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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숭유억불을 표방한 조선시 에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토왕생과 내세의 추복을 기원하는 종교  기능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선시 에 들어 불교식 喪․葬禮는 유교식으로 차 체되어 갔

지만, 불교식 습을 용해 온 왕실 祭禮와 사 부를 심으로 한 유교의례 사

이의 갈등은 오래도록 논란이 되었다. 국가의례 등 공  역에서는 철 히 유

교식 의례가 철되었지만, 四十九齋를 비롯하여 사후의 명복을 바라는 사  

역의 불교 내세 과 기원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인 17세기 이후에는 일

반 사회에 父系 宗法을 주로 한 친족 계와 인식이 뿌리를 내렸고 성리학  

제가 일반민에까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유교  상․장례가 기층까지 확산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 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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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은 17세기 반에는 정치나 사상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성리학  질서가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불교 측에서도 시  

흐름에 조응하는 한 변동이 발생하 다. 본고에서 다룰 17세기 반에 편찬, 

간행된 불교 상례집에는 당시의 변화된 시 상이 함축 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

목된다. 임진왜란 때의 義僧軍 활동과 이후 국가부역 체계 내에서의 僧役 활용

으로 교단이 조직화되고 동일한 법맥 계승을 매개로 한 계 와 문 가 형성되면

서, 문 나 사찰별로 인  자원과 경제  토 를 안정 으로 승계하기 한 제

도  장치가 구조 으로 필요해졌고 그것이 일반 사회의 친족 계와 禮制 변화

를 반 한 불교 상례집의 간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간 한국불교의 의례작법에 한 연구는 있었지만 조선시  불교 상․제례에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문 의 형성, 법통의 정립과 같

은 17세기 불교계의 변화상과 유교사회의 정착이라는 시  배경을 고려하면서 

불교 상례집 편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구해 본다. 특히 부계 친족질서의 

상징인 五服制가 불교의례에 용된 이유와 역사  의미를, 불교에 미친 유교사

회의 향이라는 에서 고찰할 것이다. 

2. 사회변화와 종법 질서의 강화

조선시 에는 유교가 사유와 가치, 의례와 일상 등 정치와 사상, 사회와 문화

의 제반 역에 지 한 향력을 미쳤다. 500년 유교화의 긴 노정을 거치면서 

유교는 한국의 주류 통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개국과 함께 유교 국

가를 표방한 조선은 법제와 祀典 체제를 비롯한 문물제도를 유교식으로 정비하

고 지역공간의 유교  재편을 추진하 다. 15세기에 국가  왕실의 인 五禮

가 朱子家禮 등의 서를 기본 거로 하여 國朝五禮 로 집성되었고,1)1)공

1) 고 진, 1995 조선 기 학사상사: 의 시행, 설의 변화, 학의 성립, 한길사, 27-45면.



유교사회의 불교의례·171

 역에서는 유교  패러다임으로의 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 의 흐름이 되

었다. 

그럼에도 왕실에서 일반민까지  계층에서 불교를 축으로 하는 ‘ 통의 유제’

가 일시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까지 국가에서 후원하는 國行水陸齋가 

치러졌고,
2)

2)왕실 願 에 한 보호와 특혜는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3)

3)왕실의 경

우 역  祖宗의 법도라고 하여 제사상에 고기를 올리지 않는 불교식 제의를 행

하다가 유학자 료들의 거센 비 을 받았고, 15세기 후반 성종 에도 사 부 

가문이 사십구재 등 불교식 상․장례를 고수하여 문제가 되었다.
4)

4)일부 사족은 

影 이 부속된 사찰이나 墳庵에 해당하는 사찰과 암자를 奉祭祀의 보완시설로 

활용하여 불교식 상․제례를 계속 설행하 다.
5)5)

그럼에도 주자가례에 입각한 3년상의 수, 家廟와 神主 설치 등 유교  

제의 행이 사족에게는 강제되었고, 三綱行實圖의 간행 보  등 국가정책을 

통한 유교화의 세례가 일상의 역까지 스며들어갔다. 그 결과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친족 념과 상․제례,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 질서 등 여러 측면

