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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와 20세기 초 염불계의 성행과

염불당 건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지 헌

지도교수 전 봉 희

이 연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운영되었던 염불

당의 성격을 염불계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기존 사찰구성에 도입된 염

불당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조선후기 사찰에는 사찰계

를 결성하여 경제적 궁핍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당시 성행하였던 염불

수행이 결합하여 염불계가 등장하였다. 신앙과 경제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등장한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찰에는 염불당이 등장하였다. 염불당은 염불계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염불당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불당과 염불계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염불당을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사용된 건축공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문헌에 등장한 염불

계와 염불당의 관계 분석을 통해 염불당의 성격을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확보된

염불당 건축의 특성을 조선후기 사찰 전각들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성행하게 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염불은 아미타불에 의한 구제를 믿는 정토사상의 수행법으로, 신도들은 아미타

불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 사후 극락세계에 왕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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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고 믿는다. 조선후기 염불수행의 성행은 전국적으로 염불계가 맺어진 것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앙적인 목적과 어려웠던 사찰경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하여 등장한 염불계는 1801년 고성 건봉사 만일회의 성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총 32개의 사찰에서 47건의

염불계가 확인된다.

19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염불당이 독립된 건물로 등장하였다. 19세기

이전의 기록에서는 ‘염불당’이란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열면서 1801년에 처음 ‘염불당’을 지었으며, 이 건물을 ‘만일원’이라고 불렀다.

‘염불당’은 전각의 이름이자 동시에 염불이라는 종교적 수행을 위한 건물을 지

칭하는 용어다. 염불당이 처음 등장하고 약 한 세기 동안 염불당 건축의 위상이

변하여, 염불당은 사찰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물이 되었다.

염불계의 성행으로 등장한 염불당은 염불계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로, 염불

수행이라는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이며, 안정적인 사찰경제를 위해 운영되었다.

사찰에서 수행용 공간은 당대의 불교가 선호하던 수행방법에 따라 요구되었다.

조선후기 사찰에는 염불수행이 선호되었던 시기이므로, 염불당이라는 수행공간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염불당은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찰 유지와 운영

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다. 당시 여러 사찰에서 계를 맺

고 자금을 모아 사찰을 중수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염불당을 갖추는 것은 필수

적이었다. 사찰에서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찰의 운영 자금이 확보되

어 당시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사찰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각 사찰에서는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염불당을 새로 지은 사례는 건봉사 만일원, 신계사 보광

전, 표충사 만일루, 대승사 쌍련암, 유마사 염불당에서 확인된다. 기존의 건물을

염불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송광사 보제당, 흥국사 보광전, 운문사 금

당, 범어사 해행당, 해인사 심검당, 보광사 만세루에서 확인되다. 염불당을 확보

한 사찰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염불계를 통해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새로운

건물을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염불법회를 위한 크고 넓은 공간이 선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사찰에서 기존에 없던 독립된 염불당 건축을 갖춰야

했다. 새롭게 등장한 염불당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찰 배치에 도입되어야 했다.

따라서 염불당은 정해진 특정 위치가 아닌, 당시 사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곳에

등장하였다. 많은 염불당이 주불전과 함께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중심사역

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염불당도 확인이 되는데, 이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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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각과 함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염불당은 염불법회를 위한 단독

건물과 주변에 요사채가 공존하는 사례와 수행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건축 사례가 발견된다. 복합건축 염불당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ㅁ자형,

工자형, ㄱ자형, T자형의 꺾음부가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때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던 염불당 건축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근대

불교에는 선종신앙이 다시 부흥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사찰령이 반포되면서 염

불계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염불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자 염불당의 수요도 함

께 줄어들어 염불당을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염불당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건물 자체가 사라진 것뿐 아니라, 염불당이었던 건물이 다른 이름과 용도로 아직

사용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파악된 염불당의 건축적 특성과 아

미타신앙과 관련 있는 명칭,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한때 염불당이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전각들을 살펴보았다. 더 많은 사료 검토를 통하여 현존하는 염불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염불당, 염불계, 염불수행, 신축, 전용

학 번 : 2018-2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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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1.3 연구 대상과 방법

1.1 연구 배경과 목적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釋迦牟尼)에 의해 불교가 창시되었고, 최초의 사찰

‘죽림정사(竹林精舍)’가 고대 인도 마가다국(magádha)에 세워졌다. 그 이후 사찰

건축은 긴 역사 속에서 각 시대와 문화를 대표하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사찰

건축은 각 시대와 환경에 맞게 발전해왔으며, 사찰에는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

양한 공간과 건축물이 존재한다. 인도의 초기 석굴사원은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차이티야(chaitya)와 승려들이 생활하는 비하라(vihāra)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스투파(stūpa)는 신자들의 예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기능과 목적,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며, 시

대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사찰구성에서도 예불(禮佛)공간, 수행공간, 생활공간 등 그 목적과 기

능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건축물이 등장한다. 사찰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을 전(殿), 각(閣), 당(堂), 탑(塔), 누(樓), 문(門) 등으로 그 기능과 형식, 목적에

의해 차별성을 둔다. 통상적으로 한국 고대 사찰구성의 이해를 위해 건축물들의

특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고구려의 1탑 3금당식, 백제의 1탑 1금당

식, 통일신라의 쌍탑식 등 사찰을 구성한 건축물들의 배치와 당시 선호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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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구분에 따라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정의한다. 또한, 각 시대에

성행한 불교 종파에 따라 전각의 구성이 달라진다. 이처럼 각 시대에는 당시 사

회적인 요구와 사찰에서 추구하는 종교적 목적이 결합하여 사찰의 구성을 형성

한다.

시대적 구분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시대 사찰의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

워드는 통불교(通佛敎), 사동중정형(四棟中庭形), 산지가람(山地伽藍) 등과 같은

익숙한 용어들이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사찰의 대표되는 특징으로 염불당(念佛

堂) 건축이 있다. 하지만 염불당 건축은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염불당 건축이 등장한 배경은 당시 염불이라는 종교수행의 성행과

어려운 사찰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맺어진 사찰계(寺刹契)가 접목한 ‘염불계(念

佛契)’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에 염불계는 신앙적인 목적과 당시 어려웠던 사찰경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조선후기 불교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

은 변화를 겪었다. 많은 사찰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임란과 호란을 거치며

폐허가 되었고, 승려들은 각종 부역에 동원되는 등 힘든 삶을 보냈다. 승려들은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고, 사찰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사찰계를

결성하였다. 사찰계는 성금을 모아 축적하였다가 토지를 사들여 사찰에 기부하

는 활동을 벌이는 등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이다.

또한, 조선후기 불교에는 염불수행이 성행하였다. 염불수행은 아미타불의 이

름을 반복적으로 외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수행법이다. 염불수행은 서산대사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과 편양 언기(鞭羊彦機, 1581∼1644)에 의해 선

(禪)과 교(敎)와 더불어 삼문수업(三門修業)에 편입되면서, 그 수행체계가 정착

하였다. 염불의 종류와 수행법이 다양화, 구체화 되었고, 염불보권문(念佛普勸

文)과 같은 불서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당시 불교계에서 염불수행의 위

상이 높아졌다.

당시 사찰에서는 불교가 마주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신

앙활동을 겸한 염불계가 맺어졌고, 이 염불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염불당이

라는 건축물이 등장하였다. 염불계는 조선후기의 불교가 갖는 시대적 상황을 이

해하는 중요한 사료이며, 그로 인해 출현한 염불당은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대표

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염불당은 염불계가 성행하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건축물이다. 당시 사찰들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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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염불계를 통해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

한 자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염불당은 염불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염불당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불당과 염불계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염불

당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염불당을 염불계와의 관계에 주목

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현재까지 염불당에 대한 건축사적 접근은 특정 지역에

등장한 대방건축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

염불당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 사찰에 염불당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많은 사찰에 염불당이 지어졌지만, 현재는 염불

당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사찰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다. 또한,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6∼1912)를 비롯한 근대 불교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승

려들에 의해 근대 한국불교는 선종신앙이 강해졌고, 염불신앙의 비중이 줄어들

었다. 일제강점기에 사찰령이 반포되면서 염불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염불

당 수요도 함께 줄어들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고, 다소 생소한 염불당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건축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염불당

과 염불계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염불당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염불계가 성행

하며 사용된 건축공간’이라는 관점으로 건축적 대응을 확인한다. 염불당이 등장

하게 된 배경, 염불당이 염불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채택한 사찰 내 위치와

공간구성, 사찰 내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때 전

국적으로 많았던 염불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질문에 해방 이후 줄어든

염불계의 수요로 인해 염불당 건축이 현재 다른 건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

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염불당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는 성리학

의 나라인 조선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국가체제에서 배제되었던 불교가 살

아남는 방법으로 선택한 염불계가 어떻게 건축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

써,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찰건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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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검토

염불당은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염불당과 관련하여 진행된 건축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에 염불당을 건축사적으로 접근한 시도로는 김성도의 19세기 서울과 경기지역

의 대방(大房) 건축연구가 있다.1) 김성도는 19세기 서울과 경기지역에 등장한

대방건축을 대방 안의 염불당 편액이나 봉안된 유물 등을 통해서 염불당이라

밝혔다.2) 그의 연구에서 대방건축은 염불의 성행이라는 시대적 필요로 등장하

였고, 사찰 내 염불당의 필요로 중심 법당 전면의 루(樓)를 분화 발전시켜 염불

당을 수용할 뿐 아니라, 접대를 위한 루방(樓房)과 승려들의 생활을 위한 시설

을 모두 갖춘 새로운 복합형 법당이라 하였다. 이 연구성과로 인해 대방이 곧

염불당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손신영은 김성도와 달리 대방건축은 왕실의 후원으로 인해 나타난 원당사찰

의 건축물이며, 모든 대방이 처음부터 염불당으로 건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 손신영은 기존 선학의 연구에서 대방을 염불당으로 추정한 것은 이 시기 불

교신앙의 주된 흐름을 염불이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 손신영은 조선

후기에 염불계가 결성되면서 대방이 염불당으로 전용된 것이지, 처음부터 염불

당으로 창건되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기문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성

도의 연구가 모든 대방을 염불당으로 한정 지어서 해석하였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4)

이와 같은 대방건축이 염불당으로 창건되었는가에 관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성과로 19세기 서울과 경기지역 사찰

에서 대방건축이 등장하고 염불당으로 쓰였음을 확인한 것은 건축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연구 대상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였기에

연구 범위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염불당을 염불계와의 관

1) 김성도, 朝鮮時代末과 20世紀 前半期의 寺刹 建築 特性에 關한 硏究: 서울․경기 일원의
佛殿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 주남철, 김성도,  조선말기 서울 · 경기 일원의 사찰대방건축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1998, 232쪽

3) 손신영, 19세기 近畿지역 불교사찰의 大房建策 연구 , 2005, 회당학보, 제10집, 256쪽
4) 손신영, 19世紀 佛敎建築의 硏究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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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다는 대방이라는 특정 건축형식에 집중하여 접근한 결과로써 언급하고 있

다.

염불당은 염불계의 성행으로 등장한 건축물이므로, 염불당은 염불계의 성격

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염불당을 하나의

특정 건축형식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염불당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불교에서 염불계의 성행이라는 시대적 현

상이 어떻게 염불당 건축에 반영되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염불계는 불교사 연구자들의 조선시대의 사찰계 연구를 통해 다루어졌다. 한

보광은 문헌 연구를 통해 염불계 중 하나인 만일염불결사(万日念佛結社)의 전개

와 특성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5) 한상길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선후기

의 사찰계가 지니는 위상을 고찰하고, 그 유형을 나누었다. 그중 염불계는 신앙

활동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서민불교(庶民佛敎)라는 조선후기 불교의 성격을 규

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혔다.6) 이종수는 조선후기 성행한 염불계

연구를 통해 염불계가 신라시대부터 이어왔던 염불결사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히고, 염불계를 통해 당시 불교계 실상의 일면을 파악하였다.7) 염불계 관련

선행연구들은 염불당 건축에 집중한 건축사학적 접근이 아니었다. 선학들의 연

구는 염불계의 불교사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염불당 건축과 관련해서

는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정 사찰에서 맺어진 염불계와 염불당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언급

한 불교 미술사학 연구가 있다. 김미경은 19세기 청도 운문사에 만일염불회가

성행하면서 나타난 불화 연구를 통해 염불당을 언급하고 있으며8), 최엽은 통도

사 백련암의 만일회와 불화 연구를 통해 염불당을 언급하고 있다.9)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맺어지고 성행하였다는 시대적 현상을 고려하여 염불당

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염불계로 인해 등장한 염불당의 건축적 대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5) 한보광, 신라 고려대의 만일염불결사 , 佛敎學報, 31권, 1994; 조선시대의 만일염
불결사 , 佛敎學報, 32권, 1995; 최근세의 만일염불결사 , 佛敎學報, 34권, 1997

6) 한상길, 조선후기 사찰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 이종수, 朝鮮後期 念佛契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 김미경, 19세기 萬日念佛會의 성행과 雲門寺 불화 , 불교미술사학, 5집, 2007
9) 최엽, 통도사 백련암의 <아미타여래도>와 萬日會 , 불교미술사학, 19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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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염불당을 염불계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염불계가 유행한 19세기와 20세기 초로 설정했다.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염불계

는 19세기 전반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직전인 1940년대 초까지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여러 사찰계가 조직되기는 했지만, 전국에 염불계의 유

행을 전파하고 염불당을 최초로 건립한 사례는 강원도 고성 건봉사(乾鳳寺)이

다. 건봉사에서 1801년에 만일염불회가 결성되어 19세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염

불계와 염불당의 유행이 시작되었다.10)

1801년 고성 건봉사에서 시작된 염불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19세기

전반에 걸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서울 경기지역에는 20세기

초에 집중되었으며, 해방 전인 1940년대 초까지 그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사찰들이 신앙결사체를 통해 일제의 불교 정책에 항의하고 순수한

우리의 불교의 모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11)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전반과 20세기 초까지 염불계가 맺어진 사찰을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사찰 기록을 정리한 사지(寺誌)와 불교 사료들을 정리한 전서

(全書) 등의 문헌 기록을 확인하였다. 건봉사처럼 한 사찰에서 여러 번 염불계

가 맺어진 사례도 있으며, 합천 해인사(海印寺)처럼 본사와 소속 암자에서 따로

개최된 경우도 나타난다. 염불계가 본사와 소속 암자에서 따로 개최된 경우도

하나의 사찰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총 32개의 사찰에서

총 47건의 염불계가 확인되었다.

이 중 염불계를 위한 공간으로 염불당을 언급한 사례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총 32개의 사찰 중에 17개에서 염불당의 기록이 확인된다. 그 외 15개의 사찰에

서는 염불계와 관련해서 염불당의 직접적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염불당이 확인되는 사찰들이 있지만, 해당 사찰 혹은 암

자에서 염불계가 맺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한 사찰에서 두 개 이상의 염불당이 나타난 미황사(美黃寺)와 대승사(大乘寺)의

10) 건봉사 만일염불회의 결성 시기가 1802년으로 알려졌던 것을 이종수가 일본표해록서
문 의 기록을 재검토하여, 1802년이 아닌 1801년 8월∼10월경에 결성되었음을 밝혔다.
이종수, 건봉사 제2차 萬日念佛會 재검토 , 불교학연구, 제25호, 2010, 135∼163쪽

11) 한보광, 앞의 글, 1997,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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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해서 총 17개의 건물이 확인된다. [표 1-1]

이 중 건물이 현존하거나 복원되었고 사라졌더라도 그 모습이 도면기록과 사

진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는 건봉사, 운문사(雲門寺), 송광사(松廣寺), 범

어사(梵魚寺), 대승사, 해인사, 표충사(表忠寺), 보광사(普光寺)이다. 염불당의 기

록은 있지만, 현존하는 건물과의 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그 모습

을 확인하기 어려워 건축적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대상들의 연구를 위해

건축 도면을 참고하였고, 현장 답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성행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염불당을

염불당의
등장 연도

사찰 염불당 현존 여부 비고

1801 고성 건봉사 만일원 복원 발굴조사에 의한 복원

1928 화순 유마사 염불당 소실
현존 건물과의 관계
확인이 어려움

1916 해남 미황사 만일당 소실 -

1858 해남 미황사 미타전/극락원 소실 -

- 구례 화엄사 염불당 -
현존 건물과의 관계
확인이 어려움

1848 금강산 신계사 보광전 소실 -

1861 청도 운문사 금당 현존 -

1871 여수 흥국사 보광전 소실

1882 순천 송광사 보제당 소실
소실 전 사진과
배치도가 남아있음

1875 부산 범어사 해행당 소실
소실 전 사진과
배치도가 남아있음

1891 해남 대흥사 선실 - -

- 해남 대흥사 조사전 - -

1900 문경 대승사 동별당/조사실 - -

1905 문경 대승사 쌍련암 개축 -

1934 합천 해인사 심검당/관음전 개축
개축 전 사진과
배치도가 남아있음

1860 밀양 표충사 만일루 현존 -

1896 파주 보광사 만세루/염불당 현존 -

[표 1-1] 기록으로 등장한 염불계를 위해 사용된 염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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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 염불계가 성행하게 된 종교적, 시대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였다. 먼저 염불이 무엇이며, 조선후기에 성행하기까지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염불계가 성행하게 된 신앙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 사찰계가

결성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검토하여 염불계가 맺어진 배경을 살펴보았다.

염불계가 성행한 것이 조선후기의 시대적 현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문헌에서 확

인 가능한 염불계 사례들을 정리하고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3장에서는 문헌 기록의 검토를 통해 ‘염불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독립된 건축

공간이 19세기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등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에 새롭게 출현한 염불당 건축의 수요와 확보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염불당의 성

격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찰의 염불당 확보 방법과 건축

적 요구를 확인하고, 염불당을 확보한 사찰들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사찰에서 요구된 염불당의 성격, 기능, 주체, 활용 그리고 운영 방법을 살펴보았

다.

4장에서는 염불당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염불당의 현재 모습과 사진,

도면기록을 통해서 염불당의 사찰 내 도입된 위치와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앞서 살펴본 염불당의 특성들을 통해 해방 이후 염불당의 행방에 대한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방 이후 불교에서는 염불계가 점차 사라지고, 염불당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염불당이 다른 건물로 전용되었다. 이에 한때 염불당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전각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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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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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염불계의 등장과 성행

2.1 염불수행의 전통과 흐름

2.2 조선후기 염불계의 조직과 확산

2.1 염불수행의 전통과 흐름

2.1.1 염불의 전통과 의미

염불은 아미타불(阿彌陀佛)에 의한 구제를 믿는 정토사상(淨土思想)의 수행

법이다. 정토교에서 신도들은 아미타불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반복적

으로 외는 염불수행을 통해 사후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미타불이 처음부터 염불의 대상은 아니었다. 초기 불교 경전 증지부경전(增

支部經典, Anguttara Nikaya)과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āgama)에는 염(念)

의 대상을 부처, 법, 비구승(比丘僧), 계(戒), 보시(施), 하늘, 휴식, 호흡(安般),

육신, 죽음 등 10가지로 제시한다.12) 염불은 여러 대상이 있었지만, 점차 그 대

상은 정토교의 아미타불로 정착되었다.

아미타불은 기원전 1세기 인도 간다라 왕조 때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반주삼

12) 한재희, 불수념과 대승불교의 기원: 반주삼매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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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般舟三昧經, Pratyutpanna Samādhi Sūtra)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기

록에서 서방의 아미타불을 염불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13) 반주삼매경에는
부처의 십육 나한(羅漢) 중 한 명인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 Bhadrapala)가 아미

타불을 부르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발타라존자는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였고, 결국 아미타불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아미타불에게 “어떻게 하면 극

락왕생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이에 아미타불은 “만일 그대가 나의 정토

에서 태어나고자 한다면 언제나 나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불러야 하며, 이 생

각을 포기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14) 이때부터 아미타불은 서

방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이자 염불의 대상으로 정착하였다.

반주삼매경은 179년 쿠샨 왕조의 승려 지루가참(支婁迦讖, Lokakṣema)에

의해 한자로 번역되어 한나라에 전해졌고, 이는 중국 정토교의 뿌리가 되었다.

한반도에서 염불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효(元曉,

617∼686)는 반주삼매경을 풀이하여 반주삼매경소(般舟三昧經疏)라는 주석

서를 저술하였고, 원효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에 정토교가 유행하였다. 원효는 정

토신앙에 근거하여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중생이 성불

하기 위해서는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마음뿐 아니라, 불보살의 도움이 필요하였

다. 이에 원효는 아미타불을 믿고 아미타불의 도움이 있어야 성불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15) 이때 원효에 의해 ‘아미타불에 귀의합니다.’라는 의미의 ‘나무아미타불(南

無阿彌陀佛)’을 외는 칭명염불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염불(念佛)’은 산스크리트어 ‘buddhānusmrti’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한재희

는 이 단어를 ‘불수념(佛隨念)’이라 번역하여 ‘붓다에 대한 주의집중, 붓다에 대한

마음 지킴, 붓다에 대한 명상’으로 풀이하였다.16) 이종수는 ‘buddhānusmrti’를

‘불억념(佛億念)’으로 직역할 수 있으며, 이를 ‘부처님을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 간직한다’로 해석하였다.17) ‘염불’이라는 용어는 아미타불의 마음을 생각하

13) 한재희는 기존의 연구들과 문헌을 통해 불교 초기 경전에 등장한 염불의 원류와 특
징을 정리하였고, 반주삼매경에 나타난 염불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한재희, 앞의
논문, 2013 참고

14) Harrison, Paul. McRae, John. The Pratyutpanna Samādhi Sūtra and the
Śūraṅgama Samādhi Sūtra,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1998, 19쪽에서 인용

15) 국사편찬위원회,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 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108∼109쪽
16) 한재희, 앞의 논문, 201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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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염불의 전통은 통일신라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후기의 승려들은 염불 전통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옴에 따라

염불의 의미와 본질을 재고찰하였다. 한암 중원(漢岩重遠, 1876∼1951)의 가르침

을 모아 엮은 한암일발록(漢巖一鉢錄) 중 승가오칙(僧伽五則) 에는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며, 일념으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염송하며 무념(無

念)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염불삼매(念佛三昧)이다”라고 언급하며 염불과 염

불삼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1944)은 1913년에

불교개혁을 위해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을 집필하였다. 이 중 염불

당 폐지를 논의한 염불당폐지론(論廢念佛堂) 에서 당시 승려들과 신도들 사이

에 퍼져있던 염불에 대한 인식을 ‘거짓’이라 비판하며 참된 염불이 무엇인지 이

야기하였다.

참된 염불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해 나도 이것을 마음

으로 하고, 부처님의 배움을 생각해 나도 이것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

을 생각해 나도 이것을 행해서,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게 있

는 일상에서 생각하지 않음이 없어서 참과 거짓, 방편과 진실을 가려

내가 참으로 이것을 소유한다면 이것이 참된 염불이다.18)

이처럼 염불은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정토

교에서 아미타불의 세계인 서방정토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佛國土) 떨어져

있다고 믿는다. 이 서방극락세계(西方極樂世界)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

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

의 마음이 곧 아미타불의 마음과 일치하여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17)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5쪽
18) “今之所言者 欲衆生之廢假念佛而爲寘念佛也라 假念佛者 何오 今之所謂念佛也니

呼佛之名號是也오 眞念佛者 何오 念佛之心야 我亦心之고 念佛之學야 我亦
學之고 念佛之行야 我亦行之야 雖一語一戰一靜一動이라도 莫不念之야 擇其
眞假權實而我實有之면 是眞心佛隧라” 한용운, 論廢念佛堂 , 朝鮮佛敎維新論, 1913,
이원섭 역, 운주사, 1992에서 원문 인용; 조명제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56∼57
쪽에서 번역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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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염불왕생첩경도(永川銀海寺念佛往生捷徑圖)〉에 묘사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을 맞이하는 아마티불, 1750, 영천 은해사 소장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1.2 염불수행의 전개

염불의 전통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다. 염불수

행은 특히 민간에서 성행하였으며 대중에게 널리 퍼졌다. 정토사상의 염불수행이

대중화된 이유는 다른 불교 교리들보다 비교적 이해하고 따르기 쉬웠기 때문이

다. 신라시대에는 화엄종(華嚴宗), 계율종(戒律宗), 법상종(法相宗), 열반종(涅槃

宗) 등의 종파들이 성행하였다. 이 종파들의 교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귀족층과

지식층에서 받아들여졌고,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19)

고려시대에도 염불수행은 대중적으로 퍼져있었다. 신라의 불교를 계승한 고려

시대에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

(了世, 1163∼1245) 등 승려들이 염불수행을 권장하였다. 특히 나옹 혜근(懶翁惠

勤, 1320∼1376)은 민중을 위해 서왕가(西往歌) 와 승원가(僧元歌) 를 지어 일

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염불법을 쉽게 가르쳤다. 이에 누구든지 염불로 극

19) 정목, 한국인의 염불수행과 원효 스님, 하늘북, 2006,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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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왕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하여 더욱 민간에 염불수행이 퍼지게 되었다.20)

또한, 고려시대에는 대중들 사이에 불교식 상장례가 유행하는 등 사후 세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신도들은 정토신앙을 수용하였다.21) 특히 일반 신도들이

임종 직전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의식으로 임종염불이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의 묘

비명과 기록에서 신도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염불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

다.

고려시대의 문신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 1308∼1374)은 죽기 직전 그의

동생 승암(勝巖) 이인임(李仁任, ?∼1388)이 찾아와 염불하라고 권하였다. 이인

임은 그의 형이 죽은 후 극락에 왕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길 바랐던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이인복은 평생 부처에게 아첨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

다고 전해진다.

임종 때 동생 이인임(李仁任)이 염불하기를 권하니 말하기를, “나는

평생 부처에게 아첨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스스로를 속일 수 없

다.”라고 하였다.22)

고려시대의 문신 최서(崔瑞, 1233∼1305)의 부인 박씨(1249∼1318)의 묘지명

에 그녀가 죽기 전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교 신자였던

부인은 병이 위독해지자 죽음이 멀지 않음을 알고 머리를 깎은 후 비구니가 되

었다. 부인은 비구니가 된 지 9일 후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

까지 아미타불을 염불하였다.

