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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에서는 근현대 한국 불교음악의 현장에서 화청(和請)이라는 

형식에 나타난 성/속의 이분법적 구조와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종교사적 동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화청은 근대 이후에 나타 

난 음악형식이긴 하지만 그 뿌리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계속된 불교 

측의 포교의지와 염불로 대표되는 종교적 실전행위에 두고 있다. 화 

청은 이러한 한국 불교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성악(聲樂) 형식의 문 

화가 19세기 이후의 불교가 처한 상황에 의해 변용된 모습인 것이 

다 

어느 종교든 자신을 알리고. 외연을 확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보편성을 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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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억불정책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결사(結社)형태의 신도조직을 활용하여 거리에 나가 염 

불형태의 공연을 하고 시주금을 모픔했다. 이 같은 종교와 공연 예 

술의 연계는 포교와 모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 

에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문제는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숭려가 직접 거리에 나가 문전 염불 

을 하고. 연희를 벌여야 했던 힘든 상황에서도 성/속을 구분하려는 

의지가 살아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현상 역시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동안 불교가 살아남 

기 위해 실행해야 했던 공연 형식의 하나인 화청(和請)에서 어김없 

이 포착되는 성/속의 이분법적 구조이다. 불교의 성 /속은 사찰의 일 

주문으로 대표되는 결계로 단단하게 나뉘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결계 뒤에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결계-신도라는 

이름의 대중과 숭려와의 결속관계가 더 단단하게， 때로는 가시적인 

결계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기제로 작동하는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화청에 관한 연구결과는 국문학. 불교음악을 포함한 

국악. 불교학. 민속학 퉁의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제출되고 

있다. 특별히 국악 분야에서는 한만영， 장휘주， 성기련. 이보형 퉁이 

있으며， 불교 의식 분야에서는 홍윤식. 법현 등이， 국문학 쪽에서는 

김성배， 구본혁. 김종진， 임기중， 손태도 퉁이 다수의 논문을 내놓고 

있다. 특별히 의식 안에서 불라는 화청과 사찰 밖에서 불리는 화청 

을 구분하는 문제1)에 대해서는 성기련과 홍윤식， 장휘주 퉁이 약간 

씩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성/속의 구분을 포착하는 시 

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휘주의 견해를 주로 따랐다. 

또한 화청의 가사를 직접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안진호의 r석문의범 

(釋門優範).1과 1969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r무형문화재 조 

사보고서 J (제 65호 화청) 등이 대표적이다. 

1) 화청의 범주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논의는 장휘주의 r화청의 두 유형: 축원 화 
청과 불교가사 화챙J(r이화음악논집 제10집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6)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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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속을 념나드는 음악-화청(和請)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불교음악은 의식진행시 숭려 및 재가 불자들에 의해 불리는 음악 

을 칭하며 이를 전체적 의미에서 염불(念佛)이라고 한다. 염불은 불 

교의식 진행시 쓰임과 연주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린 

다. 먼저 가창의 형태에 따라 평염불과 범패 2)로 나누게 되는데， 평 

염불은 의식을 전문적드로 배우지 않은 스님들이 진행할 경우이며， 

범패는 전문적으로 의식 진행을 전수받은 범패숭이 하는 가창형식 

(안채비. 바깥채비의 짓소리. 훗소리. 화청)의 염불을 말한다. 

범패의 한 형식인 축원 화청에는 재를 청한 이들의 축수 발원을 

위한 상단 축원화청과 중단의 지장축원화청이 있고 생전예수재 진행 

시 십대명왕에게 발원하는 육갑화청(六甲和請) 외에도 한글로 이루 

어진 회심곡. 참선곡 등이 있다. 화청은 불교의식집인 r석문의범(釋 

門懷範) J과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보고서(제65호， 화청)에 실린 종 

류가 수십 종에 달한다 3) 

불교교리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를 민속음악의 선율에 얹어 부르는 

불교가사 화청은 17세기 말부터 문헌에 퉁장하여 18-19세기에 가장 

왕성하게 유통되었는데. 여러 문헌에는 r회심가」. 「백발가」. r몽환가 

」， 「서왕가」 등으로만 기록되었고화청'01 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한 

것은 「육갑화청」， r팔상화청」 둥 근래의 곡들에서부터이다. 이런 점 

2) 범패(했명)는 불교의 의식음악으로， 절에서 재률 올릴 때 부르는 노래로서 경율 
읽는 소리률 길게 뽑으며 게송을 옳는 가영(歌誠)을 말한다. 일명 범옴{짧훌) .어 

산(魚山) 혹은 인도(引導·印度)소리라고도 한다. 법현은 불교음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졌올 시기에는 중국풍의 불교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점차 우리의 민속총교와 융합하여 한국적 불교신앙의식의 형태률 이루 
게 되연서 범패 역시 오늘날과 같은 한국적 불쿄음악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법현 r한국의 불교옴악i서울: 운주사. 2005), p.46. 
3) 숭려 안진호에 의해 편집된 r석문의범(흉門嚴範)J r가곡편」에서는 총28곡의 불 

교가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화청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미 향은 이들 중 19콕은 악곡의 형식 면에서 화청이 아닌 창불가에 속하는 것임 
을 주장한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에서 면집한 r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J r화챙연」 
에도 창불가 작자의 이름인 〈조학유〉가 화청의 곡명￡로 잘옷 분류되고 있옴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향 rr석문의범」가곡편의 음악유형 연구J . r한국불교학J47 
(한국불교학회. 2007), pp .4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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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불교가사들 역시 .화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근대로 

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4) 

화청 5)의 용어적 의미는 여러 불보살을 청하여 불법을 통한 공덕 

과 회향을 담은 축원이다. 영가가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는 내용의 

가사에 율(律)이 붙어 가창되면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음악적 

용어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화청 

의 본래적 의미가 여러 불·보살을 청하여 정토왕생을 발원하는 데에 

있다연 화청 자체가 음악적인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토왕생을 발 

원하는 모든 음악이 화청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6) 이 글에서 다 

루는 화청은 위에서 말한 불교 의식에서 모든 불보살과 신중을 청하 

는 의미에서 명명한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의식에 소쓰이는 음악을 

통칭하며. 나아가 의식 전용음악인 범패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화 

청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화청은 장가(長歌)의 형식으로 된 원왕가(願往 

歌) .자책가(自責歌) .회심 곡(回心曲)7) 등과 기타 범패가 아닌 민속적 

인 염불송이 모두 화청의 범주에 속한다， 사찰 내부의 의식에서 연 

행되는 축원 화청과 달리 민속적인 염불송 류의 불교가사 화청8)은 

축원화청과는 달리 수십 종의 다양한 내용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4) 장휘주 r화청의 두 유형: 촉원 화챙과 불교가사 화청J ， ro1화음악논집」 제10집， 

2006, p.129. 