에서 명실상부한 유교사회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제 유교  념과 행 는 

모든 계층을 망라한 개인의 삶에서 작동하 고, 이는 성리학  가치와 유교의례

가 조선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 변화의 양상은 16세기 후반부터 주자가례에 입각한 상․제례서

가 가례서의 형태로 다수 편찬된 사실에서도 감지된다.
6)

6) 한 상․제례와 연동

된 친족 계의 규범과 기 에서도 요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

치 으로도 勳 와 士林 간의 치열한 립이 종식되고 선조 에는 사림이 앙

정계를 완 히 장악하 고 朋黨이 형성되었다.
7)

7)지방사회에서도 각 군 의 鄕校

2) 강호선, 2013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齋 설행과 그 의미｣ 韓國文化 62, 199-234면.

3) 탁효정, 2012 조선시  王室願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4) 박병선, 2002 ｢조선후기 원당의 정치  기반: 인  왕실의 불교인식을 심으로｣ 민
족문화논총 25.

5) 박정미, 2015 조선시  佛敎式 喪․祭禮의 설행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제사사암을 심으로, 숙명여  사학과 박사학 논문.

6) 고 진, 앞의 책, 142-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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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교 교육과 유생 양성이 이루어졌고, 15~16세기를 거치며 사족의 향 지

배조직인 留鄕所, 자치규약인 鄕約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사족은 공론 형성을 

해 鄕 를 구성하여 향 공동체를 자치 으로 운 하게 되었다.
8)

8)이는 성리학이 

배태된 宋代 지역사회를 주도했던 鄕紳층과 마찬가지로 유교  공동체를 지향하

는 재지사족 심의 향 질서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17세기 이후에는 아

가 있는 읍치에서 떨어져 있는 사족 근거지에 書院과 祠宇가 다수 건립되어 사

림의 정치․사회․학문  거 이 되었다. 

17세기 사회변화의 표  양상은 宗法 질서의 강화 다. 종법은 周代에 성립

한 종족 계  조직법으로 부계 통주의와 장자 상속, 가장권과 족외혼 등

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9)

9)이러한 정통주의에 기 한 가부장  종법 인식이 조선

사회에 확산되면서, 門中이 확고한 상을 가지게 되었고 부계 同族村과 先山이 

생겨났다. 이와 함께 종법의 친족원리인 五服制에 의거한 五服親 계가 엄격히 

용된 상․제례가 일반화되었다. 17세기에 주자가례에 의한 禮學이 본격 으

로 성행하게 된 것은 오랜 유교화의 결실이었고, 양란의 혼돈상과 정치사회  

기 속에서 명분과 신분질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17세기 반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왕실 禮訟도 국왕이 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服喪 기간과 

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정통론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西人세력은 王

의 와 일반 士庶의 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고, 南人은 왕실의 는 특별

한 것이므로 일반의 기 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 다.
10)10) 

17세기 종법 질서의 강화는 어떤 사회  변화를 래하 을까? 먼  가족  

친족 공동체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상징인 상속과 제사 문제를 살펴보자. 

재 우리가 아는 ‘ 통’과는 달리 고려나 조선 기까지는 아들과 딸 사이에 차등

을 두지 않는 자녀 균분상속이 일반 이었다. 남녀 균분의 상속 행은 법 으로

 7) 이태진, 1989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참조.

 8) 정진 , 2013 ｢양반들의 생존 략에서 얻은 통찰: 조선의 유교  향  공동체｣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항아리, 115-147면.

 9) 淸水盛光, 1943 支那家族の硏究, 東京: 岩波書店, 179면.

10) 지두환, 2015 ｢총설: 오례, 국가의 체계를 세우다｣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 국립고궁박

물 ,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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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정받았는데, 15세기에 나온 공식법 인 經國大典에는 “부모가 남긴 토지

와 노비는 제사를 모시는 이에게 5분의 1을 더해 주고, 나머지는 여러 자녀들에

게 평등하게 나눠 다”고 되어있다.
11)

11)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제사를 받드

는 이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허용하면서도, 기본 원칙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상속하는 것이었음을 보여 다. 심지어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

가 있을 때는 제비뽑기를 하여 재산을 나  사례도 지 않았다.
12)12)

