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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춘천 淸平寺는 고려 때 文殊院으로 불린 이다. 종 때 白巖禪院으로 창건

하 다 하는데 이후 퇴락해 있던 것을 당  이름난 문벌이었던 仁州李氏 李資玄

(1061-1125)의 부친 李顗가 春州 監倉使로 부임하여 1068년(문종 22)에 을 고

쳐 짓고 慶雲山 普賢院이라 하 다. 1089년(선종 6) 이의의 맏아들인 李資玄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자 도 이 없어지고 호랑이와 이리가 자취를 감추

어 산 이름을 淸平山으로 이름을 고치고 두 차례에 걸쳐 문수보살이 신하여 

불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었다 하여  이름을 文殊院으로 바꾸고 창하 다. 

이자 은 선 어록을 참구하며 이름난 들을 돌아보고 慧炤國師를 만나 선의 이

치를 묻기도 하 으며, 검약하고 청정한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 문수원 골짜기에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10여 동의 건물을 마련하 다. 여러 암자 

의 하나 던 息庵은 지 도 ‘淸平息庵’의 刻字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자 이 �능

* 본 연구는 숙명여자 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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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을 강의하는 법회를 개최하니 여러 지방의 학자들이 모여들어 강의를 듣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사정은 金富轍이 짓고 坦然이 쓴 ｢眞樂公重修淸平山文殊

院記｣를 1130년에 세워 그 내용이 해 옴으로써 구체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1)1) 

이때 이자 이 조성한 원림은 고려 庭園의 형으로서 지 까지 그 일단의 면

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을  으로 흘려 곳곳

에 승 을 이룬 청평사의 경치는 조선시 에 리 알려져 여러 묵객들의 소재가 

되었다. 조선 후기 成海應(1760-1830)의 유람기를 빌면 골짜기에 들어가면 九松

臺가 있어 그 아래로 돌은 희고 물이 맑아 폭을 이루며 다시 龍潭과 鞍潭을 

지나 影池에 이르러 물은 더욱 맑아진다. 못 가운데 돌이 몇 개 있는데 산 허리

의 견성암이 못 가운데 비쳐 지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2)2) 

1327년(충숙왕 14) 원나라 晋宗의 비 泰定皇后가 장경을 이 에 시주하고 

재물을 함께 보내 길이 태자를 해 기도해  것을 바랐고, 이에 당시 원 황실

과 착되어 있던 일련의 친원세력들이 장경을 안하고 태자의 복을 비는 원

찰로 만들어 그 사실을 ｢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에 새겨 남겼다. 청평사는 이후 

1367년(공민왕 16)에 후기 불교를 이끌던 懶翁이 2년 동안 머물며 활동했고,
3)

3) 

조선 기에는 1555년(명종 10)에 불교 흥을 이끌던 普雨가 와서 머물며 여러 

건물을 수하 다.
4)4)

원 황실과 고려 지배층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청평산문수사시장경비｣는 조

선 후기에 단되어 재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데, 다행히 탁본이 일부 남

아 있어 그 모를 일부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1) 金富轍, �東文選� 권64, ｢眞樂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 

2) 성해응은 이때 김부식(김부철의 잘못)이 짓고 탄연이 쓴 이자 의 사 을 기록한 西碑와 

이제 이 짓고 이암이 쓴 원의 태정황후가 태자를 해 이곳에 장경을 시주한 사실을 

은 東碑가 있다고 하 다.(成海應, �硏經齋全集� 권51, 山水記 下 淸平山 “寺前西碑 宋

建炎四年金富軾 紀資玄事 而僧坦然書之 其東碑 元泰定皇后 爲太子藏經于此以祈福 李益齋

譔 李杏村書”) 

3) 이때  이름이 淸平寺로 바 어 있다.(覺宏, �懶翁和尙語 �, ｢懶翁和尙行壯｣(�韓國佛敎

全書� 6-706F))

4) 普雨, �懶庵雜著�, ｢淸平寺重創記｣(�韓國佛敎全書� 7-57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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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면의 내용은 탁본으로도 모두 확인된다.
5)

5)그러나 陰記의 내용은 �大東金石

書�에 수록된 단편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6)

6)이번에 음기의 내용 상당 부

분이 수록된 탁본이 새롭게 알려졌다.
7)7) 

이 은 이 새 탁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 간섭기 고려 불교 

신앙의 경향과 친원세력들의 신앙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음기를 수록한 

탁본이 구성이 불규칙하고 부분부분을 모아 이은 탁본첩이라서 음기 모를 복

원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그러나 독 가능한 내용을 통해 당시 원에서 활

동하던 일단의 료집단의 신앙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자료를 제공

하는 의의가 있다. 

2. 文殊寺藏經碑와 陰記

淸平山 文殊寺 施藏經碑
8)
는8)원 晋宗妃 泰定皇后가 장경을 문수사에 시주하

고 태자를 해 기도해  것을 바라는 일을 기록한 비이다. 그리고 음기에는 

일련의 친원세력들이 단월로 등장한다. 문수사장경비는 1327년(충숙왕 14)에 李

齊賢이 짓고 李君侅(李嵒으로 개명, 1297-1364)가 쓴 碑銘 본문과 승려 性澄 등

이 이 불사를 이루게 된 연유와 40명 정도의 동참자 명단을 은 陰記로 구성되

었다. 

그동안 비의 본문은 이제 의 문집인 �益齋亂藁�에 실려 그 내용이 해 왔

고,
9)

9)비의 탁본으로도 확인된다. 문수사는 고려의 명필 탄연이 쓴 문수원 창비

5) 장경비에 해서는 洪性益, 2006 ｢春川 淸平寺 藏經碑 復元을 한 基礎資料 檢討｣ �文化

史學� 27의 논문에서 충실한 자료 검토를 행하 다. 이 은 碑陽에 해 �益齋集� �東文

選�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金石總覽� �淸平寺誌� 등의 문헌과 6종의 탁본을 조하여 

교감본을 제시하 고, 비음은 � 동 석서� 수록분을 제시하 다. 

6) �韓國金石全文�에는 � 동 석서�에 수록된 부분이 실려 있다. 

7) 새 탁본첩 자료는 탁본연구가 박 돈 선생이 복사본으로 제공한 것이다. 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께 감사드린다.

8) 碑題는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이고 篆額은 ‘文殊寺藏經碑’이다. 이 에서는 

‘문수사장경비’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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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조선 후기부터 석 문가들의 심을 끌어 몇 가지 련된 이 남아 

있다. 

먼  기록을 남긴 것은 李萬敷(1664-1732)이다. 이만부는 청평을 돌아보고 원 

태정 연간의 장경비와 이자 의 비가 있다고 하고, 문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기

록하 다.
10)

10)두 비의 존재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하 으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만부에 이어 申緯(1769-1845)가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신 는 에 청평에 

와서 탄연의 문수원비를 보았는데, 해가 물어 역시 탄연이 쓴 후면의 祭眞

公文은 탁본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 申命準(1803-1842)이 

1819년에 다시 청평에 가서 비의 면과 후면을 모두 탁본하 다. 그리고 천년 

묵은 삼나무 아래 허물어 폐허가 된 연못 가에서 비 하나를 내었는데 씻고 보

니 이제 이 지은 藏經碑 다. 정 하게 탁본 세 장을 만들고, 장경비와 문수원

비는 모두 산 의 문헌이므로 의 주승인 松坡長 에게 부탁하여 장경비를 처

마 에 옮겨 풍우를 피하도록 하 다. 그런데 빗돌은 이미 크고 작은 다섯 개

로 깨져 있었다고 기록하 다.
11)11) 

이에 신 는 장문의 七 詩를 지어 그 사실을 읊었는데 시에 비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 다. 여기에 아들 신명 도 부친의 시 내용과 거의 같은 시를 

덧붙 다.
12)

12)시의 내용으로 보면 신 와 신명 은 제2행에서 ‘推誠亮節功臣重大

 9) 李齊賢, �益齋亂藁� 권7,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10) 李萬敷, �息山先生別集� 권4, 地行附  淸平 “有元泰定藏經碑及希夷子碑 文字剝落” 

11) 藏經碑는 徐宗華(1700-1748)의 ｢淸平山記｣(�藥軒遺稿� 卷5)에 그가 내방했을 때 이미 

부서져서 읽을 수 없었다고 하 다.

12) 申緯, �警修 全藁� 책6 貊 四 己卯四月至六月 “余前入淸平 拓取坦然文殊院碑 限於日晷 

未能幷拓後面祭眞 公文 此亦坦然書也 兒子命準再入淸平 幷拓其前後面 又於千年古檆下

廢池邊 掘得一碑 洗視之 乃李益齋先生所撰施藏經碑也 準精拓三本 此碑 文殊院碑 均爲

山中之文獻 諄囑主僧松坡長  移置藏經碑僧簷下 以庇風雨 石斷裂 大 凡五段云. 我初訪

碑到慶雲 但文殊院半段文 兒耽古乃過我 再來氊蠟窺山門 誄書不苟唐臨晉 乃其坦然之自

運 一碑又出此碑餘 掘地洗剔苔盈寸 佛書一藏施三韓 刻石紀跡淸平山 貝署官銜體嚴謹 

益齋先生文筆嫺 書 內侍秩賜紫 名字泐損唯姓李 有元泰定四年春 皇后祈福皇太子 

[元史 泰定皇帝諱伊蘓特穆爾 在位五年而崩 文宗不爲帝立廟謚 世止稱爲泰定帝 泰定元年

春 立子喇宲晉巴 爲皇太子]  善敦義是高麗 我甥允也誠祝釐 俾轉食輪護法藏 飯僧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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匡金海君臣李’ 자를 독하여 撰 인 이제 을 바르게 악했으며 書 는 內

侍로서 賜紫인 李씨까지 독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 황후가 황태자를 

해 거행한 불사로서 경 을 독하고 飯僧 행사를 하도록 했음도 독하 다. 

한 이 불사를 金怡가 맡아 진행하 음도 독하 다. 