5)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화챙에는 상단 축원화청(祝願和請) .중단 지장축원화청(地훌 
祝顧和請).육갑화청(六甲和짧).팔상화청(八相和뚫) 그리고 일반 가곡으로는 참선 
곡(홍輝曲) .평 염불(平念佛) . 회심곡(回心曲). 백발가(白뚫歌) .몽환가(夢幻없) . 권왕 
가(뼈往歌) . 왕생가(往生歌) . 신년가(新年歌) .가가가음(可歌可얘) . 신불가(信佛歌) 
등이 있다. 

6) r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J(문공부문화재관리국. 1965-1968). 제9짧. 1969. p.15. 

7) 회심곡은 흔히 불교7씨 화갱이나 고사염불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엽밀히 말하 
자연 평영불 중 덕담부분을 뺀 부모은중경을 따로 때어서 회심곡(回心曲) 또는 
悔心曲이라 부른다. 이 회심곡은 평조 또는 동부민요선볍(메나리토리)으로 부른 

다. 

8) 장휘주는 영산재 통의 의식에서 연행되는 희심곡 퉁의 화챙올 축원화청으로， 민 
속적인 음악에 불교가사를 얹어 부르는 염불송류는 ‘불교가사 화청’으로 대별하 
여 부르고 있다. 장휘주， 위의 글，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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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에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으며. 부를 경우에 

도 그 날의 정황에 따라 자유롭게 곡이 선택된다. 

화청과 회심곡은 불교의 포교의 한 수단으로서 대중이 잘 알아들 

을 수 있는 민속적 음악에다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경전의 

내용을 사셜로 얹어서 부르는 음악이다， 화청은 태징을 반주악기로 

하며 . 서도소리조(산염불조)로 엇모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한다. 축 

원화청도 역시 화청의 일종이지만 ”공덕(功德) 공덕(功德) 상래소수 

염불공덕(上來所修念佛功德) ... "의 한문사설로 시작되는 것이 고정되 

어 있고.6박이 한 장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엇모리로 된 화청 

과는 다르다. 또한 축원화청의 읍계는 경기소리인 평조로 되어 있 

다 

화청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교의 정토사상에 기반을 두고 불교의 

대중화과정에서 폭넓게 불혔던 것으로 보인다. 화청의 생성 시기는 

확실한 문헌적 증거가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범패와 다르게 창작된 불가(佛歌)이며， 화청의 율은 범 

패 전래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9) 또한 불교 전래 이전 

부터 존재했던 민요의 일종으로서 화청의 생성 유래를 향가 혹은 원 

효의 무애가(無짧歌)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한다 10) 

이능화의 r조선불교통사」에는 신라의 진갑(훌鍵)국사가 우리나라 

범패의 개조가 된 이후 어렵사리 。l 어져 내려 많은 이를 제도시켰다 

고 적고 있다 11) 서울 큰처의 산 중에서 특히 범패가 성하여 승려들 

이 참선과 캉설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범패만을 높이 받들고. 범 

음집(控륨集) 한 권을 익히는데 10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회의식이 있을 때에는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추고 또 범가(첼歌)를 부르는데 음성이 느리고 오래 계속되며 

밝고 부드럽게 부른다. 이것이 화청고무(和請鼓舞) .라무(覆舞) .작법 

9) 법현 r한국의 불교음악J(서울: 운주사， 2005), p.76. 

10) 홍윤식은 원효의 실천행(무애가·무얘무)이 정토사상파 원왕사상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존 화청의 원왕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홍윤 
식， r영산재J(서울: 대원사， 1994), p.88 

11) 이능화 r조선불교통사J ， 이병두 역주(서울. 혜안， 2003),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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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作法舞)라는 것이다 .. 라는 대목에서 불교의식과 관련한 연행의 한 

방법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3 화청의 쓰임새-망자의 구원과 사찰의 재원 

1) 포교의 수단-법 문전달의 방편 

먼저 화청은 불교포교의 한 수단으로서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 

는 우리말 사설을 민속적 음악에다 붙여 그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신봉하게 하는 음악이다 12) 화청이 문학적으로는 가사(歌蘇)의 형태 

를 띠고 있는 것도 포교라는 목적과 결부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13) 누구라도 우물거리듯 쉽게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포교 

수단으로서의 대중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청은 민속 

음악적 선율과 장단을 수용하고 있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곡이다. 안채비와 바깥채비는 사성(배聲)체계를 바탕으로 소리의 고 

저를 이루지만. 화청과 회심곡은 개개인의 독특한 음성으로 사설 형 

식의 가사를 부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이는 화청이 가지고 있는 대중 포교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에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 

속적 요소를 불교음악에 수용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적 불교음악 

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 

범패는 그 사설이 한문과 산스크리트어 진언으로 되어 있어서 일 

반 대중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의식 절차의 끝부 

분에는 반드시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된 화청을 불 

러서 재주(짧主)를 축원하게 된다. 한만영 15)은 범패가 한문이나 범 

12) 최헌 r부산·경남지역의 영산재J ， r영산재의 공연문화적 성격J， 한국공연운화학 
회 편(서울; 박이정， 2006), p.311. 

13) 한창훈 r화청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j. r우리어문연구J 18(우리어문학회， 

2002), p.21O. 

14) 법현， 앞의 책. p. 78 

15) 한만영 r불교음악연구J(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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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그 사셜로 쓰고 있는데 비하여 화갱이나 회심곡은 주로 우리말 

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곡의 가사를 우리말로 함으로써 대중에 

게로의 전달을 쉽게 하려 한 정이 화청의 중요한 하나의 특정인 것 

이다. 

