세 

영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개입하거나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박음으로 

써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이들 

세 영역 중 기독교 말살정책을 근간으로 전개된 종교정책은 특히 중요한 통치분 

야였다02 J) 종교정책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불교와 신도의 정신적 역량을 국가의 

안전 및 번영의 디딩돌로 삼는다는 구상 하에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요 

종교시설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책을 펼쳤다. 주요 불교사원이나 신도신사의 본 

당의 보수 개축 신축 둥에 정부는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幕府의 불교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은 점차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여러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카이효의 통제 

및 특별 카이효의 허가였다. 차이효의 허가권을 독점함으로써 불교사원에 대한 통 

제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재원이 필요로 하는 불교사원에 대해서는 카이효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해주는 방법이었다. 이 경우 재원은 국가의 재정에서가 아니라 

일반 민중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22) 자신을 재정부담의 책임으로부터 해 

방시키면서， 그 부담을 간접적으로 일반 민중에게 이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성 

취하는 방법이 카이효의 통제였던 것이다. 

근세후기에 이르면 특별 차이효의 허가가 보다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에도는 

카이효 행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카이효로 지고 새는 도시가 되었 

다 23 ) 물론 카이효가 융성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반인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의 

미했다. 이러한 카이효 문화를 통해 에도의 민중들은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컴과 

동시에 오락욕구 또한 만끽할 수 있었다. 카이효가 종교적 행사에만 머물지 않은 

종합 오락문화와 같은 성격으로 보다 확산되면서 에도의 피지배계급은 일상으로부 

터의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영역을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시대가 바뀌어 메이지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카이효에 대한 통제의 고삐도 풀 

려나갔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에는 반불교적 정서의 고조 속에 근세에서와 같은 

21 ) 근세일본의 반기독교정책과 정치역학에 대해서는 H ur(2007), pp. 103-106 
22) 場漢隆， pp. 26-29. 
23) 근세 에도에서 개최되었던 開帳의 전반을 알 수 있는 자료에는 幕府의 공식기록인 

r開帳差免帳~ r開帳願差免留J ， 齊顧月확 『햄I年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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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효 문화의 열기는 얼마간 주춤했다. 잃어버린 카이효 참배객을 되돌리기 위해 

불교사원은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리고 반불교적 

정서가 걷히면서 카이효 문화도 예전의 융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카이효 

행사의 내용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의 불교 

사원은 심지어 차이효를 종교시설에서가 아닌 백화점 등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에서 개최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秘佛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사원의 수는 전국에 걸쳐 900을 넘고， 이중에 

서 비불을 이용하여 카이효를 개최하는 불교사원의 수는 전국에 걸쳐 650여에 이 

른다. 이들 開帳휴院을 카이효를 개최하는 빈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일정한 규 

칙없이 수시로 개최하는 사원이 97촉， 매주 개최하는 사원이 9촉， 매월 개최하는 

사원이 34촉， 매년 2-3회 개최하는 사원이 5 촉， 매년 일회 고정된 일자에 개최하 

는 사원이 283촉로 이들의 개최기간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2달에 이른다. 6년 

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씩 개최하는 사원은 231 츄에 이르는데， 이들 중 가장 많 

은 사원이 12년에 I 회(57좋，) 혹은 33년에 l 회(66촉) 개최하는 사원들이고， 그 뒤 

를 잇는 것이 17년에 l 회(1 1 촉)， 50년에 l 회(22촉)， 60년에 l 회(21 츄) 이다. 특이 

한 형태로는 절의 주지의 재직 기간 중 l 회 개최하는 사원이 6휴， 주지의 교체시 

에 개최하는 사원도 한 곳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카이효 행λ까 전개되는 

가운데， 비불을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일부을 공개하지 않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않 

는， 즉 카이효를 개최하지 않는 사원의 수도 281 촉에 이른다)4) 

여기에서 또한 흥미를 끄는 것은 神道빼社가 秘佛을 갖고 있는 곳도 11 社에 이 

르는데， 이중 카이효를 개최하는 神社는 6군데로 이들의 피빼바名과 이들이 소장하 

고 있는 秘佛의 名稱을 나열하여 보면， 白山神祖聖觀홉立懷 *魚川市能生뻐n， 日

놈神社(千手觀音立像 滋寶縣高月머n， 雄삐빼社(慧興上A坐像， 富山縣立山뼈， 船形

버神j祖觀音홈睡立像 宮城縣大和뻐)， )爛神祖阿弼E如來坐像， 日野市)， 그리고 小

해빼(홈睡面， 高f마縣日高村)이다. 이들 신사 이외에 비불을 소장하고 있으나 공 

개하지 않는 곳도 세 곳 있는데， 이들은 小핍神社(聖觀音立像 十-面觀音立像， 秋

田縣中仙머n， ~훌γ領八睡宮(響田711鷹坐像， 飯田市)， 솜野水分神祖玉依姬命坐像他 

奈良縣솜野뻐) 이다.25 ) 이렇듯 불교 신도의 영역을 넘어 일본은 가히 카이효의 

24) r全國秘4파휩!帳案內J ， pp. 412-445를 참조할 것. 