부인은 성품이 정직하고 사법(邪法)을 행하지 않았으며 불도(佛道)를

믿고 숭배하였으니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대덕(大德) 9년 을사년(1305)

에 부군이 작고하였는데 12년 남짓 홀로 지내었다. 향년 70세가 된 올

해 연우(延祐) 5년 무오년(충숙 5, 1318) 7월 초 2일에 병이 위독해지자,

드디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묘련사(妙蓮社) 주지인 양가

도승통(兩街都僧統)에게 청하여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법명을 성

20) 정목, 앞의 책, 133∼140쪽
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9∼220쪽
22) “臨歿, 弟仁任勸念佛, 曰, “吾平生不佞佛, 今不可自欺.” 進藥又却之”, 高麗史, 卷一百
十二, 列傳 卷第二十五, 해석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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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省空)이라 하였다. 법복을 갖추어 계를 받고, 이에 종 한 명을 시주

하여 출가시켰다. 11일 오시(午時)가 되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녀

등을 불러 뒷일을 부탁한 뒤, 합장한 채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송하였

다. 저녁이 되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숨이 거의 끊어질 때까지도

염불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고, 기운이 다한 뒤에야 두 손이

풀어졌다.23)

고려 선종(宣宗)의 제3비 원신궁주(元信宮主)의 아버지이자 고려전기 문신인

이정(李頲, 1025∼1077)의 묘비명에 그가 죽기 전에 염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다. 불교 신자였던 이정은 죽기 전 외관을 단정히 하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그

가 손발을 씻고 외관은 단정히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이정은 죽는 순간까지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죽음을 받아들였다.

5월 13일에 서울 안의 불은사(佛恩寺)에서 돌아가시니, 이 해는 송(太

宋) 희령(熙寧) 10년(문종 31, 1077)으로 세차로는 정사년이다. 돌아가시

는 날 저녁에는 신음 소리도 없이 손발을 씻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 앉

아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읊조렸다. 또한, 스스로 보살 8계를 받고 끝나

자 베개에 누워서 작고하였으니, 춘추 53세이다.24)

당시 불교 신자들은 자신의 묘비명에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죽었다는 이야기

를 기록할 정도로 사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원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23) “亦已濟濟文煩不載夫人禀性正直不行邪法崇信 佛道眞善女也越大德九年乙巳佳耦卒孀居
餘一紀享壽 七十及今延祐五年戊午七月初二日疾篤遂知大期之難 免請妙蓮社主法兩街都
僧統木且剗草爲尼法名省空具 法服受戒仍捨一奴出家至十一日午時洗浴更衣呼子女 等付
囑後事合掌專念 阿彌陀佛當夕翛然而化氣息將絕念佛之脣動而不止氣 盡然後兩手乃頹以
是年八月十八日葬于大德山之西麓”, 崔瑞妻朴氏墓誌名 , 13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석문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참조.

24) “難留以五月十三日薨于京城內佛恩寺是歲太宋熈寧十年龍 集丁巳也捐舘之夕無呻吟聲盥
手足整衣冠坐念阿彌陁佛名 號又㠯受菩薩八戒訖伏枕而終春秋五十有三識者爲蒼生惜
焉”, 李頲墓誌銘 , 107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석문은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
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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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과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미타불을 염불함으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 종파가 통폐합되었다. 조선전기에는 불

교의 세력이 약화하여 불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민간에서는 꾸준히 염

불수행을 행하였다. 조선전기에 대중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염불하였다는 예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불하는 향도(香徒)를 내가 10세 전에 이미 들었지만, 금지했다는 것

은 듣지 못했다. 근일(近日)에 승정원에서도 역시 이르기를, ‘옛적에 기

로(耆老)들이 염불(念佛)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태종(太宗)께서 정부(政府)

를 불러 일을 의논할 적에 정승(政丞) 성석린(成石璘)이 염불하러 절에

가느라고 혼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니, 염불하는 향도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25)

이 기록에는 총 3번의 염불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세종대왕은 이미 10

세 이전에 염불하는 향도에 관하여 들었다고 한다. 이 기록이 세종대왕이 53세였

던 1449년에 쓰인 것임으로, 세종대왕이 언급한 염불하는 향도는 40여 년 전인

1400년도 초반의 이야기이다. 둘째, 태종 당시 영의정을 지낸 성석린(成石璘,

1338∼1423)이 염불하러 절에 들어갔다고 한다. 셋째, 이 기사의 본 내용으로 염

불하는 향도를 추문 하는 내용이다. 이 기록은 조선 건국 후 50여 년이 지난 후

의 내용이다. 조선전기에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염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염불수행은 오랜 시간 걸쳐 대중 속에 스며듦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수행법

으로 점차 구체화 되었다. 염불의 종류는 칭명염불(稱名念佛), 관상염불(觀像念

佛), 관상염불(觀想念佛), 실상염불(實相念佛) 등이 있고, 칭명염불법(稱名念佛

25) “且念佛香徒, 予年十歲前已聞之, 而未聞禁止者也。 近日承政院亦云: ‘古有耆老念佛之
事。’ 昔太宗召政府議事, 政丞成石璘以念佛詣寺, 獨不與, 念佛香徒其來久矣”, 世宗實
錄, 125卷, 31年(1449) 8月 15日(壬戌)조, 해석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
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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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참구염불법(參究念佛法), 관념염불법(觀念念佛法), 이근원통칭명염불법(耳根

圓通稱名念佛法) 등의 염불수행법이 존재한다. 신도들은 이 염불법 중에서 자신

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고, 염불에 집중하여 무념의 경지에 도달하여 해탈열

반(解脫涅槃)을 성취할 수 있다.26)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정토왕생 하게 된다는 염불신

앙은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반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이는 정토신앙의 염불수행은 긴 역사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 명맥이 이어진 이유이다. 염불수행은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

인 수행법이다.27) 하지만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선종의 본의로 볼 때 염불신앙

은 타력에 의해 구제받기 때문에 하근기(下根機)를 위한 낮은 단계의 신앙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28)

2.1.3 조선후기 염불수행의 유행

조선전기는 신라와 고려를 거쳐 유지하던 불교의 명맥이 억불정책으로 억압

받아 많이 약화되었던 시기라면, 조선후기는 불교가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

해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조선후기 불교의 위상회복에 염불수행이 큰 역할을 하

였다. 이 시기에는 정토신앙이 성행하면서 염불수행이 대중들에게 더욱 깊게 들

어갔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후기 이전에도 염불수행은 일상 속에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염불수행이 기존의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

던 것과는 달리, 조선후기에서는 대중뿐 아니라 사찰에서 주도하는 하나의 수행

법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염불하는 모임이 성행하였다. 이처럼 염불

수행이 전국적으로 널리 펴진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후기의 불교는 염불

수행이 유달리 성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 시대적 차별성이 있다.

조선후기에 염불수행이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승려의 노력과 활동이 있

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교 사회였다. 당시 정부는 숭유

억불(崇儒抑佛) 정책을 시행하였고, 연산군(燕山君)과 중종(中宗) 대에는 폐불

26) 유제종, 念佛禪 修行法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7∼28쪽에서 정리한 각 염불
종류와 수행법 참고.

27) 정목, 앞의 책, 234쪽
2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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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佛)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29) 하지만 민간에서는 꾸준히 불

교가 유지되었으며, 많은 승려가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불교계의 위

상을 회복하기 위한 승려들의 노력은 임진왜란 이후 점차 빛을 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산대사(西山大師)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

1604)과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을 비롯한 여러 승려가 의승군(義僧軍)

을 조직하여 왜군에 대항하였다. 이와 같은 승려들의 공을 인정받아 조선후기에

는 불교의 위상이 점점 회복되었다. 특히 의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 청허 휴

정과 벽암 각성은 조선후기 불교계를 유지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벽암

각성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많은 사찰을 중건하며, 사찰 부흥에 힘썼다.30) 청허

휴정과 그의 동문이자 벽암의 스승인 부휴 선수(浮休善修, 1543∼1615)는 각각

청허계(淸虛系)와 부휴계(浮休系)라는 조선중기 이후의 조선시대 불교 문화를

이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계파의 시조가 되었다.

[그림 2-2]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報恩法住寺碧岩大師碑), 1664 

(2019.10.18. 촬영)

2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0쪽
30) 1663년에 쓰인 화엄사벽암대사비(華嚴寺碧岩大師碑) 에는 “山衆園或剏或修如䨥溪之

東刹華嚴之宏制松廣之”라 기록하고 있어 벽암 각성이 하동 쌍계사(雙磎寺), 구례 화
엄사(華嚴寺), 순천 송광사(松廣寺) 등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찰의 중건을 주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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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허 휴정은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먼저 고려 승려 보조 지

눌의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선교일치

(禪敎一致) 선교회통을 받아들였다.31) 휴정은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

든 책인 선가귀감(禪家龜鑑)에서 선과 교뿐만 아니라 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염불이란 입으로 하면 송불(誦佛)이요, 마음으로 하면 염불(念佛)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미타불 육자(六字) 법문(法門)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

길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않고, 입으로는 부처

님의 명호를 분명하게 불러야 한다. 이처럼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것이

염불이다.32)

휴정은 심법요초(心法要抄)를 통해서도 선과 교 이외에도 염불수행의 중요

성을 언급하며 염불문(念佛門)을 포함한 삼문수업(三門修業)을 제시하였다. 청허

휴정의 제자 편양 언기(鞭羊彦機, 1581∼1644)는 휴정의 사상을 계승하여 본격

적으로 삼문수업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삼문수업은 선을 수행하는 경절문(徑截

門), 화엄 강학을 중시하는 원돈문(圓頓門), 그리고 염불수행을 중시한 염불문으

로 이루어진 조선후기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하지만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는 삼문 중 경절문을 염불문과 원돈문보다 더

강조하였다. 염불문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절문과 동등하게 인식되었다. 18

세기에는 염불을 널리 권하는 글인 명연(明衍)의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과
같은 불서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성 쾌선(箕城快善, 1693∼1764)은 청
택법보은문(請擇法報恩文)과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통해 염불문을 다른

문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 진허 팔관(振虛捌關, ?∼1782)은 삼문직지(三門直指)
를 통해 삼문은 차등이 없으며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33)

31) 김방룡, 조선후기 보조선(普照禪)의 영향 , 보조사상, 25집, 2006, 300쪽
32) “念佛者 在口曰誦 在心曰念 徒誦失念 於道無益 阿彌陁佛六字法門 定出輪廻之捷徑也 心
則緣佛境界 憶持不忘 口則稱佛名號 分明不亂 如是心口相應 名曰念佛”, 禪家龜鑑, 1564

33) 삼문수업의 전개와 승려들에 따라 나타나는 염불문의 위상에 관한 내용은 이종수의
조선후기 삼문수업의 성립과 전개 , 천태학연구, 11권, 2008, 413∼42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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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염불서승도(念佛西昇圖)〉, 김흥도, 조선후기, 

간송미술관 소장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

조선후기에는 낮아진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현재 한국불교 전통의 근원

적인 모습을 형성한 시기이다.34) 불교가 위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승려의

노력이 있었다. 많은 승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나라를 위해 싸웠다. 또

한, 삼문수업을 통해 수행법이 체계화되며 대중들에게 염불수행이 받아들여졌

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삼문수업 전통이 정착함에 따라 강원(講院)과 선원(禪

院), 염불원(念佛院)을 모두 갖춘 총림(叢林) 사찰이 나타났다.35) 이 외에도 조

선후기에 불교 위상회복에 가장 큰 역할은 한 것은 염불 모임을 위해 결성된

염불계이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후기 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염불계가 조직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34) 이종수, 앞의 논문, 2008, 405쪽
35) 현재 한국불교의 총림 사찰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 팔공총림 동화사, 쌍계총림 쌍계사, 금정총림 범
어사를 포함하여 8대 총림이라 한다. 하지만 2019년 11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고불총
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하게 됨에 따라 8대 총림에서 7대 총림이 될 가
능성이 있다. 이 중 염불원을 갖추고 있는 곳은 덕숭총림 수덕사와 영축총림 통도사
2곳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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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후기 염불계의 조직과 확산

2.2.1 염불계의 조직

조선후기 염불수행의 성행은 염불계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염불계를 비

롯한 많은 신앙결사(信仰結社)가 있었다. 신앙결사는 주로 향도(香徒) 또는 계(契)로

나타나는데, 이 둘은 모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는 목적 지향적 의도

적인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모임이다.36) 특히 조선후기에는 많은 사찰계(寺刹

契)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게 성행한 것이 염불계이다. 염불계는 염불신앙을 바탕

으로 조직된 신앙결사로써, 염불수행과 사찰의 경제활동을 명분으로 결성된 모임이

다. 염불계는 조선후기에 가장 크게 성행하였지만, 그 전통은 더 이전부터 확인된다.

염불수행을 목적으로 맺어진 최초의 신앙결사는 중국 동진(東晉) 시대의 백

련결사(白蓮結社)이다.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 양나라(梁)의 승려 혜교(慧皎,

497∼554)가 지은 고승전(高僧傳)에 의하면 여산(廬山)에서 활동한 혜원(慧遠,

334∼416)이 동림사(東林寺)를 세웠다. 혜원은 아미타불상 앞에서 123명과 함께

서방정토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사를 시작하였다.37) 혜원의 백련결사

는 중국 정토교뿐 아니라 한국불교에도 큰 영향을 가져왔다.

고려시대의 대표 신앙결사인 진억(津億)의 지리산 오대사(五臺寺) 수정결사

(水精結社)와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63∼1245)의 백련결사는 혜원의

백련결사를 계승하였다.38) 진억은 1129년(인종7)에 수정결사를 맺었고, 이 결사

에 총 3천 명이 참가하였다고 전해진다. 수정결사라는 이름은 심신이 맑고 깨끗

한 수정에 비유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에게 예배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뜻이다.39) 원묘국사 요세는 1216년(고종3)에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 요세는 매

36)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계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변동, 일조각, 1992,
63쪽

37) “桓乃爲遠, 復於山東, 更立房殿, 卽東林是也…遠乃於精, 舍無量壽像前, 建齋立誓, 共期
西方.…乃延命, 同志息心貞信之士百有二十三人, 集於廬山之陰, 般若臺精舍阿彌陁, 像
前, 率以香華, 敬廌而誓焉.” 高僧傳, 제6권

38) 이희재,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의 의의 ,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4, 83∼87쪽

39) 정목,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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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화경(法華經)을 독송하고, 아미타불을 만 번 염송하였다고 한다. 요세의

백련결사는 천태종(天台宗)의 법화신앙에 기초하면서 정토 염불신앙을 중시한

결사였다.40)

염불계는 조선시대에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천태종은 조선 세종

(世宗) 때에 불교종단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폐합될 때, 선종으로 폐합되었

다. 하지만 천태종의 염불수행은 민간의 불교 수행자를 통해 계속 이어져갔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염불수행이 일상적인 불교수행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반영하여 염불결사가 전국 곳곳에서 결성되었다. 중국의 백

련결사로 시작되어 전해진 고려의 백련결사에서 천태종의 수행법이 염불수행으

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는 조선후기의 성행한 염불계로 이어졌다.41)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맺어진 이유에는 신앙적인 목적 이외에도 경제적인 이

유가 컸다. 조선시대는 많은 사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전기부터

이어져 온 숭유억불 정책과, 두 번의 난으로 인해 많은 사찰이 폐허가 되고, 승

려들은 각종 부역에 동원되는 등 힘든 삶을 보냈다. 승려들은 사원경제의 유지

를 위해 미투리 수공업, 제지수공업, 목축, 채소, 과일, 산채, 산과실 등을 생산

하는 산업활동을 이어갔다.42) 또한, 조선후기에는 승려들의 토지 상속과 전답사

유(田畓私有)가 보편화 되면서 전답을 사찰에 시납(施納)하고, 보사청(補寺廳)을

설치하는 등 사찰의 경제활동을 위한 틀은 만들었다.43)

이외에도 많은 사찰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사찰계를 조직하였

다. 사찰계는 성금을 모아 축적하였다가 토지를 사들여 사찰에 기부하는 활동을

벌여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이었다. 대표

적인 사찰계로는 동갑 승려로 조직된 갑계(甲契), 같은 스승의 제자들로 조직된

문중계(門中契), 청계(廳契), 신앙활동을 겸한 염불계, 칠성계(七星契), 지장계(地

藏契), 미타계(彌陀契) 등이 있었다. 한상길은 1564년 이후의 사찰계는 총 201건

이 파악된다고 하였다.44) 사찰계는 조선시대의 억불이 가져온 경제적 궁핍을 극

4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71∼172쪽
41) 김세운, 한국 천태종의 염불수행 전통과 그 계승 , 한국사학, 제30호, 2011,

765쪽
42) 임진왜란 직후 경제체제가 붕괴한 강원도 평강 부석사(浮石寺)에서 승려들은 미투리
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어 사원경제를 운영해갔다.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120∼127, 140쪽

43) 김갑주, 앞의 책, 156∼164쪽
44) 한상길, 앞의 논문, 2000,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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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아울러 집단적 결속을 통해 수행과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이 중의 목적

을 지니고 성립되었다.45) 또한, 포구상업의 활성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안정화

되어 여유가 생긴 민간신도들의 사찰 지원으로 사찰계의 활성화가 가능했다.46)

이러한 배경으로 조선후기에는 경제활동과 신앙활동을 겸한 염불계가 성행하

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염불계는 염불이라는 종교적 수행과 사찰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사찰계의 성격이 접목하여 나타난 것이다. 염불계는 염불회(念佛

會), 만일회(萬日會),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 미타계(彌陀契), 무량회(無量會)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였다.47) 이 중에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이 만일회다.

만일회란 1만일, 즉 약 27년 5개월 동안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모임이다. 만일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다. 이는 실제로 만일을 채워야

극락에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평생을 의미하며, 죽을 때까지 아미타불을 염불

하여 극락세계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불교의 최초의 만일회는 신라 758년에 발징(發徵)이 원각사(圓覺寺)에서

결성한 염불만일회로 전해진다.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

蹟)에 의하면 발징 화상이 758년(경덕왕17)에 31명과 염불만일회를 열었고, 1820

명의 향도가 의복과 음식을 매년 시주하며 염불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한

다. 그리고 29년 후인 787년(원성왕3)에 발징을 포함한 32명이 아미타불의 가피

(加被)를 얻어 정토에 왕생하였고, 나중에는 나머지 향도들 모두 왕생하였다.48)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염불신앙결사의 전통은 조선후기에 가장 성행하였다.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염불계가 신앙과 경제적인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양산

통도사(通度寺) 백련암(白蓮庵)처럼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서 염불만일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있다.

45) 한상길, 앞의 논문, 2000, 25쪽
46) 김성순, 대둔사 무량회(無量賣)에 비친 19세기 불교계의 고민 , 종교와 문화, 제21
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121∼146, 128쪽

47) 한상길, 앞의 논문, 2000, 36쪽
48) “一千七百八十五年(新羅景德王十七年戊戌) 發徵和尙이圓覺寺를重建하고 念佛萬日會를

設하니 此가朝鮮의 念佛萬日會의 嚆矢가되니라. 時에 發徵和尙이 貞信, 良順等三十一
人 으로더부러 念佛을 勤修할새 香徒 一千八百二十人이 自願發心하아 其中의 一百二
十人은 衣服을 施하고 一千七百人은 飲食을 施하니 衣服을施하는者는 每人每歲에 布
一端을 納하고 飲食을 施하는者는 每人每歲에 白米一斗와 凈油一升을納하야 念佛人
의生受를 供하니라. 一千八百十四年(新羅元聖王三年丁卯) 念佛萬日會에서 凈業을 修
하든 三十二人이 阿彌陀佛의 加被를承하야 净土에 徃生하고 香徒諸人도 漸次徃生하
니라”,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 1928, 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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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염불계의 전국적 확산

기록에서 확인되는 조선시대 최초의 만일염불결사 형태를 전하고 있는 사례

는 1772년 영원암(靈源庵)에서 개설된 만일회이다.49) 조선후기 승려 추파 홍유

(秋波泓宥, 1718∼1774)가 쓴 영원만일회서(靈源萬日會序) 에 의하면 문곡(文

谷), 백화(白花), 환암(喚庵) 대사가 신라 발징화상의 공을 이어서 방장(方丈)의

영원암에서 만일의 기한을 세우고 모임을 결성하였다고 전한다.50) 이후 1801년

에 개설된 고성 건봉사(乾鳳寺) 만일회의 성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염불만일

회가 유행하게 되었다.51)

먼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성행한 염불계 확인을 위해 기존의 사학과, 미술

사학과 연구자들이 불교사 연구를 통해 정리해 놓은 조선시대 염불계 연구를

참고하였다. 한상길은 조선후기에 총 32건의 염불계를 확인하였다. 이종수는 한

상길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거(典據)가 불분명한 것은 빼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

여 총 22건의 염불계를 정리하였다. 손신영은 한상길의 연구에 추가하여 20세기

초 서울, 경기도 지역의 염불계를 정리하였다.52)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정리한 목록의 출처를 재검토하였고, 그중 염불계가 맺어진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찰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염불만일회가 성행한 건봉사를 시작으로, 19세기 전

반과 해방 전인 20세기 초까지 염불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새로 발견

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총 47건의 염불계가 확인되었고,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2-1]

49) 한보광, 앞의 논문, 1995, 191∼192쪽
50) “爰有白花文谷喚庵諸長老, 謝講徒, 久硏心要, 去年秋唱法侶, 繼設遠徵諸公之事, 衆皆
懽應, 遂結會於方丈之靈源庵, 立期萬日.”, 靈源萬日會序 ,秋波集, 2권

51) 이종수, 19세기 건봉사 만일화와 불교사적 의미 , 동국사학, 49집, 2010, 315쪽
52) 한상길, 앞의 논문, 2000, 26∼34쪽;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三門修學을 중
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70∼172쪽; 최엽, 앞의 글, 2015, 143∼170
쪽; 손신영, 남양주 흥국사 만세루방 연구 , 강좌미술사, 34호, 2010, 253∼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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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찰 연도 염불계 명칭 전거

강원도

건봉사(乾鳳寺)

1801 만일회(萬日會)
新創萬日會事蹟日記 ,

乾鳳寺本末事蹟, 28∼30쪽
1851 만일회(萬日會)

大韓國杆城乾鳳寺萬日蓮會緣起 ,
乾鳳寺本末事蹟, 39∼41쪽

1881 만일회(萬日會)
大韓國杆城乾鳳寺萬日蓮會緣起 ,

乾鳳寺本末事蹟, 39∼41쪽
1908 만일회(萬日會) 乾鳳寺本末事蹟, 13쪽

신계사(神溪寺)
1848 만일회(萬日會)

普光殿念佛會設始序 , 楡岾寺本末寺誌,
267∼268쪽

1879 만일회(萬日會)
普光庵重設萬日會香徒契員列目 ,

楡岾寺本未寺誌, 270쪽
유점사(楡岾寺) 1862 만일회(萬日會) 蓮社廣緣會記 , 楡岾寺本末寺誌, 109∼110쪽

경상도

기림사(祗林寺) 1802 염불계(念佛契) 祗林寺念佛契大成功碑 , 祗林寺 소장

오어사(吾魚寺) 1811 염불계(念佛契)
念佛禊碑文 , 朝鮮寺刹史料 上,
441∼442쪽

봉암사(鳳巖寺)
1822 만일회(萬日會) 巨濟長興寺地藏菩薩十王幀 畵記

1904 만일회(萬日會)
경북문경 봉암사 連池九品圍 ,

韓國佛盡盡記集, 1, 369∼370쪽
화장암(華藏庵) 1846 만일회(萬日會)

華藏庵重創記 , 朝鮮寺刹史料 上,
451∼452쪽

범어사극락암
(梵魚寺極樂庵)

1852 만일회(萬日會) 極樂庵萬日會獻納記 , 梵魚寺誌, 589쪽

범어사내원암
(梵魚寺內院庵)

1875 미타계(彌陀稧)
梵魚寺內院庵彌陀稧序 , 梵魚寺誌,
583쪽

통도사백련암
(通度寺白蓮庵)

1863 만일회(萬日會) 通度寺白蓮精舍萬日勝會記 , 通度寺 소장

통도사극락암
(通度寺極樂庵)

1925 만일회(萬日會)
通度寺極樂庵養老念佛萬日會趣旨書 ,

佛敎 第20號
표충사(表忠寺) 1860 만일회(萬日會) 萬日會上樑文 , 表忠寺 소장

운문사(雲門寺) 1861 만일회(萬日會) 雲門寺萬日會記 , 雲門寺誌
해인사원당암
(海印寺院堂庵)

1887 염불회(念佛會)
院堂淨土社重修上樑文 , 伽倻山海印寺誌,

618쪽

해인사(海印寺)

1925 만일회(萬日會)
萬日念佛會剏設 , 伽倻山海印寺誌,

615쪽

1929 염불회(念佛會) 伽倻山海印寺誌, 614쪽

1934 만일회(萬日會) 伽倻山海印寺誌, 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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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銀海寺) 1891 만일회(萬日會)
運虛大和尙文午萬日會新刱誦功碑 ,

銀海寺 소장
옥천사청련암
(玉泉寺靑蓮庵)

1895 만일회(萬日會)
고성군옥천사청련암만일계원모집문,
玉泉寺 소장

대승사(大乘寺) 1899 미타회(彌陀會)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韓國寺刹事典 上, 419∼420쪽
불영사(佛影寺) 1905 만일회(萬日會)

江原道蔚珍郡佛影持萬日疾 ,
佛國寺誌(外), 445∼450쪽

전라도

미황사(美黃寺) 1858 만일회(萬日會) 美黃靈虛化行說 , 梵海禪師文集, 第1
위봉사(威鳳寺) 1862 염불회(念佛會) 玩坡大師傳 , 東師列傳
흥국사(興國寺) 1871 만일회(萬日會) 與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施序文
송광사자정암
(松廣寺慈靜庵)

1879 만일회(萬日會) 曹溪山松廣寺誌, 204쪽
송광사(松廣寺) 1882 만일회(萬日會) 曹溪山松廣寺誌, 248쪽
대흥사(大興寺)

1887 무량회(無量會)
大芚寺無量會募緣䟽 , 梵海禪師文集,
第2

1891 무량회(無量會) 淸峯禪伯傳 , 東師列傳, 第6
대흥사적련암
(大興寺赤蓮庵)

1894 무량회(無量會) 淸峯禪伯傳 , 東師列傳, 第6

태안사(泰安寺) 1990 만일회(萬日會)
桐裏山秦安寺萬日會梵鐘體那芳卿記 ,

鏡虛集, 121∼122쪽
유마사(維摩寺) 1928

천일기도결사
(千日祈禱結社)

母後山維摩寺新念佛堂千日祈禱結社文 ,
茶松文稿, 卷第二

화엄사구층암
(華嚴寺九層菴)

1875
∼
1899

만일회(萬日會)
九層菴重修記 , 梅泉集, 第6卷,
萬日重修募緣文華嚴寺, 茶松文稿, 卷第1

경기도

보광사(普光寺)
1896 미타회(彌陀會) 紺殿重創幀畵幷丹艧記
1913 만일회(萬日會)

京畿道楊洲郡白石面古靈山普光寺念佛堂
重修施主名付錄 , 朝鮮佛教月報, 17호

흥국사(興國寺) 1904 만일회(萬日會)
漢美山興國寺萬日會碑記 , 京畿命石大觀,
3권, 43∼51쪽

흥국사(興國寺) 1940 만일회(萬日會) 韓國寺利全書
망월사(望月寺) 1925 만일회(萬日會)

万日參禪結社會創立記 ,
龍城禪師請錄, 卷下

서울

화계사(華溪寺) 1910 만일회(萬日會)
三角山華溪寺萬日念佛會物設記 ,

韓國佛教最近百年史, 제1책
봉원사(奉元寺) 1912 만일회(萬日會) 朝鮮佛教月報, 2호
개운사(開運寺) 1912 만일회(萬日會)

萬日會創立主清信女李氏寶連行頌德牌
朝鮮佛教月報, 2호

봉은사(奉恩寺) 1941 만일회(萬日會) 佛教時報, 66호

[표 2-1] 19세기∼20세기 초 지역별 염불계가 맺어진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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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에 따르면,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총 32개의 사찰에서 총 47건의

염불계가 확인된다. 이 중에는 건봉사처럼 한 사찰에서 여러 번 결사가 된 예도

있고, 범어사처럼 본사와 소속 암자에서 여러 번 개최된 예도 있다. 이 중 강원

도에서는 3개의 사찰에서 총 7건, 경상도는 13개의 사찰에서 총 20건, 전라도는

8개의 사찰에서 7건, 경기도 4개의 사찰에서 5건, 서울은 4개의 사찰에서 4건이

확인된다. 염불계는 19세기 초에 강원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19세기 전반에 걸

쳐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는 서

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손신영은 화계사의 선덕(禪德) 스님과의 인

터뷰를 통해 화계사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만일회가 항일운동의 장으로 활용되

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서울 경기지역에 염불계가 집중된 것은

일제가 종교집회 외에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자, 서울과 근교의 많은 사찰에서

만일회를 결성하여 종교집회를 가장한 항일운동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53) 비록

충청도와 제주도에서는 염불계 기록이 확인되지 않지만, 염불계가 비교적 전국

적으로 성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3) 손신영, 앞의 논문, 2005, 258∼259쪽

[그림 2-4] 지역별 염불계가 성행한 사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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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염불당의 수요와 확보

3.1 염불당의 등장과 수요

3.2 염불당 확보를 위한 노력

3.3 소결

3.1 염불당의 등장과 수요

3.1.1 염불당의 출현

19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염불당’이라는 독립된 건축물이 등장하였다.