이처럼 상속이라는 권리의 장에서 남녀 균분 원칙이 지켜졌다면, 반 부인 

의무, 즉 제사와 양에서도 남녀 사이에 차등이 두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로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장자 奉祀가 기본이었지만,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부

모 제사를 모시는 자녀 윤회 사, 아들이 없으면 딸과 외손이 맡는 외손 사가 

가능했다. 양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주의 원칙에서도 16세기까지는 결혼한 

딸이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행이었다. 이를 사 가 여자 집(처가)

에 들어가 산다(장가가다)는 ‘壻留婦家婚’이나 장인이 사 를 데리고 산다는 ‘率

婿婚’이라고 불 다.
13)

13)栗谷 李珥(1536-1584)가 태어나 어린 시 을 보낸 강릉 

烏竹軒이 어머니 申師任 의 집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부친 李元秀가 결혼 직후 

처갓집에 살았다는 말이며 이는 당시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례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남녀 차등, 장남 우 의 습이 공고화되었다. 이제 

아들(장남)이 재산을 거의 독차지하는 새로운 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주요 상속자(장남)가 부모를 양하고 제사를 모시는 의무를 담해

야 했다.
14)

14)만일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부계친족 가운데 아들 많은 집에서 養子

를 들여 제사를 잇게 했다. 이는 같은 부계 족의 남자가 제사를 지내야 흩어

진 망자의 魂魄이 감응하여 제사를 흠향한다는 ‘同氣感應論’에 입각한 발상이었

11) 經國大典 刑典, 私賤. 

12) 이종서, 2004 ｢조선 기 균분의식과 ‘執籌’｣ 古文書硏究 25에서는 조선 기에 執籌(제

비뽑기)를 통해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유산을 나 어 상속한 사례를 고찰하 다.  

13)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정 식, 2004 ｢16세기 재산상속과 제사승계

의 실태｣ 고문서연구 24 참조.

14) 문숙자, 2004 조선시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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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

15)상속, 제사와 함께 거주의 행에서도 변화가 발생하 다. 이제 여자가 남

자 집(시 )에 들어가 사는(시집가다) 것이 차 일반화되었고, 이를 반 해 남

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親迎 의식이 생겨났다.
16)

16)이처럼 부계 심, 장

남 주의 종법 질서가 사회 반으로 확 되면서 친족 계의 기본 원칙, 그리

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  시기와는 이한 성격으로 바 었다.  

당시의 연 념을 반 한 친족 계망 族譜에서도 시  변화상이 투 되어 

나타났다. 재 확인되는 조선 기의 족보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 순서로 이름

을 고 친손과 외손의 차등이 없는, 부계와 모계의 계보가 망라된 내외 종합보

의 형태 다. 하지만 16세기 후반을 기 으로 17세기 이후에는 동족의 개념이 

종법에 의한 부계 심으로 재편되면서 부계 同姓譜가 세를 이루었다. 족보 

기재의 상이 부계의 경우 8 으로 범 가 확 되었고 딸은 사 와 외손만 기

재되고 그로부터 나온 후손은 사  가문의 족보에 기재되었다.  출생순서와 

상 없이 아들을 먼  은 후 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바 었다.
17)17) 

부계와 모계를 형평성 있게 반 한 고려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부계 심의 오

복제가 그 로 철되었다. 를 들어 경국 에는 부계 증조부의 복상 기간

은 당연히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그와 동일한 수에 해당하는 모계 외조부의 

부친이나 조모의 부친은  고려의 상이 아니었다. 다만 친족의 명칭은 고

려의 유제가 조선 기까지 그 로 이어졌는데, 이는 부계와 모계의 구분 없이 

같은 연거리[寸數]의 모든 족을 단일한 호칭으로 부르는, 친족 계와 연

인식에서 국과는 달랐던 ‘한국  상황’과 무 하지 않다. 그러나 이 한 17세

기 이후에는 부계와 다른 계통을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변했고 새로운 造語

가 생겨났다. 를 들어 아버지의 형제나 어머니의 형제를 모두 3  叔父로 부

르던 것이, 모계는 바깥 外를 붙여 外叔父, 外三寸이라 칭하게 되었다. 3  叔母

15) 이종서, 2009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연의식: 친족 계의 정형과 변동, 신구문화

사, 191-219면.