예를 들어 r삼국유사j 권5에 퉁장하는 원효의 무애가(無짧歌)나， 

월명사의 도솔가 등도 전문적인 법가(첼없)가 아닌 향가 형식을 취 

함으로써 대중에의 호소력을 더 가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도솔가는 불교 수입 이전인 유리왕(1짧理王) 때부터 시작된 가악(歌 

聚)이었지만16) 후일 경덕왕(景徵王)시대에 월명사가 지은 불교적 교 

의를 담은 시를 노랫말로 붙이게 되면서 17) 오늘날 의식에 있어서의 

화청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18) 정토왕생과 산화공 

댁운 당시 신라의 대중들에게 강력한 홉인력올 가지고 있었댄 대숭 

불교의 교의였으며， 이는 토속적 성악(聲樂) , 즉 당시에 유행하던 노 

래의 가락을 타고 대중들의 뇌리에 쉽게 각언될 수 있었올 것이다. 

r삼국유사』 권4. 이혜동진조(二惠同塵條)에도 혜숙(惠宿)과 혜공 

(惠쪼)이라는 두 숭려의 대중교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당대의 고숭 

아었댄 혜공이 ”매번 미치광이처럼 대취하여 상태기를 퉁에 지고 거 

리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라는 대목에서 그의 대중교화의 의지 

흘 얽융 수 있다. 그의 춤과 노래 역시 대중들의 종교척 감성에 맞 

는 가락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으리라는 점 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별히 정책적으로 배불의 기초를 유지했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지배충에의 포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더더욱 민중에의 포 

교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숭려들도 산중의 사원에서 신도 

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리로 나와 대중들을 찾아가는 척극적인 

포교를 해야 했으며， 포교의 방법도 대중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 

는 염불이나 가무(歌舞) 연회 둥의 수단을 선택해야 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16) r삼국사기」 권1， 라기(羅記) 1. 

17) r삼국유사」 권5， 7感統 月明師 ~*.x 

18) r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9뼈(문화재관리국， 198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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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자의 천도축원 

화청은 보통 그 시작하는 가사의 첫머리를 따서 걸챙 (ε請) . 또는 

지심걸청(志心ε請)이라고도 하며. 불교의 천도의식에서 망자의 극 

락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뭇으로 불리고 있다. 신라 가요인 향가 중 

에는 망자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는데， 광덕(廣 

德)의 「원왕생가(願往生歌) J • 월명사의 「도솔가J • r위망매영재가(薦 

亡妹營짧歌)J. 충담사의 「안민가J . r과적가(過戰歌)J 등이다. 

죽은 자의 천도를 위한 불교의식인 재(爾)에는 상주권공재， 시왕 

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륙재， 영산재와 같은 의식이 있다. 재의 의식 

절차는 천도대상인 망자의 영가를 의식이 행해지는 도량에 모셔다 

불·보살의 가르칭인 셜법을 들려주고. 이를 통해 망자의 영가가 불 

보살의 원력에 힘입어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축원해주는 일련의 과 

정올 의식화한 것이다. 

그 중 영산재는 붓다가 영축산에서 행한 최후의 설법을 재연하여 

영가를 천도하고 의식에 모인 대중틀을 종교적으로 송화시키는 재의 

이다. 영산재는 영혼천도를 위한 영산법회라는 점에서. 수륙재·예수 

재와 함께 그 기원은 고려 이전 신라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현전하는 재의의 원형은 적어도 의식불교의 전성기인 고 

려대에 형성되고， 그것이 조선시대 폐불의 위험 속에서 변용의 과정 

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산재의 절차는 10단계 전후로서. 패불작단(掛佛作밸)으 

로 시작되어 시련 (待훌) .대령(對靈) . 관욕(灌溶) .신중(神짧) .권공(動 

供) .화청(和請) .시식(施食) .식당(食堂) . 회향(웹向) 등의 작법으로 이 

루어진다. 영산재의 제2단계에서는 범패 훗소리가 44곡. 짓소리가 

10곡. 그리고 〈축원화챙〉과 〈회섬곡〉이 불려진다. 특히 제2단계의 

여러 의식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산작법〉 절차에서 

가장 많은 범패가 불리게 된다. 

〈축원화청〉의 경우에는 〈영산작법〉의 회향의식에서 〈회심곡〉과 

〈축원화청〉이 쓰이고. <중단권공(소청중위))의 〈각배상단〉에서 〈상단 

축원화청). <각배중단〉에서 〈중단축원화청(지장축원화청))이 쓰이게 

된다. 화청이 영산재 중간 중간의 〈영산작법〉과 〈각배상단〉 및 〈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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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절차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화청은 재의 

마지막에서 한번 만 불리는 것이 아나라，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청은 재의 끝이 아니라 자체적 

으로 완결 구조를 갖춘 단일 절차의 끝에 불리는 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19) 

이들 화청(和請)은 영산설법의 감격을 재연하면서. 의식숭이 불타 

의 덕을 찬양하고. 영가와 참여대중을 감동시키는 재의의 과정이다. 

한편 화청의 가사들은 모두 작자가 미상인 상태인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산재와 함께 전숭·연행되면서. 원래의 작자를 잃었거 

나 처음부터 작자를 기록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이 화청의 가사 

들21)은 영가들이나 지옥 중생을 천도하여 극락왕생케 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욱중생을 모두 구제·성불케 하겠다 

는 지장사상이 기반을 이루고， 인과응보의 사상과 함께 극락왕생의 

정토사상이 함께 깃들어 있다. 

3) 사원의 운영 과 불사(佛事)의 재원 

한국불교의 역사에는 우리의 뇌리에 .걸립패’라는 이름으로 각인되 

어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존재한다. 이른바 이능화가 ”조선 숭가에 

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일종의 자기 행화(行化)의 방법n이라고 서술 

했던 .건립(建立)' 숭려의 무리들이다. 조선시대에 사찰의 재정의 여 

의치 않던 상황에서 사찰이 재난올 업어 무너졌을 경우. 새로이 사 

찰을 건 립 하고자 발의 하는 이 가 있으면 50-60명의 승려틀을 모아서 

여염집과 온 사찰을 돌아다니며 연행을 벌여 건립기금을 모았다. 이 

19) 장휘주 r영산재의 재의구조와 음악적 찌임새J ， r영산재의 공연문화적 성격J(박 
이정. 2006), p.147. 