신  부자와 가까운 시기에 청평산을 다녀간 趙寅永(1782-1850)은 이 비가 원

나라 사람들의 장경비임은 물론 찬자가 익재 이제 , 서자가 杏村 李嵒임을 정

확하게 밝혔다.
13)

13)조인 은 신 보다 정확하게 서자 李君侅를 독하 는데, 이

는 그가 매몰되기 의 비를 보았을 수도 있고, 이제 처럼 역시 남아 있는 

직을 추론하여 이군해로 단하 을 가능성도 있다. 成海應(1760-1839)도 앞에

서 소개한 것처럼 청평 유람기에서 이제 이 지은 비라고 소개하 고, 석문 

련 에서도 역시 이를 소개하 다.
14)14) 

經無替時 恭惟無爲有契聖 廣度爲心補仁政 用其土苴作九垠 利生禁暴是崇敬 其書千凾浩

煙瀾 異香薝蔔熏人寰 俶裒于笠難 葉 俶播于震騰若蘭 梁取其秕我嚌糓 砦石 唐我割

玉 鯷岑石爛鰈海塵 維功悳聚無陵谷 王拜稽首天子庭 后曁皇嗣千 齡 豈料磨挲感銅狄 

僅辨錯落捫斗星 于時大臣金匡定 綠髮貴人詩夢醒 我喜讀碑徵國史 家集圖經誤堪證 [碑文

所 僉議政承臣怡等 卽匡定公金怡也 本集 圖經 皆作臣恰 之麗史 更無以恰爲名而官政

承  此碑臣怡之爲匡定無疑也 又按匡定以僉議中贊 卒於泰定四年五月 則立碑時 尙無恙而

居位也 匡定 時 宿華藏寺 夢王御殿 唱一句云 靑雲紫氣知仙閣 匡定賡云 綠髮淸談是貴人 

以是卜其貴顯] 更 誕辰補闕文 每於各取異傳聞 [碑文曰 爲皇太子皇子祈福 各取其誕辰 

飯僧閱經歲以爲凡 麗史云 每於誕辰 飯僧歲以爲常 按每於字 語不了 不如各取字之爲詳備

也] [碑第二行 推誠亮節功臣重大匡金海君臣李 此以下泐損 按先生始 金海君 後改 鷄林

府院君]”

    附 次韻 命準 “奉屨淸平披白雲 文殊院碑有殘文 恭識家君耽古意 三日再窺荒山門 碑陰由趙

以入晉 想見坦然匠心運 池邊樹下掘一碑 剝落苔蘚蝕寸寸 有元之碑立東韓 施金代石於此山 

益齋先生記其事 文瀾汪洋古兼嫺 又一內侍品金紫 摩挲 可辨姓李 文曰皇后之祈福 祈福

何爲太子 奉勑刻石是高麗 匪直䧺藩也保釐 推誠事大於供佛 載 香燈禮六時 普濟衆生元佛

聖 博施四海寔王政 一般普濟 博施 我出我甥奉惟敬 貞石吉金倒狂瀾 何幸復出於人寰 精拓

出門碑自在 却笑蕭翼賺取蘭 文字之祥朝又穀 搜得絶奇五段玉 [藏經碑裂爲五段] 神慳使我

收奇績 莫歎人世變陵谷 龜頭復出莓苔庭 立地幾齡埋幾齡 山村[仇遠]道園[虞集]體髣髴 往

往觖落如晨星 我眸一揩一審定 却疑沈醉而暫醒 泰定第四春立石 國史家集均足證 捫苔吮毫

草釋文 書帶共廣見聞 [是日 鄭書帶 出釋文一本  諄囑長坡庇屋下 墨緣歸來報家君]”

13) 趙寅永, �雲石遺稿� 권10, 淸平山記 “逮元人崇佛 藏經于寺 銘之碑 益齋之文 杏村筆也” 

14) 成海應, �硏經齋全集� 外集 권61, 高麗碑 “文殊寺碑 在春川淸平山下 元泰定帝后以憎性澄

允 所進佛經 藏之此寺 李齊賢奉王旨撰此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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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 기의 사진에는 문수원 창비는 일부 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형

체가 거의 남고 자도 상당 부분 온 한 모습을 남기고 있는데 비해 장경비는 

그 행방이나 조각도 알려지지 않았다. 

비 면의 碑銘을 탁본을 바탕으로 문집에 수록된 원문과 조한 결과 몇 

자의 오류가 에 띈다. 하는 탁본 로 공란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비의 면을 구성할 수 있다.
15)15) 

文殊寺藏經碑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16)16) 

推誠亮節功臣重大匡金海君臣李 齊賢奉  敎讚

內侍通直郞都官正郞賜紫金魚袋臣李 君侅奉 敎書幷篆額 

泰定四年三月庚子僉議政丞臣怡17)
17)等令中 復于 王曰 天子之近臣司徒剛塔里中政

院使忽篤帖木兒受命 天子之后伻來以僧性澄寺人允 等所進佛書一藏歸諸淸平山之18)
18)文

殊寺施緡錢萬令收19)
19)其息爲 皇太子 皇子祈福各取其誕辰飯僧閱藏20)

20)歲以爲凡且曰樹碑

以示永久臣等竊惟佛法入中國隨世 替且千餘歲 皇朝 其道無爲爲宗有契于聖理廣度爲

心有補于仁政 信之尤篤今旣以傳車輸其書數千里窮山之中又立食本以贍其徒斯乃佛 之

幸也名山福地在天下不爲 不鄙弊邑爰置祝釐之所斯則非唯佛 之幸亦弊邑之大21)
21)幸也

15) 하는 탁본의 비면 단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비면 구성은 알기 어렵지만 

단 이 비교  분명한 부분을 토 로 추정하면 1행 44자 정도, 16행의 구성을 추정할 수 

있다.

16) 洪性益, 앞의 논문, 713-717면에서는 비첩 탁본이 원모습을 그 로 보여주기 어렵다 하여 

�益齋集�을 기 으로 탁본과 �淸平寺誌�를 조 교감하 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을 거의 

완 하게 보여주는 탁본을 바탕으로 문집과 조 교감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怡’ ‘收’ 등이 기존의 교감과 다르다.  

17) 文集에는 ‘恰’으로 되어 있으나 탁본에 ‘怡’가 분명하며 당시 활동한 인물과도 부합된다. 

일 이 신 가 �고려사�와의 조 등을 통해 金怡로 읽어야 함을 밝혔다.(�警修 全藁� 

책6, 貊 四 己卯四月至六月 “…碑文所 僉議政承臣怡等 卽匡定公金怡也 本集 圖經 皆

作臣恰 之麗史 更無以恰爲名而官政承  此碑臣怡之爲匡定無疑也 又按匡定以僉議中贊 

卒於泰定四年五月 則立碑時 尙無恙而居位也 匡定 時 宿華藏寺 夢王御殿 唱一句云 靑雲

紫氣知仙閣 匡定賡云 綠髮淸談是貴人 以是卜其貴顯”)

18) 문집에는 없음

19) 문집에는 取

20) 문집에는 經

21) 문집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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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書特書夸22)
22) 無極况中宮有旨敢不祗承請付執筆 以紀23)

23)於是以命臣齊賢24)其銘曰24)

於皇有元旣世以仁陽春時雨亭毒九垠乃眷金仙無爲爲敎用其土苴利生禁 是崇是敬厚

復其徒不徭不賦顓習其書其書千凾浩若烟海妙析毫釐廣包覆載律繇戒立論自定 維經之演

維慧之明路彼犪軒卓乎羊鹿載熏其香一林薝葍俶裒乎25)
25)竺曰葉 難俶播乎26)

26)震曰騰 蘭

梁取其秕我嚌維穀訾石 唐我剖維玉伊澄伊 服異心同旣成法寶以奏 功天后 嘉載 之

地曰維三韓樂善敦義維時維王我出我甥祝釐報 上允也其誠于國之東之山之寺毋27)
27)憚阻脩置

郵往施發緡內帑俾轉食輪可繼以守諉王曁臣王拜稽首 天子萬歲 天后是偕本支百世鯷岑石

爛鰈海塵飛維功德聚不鶱不墮

泰定四年五月 日沙門臣 性澄 奉使臣不花帖木兒等立石 沙門臣戒非刻字28)28)

비문의 내용은 근신인 사도 강탑리와 정원사 홀도첩목아가 황후
29)
의29)명을 

22) 문집에는 誇

23) 문집에는 記

24) 문집에는 某

25) 문집에는 于

26) 문집에는 于

27) 문집에는 母

28) 비 前面의 구성을 추정하는데 활용한 탁본은 국립 앙도서  소장본과 청명소장본이다. 

국립도서 본은 11면에 걸쳐 액을 포함한 문을 비문 차례 로 수록하여 만든 것이

다.(한古 朝 52-187) 자간을 두지 않고 문장 순서 로 연이어 만든 첩으로, 제5장의 3․4

행과 2행이 서로 순서가 바  것을 제외하면 비명  내용이 두 자를 제외하고 완 하

게 수록된 善本이다. 청명소장본은 6면이 소개되었는데, 액 3면과 찬자․서자  후반

부 4행이 3면에 걸쳐 수록된 것으로서 후 비면이 혼재된 채 장첩되어 비문 순서에 따

라 일 되게 편집되지는 않았다.( 술의 당, �高麗末 朝鮮初의 書藝�, 1996, 16-21면) 

홍성익의 논문은 모두 6종의 탁본을 소개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앞의 논문, 711-712

면) 여기서는 국립도서 본은 소개하지 않았다. 이  �書藝� 게재본이 본 논문에서 새로 

소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단된다. 한 청명소장본이 2종이 있다고 하 는데 본 논문

에서 활용한 것은 �杏村書 文殊碑�라고 제시한 것으로서 15엽이 있다고 하 지만 의 

책에 수록된 6엽밖에 확인하지 못하 고,  하나의 10엽 짜리 ‘故任昌淳 本’은 확인하지 

못하 다. 국립도서 본이 상태가 양호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구성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이 황후는 晋宗妃 泰定皇后이다. 언뜻 고려 출신 奇皇后를 연상하지만, 기황후는 1333년 

궁녀로 들어가 1338년에 帝의 제2황후가 되었다. 이 비는 1327년에 건립되었다. 한 

이듬해인 1328년 경에 원에서 온 李自成이 “황제가 우리나라의 화평군 金深이 딸 達麻失

里를 황후로 책 하 다”라는 말을 했다. 김 황후는 그동안 인종의 偏妃로 있다가 황

후가 되었다.(�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5년 4월 무술) 김심은 이 불사를 주청한 金怡

와 같은 정치  입장에 있던 인물이므로 혹 연 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황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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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사람을 보내 성징과 이윤견이 올린 장경을 청평산 문수사에 보내고 1만

민의 돈을 시주하여 그 이자로 황태자와 황자의 복을 빌게 하고 매년 그들의 생

신에 반승하고 轉讀하도록 하 으며 그런 사실을 비에 새겨 하도록 했다고 하

다. 명산과 복지가 천하에 많이 있건만 고려에 복을 빌 자리를 마련했으니 우

리나라의 복임을 기리며, 銘에서는 삼한이 선을 즐기고 의리가 두터운데다 더해 

고려 왕이 원의 외손이니 정성을 다해 복을 빌어 보답하리라는 다짐을 담았다. 

이와 같은 일을 왕에게 건의한 이는 金怡 다. 

金怡(1265-1327)는 원에서 충선왕을 시종하며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를 이간시

키려는 책략을 지하는데 노력한 인물이다. 이름 廷美를 충선왕이 怡로 바꿀 

만큼 충선왕의 총애를 받은 김이는
30)

30)1308년에 충선왕이 복 하자 귀국하여 민

부시랑 등을 지냈다. 1310년에 직부사가 되었으나 1313년 충선왕이 왕 를 충

숙왕에게 물려주고 원에 간 뒤 고려에 있을 때, 金深·李思溫 일당으로 의심받아 

가산을 몰수당하고 귀양가기도 하 다. 그러나 이내 동지 직사사가 되고 1321

년(충숙왕 8)에는 柳淸臣․吳潛 등이 瀋王 옹립과 立省 운동을 책동하자 이제  

등과 함께 이를 지하게 하는데 노력하 다. 1324년에 찬성사가 되고, 1326년에 

첨의정승이 되었으며 입성책동 반 공신에 책 되었다. 이 비를 세운 1327년에

는 첨의 찬이 되었다. 