16) 김경미, 2008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친 례를 심으로｣ 조선 기 

학 사상과 일상 문화: 주자가례를 심으로, 이화여 출 부 참조.

17) 권기석, 2011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 계망, 태학사, 

145-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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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래는 ‘나’와 3  계에 있는 여성 족을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우리가 아

는 숙모는 3  숙부의 처라는 뜻의 叔妻로 불렸다. 그러던 것이 부계 연이 

요해지면서 숙처는 숙모가 되었고 이 의 숙모는 연계통을 구분하여 姨母, 姑

母가 되었다. 4  兄弟도 비부계의 연계통이 분화하여 외삼  자녀는 外從 4

, 이모와 고모의 자녀는 姨從 4 , 姑從 4 으로 나뉘어졌다.
18)18)

이처럼 16세기 후반부터 변동의 서막이 시작되었고 17세기에는 종법 질서와 

부계 심 친족 계로의 속한 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격 인 유교사회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혼란은 역설 으로 정통주의

 명분의식과 종법질서의 강화를 진시켰고, 이제 부계 종법의 시 가 활짝 

열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시  양상은  무 할 것 같았던 불교

계에도 크나큰 장을 미치게 되었다.  

3. 문  형성과 법통 성립의 시  함의 

임진왜란의 화마는 불교계에도 막 한 인 ․경제  손실을 가져왔다. 란 

후 사원 창을 해서는 경제  지원과 함께 단  사찰과 교단 체의 결속력

이 필요했다. 앞서 의승군 활동은 불교의 사회  상 제고와 함께 교단의 국

 조직화를 래하 으며, 이는 불교 재건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17세

기에는 불교 系派와 門派가 형성되었는데, 부계 연의 동성 門中이 강화되고 

있던 당시의 사회변화와  무 하다고는 볼 수 없다. 계   문 의 구성은 

을 주로 한 사제 간의 법맥 수를 매개로 한 것인데, 이것과 부계 장

자로 이어지는 종법  친족질서나 문  조직은 원리상 다르지 않다.    

17세기 반에 형성된 불교 계 는 淸虛 休靜(1520-1604)의 청허계, 그의 동

문 浮休 善修(1543-1615)의 부휴계 다. 이 두 계 는 양  산맥을 이루며 이후 

불교계를 주도하 는데, 휴정의 높은 상을 반 해 청허계가 국  향력을 

갖는 최  계 로 부상하 고 鞭羊派, 四溟派, 逍遙派, 靜觀派의 4  문 로 나

18) 이종서, 앞의 책, 133-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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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졌다. 부휴계는 松廣寺를 본사로 하여 호남 일 를 주요 거 지역으로 하

고 청허계에 비해서는 단일한 법맥계보로 이어졌다.
19)

19)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

며 사승법맥으로 조직된 계 와 문 는 배타 인 결속력을 키우면서 근거 사찰

과 지역을 확보하 다.
20)

20) 한 문 와 그 세력범  안의 사찰을 통해 법맥 수

와 경제  상속이 가능해졌다. 이는 문  내의 사제 계가 일반사회와 마찬가

지로 양과 제사라는 의무, 법(종법)과 상속이라는 권리의 주체임을 의미하

는 것이다. 

계․문 의 형성은 같은 법맥의 계승을 매개로 하 기에, 부계 친족과 문 에

서 시조나 시조가 큰 의미를 지니듯이, 조선불교의 법맥이 구로부터 시작되

었고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가 매우 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에 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 바로 法統이었다. 청허 휴정은 자신의 조사인 碧松 智嚴

(1464-1534)이 “衍熙 교사로부터 圓  교의를, 正心 선사로부터 西來 지를 배

우고 깨쳤다”고 밝혔지만,
21)

21)그 이 의 법맥 사승에 해서는  언 하지 않

았다. 신 지엄이 看話禪을 주창한 송의 大慧 宗杲와 元代의 간화선승 高峰 原

妙를 멀리 이었다고 하면서, “ 사가 해외의 사람으로서 500년 의 종 를 은

하게 이었으니 이는 유교에서 程子와 朱子가 1000년 뒤에 나와 멀리 孔子와 

孟子를 이은 것과 같다. 유자나 승려나 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고 기술

한 바 있다.