20) 화청작법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 연행되는 경우보다는， 연의상 전게 작법과정에 
편입되어 거기에 알맞은 가사를 선정 ·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재통， 「영산 
재의궤법의 회독문학적 전개J. r영산재의 공연문화적 성격J. 한국공연문화학회 
편(서울. 박이정 ， 2006), p.83. 

21) 이들 가사들은 5언절구와 5언율시. 5언고시， 그리고 7언절구와 7언율시， 7언고 
시 퉁의 근체시형을 갖추고 있다. 장편 노래조의 이야기， 이야기체의 노래인 
이들 가사(歌짧)들은 3'4조.4'4조의 연속체를 이루는 산문적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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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건립(建立)'이라 불렀으며. 혹은 .군중파(훌聚派)'라고도 하고 

.금고(金鼓)'라고도 했는데. 이는 북소리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고. 

쇠소리에 물러나는 것이 마치 군법처럼 일사불란하다는 의미에서 연 

유한 것이었다 22) 무리 안에는 각자 화주(化王) .고수(鼓手) .포수(施 

手) .화동(花童) .무동(舞훌) 동의 역할이 있어서 고숭대댁까지도 필 

요에 따라 건립패 노릇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온 근대 이후 

모두 사라지긴 했지만 화청의 이연에 사원의 생존과 유지률 위하여 

기예 (技훌)를 익히던 조선불교의 한 단면이 존재합올 알 수 있다. 

한편 사원 생활에 펼요한 양식과 불사(佛事)의 재원마련올 위해 

탁발올 다녔던 동량숭(陳樓엽) 혹은 걸량숭(ε'If홈)이 라 불리는 이 

들도 화청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탁발승들은 가가호호 돌아다니 

며 목탁을 치면서 천수주(千手뻐)를 외우며 보시를 권했다. 간혹 가 

난한 이들도 통판(鋼飯)올 치면서 회심곡(回心曲)올 부르기도 했는 

데. 이들로 인해 .앵맹이.라는 속어가 생겨났다 한다. 이놓화는 동으 

로 된 그룻올 울리는 모습이 신라 원효대사가 .대안(大安)대안<* 

安)'올 외치며 다니던 대중포교의 유풍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3) 

이러한 동량승의 주된 연행수단으로서의 화청은 당시에는 사원의 

생존과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었겠지만. 탁발이 공식척으로 금지된 

지금은 오히려 기존의 동량(練樣)송의 이미지 때문에 법꽤숭틀 간에 

도 화청을 부르는 것올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24) 하지만 무 

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화청이라는 불교 가악의 한 형식을 명염불이 

나 선고사염불 동의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가사와 가락을 풍부 

하게 창조해 낸 것이 이틀 동량숭들의 업척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불교 가악들이 우리의 민속음악에 끼친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5) 종교와 문화의 변방에서 대중들의 총쿄척 갈급함 

22) 이농화는 이러한 ‘걸립패’가 서산과 사명대사의 송군 이후로부터 생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화챙·고무·라무·작법무 퉁온 메이지44년 
(1911) 조선총독부 사찰령에 의해 일치1 폐지되었다. 이놓화， 앞의 책， 
pp.24 1-242. 

23) 이농화， 앞의 책. p.233. 

24) r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J . p.68. 

25) r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J .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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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루만져주던 이들의 창의성은 억불 정책의 혹독한 외압 아래서 

한국 불교의 경제적 자구책이기도 했으며， 민속음악 안에서도 굵직 

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사의 한 영역이기도 했다. 

4. 한국불교의 이중적 제의 구조 안에서의 화청 

4-1. 승려와 사당패의 이중적 신분구조굉인된 제장(察陽)과 난장(뼈錫) 

사찰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에서 가무를 공연하는 승려들은 불쿄 

안에서는 .어장(魚、文)’이라하며， 학술적인 명칭으로는 범패숭(控P貝 

엠)’이라 한다. 이에 비해 민간에서 불교음악을 연행했던 집단은 ‘거 

사사당패(居士洞堂牌)’. ‘굿중패 ‘탁발승’절 결립패 (ε拉牌)'26)가 

있다. 이들 중 .걸립패’와 .거사사당패’는 ‘반숭반속.의 남녀혼성집단이 

었으며. 사원에서 정주하지 않고불당골’ 등의 특정한 곳27)에서 집 

단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일반 승려와는 구분이 되는 집단이었다. 이 

능화는 이들이 본디 사찰의 노비(휴如牌)들로서 남녀사당들이 승려 

를 보면 상전의 예로 공경했으며， 백련사(白運社)를 모방하여 원각 

사(圓覺츄)에서 남녀 신도들올모집한 데서 기왼한 것이라고 했다 28) 

사당(社堂. 社黨. 舍堂， 社長. 援堂)패는 한 모갑(某甲)이의 통솔 

하에 남사당(男社堂) 또는 거사(居士)라고 부르는 남자들과 여사당 

(女社堂)이라 불리는 여자들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전국을 유랑하면 

26) ’걸립(ε함)패’는 그 용어상 이놓화(r조선불교통사J)의 ‘건립(建효)패’ 설과 불 

일치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염불과 연행의 목적이 사원의 신·개축(佛事) 내지 
운영을 위한 시주 모금에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중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지 않겠다. 

27) 신재효의 ‘가루지기 타령’에는 경기도 안성(安城) 청룡사를 비롯하여， 황해도 
구월산， 전라도 함열， 경상도 하동에 유명한 사당패 근거지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보형， 앞의 글， p.495. 

28) r조선왕조실록」에는 국초부터 사당과 숭려 거사와 사당 간의 풍속을 지적하는 
기록이 자주 풍장한다. 이 능화， r조선해어화사J(서울; 신한서립， 1968), 
pp.28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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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행을 벌이던 집단으로서， 19세기 후반까지도 존속했다. 이들은 

원래 불교와 관련된 집단으로서 불경의 간행， 범종의 주조， 비석의 

건립 등의 불사에 필요한 시주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했으며. 우바 

새 ·우바이 퉁의 불교적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 선조 

40년 이후(입란 직후)부터 퉁장했으며 29)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거 

사배(居士輩)에서 거사의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사당패’로 집단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기도 한다 30) 

사당패는 거사라 불리는 남사당과 사당(社堂， 社薰， 舍堂， 社長，

擔堂)이라 불리는 여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던 집단이었다 3 1) 사당패 

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서 ’社堂’은 원래 국사당(國社堂)이라는 용례 

에서 보듯 고려 때부터 무당아 국가적인 굿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 

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당의 기록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성 

종1년 (1470년)이 며， 건국 초기에 성종4년(1473년)의 기록을 보면. 