본래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염불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염불

이라는 종교적 행위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조선후

기의 승려들은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염불을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

서 만일회와 같은 염불계가 조성되지 않는 한 ‘염불당’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

들 이유가 없었다.54)

‘염불당’이란 명칭은 염불계가 성행한 19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염불계가

54) 손신영은 이능화(李能和, 1869∼1943)가 1918년도에 저술한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
通史)에 수록된 승려들의 행장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승려들이 평생 참선을 했어도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염불 정진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손신영, 앞
의 글, 2005,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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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기 이전에도 염불당이라 불리지는 않았지만, 염불수행을 위한 사용된 건축공간

은 존재했을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시대의 염불만일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설화에 따르면 욱면(郁面)이라는 여종은 주인을 따라 절

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정에서 염

불하였다. 그때 하늘에서 “여종은 당(堂)에 들어와 염불하여라”하는 목소리가 들

려왔다. 그제야 여종이 당(堂)에 들어가 염불하였고,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선사(善士) 수십 명이 서방을 구하려는 뜻으로 미타사(彌陁寺)를 세우

고 만일을 기약하고 계(契)를 만들었다.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욱면(郁面)이라는 이름의 한 여종이 있었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스님을 따라 염불하였다…여종은 절에 가서 염불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그때 공중에 하늘의 외침이 있어 “욱면

은 당(堂)에 들어가서 염불하라”라고 하였다. 절의 대중이 이 소리를 듣

고 여종에게 권하여 당(堂)에 들어가 예에 따라 정진하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이 서쪽으로부터 들려오더니 여종이 솟구쳐 집 대

들보를 뚫고 나갔다.55)

위 기록에 언급된 당(堂)은 신도들이 모여 염불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로 보

인다. 이 건물이 염불수행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인지, 법당을 염불수행을

하기 위해 임시로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에도 ‘염불

당’으로 기록된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기록에 향도(香徒)들

이 불당(佛堂)에서 염불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사헌
부(司憲府)에서 염불하는 향도의 불당과 불상을 헐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금이 말하기를 "염불(念佛)하는 향도(香徒)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이 앞서는 그르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 인

55) “善士数十人志求西方於州境創彌陁寺約万日爲契. 時有阿干貴珎家一婢名郁面. 随其主歸
寺立中庭随僧念佛. 主憎其不職, 每給穀二碩一夕舂之. 婢一更㫪畢歸寺念佛日夕微怠. 庭
之左右竪立長橛以繩穿貫两掌繋於橛上, 合掌左右逰之激勵焉. 時有天唱於空, “郁面娘入
堂念佛.” 寺衆聞之勸婢入堂随例精進. 未㡬天樂従西来, 婢湧透屋樑而出.”, 郁面婢念佛
西昇 , 三國遺事, 卷5, 해석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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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人君)이 불당을 처음으로 세우게 된 뒤로 유사(有司)들이 비로소 들

어 탄핵하니,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다. … 다시 아뢰기를

"비옵건대, 모름지기 불당(佛堂)을 헐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두어서

뒷날의 무궁(無窮)할 폐단을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성(京

城) 안에 이방(尼房)이 많이 있는데도 역시 헐지 않았는데, 불당은 사사

(寺社)의 예(例)가 아닌데 어찌 헐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56)

이처럼 조선후기 이전에도 염불하기 위해 활용하였던 건축물은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염불당’이라는 명칭의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립된 건물로서 염

불당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세기 염불계가 성행하면서부터다. 염불계가 성행하

면서 염불당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고, 이때부터 염불당이 하나의 독립된 건축

물로 사찰에 갖춰지게 되었다.

염불당은 조선후기에 염불이라는 종교적 수행과 사찰경제적 활동의 필요가

결합하여 나타난, 염불계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건축공간이다. 일제강점기 경

성제국대학의 일본인 조선 문학 교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878∼1967)는 
이조불교(李朝佛敎)에서 “당시 대사찰에는 좌선당(坐禪堂)인 선방(禪房), 염불당

(念佛堂)인 만일회당(萬日會堂), 교당(敎堂)인 강당(講堂)이 존재한다”라고 서술

했다.57) 염불당은 건물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선당과 교당과 같은 건물의 용도와

기능을 지칭한다. 다카하시 토오루가 염불당을 만일회당이라 부른 것으로 보아,

염불당이 염불계를 목적으로 사용된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염불계를 위해 필요한 건축공간으로서 염불당은 1803년도에 기록된 건봉사

신창만일회사적일기(新創萬日會事蹟日記) 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에는 1801

년 건봉사에서 용허 석민(聳虛碩旻)이 만일회를 개설하면서 건축한 건물을 ‘염

56) “念佛香徒, 其來久矣, 前此未聞有非之者。 今當人君初建佛堂之後, 有司始擧而劾之, 予
不知其意也。” 都承旨李思哲等啓: “耆老宰樞詣寺念佛, 臣等所嘗見也。 念佛香徒, 卽
今處處有之, 憲府所推, 特去其太甚者耳。” 上謂憲府曰 “若等雖以用金造佛爲言, 然香
徒之人, 共聚念佛, 其可無佛像乎” 更啓曰 “乞須毁其佛堂, 收其雜物, 以除後日無窮之
弊。” 上曰 “京城之內, 多有尼房, 亦不毁去, 佛堂非寺社之例也, 何可毁邪”, 世宗實錄
, 125卷, 31年(1449) 8月 8日 乙卯 1번째, 해석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
이스 참조.

57) “大寺刹 ニハ 何 レモ 坐禪堂 タル 禪房, 念佛堂 タル 萬日會堂, 敎堂 タル 講堂”, 高
橋亨, 李朝佛敎, 國書刊行會, 1973, 9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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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念佛堂)’이라 언급하고 있다. 석민이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개설한 지 21년

후 1822년에 기록된 만일원중수기(萬日院重修記) 에 의하면 이 염불당은 ‘만일

원(萬日院)’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만일원에서 석민이

약 7,900일째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염불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

어, 이 건물이 염불당으로써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남쪽의 자금 모으는 일을 마치고 6월 18일 절에 돌아오니 높은 새

전각(巋然新閣)이 완성되어있었다. 내가 보고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기를

“염불당(念佛之堂)이 몇 달이 안 되어 이같이 성공을 고했으니 염불하

는 사람이 어찌 30년을 기다려 공중에 오르겠는가.”58)

건봉사 만일원(萬日院)에서 석민이 제자들과 함께 계율을 닦으며 수

행하였다. 이곳에서 매일 부처의 이름을 불렀고,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지 7,900여 일이 되었다.59)

염불당이 염불계를 위해 등장한 것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대승사(大乘

寺)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10년도 기록인 사불산대승사쌍련암만일회

신창기(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에 의하면 현경(玄鏡) 대사와 월파(月

波) 대사가 대승사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며, 이곳에 염불당이 없음을 안타까

워하고 1899년 미타계(彌陀契)를 맺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염불계를 맺기 위해

모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1900년에 조사실(祖師室)인 동별당(東別堂)에서 만

일회를 시작하였다.

기해년(1899) 봄에 현경(玄鏡)과 월파(月波) 두 명의 대사가 대중을 불

러 모으고 말하기를 대승사는 영남과 호남의 교차점에 있으며, 두 대나

58) “南之募貨已畢 六月十八日到寺 巋然新閣 有若落空 余觀之自 喜曰 念佛之堂 不累月而
如是告成 念佛之人 何待三十年而登空乎”, 新創萬日會事蹟日記 , 1803, 乾鳳寺本末
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28∼30쪽, 해석문은 고성군청,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
문, 2003 참조

59) “乾鳳寺萬日院者, 上人碩旻之所修也, 旻與其徒, 精修戒律, 爲是院, 盖日誦佛號, 爲吾
聖, 聖上祝無疆之壽, 今七千九百有除日矣”, 萬日院重修記 , 1822, 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46∼47쪽, 해석문은 고성군청,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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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고개 사이에 있다. 이 절은 천 백 년 전에 창건되었는데, 이는 승람

(勝覧)에 기록되어 있고, 신비한 이야기는 모두 유사(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염불당(念佛堂)이 하나도 없다. 이곳에 사는 사

람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이라도 내

서 미타계를 세우는 것은 마땅하다. 모든 무리가 한 마음이었다. 화응

(華應)과 확송(鶴松)이 모범이 되어 풍상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방으로

달려 약간의 자금을 구해왔지만, 충분하지 않다. 경자년(1900) 봄에 지

금의 조사실인 동별당(東別堂)에 만일회를 세웠다.60)

이 기록에서 승려들은 대승사에 염불당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염불계를 맺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염불계를 맺으면서 염불당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염불계를 맺은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봉사에서 1801년 염불계를 맺으면서 처음 염불당을 건립하였다. 그 후 약

100년이 흐른 뒤인 1899년도 대승사에서는 염불당이라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해 염불계를 맺는다.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

이에 염불당 건축의 위상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염불당 건축은 사찰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이 된 것이다.

3.1.2 염불수행을 위한 공간

염불당은 염불수행이라는 종교의식을 위한 법회용 건물이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염불계는 염불수행이라는 종교적인 목적과 사찰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

력이 결합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염불계의 성행으로 등장한 염불당은 염불계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로, 염불수행이라는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이며 안정적인

60) “惟我太皇帝 雪五百年臣僕耻之辱 樹億萬世獨立之基礎 易國號以大韓 錫年號以光武之
三年己亥春 玄鏡 月波大士 請集大衆 而告之日 我大乗寺 處嶺湖兩省之交 爲烏竹兩嶺
之間 而剏在千百年前 異蹟則載在勝覧 奇蹟則存諸遺事 然 近古所以爲欠者 只是無一所
念佛堂故也 寔爲居者過者之所遺憾咨 則吾儕願出多少金 設彌陀契 僉議以爲如何 於是
衆議倶叶 同心賛成 至於幻鏡 華應 鶴松諸尊宿 冒風霜 涉險難 胼胝馳逐 而求化四方
得若干額 而拮据之 越明年庚子春 設萬日會於東別堂 即今之祖師室也”, 權相老, 四佛山
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1910, 韓國寺刹事典, 梨花文化出版社, 1994, 41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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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경제를 위해 운영되었다. 먼저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염불당을 살

펴보려고 한다.

불교에서는 불자(佛子)가 귀의(歸依)해야 한다는 불(佛), 법(法), 승(僧) 3가지

의 교리를 가리켜 삼보(三寶)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불을 대표하는 통도사, 법을

대표하는 해인사, 승을 대표하는 송광사를 삼보사찰이라 부른다. 사찰 배치안에

도 불, 법, 승의 기능을 대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 불을 위한 예불공간은

예불의식을 행하는 공간이며, 법을 위한 수행공간은 강당과 선방 등의 건물로,

승려들이 경론을 강술하고, 수행하는 공간이다. 승을 위한 거주공간은 승려들이

생활하며 의식주를 지원해주는 공간이다. 사찰건축은 예불과 교육 및 수행 기능

을 갖추고 있고, 사찰의 공간구성에 삼보의 물리적 실체로서 중심영역을 이루며

예불과 수행 생활의 중심을 이룬다.61)

이처럼 사찰은 기능과 활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참선과 염불 설법 등의 수행 생활을 위한 수행용 건물은 당대의 불교가

어떠한 수행방법을 선호하는가의 교단적 요구로 구성된다.62) 선수행을 위해서는

선방, 설법과 경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당, 염불수행을 위해서는 염불당이

필요하다. 조선후기에는 염불계가 성행하였고 삼문수업으로 인해 염불수행이 선

호되어 염불집회가 열렸던 시기이다. 따라서 당시 사찰에는 수행공간으로써 염

불당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사찰건축을 삼보의 기능에 의한 공간으로 분리해 보면, 염불당은 본질적으로

법을 위한 수행공간에 포함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에 삼문수업이

정착되면서 승려들은 선, 교, 염불을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수행하였다. 당시 사

찰은 삼문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강원, 선원, 염불당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공간들

은 모두 같은 위계에서 승려들의 법을 위한 수행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사찰 공

간구성에서 선원, 강원, 염불당과 같은 수행공간은 예불용 전각인 주불전, 부불

전보다 낮은 위계를 갖는데, 이는 승려들의 수행용 건물과 거주용 시설은 예배

용 건물보다 종교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63) 따

라서 염불당은 예불공간인 불전과는 다른 성격의 건물로서 승려들의 수행을 위

61) 배강원,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한국전통 사찰공간의 위상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7, 79∼80쪽

62) 김봉렬,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硏究 : 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29∼30쪽

63) 김봉렬, 앞의 논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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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불교에서 법회란 예불을 드리고, 불경을 강의하고, 교리를 설법하는 등의 불

교의식 행사를 통틀어 일컫는다. 법회를 위해 사용된 공간을 법회공간이라 부를

수 있다. 조선후기의 염불계는 염불법회라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모임이었다. 염

불당은 강당과 선당과 같은 위계의 법회공간 중 하나이다.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에 법회공간으로 사용된 염불당에서 승려들이 염불수

행을 진행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도의 건봉사 지표조사 보고서에

해방 전 건봉사에 거주하였던 스님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일제강점기의 건

봉사 만일회의 염불수행 과정이 정리되어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염불승

(念佛僧)은 염불당인 만일원에서 만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염불수행을 하였

다. 수행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총 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승은

계속 바뀌었다. 염불의 방식은 굉쇠와 북을 치면서 그 장단에 맞추어 나무아미

타불을 큰소리로 염불하였다.64)

건봉사 만일원에서 매일 염불수행을 했던 것과는 달리 부산 범어사의 염불당

에서는 매월 15일과 지월(至月) 탄일(誕日)에 염불수행을 하였다. 불교에서 매월

15일은 아미타불재일(阿彌陀佛齋日)로 아미타불에게 예경(禮敬)하고 왕생의 업

을 쌓는 날이다. 또한,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월은 동짓달로 음력 11월이다.

음력 11월의 탄일은 아미타불 탄일인 11월 17일을 말한다. 범어사에서는 염불의

대상인 서방의 아미타불과 관련된 날에 염불수행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15일과 지월탄일(至月誕日)에 자성하며 준비하여 아미타불을

받들고 공양한 것은 만년을 위함이었다…65)

건봉사의 염불만일회에서 굉쇠와 북을 치면서 칭명염불을 하였다. 염불법회

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며, 악기를 활용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雲門寺)의

만일회를 기록한 원당봉산호사공덕불망기운문사(院堂封山護寺功德不忘記雲門

寺) 에 의하면 운문사에서 만일회를 열면서 염불당인 금당에서 하늘과 산까지

64) 새한건축 문화연구소, 乾鳳寺址: 地表調査 報告, 1990, 43쪽
65) “…每月十五日 及至月誕日 謹備供具 供養彌陀佛 以此爲萬年…”, 梵魚寺內院庵彌陀
稧序 , 1875, 梵魚寺誌, 5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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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울리도록 종과 북을 쳤다고 하여 만일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금당에서 만일회를 마련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종소리와

북소리가 흰 구름 사이에 울리고 경쇠소리와 목탁소리가 청산에 올랐

다. 이로부터 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았다.66)

경상남도 밀양 표충사(表忠寺)의 만일회 내용을 기록한 만일회사적(萬日會

事蹟) 에는 월암상인(月庵上人)이 만일회를 열면서 쇠북과 경쇠를 만들어 사용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때때로 성대하게 주관하여 화장산림의 승려를 시주하고, 달이 있는

한밤중에 쇠북과 경쇠를 고쳐 만들고, 기원하며 부처님을 찬불하며 장

수 기원하니 분꽃이 붉게 피어오르고 푸른 연기가 감쌌다.67)

앞에서 언급한 조선불교유신론에도 한용운은 염불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동일한 불성을 지닌 엄연한 7척의 몸으로 밤낮 모여서 찢어진 북을 치고 굳은

쇳조각을 두들겨 가며 의미 없는 소리로 대답도 없는 이름을 졸음 속에서 부르

고 있다”라고 하여 악기를 사용하며 의식을 진행하는 법회공간으로서 염불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1.3 사찰경제와 염불당의 운영

염불당은 염불계의 성행으로 인해 등장한 건축물로, 먼저 염불계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염불당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염불당은 염불수행이라는 종교적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는

66) “而仍設萬日會於金堂 善哉善哉 鐘鼓之聲今 白雲之間 磐鐸之鳴兮 青山之中 由茲山中之
人”, 海曇致益, 院堂封山護寺功德不忘記雲門寺 , 曾谷集, 해석문은 운문사지 간행위원
회, 운문사지 자료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8, 59∼60쪽 참고

67) “…往往 有 盛辦于 華藏山林 齋僧著裟皓 月三 更鍾磬造 奉抱祝而 進佛讚唄 祝 壽之
際”, 萬日會事蹟 , 1864, 朝鮮寺刹史料 上, 1986, 599∼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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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염불계의 이 중적인 목적을 위한 공간이다.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성행하

는 배경은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찰 유지와 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의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염불계는 염불이라는 종교적 수행과 사찰의 경제적

인 활동을 위한 사찰계의 성격이 접목한 것으로, 이러한 배경으로 나타난 염불

당 또한 종교의식과 사찰경제활동을 위한 이 중적인 목적이 있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오어사(吾魚寺)의 염불계비문(念佛禊碑文) 에 근거하여

당시에 오어사처럼 계를 만들고 재물을 늘려가며 토지를 사들이고 염불당을 유

지하는 염불계가 곳곳에 많았는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 많았다고 언급하였

다.68) 당시 염불계가 맺어지면서 계금을 모으고 사찰을 중수하는 것은 보편적이

었다. 염불계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미황사(美黃寺), 기림사

(祗林寺), 화장암(華藏庵)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경주 기림사(祗林寺)의 염불계가 맺어진 상황을 기록한 기림사염불계대성공

비(祗林寺念佛契大成功碑) 는 1802년도에 염불계를 맺으면서 계원들이 도움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사찰을 고쳤다는 내용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 기림사에서

는 염불수행에 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고, 염불계의 취지, 참여자와 보시한

재산 등의 내용만 담고 있어, 염불계의 목적이 수행과 재원의 마련이라는 이 중

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69)

임술년(1802년), 양태봉, 김창윤, 처사 홍원, 승려 이관 혜한 천준 태

관 등이 고사가 쇠잔하고 떨쳐 일어나지 못함을 차마 그냥 둘 수가 없

어서 계를 만드는 데에 동참하였으니, 가람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람들을 인도한 노인들의 도움이 큰 보탬이 되었다… 쇠잔한 사찰에

계를 맺은 사람들이 두루 비용을 조달하였으니, 만약 이러한 공이 크게

비에 새겨져 내세에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마음일 것이다.70)

68) “今慶尙南道吾魚寺二念佛契ノ碑ァリ, 碑文二據レバ純顅ノ十一年辛未吾魚寺ノ僧人大曄
山下ノ村人黃處坤朴之範等百五十人相協力シテ錢若干ヲ出シテ契ヲ作リ之ヲ殖利シテ
以テ漸次土田ヲ購入シテ其收穫ヲ以テ念佛堂維持ヲ圖レルナリ, 斯ノ如キ念佛契處々二
多ク 就中慶尙道全羅道二昌ナリ”, 高橋亨, 李朝佛敎, 國書刊行會, 1973, 775쪽

69) 한상길, 祇林寺의 歷史와 思想 , 佛敎美術, 제15권, 1998, 28쪽
70) “壬戌梁泰奉金昌胤處士洪遠沙門理寬惠閑天俊泰寬等不忍古寺之殘微不振而同參契創置

伽藍貨道人耆將爲大有之益昔…寡寺契人之周補經用如此其大勒碑銘功以垂來世是吾之
心敢”, 祗林寺念佛契大成功碑 , 1814, 기림사소장, 해석문은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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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암(華藏庵)에서는 1846년도에 염불계를 맺었는데, 이를 위해 자금을 확보

하는 일이 중요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1864년의 화장암중수기(華藏庵重修記)

와 1867년의 화장암중창기(華藏庵重創記) 는 동일하게 계를 맺고 자금을 모아

건물을 고치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화장암에서 계

를 맺고 자금을 모아 초석을 다지고 대들보와 용마루를 바꾸고, 서까래를 모으

고, 건물의 규모를 넓혔다고 한다. 화장암중수기(華藏庵重修記) 에는 재산을 모

아서 사찰을 장엄하게 갖추는 것이 왕생하는 길이라며 염불수행을 통한 왕생

이외에도 재산을 모아 사찰을 갖추는 것이 왕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염불계를 통해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서 혜월(慧月) 화상이 계를 맺어 땅을 헌납하여 미타회의 정토 재

물과 양식이 되었으며 그의 법손 혼성치운공(渾性致雲公) 역시 번거로

운 암자의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한 지 수년이 되었다. 무리들이 암자

가 날로 쇠망해지는 것을 보고 날을 정하여 장인에게 명하여 서까래를

모으고 구조를 넓히니 몇 달이 되지 않아 제방에서 취한 공용미(功用

米)가 수백두였고, 인연 있는 시주자를 구해 갑자기 모은 금전 3백여전

을 저축하였다.71)

“무릇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때에 맞게 제도를 올바르게 하고 불찰을 장엄하는 것이 과연 왕생하는

방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인연 있는 대중을 모으고 좋

은 날을 택해 포허(包虛)가 공사를 감독하고, 응우(應愚)가 출입을 헤아

리고, 영완은 그 방책들을 돕고, 헌(憲)은 그 명령을 따르고, 침계(枕溪)

는 생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초석을 다지고, 대들보와 용마루를 바꾸

고, 그 서까래와 서까래 받치는 기둥를 고치고, 칸과 도리를 늘리고, 구

조를 바꾸어 한 달이 지나자 실과 방이 깨끗해지고 집과 마당이 탁 트

이어 훤했으니, 모두가 상인(上人)의 지휘와 감독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71) “先慧月和尙 結稧納土 爲彌陀會 淨土資粮 而其法孫 渾性致雲公 亦鞅掌庵務 視同一己
之私者 積有年矣 徒見庵事日圮 刻日命工 去其椽梠 廣其制度 不月 告功用米百有餘斗
取諸房 儲錢金三百有餘”, 華藏庵重修記 , 1864, 朝鮮寺刹史料 上, 1986, 452∼453
쪽, 해석문은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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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고 비로자나불 보배창고의 무진찰해(無盡刹海)를 환화(幻化)로

이룬 것이었다.72)

이처럼 당시 사찰은 염불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였고 많은 당우(堂宇)를

중수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염불당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염불계는 우선

으로 ‘염불수행’이라는 신앙적 활동을 내세운 모임으로, 종교적 수행 명목하에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어떤 건물보다도 염불당을 먼저 확보하였다. 사찰에서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사찰의 운영 자금이 확보되어, 당시 어려운 경

제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사찰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상징

적인 것이었다.

강원도 고성 건봉사는 19세기 염불계 유행의 출발점인 동시에, 가장 먼저 염불

당을 건립하였다. 건봉사에서 염불계를 맺으면서 염불당을 건축한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던 신창만일회사적일기(新創萬日會事蹟日記) 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

에 의하면 염불계를 맺고 염불당을 짓기 위해 자금을 확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제봉대사(霽峯大師), 민관(旻官)과 함께 결사를 맺기로 하고 권선문(勸

䟽) 두 개를 만들었다. 제봉과 민관은 서울에 머무르며 선연(善緣)을 모

으기로 하고 나는 본사로 돌아와서 사중에 알리고 먼저 법당(法之堂)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염불하는 사람을 불렀다. 거민(巨敏)을 도감(都監)으

로 정하고 운오(運悟), 입윤(入允) 등에게 별좌(別座)의 소임을 보게 하

였다. 연파대사(蓮坡大師)는 그 역(役)을 총괄하여 재목을 마련하니 곧

신유년(1801) 3월 3일이라. 모연문을 다섯 개를 만들어 남북으로 나누어

보냈다. 나 또한 그 글을 가지고 남쪽으로 향하여 양천 은해사에 이르

니 모금한 바 돈이 천금에 가깝게 모였다. 이는 부처님의 도우심이다.