17세기 에 들어 조선 禪家의 법통설이 새롭게 제기되었는데, 최 로 나온 

것은 휴정의 수제자 四溟 惟政(1544-1610)이 입 한 직후 그의 친우 던 許筠이 

1612년에 제기한 <高麗懶翁法統>이었다. 이는 유정의 문도들이 주도한 것으로, 

法眼宗, 臨濟宗, 曹洞宗 등 고려의 다양한 선종 통과 함께 普照 知訥(1158- 

1210)이 강조되었고, 고려 말 懶翁 惠勤(1320-1376)이 원의 平山 處林에게 수

19) 1764년에 나온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는 臨濟太古法統의 법맥을 기 으로 18세기 

반까지의 청허계와 부휴계의 계보가 망라되었다. 

20) 이부키 아츠시(최연식 옮김), 2005 새롭게 다시 쓰는 국 禪의 역사, 숲바람, 240- 

241면에 의하면, 국도 명 이후 종 성의 강화로 인해 각 사찰이 특정 문 에 의해 계

승, 유지되었는데 이를 ‘一流相承刹 傳法叢林’이라 했다 한다.

21) 三 行蹟 ｢碧松 大師行蹟｣(韓國佛敎全書 7, 752-7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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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임제종 법맥을 법통으로 세운 것이었다.
22)

22)하지만 1618년 허균이 반역죄

로 참형을 당한 후, 1625년부터 1640년까지 약 15년간 휴정의 말년제자 鞭羊 彦

機(1581-1644)가 주 하여 <臨濟太古法統>이 주창되었다. 이는 고려의 선종 

통을 배제하고 고려 말 太古 普愚(1301-1382)가 원의 石屋 淸珙에게 인가받아온 

임제종 법맥을 정통 법통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 법통의 계보는 석옥청공-태고

보우-幻庵混修-龜谷覺雲-碧溪淨心-碧松智嚴-芙蓉靈觀-청허휴정으로 이어진다.
23)

23)

<임제태고법통>은 공식 법통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불교 선종의 정체성

과 정통성을 내외에 표방하 다.

17세기 반은 국의 明․淸 교체기로서 동아시아 화질서에 균열과 격변이 

발생한 패러다임 환기 다. 조선에서는 1623년 해군의 패륜과 명의 은혜를 

버린 것을 빌미로 인조반정이 일어났고,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

을 겪으며 華夷論에 입각한 의리명분론이 부상하 다. 이처럼 명분과 정통이 

강조된 시 에 불교계에서도 화 정통의 임제종 법맥 계승을 내세운 법통인식

이 제기된 것이다. 법통에 나타난 역사인식은 유교의 道統論과도 유사한데, 도통

론은 주자 성리학이 원 에 고려로 해진 후 재야의 학맥을 통해 이어졌다는 

화 정통주의에 기 한 것이다. 법통에서는 조선 에 앙의 왕실, 훈척과 연

계되어 활동했던 無學 自超, 涵虛 己和, 信眉와 守眉 등 나옹계 주류가 배제되었

다. 이 한 도통론에서 훈척세력을 배제하고 사림의 재야 심 계보를 연결시

킨 것과 다르지 않다.
24)24) 

문 의 형성과 법통 성립은 사제 간의 법맥 수, 즉 ‘傳法’을 필수 요소로 한

다. 그런데 얼핏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법의 주체(傳法師)가 원래부터 확고한 

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보통 정식 승려가 되는 과정은 출가 후 養育師의 

得度式을 거쳐 沙彌 단계를 지나 證戒師의 증명 하에 受戒師로부터 具足戒를 받

았다. 휴정 이 에 법제  度僧法이 있던 시기에는 승려가 得度하면 승 을 소

22) 淸虛 集 ｢淸虛 集序｣(한국불교 서 7, 659-660면); 四溟 大師集 권7, ｢有明朝

鮮國慈通弘濟 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幷序｣(한국불교 서 8, 75-77면).