불사를 집행한 심 인물인 불화첩목아는 1352년(공민왕 1)에 이부상서로서 

宗正府常判 梁烈帖木兒와 함께 고려에 와서 趙日新의 난을 치죄하러 오기도 했

던 인물이다. 불화첩목아는 음기에서도 성징과 함께 장경을 가져온 것으로 기

술하고 있다. 

비문을 지은 李齊賢은 원에서 충선왕을 시종하여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유하며 성리학 수용에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인물로 충선왕이 티벳에 유배

되었을 때 그 소환에 앞장섰던 측근세력이었다. 반면 비문을 쓴 李君侅는 충숙

왕 즉  직 에 과거에 제하여 왕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符印을 주고 믿던 충

것을 안 해는 비를 세운 1년 후이다. 

30) �高麗史� 권108, 列傳 金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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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왕의 측근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31)31) 

탁본의 연결 부분을 찰한 결과 비 면은 1행 44자의 16행으로 구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2. 藏經碑의 檀越

문비 비문과 탁본을 통해 비 면의 내용과 강의 면모는 짐작할 수 있는데 

비해 음기에 해서는 상세한 모습이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음

기의 많은 부분을 알려주는 새로운 탁본 자료는 큰 의의가 있다. 

이 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탁본첩은 모두 12면으로 이루어졌는데, 藏經碑 篆

額 1면, 前面 1면, 음기 8면과 文殊院重修記 2면으로 이루어졌다.
32)

32)장경비와는 

 상 이 없는 문수원 수기를 함께 장첩한 것은 청평사에 있는 두 비를 동

시에 탁본하여 일부를 섞어 넣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탁본에 수록된 자는 

비교  선명하여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이미 비면이 마모가 심해 알아보기 힘든 

자도 많고 무엇보다 탁본의 원 모습을 추론하기 어려워 비면의 구성에 난 이 

많다. 그러나 이제까지 �大東金石書�에 소개된 일부의 음기를 제외하고 알려지

지 않았던 음기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매우 요한 자료로 단된다. 

새로운 탁본에서 밝 낸 음기 내용에 따라 음기의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

다. 완 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체 구도는 짐작이 가능하다. 

탁본 수록 순서 로 8면의 음기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는 행 구분, 

//는 면 구분) 

性澄竊念爲如來弟子上不/能續慧命下不能傳遺敎兀/兀過日誠可慙恧乃欲集衆/緣作大

善報四重恩濟三塗/苦浮海如杭越轉而北上遇/ 鸞局大使李允 于京師/語所以來之意允

曰吾志//

也相 告敬和翁主王氏及/印成一藏經且備諸莊嚴具以/聞于善同生一國故耶他日又/同

31) 鄭希仙, 1990 ｢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史學硏究� 42, 12면

32) 수록 순서는 1면 액, 2면 면, 3-4면 문수원 수기, 5-12면 음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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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極樂國爲如來眷屬可/無疑也於是遂刻其名諸達/官聞而樂施爲錢三萬緡僦善/驛來置玆

寺宸陛特遣使 不//

花帖木兒 性澄䝴經聞歷/劫同種善根方能爲一國之/人今諸檀越不鄙 予一唱/而齊和

樹大賜錢以光佛事/立石記本末傳示 功德林若/此其易豈非所 歷劫氏于/碑陰沙門性澄

誌永和翁主王//

〇敬和翁主王 氏 妳子宣/王 暠 開府 同三司駙馬都/ 瀋院大君李 信榮祿大夫/通

政院使寧越臣重大匡檢校僉議/贊成事上護軍李 英成壽安翁/主王 氏 妳子金魯花赤繕/徵

司達魯花赤寧仁君崔 天鵝//

資善大夫中政院使推忠佐命宋君/郭 木知里嘉議大夫璋珮監大/原君楊 安吉大夫檢校

監門/衛上護軍李 允 朝烈大夫/中尙監大監難守奉議大夫璋/珮監大監檢校監門衛上護軍

/宋 難 內直郞 鸞局大使中//

卿金王府民部典書上護軍金/亦剌赤監 監信安君帖木/奉成庫提點正 大保節功/〇靖

大夫僉議參理上護軍/崔 濬太府監提點通憲檢校/大護軍金檢校大護軍金殊祥/院判推誠佐

通憲大夫檢校大//

護軍車 晟中正大夫司宰/令崔 成禮元尹陳庭珪護司/空 仲常護軍趙 得珪 前中/郞

任  松前郎 朴 晟前/別 李 愼大師 信化緣善/宗 智文 覺招立碑色官員/前中郞 李 

永琪  權知都評//

議錄事禹 天成權知都評/議錄事金 龍伯中軍錄事韓/希迪中軍錄事金 夢龍//

음기는 반부의 건립 연기와 후반부의 단월 명단으로 구성되었다. 존하는 

탁본의 상태가 고르지 않아 어디까지가 본래의 면 치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음

기 체의 구조를 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 동 석서�에 수록된 8행의 음

기가 원래 비면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다는 단에 견주어 보면, 비 음기는 

상단부에 성징이 서술한 건립 연기를 1행 15자의 16행으로 기록하고 하단부에 

단월 명단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3)

33)건립 연기는 다음과 같은 구성

으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性澄竊念爲如來弟子上不能續慧命

下不能傳遺敎兀兀過日誠可慙恧乃

欲集衆緣□34)作大善報四重恩濟三塗34)

33) 16행은 비 면 구성의 추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음기 추정 구성은 5·6·11행의 자가 

한 자씩 넘치고, 15행 끝 부분의 문장도 자연스럽지 않은 문제가 있다. 

34) 4자씩의 자구와 1행당 자수로 보아 한 자가 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탁본에서

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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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浮海如杭越轉而北上遇 鸞局大

使李允 于京師語所以來之意允 曰

吾志也相 告敬和翁主王氏及印成一

藏經且備諸莊嚴具以聞于善同生一

國故耶他日又同生極樂國爲如來眷

屬可無疑也於是遂刻其名諸達官聞

而樂施爲錢三萬緡僦善驛來置玆寺

宸陛特遣使 不花帖木兒 性澄䝴經

聞歷劫同種善根方能爲一國之人今

諸檀越不鄙 予一唱而齊和樹大賜

錢以光佛事立石記本末傳示 □□35)35)

功德林若此其易豈非所 歷劫□□36)36)

氏于碑陰沙門性澄誌37)37)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性澄竊念 爲如來弟子 上不能續慧命 下不能傳遺敎 兀兀過日 誠可慙恧 乃欲集衆緣 

□作大善 報四重恩 濟三塗苦 浮海如杭越轉 而北上遇 鸞局大使李允 于京師 語所以

來之意 允 曰 吾志也 相 告敬和翁主王氏 及印成一藏經 且備諸莊嚴具 以聞于善 同

生一國故耶 他日又同生極樂國 爲如來眷屬 可無疑也 於是遂刻其名 諸達官聞而樂施 爲

錢三萬緡 僦善驛來置玆寺 宸陛特遣使 不花帖木兒 性澄䝴經 聞歷劫同種善根 方能爲

一國之人 今諸檀越 不鄙 予 一唱而齊和 樹大賜錢 以光佛事 立石記本末 傳示 □ □

功德林 若此其易 豈非所 歷劫□□氏于碑陰 沙門性澄誌

성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로는 지혜의 명맥을 잇지 못

하고 아래로 남은 가르침을 하지 못한 채 그  세월만 지났으니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연을 모아 큰 선근을 지어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삼도

의 고통을 구제하여 바다를 건 는 나룻배가 되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의란국 사 이윤견을 서울에서 만나 온 뜻을 말했더니 이윤견이 바로 자신

의 뜻이라면서 함께 가서 경화옹주 왕씨에게 알려 장경 한 질을 어내고 여러 장

35) 문장 내용과 1행당 자수로 보아 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36) 문장 내용과 1행당 자수로 보아 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37) 음 이 있는 자는 �大東金石書�에 수록된 부분. 그러나 � 동 석서�에 수록된 7행  

3행과 4행은 이 에서 추정한 비면 배치의 각행 시작 자 자리와 다르고, 1행과 2행, 2

행과 3행, 4행과 5행 등 사이에 이 비게 되어 � 동 석서�에 수록된 부분은 비면 모습 

그 로 탁본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를 잘라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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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구를 갖추기에 이르 습니다. 이로써 함께 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

며, 다른 날  극락국에 함께 태어나 부처님의 권속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 이름을 새기고자 하 더니 여러 훌륭한 분들이 즐겁게 보시하여 삼만 민이 

되어 실어다가 이 에 두었는데, 폐하께서 특별히 사자 불화첩목아와  성징을 보

내 장경을 실어오게 하셨습니다. 듣건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함께 선근을 심어 

바로 한 나라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지  여러 단월들이 를 어리석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이 앞장서자 일제히 화답하여 돈을 모아 불사를 빛나게 하 기에 비석

을 세우고 그 본말을 기록하여 후세에 하고자 합니다. 공덕림이 이만큼 쉬울 것이

며, 이른바 오랜 겁을 지나도록 (공덕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동참

인들을) 비 음기에 새깁니다. 사문 성징이 습니다. 

음기는 李允 이 鸞局大使라는 직책으로 불사에 참여하 으며 불사의 바탕

이 된 장경 인경은 敬和翁主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기도 불사 유지를 

한 기 은 3萬緡이었음을 알려 다. 비명에서 보이지 않았던 경화옹주가 불사

의 주역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건립 연기 아래에 구성된 단월 기록 부분은 빠진 곳이 많아 확정하기는 어렵

지만 체로 35명 정도의 인원을 추정할 수 있다. 탁본에 제시된 순서가 일정하

지 않고 일부 碑片은 합쳐 구성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다른 인물로 제시한 비

편들이 합쳐져 하나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존 탁본의 순서를 바탕

으로 여기에 추정이 가능한 수정을 가해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38)( ( ) 

안 자는 추정자, 〇는 락자)
39)39) 

永和翁主王

敬和翁主王 氏 妳子宣 

壽安翁主王 氏 妳子金40)40)

開府 同三司駙馬都 瀋王 暠41)41)

38) 단월 명단을 추정하는데 이익주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꼼꼼하게 읽고 논문 

반에 해 조언해주신 이익주교수께 감사드린다. 

39) 음기가 16행으로 구성되었고 재 추정 가능한 명단이 35인임을 감안하면 단월은 3단으

로 이루어진 40명 이상의 명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0) 탁본 배치에서는 경화옹주 다음 4행에 수록되었다. 