‘여숭들과 실덕한 부녀자들이 모아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년 이래로 기습(했켈)이 날로 변하여서 여숭의 무리들이 정차 많아지고， 풍 
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의 곳곳에 모두 사당(화호)이 있어서 무리들을 긁어모 

아 초유(招짧)률 널리 행하나 실행(失行)한 처녀둥과 지아비훌 저배련 사납고 모 

진 처(쫓)를이 모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천도(훌훌)하느니 영복(쫓福)윷 비 

느니 하연서 명계대어 머리를 깎고 절에 올래 투신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훌 알 수 
없슐니다 32) 

국초에 지세가 허한 곳의 비보(轉補)를 위하여 세운 여러 곳의 사 

사(社좋) , 사찰， 사당(社堂) 등의 장소33)에 갈 곳이 마땅지 않은 여 

29) 송석하 r社堂考J ， r한국민속고J(일신사， 1959), pp.111-112. 

30) 전신재 r居土考J ， r역사속의 민중파 민속J(이론파 실천， 1990), pp.232- 234. 

31) 장휘주 r사당패의 집단성격파 공연내용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J ， r한국음악연 
구J 제35집(한국국악학회. 2004). p.226. 

32) “近年以來， 氣習日變. 尼徒漸多， ~~회密地， 處處皆有社堂， 聚集徒{몹， 廣行招뚫. 

월失行處女 · 背夫뽑쫓Z淵훌. 無行흉Q홈. 夫홉未冷.tt薦쫓福. 而혔j髮暗援者. 不

知其幾.... "(r조선왕조실록J. 成宗 32卷. 4年(1473 찢E.). 

33) “園初建都時， 審山水向背， 建좋社. 以옳陳補， 鎭짧%쫓。 홉來， 휴쩌11. 如福世
魔、 安앓츄、 fiji速I흉、 香室R흉、 首頂魔、 望城廣‘ 隨魔‘ 日出應‘ 大小高山좋、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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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거처하게 되면서. 불가에서 이들을 불사를 위한 시주 모금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일에는 국가에서 건 

립한 비보적 성격의 장소 외에도 개인(社長)들이 민간 거주지 안에 

샤사(社츄)를 세워 여인들을 모으고 각종 불사를 위한 연행을 행했 

다는 기록도 퉁장한다 34)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사당은 불사를 

위한 곳이기는 하되 사찰과는 분리된 곳으로 정식 승려가 아닌 신도 

들이 모여 있던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집단의 구성원인 

여자들이 집을 나와서 사당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집단의 여자들 

을 그냥 .사당(社堂)’ 혹은 집은 버린 여자라는 의미로 사당(搖堂)이 

라 부른 듯하다 35) 한편 정약용(丁若鎭)은 f아언각비(雅言賢非)J에 

서 사당을 .머리를 깎지 않은 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다 36) 

초기의 사장(社長)들은 성종 이후 ‘거사(居土) .라는 명칭으로 불리 

게 되며. 이는 사당패들을 우바새， 우바이로 불렀던 경우와 마창가 

지로 사장틀이 불사와 관련되는 임을 했기 때문에 붙여친 것으로 추 

측되고 있다. 거사와 사당드로 구성된 이들 사당패들은 큰 저자로 

다니며 주로 범패와 염불을 합창하여 시주를 걷어 절에 바쳤으며 37) 

嚴휴‘ 道藏洞츄、 홈業院iI:堂 如昭格훌洞、 內廳츄洞、 長生嚴洞、 廣興흥洞、 
짧字洞‘ 長興庫洞、 溫寧君家洞.... "( r조선왕조실록J. 成宗 7卷. 1年.(1470 康寅).

34) 15세기와 16세기의 사당패들은 거사 또는 사장이 염불을 하고 수륙재를 지내 
는 동 숭려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2차 불교의식 집단으로서의 모습도 보여 준 
다. 장휘주， 앞의 글. p. 238. 

35) 장휘주， 앞의 글. p.227. 

36) 정약용은 “걸사〈ε土)란 머리률 깎지 않은 중을 말하며， 우리나라 말에 이를 거 
사(居土)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왕세정(王世貞)의 r완위여면록J r불서역언」 

에 이르기를， ‘비구란 걸사(ε土)이다. 그 상(上)은 법을 벌고(ε法)， 그 흩K下) 
는 밥올 빈다(ε食)’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음이 입성(入훌)이고， 중국 

음이 종성(終훨이 없으므로， 거(居)와 걸(ε)이 서로 혼동된 것이라고 하였다. 
결사의 아내는 우파니(優婆尼)라고 하는데， 방언으로는 이를 사당(舍堂)이라고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丁若總 r아언각비(雅를짧非)J ， 김종권 역주(서울: 
일지사， 1976), pp.251-252. 

37) 송석하는 이들의 명명법이 숭려와 거의 통일하고 불사에 많은 시주률 바쳤으 
며， 강로탱화에 사당이 둥장한다거나， 전국 각처에 있는 ‘사당골’(전남 강진군 
대구연 사당리 정수사 인근의 촌락， 안성군 서운연 청룡리의 청룡사사당，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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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이러한 역할은 감로탱화에 둥장하는 사당의 모습38)이나， 절 

의 비문·불경의 간경기 등에서의 시주자 명단에 거사와 사당의 이륨 

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39) 

하지만 이들은 19세기 이후에 국가의 계속적인 억불시책과 사찰 

의 재정난으로 인해 기존의 불사를 위한 연행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 

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예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사찰과의 

연계도 단절되고， 기존의 염불류의 소리 대신 산타령이나 민요 퉁 

서민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연행을 하게 된다 4이 

문제는 사찰과 연계된 전문적 기예집단인 사당패가 국가시책으로 

인해 쇠퇴하면서 사원 밖의 시주 공급원이 막히게 되자 가무가 가능 

한 승려들 스스로 사원 밖으로 나가 염불을 겸한 연회를 벌임으로써 

.탁발숭’과 .굿중패’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폐지되지만 집단이 사라지는 대신 승려 개개인이 

염불(회심콕)하며 시주를 걷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이 제장(察場) 밖의 골목에서 부르는 회싱곡은 당연히 사원 내의 

의식에서 부르는 화청의 회심곡과는 주체도. 형식도， 특성도 다르게 

발전한다. 사원 안 의식의 장(察場)에서 불리는 화청은 범패승에 의 

해 불리며. 재주(爾主)와 재(짧〕의 대상인 망흔들의 천도를 축원하는 

의식의 음악이지만， 탁발송 굿중패의 음악은 거리(亂場)의 대중틀을 

도 구월산의 사당，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사 풍) 퉁의 예를 들어 거사·사당 
과 사찰 간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송석하， r한국민속고J(일신사， 

1960), pp.101-1l2. 