23) 임제태고법통은 편양 언기의 주도로 李植, ｢淸虛 集序｣; 李廷龜, ｢西山碑文｣; 張維, ｢淸

虛碑文｣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24) 김용태, 2010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 통, 신구문화사, 176-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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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에 편입하고 得度師(수계사)의 법맥을 잇는 것이 일반 이었다.
25)

25)이는 

출가한 사찰의 본사에 승 이 두어지고 을 옮기거나 소속 종 를 임의로 바꾸

는 것이 쉽게 용인되지 않았던 상황과 련이 있다. 원에서 임제 법맥을 수해

온 태고 보우가 임제종이 아닌 고려 조계종 소속 승려 음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조선 기 불교정책은 경국 의 度僧條로 상징되는 禪敎兩宗 체제를 근간

으로 한다. 그러나 종 인 16세기 에 양종이 되고 도승조항이 시행되

지 않으면서 승려자격을 인정하는 度牒 수여의 법제  강제력이 사라졌다. 이 

이 장기 으로 사승 계의 기   인식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16세기 후

반에 활동한 휴정을 로 들면, 양육사(득도사)는 崇仁, 수계사는 慶聖 一禪, 

법사는 芙蓉 靈觀이었다. 이  법사 의 상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지엄-

-휴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법통에서 정통으로 인정되었다. 은사(득도

사, 수계사)보다 법사( 법사)가 높은 상과 권 를 갖는 시 로 바  것이다.

그런데 휴정 당시에는 법사  뿐 아니라 수계사 일선도 스승으로 받들어

졌고, 휴정이 말년에 주석한 묘향산 普賢寺는 일선의 근거지를 물려받은 것이

다.
26)

26)일선의 고향인 울산 雲 寺에서 후 인 1690년에 개간한 二老行蹟은 휴

정이 찬한 三老行蹟에서 을 빼고 지엄-일선-휴정의 계보를 정통으로 본 

것이었다.
27)

27) 한 기에 나온 泰安寺 간행 2권본 淸虛 集에는 의 행

이 들어있지 않고 뒤에 만들어진 묘향산 4권본 청허당집에 수록되었다.
28)

28)이

러한 정황을 통해 휴정 당시까지는 수계사 일선에 비해 법사 이 압도 인 

상을 하지는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정 사후 법통설이 제기되

고 법사의 법맥 수가 사승 계의 주요 기 으로 확립되면서, ‘ 법사 이 

25) 金映遂, 1939 朝鮮佛敎史藁(2002 朝鮮佛敎史, 民俗院 인), 中央佛敎 門學校, 158- 

160면.

26) 說禪  附, ｢東國諸山禪燈直點壇｣(한국불교 서 7, 739-741면)에서도 과 휴정을 

잇는 매개 역할로서 일선의 상을 높이 평가하 다.

27) 삼로행  ｢敬聖 行 後跋｣(한국불교 서 7, 756면)에서는 ‘碧松과 敬聖은 동방의 

神聖이며 淸虛는 近世의 禪匠’이라고 하 다.

28) 淸虛 集의 刊本 기록(한국불교 서 7, 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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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계사 일선이 숙부’라는 사법상의 계서가 힘을 얻었다.
29)

29)다만 일선을 강조

한 울산 운흥사 이노행 처럼 이 의 유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8세기 

반 경상도 지역의 사명  계보도에서 유정의 스승을 법사 휴정이 아닌 출가

사찰 直指寺의 득도사 ‘中德大禪師 信黙’으로 기재한 것이 표  사례이다.
30)30) 

그럼에도 17세기 이후 법의 법맥이 사승 계의 가장 요한 척도가 된 ‘

법의 시 ’로 어들었음은 분명하다. 18세기 후반 편양  獅巖 采永이 펴낸 海
東佛祖源流(1764)는 오로지 법사를 기 으로 하여 ｢임제태고법통｣을 잇는 당

시까지의 계 와 문  계보를 망라해 놓은 등사서이다.
31)

31)19세기에는 법의 

상속을 기 으로 한 ｢僧族譜｣도 등장하 는데, 東師列傳의 편자인 편양  梵

海 覺岸(1820-1896)이 쓴 ｢僧族譜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족보의 편찬 배경과 의

미를 밝히고 있다.  