41) 탁본의 배치는 ‘王 暠開府 同三司駙馬都’와 다음 행의 ‘ 瀋’인데, 순서를 바꾸어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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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祿大夫通42)
42)政院使(輸忠保節同德佐理功臣)寧越院大君李 信43)43) 

〇〇(功)臣重大匡檢校僉議贊成事上護軍李 英成 

(達)魯花赤繕徵司44)
44)達魯花赤寧仁君45)崔 天鵝45)

資善大夫中政院使推忠佐命(功臣)〇宋46)
46)君郭 木知里47)47) 

嘉議大夫璋珮監大(監)〇原君楊 安吉 

內直郞48)
48) 鸞局大使中〇大夫49)

49)檢校監門衛上護軍李 允 50)50) 

朝烈大夫中尙監大監難守51)51) 

奉議大夫璋珮監大監檢校監門衛上護軍宋 難 52)52) 

卿金王府53)民部典書上護軍金 亦剌赤53)

〇〇監 監信安君帖木(兒)

奉成庫提點正 大(夫)

다.

42) ‘近’자와 유사한 획으로 보이지만, �元史�에서 획이 유사한 련 기 으로는 通政院이 있다. 

43) ‘院大君李 信’과 ‘榮祿大夫通政院使寧越’로 수록된 것을 순서를 바꾸어 추정하 다. 이신

은 寧越君 는 寧越府院君이라야 맞다.(�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1년 2월 정묘) 종

실을 府院大君에 한 는 많고, 王煦(權載)가 충숙왕 때(�高麗史� 권110, 열  王煦), 

盧�이 충목왕 때 府院大君에 해진 가 있다.(�高麗史� 권37, 세가 忠穆王 4년 2월 신

사)

44) 미상인데, 정3품질의 繕工司가 있어 비교된다.

45) 충선왕  조성으로 추정되는 �화엄경� 사경에 三重大匡寧仁君李也之不花가 발원자로 다

른 여러 경 을 사경하여 ‘皇圖永固’를 기원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권희경, 2006 �고려

의 사경�, 도서출  고운, 68-69면) 

46) 榮자일 가능성도 있다. 

47) ‘資善大夫中政院使推忠佐命’과 ‘宋君’, ‘郭  木知里’로 나뉘어 있지만 나란히 수록되어 있

으므로 간 자가 락된 한 사람의 질로 볼 수 있다.

48) 원의 內侍 종6품 질이다. 

49) 고려의 종3품 질로 中正大夫, 中顯大夫가 있고, 원의 종3품 질로 中議 부, 中憲 부, 

中 부가 있으며, 원의 內侍 질로 정2품 中散 부, 종2품 中引 부, 정3품 中御 부, 

정4품 侍中 부, 정4품 中衛 부, 종4품 中涓 부가 있다. 

50) ‘大夫檢校監門衛上護軍李  允 ’과 3행 건  뛰어 있는 ‘內直郞 鸞局大使中’ 구 을 합쳐 

구성하 다. 면의 비문에서 鸞局大使 李允 이 성징과 함께 이 불사를 주도하 다고 

소개하고 있다.

51) 충숙왕 때 海君에 해진 崔難守가 있다.(�高麗史� 권34, 충숙왕 원년 12월 기유)

52) 嘉議大夫는 원의 정3품, 朝烈大夫는 정4품, 奉議大夫는 정5품이다.

53) 왕부는 원의 직이다.(�高麗史� 권30, 세가 충렬왕 16년 11월 정묘 帝以趙仁規爲高麗國

王府斷事官賜金虎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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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節功(臣)54)54)(匡)55)55)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崔 濬 

太府監提點通憲(大夫)檢校大護軍金 

檢校大護軍金 殊祥 

〇〇院判56)
56)推誠佐〇57)

57)(功臣)通憲大夫檢校大護軍車 晟  

中正大夫司宰令崔 成禮 

元尹58)陳 庭珪 58)

護(軍)司空 仲常 

護軍趙 得珪59)59) 

前中郞 任 松 

前郎 朴 晟 

前別 李 愼 

大師 信〇 

化緣 善宗 智文 覺招 

立碑色官員 前中郞 李 永琪 

權知都評議錄事禹 天成 

權知都評議錄事金 龍伯 

中軍錄事韓 希迪 

中軍錄事金 夢龍

체 35인의 단월 명단은 옹주 3인과 심왕, 일반 료 22인, 불사 실무 승려 4

인, 비 건립 련 인원 5인으로 명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단월의 이름을 표기하는 형식은 원 계+원 직+공신호+고려 계+고려 

직+이름순이다. 성과 이름 사이에는 외 없이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 많은 고

려 寫經에서의 표기와 같은 방식을 보여 다. 화옹주는 ‘王’ 이하의 아랫부분

54) 최 은 이 비가 세워진 해 11월에 일등공신에 책 되었다.(�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4년 11월 무자)

55) ‘匡’ 자는 명확하지 않은데, 질로 추정해 볼 때 가장 유사하다.

56) ‘院判’은 추 원․선정원을 비롯하여 주요 원  기 에 두었던 정5품 직이다. 고려 출

신 환 들이 많이 가졌던 정원․통정원․ 作院․태부감에도 동 의 원 이 있어 이

들  어느 한 곳의 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作院判官 등의 용례로 사용되었다.

57) 推誠佐命功臣과 推誠佐理功臣이 있다. 

58) 異姓 諸君의 품계를 諸君 종1품, 元尹 종2품, 正尹 정3품으로 하 다.(�高麗史� 권77, 百

官志 宗室諸君 異姓諸君)

59) 1349년(충정왕 원년)에는 上護軍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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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없지만 경화옹주와 수안옹주는 ‘敬和翁主王 氏 妳子宣’, ‘壽安翁主

王 氏 妳子金’으로 표기하 다. 왕씨 다음에 嬭子 그리고 宣과 金의 성씨를 붙인 

것이 이채롭다. 

료들을 고려와 원을 구분하지 않고 품계로만 보면 1품부터 8품까지 나뉜다. 

이신은 원의 종1품 이고
60)

60)이 성은 고려의 종1품 으로 1품은 2인이다. 곽목

지리와 최 은 정2품이고 최천아도 수록 순서로 보아 같은 품계로 추정된다. 차

성, 진정규, 통헌 부 김모는 종2품이어서 2품은 모두 6인이다. 양안길, 이윤견, 

김역랄 , 최성례, 정순 부 모는 정3품, 송난자와 김수상은 종3품으로 3품은 모

두 7인이다. 사공 상, 조득규, 상감 감, 신안군은 정4품이고, 임송은 정5품, 

박성은 정6품, 이신은 정7품이다. 공신호를 받은 이도 5인이다. 

승려는 심 인물인 大師 信〇과 시주 련 善宗, 智文, 覺招 3인이 수록되었

다. 비 건립 실무직인 立碑色 官員은  랑장 이 기와 정7품 도평의녹사 2인, 

정8품 군녹사 2인의 실무진 5인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단월 명단 26인  왕실 련 4인 외에 일반 료는 22인이다. 이들의 

직과 계가 일치하지 않아 어느 것을 기 으로 삼기 어렵지만 둘  상  

등으로 헤아리면 1품 2인, 2품 6인, 3품 7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의 환 들이 

담당하던 재정 련 직을 띠고 있는 인물들은 고려 직을 겸한 경우가 반

쯤 된다. 장패감과 상감의 감은 종3품인데 품계는 정3, 정4, 정5품을 갖고 

있다. 소감은 정4품, 태부감과 성고 제 은 정5품이다. 원의 종3품질 송난자는 

고려의 정3품질을, 원의 정5품직은 고려의 종2품질을, 원의 정5품직은 고려의 정

3품질을 보이고 있고, 원의 정5품직 이윤견은 고려의 정3품질을 갖고 있다. 5품 

이하는 모두 고려의 직 직을 가진 3인이다. 

鸞局大使이자 檢校監門衛上護軍인 李允 은 원에서 활동한 환 으로 의란국

은 戶口와 房 를 맡는 궁내 청이다. 이윤견의 中〇大夫는 고려나 원의 질이

다. 원의 직을 가진 사람이 고려의 직이나 품계를 받은 경우가 여럿이기 때

문이다. 같은 검교감문  상호군의 직함을 가진 송난자는 원의 품계를 보 다. 

단월들이 가진 직 에는 고려 직과 元의 직함이 반씩을 차지한다. 

60) 榮祿大夫는 원의 종1품 이다. 고려에서는 공민왕 때 종2품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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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은 中政院使 郭木知里, 通政院使 李信, 章佩監大監 楊安吉과 宋難 , 

中尙監大監, 鸞局大使 李允 , 太府監提點, 奉成庫提點, 〇〇監 監 등으로 모

두 11명이다. 정원은 황후의 財賦 營造 供給과 시 군의 목욕 등을 맡던 청

으로 정원사는 정2품직이다.
61)

61)통정원은 역참을 맡던 청으로 통정원사는 종

2품직이다.
62)

62)장패감은 환 을 담당하던 청으로 御服 寶帶 등을 맡았으며 책

임자 정3품 監卿에 이어 감은 종3품직이다.
63)

63) 상감은 大斡耳朵의 怯怜口 사

무와 資成庫 리, 内府 진설의 장막․수 ․우의 등을 맡던 청으로 정3품 감

경에 이어 감은 종3품직이다.
64)

64)의란국은 大都와 上都에 설치되어 궁 에 촛

불을 켜는 일과 각 문호의 열쇠를 잠그는 일 그리고 후원의 진기한 짐승, 내

부 궁궐과 태묘에서 제사에 쓸 발, 궁정의 청소, 장식 등을 맡던 청으로 의란

국 사는 정5품직이다.
65)

65)태부감은 과 비단 면직 등 직물의 출납을 맡던 기

으로 그 에 둔 內藏·左藏·右藏의 책임자가 종5품 提點이다.
66)

66)이들은 부분 

원의 재정이나 물품 리를 담당하던 청의 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의 직으로는 재추 에 해당하는 僉議贊成事 李英成, 僉議參理 崔濬, 元

尹 陳庭珪가 있고, 民部典書 金亦剌赤, 司宰令 崔成禮, 檢校大護軍 車晟과 金殊

祥 외 1인, 護軍 司空仲常과 趙得珪, 前中郞  任松과 李永琪, 前郎  朴晟, 前別

 李愼 등으로 모두 14명이다. 민부 서와 같은 상서성 직도 있지만 하 직

은 모두 무 직이다. 

원의 장패감 감인 송난자는 고려의 감문 상호군 직도 함께 가졌고, 의란

국 사 이윤견도 감문 상호군을 함께 가졌다. 왕부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보

이는  김역랄 은 고려의 민부 서직을 가졌다. 정원사 곽목지리는 고려 공신

호를 받았고 통정원사 이신은 고려에서 寧越君으로 책 되었다. 達魯花赤 최천

아도 寧仁君으로 책 되었고 장패감 감 양안길은 〇原君, 〇〇監 監 帖木(兒) 

61) �元史� 권88, 百官志 中政院

62) �元史� 권88, 百官志 通政院

63) �元史� 권90, 百官志 章佩監

64) �元史� 권90, 百官志 中尙監

65) �元史� 권90, 百官志 鸞局

66) �元史� 권90, 百官志 太府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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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는 탁본 구성이 이어진 부분이라면 信安君으로 책 되었다. 이런 사

실은 원에서 활동한 많은 고려 출신 환  계통의 인물들이 고려에서도 공신이나 

군에 책 되는 등 강한 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 다. 