4월이 되었어도 영남지방을 다 돌지 못하였으나 필요한 재정은 확보할

길이 어려우매 거민과 민관 등이 속수무책으로 일이 장차 중도에 폐하

72) “凡息財産貴其能事事也 隨時制宜 莊嚴佛刹 果非往生之方便耶 於是 募衆緣擇良日 而
包虛監董役 應愚量出入 英[忄完 ]助其方略 憲順其聽從 枕溪制規矩[氵功]其礎砌 易其
樑棟 改其椽梠 增間架 變制度 而閱月告功室房之淸閑 庭廡之軒豁 莫不皆由上人之指
揮措畫 而幻成毘盧藏 無盡刹海矣”, 華藏庵重創記 , 1867, 朝鮮寺刹史料上, 451∼
452쪽, 해석문은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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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경에 이를 때 남쪽에서 모금한 물품이 절에 전하여졌다. 자금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구인(九仞)높이가 완성되었다.73)

건봉사 염불만일회 화주(化主) 석민은 1801년 봄에 만일염불회를 결성하면서

가장 먼저 염불당을 지었다. 이때 연파(蓮坡) 대사가 염불당 공사의 총괄을 맡

고 건축을 위한 목재를 마련하였다. 염불당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일에

차질이 생길뻔하였지만, 무사히 자금이 확보되어서 구인(九仞)의 높은 건물이

완성되었다.74) 건봉사에서 3월 3일에는 염불당 공사를 위한 목재가 확보되었고,

약 3달 후인 6월 18일에는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림 3-1]  조선고적도보의 건봉사 대웅전 영역 만일원 측면 부분

(출처: 조선고적도보, 12, 1932, 5435쪽 사진에 필자 표기)

73) “於是與霽 峯大師 旻官同知 共結誓願 作勸䟽二 峰老官師 留京師而募得善緣 余於至月
日還本寺 以是言通於寺中 衆論不同 然成大功者 不謀於衆 吾其力焉 可先建講法之堂
而次邀念佛之人也 因以巨敏 定都監 以運悟入允等 看別座 蓮坡大師 摠幹其役 而伐材
卽辛酉三月三日也作募緣文五 分送南北 余自袖勸䟽 第向南方 漸至永川銀海寺 所募之
錢 近至千金 豈非佛佑聖助之力哉 四月日 在嶺南未旋 而役 所財路有乏 敏與官等 束
乎無策 事將中道而廢也 於南所得之物 轉輸致寺 財路始得 坦然因成九仞矣”, 新創萬
日會事蹟日記 , 1803, 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28∼30쪽, 해석문은 고
성군청,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참조.

74) 구인(九仞)은 아홉 길이라는 뜻으로, 매우 높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인
(一仞)은 8자(약 2.4m)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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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에서 염불당인 만일원을 건축한 것은 수행도량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신도들의 왕생극락을 축원함으로써 이러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75) 당시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도 사찰에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찰이 염불계라는 모임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건물을 건립

하였을 정도로 자금을 갖추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

봉사는 이를 보여주는 첫 사례로 염불계를 맺으면서 염불당을 갖추고자 한 사

찰에 좋은 예가 되었다.

강원도 신계사(神溪寺)에서는 1848년에 취봉(鷲峯) 대사가 염불계인 만일회

를 조직하면서 염불당인 보광전(普光殿)을 새로 건립하였다. 이후 1871년에 보

광전이 새로 중건되었는데, 이때의 기록인 보광전중건기(普光殿重建記) 를 통

해서 신도가 돈을 내고, 그 재물을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백양(1871) 봄에 이르러서 대중과 함께 도모하니, 홀연히 메아리가 응

하듯 하여 일을 맡고 인연을 돕더니 패강부 진사인 조공응국(趙公應國)

이 마음을 내어 재물을 바칠 것을 권하러 다녔으며, 청신녀인 이씨(信

女李氏)가 재물 수 천금을 바쳤다. 이때 태묵(太默)이 명허(明處)화상의

제자로서 그 화주를 맡고, 의성(意惺)은 그 일을 감독하고, 취월(翠月)은

그 재물을 감독하였다.76)

한용운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염불당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한용운은 참

된 염불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당시에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던 염불계에서는 의

미 없는 거짓 염불을 한다며 염불계를 거짓 염불모임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한

용운은 참선(參禪)을 설명하면서 선을 수행하는 선실(禪室)을 참수행의 본질을

잊은 영리의 산아(産兒)이며 명목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75)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59쪽
76) “到白羊春，同謀大衆，翕然輕應，服役助緣，浿江府進士趙公應國，發心勸化，信女李

氏，施財數千金，常此之時, 太默ㆍ明處和尙之高足， 主其化，意惺ㆍ蓬其役，翠月ㆍ
監其財”, 普光殿重建記 , 1871,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43∼244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금강산 신계사 - 신계사지 지표조
사 보고서,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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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을 절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이익을 낚는 도구

로 삼기도 한다 … 선실은 영리의 산아(産兒)이다 … 참된 염불이 아님

을 두려워해 이를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염불의 모임을 겨

냥한 발언일 뿐이다. 동일한 불성을 지닌 엄연한 7척의 몸으로 밤낮 모

여서 찢어진 북을 치고 굳은 쇳조각을 두들겨 가며 의미 없는 소리로

대답도 없는 이름을 졸음 속에서 부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짓인가?”77)

이처럼 조선후기 사찰의 선실이나 염불당은 본래의 종교적 수행 본질의 용도

와 더불어 사찰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불하기 위한 공간으로 염불당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자리잡은 것은 19세기이다. 당시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염불당은 필수적으

로 갖춰지게 되었고, 사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염불당의 주목적은 법(法)을 위한 수행공간이지만 동시에 승려들의 생활을

위한 승(僧)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수행과 생활을 위한 염불당은 신도들의 도움

을 받아 유지가 되었다. 염불계는 승속(僧俗)이 함께 계원으로 참여하였던 모임

이다. 승려들은 염불당에서 거주하며 염불수행을 하고, 재가(在家) 신도들은 매번

염불수행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음으로 염불승(念佛僧)에 대한 보시(布施)로써 염

불계에 동참하였다. 신도들은 본인이 직접 염불수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염불승에

게 보시하는 보조 행위만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앙과 보사(報

謝)의 결합을 통해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염불계를 통한 사원

유지가 가능해졌다.78) 앞서 살펴본 기림사의 기림사염불계대성공비(祗林寺念佛

契大成功碑) 에 시주하는 자와 교화하는 자가 함께 정토에서 태어난다고 언급

하며, 이를 금석문에 새기고자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77) “或以禪室로 爲寺剎榮譽之具고 或以禪室로 爲射利之具야 … 質而言之則禪室者
榮利之產兒오 … 懼夫人之不眞念佛而廢之云者 乃假念佛之會而已라 以同一佛性之儼
然七尺으로 會坐於白晝清宵之中야 打敗姚之及而椎頑鐵之片여 以無意味之聲으로
呼不應諾之名號於九夢一覺之中니 果胡爲者오?”, 한용운, 앞의 책, 이원섭 역, 운주
사, 1992에서 원문 인용; 조명제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49∼57쪽에서 번역문
인용.

78)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5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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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보답이 첫 번째이고, 때에 맞는 금석의 보답이 영원한 것은

두 번째의 뜻입니다. 그대가 많건 적건 발우에 보탬이 되도록 나아가

말하고 불법을 믿어 시주하는 자와 교화하는 자가 함께 정토에 태어나

도록 한다면 마음의 보답이 될 것이며, 금석에 새겨져 사람의 마음과

눈을 빛나게 하여 후세 사람들이 흠모하도록 하는 것은 말의 보답이

될 것이니, 그것을 이와같이 알아 글을 새기고자 합니다.”79)

해남 미황사(美黃寺)의 만일회에서도 신도가 승려를 보시함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황영허화행설(美黃靈虛化行說) 에 의하면 영

허가 1858년에 만일회를 처음 열었다. 14년 후인 1872년에 영허는 다시 만일회

를 열기 위해 자금을 모으러 전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정행득의 집에

서 잠시 묵게 되었다. 그가 정행득의 집을 떠날 때 정행득은 본인이 미타국인

극락에 왕생하길 기원하면서 민전 13꾸러미를 영허에게 건넸다고 한다.

의현 영허(義玄靈虛) 스님이 무오년(1858) 미타전(彌陁殿)에서 만일회

를 개설했다. … 임신년(1872) 봄에 모연하여 진주(晋州) 창선동(昌善洞)

까지 가서 집마다 다니면서 동냥하였다. 그곳에서 정(鄭) 씨를 알게 되

었는데 이름은 행득(幸得)이며 70세이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

데 한 명은 과거를 치렀으며 한 명은 무과에 합격하였다. 그 집에 들어

갔더니 먼저 와있던 두 명의 선한 손님이 있어서 셋이 함께 숙박하였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그들 스스로 선을

베풀 길 권하였다. 그 집을 떠날 때, 주인은 안채에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민전(緡錢) 두 꾸러미를 그들에게 주었다. 두

손님을 문밖에서 배웅한 후, 옷 안의 민전 13 꾸러미를 또 꺼내어 건네

며 말하길 “이 13 꾸러미는 제가 미타국(彌陁國)에 왕생하기 위한 것입

니다.”라고 하며 두 꾸러미의 노잣돈까지 주었다. …80)

79) “以請余曰心報一時金石之報爲永久者第二義也子進語多少挈鉢子信佛信法俾施者化者同
生淨土爲心報揷在金石曜人心目而用慕于後者爲口報知其如此思用文爲”, 祗林寺念佛
契大成功碑 , 1814, 기림사소장, 해석문은 이종수, 앞의 논문, 2002, 87쪽 참조

80) “靈虛名義玄 戊午年設萬日會於寺之彌陁殿…壬申春荷募緣軸 行乞至晋州昌善洞 有鄭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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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수행은 승려들이 염불당에 거주하면서 하되, 재가자들이 염불승의 생활

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염불계가 운영되었다. 염불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지만, 사찰에서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며, 신도들

또한 염불승을 보시함으로 염불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사찰에서는 건물을 갖

추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였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염불당은 염불계인 만일회를 위해 그 주임(主任)인 화주(化

主)가 따로 있었고, 염불당의 유지를 위해 만일회전답(萬日會田畓)을 두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되었다고 하였다.81) 염불당은 독립적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를 관리하는 재물감독이 따로 있었고, 전체적인 염불당을 경영하는 담당자가 따

로 있었다. 염불당의 경영자인 화주는 염불당의 책임 이외에도 승려들의 염불수

행을 이끌었다. 1801년 건봉사 염불당에서는 용허 석민이 화주가 되었고 그의 제

자들과 함께 염불당에 거주하며 염불수행을 진행하였다. 염불당 관련 기록에는

대부분 화주나 담당자가 확인된다. 신계사에서는 1848년에 취봉이, 1871년도 중건

된 이후에는 취봉의 법자인 태묵이 화주가 되었고, 표충사에는 월암 상인, 해인사

에는 김만응, 범어사에서는 우화 대사, 송광사에서는 통허가 화주가 되었다.

사찰 건봉사 신계사 표충사 범어사 해인사 대승사 송광사

염불당
화주

용허 석민
(聳虛碩旻)

취봉(鷲峯)
태묵(太默)

월암
(月庵)

우화
(雨華)

무월(霧月)
김만응(金

萬應)

현경(玄鏡)
월파(月波)

통허
(洞虛)

[표 3-1] 염불당 화주 

知者 名幸得 年七十 有二子 一中鄕解 一中武科 入其家 有二勸善客 先坐其家 合爲三
同宿 忽念乞不並行之言以自己勸善事 大畧說破因而辭別 主公入其內堂 良久 出持二
緡錢 送二客於門外 又自衣內 出十三緡 謂僧曰 此十三緡 爲我祝生彌陁國之願 又二緡
備路需…”, 美黃靈虛化行說 , 1858, 梵海禪師說集, 第一

81) “又李朝ノ滅亡スル迄ハ相當ナル寺刹二ハ必ズ 坐禪堂講學堂及念佛堂ノ三法堂ヲ有スル
ヲ通則卜ナセリ。 此ノ中念佛堂ハ萬日會卜稱シテ萬日ヲ 以テ修業期限 卜ナシ。 其主
任卜シテ別二化主ナル 役僧ヲ置キ， 其維持二ハ別二 萬日會田畓ヲ附シ 以テ 全然獨
立ノ 經營ヲナシ, 化主ノ職モ往タ法孫二傳ヘテ世 襲スルユトアリ” 高橋亨, 앞의 책,
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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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염불당 확보를 위한 노력

3.2.1 염불당을 확보한 사찰 사례

1801년 건봉사 만일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염불당 건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염불계가 맺어졌던 사찰은 대부분

염불당 건축을 갖추고 있었다. 앞의 [표 2-1]에서 정리한 모든 사찰에는 염불당

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염불당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 염불당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염불계가 맺어지면서 염불

당을 확보한 사찰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표 2-1]의 사찰 중 염불당을 언급하

고 있는 기록을 정리하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염불계가 맺어진 총 32개의 사찰 중 17개에서 염불

당의 기록이 확인된다. 그 외 15개의 사찰에서는 염불당의 직접적인 기록을 발견

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기록에 염불당이 확인되는 사찰들

이 있지만, 해당 사찰 혹은 암자에서 염불계가 맺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

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82) 한 사찰에서 두 개 이상의 염불당 기록이 확인되는

미황사와 대승사의 경우를 포함하여서 총 17개의 건물이 확인된다. [표 3-2]

82) 梵魚寺元曉庵念佛募緣文 , 義龍集에 의하면 범어사 원효암(元曉庵)을 염불당으로
삼고 염불하였다고 전한다. 淸岳禪伯 , 東師列傳에 의하면 청악 만하(淸岳晩霞)가
수인사(修仁寺) 석문암(石門庵)에 염불당을 지었다고 전한다. 이들은 모두 염불당을
언급하고 있지만, 염불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명칭분류 염불당 명칭 사찰 전거

염불당
念佛堂

만일원
(萬日院)

건봉사(乾鳳寺)

新創萬日會事蹟日記 ,
乾鳳寺本末事蹟, 1803, 28∼30쪽
萬日院重修記 , 乾鳳寺本末事蹟, 1822,
46∼47쪽

염불당 (念佛堂) 유마사(維摩寺)
母後山維摩寺新念佛堂千日祈禱結社文 ,

茶松文稿, 第2卷
만일당 (萬日堂) 미황사(美黃寺) 朝鮮佛敎界, 第1卷,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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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다카하시 토오루가 염불당을 만일회당이라 부른 것처럼 염불당

이 ‘염불당’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확인된다. ‘염불당’이라는 명칭

외에도 만일원(萬日院), 만일당(萬日堂)이라는 명칭은 직접 염불만일회와 관련

있는 건물임을 보여준다. 보광전(普光殿), 미타전(彌陀殿), 극락원(極樂院)은 모

두 아미타불을 모시는 불전이다.83) 염불당에 아미타불을 모신 불전의 명칭을 사

83) 김봉렬, 불교건축, 솔, 2004, 229쪽에 의하면 보광전(普光殿)은 원래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전각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화엄종의 퇴조와 함께 석가불 혹은 아미타불을 봉안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실상사 보광전, 도림
사 보광전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신계사의 普光殿重建記 에 의하면 “이 당에
거처하는 이는 보광명지로 각성을 발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면 정토에 가지 않더

염불당 (念佛堂)
화엄사 구층암

(華嚴寺 九層菴)
萬日重修募緣文華嚴寺, 茶松文稿,
卷第1

불전
佛殿

보광전 (普光殿) 신계사(神溪寺)

神溪寺普光殿重建記 , 楡岾寺本末寺誌,
1848, 241∼242쪽
普光殿重建記 , 楡岾寺本末寺誌, 1871,
243∼244쪽

미타전 /극락원
(彌陁殿/極樂院)

미황사(美黃寺)
美黃靈虛化行說 , 梵海禪師文集 第1
美黃寺萬日會記 , 艸衣詩藁
卷之下 863∼864쪽

금당 (金堂) 운문사(雲門寺)

院堂封山護寺功德不忘記雲門寺 ,
曾谷集, 卷下
雲門寺阿彌陀幀畵記 , 1861
毘盧殿神衆幀畵記 , 1871

보광전 (普光殿 흥국사(興國寺) 與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施序文

요사
寮舍

보제당 (普劑堂) 송광사(松廣寺) 洞虛大師 , 松廣寺誌, 3편, 2장, 제24절
해행당 (解行堂) 범어사(梵魚寺)

梵魚寺內院庵彌陀稧序 ,
梵魚寺誌, 583쪽

선실(禪室) 대흥사(大興寺) 淸峯禪伯傳 , 東師列傳, 第6
동별당/조사실

(東別堂/祖師室)
대승사(大乘寺)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韓國寺刹事典 上 419∼420쪽

쌍련암 (雙蓮庵)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韓國寺刹事典 上 419∼420쪽
심검당 (尋劍堂) 해인사(海印寺) 海印寺誌 , 伽山文庫, 614∼615쪽

대방
大房

만일루 (萬日樓) 표충사(表忠寺)
萬日會上樑文 , 1861

表忠寺 萬日樓重修記, 1996
만세루 /염불당

(萬歲樓/念佛堂)
보광사(普光寺) 念佛堂重修時施主案付祿

기타 조사전 (祖師殿) 대흥사(大興寺) 月如禪伯傳 , 東師列傳, 第5

[표 3-2] 기록에 등장한 명칭별 염불당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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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은 염불의 대상이 아미타불임을 나타낸다. 보제당(普劑堂)과 해행당

(解行堂)은 예불과 법요식이 거행되고, 승려들이 수행하는 법회 장소에 나타나

는 명칭이다.84) 별당(別堂), 선실(禪室), 심검당(尋劍堂)은 승려들이 생활하는 요

사채의 명칭이다.85) 만일루(萬日樓), 만세루(萬歲樓)와 같은 루(樓)를 염불당으로

활용한 대방건축도 확인된다.86) 특히 만일루는 명칭에서 염불만일회의 용도를

나타내는 ‘만일(萬日)’과 건물형식을 나타내는 ‘루(樓)’가 결합하여 건물의 성격

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스님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는 조사전(祖師殿)이 확

인된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전각이 염불당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염불계가

성행한 당시 많은 사찰에서 염불당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염불당의 신축

사찰에서 염불당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사찰 내 기존 건

물을 염불당으로 전용하였다.87) 새로 염불당을 지은 경우는 건봉사 만일원(萬日

院), 신계사 보광전(普光殿), 표충사 만일루(萬日樓), 대승사 쌍련암(雙蓮庵) 그

라고 걸음마다 정토일 것이고, 아미타여래를 구하지 않더라도 생각마다 아미티일 것
이다”라고 하며 신계사 보광전이 정토신앙과 아미타불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居此堂者，以普光明智，發明覺性，成就慧身，不徙淨土，步步淨土，不求彌陀，念念
彌陀，四恩可報，三有可濟，自行備矣，報恩足矣，何處更求不朽之緣乎，和尙曰唯。”,
普光殿重建記 , 1871,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43∼244쪽

84) 보제(普濟)란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찰의 법회 장소로 쓰이는
강당에 ‘보제루(普濟樓)’라는 명칭으로 자주 쓰인다. 대표적으로 구례 화엄사 보제루
와 부산 범어사 보제루가 있다. 해행(解行)은 지해(知解)와 수행을 일컫는 말이다(실
용 한영 불교용어사전, http://dic.tvbuddha.org).

85) “요사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수행자들의 의식주를 뒷받침해주는 생활공간이
며 휴식처이다. 현재는 선당(禪堂)과 승당(僧堂)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응묵, 빛깔 있는 책들: 요사채, 대원사, 1991, 20∼21쪽

86) 대방(大房)의 사전적인 정의는 “승려들이 한곳에 모여 공양하는 큰방”이다(실용 한
영 불교용어사전, http://dic.tvbuddha.org). 대방은 공양뿐 아니라 종교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승려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방이라 할 수 있다. 김성도는 대방을 염불
과 접대를 위한 공간의 필요에 따라 주불전 앞의 루(樓)로부터 기능적으로 분화 발전
된 건축물이라 하였다(김성도, 앞의 논문, 1999, 157쪽).

87) 김지헌, 19세기와 20세기 초 염불당(念佛堂)의 수용 , 건축역사연구, Vol.28, No.6, 2019,
31~42,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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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마사 염불당(念佛堂)에서 확인된다.

사찰 염불당 기록

건봉사 만일원(萬日院)
新創萬日會事蹟日記 , 乾鳳寺本末事蹟, 1803
萬日院重修記 , 1822

신계사 보광전(普光殿) 普光殿念佛會設始序 , 楡岾寺本末寺誌
표충사 만일루(萬日樓) 萬日會上樑文 , 1861; 表忠寺 萬日樓重修記, 1996
대승사 쌍련암(雙蓮庵)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退耕堂全書, 1910
유마사 염불당(念佛堂) 母後山維摩寺新念佛堂千日祈禱結社文 , 茶松文稿 韓國佛教全書, 12冊

[표 3-3] 신축 염불당 사례

앞장에서 건봉사에서 염불계를 맺고 염불당을 새로 짓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봉사에서 염불계를 맺을 때 염불당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고 중요했음

을 알 수 있다. 건봉사에서 염불당을 짓기 위해 일을 총괄하는 사람, 재료의 확

보,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 언급하고 있어 당시의 염불당

을 새로 건축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신계사의 만일회와 염불당인 보광전에 관

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광전의

기록은 1848년도에 보광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상황과 1871년에 보광전이 중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광암(普光庵)은 옛 완계(玩溪)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88)

취봉(鷲峯) 대사는 중생들이 미혹에 빠져 아직도 발심하지 않고서 세

월을 허비하는 것을 개탄하여 무신년(1848년) 5월에 금강산 미륵도량에

보광전(普光殿)을 건립하고 염불회를 열었다.89)

위의 기록들에 의하면 완계(玩溪)가 오래전에 신계사에 낙가암(洛迦庵)이라

는 암자를 창건하였다. 그 후 오랫동안 폐허로 있던 낙가암을 1848년에 취봉(鷲

88) “此普光庵，故宗師玩溪之所期也”, 神溪寺普光殿重建記 , 1848, 楡岾寺本末寺誌, 亞
細亞文化社, 1977, 241∼242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2002, 186쪽 참조.

89) “爰有大師 鷲峯其號也 慨然含識 之迷淪 包含未發 年有積矣 戊申午月上浣 於金剛之內彌
勒道場 建立普光殿 別設念佛會”, 普光殿念佛會設始序 , 1849, 楡岾寺本末寺誌, 亞細
亞文化社, 1977, 267∼268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2002, 2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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峯) 대사가 중건하여 보광암(普光庵)이라고 명호를 고쳤다. 그리고 보광전(普光

殿)을 새로 지어 만일회를 열어 염불하였다. 이 기록들은 보광전과 보광암을 혼

용하여 쓰고 있다. 이는 보광암이라는 암자에 보광전이라는 현판을 내건 염불당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광암과 보광전 모두 만일회를 열었던 장소로써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보광전은 염불회를 위해

새로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보광암(普光)이 중건된 지 20년이 되었고, 만일회(萬日會)가 20년이

되었다… 옛날에는 낙가암(洛迦庵)이라고 하였다… 지난 무신년(1848)

봄에 네 명의 노스님들이 발원하여 관(觀)을 고쳐 규모가 새로워졌다,

또한 명호를 고쳐 보광암이라 하였다… 올해로 7,200일이 되고 송념(誦

念)한 것이 사천삼백이십만 회가 된다.90)

해가 오래되어 무너져 오가는 이의 한탄을 면치 못하더니, 암자의 스

님 명허 윤선(明虛命璇)과 의성(意醒), 지학(智學), 취월 삼환(翠月三晚),
지담 일원(止潭一圓), 태묵(太默)과 치민(治玫) 등이 시주의 힘을 의지하

고, 사찰재산을 의지하여 암자를 중건하니, 달을 기약하지 아니하고 초

연하기가 마치 공중의 누각(樓閣)과 같다.91)

1867년도에 쓰인 신계사보광암중건기(神溪寺普光庵重建記) 에 따르면 1848년

에 스님들이 관(觀)을 고쳐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한다. 여기서 관(觀)이란 누

각(樓閣)의 다른 명칭인 누관(樓觀)으로, 누각 형태였던 보광전을 지칭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1871년에 보광전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신계사보광암만일회서사(神

溪寺普光庵萬日會叙事) 에도 보광전을 누각(樓閣)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기

90) “普光重建 爲二十年 萬日會爲二十年…古稱洛迦庵…去戊申春 四老師發願改觀 規模一
新 非復舊日眼目 旦改號曰普光庵…計其 日月增閏則少今年爲七千二百日 誦念爲四千
三百二十萬回”, 神溪寺普光庵萬日會敍事 , 1871,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68∼269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2002, 216
쪽 참조.

91) “年久顏敗，未免去來之嗟歎，庵之佾明虛命璇，暨意醒ㆍ智學ㆍ翠月三晚ㆍ止潭一圓ㆍ
太默ㆍ治玫等，慨然興起，或賴施主之力，又借寺財之鳩聚，重建庵宇，不期巳而超然
若空中樓閣”, 神溪寺普光庵重建記 , 1867,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43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2002, 1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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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현재는 사라진 보광전의 건물 형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산의 서쪽에 대선원(大禪院)이 있으니 편액을 보광전(普光殿)이라 하

고 취봉 대선사가 오랫동안 이 전(殿)에 머물렀다… 이제 20여 년에 이

르렀다… 취봉선사의 법자인 명허화상(明虛和尙)은 늘 당우(堂宇)가 좁

아 대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였다. … 먹줄 잡는 실력이 뛰

어난 사람이 도끼를 잡고, 5월부터 비로소 일하여 9월에 가서 공정을

마치니, 바야흐로 초석(礎)을 벌릴 것을 도모함에 90개의 기둥(楹)이고,

달 같은 전각과 구름 같은 방(月殿雲房)이 70칸이었다. 안에는 가히 전

후 삼삼(三三)의 대중을 수용할 만하고, 밖으로는 육육(六六)의 수에 응

할 만하다.92)

집(屋)이 낡고 스님은 줄어들어 보이는 곳마다 쓸쓸하더니 보광 무신

(1848)에 취봉화상이 새것을 덮고 옛것을 버리고, 방향을 틀어 낙가암

(洛迦庵)을 개명하여 보광암(普光庵)으로 삼으며, 시절의 모임을 고쳐

없애고 만일회를 개설하였다. … 동치 신미년(1871) 여름에 화상의 법손

인 태묵대사가 그 당(堂)이 좁고 더러움을 개탄하여 환하게 새로 조각

하였다… 광서 정축년(1877)에 기와를 구워서 집(屋)을 덮고 재를 써서

들보(樑)를 칠하니 마치 거위의 날개가 사방으로 나는 것과 같고, 천궁

(天宮)이 내려와 옮긴 듯하다.93)

위의 기록들은 1848년 보광전 건립 후 23년이 지난 1871년에 보광전을 중건

한 이후에 남긴 기록이다. 1871년도의 보광전중건기(普光殿重建記) 와 1931년도

92) “寺之西數里許，有大禪院，扁日普光殿，鷲峰大禪師，久住此殿…迄今二十餘載而化緣
既畢…明虛和尙，禪師之法資也，每恨堂宇決窄，不能容衆…巧妙於繩墨者，執斧斤，
自五月始役，徂九月訖工，方圖列礎，九十之楹，月殿雲房，七十之間，內可容前後三
三之衆，外可應根窟六六之數”, 普光殿重建記 , 1871,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
社, 1977, 243∼244쪽, 해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188
쪽, 2002, 188쪽 참조.