25) 神道系統의 秘神을 소장하고 있는 神社도 둘이나 있는데， 그들은 大將軍씨神社(大將 
範뼈象 京都빠 그리고 宇힘$宮(大薦觀命坐像他 宇住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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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開帳와 일본의 종교문화 

고도의 작위성과 연출성을 갖는 카이효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이미 근세기의 여러 식자들은 카이효 문화에 대해 신랄한 언사를 서슴치 않 

았다. 이들의 비판의 논거는 다양했다. 

쿄토 淸행촉 釋尊像의 잦은 카이효 개최에 대해， “금년 가을 曉戰의 釋尊， 千本

通-條 근처에서 카이효， 貴購群集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百貴에 이르는 賽勳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하는데 ... 훌륭한(三國傳來라고 하는) 釋尊도 돈만 지불한다면 

그 피부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島原(시마하라， 쿄토의 대표적 유곽 

지대)의 #醒와 같이 불쌍한 일이다 .... "(西村遠里， <閔짤筆끓， 1779)26) 善光촉의 

에도에서의 出開帳에 대해서도 에도의 文人들은， “善光촉 如來의 奇瑞로 말한다면， 

水草의 열매와 같이 널려있고， 그것은 심지어 새의 똥에도 섞여있다”고 야유하였 

다. (大田南軟 <半日閔짧)27) 히라가 겐나이(平質源內)도 이에 호응하여， 카이효 

는 돈을 벌기위한 수단에 불구하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것은 값싼 가짜 信心을 

움직여 惡事를 은근히 부추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무조건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민 

중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의 언사를 높였다)8) 

실제로 카이효는 많은 사원이 빈번히 개최하게 되면서 참배객의 모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이것이 종교행사인가 할 정도로 타락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카이 

효의 프로모션을 전문으로 하는 山師의 횡행， 카이효의 華美化의 기속， 숭려들의 

타락， 경쟁이 격화에 의한 神佛의 상품화의 가속 둥은 카이효에 대한 비판의 단골 

메뉴였다. 이에 편숭한 각종 유홍업자 상인의 동장 오락문화의 저속화 둥은 어찌 

보면 카이효 문화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카이효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의 종교적 욕구의 충족 이외 

에， 경제효과의 요인도 간과할 수 없었다- 사원 건축에 소요되는 재원의 모집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카이효에 대해， 참배객들은 2낸들의 조그만 기여에 의해 불 

26) 比留間尙， p. 63-65. 
27) Ibid., p. 65 . 
28) Ibid.,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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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의 웅장한 모습이 보존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카이효 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원의 건물 보수 및 신개축의 영역을 넘어 

폭社門前， 境內外의 각종 상인들， 見世物의 홍행샤 출판업자 음식점， 숙박업소， 

근처의 遊郞， 도박샤 노동7:]-， 심지어는 깡패그룹에까지 이어졌다. 開帳츄院의 주 

변에 형성되는 종교오락 경제권은 일단 형성되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 

었다. 이들 사원 주변의 생활자들은 경기가 나뿔 때는 불교사원에 카이효를 개최 

하라고 압력을 가하곤 했다. 심지어는 카이효 개최를 재촉하기 위해 경내의 건물 

에 불을 놓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다. 

더 나아가 카이효를 주제로 한 소설 동의 문예작품이 생산되고 연극， 춤 공연 

등이 펼쳐지며， 카이효 개최사원에서는 때로는 유명한 배우를 초빙하여 歌舞技 등 

을 공연하고 주변의 길거리에는 서커스， 大道릎 동의 볼거리， 비불 관계의 각종 

출판물 및 浮世續의 등장 둥， 카이효를 축으로 한 다OJ'한 문화 오락활동은 파도처 

럼 번져나갔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일반인들은 굳이 카이효 행 

사를 적대시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카이효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권 또한 다 

양하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창출되고 수요가 늘면 공급이 보다 다OJ'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사원의 카이효 문화는 일본 종교문화의 전통으로 정착되어 갔다. 

불교라는 외피를 쓰고， 그 안에서 일본 고유의 宗敎觀융、이 벗어낸 카이효 문화는 

불교와 고유종교가 만나 공유하는 공간에서 창출되어 발전해온 일본 특유의 “불교 

적 종교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뭘*씨觸;)， 개장t開帳)， 마레비퉁 참배， 일본 종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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