이들 단월 명단의 특징은 원의 직을 가진 인물이 많다는 것에서 보듯이 친

원세력이 심을 이루고 있다는 이다. 이 시기 다른 고려 비문에 등장하는 인

물들이 연 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이 상당한 숫자인데 비해 이 장경비

는 직이 고 직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서 행 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은 왕

고, 이신, 양안길, 최 , 조득규, 임송의 6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친원세

력이고 환  직책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 고  료라 하더라도 이후 

고려 정치 개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려났기 때문에 그랬

을 가능성도 있다. 

단월들의 구체 인 면모를 살펴 보면 이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에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瀋王 王暠보다 앞서 기록된 3인은 왕실의 

세 여인이다. 경화옹주가 이 비를 세우게 된 연유인 장경 印經의 심인물인

데, 화옹주는 그에 앞서 기록되었다. 경화옹주는 원에서 살며 친원세력의 구심

 역할을 하던 인물로 추정된다. 비문에서 성징과 이윤견이 바친 장경을 황

후가 청평사에 비장하여 기복 불사를 진행하라 하 다 하 는데, 음기에서 성징

과 이윤견이 이 불사를 발원하고 경화옹주에게 가서 장경 한 질을 인경해 내

었다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말해 다. 경화옹주가 황후에 통하는 인물로 추정

되는 것이다. 1341년(충혜왕 후2)에 공주를 목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이유로 원

나라의 平章政事 闊闊赤의 부인인 경화옹주의 외향이라 하고 있고
67)

67)안동 도호

부 소속의 才山縣이 본래 德山部曲이었는데 충선왕이 경화옹주의 고향이라 하여 

으로 승격시켰다는 사실은
68)

68)경화옹주의 향력이 고려에 크게 미치고 있었음

을 말해 다. 

이로써 볼 때 경화옹주는 원의 고  료의 부인으로서 재원 고려 인층의 

6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忠淸道 公州牧 建置沿革

68) �慶尙道地理志�, 安東大都護府 “才山縣 本德山部曲 高麗忠宣王以敬和翁主之鄕 陞爲才山

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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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세력을 이루었던 인물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69)

69)경화옹주의 남편 활활

은 燕鐵木兒(1285-1333)를 따라 天 帝 사후 문종과 명종의 왕  다툼 과정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70)

70)燕鐵木兒는 武宗의 근신으로 泰定帝 사후 文宗․

明宗․寧宗․ 帝 등의 복잡한 왕  계승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사

치를 일삼던 권신이었다. 따라서 경화옹주가 남편의 정치  힘을 바탕으로 고려

왕과 심왕의 갈등  그에 따른 인들의 분화 등 복잡하게 개되었던 원의 고

려인 사회에서 한 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瀋王 王暠는 충선왕의 조카인 延安君으로 충숙왕과 왕  계승 정쟁을 벌 던 

인물로서 문수사 장경비 단월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심왕은 충

선왕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심왕과 부마라는 배경으로 원 종에 근하

여 정치  후원을 받고 고려 왕 에 도 하기도 했다. 심왕은 충선왕과 충숙왕 

사이에 한 정치  상을 갖고 있던 권력 갈등의 한 축이었다. 반면 문수사에 

장경을 시주하고 비를 세우도록 원 조정에 알린 金怡는 유청신 등이 입성운동을 

일으키자 충선왕의 지시에 의해 이를 지했던 측근 인물이었다.
71)

71)심왕이 핵심

을 이루어야 할 단월 명단에 심왕 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曺 ․蔡河中․權漢

功․蔡洪哲․李光逢․柳淸臣․吳潛․曺璉․趙延壽․金元祥 등의 이름은 확인되

지 않는다.
72)

72) 

충선왕과 충숙왕은 오랜 기간 동안 갈등 계를 보 다. 충선왕이 원에서의 

입지 유지를 해 고려 왕 를 아들인 충숙왕에게 하 으나 심왕 는 조카

인 王暠에게 으로써 고려에서 충선왕의 향력을 유지하고자 하 다. 충숙왕

은 찰리변 도감을 설치하여 충선왕 세력과 결하며 개 정책을 추진하 지만 

69) 경화옹주는 通 君 王珩의 딸로서 洪彬(1288-1353)의 繼室인 경화옹주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인물로 악된다. (�牧隱文藁� 권19, ｢唐城府院君洪康敬公墓誌銘｣ “繼室以通 君王

珩之女敬和翁主 王氏無所出”) 홍빈은 1329년(충숙왕16)에 원에서 承直郞의 품계로 松江

府判官을 지내다 1337년에 귀국하여 贊成事가 되었다. 그의 력으로 보아 1327년 장경

비를 세울 시 에 그의 후실이 재원 고려 세력의 핵심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70) �元史� 권138, 列傳 燕鐵木兒

71) 李益柱, 2000 ｢14세기 반 高麗 元關係와 政治勢力 동향｣ �한국 세사연구� 9, 166면

72) 재까지 탁본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 직명만 남은 경우나 일실된 부분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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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의 치폐가 반복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역학 구조는 반 을 거듭하 다. 

1320년(충숙왕 7)에 원의 인종이 죽고 종이 즉 하자 인종의 지원을 받던 충

선왕의 지 도 크게 받고 상 으로 충숙왕의 입지는 강화되었다. 원 내부

의 정치  립 구도에 따라 충숙왕의 지 는 유동 이 되었고 충숙왕과 심왕고

의 고려 왕 를 둘러싼 결이 심화되었다. 1322년(충숙왕 9)에 원 종이 주도

권을 확보하자 그의 지원을 받던 심왕고의 입지가 강화되어 權漢功 蔡洪哲 李光

逢 등 충선왕 측근세력들이 심이 되어 심왕옹립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옹립운

동은 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323년(충숙왕 10)에는 심왕 를 유지하면

서 고려에 한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는 立省운동이 柳淸臣 등에 의해 추진되

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충선왕이 입성운동을 반 함으로써 충선왕 측근으

로 이루어진 심왕  내부의 분열을 래하 다.
73)73) 

李信은 어려서 원나라에 가서 환 으로 활동한 이이다. 충렬왕 때 고려에 사

신으로 와서 사당에 제사를 지내러 경상도에 내려갔다 와서 좌승지 趙簡이 왕명

으로 뇌물 받기를 좋아하던 按廉使 朱印遠의 죄상을 조사할 때 환  柳允珪와 

함께 도당에 나아가 주인원이 자신을 잘 했지만 그것이 모두 백성의 피땀이

었고  皆骨山에서 돌아오는데 길에 노유를 막론하고 東界로 가는 사람들이 많

아 그 까닭을 물어보니 안렴사의 폭정을 피해 가려 한다고 증언하 다.
74)

74)1310

년(충선왕 2)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인 환 들을 君할 때 寧越君에 해졌으

며, 1311년(충선왕 3)에는 원에서 天寺를 수호하여 晋王이 이 을 원찰로 삼

고 싶어하는 뜻을 했는데 이신이 宦 院使로 이일을 담당하 다.
75)

75)이신은 

1324년(충숙왕 11)에는 輸忠保節同德佐理功臣 寧越府院君에 해졌다.
76)

76)이신은 

신당주와 함께 원의 大都에 승려 戒明을 세워 龍泉寺를 20여년에 걸쳐 창하

다.
77)

77)이후에도 그에 한 평가는 호의 이었던 듯 1387년(우왕 13)에 총신 이

신의 內鄕이라 하여 平昌縣을 知郡事로 승격시키기도 하 다.
78)

78)비문에서는 원

73) 李益柱, 앞의 논문, 139-158면

74) �高麗史� 권123, 列傳 嬖幸 朱印遠

75) �高麗史� 권34, 세가 충선왕 3년 9월 임자

76) �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1년 2월 정묘 

77) 李穀, �稼亭集� 권6, ｢大都大 縣重 龍泉寺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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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1품 계인 榮祿大夫 通政院使의 직함을 띠고 있다. 

楊安吉은 고려와 원을 왕래하며 활동한 환 이다. 1321년 왕이 원나라에 갈 

때 따라가서 柳淸臣 吳潛 등과 함께 심왕의 일당이 되어 왕을 모함하 다. 양안

길은 曹 의 양자로서 원 종을 모시면서 권세를 부렸는데 결혼한 이동생을 

새로이 朴仁平에게 시집보내 일당이 되어 활동하 다.
79)

79)양안길은 심왕과 종

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심왕세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 고,
80)

80)심왕과 일당이 

되어 왕을 배반하고는 국가의 은 한 일을 심왕에게 참소하는 등 비행을 질

다. 4월에 원이 국왕의 인장을 거두었고 8월에 심왕을 고려왕에 임명하는 등 

행이 계속되는데 역할을 하 다. 이 비가 세워진 이후인 1340년(충혜왕 후1)에 

원에서 황제의 명으로 院使 양안길을 府尹 趙 門과 함께 소환하 다.
81)

81)이 

비에서는 원의 정3품 계인 嘉議大夫와 환  업무와 内府에서 장하는 御服과 

寶带 사무를 맡는 기구인 章佩監의 직을 띠고 있다. 

崔濬은 이 비를 세운 해인 1327년(충숙왕 14)에 2년  충숙왕이 원에서 돌아

와 원에 체류한 5년 동안 심왕과의 사이에 왕  분쟁이나 立省 책동 등의 어려

움을 겪었음을 회고하고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공신호를 내릴 때 參理로서 1

등공신에 책 되었고,
82)

82)이듬해에는 評理가 되었다.
83)

83)이런 사실은 그가 충숙왕

의 측근세력이었음을 말해 다. 비문에서는 정2품 匡靖大夫로 추정되는 계와 

종2품의 僉議參理와 上護軍의 질을 띠고 있다. 최 은 이 비 음기에서도 쓴 

구 인 “四恩에 보답하고 三途를 제도하며” 반야를 밝히고 부처의 혜명을 이음

으로써 생들이 안락하고 이익이 되기를 기원하며 1351년(충정왕 3)에 사재를 

내어 � 강경�을 사경하기도 하 다.
84)84) 

趙得珪는 1349년(충정왕 원년)에 상호군으로서 龍席과 竹簟을 가지고 원에 갔

78) �高麗史� 권56, 地理志 平昌縣

79) �高麗史� 권131, 列傳 叛  曹

80) 金惠苑, 1998 ｢忠肅王 8년(1321)의 瀋王擁立運動과 그 性格｣ �梨大史苑� 31, 36면

81) �高麗史� 권36, 세가 충혜왕 후원년 3월 병인

82) �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4년 11월 무자

83) �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15년 4월 갑오

84) 권희경, 2006 �고려의 사경�, 도서출  고운,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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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5)

85)비문에서는 護軍의 직을 띠고 있다. 