93) “屋老佾殘，觸目蕭索，道光戊申春，鷲峯和尙，葺新捐舊，同壬坐作乙向，改洛迦庵，
爲普光庵，革無節會，設萬日會…越同治辛未夏，和尙之法孫太默大師，慨其堂狹且
陋，煥新雕鏤…於光緒丁丑，燒甃覆屋，用灰塗樑，若鵝翼四飛，天宮下移”, 金剛山
神溪寺普光庵盖瓦記 , 1931,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44∼245쪽, 해
석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 2002, 1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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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강산신계사보광암개와기(金剛山神溪寺普光庵盖瓦記) 에 당시 보광전을 중

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두 기록 모두 당(堂)이 좁아 대중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전한다. 이는 보광전 건립 후 20년 동안 만일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늘

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건물이 낡아 무너져 가고 있었으며, 더러워졌

다고 한다. 이처럼 보광전을 중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광전중건기(普光殿重建記) 는 1871년에 보광전 중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의 주목할만한 것은 보광전을 중건에 참여한 인물들뿐 아

니라 건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 4달에 걸쳐 완공한 건물은 90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70칸의 건물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건물 안에는 삼삼(三

三)의 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밖으로는 육육(六六)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보광전을 새로 중건할 당시 이전에 건물이 좁음을 언급하며, 새로 중건한 건물의

규모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1848년에 보광전이 건립될 당시보다 그 규모가 커

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광전은 누각 형태의

건축물로, 외부 마당을 갖추고 있는 형태의 염불당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일제강점기의 외금강 보광암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광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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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암

신계사

[그림 3-3] 조선후기 금강산도 10폭 병풍 신계사와 보광암 부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http://www.emuseum.go.kr)의 그림에 필자 표기)

앞서 살펴보았던 문경 대승사에서도 신계사와 마찬가지로 염불당의 장소가

좁아 승려들이 염불수행에 정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불

산대승사쌍련암만일회신창기(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에 의하면 당시

대승사는 염불당을 새로 건축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약 7년간 임시로 동별당을 염불당으로 활용하였다. 임시로 사용하는 동별당에는

대중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매우 협소하기에 대중들이 불편해하

여 염불당으로써 적합한 건물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05년에야 비로소

염불당을 새로 건축할 자금이 확보되어 새로 염불당을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총 9개월의 공사를 통해 완성된 건물은 장엄한 누각(莊嚴樓閣)이라고 되어있어

누각 형태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자년(1900) 봄에 지금의 조사실인 동별당(東別堂)에 만일회를 세

웠다. 비록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매우 협소하여 대중을 수용하

기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7년을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을사년(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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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동별당 동쪽에 땅을 넓히고 터를 닦아 9개월에 걸려 같은 해 겨

울에 부처님의 일을 이루었다. 장엄한 누각이다(莊嚴樓閣). 이것이 바로

평지에 우뚝 선 슬기와 지혜의 존상(尊像)이 중천에 광림한 것이다 …

암자가 완성되었고 이름을 바꾸었다. 사불(四佛)의 이름을 따서 암자 이

름을 쌍련(雙蓮)이라 하였다.94)

위 기록에서 염불당을 쌍련암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대승사에는 쌍련암이라

는 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염불당으로 새로 지은 건물을 쌍련암이라 부른 것

이다. 현재 대승사 대웅전 동편에는 1960년대에 중건된 대승선원(大乘禪院)이라

는 건물이 있다. 1940년대에 성철(性徹, 1912∼1993)이 이 건물에서 수행하였다

고 전해진다.95) 이 건물은 1960년대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현재 건물은 1956

년 전소된 이후에 복구한 것으로, 본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96) 이 건물은 쌍련선원(雙蓮禪院)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대승선원의 좌측에

시암 배길기(是菴 裵吉基, 1917∼1999)가 쓴 ‘천강사불(天降四佛) 지용쌍련(地聳

雙蓮)’ 현판이 걸려있어, 쌍련암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봉렬이 작

성한 대승사의 도면에는 대승선원이 ‘무량수각(无量壽閣)’이라고 되어있다.97) 무

량수각이란 염불신앙의 대상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이

다. 따라서 대승선원의 전형(前形)이 염불당인 쌍련암일 것으로 생각되며, 몇 차

례 중건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98)

94) “越明年庚子春 設萬日會於東別堂 即今之祖師室也 雖請若干首座居之 處所甚陋 衆不能
容 然 事不可以卒卒成辦 待其七年生殖 乃於乙巳之春王正月二十有六日 命匠災木 相地
拓基 營建於東別堂之東 坐壬向丙之地 凡歷九個月 而回向於重陽後七日 翌年冬 成佛事
而妥 靈之 於是焉 莊嚴樓閣 平地突兀 福智尊像 中天光臨 … 近古所以爲欠者 只是無
一所念佛堂故也 寔爲居者過者之所遺憾咨…庵既成 命名以變連者 若干額而拮据之 盖取
諸天 降四佛地聲雙遵之異路也 ”, 權相老,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助記 , 1910, 韓
國寺刹事典, 梨花文化出版社, 1994, 419∼420쪽

95) 이진두, 청담스님딸을발심출가시키다 , 불교신문, 2751호, 2011.09.1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84)

96) 일제강점기 때의 대승사 사진 속 대승선원의 정확한 형태가 확인은 되지 않는다. 하
지만 ㄱ자형에 여러 부속건물이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는 다른 모습임
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문경문화연구총서 6집: 사불산 대승사, 2010, 94쪽에 수
록되어 있다.

97) 김봉렬, 앞의 논문, 1989, 214쪽
98) 김지헌, 앞의 글, 201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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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제강점기의 대승사 전경

(출처: 문경문화연구총서 6집: 사불산 대승사, 2010, 94쪽) 

경상남도 밀양 표충사에서는 1860년 월암(月巖) 선사가 만일회를 조직하였

다.99) 만일회사적(萬日會事蹟) 에 의하면 스님들이 여러 동네를 다니며 화주하

였고, 월암(月庵)이 혜원(慧遠)과 발징(發徵)의 뜻을 이어받아 만일회를 조직하

면서 선실(禪室)을 건립하였다. 월암이 절 북서쪽에 지은 48칸 건물은 ‘영남제일

선원(嶺南第一禪院)’이라고 불렸다. 또한, 이곳에서 겨울 여름 계속해서 6글자를

밤낮으로 염불하였다고 한다.

월암상인(月庵上人)이 혜원법사(慧遠法師)와 발징화상(發徵和尙)의 여

원을 따라 발심하여 경신년(1860)년 봄에 절의 서북쪽에 선실(禪室)을

만들었다. 여러 스님이 여덟 지역의 동네를 다니며 화주(化主)하였다.

48원(願)을 의미하는 48칸의 암자(庵)를 건축하였다. 또 칠성전(七星殿)

뒤에는 요사와 고방을 모두 갖추었다. 집(家)이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높

다. 전액(篆額)에는 영남제일선원(嶺南第一禪院)이라 쓰여있다. 겨울과

여름 계속해서 밤낮없이 6자를 염불하였다.100)

99) 萬日會上樑文 , 1860, 표충사 소장
100) “月庵上人 從初發心以 大悲爲鱧度生爲用叅 慧遠法師 遺風 發徵和尙 餘願去 庚申 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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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서 언급한 혜원법사는 중국 최초의 염불결사인 백련결사를 맺은 승려

이며, 발징화상은 건봉사에서 최초로 염불계를 맺은 승려이다. 월암이 중국과

한국 염불계의 시조인 두 승려를 계승하여 표충사에서 염불결사를 맺고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 이 건물이 염불당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는 선원,

선실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확실히 6글자, 즉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

佛)’을 염불하는 곳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만일루(萬日樓)라 불리는 이 건물은

한때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인 무량수각, 또는 서래각(西來閣)으로도 불렸다.

전라남도 화순 유마사에서는 다른 사찰처럼 만일을 기약한 염불계는 아니지

만, 천일기도를 결사하며 염불당을 지었다. 모후산유마사신염불당천일기도결사

문(母後山維摩寺新念佛堂千日祈禱結社文) 에는 1928년 봄에 주지 오호연(吳浩

然)이 법당 앞에 승료 9칸의 누각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으며, 염불당을 세웠다

고 기록한다.

광서5년(1879)에 김경당(金景潭), 김규홍(金奎弘)이 의견을 합하여 기

울어진 절을 중창하고, 기미년(1919)에 조계산 김영운(金榮雲)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모아 주방(厨堂)을 섬돌 아래 세웠다. 하지만 좁

고 더러워 사람들을 들일 수 없었다. 무진년(1928) 봄에 주지 오호연(吳

浩然)이 발원하여 승료(僧寮) 9칸을 법당 앞에 창건하였다. 확실히 새로

운 것으로, 가히 환주루각(幻住樓閣)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밤 대추

감나무 등 각색의 과일나무를 몇만 그루를 즐겁게 심었다. 새로운 땅이

많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어 염불당(念佛堂)을 세우고 천일기축을

시작하여 뜻있는 신사들과 더불어 결사수심하여 함께 극락왕생하자는

결심을 하고 결안을 널리 고한다.101)

刱禪室於 寺之西北 隅水壑之 地 願得諸方 龍鳳大德 結東林古 砒 精修白業 以 街坊
化主 願供粥飯 諸僧 化行八域 不憚勞苦 而無障 建庵間四十八 以表其 四十八願也又
七星殿 後 寮舍厙房 諸寮之備 不可盡記 家之雄麗 卓然嶺區 故平山申 公前統制 營時
特題 篆額曰 嶺南第一禪院 八該名堂 結解 冬夏 六字 念佛 晝宵無間而”, 萬日會事
蹟 , 1864, 朝鮮寺刹史料 上, 1986, 599∼600쪽

101) “迄光緖五年 京師金景潭與觀察使金奎弘 恊謀剏葺 越至己未 曹溪山金榮雲 與郡大夫
鳩財檀門 剏立厨堂 於階下 陜陋難容故 至戊辰春 住持吳浩然 發願叫化 剏僧寮九間
於法堂前 奐然一新 可謂幻住樓閣 亦復栗棗柿等各色果木 耽爲栽培者幾萬株 新懇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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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은 이전의 중창된 건물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새로

건물을 지었음을 언급한다. 주지 오호연(吳浩然)이 새로 9칸의 승료를 짓고, 나

무를 심으며 염불당까지 새로 지은 것으로 보아 천일기도결사를 맺을 당시에는

유마사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마사의 기록에는 염불당

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염불당을 세우고 천

일기도결사를 맺은 것으로 보아, 유마사에서도 염불 모임을 위해 염불당을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마사에는 2000년대에 새로 지은 염불당이 있지만,

기록의 염불당과의 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3.2.3 염불당으로의 전용(轉用)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염불당으로 전용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 건축은 이전부터 다용도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건

물을 본래의 창건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다. 6세기 중반에 양현지

(楊衒之)가 중국 북위(北魏)의 수도 낙양(洛陽)의 사찰들을 기행 하면서 기록한

낙양가람기(洛陽伽藍記)에는 원래 귀족이나 황족의 집을 희사하거나, 압수하

여 절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일이 많이 등장한다.102) 이처럼 건축물의 전용은 당

시 건물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19세기 사찰의 염불당도

필요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전용하여 사용한 예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는 송

광사 보제당(普劑堂), 흥국사 보광전(普光殿), 운문사 금당(金堂), 범어사 해행당

(解行堂), 보광사 만세루(萬歲樓)에서 확인된다.

地 亦是夥多 不但若此而已 仍設念佛堂 千日祈祝始作與有志信士 結社修心 同徃極樂
之決心”, 母後山維摩寺新念佛堂千日祈禱結社文 , 茶松文稿, 卷第二, 해석문은 순
천대학교박물관, 화순 유마사 정밀 지표조사보고서, 1998 참조.

102) 중국 낙양의 고양왕사(高陽王寺), 충각사(沖覺寺), 추선사(追先寺), 대각사(大覺寺)
등 집을 사찰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楊衒之, 洛陽伽藍記, 6세기, 서
윤희 역, 눌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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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염불당 기록
송광사 보제당(普劑堂) 洞虛大師 , 松廣寺誌, 3편, 2장, 제24절
흥국사 보광전(普光殿) 與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施序文

운문사 금당(金堂) 院堂封山護寺功德不忘記雲門寺 , 曾谷集
범어사 해행당(解行堂) 梵魚寺內院庵彌陀稧序 , 梵魚寺誌, 583쪽

해인사 심검당(尋劍堂) 海印寺誌 , 伽山文庫, 614∼615쪽
보광사 만세루(萬歲樓) 念佛堂重修時施主案付祿

[표 3-4] 전용 염불당 사례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송광사에서 1879년 통허(洞虛) 대사가 송광사의

암자인 자정암(慈靜庵)에서 처음 만일회를 열었다. 송광사지(松廣寺誌)에 의하
면 자정암의 위치가 외진 곳에 있기에 만일회를 본사의 보제당으로 옮겼다고

한다. 보제당은 오래전부터 송광사에 있던 건물로 1744년에 별좌(別座) 조현(祖

玄), 도감(都監) 취연(就演) 등이 중건하였다.103) 송광사의 해방 전 건물을 기록

해 놓은 ‘해방전건물명칭일람(解放前建物名稱一覽)’에 보제당의 용도를 ‘대중숙식

(大衆宿食)’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적요(摘要)를 ‘현염불당(現念佛堂)’으로 기록하

고 있어, 본래 요사채인 보제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104)

통허대사(洞虛大師)가 고종 16년(1879) 4월부터 동사 자정암(慈靜庵)에

서 만일회(萬日會)를 베풀어서 정토업(淨土業)을 닦으시다가, 동(同) 22

년(1885) 봄에 그 위치의 유벽(幽僻)함을 혐피(嫌避)하여, 큰 절의 보제

당(普濟堂)으로 옮기셨다.105)

통허(洞虛) 화상(和尙)이 자정암(慈靜庵)에서 만일회(萬日會)를 창설(創

設)하고 스스로 화주(化主)가 되어 4부중(部衆)의 교화(敎化)를 성행(盛

103) 임석진, 조계산 송광사지, 송광사, 2001, 40쪽에 기록된 송광사의 초창과 중건 연
혁에 의하면 영조 20년 봄에 보제당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104) 임석진, 앞의 책, 70∼73쪽에 정리된 해방전 건물 명칭 일람(解放前建物名稱一覽) 에
보제당의 용도는 ‘대중숙식(大衆宿食)’이며, 적요(摘要)에는 ‘현염불당(現念佛堂)’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초판이 1965년이므로, 당시에도 보제당이 염불당으로 불렸음
을 알 수 있다.

105) 임석진, 앞의 책, 204쪽에 만일회를 보제당으로 옮긴 연도를 同 22년(1885)이라고 기
재하였다. 이는 1928년 강행된 송광사사고(松廣寺史庫)를 새로 편찬할 당시 잘못
기입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만일회를 자정암에서 본사의 보
제당으로 옮긴 시기는 188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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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하다가, 동(同) 19년(1882) 4월에 대사(大寺) 보제당(普濟堂)으로 이설

(移設)하면서 그 규도(規度)를 일층(一層) 넓혀 계속 성화(盛化)하더

니.106)

위의 두 기록에서 언급된 자정암은 현재 불일암(佛日庵)으로 1975년에 새로

중창되었다. 위에 기록에 의하면 자정암에서 행하던 만일회를 큰절로 옮긴 까닭

이 그 위치의 유벽함을 혐피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불일암은 송광

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암자로,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있다. 자정암

은 만일회를 열기 위해 한적하지만, 본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만일회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본사의 보제당으로

옮겼다.

[그림 3-5] 송광사도(松廣寺圖)에 그려진 만일회(萬日會)

(출처: 송광사사고(松廣寺史庫)의 〈송광사도〉에 필자 표기)

1886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수록된 송광

사도(松廣寺圖)에 종각(鐘閣) 옆 건물을 만일회(萬日會)라 기록하고 있다. 이 그

림은 보제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한 지 4년 뒤의 그림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건물

의 이름으로 ‘만일회’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본래 명칭

은 보제당이지만 염불계를 맺으면서 ‘염불당’, ‘만일회’라는 명칭으로 불렸음이

106) 임석진, 앞의 책, 4편,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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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당시 사찰에서 기존의 건물을 염불계의 필요로 염불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흥국사에서는 1871년 보광전에서 만일염불회가 개설

되었다. 흥국사보광전만일염불회설시서문(興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施序文) 에

의하면 보광전에서 오랫동안 염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보광전은 이전

부터 흥국사에 존재하는 건물로, 한때 염불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흥국사에서는 염불회를 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시주를 받

고, 사람을 모았다.

정토의 보광전은 염불의 도장(道場)이다. 반천(半天) 전(錢)의 시주는

침용(枕龍)의 정성 덕분이고, 수백 년간 당(堂)에서 일을 안하였는데, 응

월(應月)이 모연(募緣)하였고, 주지 수창(首倡)이 무리를 모았다. 대중이

원력을 내어 모든 법회를 봉청한 것은 영파대사의 공헌업적에 힘입은

것이다. 각자가 책임자처럼 신심을 내니 부처인가, 조사인가, 모범스님

인가 단청과 채색을 완성하니 하루아침에 기타원의 장엄한 단청보다

빛나고 청기와로 지붕을 덮은 총림이 장엄한 위용으로 즐비하도다.107)

경상북도 청도군의 운문사(雲門寺)에서는 1861년에 만일회가 열렸다. 운문사

만일회기(雲門寺萬日會記) 에 따르면 운악 두안(雲岳斗晏) 법사가 만일회를 열

면서 건물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앞의 절에서 확인한 원당봉산호사공덕불망

기운문사(院堂封山護寺功德不忘記雲門寺) 에 따르면 금당에서 만일회를 열었다

고 전하고 있다.

두안법사가 시왕전에서 시작해서 오백나한궁에 이르렀다. 재목을 바

꾸기도 하고 다시 금칠하기도 하며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썩어버

린 것은 교체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전심전력으로 종각과 법당을 차례차

107) “回普光之淨土 幻念佛之道場 半千錢大施功枕龍師之眞誠力 數百年未暹事應月堂之廣
募緣 同協謀而僉詢味住持之首倡 大發願而奉請頼影波之蹟成 各出檀越之心佛拿也和
尚也 並追菩提道祖師焉閣梨焉 丹塗始□□一朝社陀增色 翠夢凾成放一不一繼林歎顏
螺髻實龍列千峰而拱賀”, 興國寺普光殿萬日念佛會設施序文 , 1871, 진옥, 호국의 성
지 흥국사, 영취산 흥국사, 1989, 235∼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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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중수하였다.108)

함풍 11년 신유 (1861) 7월 호거산 운문사 염불당에 새 그림을 안치

하였다.109)

함풍 11년 신유 (1861) 7월 호거산 운문사 만일회에 새로 그렸다.110)

동치 10년 신미(1871) 2월 운문사 금당 만일회에 새로 그려서 대법당

에 봉안하다.111)

[그림 3-6] 청도 운문사 금당 (2019.10.17. 촬영)

108) “今日晏師 點坐凝念 謀所以中刱 先自十王殿以至五百羅漢宮 或易其材 或塗以金 傾著扶之
朽者改之 積以成月 彈其心力 法堂與鍾閣 次第修復 庭增園墙 躬自增築 一變爲無量世界
而漸入於清淨道場 自是而繼徒全集 皆言是處極樂 堪永依估”, 雲門寺萬日會記 , 1861, 해
석문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운문사지 자료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8, 56∼58쪽 참
조.

109) “咸豊十一年辛西七月日清道郡虎距山雲門寺念佛堂新畫成仍奉安于本會”, 운문사 아미타탱
화기 , 1861, 해석문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앞의 책, 241쪽 참조

110) “咸豊十一年辛西七月日清道郡虎距山雲門寺萬日會新畫成仍奉安本會”, 관음전 신중탱 화
기 , 1861, 해석문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앞의 책, 242쪽 참조

111) “同治十年辛未二月日雲門寺金堂萬日會新畫成仍爲奉安于大法堂”, 비로전 신중탱 화
기 , 1875, 해석문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앞의 책, 2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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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사에서는 만일회가 열리면서 아미타탱화기와 신중탱화기가 봉안되었는

데, 이들의 명문에 금당에서 만일회가 열렸음이 확인된다. 1861년 불화인 아미

타탱화기와 신중탱화기에 각각 염불당과 만일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1871년도의

불화인 비로전 신중탱화기에는 금당 만일회라고 언급하고 있어, 염불당은 곧 금

당이란 사실이 확인된다.112) 만일회가 열렸던 금당(金堂)은 금법당(金法堂)이라

고도 불리는 요사채로, 1105년에 건립되었다.113) 운문사에서 만일회가 개설되면

서 금당이 염불당으로 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범어사에서 염불계가 맺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1875년에 내

원암(內院庵)으로 만일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범어사내원암미

타계서(梵魚寺內院庵彌陀稧序) 에 의하면 우화(雨華) 대사가 본사의 해행당(解行

堂)에서 염불계를 결성하였지만, 1875년에 내원암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화(雨華) 대사는 이전에 노름하고 잡다한 일을 하며 살다가

50세에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다. 이에 불도를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고

자 결심하여 이 절의 해행당(解行堂)에서 만일회(萬日會)를 열었다. 계

원을 모집하였고, 매월 15일과 지월 탄일(11월 17일)에 자성하며 준비하

고 아미타불을 받들어 공양한 것은 만년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대중이 말하기를, “요즘의 만일회는 한가하고 조용한 장소

를 골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만일회를 행하는

곳은 번화(繁華)한 곳이다. 그래서 불도를 닦고 큰 지혜를 얻을 수 없

다.” 대중들은 마음속으로 이곳을 떠나길 원하였고, 대사가 이를 허락

하였다. 이에 내원암(內院庵)으로 모임을 옮겼다. 암자에 거주하던 대사

가 이를 승낙하였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였다. 청신녀 열화(烈華)가 기쁘

게 동참하였고, 절에 시주하는 단원들로부터 수백전을 받았다.114)

112) 김미경, 앞의 글, 2007, 380쪽
113) 朝鮮慶尚北道清道郡雲門寺事蹟 , 1913,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앞의 책, 44쪽
114) “今雨華大師 其早年 馳弈世務 年至五十 始覺遽玉之非於是 發心設萬日會於本寺解行

堂 廣求契員 每月十五日 及至月誕日 謹備供具 供養彌陀佛 以此爲萬年 黯依之大事
一日 言于 衆曰 今世萬日會 多取閒靜之地 而今我萬日會 處在繁華 自非上根大智 無
乃綠境 而走心乎 衆曰 諾於是 大師 乃移會于內院庵 與庵主應處大師 協規同心 又信
女烈華 欣慕隨喜行化 檀家得數百錢”, 梵魚寺內院庵彌陀稧序 , 1875, 梵魚寺誌, 亞
細亞文化社, 1989, 5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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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에 따르면 범어사 만일회에 참가하는 대중들이 만일회를 위한 장소

에 대하여 불평하며 다른 사찰의 만일회와 비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많은 사찰에는 만일회를 위한 장소로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정해서 진행하였

지만, 범어사에서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화려한 본사의 해행당에서 만일회를 열

었기에 승려들이 염불수행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만일

회 장소를 원하였고, 이에 범어사의 암자인 내원암으로 만일회를 옮겼다.

범어사에서는 매월 15일에만 염불법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 번의 염불법회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광사에서는 처음부터 암자에서 만일회를

시작하였지만, 장소가 너무 멀어 본사로 옮겼고, 범어사에서는 본사에서 시작하

였지만, 너무 번잡하여 암자로 만일회를 옮겼다. 당시 사찰에서 염불당을 위한

모든 요구를 다 맞추긴 어려웠어도 승려들과 신도들을 위해 최대한 적절한 위

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합천 해인사의 염불당은 사찰이 당시 선호하던 수행법에 따라 건물의 전용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인사지(海印寺誌)에 수록된 원당암과 염

불방(願堂庵과 念佛房) 은 1887년에 이미 원당암(院堂庵)에서 염불만일회가 진

행 중이었고, 1925년과 1929년에도 염불회를 진행하였지만 오래가지 못하였다고

기록한다. 그 후 1934년에 김만응(金萬應)이 염불회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심검

당(尋劍堂)에서 염불회를 개설하였다.

…1929년 기사(己巳)에 무월(霧月) 대사가 다시 염불회를 개설하였으

니, 얼마 가지 못했다. 그 후 염불회가 없어 산중이 적막함을 개탄하고

1934년 김만응(金萬應) 화상이 해인사 큰절 심검당(현관음전)에 염불회

를 개설하였는데, 이것 또한 1946년 가야총림이 설치됨에 따라 심검당

은 하선원(下禪院)으로 사용되고 염불당(念佛堂)은 폐해졌다.115)

115) “1929年 己巳에 霧月大師가 다시 念佛會를 개설하였으니, 얼마 가지 못했다. 그후
念佛會가 없어 山中이 寂寞함을 개탄하고 1934년 金萬應和尙이 海印寺 큰절 尋劍
堂(現觀音殿)에 念佛會를 開設하였는데, 이것 또한 1946年 伽倻叢林이 設置 됨에
따라 尋劍堂은 下禪院으로 사용되고 念佛堂은 廢해졌다.”, 願堂庵과 念佛房 , 海
印寺誌, 伽山文庫, 1992, 614∼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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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에서는 염불회를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인 심검당을 염불당으로 사용

하였다. 하지만 1946년에 해인사에 가야총림(伽倻叢林)이 설치되면서 심검당은

하선원(下禪院)이 되면서 더는 염불당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인사에서

염불당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1946년 이후 1960년대까지도 승려들 사이에서 심검

당을 염불당으로 불렀다.116) 이 심검당은 1991년도에 개축되었고, 현재 관음전이

라는 명칭으로 강원(승가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인사의 심검당은 시기별로

사찰에서 추구하는 수행법과 상황에 따라 염불당, 선원, 강원으로 모두 사용되

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광사(普光寺)는 1896년(建陽 丙申)에 염불계인 미

타계가 처음 조직되었다. 감전중창정화병단확기(紺殿重創幀畵幷丹艧記) 에 의

하면 추파장(秋波璋) 선사가 상궁 천씨의 후원에 힘입어 미타회를 열었다고 한

다.117) 보광사에서는 1913년에도 염불계가 조직되었는데, 이때의 기록인 경기

도양주군백석면고영산보광사염불당중수시대중기부록(京畿道楊州郡白石面高靈山

普光寺念佛堂重修時大衆寄附錄) 현판이 보광사의 대방인 만세루에 걸려있다.

이 현판에는 염불당 중수를 시주했던 약 60여 명의 시주자와 시주액수를 기록

하고 있다.118) 이 기록에 ‘염불당’이라 적혀있어 1910년대 이후에 만세루가 염불

당으로 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19) 만세루는 1740년에 지어졌고 1863년에 루

방과 함께 증설되었다. 이후 여러 중수를 거쳐 1910년대에 현재의 모습으로 갖

추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20) 보광사에서 1896년 미타계가 맺어질 당시에는 염불

당의 활용을 알 수 없지만, 1913년에 염불계가 맺어질 당시에는 만세루를 염불

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116) 여수 흥국사의 주지인 금성 명선(金城明煽)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1965년 해인사
에 주석할 당시까지도 심검당인 관음전은 계속 염불당으로 불렸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2019.08.21).