38) 사당패들의 모습은 감로탱화의 하단에 나타나며， 1701년 남장사 감로탱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서산 개심사(영조40， 1764), 고양 진관사(철종4， 
1856), 왕십리 청련사(고종 광서6， 1880), 양주 보광사(고총 광무2， 1898), 여 
주 신륙사(고종 광무4， 1900) 등의 감로탱화에 꾸준히 등장하고 었다. 홍나영 · 
민보라 r조선후기 강로탱화 하단화를 통해서 본 예인복식 연구J ， r한국의류잡 

지」 제30집(한국의류학회， 2006), p.95. 

39) 이러한 내용틀은 송석하의 글(r사당고J ， r한국민속고J)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0) 이후 사찰틀은 매읍 퉁의 영업행위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 이들 집단파 
의 관계를 대체할 절 걸립패와 같은 새로운 집단올 찾게 되었고， 기존의 사당 
패는 여성 인력의 충원이 힘틀게 되자 남자들로만 구성된 남사당패로 집단구성 
이 바뀌게 된다. 장휘주， 앞의 글，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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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원하는 연회의 음악이다. 

같은 의식 안의 음악이지만 범패와 화청 간에는 내용과 형식변에 

서 거리를 두고 있으며 4 1) 화청이라는 용어를 비록 같이 쓰더라도 

사원 안에서 불리는 음악과 사원 밖에서 불리는 음악의 주체는 명칭 

변에서 격이 달라진다. ‘범패숭’이 사찰 밖으로 나가 탁발염불을 할 

수도 있고탁발숭’이 사찰의 의식에서 볍패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찰과 거리라는 성·속(聖·倚)의 경계가 그들의 위상의 경계까지 가 

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통국은 회심곡의 창작 주체에 대해 사찰 외의 구비전승에 

의해 적충되며 이루어진 문학양식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42) 

탁발송이나 절 걸립패는 회심곡의 연행과 유통 면에서 구비전숭을 

담당하거나 화소(話素)의 변형을 담당했을 뿐， 회심곡의 작자는 인 

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불교의식의 정비에 직접 관련한 숭려 

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심곡은 19세기 사찰 내의 

불교의식에서 정비되거나 재창작되어 화청으로서 정형을 이룬 후， 

민간으로 전파되어나간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연행의 주체와 공간 

이 사찰의 영역을 벗어날 경우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종교적 정통성 

즉 성(聖)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축원화 

청은 범패숭들 사이에서만 전숭되며， 절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에서 

만 불리기 때문에. 절 밖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축원화청은 망자를 

천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축원소리아기 때문에 대중과 향유되지 

않는다. 

실제로 범패 어장(魚文)인 박송암 스님의 경우， ‘절 안에서 부르는 

41) 범패송은 사찰 안의 법회에서 음악을 공연하고 탁발숭 및 굿중패는 사찰 밖의 
민간에서 염불과 연회를 공연하게 된다. 범패숭의 음악은 화청을 제외한 대부 
분이 범어나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탁발숭파 굿중꽤의 음악은 대중에게 수용 
되기 위해 세속어로 되어 있다. 또한 범패숭의 음악은 공양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절이 자유스럽고 유장하지만 탁발송의 음악은 대충을 축원하고 흥을 
돋우는 음악이라 비쿄적 빠르고 민간의 토리로 되어 있다. 이보형， 앞의 글， 
p.498. 

42) 김동국， r회심곡 발생고(發生考)J ， r우리어문연구J21(우리 어문학회， 2003),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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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화청인 것이지. 절 밖에서 부르는 소리는 화갱이라고 말할 

수 없다n고 주장한다. 송암스님이 언급한 절 밖에서 부르는 소리.란 

탁발숭아 탁발이나 결립 시 하는 노래를 말하는 데， 여기에는 명염 

불. 오조염불. 뒷염불. 고사염활 등이 모두 포항된다 43) 범패숭들이 

말하는 화청은 어디까지나 의식 안에서 연행되는 r축원화청」을 말하 

며. 범패숭들이 학습과정에서 전수한 r축원화청」을 부를 수 있지만 

r회심곡J과 몇몇 곡들올 제외하고는 이들 곡들을 격하하고 부르기를 

꺼린다 44) 

반면에 불교가사 화청은 사설만 주어지연 누구나 부를 수 있고， 

가사 또한 얼마든지 개작이 가놓하기 때문에. 사찰 밖 어디서든 누 

구에게나 향유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불교가사 

화청 중 r회심곡」과 같은 곡틀은 영산재나 예수재의 공식적인 곡으 

로 동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길고 지루한 의식 절차 안에서 

재에 참여한 대중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화청류의 소리를 삽입함으로서 생긴 현상이라 생각된 

다 45) 따라서 원래 불교가사 화청은 채 의식 절차가 아니라. 18세 

기. 19세기를 거치며 사찰 주변에서 널리 불리던 가사체 음악을 그 

대중성 때문에 재 의식에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올 것이다. 