任松은 1322년(충숙왕 9)에 원에서 활동하 다. 왕이 원에 있으면서 인장을 빼

앗기고 심왕을 고려왕에 임명하는 등 분란에 싸여 있었는데 언 慶斯萬이 崔有

渰 등에게 요청하여 왕을 복 시키고 고려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을 작성하여 

원의 서성에 올리고자 하 다. 그런데 주 에 심왕당이 많아 그 을 妙覺寺에 

두고 巡軍이었던 임송이 지키도록 했다가 겨우 보낼 수 있었다.
86)

86)이 기록은 그

가 충숙왕의 측근 인물로 행동했음을 알게 한다. 비문에서는 前中郞 의 직함을 

띠고 있다. 

民部典書 上護軍 金亦剌赤은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 유사한 인물로 충선왕 

2년에 군받은 인물 에 樂安君으로 책 된 金亦刺兀塔이 있다.
87)87) 

사재령 崔成禮를 비롯하여 이름이 확실한 나머지 사람들의 활동은  알 수 

없다. 

이 문수사장경비는 심왕이 단월 머릿부분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왕

로 알려진 주요 료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안길과 같이 심왕 로 볼 

수 있는 인물도 있지만 이신이나 최 이 충숙왕 때 공신에 해진 것으로 보면 

충숙왕과 가까운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송은 명확히 심왕의 반 편에서 

활동한 충숙왕 측근 인사이다. 이신이나 양안길을 포함하여 정원사 곽목지리, 

장패감 감 송난자, 상감 감, 의란국 사 이윤견, 태부감제 , 성고제  등 

11명의 환  출신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고려 정계와 련하여 그 성향을 알기 

어렵고 원에서 직을 받아 활동했다는 공통 을 갖는다. 이는 이 비의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이 심왕 나 국왕  등 고려 정치 상황과 연 된 정  성향과는 

무 하게 원에서 기반을 갖고 활동한 자들로서, 이들이 원 황실의 기복신앙을 

해 두루 참여하여 이 불사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85) �高麗史� 권37, 세가 충정왕 원년 3월 갑진

86) �高麗史� 권35, 세가 충숙왕 9년 정월

87) �高麗史� 권33, 세가 충선왕 2년 9월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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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간섭기의 불교신앙과 藏經碑 건립

몽고와의 긴 쟁을 치르고 원의 간섭기에 어들면서 불교계는 강한 복고

인 경향을 보 다. 선종 가지산문과 법상종의 두로 교계는 변화하 고 수선사

와 백련사에서는 결사 이 의 법계를 강조하면서 상황 변화에 처하고자 하

다. 수선사나 천태종 그리고 법상종은 왕정복고 의 후원과 원과의 긴 한 계

를 가지며 교단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88)

88)이미 원 간섭기 기에 수선사

의 제6  沖止는 원의 고려 불교계에 한 간섭이라는 배경 아래 앙 귀족불교

를 비 하고 신운동을 세웠던 수선사 통과는 다르게 은둔 인 선과 세이

익  공덕신앙에 경도되어 원 황제를 해 축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
89)89) 

이 시기 불교 신앙은 실 인 祈福신앙이 주류를 이루었다. 13세기 반의 

신앙결사 단계에서 지방사회의 향리층과 독서층이 불교계의 심세력으로 등장

하여 기층사회와 사회  유 를 공유하 으나 13세기 후반 이후 14세기에 들어

서는 지배계층이나 개인들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 었다. 

불교 사상과 신앙체계를 공유하던 유 감이 무 진 지배계층과 기층민은 공통

으로 세기복 이고 타력신앙 인 경향을 추구한 것이다. 음신앙이 매우 성

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한 경  간행과 술활동이 이루어진 것도 그런 경향

의 일환이다. 한편으로 왕실과 권문은 많은 원당을 건립하여 사원 을 확 하고 

불교계의 교권까지도 장악해가는 추세 다.
90)90)  

14세기 반기의 불교 신앙 경향은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의 시주자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302년에 조성된 아미타상의 복장 유물은 승려 法英이 昌

寧郡夫人 張氏와 光山金氏․安東金氏․文化柳氏․東州崔氏 등 세족가문의 후원

으로 조성한 불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불상의 발원문은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

88) 姜好鮮, 2011 ｢高麗末 懶翁慧勤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32-33면

89) 박 제, 1994 ｢원 간섭기 기 불교계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540-550면

90) 蔡尙植, 1991 �高麗後期佛敎史硏究�, 一潮閣, 21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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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속의 개인 인 기복을 한 신앙에서 불상 조성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해 

다. 여기에는 양계 만다라를 조성하는 등 티벳 교의 수용에 따라 나타난 주

술  진언의 신비성에 한 기 가 크게 드러나 있다.
91)

91) 한 발원문에서는 세

족가문들이 원 황실을 해 기원하는 지배층의 기복신앙 면모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충렬왕  이후 불교 신앙은 권속 일족의 기복을 한 것에 더해 원 

황실에 한 기원이 덧붙여진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향은 왕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충렬왕은 1275년(원년)에 고종과 원종 에 국왕이 잦은 행차를 했던 주요 사

찰인 賢聖寺에서 왕비와 함께 원 황제를 한 행사를 가졌고, 궁 에서 觀音畵 

12구를 진설하고 역시 황제를 해 기도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듬해에는 普濟

寺에서 황제를 해 기도하고 매년 황제의 생일마다 같은 행사를 갖도록 하

다.
92)

92)1284년(10년)에는 妙蓮寺를 새로 건립하여 왕비인 제국 장공주의 원찰로 

삼고 원 황실의 복을 빌도록 했는데, 충렬왕은 해마다 이곳에 행차하여 祝願하

고 기일에 재를 지내 이 이 고려 왕실의 원찰이자 원 황실과도 깊은 연 을 

갖는 사찰로 운 하 다.
93)

93)1289년(15년)에는 金字 장경을 완성하 고, 1290년

에는 원의 요청에 따라 사경승 백 명을 원에 보냈다. 1297년(23년)에 왕비가 죽

자 원에서 견된 사신은 사찰에서 轉藏법회를 열어 왕비의 명복을 빌었다. 

1301년(27년) 정월에는 백 과 함께 묘련사에 가서 황제를 해 기도하고 원의 

에 따라 行省 이하 지방의 리들도 정월 삭망에 향을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

다. 1302년(28년)에는 閔漬 등을 원에 賀聖節使로 보내면서 성수를 비는 佛疏

를 지어 가도록 하 다.
94)94)

충렬왕 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에 수많은 사경승을 보냈는데 충렬왕 자신

도 金字 銀字 寫經院을 세우고 장경을 사경하 다.
95)

95)그  1284년(충렬왕 10)

에 제작된 金字大藏 �佛說雜藏經�과 1285년 제작의 �妙法聖念處經�은 고려 국왕

91) 許 植, 1994 �韓國中世佛敎史硏究�, 一潮閣, 212-247면

92) �高麗史� 권28, 세가 충렬왕 원년 4월 기유 ; 원년 11월 을해 ; 2년 정월 을해

93) 蔡尙植, 앞의 책, 181-183면

94) �高麗史� 권28, 세가 충렬왕 27년 정월 병진 ; 28년 6월 을해

95) 권희경, 앞의 책, 47-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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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宮主가 황제의 만년을 하여 발원 寫成한 것으로서 원 황실을 한 공덕으

로서의 사경의 의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원 황실을 한 기복 불사는 왕실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283년(충

렬왕 9) 경에 密直司 右承旨 廉承益은 �법화경�을 사경하여 국왕과 궁주가 재액

이 없고 병화가 종식되어 국토가 태평하며 일문권속이 병고가 없기를 기원하고 

부인과 자녀들의 장수를 빌었다. 충렬왕의 총애를 얻었던 권신 염승익은 병을 

치료하는데 신주를 쓰고 벼슬을 그만 두고 출가해서는 숯을 손 에 놓고 향을 

피우며 염불하는 등 주술  신앙에 몰두했던 인물로서, 호화롭게 지은 자신의 

집을 金字大藏經所로 내놓기도 하 다.  염승익은 國王과 宮主의 복수무강과 

자신 임종시의 극락왕생을 해 1286년(충렬왕 12)에 아미타여래도를 발원 제작

하기도 하 다.
96)

96)이 시기 집권 세족의 신앙 경향이 기복신앙에 몰두되고 주술

인 면모도 짙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 1294년(충렬왕 20)에는 宗

簿令致仕 安節과 부인 李氏, 張氏가 황제만세와 국왕천추 그리고 先亡 부모의 離

苦得樂과 자신과 일문권속이 재앙을 벗어나고 福壽를 리도록 銀字 �법화경�․

� 명경�․�아미타경�․�화엄경범행품�․�천수 비심다라니� 등을 사경하

다.
97)

97)1306년에는 權福壽가 시주하여 황제의 만년과 三殿의 신속한 본국 송환을 

기원하며 미타여래도를 조성하기도 하 다.
98)

98)이는 충선왕과 충숙왕 그리고 심

왕이 얽  복잡한 고려 왕  계승상의 문제가 불교 신앙에도 반 되었음을 말해 

다. 

이와 같은 불사와 신앙 경향은 충렬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충선왕은 즉

하자 神孝寺에 가서 황제를 해 기도하 다. 원년에는 살던 궁을 旻天寺로 만

들어 모후를 해 추복하 고 4년에는 민천사에서 자 장경을 사경하여 다시 

모후 장목왕후의 명복을 빌었다.
99)

99)사경이 사후 추복을 해 행해진 신앙 면모

이다. 

 96) 의 책, 62-65면

 97) 의 책, 65면

 98) 洪潤植, 1995 �韓國佛畵畵記集�, 가람사연구소, 22면

 99) �高麗史� 권33, 세가 충선왕 즉 년 9월 경오 ; 원년 9월 갑진 ; 4년 8월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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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 에 지배층의 공덕 불사도 이어졌다. 1309년(충선왕 1)에 壽亞  徐氏

는 세에서의 복덕과 극락왕생 그리고 법계 생들이 이익을 리기를 기원하

며 미타삼존도를 조성하 다.
100)

100)이 경우는 다른 와는 달리 정치 인 기원 문

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례는 우수한 불화를 조성할 능력이 있

는 지배층에서도 본래 인 정토 신앙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었음을 알려 다. 

1311년(충선왕 3)에 崔瑞는 자신이 국왕의 편애를 받은데 해 보답하기 해  

�법화경�을 사경하여 국왕 통치의 공고함과 무병장수 그리고 자신 부부의 福壽 

증 와 극락왕생을 기원하 다. 최서는 2년 후 충숙왕 즉 년에 宣誠守節光輔功

臣으로 책 되기도 하 다. 국왕의 혜택을 표출하기 해 사경으로 공덕을 나타

낸 다른 신앙의 모습이다. 