117) “说□来心抑令尚宮千氏從會秋波璋禪師 篤信正法爲彌陀會之擅信者二十年於此也”,
紺殿重創幀畵幷丹艧記 , 1901

118) 손신영, 앞의 논문, 2006, 15쪽
119) 손신영, 앞의 논문, 2006, 73쪽
120) 파주시,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2010,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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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염불당은 19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등장한 독립된 건축물이다. 본래 승

려들이 염불수행을 하기 위해서 독립된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독립

된 염불당 건축이 등장한 것은 염불계의 성행과 관계있다. 조선후기에 염불이라

는 종교의식의 유행과 사찰경제를 위한 활동이 결합하여 염불계가 등장하였다.

염불당은 염불계를 수용하기 위해 등장한 건축물이다. 이때부터 염불당이 각 사

찰에 갖춰진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121)

염불당이란 건물의 명칭이면서 동시에 선당과 교당과 같은 건물의 용도와 기

능을 지칭한다. 염불당은 종교수행과 승려들의 생활을 목적으로 사용된 공간이

다. 사찰에서 승려들의 수행을 위한 건물은 당대의 불교가 어떠한 수행방법을

선호하는가의 교단적 요구로 구성된다. 조선후기에는 염불계가 성행하였고 많은

사찰에서 염불수행이 선호되어 많은 염불 집회가 열렸다. 따라서 당시 사찰에는

염불법회를 진행하기 위한 수행공간으로 염불당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는 배경에는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찰 유지

와 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활동이 목적이었다. 당시 사찰은 염불계를 통해서 자

금을 확보하였고 사찰은 운영하며 많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쳤다. 그중에서

특히 염불당을 갖추는 것은 우선시 되었다. 염불계는 ‘염불수행’이라는 종교적

활동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어떤 건물보다도 염불당이 필수적이었

다. 당시 사찰에서 염불당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

한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찰에서 염불당을 갖추고자

하였다.

염불당은 또한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염불당을 운영하는 화주가 따

로 있었고, 염불당은 독립적으로 경영되었다. 염불당에 거주하며 수행하는 승려

들은 신도들의 보조로 생활하였으며, 신도들의 도움 없이는 염불당의 운영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신도들은 직접 염불하지 않아도, 염불승을 보시하는 것으로 극

락왕생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신도들은 본인이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승려가

121) 1904년도에 순천 송광사(松廣寺)의 주지를 지낸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이
1920년에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계종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조계고승전
(曹溪高僧傳)과 다송문고(茶松文稿)에 ‘염불당’ 용어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
당시 ‘염불당’이란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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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했고, 염불승들이 생활하고 수행하는 염불당은 필수

적으로 갖춰져야 했다. 염불당이 있어야 신도들 또한 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찰에서는 염불당을 확보해, 운영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였다. 앞서 살펴본 염

불당의 성격을 종합하여 염불당 정의를 내려본다면 “조선후기 종교적, 사찰경제

적 활동으로 등장한 염불계의 요구를 반영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염불계가 맺어진 사찰에서는 대부분 염불당을 확

보하였다. 기록으로 확인된 염불계가 맺어진 총 32개의 사찰 중 17개에서 염불

당의 기록이 확인된다.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해 사찰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

나, 기존의 건물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염불당을 새로 지은 사례는 건봉사 만

일원, 신계사 보광전, 표충사 만일루, 대승사 쌍련암, 유마사 염불당에서 확인된

다. 사찰에서 기존의 건물을 염불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송광사 보제

당, 흥국사 보광전, 운문사 금당, 범어사 해행당, 해인사 심검당, 보광사 만세루

에서 확인되다.

염불당을 확보한 사찰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염불법회를 위한 크고

넓은 공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운문사에서는 종, 북, 경쇠, 목탁 등의 악

기를 사용하였고, 대승사, 신계사에서는 공간이 좁아 사람들이 불편해함을 언급

하고 있다. 따라서 염불당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종교적인 수행, 법회를 거행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었다. 신축 염불당의 경우, 새로운 건물을 지

었기에 구체적인 건물의 시공 기간, 재료, 규모, 형태 등 염불당 건물 자체에 집

중하여 기록하였다. 이 사례들은 염불계를 통해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새로

운 건물을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염불당으로 전용된 사례에서도 자금을 확보하고 건물을 중수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범어사와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확보의 내용보다는 당시 사용

하던 염불당의 공간적, 위치적인 이유로 인해 새로운 공간을 찾는 내용이 확인

된다. 또한, 이 두 사찰에서는 승려들을 위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법회 장소

를 사용하였다.

염불당이 필요해지면서 사찰의 구역 어느 곳에 염불당을 갖춰야 하는지는 중

요한 논의였다. 염불당은 신도들의 보시로 운영되었고, 승려들이 거주하며 수행

하였기에 신도들의 접근성이 중요했으며, 승려들 또한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며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염불당이 필요하였다. 염불법회에는 악기를 사용하며 시

간을 정해놓고 수행하였기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법회를 진행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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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등장한 염불당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염불당은 새로 건립하거

나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염불당 건물을 새로 찾거니 중수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염불계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 좁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한다. 또한, 대중들이 염불당으로 사용할 조용하고 큰 공간을 원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염불당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대중들이 불편해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곳으로 염불당을 옮기기도 하

였다. 넷째, 염불당의 활용 방법으로는 여러 악기를 사용하였고, 특정 시간을 정

하여 염불법회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염불만일회를 주관하는 담당 화주가 있었

으며, 염불당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여섯째, 염불당을 새로 짓거나, 중수하

는 내용을 통해서 염불당 건축의 형태와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논의 내용

공간 논의
1. 공간이 좁고 더러워서 불편하다. 새로운 장소 필요.
2.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위치 논의
1. 현재 염불 장소가 한적하고 구석지다. 새로운 장소 필요.
2. 현재 위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

사용 방법
1. 종, 북, 경쇠, 목탁 등의 악기 사용
2. 특정 염불법회 시간을 언급(범어사: 매월 15일, 건봉사: 매일).

운영 방법
1. 시주를 받고 신도들의 보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건물을 새로
짓고, 중수하여 염불당을 사용한다.

2. 염불회를 담당하는 화주가 있고,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건축 관련

건봉사: 목재를 모으고 3달 만에 높은 건물을 완성
신계사: 누각(樓閣), 90개의 기둥, 많은 사람을 외부 내부로 수용할 수
있는 70칸의 규모를 4달 만에 완성
대승사: 장엄한 누각(樓閣)
표충사: 48칸의 선실

[표 3-5] 기록에 등장한 염불당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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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염불당의 건축적 특성

4.1 염불당의 배치

4.2 염불당의 공간구성

4.3 염불당의 쇠퇴와 대응

17세기와 18세기는 조선시대 건축의 변화기로써, 조선후기 한국건축의 완성형

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8세기 이후 씨족 마을의 분가 마을이 형성되

었고, 주택 내에서도 온돌과 마루 부엌이라는 공간 요소 단위들이 조합이 되면서

한옥의 내부 구성이 완성되었다.122) 사찰도 마찬가지로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재건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사찰건축의 형

태와 배치의 틀이 형성되었다. 19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사찰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독립된 염불당 건축을 갖춰야 했다. 각 사찰에서 염불당을 확보하

면서 새롭게 등장한 염불당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찰 배치에 도입되어야 했다.

따라서 염불당은 정해진 특정 위치가 아닌, 당시 사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곳에

등장하였다. 또한, 염불당 승려들의 수행과 생활을 위한 공간이었다. 염불당 안에

는 승려들이 염불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승방과 부엌 등 거주를 위한

공간 요소들이 요구되었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사찰구성에 염불당이 어떻게 도입

되었으며, 기존 사찰의 공간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염불당 배치

와 공간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 자료와 도면, 사진 자료를 참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염불당의 성격과 기존 사찰 배치 속 전각이 갖는 위계와 공간적 특성을 바

탕으로 사찰구성에 새롭게 등장한 염불당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22)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105쪽,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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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염불당의 배치

4.1.1 중심사역에 배치된 염불당

조선시대의 사찰은 주불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이 중정을 둘러싸 하나의 군

을 이루는 배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치 형식을 사동중정형(四棟中庭型)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앙공간을 거쳐 주불전으로 이어지는 공간구성으로 주불전의 공

간이 위계적으로 더 돋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방식이다.123) 사동중정형 배치는

주불전 양옆으로 요사와 수행공간이 주를 이루고 정면으로는 루(樓), 또는 문루

(門樓)가 배치되어 마당을 둘러싸는 중심사역을 이룬다. 현존하는 한국의 사찰

은 대부분 사동중정형 배치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사동중정형 배치의 전형

이 본격적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 초이며, 18세기부터는 완전히 정

착하였다.124)

[그림 4-1] 조선시대 사동중정형 배치 

左: 1972년 이전의 강화 전등사, 右: 완주 화암사

(출처: 문화재청,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2008) 
  

123) 우위진, 조선후기 한국사찰의 전각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3, 75쪽

124) 홍병화, 김성우,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사동중정형배치의 형성과정 ,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25권, 2009, 159∼166쪽,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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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중정형 배치에서 주불전 좌우의 건물은 주로 강원, 선원과 승려들의 생

활공간인 요사채가 있다. 조선시대 사찰에서는 불교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변

화된 배치 구성에 따라 주불전 앞마당 좌우 건물의 선과 교 등의 종교적 기능

에 따른 공간 구분은 모호하다.125) 대부분 사찰에서 교와 선 등의 기능에 따른

공간 구분은 주로 법회 때나 조석 예불 또는 강설 때의 법당 안 좌석 배치 및

동선 계통도를 보면 법당 전면을 향해 왼쪽에 선당, 오른쪽에 승당이 배치되도

록 하지만 실제로는 좌우 배치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배치되

어있다.126) 따라서 사찰의 대표 공간이 되는 중심사역을 형성하는 건물들은 당

시 사찰에서 선호하는 종교적 수행법에 따라서 그 공간이 변할 수 있다. 조선후

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염불수행이 당시 대표되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염불수행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지자 기존의 수행공간인 선원, 또는 강원의 자리

인 주불전 앞마당 좌우의 공간에 염불당이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염불수행이

선과 교와 같은 위계의 수행법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물 주불전 위치 맞은편 건물 같은 영역의 건물 비고

건봉사
만일원

대웅전
(大雄殿)

주불전
右

보안원(普眼院)
(강원)

봉서루(鳳棲樓) 관음전과 함께 조성

대승사
대승선원

대웅전
(大雄殿)

주불전
右

청련당(靑蓮堂)
(요사)

범종루(梵鐘樓) 극락전과 함께 조성

해인사
심검당

대적광전
(大寂光殿)

주불전
右

궁현당(窮玄堂)
(강원)

구광루(九光樓)
삼층석탑과 같은

영역
보광사
만세루

대웅보전
(大雄寶殿)

주불전
前

대웅보전
(법당)

지장전(地藏殿)(右)
요사(左)

-

운문사
금당

대웅전
(大雄殿)

주불전
前

대웅전
(법당)

영각, 고방
(影閣, 庫房)(右)
칠성각(七星閣)(左)

두 개의 삼층석탑과
같은 영역

송광사
보제당

대웅보전
(大雄寶殿)

종각
左

- 종각(右) -

[표 4-1] 중심사역에 배치된 염불당

사동중정형 배치로 이루어진 사찰에서 염불당이 중심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

이 확인되는 사례는 건봉사 만일원, 해인사 심검당, 대승사 대승선원, 보광사 만

세루이다. 만일원, 대승선원, 심검당은 모두 주불전의 오른쪽에 있고, 보광사의

125) 김종헌, 김도경, 양재영, 조선시대 사찰 요사공간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 1호, 2003, 147쪽

126) 이응묵, 앞의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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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루는 주불전 전면에 자리 잡고 있다. 사동중정형 배치는 아니지만 주불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사역에 염불당이 함께 있는 사례는 운문사의 금당이 있다.

[그림 4-2] 사동중정형 배치의 염불당 위치

건봉사는 중심사역인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極樂殿) 영역, 낙서암(樂西庵) 영

역, 팔상전(八相殿) 영역으로 나뉜다. 중심사역인 대웅전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는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계곡 위에 설치된 돌다리 능파교(凌波橋)를 건너

서 진입하게 된다. 능파교를 건너 봉서루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대웅전을 바라

보고 좌측에 강원인 보안원(普眼院), 우측에 염불당인 만일원이 배치되어 중정

을 형성하고 있다. 대웅전 우측에 만일원은 명부전(冥府殿)과 관음전(觀音殿)과

함께 별도의 영역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염불회의 상징적인 불단 역할을 하

는 관음전이 함께 배치되어 별도의 염불도량을 구현한 것이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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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건봉사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건봉사 중심사역 속 관음전, 만일원 영역

(출처: 乾鳳寺址: 地表調査 報告, 1990의 배치도에 필자 표기) 

대승사는 1922년과 1956년에 화재를 당해 대부분의 모습을 잃고, 1966년도에

중건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9년에 복원된 백련당(白蓮堂)을 지

나 사역으로 범종루(梵鐘樓)로 누하진입(樓下進入)하게 되면 정면에 대웅전과 그

우측에 대승선원, 좌측에 청련당(靑蓮堂)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현재 청련당의

위치는 18세기에 승당과 서상실(西上室)이 있던 곳인데, 이 서상실의 기능은 조

전(祖殿)이었다고 한다. 앞서 살펴봤던 기록에는 염불당을 조사실(祖師室)인 동

별당의 동쪽에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서상실과 동별당이 조사

실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하는 건물이지만 이 둘이 같은 건물인지 확인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1900년도에 조사전을 동별당이라 부른 것으로 보아 주불전 동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승선원 동쪽은 응진전(應眞殿)부터 극락전, 명부전으로

내려오는 별도의 원(阮)으로 구성된 듯한데, 이는 극락전을 중심선에 놓고 명부

127) 김성도, 한국건축문화유산 사찰대방건축, 고려, 2007,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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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선당이 좌우를 둘러싸는 형식의 마당이 있었으며, 대웅전 영역과 별도로 극

락전 영역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28)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아미타불을 모시

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그 좌측에 염불당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4]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대웅전 앞마당 동쪽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부속건물

이 있었는데, 이곳에 동별당과 염불당인 쌍련암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승선원의 형태는 변하였지만, 만약 이 건물이 20세기 초의 염불당인 쌍련암을

계승하고 있는 건물로 본다면, 그 위치는 대웅전, 또는 극락전으로 구성된 중심

사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배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4] 대승사 배치도 중심사역 속 극락전 영역

(출처: 문경시청에서 제공한 도면 필자 편집 및 표기)

해인사의 염불당이었던 심검당(현 관음전)은 주불전인 대적광전 앞마당 우측

에 있고, 그 맞은편에는 강원인 궁현당(窮玄堂)이 있다. 현재의 궁현당은 1988년

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지만, 1929년도의 해인사 배치도와 비교

했을 때 공간구성에는 큰 차이는 없다. 궁현당은 심검당과는 다르게 법회공간만

갖추고 있으며 요사 기능이 없는 건물이다. 심검당 바로 앞의 삼층석탑은 주불

전인 대적광전의 중앙 축선에서 벗어나 염불당인 심검당 쪽에 가까이 세워져

128) 조재모, 대승사 가람배치 , 문경문화연구총서 6집: 사불산 대승사, 문경시, 2010,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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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구광루의 동2협칸 하부로 진입하였을 때 탑이 대적광전의 중앙에 있

는 듯이 보이도록 위치를 잡은 것이라고 한다.129) 이러한 배치 덕분에 삼층석탑

은 심검당 바로 앞에 세워져 마치 심검당과 한 영역을 이루는 듯하다. 심검당이

염불당으로 활용되었을 당시 건봉사에서 만일원이 신앙의 대상과 함께 염불도

량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면의 삼층석탑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탑을 바라보며 염불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검당

대적광전

삼층석탑

궁현당

구광루

[그림 4-5] 左: 일제강점기의 해인사 관음전과 석탑,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右: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 亥治郎)의 일제강점기 해인사 배치도 부분, 1929

(출처: 左: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右: 藤島 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의 배치도에 필자 표기)

파주 보광사의 만세루는 주불전인 대웅전과 마주 보고 있으며, 그 양옆으로

요사채와 지장전(地藏殿)이 배치되어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만세루는 주불전

맞은편의 루(樓)를 기능적으로 분화 발전되어 형성된 대방건축이다. 주불전 전

면에 대방이 형성된 구성은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배치방식이

다. 만세루는 주불전과 마주 보는 위치에서 대웅전을 바라보며 염불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30) 손신영은 1869년의 기록인 고령산보광사삼중건루방상량문

(古靈山普光寺三重建樓房上樑文) 에 대방을 루방(樓房)이라 표현하고 있어, 루에

방이 결합한 복합용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배치와 대방의 등장은 왕

실원찰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131)

129) 합천 해인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2014, 80쪽
130) 김성도, 앞의 책,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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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사의 배치는 다른 조선시대의 사찰과는 다르게 사동중정형 배치를 따르

고 있지 않다. 현재는 동쪽에서 출입구 역할을 하는 범종루를 통해 사역으로 진

입한다. 진입 축 오른편인 북쪽에 1994년도에 새로 지은 대웅보전과 만세루로

구성된 예불영역이 있다. 그 아래로는 승려들의 수행하는 수행공간으로 나누어

져 있다. 하지만 1935년도의 소화십년사월일대웅전중집시가람현상표(昭和十年

四月日大雄殿重緝時伽藍現狀表) 를 보면 본래의 중심사역은 남쪽의 정문에서

진입한다. 진입 축의 서쪽에 본래 대웅전이었던 현재의 비로전(毘盧殿)과 염불

당으로 사용되었던 금당이 있으며, 동쪽에는 만세루와 관음전, 지장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염불당인 금당은 대웅전 맞은편에서 마당과 두 개의 탑을 끼고 대웅

전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 보편적으로 사동중정형을 따르는 배치는 주불전 맞

은편에 강당으로 사용하는 루(樓)가 있지만, 사동중정형을 따르지 않는 운문사

에서는 대웅전 정면에 금당이 있다. 금당은 명칭으로 보아 한때 불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당과 대웅전 사이에는 두 개의 삼층석탑이 나란히 배

치되어있다. 금당과 대웅전이 서로 마주 보며 마당을 형성하는 배치는 순치십

이년대웅전중건시가람현상등본(順治十二年大雄殿重建時伽藍現狀謄本)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655년도에도 이미 정착된 배치이므로, 금당은 오랫동안 현재 자

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러한 배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순천 송광사의 배치는 의상 대사의 화엄 사상을 축약해 210자로 정리하여 그

린 법계도(法界圖)의 형상을 따라 위치를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양상현은 대웅

전 아래 영역에 구성된 보제당을 비롯한 대중숙식을 위한 건물들은 모두 법계

도가 갖는 순회전 흐름과 비슷하여 법계도의 형상이 참조되어 배치된 것이라고

하였다.132) 김봉렬의 통불교식 사찰 구성도에 의하면 송광사의 염불당인 보제루

는 삼단으로 이루어진 사찰 배치 중 중단인 요사와 승방이 놓인 좌우 축에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133) 보제당은 염불당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요사로 사용되

었으며 송광사의 하단 부분에 다른 승방, 요사 건물들과 함께 영역을 조성하고

있었다. 송광사에서 염불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불전의 영역이 아닌 요사 영역에

서 확보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1) 손신영, 앞의 논문, 2006, 72쪽
132) 양상현, 송광사 가람배치의 교리적 이해 - 선교합일 사상과 그 건축적 실현 , 한

국기초조형학회, 11권, 2010, 266쪽
133) 김봉렬, 앞의 논문, 1989,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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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655년과 1935년의 운문사 배치도의 ‘金法堂’ 위치

左: 〈順治十二年大雄殿重建時伽藍現狀謄本〉, 1655,

右: 〈昭和十年四月日大雄殿重緝時伽藍現狀表〉, 1935

(출처: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운문사지, 성보문화재연구원, 2018, 152, 154쪽에 필

자 표기)

  

보제당

[그림 4-7] 송광사 배치도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출처: 김봉렬, 앞의 논문, 99쪽의 그림에 필자 표기; 

문화재청,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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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별도 영역에 배치된 염불당

염불당은 사동중정형으로 이루어진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별도의 영역에 배치

되기도 하였다. 규모가 큰 사찰은 주불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심사역 외에도

부불전(副佛殿)을 중심으로 여러 영역이 형성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성 건봉사는 대웅전 영역 외에 극락전 영역, 낙서암 영역, 팔상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구 동화사(桐華寺)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동중정형의

중심사역 동쪽에 별도의 극락전 영역이 조성되어 있다. 양산 통도사(通度寺)는

같은 중심축을 따라가면서 하로전(下爐殿), 중로전(中爐殿), 상로전(上爐殿)으로

영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영역이 조성된 사찰에서 염불당이 사동중

정형으로 이루어진 중심사역이 아닌 별도의 영역에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된다.

건축물 주불전 위치 같은 영역의 건물 비고

범어사
해행당

대웅전
(大雄殿)

중심사역 右
선원 영역

청풍당(淸豊堂),
함흥당(含弘堂)

-

흥국사
보광전

대웅전
(大雄殿)

중심사역 左 원통전(圓通殿) 원통전과 함께 조성

표충사
만일루

대적광전
(大寂光殿)

중심사역 左
영각(影閣)
칠성전(七星殿)

삼층석탑과 같은 영역

[표 4-2] 중심사역 이외 영역에 배치된 염불당

사찰 전각은 보편적으로 위계에 따라 삼단(三壇)인 불단(佛壇), 보살단(菩薩

壇), 신중단(神衆檀)으로 나뉜다.134) 부산 범어사에서도 상단, 중단, 하단 영역으

로 나누어져 위계적인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135) 1910년도의 〈경상남도동래군

범어사건물전도(慶尙南道東萊郡梵魚寺建物全圖)〉에 염불당으로 사용되었던 해

행당은 천왕문(天王門)부터 불이문(不二門)으로 나뉘는 하단과 중단 사이의 영

역에 있다. 하지만 승려들의 수행과 거주를 위한 시설인 해행당은 삼단의 위계

에 포함되지 않는다.136) 당시 범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은 선원(禪院)과 강원

134) 김봉렬, 앞의 논문, 1989, 33쪽
135) 윤석환,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울산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6, 97쪽
136) 김봉렬이 사찰 전각을 삼단(三壇)으로 분류할 때 승려들의 수행용 건물과 거주용

시설은 제외하였다. 이는 승려의 수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건물만 현존하며, 변형이 심해 과거의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승려들의 수행과 거주를 위한 건물은 종교적 차원에서 예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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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院)을 갖추고 있었다. 범어사는 진입 축으로부터 이어지는 중심축을 중심으

로 오른쪽에 해행당, 청풍당(淸豊堂), 함흥당(含弘堂)이 선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범어사에서는 염불계가 맺어지면서 염불당을 갖추게 되자 선원 영역에 있

던 해행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하였다. 이미 선원 영역에는 해행당 이외에도 수행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해행당을 염불계를 위한 염불당으로 활용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사역

중심사역

염불당

염불당

부산 범어사(1910) 여수 흥국사

[그림 4-8]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별도 영역에 배치된 염불당

左: 〈慶尙南道東萊郡梵魚寺建物全圖〉, 1910,

右: 여수 흥국사 배치도, 2008

(출처: 梵魚寺誌의 배치도에 필자 표기; 문화재청,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

사보고서, 2013, 324쪽 배치도에 필자 표기)

여수 흥국사는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사역에서 서쪽으로

약 250ｍ 떨어진 곳에 별도의 영역이 조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 흥국사의 염불

당인 보광전이 있었다. 보광전은 현재 없어졌지만, 보광전과 함께 만일회를 위

해 사용되었던 원통전(圓通殿)이 남아있다. 흥국사에서 만일회는 염불당인 보광

전에서만 염불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 중심의 탑돌이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흥국사의 염불회는 보광전과 원통전, 두 개의 전각을 모두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흥국사의 원통전은 염불신앙의 대상으로 탑의 역할을 하며, 염불회

의 중심이 되었다.137) 흥국사의 염불계는 좁은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더 넓은 외

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라 하였다(김봉렬, 앞의 논문, 1989, 33쪽).
137) 진옥, 앞의 책, 139∼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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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탑돌이 형식으로 염불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염불당이 주불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역에서 벗어나 별도의 영역에 형성된

예는 밀양 표충사에서도 확인된다. 표충사는 다른 조선시대의 사찰 배치와는 다

른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표충사는 수충루(酬忠樓)로 진입하여 나타나는 표

충서원(表忠書院)과 설법전(說法殿)으로 구성된 영역부터 총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입축을 따라 한 단씩 올라가면 사찰의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게 된다.

가장 안쪽에는 관음전과 명부전이 나란히 배치되어있는 4단 영역이 나온다. 3단

영역에는 주불전인 대광전(大光殿)이 진입 축의 왼편에서 건너편의 우화루를 마

주 보고 마당을 조성하고 있다. 염불당인 만일루는 2단 영역의 영각(影閣), 칠성

전(七星殿), 승방들로 구성된 영역의 북쪽에 있으며 주불전인 대광전에서부터

약 70m 떨어져 있다. 만일루는 맞은편에 요사채와 선원을 두고 가운데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당의 중심에는 통일신라대의 삼층석탑이 있다. 이 석탑은

만일루가 지어지기 약 20년 전인 1839년에 현재 위치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표충사에서 염불계가 맺어지면서 만일루를 새로 지었는데, 이때 신앙의 대상이

되는 탑을 바라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여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만일루

삼 층 석

탑 대광전

우화루
진입축

[그림 4-9] 4단으로 구성된 밀양 표충사

(출처: 문화재청,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현황기록, 2013, E-3 배치도에 필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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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염불당이 주불전과 함께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당시 사찰에서는

염불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였음으로 신도들의 접근이 편하고, 공간을 활

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인 주불전의 양옆이나 전면 루의 위치에 형성되었다. 중심

사역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염불당도 확인이 되는데, 이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

는 탑 또는 전각과 함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염불당의 위치로 알 수 있듯이 염불당의 위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

다. 다만 당시 각 사찰의 상황에 맞게 주불전과 함께 중심사역을 형성하기도 하

고, 별도의 영역에 따로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경우도 확인이 된다.