이 같은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사찰의 송려들은 법패숭파 탁발숭 

이라는 이중적 성·속의 구도 하에 범패와 화청， 축훨화청과 불교가 

사 화청을 구분하고.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되 대중의 창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소극적으로 의식 안으로 속의 영역을 혼입시키는 

양가적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가사 

화청의 창작 주체가 불가의 숭려라 할지라도 연행의 주체가 속인이 

라면 그 노래는 불교의 권역 안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전문적인 

43) 성기련 r화청 회심곡과 염불 회섬곡J ， r한국음반학」 제9집(한국 고옴반연구회， 

1999), p.245. 
44) r촉원화청」 외에 범패숭틀이 부롤 수 있는 ‘화청’류의 곡에는 r회심곡J ， r백발 

7h. r육갑화청J. r활상화청J . r목련경청」 동 몇 곡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마저 
도 개인별 편차가 크다고 한다. 장휘주， r화청의 두 유형 : 축원 화청과 불교가 
사 화청J r이화응악논집」 제10집(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6). p.127. 

45) 장휘주. 앞의 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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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숭의 교육과정에서도 제외시키지만 대중의 호웅올 끌어내기 위 

해서는 각 의식절차의 끝머리에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4-2. 의식 안에서의 음악의 이중구조-벙패와 화챙 

국악에 아악과 속악이 있듯이 불교음악의 성악(聲樂)에는 대중적 

인 음악인 화청(和體)과 고전적인 멈꽤(첼뼈)가 있으며. 기악에는 영 

산회상곡(靈山會上曲)이라는 정악이 있다. 음악적 구성으로서의 범 

패는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윷(單聲族律)로서 악보가 없이 구음 

으로 전해지므로 배우기가 어렵다. 

범패는 성명(얄明)이라고도 불라며， 의식의 진행형식에 따라 안채 

비와 바깥채비·화챙(회심곡)으로 구성되는데. 안채비는 법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절차로서 그 절의 고숭이 주관한다. 바깥채비는 야 

외에서 진행되므로 법당을 상징하는 패불을 내어 걸고 대중의 이목 

율 집중하기 위해 굴곡이 두드러지는 고성이 사용된다. 바깥채비는 

훗소리(범패)와 짓소리(범음)로 이루어지는데. 훗소리는 절구인 한 

시 형태로 소리의 길이가 짧고. 짓소리는 대중들이 무리지어 제창하 

는 것이다. 

안채비는 대체로 경문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법주(폼主)가 진행하 

지만 큰 의식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범꽤숭인 어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안채벼소리는 권공하는 사연을 율는 내용으로 4'6구체 내지 

산문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요령을 혼들며 독창하는 염불성 

이다. 바깥채비의 짓소리는 종교적인 신성함이나 장엄합올 강조하는 

데 효과적인 기놓을 하는 소리로 보인다 46) 짓소리로 부르는 대목을 

제외한 의식절차에는 주로 훗소리가 불리는데. 이는 각 절차의 내용 

전달을 위해서나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역할을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이 밖에 짓소리와 훗소리 모두 음악적 리듬 면에서는 자 

유로우냐. 짓소리의 선율이 한국전통음악의 선율적 특징과 거리가 

있는 반면， 훗소리는 통부지방의 민요토리로 되어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46) 장휘주， r영산재의 재의구조와 음악적 싹임새J， r공연문화연구J12(한국공연문 
화학회， 2(06),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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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도 어겨서는 안 되지만. 

화청은 일정한 가사나 가락이 없이 부르는 상황에 맞게 적당히 조절 

해서 부르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유롭고 주위의 상황과 잘 어울 

리는(￥미 것이 범패와 구별되는 화청의 가장 큰 특정이라 할 것이 
다.47) 

범패숭들은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송려로서의 종교적 권위 

와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으로서 의식적으로 범패와 화청을 구 

분하고， 사찰 밖의 화청과 사찰 내 의식 속의 화청을 분리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관련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전문 범패숭들이 말하는 화청은 .. 공 

덕 공덕二·으로 시작하는 축원화청으로서. 상단축원화청. 중단축원화 

청(지장축운화청) , 육갑화청의 세 종류이며. 어장들이 화청으로 가 

르치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결청. 걸청 .. 으 

로 시작해서 부모은중경을 노래하는 회심곡은 어장과 범패승 간의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곡이며， 단지 의식에서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대중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48) 

또한 화챙이 배치되는 위치를 보면， <<영산작법(상단권공)))의 〈회 

향의식〉과 <<중단권공(소청중위)>>의 <<각배상단))과 <<각배중단>) 

절차에서이다. 이들 각 절차의 끝에서 불보살의 덕을 찬탄하는 〈탄 

백(樓白)) 다음에 마지막 절차로 불리기 때문에. 회중에게 절차의 

종지를 알리는 역할올 하게 된다. 

의식의 절차가 끝나게 됨을 얄리고， 지루한 의식 중간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홍미를 유발시키며. 의식에 호용케 하기 위해 불교가사 화 

청(회심곡 류)을 연행하는 것은 성(휠)의 영역에서 속(倚)의 요소를 

가져다 쓰는 특이한 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각 의식에서 불리는 축원화청은 만자의 천도를 축원하는 의 

식 음악으로서. 전문 범패숭에 의해 불리게 된다. 축원화청은 산문 

형식의 순한문 사설로 부르는데， 망자가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제도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글 부분에 ”마하반야바라밀”을 

47) r무형문화재보고서J ， pp.72-73. 

48) 장휘주， 앞의 글， p.98. 



톨교음악 화청(和짧)에 나타난 성/속의 구조 133 

두 번 부르고 마친다. 근래에는 의식에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축원 

화청이 아닌 불교가사 화청도 범패승들의 재량에 의해 불리기도 하 

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영산재 <<상단권공>>의 〈회향〉 절차에서 「

회심곡」이 불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재(據修짧)의 <<중단 소청 

명부>> 절차에서 r육갑화청」이. 각배재 <<중단권공>> 절차 끝에서 「

시왕화청」이 쓰이기도 한다.49) 또한 상황에 따라 「회심곡」 대신에 r 

별회심곡」이나 「백발가」를 부를 수도 있고. 백중날이나 49재에는 r 

목련경청」올 부르기도 하며. 불탄일에는 「팔상화청」을 부르기도 한 

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불교가사 화청은 재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범패숭의 재량에 따라 여러 곡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부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지루하고 알아듣기 힘든 범패와 한문 사설인 축원 화청 대 

신에 우리말 가사로 된 화챙을 들려줌으로써 재 의식에 모인 대중들 

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사찰 측의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축원화청」 외에 범패승들이 부를 수 있는 ‘화청’류의 곡에 