충선왕은 복 한 후에도 내내 원에 머물다 1313년에 개경에 돌아와 충숙왕에

게 하고 이듬해에 다시 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1313년 10월부터 원에 들어

가던 이듬해 정월까지 萬僧 를 개설하 다. 만승회는 108만 승려에게 飯僧하고 

108만 燈을 켜서 공덕을 쌓으려는 신앙인데, 충선왕은 만승회를 발원하고 하루

에 2천 승려에게 반승하고 2천 등을 켜서 5일 동안 지속함으로써 1만 반승과 1

만 點燈을 시행하 다.
101)

101)충선왕은 한 차례의 만승회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속

으로 시행하 다. 42일 후에 역시 5일 동안 1만 반승과 1만 등을 시행하고 

다시 22일 후에는 10일 동안 2만 반승과 2만 등을 시행하 으며 다시 30일 후 

1만 반승과 1만 등을 시행하 다.
102)

102)4개월 동안에 5만 만승회를 시행한 것이

다. 충선왕은 자신의 덕을 칭송하는 10개조의 箋文을 식목도감에서 써 올리게 

하는 에 반승과 등 백팔만회를 기약하 다고 자부하 다.
103)103)  

이와 같은 성 한 불교 행사를 통해 충선왕은 원의 황제와 황후가 길이 장수

하고 강녕하기를 축원하며 동시에 그로써 고려도 안녕을 리기를 기원하 다. 

충선왕은 만승회에 사방에서 모여든 이름난 승려들에게 교종과 선종의 고승을 

100) 洪潤植, 앞의 책, 22면

101) 변동명, 2003 ｢忠宣王과 萬僧 ｣ �民族文化論叢� 27, 198-205면

102) �高麗史� 권34, 세가 충숙왕 즉 년 10월 병자 ; 11월 무신 ; 12월 경오 ; 원년 정월 경

자․계묘

103) �高麗史� 권34, 세가 충숙왕 원년 정월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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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여 설법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불교계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하

다. 충선왕은 나아가 고려가 정치 으로 안정을 리고 있음을 표방함으로써 

자신이 원에 있더라도 고려 정치의 안정 인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여 자

신의 재입원과 원에서의 입지 강화를 의도하 던 것이다.
104)

104)그러나 충선왕이 추

진한 만승회는 자신을 심으로 한 지배층의 통치력을 과시하는 데에는 성공하

지만 민심을 수렴하고 국론을 모으는 데는 실패하 다. 국왕이 정치 인 의도

를 철하기 해 실시한 불교 행사는 불교와 정치의 유착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고려 후기 불교는 사상 으로나 신앙면에서 본래 인 면모가 변질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고려 후기 불교계에 공덕사상에 바탕을 둔 세기복  경향이 

만연하게 되는 것도 이런 토양에서 생성된 것이었다. 

원에서 상당한 정치  기반을 갖고 활동했던 충선왕은 원에 사원도 지었다. 

충선왕은 한 후인 1319년에 원 도에 왕과 백성이 축복을 받도록 하고자 

大報恩光敎寺를 창건하 는데, 교사는 지가 50畝에 건물이 100여 동이며 밭 

3020묘와 果園 120묘를 보유하여 사찰을 조성하는 데 50여 만緡이 소요된 규

모 사찰이었다.
105)

105) 교사에는 당의 行상인을 주지로 빙하 으나 얼마 있다 

입산하자 華嚴 澄公을 빙하여 주석하게 하 다. 그러나 1325년에 충선왕이 돌

아가고 징공도 죽어 충숙왕과 심왕은 부왕의 유명에 따라 趙仁規의 아들 義旋을 

주지로 빙하 다. 충선왕이 힘을 쏟아부은 이 은 의선의 부임 까지 주지

를 찾지 못해 경 이 부실하 다. 한 원 무종이 시작하여 인종이 1312년에 완

공한 大崇恩福元寺에 주지로 빙된 고려 海圓은 29년 동안이나 주석하며 활동

하 다.
106)

106)원에도 고려 승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다. 이를 통해 고려와 원의 불교 교류도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충숙왕 에도 세  신앙과 추복 신앙 경향은 지속되었다. 충숙왕은 즉 한 

다음해인 1314년에 연경궁에서 7일 동안 반야경 轉讀 행사를 갖고 황태후의 복

을 빌었다.
107)

107)문수사장경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충숙왕은 교 다라니를 집

104) 변동명, 앞의 논문, 198-205면

105) 李穀, �稼亭集� 권2, ｢京師報恩光敎寺記｣ 

106) 李穀, �稼亭集� 권6, ｢大崇恩福元寺高麗第一代師圓公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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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130권에 이르는 자 密敎大藏 사경 작업을 완성하 다. 이 작업을 주장

한 이는 충선왕과 충숙왕의 경쟁 계에서 원에서 충숙왕 편에서 충 을 지켜 

이등공신으로 책 되었던 判內府事上護軍 羅英秀 다. 공덕에 의한 기복과 신비

인 험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충숙왕은 개인  기복의 의미와 함께 심

왕 일 의 공격을 막아내고 왕 를 보 하고자 하는 정치  의지에서 교 장 

작업을 추진하 다. 다라니의 법력으로 질환의 치유를 과시하고 치병 활동으로 

이름난 불 을 사경함으로써 정치  목 을 달성하려 하 던 것이다. 충숙왕의 

이와 같은 불사는 세기복  경향이 만연하던 고려 후기 불교의 흐름에 편승하

고  이를 조장하는 것이었다.
108)108) 

충숙왕  이후에는 원 황실의 원찰이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원 황실에서 직

 원찰을 지정하고 후원하 다.
109)

109)長安寺와 表訓寺 등의 강산 여러 사찰들과 

淸平寺와 해주 神光寺 등이 표 인 사례이다. 해주 신 사는 원 순제의 원찰

로 운 되었다. 신 사는 국가에서 주 하는 나한재가 개설되던 고려시  나한

신앙을 표하는 사찰이었는데, 순제가 즉  고려에 유배되었을 때 이곳 나한

에게 빌었던 인연을 토 로 1333년(충숙왕 후2)에 황제가 된 후 1335년(충숙왕 

후 4, 지원 1)에 御香使 金信을 고려에 보내 신 사에 가서 祝壽하라는 명령을 

충숙왕에게 하고 원찰로 운 하기 시작하 다. 1337년(충숙왕 후6)에는 사람

을 보내 僧房과 廊廡를 세우고 1341년(충혜왕 후2)에 다시 增修하 으며, 이듬

해 원찰로 지정하고 工匠 37명을 견하여 석탑을 세워 황제의 원찰에 걸맞는 

규모와 장엄을 하 다.
110)110) 

원에서 출세한 고려인들이 원 황실을 시한 지배층과 고려의 각 사찰을 연결

해 주는 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 다. 1315년(충숙왕 2)에 원의 자선 부 典

瑞院使의 직임을 가진 申當住가 제작한 �묘법연화경� 사경에는 ‘皇帝萬年 瀋王

殿下福壽無疆 當今主上寶位天長’의 축원 구 을 넣어 원 황제와 함께 심왕 충선

107) �高麗史� 권34, 세가 충숙왕 원년 정월 신묘

108) 邊東明, 2004 ｢忠肅王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歷史學報� 184, 72-73면

109) 姜好鮮, 앞의 논문, 33면

110) 의 논문,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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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충숙왕을 차례로 들어 복을 빌었다.
111)

111)신당주는 환  李信과 함께 원의 大

都에 승려 戒明을 세워 龍泉寺를 20여년에 걸쳐 창하기도 하 다.
112)

112)1317년

(충숙왕 4)에는 長城君 부인 임씨가 원 궁정에서 일하며 후한 상을 받자 그에 

한 보답으로 과 토지를 시주하여 원담 등의 승려로 하여  福寺를 창건

하게 하 다. 

앙의 지배층이 아닌 지방민의 신앙도 에 띈다. 1322년(충숙왕 9)에 조성

된 千手觀音像은 구 령을 비롯하여 中軍錄事 등 하  료와 지방민들이 

범 하게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서, 여기에는 다라니와 만다라 그리고 경 을 복

장 유물로 넣었다. 이들은 발원문에서 비 원의 원력이 큰 음상을 조성한 

인연으로 황제의 만년 통치와 太 王의 壽千年과 當今主上의 保位 天長 그리고 

문무백 의 건강과 평화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 다.
113)

113)이 음상 조성은 교  

경향이 강했던 충숙왕 의 신앙 경향을 보여주면서 지방 료의 의식 속에 원 

황제와 태 왕 충선왕 그리고 고려왕을 차례로 기원하는 모습을 알려 다. 한

편 1323년(충숙왕 10)에 日精 등 승려 6인과 別  등 일반인 3인이 함께 조성한 

경변상도는 자신과 생들의 극락왕생만을 빌고자 만든 것이었다.
114)114) 

이처럼 14세기 반기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기복을 한 불교행사가 사

회 으로 보편화되며 유행하 다. 1339년(충숙왕 후8)에 부녀자들이 존비 노소

를 가리지 않고 香徒를 결성하여 齋와 點燈을 행하는 상이 만연하자 감찰사에

서 이를 지하도록 하 으며, 1342년에 향도를 결성한 燈燭輩들이 충혜왕의 참

석 속에 祝壽齋를 열기도 하 던 것은 이런 경향의 표 인 이다.
115)115) 

한편 이와는 다른 경향도 보인다. 1324년(충숙왕 11)에 승려 仁詗은 �화엄경�

을 사경하면서 우선 여러 사람들이 두루 원만하기를 바라고 국왕의 장수와 福國 

그리고 師親의 해탈을 하고 극락에서 아미타불의 수기를 받고자 함을 밝  일

반인들의 사경 공덕 발원과 차이를 보 다. 1325년(충숙왕 12)에 �법화경�을 사

111) 權熹耕, 2003 ｢親元系 高麗寫經의 發願  施財 에 한 연구｣ �書誌學硏究� 26, 35-36면

112) 李穀, �稼亭集� 권6, ｢大都大 縣重 龍泉寺碑｣ 

113) 許 植, 앞의 책, 252-261면

114) 洪潤植, 앞의 책, 23면

115) 邊東明, 앞의 논문(2004),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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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치사 상호군 崔有倫은 생에서의 福壽와 내생에서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개인 인 발원을 보 다. 1330년(충숙왕 17)에 지방인 鴻山郡 戶長 李臣起는 선

망자들의 추복과 재와 미래의 복을 해 �법화경�을 사경하 다. 