염불당은 각 사찰에서 염불당이 다른 건물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이유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악기를 사용하며 큰 소리로 고성염불하였

기 때문에 수행자들의 공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도 있다.138)

염불당은 사찰구성에서 독립된 자체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서 염불당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기에 기존의 사

찰 영역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는 암자

를 염불도량으로 사용한 예를 통해 확인된다. 암자에서 염불계를 맺은 사례는

신계사 보광암, 해인사 원당암, 통도사 백련암과 극락암, 범어사 내원암과 극락

암, 송광사 자정암, 옥천사 청련암, 대흥사 적련암, 화엄사 구층암이다. 이 중 신

계사 보광암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염불당의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사 암자 법당 본사와의 거리

신계사 보광암(普光庵) 보광전(普光殿) -
해인사 원당암(院堂庵) 보광전(普光殿) 400m
통도사 백련암(白蓮庵) 백련사(白蓮舍) 2km
통도사 극락암(極樂庵) 극락암(極樂庵) 2km
범어사 내원암(內院庵) 대자비전(大慈悲殿) 800m
범어사 극락암(極樂庵) - -
송광사 자정암(慈靜庵) 불일암(佛日庵) 1.5km
옥천사 청련암(靑蓮庵) 청련암(靑蓮庵) 350m
대흥사 적련암(赤蓮庵) - -
화엄사 구층암(九層庵) 천불보전(千佛寶殿) 200m

[표 4-3] 암자에 염불계가 맺어진 사례

138) 인민대학, 불교와 전통문화사상, 여래, 2017,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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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염불당의 공간구성

4.2.1 법회공간으로의 염불당

염불당이 염불계를 위해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는 사례는 청

도 운문사의 금당이 유일하다. 하지만 운문사 금당도 계속해서 이어진 보수공사

와 몇 차례의 중수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금당 외의 다른 염불당 건물들은 전소되었거나 복원되었고, 여러 번의

중수로 그 공간구성과 형태가 변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염불당으로 쓰였을 당시

의 공간구성을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염불당의 현재

모습과 사진, 도면 등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개략적인 공간구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염불당은 염불법회라는 종교의식을 위해 사용된 공간이다. 기존 사찰의 구성

에서 법회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공간으로는 강당이 있다. 강당은 경론을 가

르치는 교육 공간이며 사찰 내의 설법과 예불과 법요식이 거행되는 곳이다. 조

선시대의 강당은 주로 주불전 맞은편에 루(樓)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많

은 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강당과 중앙 마당으로까지 확장하여 수용하기 위

한 목적이다.139) 조선시대 강당의 대표적인 예로 1636년에 지어진 구례 화엄사

(華嚴寺)의 보제루(普濟樓)가 있다. 보제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一자형 건물

이며 가로 19.11m 세로 8.47m의 넓은 공간이다. 신라시대의 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주 불국사(佛國寺)의 강당인 무설전(無說殿)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一

자형 건물로, 가로 9.6m 세로 3.6m의 넓은 공간이다. 강당의 넓은 실내공간은

많은 수의 대중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법회의식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사찰

에서 염불법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당과 같은 넓은 실내공간을 갖춘 건물 활

용하였다.

139) 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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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사찰의 강당 평면도

左: 경주 불국사(佛國寺) 무설전(無說殿) 복원 평면도, 

右: 구례 화엄사(華嚴寺) 보제루(普濟樓) 평면도

(출처: 左: 문화재원형기록정보시스템; 右: 문화재청 화엄사 각황전 

실측조사보고서, 2009) 
 

 

범어사에서는 해행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하였다. 해행당은 본래 선원으로, 넓

은 실내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해행당은 1995년에 철거되고 설법전(說法殿)으로

새로 지어져서 염불당으로 사용되던 당시의 모습은 사라졌다. 해행당의 철거되

기 전 모습은 사진기록과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15년에 작성된 〈선찰

대본산범어사전경도(禪刹大本山梵魚寺全景圖)와 1910년도의 〈경상남도동래군범

어사건물전도(慶尙南道東萊郡梵魚寺建物全圖)〉’, 1933년도의 조선고적도보(朝

鮮古蹟圖譜) 사진 등을 통해 해행당은 맞배지붕의 건물을 중심 주변에 요사채

가 둘러싸고 있는 E자 형태임이 확인된다.

[그림 4-11] 1933년도 범어사 전경의 해행당 부분

(출처: 조선고적도보, 13, 1933, 1790쪽 사진에 필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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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범어사 배치도의 해행당 부분

左: 1993년도 범어사 배치도의 해행당 부분, 

右: 1910년도 〈慶尙南道東萊郡梵魚寺建物全圖〉의 해행당 부분

(출처: 左: 한국의 고건축 16권, 1994; 

문화재청, 부산 범어사 조계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에서 재인용)

  

 
〈경상남도동래군범어사건물전도(慶尙南道東萊郡梵魚寺建物全圖)〉에는 해행

당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을 각각 ‘전요사(前寮舍)’, ‘동요사(東寮舍)’, ‘후요사

(後寮舍)’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행당이 철거되기 직전인 1993년도에 작성된 범

어사 배치도의 해행당은 7x5칸의 一자형 건물로 주변에 부속건물들이 분리되어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범어사에서 염불계가 맺어지면서 원래 사

내에 존재하던 선원인 해행당을 염불당으로 전용하여서 사용하였다. 범어사 내

에 이미 존재하는 선원을 염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 건물을 짓거나 중수하

는 것보다 수고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행당은 본래

법회를 위한 공간으로, 요사 시설이 같은 영역에 공존하는 형태였다.

여수 흥국사의 염불당으로 사용되었던 보광전은 현존하지 않는다. 흥국사의

주지 금성 명선은 보광전이 8x3칸의 一자형 건물이었다고 한다.140) 흥국사에는

현재 백련사(白蓮舍)라는 요사채가 있는데, 이는 건물은 염불당인 보광전을 위

해 지은 요사 건물이다.141) 따라서 보광전은 실내에 따로 요사 기능은 없으며,

140) 금성 명선(金城明煽), 앞의 인터뷰, 2019.08.21
141)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3,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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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된 하나의 큰 실내공간만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흥국사에서 만일회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존재하던 건물을 사용하되, 승려들을 위한 요사채가 별도로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광전은 법회공간만을 갖춘 건물로, 요사채

가 그 주변에 따로 만들어진 범어사 해행당과 같은 성격의 공간이라 할 수 있

다. 흥국사에서 보광전 이외에도 만일회를 위해 쓰였던 원통전은 18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염불당인 보광전과 마주 보고 있었다. 흥국사

에서 만일회를 진행할 때 한 건물의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을 모신 원통전을 중심으로 탑돌이 형식으로 기도하였다고 한다.142) 원통전의

실내공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탑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외부공간

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흥국사에서는 염불당인 보광전, 탑의 역할인 관음전,

요사채인 백련사 3개의 독립된 건물을 모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수 흥국사의 경우 만일회를 위해 따로 요사채를 건립한 것으로 보아 염불

계를 위해 승려들이 주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해행

당과 보광전은 모두 법회를 위한 공간이었다. 이 두 사찰에서는 염불계를 위해

사용되는 단독 건물들이 한 영역에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여수 흥국사 원통전, (2019.08.22. 촬영)

142) 진옥, 앞의 책,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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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암자의 경우 제한된 사역의 공간으로 인해 별도의 수행용 법회공간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불공간인 주불전에서 법회를 진행하였다. 암자에서 염

불계가 맺어진 [표 4-3]의 사례들은 모두 주불전에서 염불법회를 진행하였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중 앞서 살펴보았던 신계사 보광암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염

불당의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암자의 법당을 염불당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남아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원당암은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암자로 해

인사 본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원당정토사중수상량문(院堂淨土社重

修上樑文) 에 의하면 1875∼1887년 사이에 만일회를 열었으며 당시 법당을 새로

고쳤다고 한다. 해인사 원당암의 법당은 보광전으로,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시

고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만일회를 열면서 법당을 중수하였는데, 완전히 새롭

게 중수한 것으로 신축이나 다름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중수된 보광전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맞배지붕으로 작은

건물이다.

옛 봉서사, 현재 본원사를 창건하였다. 천여 해가 흘렀고, 광서연간에

(1875∼1908)에 화주가 만일회를 열었다. 옛 법당이 기울어서, 사람을

모으고 발원하여 기초를 재차 정비하고, 지붕을 고쳐 세웠다. 낡은 것

은 쓰지 않았고 모든 것이 새것이다. 이름은 중창이지만, 사실 신축이

나 다름없다.143)

양산 통도사 백련암에서 1863∼1687년도 사이에 만일회가 열렸다. 1875년도

의 통도사백련정사만일승회기(通度寺白蓮精舍萬日勝會記) 에 의하면 1863년도

에 법당이 중건되었는데, 그 바로 직전인 1860년, 1861년, 1862년에 각각 통도사

의 말사인 밀양 표충사, 청도 운문사 그리고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차례로

만일회가 개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염불당과 만일회를 염두에 두고 백련

암의 법당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44) 현재 백련암의 법당은 ‘백련암’ 현판

143) “古鳳棲寺 今 本願社 創於哀莊 迄千餘禩 光緒年間爱有化主 設萬日會 百廢俱與 唯古
法堂 傾頹不日 僉謀會同 發願興功 再正基礎 更立棟宇 全不用舊 一切皆新 名雖重創
其實新建 維時綠化 開列如 左”, 院堂淨土社重修上樑文 , 1887, 海印寺誌, 伽山文
庫, 1992, 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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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고 있으며, 2002년에 새로 지은 건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으

로 되어있다. 백련암에서는 2008년 11월부터 만일염불회를 개설하여 매월 음력

보름날인 아미타불재일에 염불법회를 열고 있다.

[그림 4-14] 일제강점기의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과 현재의 모습

(출처: 左: 국립중앙박물관; 右: 2019.10.18. 촬영)

 

[그림 4-15] 2002년 이전의 통도사 백련암(左), 현재 통도사 백련암(右)

(출처: 左: 통도사 백련암 제공; 右: 2019.10.16. 촬영 )

 

144) 최엽, 앞의 글, 2015,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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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복합건축 염불당

16세기∼18세기에는 사찰에서 안마당에 괘불을 걸어놓고 죽은 영혼들을 천도

하기 위한 의식인 수륙재(水陸齋)가 성행하였다. 하지만 18세기를 거치며 야외의

식이 쇠퇴하게 됨에 따라 안마당에서 이루어지던 대형법회는 점차 사라졌다. 그

후 일상적인 법회나 염불 등의 소규모 활동은 각각 건물 안에서 의식이 행해졌

는데, 특히 대중방(大衆房)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요사가 선호되었다.145)

염불당으로 지어지거나 활용되었던 건물들은 대부분 염불법회를 위한 넓은

공간과 승려들의 생활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형 요사 건물로 확인이 된다. 염

불당은 독립적으로 경영이 되었던 만큼 승려들의 자체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부

엌시설 및 승방 등을 갖춘 복합형 건물로 형성되었다.146) 따라서 염불당은 여러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ㅁ자형, 工자형, ㄱ자형,

T자형의 꺾음부가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건축물
확보
방법

평면
형태

칸수 공간구성 비고

건봉사
만일원

신축 ㅁ자 89 대중방+승방
1950 소실
1994 복원

표충사
만일루

신축 工자 48 대중방+승방+부엌+누
1926 소실
1929 중건

대승사
대승선원

신축 工자 56 대중방+승방+지대방+다각실
1956 소실
1966 중건

송광사
보제당

전용 ㅁ자 175 - 1950 소실

운문사
금당

전용 ㄱ자 33 대중방+부엌+지대방 1922 보수

범어사
해행당

전용 一자 - - 1995 개축

해인사
심검당

전용 ㄱ자 50 대중방+부엌+승방 1991 개축

보광사
만세루

전용 T자 44 대중방+승방+부엌+누 1998 보수

[표 4-4] 염불당의 평면 형태와 공간구성

145) 홍병화, 조선 후반기 불교건축의 성격과 의미-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 및 건축 계
획의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8∼100쪽

146) 김성도,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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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 염불당을 구성하는 공간 요소 중 대중방은 모든 건물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대중방은 승려들의 승가 생활 중 공양(供養)과 정진(精進)을 하며 대

중이 함께 모여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공동생활을 이루는 곳이다.147)

대중방은 큰방, 또는 대방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중방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 자

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방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중방은 복합건축 안에서 승려

들의 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좌선을 하거나 염불법회, 강설 등 종교적 기능을 이

행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활용이 달라진다.

염불당에서 대중방은 염불법회를 진행할 때 사용된다. 대중방은 법회에 참여

하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염불당 건물의 공간 요소 중 가장 큰 공

간이다. 대중방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건물의 실내공간을 이

어주고 건물의 주 진입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염불당 대중방 칸 대중방 면적(㎡) 건물 면적(㎡) 대중방 면적(%)

건봉사 만일원 4x2 68.4 242.64 28%

운문사 금당 7x2 98.6 249 40%

대승사 대승선원 7x2 107 346 31%

해인사 관음전 3x2 56.42 337.81 16%

표충사 만일루 4x2 65 342 28%

보광사 만세루 3x2 45.5 276.46 16%

[표 4-5] 염불당의 건물 면적 중 대중방의 면적

복합건축은 17세기에 대중방과 부엌이 결합한 요사 건축의 기본형으로 등장

하였다. 18세기에는 대중방과 부엌에 승려들의 휴식 공간인 지대방이 결합 된

ㅡ자형과 ㄱ자형 평면도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ㄷ자형 또는 ㅁ자형 평면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요사채

는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된 공간으로서, 그 구조 변

화는 사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기반과 인적 구성이 바뀌었음을 보여준

다.148) 염불수행을 일상으로 삼았던 염불승들이 거주하는 염불당은 종교의식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결합한 복합건축으로 등장하였다.

147) 이응묵, 앞의 책, 25쪽
148) 정병삼, 조선후기 사원의 문화적 특성 , 불교화보, 78집, 2017, 153∼174쪽,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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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ㅁ자형

건봉사의 염불당인 만일원은 89칸의 ㅁ자형 건물이었다.149) 이 건물은 한국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94년에 발굴조사로 복원되었다. 만일원의 대중방은 현

재 종무소와 기념품 가게로 사용 중이며, 중정 상부에 임시 천장을 설치하여

‘진신치아사리(眞身齒牙舍利)’를 안치한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만일원의 복원

평면도 [그림 4-17]에 의하면 정면 4칸 측면 2칸의 대중방이 한쪽 면에 자리 잡

고 있으며, 그 뒤로는 여러 승방으로 이루어져 중정을 형성하고 있다. 이 건물

의 특이한 점으로는 따로 부엌을 갖추고 있지 않다. 원래부터 부엌이 없었는지,

복원 당시 부엌을 만들지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해방 전 건봉사 극락전 지역

에 거주하던 두석(斗石) 정보석(鄭寶成)이 1990년 건봉사 지표조사단에게 소실

이전의 건봉사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 그린 배치도에는 만일원을 ‘萬日會大房’과

‘別堂’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도 부엌이 별당에 속해 있는 것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 4-16] 한국전쟁 이전 건봉사 배치도의 만일원, 1990  

(출처: 금강산건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 

149) 乾鳳寺의 建物 , 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20쪽에 1928년 당시 건물의
이름과 칸수를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만일원은 89칸이었으며, 금강산건
봉사사적, 동산법문, 2003에 수록된 그림에도 만일원에 89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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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배치도 [그림 4-16]의 ‘萬日會大房’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일원은 만일회를 위한 염불당이었다. 건봉사에서는 염불계를 맺으면서 가장

먼저 염불당을 지었고, 그 후에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는 사람들

이 수행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림 4-17] 건봉사 만일원 복원 평면도

(출처: 고성군청에 제공한 도면 필자 편집) 

송광사 보제당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현재 그 공간구성을 확인할 수 없지

만, 앞서 살펴본 기록을 통해 대중숙식을 위한 공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보제

당은 1744년에 중건된 건물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송광사의 다른 ㅁ자형 건

물인 임경당((臨鏡堂)과 해청당(海淸堂)과 비슷한 공간구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임겸당은 1797년도에 중건되었으며 80칸의 대중숙식을 위한 공간이다. 원

래 대중방, 지대방, 부엌을 갖춘 2층의 요사채이지만 현재 부엌은 없으며 강원

과 도서관으로 사용 중이다.150) 해청당은 1640년도에 중건된 건물로 175칸의 대

150) 지대방은 승려들의 휴식공간이다. 지대는 스님이 주로 행장을 넣고 다니는 자루를 뜻하
는 순우리말이며 여기에 방(房)이라는 말이 결합한 것이다. (문화원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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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숙식을 위한 공간이다. 해청당 역시 원래 대중방, 지대방, 부엌을 갖춘 2층의

복합건축이었다.151) 해청당은 보제당과 같은 175칸으로 두 건물의 규모가 비슷

했을 것이다. 하지만 1928년도의 도면 [그림 4-19]와 일제강점기의 사진 [그림

4-18]을 보면 두 건물의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두 자료를 통해 보제당

의 대중방 위치를 추론할 수 있다.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 亥治郎, 1899∼2002)

가 그린 1928년도의 송광사 배치도에 쓰여 있는 보제당의 전각명의 방향과 보

제당의 중정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 대웅전 방향 마당 쪽에 면한 공간이 가장

큰 공간으로 대중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일제강점기의

송광사 전경에도 마당 면을 향한 보제당의 지붕이 높이 솟아있어, 이곳이 실내

에서 가장 넓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8] 일제강점기의 송광사 전경의 보제당과 해청당

(출처: 조선고적도보, 13, 1933, 1834쪽 사진에 필자 표기)

http://www.culturecontent.com)
151)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상), 문화재청, 2007, 197,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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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1928년도 도면의 보제당과 해청당 

(출처: 藤島 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의 배치도에 필자 표기)

송광사 해청당 송광사 임겸당

평면

연도 1640년 중건 1797년 중건
평면구성 대중방(다실), 부엌, 승방, 대중방, 부엌, 대청, 지대방, 승방
규모 175칸 80칸
용도 승방 대중숙식

[표 4-6] 송광사의 ㅁ자형 건물 

(출처: 문화재청,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 상, 2007, 397, 403, 
411, 260쪽의 도면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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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계가 성행하기 전 18세기에는 이미 많은 사찰에 ㅁ자형 건물이 보편화

되어있었다.152) ㅁ자형의 복합건축은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

여, 염불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봉사도 당시 보편화

되었던 ㅁ자형 건물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17세기∼19세기까지에 중건된 ㅁ자형 건물을 여러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안 내소사(來蘇寺)의 설선당(設禪堂)은 17세기의 건물로 현재 다실로 사용 중

인 대중방, 승방, 부엌, 그리고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18세기에 화성 용주

사(龍珠寺)의 승방으로 지어진 만수리실(曼殊利室)과 나유타료(那由陀寮)는 각각

39칸의 ㅁ자 요사채로 승방과 대중방, 부엌을 갖추고 있다. ㅁ자형 건물이 한

사찰 안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는 순천 선암사(仙巖寺)가 있다.

선암사는 6명의 조실스님이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일반 승려들은 별도의

거주집단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였다. 이 승려집단이 생활하던 6채를 통틀어서

‘六房’이라 한다.153) 선암사의 각 방은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154)

육방은 6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행시설로, 염불당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1879년도 선암사 염불당에 봉안했던 독성도(獨聖圖)가 현재 도난상태라고 알려

져 선암사에서 염불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건물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선암사 안에는 설선당, 심검당(尋劒堂), 천불전(千佛殿), 창파당

(滄波堂) 4개의 ㅁ자형 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9세기에 중건된 건물들이

다. [표 4-7]

김성우는 선암사의 육방건축이 모두 비슷한 실 구성을 하는 것은 별도의 승

려집단이 독립적으로 공동생활하는 기본 단위라는 동일한 성격을 공유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건봉사의 만일원은 선암사의 사례들보다는 조금 이

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ㅁ자형의 건

물이라는 점에서 선암사의 육방건축과 비슷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52) 박현정, 사찰 요사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 15∼19c 평면과 공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6쪽

153) 김성우, 정인종, 선암사 육방건축의 형식과 성격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0호, 1997, 150쪽

154) 김성우, 정인종, 앞의 논문, 1997,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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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사 설선당 선암사 설선당

평면

연도 1640년 창건 1825년 중건
평면구성 다실(대중방), 부엌, 승방, 대청 대중방, 부엌, 대청, 지대방, 승방
규모 3x2칸의 대중방, 총 42칸 3x2칸의 대중방, 총 66칸
용도 전 강원, 현 요사 염불원

선암사 심검당 선암사 천불전

평면

연도 1825년 중건 1844년 중건
평면구성 대중방, 부엌, 대청, 지대방, 승방 대중방, 부엌, 대청, 지대방, 승방
규모 3x3칸의 대중방, 총 60칸 3x2칸의 대중방, 총 66칸
용도 선원, 요사채, 창고 강원

[표 4-7] 조선후기 사찰의 ㅁ자형 건물

(출처: 문화재청,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230쪽 도면 필자 편집; 

사단법인 이코모스 코리아, ‘한국의 전통산사’ OUV 도출과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 중 도면 작성 용역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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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工자형

工자형 건물은 가운데 一자형 건물이 양옆에 익랑채를 이어주고 있는 형태

로, 중앙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옆의 익랑에는 승방과

부엌 등의 공간을 활용하기 좋다. 또한, 전·후면의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평면형 중정 확보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이 필요할 때는 후면으로 증축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을 갖고 있어 많은 계획상의 장점이 있다.155)

표충사 만일루는 정면 8칸, 측면 8칸으로 총 48칸 工자형 건물이다. 만일루

중앙에는 4x2칸의 염불하는 대중방이 있으며, 그 앞뒤로는 각각 4x1칸의 툇마

루가 설치되어 있다. 좌익사에는 취사 공간과 승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익사

에는 큰 마루가 깔려있고, 앞 돌출부에는 접대공간인 루방(樓房)이, 뒤 돌출부에

는 승방이 있다. 방 아래 구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우익사에는

방이 없었으며, 길게 마루만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156) 만일루는 중앙의

대중방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방과 부엌 등 거주공간을 배치하고, 우측으로는 전

면 마루와 누마루를 두어 공간을 분리하였다.

문경 대승사의 대승선원도 대중방과 승방으로 이루어진 工자형 건물이다. 하

지만 초창 당시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확인

한 [그림 3-4]의 모습과 현재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의 모습은 1960년

대 중건되면서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된다. 당시 대승선원이 중건되면서 경기도

와 서울에 등장한 工자형 평면을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승사의 대승선원은 정면 11칸, 측면 7칸, 총 56칸 工자형 건물이다.

큰 규모의 건물 중앙에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대중방이 좌익사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으며, 불상을 모시는 불단이 조성되어 있다. 좌익사 앞 돌출부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휴게실인 지대방이, 뒤 돌출부에는 1x1칸 승방 4개가 자리하고

있다. 우익사에는 취사 기능을 겸비한 2x3칸의 다각실(茶角室)이 있고, 앞뒤로는

각각 1x1칸과 2x1칸의 승방이 자리 잡고 있다. 대승선원의 전형(前形)으로 생각

되는 쌍련암은 염불법회를 위해 사용하던 동별당이 좁아 새로 건축한 건물이었

다. 따라서 많은 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대중방을 갖춘 복합건축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대승선원과 염불당인 쌍련암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

155) 김성도, 앞의 책, 89∼90쪽
156) 이호열, 김지운, 밀양 표충사 만일루의 건축적 특성 – 19세기 말 경남지방 대방건

축의 관점에서 ,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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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 추후에 자료를 보완하여 대승선원과 쌍련암의 관계를 더 자세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0]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

(출처: 2019.08.09. 촬영)

[그림 4-21] 左: 대승사 대승선원, 右: 표충사 만일루

(출처: 左: 문경시청에서 제공한 도면 필자 편집 및 표기;

 右: 이호열, 김지운, 앞의 글, 2010, 14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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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사 만일루와 비슷한 공간구성을 가진 工자형 건물은 20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하였던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에서 확인된다. 남양주 흥국사(興國寺)의 만세

루방(萬歲樓房), 안성 운수암(雲水庵) 대방, 서울 흥천사(興天寺) 대방는 모두 대

중방과 부엌, 승방, 익루(翼樓)로 이루어진 工자형 대방건축으로 염불당으로 활

용되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157)

工자형 건물은 앞 돌출부가 ‘내루(內樓)’ 또는 ‘루방(樓房)’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 내루는 조선 초기부터 궁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부터 내루는

주택에서도 확인되어, 당시 내루를 조성하는 것이 건축계의 보편적인 현상이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찰에서도 내루를 수용하여 흥국사 만세루

방과 같은 工자형 건물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8) 특히 19세기에는 사찰

에서 승려 장인이 아닌 민간인 목수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택

풍의 건물을 짓게 되었다.159) 손신영은 흥국사 만세루방이 1878년에 중건되면서

지금과 같은 工자형 형태가 되었고, 1940년도에 염불만일회가 개최되면서 이미

조성되어 있던 만세루방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160)

흥천사 만세루방흥국사 대방 운수암 대방

[그림 4-22] 서울 경기도 지역의 工자형 대방건축

(출처: 김성도, 앞의 논문, 1999, 101∼104쪽에서 인용)

  

  

157) 김성도, 앞의 논문, 1999, 83쪽에 의하면 각 대방건축이 염불당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사례들이 해당 사찰에서 염불계가 맺어지고 각 건물을
염불당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8) 손신영, 앞의 글, 2010, 247쪽
15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348쪽
160) 손신영, 앞의 논문, 2010,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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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T자형

ㄱ자형과 T자형은 꺾음부가 한쪽에만 있는 형태의 복합건축이다. 청도 운문

사의 염불당으로 사용되었던 금당은 운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591년에 초창 되었다. 운문사창건연대와창주씨명(雲門寺創建年代及創主氏名)

에 의하면 금당은 1842년에 운악 두안에 의해 중수되었다.161) 금당은 정면 9칸,

측면 6칸, 총 33칸의 ㄱ자형으로 정면 몸체부 전체를 7x2칸의 대중방이 차지하

고 있다. 금당은 대중방, 꺾음부에 위치한 2x2칸의 부엌, 익사에 있는 4x2칸의

지대방까지 총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열린 공간으로 실내 구성

이 단순한 편이다. 금당에는 따로 승방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간이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당이 만일회를 위해 염불당으로 쓰였던 1861년에도 현재와 같이 부엌을 갖

추고, 승방이 없는 건물이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금당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법당으로 쓰였던 건물이며, 사람을 모으고 큰 악기 소

리를 내며 사용하는 염불당으로써 적절한 공간이었다. 금당은 비록 승방이 없는

복합건축이지만 현재 강당인 대중방에서 승려들이 숙식하고 있다.

해인사 심검당은 현재 관음전(觀音殿)으로 불리는 ㄷ자 건물로, 1991년에 철

근콘크리트로 새로 지어졌다. 현재의 건물을 염불당으로 쓰이던 때와 비교해보

면 그 공간구성과 형태가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심검당은 본래 ㄱ자형의

독립된 건물과 ㄱ자형의 창고와 승방을 겸한 건물이 ㄷ자로 놓여 중정을 형성

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두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대중방과 부엌으로 구성된 건

물만 살펴보면 총 47칸의 ㄱ자형 건물이었다. 앞마당에서 진입하는 몸체부에는

3x2칸의 대중방이 있었고, 그 좌측으로 1x1칸의 작은 승방 4개가 모여 있었고

좌측 끝쪽에는 2x1칸, 3x1칸의 승방이 있으며, 마당을 바라보는 몸체부의 앞뒤

로 툇마루가 있었다. 우축의 꺾음부에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고 익랑채에는 작은

승방들이 있었다.