는 「회심곡」 . 「백발가」， r육갑화청」， r팔상화청」， r목련경청」 퉁 몇 

곡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는 불쿄가사 화청들이 축원 화청에 버금가 

는 곡이라야만 사찰 내의 의식에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올 말해준 

다. 다시 말해 사찰 측에서는 불교적 교의와 의식의 질(質)을 염두 

에 둔 엄격한 선곡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한국 불교음악에서의 화청의 위치는 그 생성시기 만큼이나 선명치 

않다. 껴러 불보살들을 의식에 청한다”는 화청(和請)의 본래적 의미 

는 불교 의식에 쓰이는 음악을 가라키는 용어로 전용되었고. 곧이어 

범어로 된 장가(長歌) 형식의 범패와 구별되는 성악(聲樂)의 의미로 

49) 장휘주， r화청의 두 유형: 축원 화청과 불교가사 화청J ， r이화음악논집」 제10 
집， 2006,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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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게 되었다，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고숭들이나 그에 비준하 

는 거사들에 의해 씌어진 불교가사에 당시 속악의 곡조를 얹어 민간 

에 유행했던 불교 음악의 전숭이 오늘날 화청의 전신이라 보아도 무 

리가 없을 듯하다. 범어로 이루어진 범패가 장중하고 격식이 분명한 

음악이라면， 화청은 4.4조의 경쾌하고 형식이 자유로운 우리말 사설 

로 되어 있다. 또한 순한문사설로 된 축원 화청은 범패의 하나로서 

의식의 각 절차의 끝에서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불교읍악(聲樂)들은 거사배 혹은 사당 

패로 불리는 사찰과 연계된 기예단에 의해 판염불이라는 이름으로 

연행되었다. 사당패는 백련사(白運社)와 같은 신도들의 조직 형태로 

사찰에 소속되어， 민간을 돌아다니며 염불과 가무를 행하며 시주금 

을 걷어서 불사(佛事)를 돕던 단체였다. 국가의 억불시책에 따라 사 

찰의 형편이 곤궁해지면서 이들의 기예의 성격이 염불에서 잡가와 

민속 연희로 확대되어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찰과 

의 관계 역시 멀어지게 된다. 불교 측 역시 사찰의 유지와 불사를 

위해서는 숭려들 스스로 탁발숭아나 걸립숭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숭되던 불교 가사를 문전염불로 사 

용하게 된다. 조선 후기의 억불정책과 사당패를 대체해야 했던 탁발 

숭의 증가가 바로 사찰의 의식 안에서 전승되던 성악(聲樂)인 범패 

와는 별도로 대중들에게 전달。l 용이한 우리말 가사로 된 화청이 생 

성된 배경이다. 

탁발숭과 동량숭， 그리고 불교와 절연한 채 남사당패 형식으로 유 

랑하던 전문 창우집단이 부르던 불교 가사 화청은 평염불， 고사염 

불. 별회심곡， 회심곡 등으로 분화되면서 난장(亂場)에 납았다. 

한편 불교가사 화청 중에서도 육갑화청과 팔상화청. 회심곡 등은 

순한문사셜로 되어 있으며， 영산재 등의 의식 안에서 불리기도 하는 

데. 이들은 범패승들의 재량에 의해 사찰 밖에서 전숭되던 불교 가 

사 화청을 의식 안으로 수용한 경우에 속한다. 이는 속가의 음악이 

라 할지라도 의식의 기준에 적합한 불교가사 화청을 전문 범패승들 

이 선정하여 의식에 참여하는 대중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탁발숭은 민간(亂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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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를 부르지 않으며， 범패숭아 와식 절차에서 탁발 염불 류의 속 

화({:용化)된 화청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회싱곡과 같은 정제 

된 형식의 불교가사 화청을 제외한 화청들은 사찰 안 의식의 제장 

(察場)에서 불리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범패나 축원 화청 퉁이 민가 

의 난장에서 환영받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불교 음악이라는 영역 안에서 성과 속의 구분은 엄연하며， 

그 툴올 가르는 결계(結界)를 움직일 수 있었던 험은 불교라는 종교 

를 유지·존속케 하는 대중들의 요구였다. 다시 말해 대중들의 필요 

가 있을 때에 민가의 난장에서 공연되던 회심곡이 일주문의 결계를 

뚫고 의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대중들이 공유할 수 없었던 

범패는 의식 안에서만 남아있었드므로 그 성스러움을 보존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석 해보면 범패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음으로서 그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고， 불교가사 화청은 민간의 

음악과 섞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의식에서 쓰이는 축원 화청과 달리， 불교 가사 화청은 지금은 거 

리에서 거의 사라지고， 무속의 풀이와 민요 잡가의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대중들의 요구라는 강력한 동인이 작동한다면. 이제라 

도 생생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화청 (和請) . 사당(社堂) . 범패숭(뻗맺엠) . 의식 (歲式) . 제 

장(察場) . 난장(亂場) 

r삼국사기 (三國史記)J

r삼국유사(三國遺事)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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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 Structure on Buddhist Ritual Music 

Kim. Seong-soon 

The ' HwaChung'(和請)'''s original meaning is "inviting the all 

of the Buddhas and Boddhi-sattvas". And it' s meaning was 

appropriated vocal music used în Buddhist ritual differentiated 

with the "Bumpae(했뼈)" sanskritic long poem. 

In Cho Son period. such a Buddhist music played by 

professional troupe connected with buddhist temple. they are 

called as "geosabae{居土輩)" or ’sadangpae{社堂)γ

Because of the Cho Son government' s anti- Buddhism doctrine. 

increased mendicant monks substitute the "sadangpaé' . Out of 

the temple. mendicant monks had to re-create the buddhist 

vocal music acljust to illiterate people. Hwa chung is differ from 

Bumpae played in buddhist ritual in the temple. it can be easily 

accepted to people since it composed of popular word. 

Other side. according to the musical ritual master{썼뼈f홈)' s 

discretion. some of cJassical Hwachung played in inner temple 

ritual. They are select the suitable song fol' the ritual' s 

standard and receive it. Because of people who attend the ritual 

want familiar music. and the monks should consider the 

devotee’ s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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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Whachung(和請). Sadangpae(社堂) . 

Bumpaeseung(첼P貝엽) . 優式(rite). 察場(field of formaI rite). 젊場 

(outer field of temple . & field of secularized 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