원에서 활동한 많은 이들이 단월로 참여한 문수사장경비는 원의 황제와 왕비

가 재정을 후원하는 태자를 한 불사 던 만큼 원과 긴 한 계를 가진 인물

들로 단월이 구성되었다. 심왕이 단월 머릿부분에 등장하지만 심왕 로만 구성

된 것이 아니라 충숙왕과 가까운 인물도 여러 명 포함되었다. 곧 원에서 직을 

받아 활동한 인물들이 원 황실의 기복신앙 불사에 거 참여한 것이다. 고려에

서 조성된 사경 등의 불사 발원문이 친원세력의 경우는 원 황제에 한 축원을 

맨앞에 내세운 것이 부분이다. 친원세력의 표 인 불사 사례라 할 이 문수

사장경비는 친원세력이 심왕과 충숙왕으로 나뉘지 않고 두루 모아 한 불사를 시

행한 것이 특징이다. 1327년에 세워진 이 비는 원에 활동한 지배층의 기복신앙

을 그 로 보여주는 표 인 사례인 것이다. 고려말인 1381년에 李穡이 공민왕

의 명복을 빌고 부친 李穀의 명복을 빌기 해 해인사 장경을 인경하여 신륵

사에 안한 것과도 상통하는 신앙이다.
116)116) 

원의 직을 받고 활동한 이들이 원 황실에 한 기원을 앞세운 신앙 경향은 

여러 사경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32년(충숙왕 후1)에 中瑞司丞 吳季儒 등

은 황제만년과 국왕과 궁주의 복수무강 그리고  모든 이의 정토왕생을 해 �법

화경�을 사경하 다. 오계유는 1341년에 찬성사로서 왕명을 빙자하여 살인 죄

인을 풀어주었다가 行省에 갇혔던 이이다. 1334년(충숙왕 후3)에 徽政院使 鄭禿

滿進兒는 황제 황태후 태자의 은혜로 1품의 벼슬을 얻은 것을 원히 가슴 속에 

새기고 감사하기 해 �화엄경� 81권과 �능엄경� 10권을 자 사경하고 집안과 

나라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고루 경사를 얻기를 기원하 다. 같은 해에 作院使 

安賽罕은 부모가 길러주신 은혜와 황제 황태후 태자의 덕으로 2품 벼슬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화엄경� 81권을 자 사경하여 앞서와 같은 바람을 기록

하 다. 1336년(충숙왕 후5)에 직부사 任瑞는 선사 善之 등과 함께 국왕

116) 장각은 1382년에 세웠다. 염흥방도 이 해에 장경을 같이 인경하 다.(姜好鮮, 앞의 

논문, 258면) 



32·한국문화 60

의 장수와 國祚의 연면함을 기원하여 �화엄경� 3본을 사경하 다. 임서는 충선

왕을 티벳에 귀양보내는데 일조하는 등 원에서 크게 활약한 환  任伯顔禿古思

의 형제로,
117)

117)임백안독고사가 1323년에 주살되자 도망가서 집을 몰당했던 인

물이다. 원 황실 련 발원 구 은 없고 고려 국왕을 한 발원이라는 이 이

채롭다. 1337년(충숙왕 후6)에 太府 監 同知密直司事 崔安道는 황제만년과 선

망부모의 이고득락 그리고 자신 부부의 복수와 재앙이 없기를 빌며 은자 �화엄

경�을 사경하 다. 이 사경은 최안도가 태부 감이 되어 고려에 귀국한 후 이를 

자랑하기 해 사경한 것이었다. 1338년(충숙왕 후7)에 양가도승통 向如는 첨의

평리 金延 등과 함께 �화엄경�에서 �반야경�에 이르는 여러 경 을 사경하여 국

왕의 추복과 백성들의 경사를 빌었다. 1340년(충혜왕 후1)에 息影사문 淵鑑은 

重大匡 劉成吉과 함께 �법화경�을 사경하여 부처의 신과 생의 知見이 열리

기를 빌었다.
118)

118)충렬왕 부터 충혜왕 까지 원에서 품계와 직 를 받고 활동하

던 일단의 친원세력들은 황제를 해 축원하는 문구를 기록한 사경 제작을 발원

하거나 재원을 시주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119)

119) 

원에 사경승으로 견된 慧月은 1341년(충혜왕 후2)에 북경 房山 石經山의 華

嚴  석경이 손상되자 資政院使 高龍普와 匠作院使 신당주에게 사실을 말하고 

그들에게서 1천緡의 지원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여 수개월 만에 석경을 완성하

다.
120)

120) 

원에서 활동하며 고려불교계에 비  있는 역할을 한 표 인 경우는 奇황후

이다. 기황후는 강산 승려 宏卞이 원 도에 와서 長安寺 수를 한 시주자

를 찾자 이 불사에 참여하 다. 기황후는 황제와 태자를 해 복지로 이름난 

강산에 1343년(충혜왕 후4)부터 3년 동안 내탕  楮幣 1천錠을 사원 건 자

으로 출연하고 낙성식에는 승려 500명에게 의발을 시주하고 법회를 거행하도록 

하 다. 이 일은 資政院使 高龍普가 맡아 진행하 다. 태정연간(1324-1327)부터 

117) 임서가 �고려사�에는 형(�高麗史� 권122 열  宦  任伯顔禿古思), �고려사 요�에는 

아우로 나온다.(�高麗史節要� 권34 충숙왕 8년 정월)

118) 권희경, 앞의 책, 62-88면

119) 權熹耕, 앞의 논문, 31-43면

120) 권희경, 앞의 책, 42-43면 ｢重修華嚴 經板本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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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창불사에는 中政院使 李忽篤帖木兒 등 친원세력들이 다수 참여하

다.
121)

121)이 시기 원에서는 강산 신앙이 성행하여 천자의 사신이 향과 폐백을 가

지고 강산에 오는 것이 길에 연이었다고 할 정도 다.
122)122)

충선왕 까지만 하더라도 개경의 사찰들이 원 황실의 원찰로 운 되었고, 고

려왕실에서 운 을 주 했지만, 충숙왕  이후가 되면, 원 황실의 원찰은 개경을 

벗어나 지방으로 확산되며, 원 황실에서 직  원찰을 지정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바 게 된다.
123)123)

기복신앙이 만연하는 한편으로 14세기 반에 해인사를 심으로 경주지역과 

연 을 맺으며 활동한 體元은 �화엄경�의 음신앙 련 내용을 주석하고 간행

하여 리 보 함으로써 험과 신이를 통한 실천신앙을 강조하 다. 일반민에

게 실천신앙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체원은 기층사회의 독자 인 통  민간신앙

을 화엄종의 염불신앙에 수용하여 당시 사회가 요청하는 실구원 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 다. 신비 인 험과 공덕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 경향은 원의 

라마불교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124)124) 

5. 맺음말

文殊寺藏經碑는 원의 晋宗妃 泰定皇后가 太子의 복을 빌기 해 청평 文殊寺

에 장경을 시주한 사실을 기록한 비이다. 이 에서 처음 소개한 청평 文殊寺

藏經碑 陰記는 14세기 반 고려 불교계 신앙의 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이다. 반부의 건립 연기와 후반부의 단월 명단으로 구성된 음기는 탁본의 

상태가 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상단부에 1행 

15자의 16행으로 건립 연기를 기록하고 하단부를 3단으로 이루어진 단월 명단으

121) 李穀, �稼亭集� 권6, ｢金剛山長安寺重 碑｣ 

122) 李穀, �稼亭集� 권3, ｢刱置金剛都山寺記｣ 

123) 姜好鮮, 앞의 논문, 33면

124) 蔡尙植, 앞의 책, 214-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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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월 명단은 35인 정도를 찾을 수 있다. 단월 명단은 일반 단월 26인과 불사 

실무 승려 4인, 비 건립 련 인원 5인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단월은 왕실 련 

4인과 일반 료 22인이다. 왕실 인물은 3인의 翁主와 瀋王이며, 일반 료 22인

은 1품 2인, 2품 6인, 3품 7인의 고  료와 4품 4인, 5품 1인, 6품 1인, 7품 1

인이다. 승려는 사 1인과 시주 3인이 수록되었고, 5인의 비 건립 실무직인 立

碑色 官員은 5품 1인, 7품 2인, 8품 2인으로 구성되었다. 

단월은 3품 이상의 고  료가 15인이다. 원의 환 들이 담당하던 재정 련 

직을 띠고 있는 인물들은 3품에서 5품 사이의 7인이고, 5품 이하는 모두 고려

의 직 직을 가진 3인이다. 심왕이 단월의 면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충숙

왕과 가까운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단월들의 정치  성향은 일정하지 

않다. 다만 원에서 직을 받아 활동한 이들이 심을 이룬다는 특징이 두드러

진다. 원에서 활동한 이들이 원 황실의 공덕신앙에 참여한 내용을 이 비는 보여

주는 것이다. 

원의 간섭기에 들어 불교계는 강한 복고 인 경향을 보이며 왕정복고 의 후

원과 원과의 긴 한 계를 갖는 쪽이 교단의 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불교 신

앙은 지방사회의 지도층이 기층사회와 유 를 같이 하던 것에서 변화되어 지배

층이나 개인들이 공통 으로 실 인 祈福신앙과 타력 인 경향을 추구하 다. 

음신앙이 성행하 고 사경이나 불화 등을 조성하여 세 기복과 추복을 기원

하 다. 왕실이 원 황실을 한 원당을 건립하고 황제를 해 복을 빌었으며, 원

에서 직을 받았거나 활동한 이들 한 고려 왕에 앞서 원 황실을 기원하는 불

사를 시행하 다. 寫經 공덕과 유사하게 大藏經을 인경하여 고려의 문수사에 

안하고 태자의 복을 빌기 한 문수사장경비의 건립과 여기에 참여한 단월들의 

면모는 이 시기 성행하던 친원세력들의 現世祈福的 신앙 경향을 가장 단 으로 

보여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文殊寺藏經碑, 친원세력, 晋宗妃, 원 황실, 심왕, 공덕신앙, 기복신앙 

투고일(2012. 11. 7), 심사시작일(2012. 11. 22), 심사완료일(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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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le of offering Tripitaka at Munsusa and a trend of 

Buddhist belief in the period of Mongol intervention

Jung, Byung-sam *

125)

The stele of offering Tripitaka at Munsusa(文殊寺藏經碑) was made to record that 

Taiding Huanghou(泰定皇后), Empress of Jinzong(晋宗), offered Tripitaka to Munsusa to 

pray for prince’s blessing. This thesis introduced new record of that stele’s backside. 

This record shows a trend of Buddhist belief in the first half of 14th century. 

The backside of the Munsusa stele consisted of making story and the list of donors. 

The rubbed copy of that stele is not even. But we can guess the construction nearly. I 

suppose that the upper portion was consisted of sixteen lines and one line has fifteen 

characters, and the lower portion has three steps. 

The list of donors shows thirty five men. They are twenty six general donors, four 

business monks five building officials. General donors are four royal people, who are 

three princesses and King of Sim(瀋王). Bureaucrats are fifteen high-rankers who are 

over third degree, and seven officials who are below fourth degree. Seven eunuches of 

Yuan financiers are contained in list. There was an conflict between King of Sim and 

King of Goryeo at that time. King of Sim appeared at high position, but the political 

tendency of donors are not same. Many donors who close to King Chungsuk(忠肅王) 

are appeared in list. Most donors secure Yuan government positions. The men who acted 

in Yuan took part in the Buddhist merit which praying Imperial blessing. 

In the period of Mongol intervention the monks who had close relationship with Yuan 

leaded Goryeo Buddhism. The belief of Buddhism was changed. The higher classes and 

individuals pray for realistic blessing and rely on Buddhist relievers. The belief of 

Avalokitesvara was prevailed. Men pray for blessing in this world and after through 

transcribing Sutras and making various Tankas. Munsusa stele built by printing Tripataka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Sookmyung Wom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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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nshrine to this monastery to pray for Imperial blessing. The building of this stele 

and donors who participated in this work show the belief trend of realistic blessing. 

Key Words : The stele of offering Tripitaka at Munsusa, officials close to Yuan(文殊

寺藏經碑), Empress of Jinzong(晋宗), Yuan Imperial, King og Sim(瀋

王), belief of realistic blessing. belief of Buddhis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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