161) “天保十三年重修…重修雲岳和尚”, 雲門寺創建年代及創主氏名 , 운문사지 간행위원
회, 앞의 책,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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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방

대중방

부엌

부엌

지대방

[그림 4-23] ㄱ자형의 운문사 금당과 해인사 심검당 평면도

 (출처: 左: 문화재청, 운문사 대웅보전 수리실측 보고서 2007; 

右: 이상해, 해인사 건축도집, 1994)
  

보광사의 만세루는 대중방이 있는 몸체부에 루(樓)가 연결된 형태의 대방건

축이다. 이 건물은 본래 돌출부의 누각을 제외한 건물을 염불당이라 불렀고, 나

중에 추가된 누각을 ‘만세루’라 불렀던 것이 최근에 ‘염불당’의 기능이 사라져

만세루라 불리게 되었다.162) 만세루는 정면 9칸, 측면 8칸, 총 44칸의 T자형이

다. 현재 만세루 중앙에는 3x2칸의 대중방이 있고, 그 좌측에 8칸의 종무소 사

무실이 있다. 이 공간은 본래 공양 준비공간이었다. 대중방의 우측에 누각이 있

는데 가운데 1x2칸의 승방 2개가 있고 그 앞뒤로 마루방이 조성되어 있다.

운문사 금당과 해인사 심검당, 보광사 만세루는 모두 염불당으로 전용된 건

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사찰 내에 존재하는 대중방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

물을 염불당으로 사용하였다. ㄱ자와 T자는 많은 공간을 한 건물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ㅁ자형이나 工자형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따라서 기존

의 ㄱ자 건물을 염불당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지만, 새로 염불당을 지을

때는 좀 더 넓고,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ㅁ자형이나 工자형 건물을 채택

하였다.

162)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광사 대웅전 정밀실측 보고서, 경기도 파주시, 2010,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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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T자형의 보광사 만세루 평면도

 (출처: 파주시,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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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염불당의 쇠퇴와 대응

4.3.1 염불당의 쇠퇴

19세기 전반과 해방 전인 20세기 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에 등장했던

염불당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염불계는 19세기까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서 성행하였고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근교 지역에서 성행하다 사라졌

다. 사찰에서 염불계가 점차 맺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염불당의 수요도 줄어들

었고, 점차 염불당이 사라져 갔다. 현재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추고 있어

야 하는 총림사찰 중에서도 염불원을 운영하는 곳은 통도사와 수덕사뿐이다.

근대 불교에는 선종신앙이 부흥하면서 사후 극락왕생을 비는 염불수행의 비

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본래 한국불교에서 선(禪) 수행은 오랫동안 가장 선호되

었다. 조선중기 불교계는 선교양종의 통합으로 종파가 뚜렷해지지 않게 되었고,

삼문수업으로 인해 선의 위상이 많이 사라졌다. ‘근대 불교의 중흥조(中興祖)’로

불리는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6∼1912)는 고려의 보조 지눌, 조선중기의 청허

휴정으로 이어지던 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선원과 선실을 복원하여 잃어버렸

던 선풍의 부흥을 위해 힘썼다. 경허는 쇠퇴해진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1899년

해인사에서 수선결사(修禪結社)를 조직하여 선의 중흥을 도모하였다.163) 경허

이후 그의 제자인 한암 중원이 선풍을 이어나가는 등 근대 불교에서 선종 부흥

을 위한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1년에 사찰령(寺刹令)이 반포되면서 사찰에 큰 변화가 생

겼다. 사찰령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사찰을 통제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게 한

것이다. 사찰령에 따르면 일제가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30본산(本山) 제도’를

만들고 사찰의 주지를 총독부에서 지정하였다. 사찰의 재산관리도 조선총독의

인허가제로 묶게 되면서 불교계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조선총독이 장악하

게 되었다.164) 사찰령으로 생긴 많은 제한으로 승려들은 사람과 자금을 모으는

염불계와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사찰령이 사찰의 기본 권한인 의식(儀式),

인사(人事), 재정(財政) 등의 모든 권한을 제한하면서 총림의 염불원이 폐지되었

163) 김경집, 한국 근현대 불교의 普照 영향 , 보조사상, 27집, 2007, 96∼97쪽
164) 최병헌, 일제 침략과 식민지불교 , 한국불교사 연구 입문 하, 2013,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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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5)

사찰령으로 인해 당시 존재했던 원종과 임제종과 같은 종파가 사라지고 ‘조

선불교선교양종’으로 통합되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해방 이후에

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되찾는 운동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선종임을 나타

내며, 현재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도 보조와 경허의 선 사상을 계승하

여 선종 교단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염불수행과 염불계가 사라짐에 따라 염불당도 점점 사

라져가게 되었는데, 해방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

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은 약 180개로 집계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0개,

전라북도 40개, 전라남도 33개, 경기도 27개, 경상남도 15개, 충청북도와 경상북

도가 각각 10개, 서울 8개, 충남 6개, 제주 1개이다.166) 한국전쟁으로 오랜 기간

전통을 지켜오던 많은 사찰이 폐허가 되면서 염불당도 함께 사라졌다. 이후 복

구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난 염불당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살펴본 바처럼 근대 불교의 선종 부흥과 일제강점기의 사찰령으로 인해 염불

계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게 되었다. 염불당은 염불계의 성행으로 등장하여 운

영되었다. 따라서 염불계가 없어지면서 염불당의 수요가 함께 감소한 것이다.

이에 19세기부터 해방 전인 20세기 초까지 전국적으로 등장하였던 염불당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4.3.2 염불당 전용의 추정사례

해방 후 염불계가 맺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사찰에서는 염불당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염불당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낙양가람기(洛陽伽藍記)에서 확인하였듯이 전통 건축은 그

용도에 따라 언제든지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당시 염불당의 수요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존에 염불당으로 운영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전용해서 쓰게 되었다.

165) 윤소희, 일제강점기의 범어사 범패 전승 실태－ 범어사 보재루와 어산계보사유공
비를 통하여 , 국악원논문집, 제34집, 1983, 140쪽

166) 한국전쟁 피해사찰 180개 , 불교신문, 2002.02.15. (http://www.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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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3장에서 사찰에서 염불당의 필요하게 되자 기존의 건물을 염불당으로 전

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송광사에서 기존의 요사채를 염불당으로 사용

하였고, 범어사에서는 선원인 해행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

인사에서는 심검당을 염불당으로 사용하였고, 사찰이 총림사원으로 지정되면서

선원으로 전용하였으며, 현재는 강원으로 사용 중이다. 해인사 염불당의 전용사

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찰 안에서 건물의 용도는 계속 변한다. 따라서 해인

사 이외에도 많은 사찰에서 염불당의 수요가 사라짐에 따라 그 용도를 바꾸어

현재 다른 건물로 사용 중일 수 있다.

김영태는 1983년 그의 韓國彌陀信仰의 展開 연구에서 염불당은 사라졌지만,

간혹 염불당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염불회가 최근에 사라졌다. 일

본에 나라를 잃은 뒤, 이 땅에 불교가 총감부의 사찰령에 묶이면서 염불당도 차

츰 없어져 갔고, 만일회도 자취를 감추었다…. 간혹 염불당으로 쓰였던 건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있으나, 거기에서 들려왔던 염불 소리와 만일염불회의 흔적

은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도 염불당에서 사용했던 율무 열매의 천념(千

念)을 많은 절 방에서 볼 수가 있었다.”167)

따라서 현재 염불당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건물 자체가 사라진 것뿐 아니

라, 아직 염불당 건물은 남아있지만 다른 이름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의 3장에서 확인된 염불계가 결성된 사찰 사례 중 염불계와

관련하여 염불당의 직접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사

례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중 염불당 건물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염불계가 맺어진 사찰에 현재 남아있는

전각 중 앞에서 확인한 염불당의 배치와 평면 구성 등과 유사한 건축적 특성을

가진 건물 중 아미타신앙과 관련 있는 명칭이나, 용도를 근거로 한때 염불당으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을 살펴보았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위봉사(威鳳寺)에서 1862년에 완파(玩坡) 대사가 건

물들을 중수하고 염불회를 열었다.168) 현재 위봉사에는 대웅전 마당 왼편에 관

음전이라 불리는 요사채가 있는데, 원래 명칭은 극락전(極樂殿)이다.169) 위봉사

에서 소장 중인 극락전중건기(極樂殿重建記) 에 의하면 1868년 오래된 건물 60

167) 김영태, 韓國彌陀信仰의 展開 , 東國思想, 16권, 1983, 34∼35쪽
168) “年四十七 住全州威鳳寺 重修院宇 開念佛會”, 玩坡大師傳 , 東師列傳, 1894
169)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2,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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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칸을 중건하였다고 한다.170) 위봉사에서 극락전을 중수한 것은 1868년으로

염불회가 열린 지 6년 후이다. 위봉사에서 1868년에도 염불회가 이어지고 있었

다면 극락전을 사용하기 위해 중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

시는 전각이며, 관음전은 염불당을 높여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다.171) 이 건물은

工자형 복합건축으로 대중방과 툇마루가 건물의 가운데 놓여있으며 양옆의 익

랑채을 연결하고 있다. 좌측 꺾음부에는 부엌이 있고 그 위아래로 승방이 있다.

우측 익락에는 뒤로 승방들이 나란히 잇으며, 앞 돌출부에는 마루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 형태는 앞에서 확인한 工자형 염불당과 비슷하며, 기록에 언

급된 염불회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물이 한때 염불당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봉사 관음전 표충사 만일루

대중방 승방 부엌 루

[그림 4-25] 工자형 염불당 만일루와 위봉사 관음전 공간구성 비교

(출처: 左: 문화재청,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466쪽 도면에 

필자 표기; 右: 이호열, 김지운, 앞의 글에서 재인용 한 도면에 필자 표기) 

170) “數間香閣，扶杖已久，餘間僚舍, 無裨俚俗, 其餘殘形不言可知, 仍發悲心, 自然鳩財,
成就六十餘間, 此非翁祖留影之陰助耶, 俗一非而成德, 僧一非而成功, 僧俗同意, 佛日
更明, 慧命長遠, 國祖無窮, 幷亨萬歲, 豈 不快哉”, 極樂殿重建記 , 1868, 위봉사 소장

171) 주남철, 김성도, 앞의 논문, 1998,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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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일제강점기의 위봉사 관음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27] 위봉사 극락전 중건기, 완주 위봉사 소장

(출처: 2019.08.24. 촬영)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불영사(佛影寺)에서는 1903년∼1905년 사이에 염

불계가 맺어졌다. 불영사사적비기(佛影寺事蹟碑記) 에는 “계묘 동지에서 을사

봄 사이에 염불회를 하고, 여름 결제는 선원에서 베풀었으나 지금은 선회가 폐

지되었다.”라고 기록한다.172) 불영사에는 1910년에 만화(萬化)가 기록한 천축산

172) “自癸卯冬으로 至乙巳春히 設念佛會하고 夏結制로되 爲始設禪院하야 至于今히 不廢禪會也
라 壬寅春에 各法堂과 及寮舍重修時에 佛像與十六羅漢像觀音像二位改金後佛幀一位神衆七
星各一幀과 達磨二撑과 獨聖塑像 二位新造時에 檀越寄附金外”, 佛影寺事蹟碑記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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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선사안록서(天竺山佛影禪社案錄序) 가 남아있다. 한보광은 만화 스님이 건봉

사 참선실에서 염불선(念佛禪)을 수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불영사에 염불당과

선원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173)

현재 불영사에는 황화실(黄華室)이라는 복합건축으로 지어진 선원이 있다. 황

화실은 대웅전 앞마당 오른쪽에 있는 ㅁ자형 건물이다. 마당 쪽 출입면으로 들

어서면 정면 4칸 측면 3칸의 큰 대중방이 몸체부의 대부분 차지하며, 승방과 창

고가 중정을 둘러싸는 형태이다. 이 건물은 ㅁ자형 염불당인 건봉사의 만일원과

송광사의 보제당처럼 수행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만약 불영사

에서 염불당과 선원이 같이 있었고,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이 황화실이라

면 이 건물이 한때 염불당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4-28] 울진 불영사 황화실

(출처: 2019.08.08. 촬영)

173) 한보광, 앞의 논문, 1997,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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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방 부엌

불영사 황화실 건봉사 만일원

승방

[그림 4-29] ㅁ자형 염불당 만일원과 불영사 황화실 공간구성 비교

(출처: 左: 문화재청, 불영사 대웅보전 실측조사보고서, 2008, 388쪽 도면에 필자 표기; 

右: 고성군청에서 제공한 도면에 필자 표기)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大興寺)에서 염불회가 열렸다는 기록을 여러 번 찾

아볼 수 있다. 먼저 대둔사무량회모연소(大芚寺無量會募緣䟽) 에 의하면 1887년에

시내의 남쪽에 무량회(無量會)가 열렸다고 한다.174)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청

봉선백(淸峯禪伯) 에는 청봉이 1891년 가을에 한동안 끊어졌던 무량회의 전통을

복구하였고, 1893년에는 전각들을 중수하여 사분염불(四分念佛)을 행하는 선실

(禪室)을 세웠다고 전한다.175) 같은 책에 수록된 월여선백(月如禪伯) 에는 범인

월여 스님이 조사전에서 무량회를 열었다고 한다.176) 김성순은 청봉이 복구한

무량회에서 염불과 선을 선실(禪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실천하였을 것이라

하였다.177)

하지만 대흥사에는 ‘염불당’으로 불리는 건물이 분명 존재했다. 1912년에 총

독부에서 작성한 대흥사본말사법인가신청건 에는 당시 대흥사에 있던 모든 건

174) “惟我本寺悔庵雪虛兩大師 空門領袖 佛法羽儀 開無量會於溪水之陽 念無量壽於尼壇之上”,
大芚寺無量會募緣䟽 , 梵海禪師文集第, 2권, 1921

175) “辛卯秋復無量會之舊轍 癸巳春 傳龍虛師之新柄 修三殿 爲祝之法堂 設四分念佛之禪
室”, 淸峯禪伯 , 東師列傳, 1894

176) “開無量會於大芾之祖師殿”, 月如禪伯 , 東師列傳, 1894
177) 김성순, 앞의 글, 2001,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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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적어두었다. 이 기록의 건물 목록에 ‘念佛堂’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세기

에 쓰인 대흥사의 선사들과 헌답 시주를 기록한 축원방(祝願榜)이라는 문헌 표

지 아래 ‘念佛堂’이라 적혀있다. 이 두 기록으로 보아 20세기 초에 대흥사에는

염불당으로 불리는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0] 대흥사 당료 명에 기록된 ‘念佛堂’과 축원방(祝願榜) 표지의 ‘念佛堂’

左: ｢대흥사본말사법인가신청건｣, 1912, 右: 축원방(祝願榜)
(출처: 左: 국가기록원, CJA0004744, 1912; 右: 불교 기록문화 유산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현재 위의 기록들에 언급된 선실과 염불당의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

지만 대흥사에는 한때 염불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 대흥

사의 북원 영역에는 대웅전 앞마당 좌측에 백설당(白雪堂)이라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에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쓴 ‘무량수각(无量壽閣)’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무량수각이란 무량수불(无量壽佛)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전각이다. 현

재의 건물은 1899년에 서상실(西上室)이 소실 된 이후 1901년에 지어진 것이

다.178) 원래 이곳에 있던 서상실은 선실이었다. 백설당이 새로 지어질 당시 소

실 이전의 서상실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다면, 현재 모습이 서상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흥사본말사법인가신청건 에 염불당이라는 명칭이 등장

한 것은 현재의 백설당이 새로 지어진 1901년보다 10년 이후이다. 따라서 현재

의 백설당이 중건된 이후에도 대흥사에는 염불당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다. 백

178) 해남 대흥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문화재청, 2013,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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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당은 ㄱ자형으로 5x2칸의 대중방과 꺾음부에 위치한 부엌, 익랑채의 승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백설당은 ‘무량수각’이라는 명칭과 선실이었을 가능성, 건축적

형태로 보았을 때 염불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방 승방 부엌

대흥사 백설당 운문사 금당

[그림 4-31] ㄱ자형 염불당 금당과 대흥사 백설당 공간구성 비교

(출처: 左: 문화재청, 해남 대흥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2010, 435쪽 도면에 필자 표기;

右: 문화재청, 운문사 대웅보전 수리실측보고서 2007, 421쪽 도면 필자 편집 및 표기)

앞의 사례들은 모두 주불전 영역에 있으며, 마당의 좌우에 배치되어있다. 각

각 工자형과 ㅁ자형, ㄱ자형의 복합건축으로 승려들의 수행과 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넓은 대중방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앞서 확인한

염불당의 사례들과 닮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이 사례들이 확실히 염불당으로 사

용되었다는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조사를 통한 근거가

필요하다. 사찰의 건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과 용도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찰에 한때 염불당으로 사용되었을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

다. 더 많은 사료 검토를 통하여 현존하는 염불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추

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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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운영되었던 염불

당의 성격을 염불계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기존 사찰구성에 도입된 염

불당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민간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염불이 선(禪), 교(敎)와 함께 하나의 수행체계로 확립되었고, 염불수행이 대중

화되었다. 또한, 조선전기부터 이어져 온 숭유억불 정책과 16∼17세기의 임진왜

란, 병자호란으로 많은 사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승려들은 사원 재

산을 늘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찰 운영을 하기 위해 사찰계를 결성하였다.

사찰계 중 하나인 염불계는 염불수행의 대중화와 사찰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이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신앙과 경제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등장한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많은 사찰은 염불당 건축을 확보하게 되었다. 염불당은 염불계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염불당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

불당과 염불계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염불당 연구는 염불

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기존의 염불당 관련 선행연구는 20세

기 서울, 경기지역에 등장한 대방건축 연구를 통해 대방이 염불당으로 쓰였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였기에 연구 범위에 지

역적인 한계가 있으며, 염불당을 염불계와의 관계보다는 대방건축 형식에 집중

하여 접근한 결과로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염불당을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사용된 건축공간’이라는 관점으로 문헌에 등장한 염불계와 염불

당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확보한 염불당 건축의

특성을 조선후기 사찰 전각들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조선후기에 염불계가 성행하게 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염불은 아미타불에 의한 구제를 믿는 정토사상의 수행법으로, 신도들은 아미타

불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면 사후 극락세계에 왕생하

게 된다고 믿는다. 염불은 원효대사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져 민간과 승려들 사

이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오다가, 조선중기 이후 삼문수업에 편입되면서 선과 교

와 같은 위계의 수행법으로 정착되었다.

조선후기 염불의 성행은 염불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염불결사는 염불수

행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신앙모임이다. 그 기원은 중국 동진시대 혜원의 백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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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염불결사의 전통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에도 이어졌다. 조선후기의 염불결사는 어려워진 사찰경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해져서 염불계로 나타났다. 신앙적인 목적과 어려웠던 사찰경제를 극

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하여 등장한 염불계는 염불회, 만일회, 만일염불회,

미타계, 무량회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

이 만일회다. 1801년 고성 건봉사 만일회의 성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행한

염불계는 20세기 초까지 총 32개의 사찰에서 47건이 확인된다.

19세기에 염불계가 성행하면서 염불당이 독립된 건물로 등장하였다. 19세기

이전의 기록에서는 ‘염불당’이란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열면서 1801년에 처음 ‘염불당’을 지었으며, 이 건물을 ‘만일원’이라고 불렀다.

‘염불당’은 전각의 이름이자 동시에 염불이라는 종교적 수행을 위한 건물을 지

칭하는 용어다. 염불당이 처음 등장하고 약 한 세기 동안 염불당 건축의 위상이

변하여, 염불당은 사찰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물이 되었다.

염불계의 성행으로 등장한 염불당은 염불계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로, 염불

수행이라는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이며, 안정적인 사찰경제를 위해 운영되었다.

사찰에서 수행용 공간은 당대의 불교가 선호하던 수행방법에 따라 요구되었다.

조선후기 사찰에는 염불수행이 선호되었던 시기이므로, 염불당이라는 수행공간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염불당은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도 사찰 유지와 운영

을 위한 경제적인 후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컸다. 화장암, 기림사, 오어사, 미황

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계를 맺고 자금을 모아 사찰을 중수하였다. 그중에

서 특히 염불당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사찰에서 염불당을 갖추고 있다

는 것은 사찰의 운영 자금이 확보되어 당시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도 사찰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염불당

은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유지가 되었으며, 염불당의 담당자인 화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경영되었다.

각 사찰에서는 염불당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염불당을 새로 지은 사례는 건봉사 만일원, 신계사 보광

전, 표충사 만일루, 대승사 쌍련암, 유마사 염불당에서 확인된다. 기존의 건물을

염불당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송광사 보제당, 흥국사 보광전, 운문사 금

당, 범어사 해행당, 해인사 심검당, 보광사 만세루에서 확인되다. 염불당을 확보

한 사찰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염불계를 통해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새로운

건물을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염불법회를 위한 크고 넓은 공간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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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염불계가 성행함에 따라 사찰에서 기존에 없던 독립된 염불당 건축을 갖춰야

했다. 새롭게 등장한 염불당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찰 배치에 도입되어야 했다.

따라서 염불당은 정해진 특정 위치가 아닌, 당시 사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곳에

등장하였다. 많은 염불당이 주불전과 함께 중심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당시 사찰

에서는 염불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였음으로 신도들의 접근이 편하고, 공

간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인 주불전의 양옆이나 전면 루의 위치에 형성되었

다.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염불당도 확인이 되는데, 이들은 신앙의 대

상이 되는 탑 또는 전각과 함께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염불당은 염불법

회를 위한 단독 건물과 주변에 요사채가 공존하는 사례와 수행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건축 사례가 발견된다. 복합건축 염불당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ㅁ자형, 工자형, ㄱ자형, T자형의 꺾음부가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때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던 염불당 건축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근대

불교에는 선종신앙이 다시 부흥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사찰령이 반포되면서 염

불계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염불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자 염불당의 수요도 함

께 줄어들어 염불당을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염불당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는

건물 자체가 사라진 것뿐 아니라, 다른 이름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을 가

능성이 있다. 앞서 파악된 염불당의 건축적 특성과 아미타신앙과 관련 있는 명

칭,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위봉사 관음전, 불영사 황화실, 대흥사 백설당 등의 건

물이 한때 염불계를 위한 염불당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염불당은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염불

당 건축을 염불계와의 관계를 통해 그 건축적 대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불교의 어려웠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염불

계가 어떻게 건축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염불당 건축에 접근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 세기가 넘도록 전국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염불당에

대한 행방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많이 약화된 염불신앙의 부흥을 위한 노

력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사찰에 염불신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질 때 이 연구

가 염불당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현재 확인되는 염불당의

수가 적으며, 적지 않은 자료의 소실로 인해 모든 염불당을 살펴볼 수 없었다.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염불당 건축이 많이 있다.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 아직 확

인되지 않은 염불당을 밝혀내는 것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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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Yeombul-dang (architecture facility for buddhānusmrti practice), which was

operated in many temples across the country from th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by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Yeombul-gye (buddhānusmrti-society).

The Yeombul-gye was a temple-society, which was a cooperation of monks to

collect dues and manage funds. In the latter Joseon Dynasty, Yeombul-gye

emerged as a result of efforts to recover from harsh economic conditions and

prevalence of buddhānusmrti-practice at the time. For the activities of

Yeombul-gye, an architectural facility was required; thereby, many temples had

to build a Yeombul-dang. Yeombul-dang is a building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Yeombul-gye. Therefore, to understand the Yeombul-dang, it

is crucial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eombul-dang and Yeombul-gye.

This study approaches Yeombul-dang as ‘the architectural space used for



117

Yeombul-gy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eombul-gye and

Yeombul-dang by reviewing historical records and documentary works of

literature and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ly secured

Yeombul-dang with the buildings of Buddhist temp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ly, this study reviews the religious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Buddhānusmrti is a

Pure Land Buddhism practice, in which the Buddhist believes that by

reciting the name of Amita Buddha, they would be born in the land of

Amita after their death. The prevalence of the prac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seen through the nationwide establishment of the

Yeombul-gye. The Yeombul-gye became popular across the country after

the success of the ‘Manilhoe (buddhānusmrti-society enduring for 10,000

days)’ of Geonbongsa Temple in 1801. A total of 47 cases of Yeombul-Gye

in 32 temples were found during the 19th ~ early 20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 Yeombul-dang emerged as an independent building as

the Yeombul-gye flourished. The name ‘Yeombul-dang’ is not found in the

pre-19th century records. The first record of Yeombul-dang can be found in

the case of Geonbongsa Temple, where the Yeombul-dang was called

‘Manil-won’. ‘Yeombul-dang’ is the name of the pavilion and at the same time

refers to the function of building for religious performance. Throughout the 19th

century, Yeombul-dang was considered as a must-have building in the temple.

Yeombul-dang was a place for religious ceremonies and was operated to

maintain a stable temple economy. The space for religious practice at the

temple was required according to the type of practices favored by Buddhism

of the time. In the latter Joseon Dynasty, the buddhānusmrti practice was

preferred; thereby, the architectural facility for buddhānusmrti was required.

In addition to its religious purposes, Yeombul-dang was largely aimed at

securing economic support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temple.

At that time, several temple-society was established and funds were

collected to reconstruct buildings. it was especially necessary to construct

Yeombul-dang. The temple’s establishment of a Yeombul-dang was

symbolic, suggesting that the temple was actively operating even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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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at the time.

For temples to acquire Yeombul-dang, Each temple either newly

constructed a building or adaptively reused the existing one. The examples

of the newly constructed Yumbul-dang are found in Geonbongsa Temple,

Singyesa Temple, Pyochungsa Temple, Daeseungsa Temple, and Yumasa

Temple. The examples of the adaptively reused buildings are found it

Songgwangsa Temple, Heungguksa Temple, Wunmunsa Temple, Beomgosa

Temple, Haeinsa Temple, and Bokwangsa Temple.

The newly-emerged independent Yumbul-dang had to be introduced to

the already-formed layout of the temple. Therefore, Yeombul-dang appeared

in various places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temple at that time,

rather than at a specific location. Many Yeombul-dang forms the central

area with the main worshiping Hall. The cases of Yeombul-dang located

away from the central temple site are also found. In these cases, they are

constructed with the pagodas or pavilions that are subject to the worship.

Yeombul-dang is either found to coexist with the Yosa or found as a

multi-purpose building complex. The multi-complex Yeombul-dang appears

in the form of a ㅁ-shaped, 工-shaped, ㄱ-shaped, T-shaped, the forms that

are suitable for utilizing various spaces.

Although once popular nationwide, Yeombul-dang is hard to find in the

temples present day. Because of the revival of Zen-Buddhism in the modern

era and the Temple-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Yeombul-gye

had disappeared. The decline of Yeombul-gye had reduced the demand for

Yeombul-dang as wel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Yeombul-dang drawn

in this research, the pavilions believed to have once been Yeombul-dang were

examined.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Yeombul-dang is likely to be used for other names and purposes.

Keywords : Architectural Facility for Buddhānusmrti, Yeombul-dang,

Buddhānusmrti-Society, Yeombul-gye, New Construction, Adaptively Re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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