姓은 生이니 祖父에서 생겨난 것이요 族은 屬이니 그 자손이 서로가 모두 연결되

어 이에 속하게 된다. 시조로부터 아래로 백세에 미쳐서 방계 지 로 나뉘어 속하며 

각기 수많은 를 이룬다. 白頭山에서 여러 강이 갈라져 나오는 것과 같다. 산수를 

갖추어 地誌에 수록해 하듯이 姓族도 족보에 상세히 기재하여 한다. ( 략) 維

那 寂公이 “문 의 운이 불행하여 막 한 世係가 妖僧의 손에 없어진 지 지 까지 수

십 년이 되어 살펴볼 수가 없었다. 다행히 지난번에 천 리 밖에서 이를 보았는데 빼앗

아 올 수가 없어서 종이에 옮기고 돌아와서 다시 새 족보를 만들었다”고 하 다.32)32)

이처럼 17세기 반 문 의 형성과 법통의 성립은 사승법맥을 매개로 한 것이

었고 문 , 도통, 부계 친족질서의 강화와 같은 유교사회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 다. 한 일반사회에서 부계 가문 심의 족보가 성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에서도 법맥 주의 승족보가 나왔다. 1912년에 제정된 본말사법 제8장 ｢僧

29) 삼로행  ｢跋文｣(한국불교 서 7, 757면). 이 발문은 1630년 이후 본에 나온다. 

30) 四溟 僧孫世系圖(서울  앙도서  소장, 一石 294.30922Y95sp)의 서문은 1739년 유

정의 8 손인 尼巖快仁이 썼다.

31)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한국불교 서 10, 100-134면). 高橋亨, 1929 李朝佛敎, 大
阪: 寶文館, 599면에서는 조선후기에 ‘扶養의 法父’가 그 로 法師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

여, 양육사가 법사를 겸한 사례가 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32) 梵海禪師文集 권2, ｢僧族譜序｣(한국불교 서 10, 10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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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의 제1  分限에서는, “출가자는 은사를 정하여 에 들어가 득도식을 행하

고 도첩을 받은 다음 승니로서의 분한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하여,
33)

33)제도  측

면에서는 교단 내의 사  역인 법사보다 득도사가 외  공신력을 가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제도상 종 와 승려 자격이 공인된 시 의 로

서, 조선후기는 불교가 국가의 법제와 공  규율의 장에서 배제된 상황이었기에 

‘ 법의 시 ’를 온 히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불교 상례집의 편찬과 오복제 수용

17세기 반에는 부휴계 碧巖 覺性의 釋門喪 抄, 각성의 문도 懶庵 眞一의 

釋門家禮抄, 그리고 청허계 사명  虛白 明照가 펴낸 僧家禮 文이 나왔다. 

이러한 불교 상례집이 갑자기  집 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을까? 먼  불교 상례집의 간행 주체와 편찬 과정, 수록된 내용에 해 살펴보자. 

석문상의 는 부휴 선수의  벽암 각성(1575-1660)이 편자이지만 간행은 

그의 사후 문도인 白谷 處能(1617-1680)이 주 하여 라도 澄光寺에서 개 되

었다.
34)

34)1657년 七佛庵에서 쓴 처능의 발문에 의하면, “벽암 화상이 리 옛 

책들을 엄선하여 구해 록하고 편차한 釋門喪 를 필사하 고, 溪正 사에게 

청하여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5)

35)상권에서는 승

가의 오복제, 장지까지의 행렬 차와 기물 배치, 祭奠 차 등을 소개하 고, 하

권에서는 利立塔法, 조문의 형식과 상, 제례별 제문 양식 등을 기재하 다. 

석문가례 는 각성의 제자 懶庵 眞一이
36)

36)서문을 썼고 1660년에 간행되었

33) 李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下篇 987면.

34) 釋門喪 抄는 1657년 白谷處能이 七佛庵에서 書記한 澄光寺 開板本(서울  소장 百愚

集 합철본, 동국  소장)을 본으로 한국불교 서 8에 수록되었다.

35) 석문상의  ｢跋｣(한국불교 서 8, 243면).

36) 해동불조원류의 ‘浮休下第一世碧嵓性法嗣’(한국불교 서 10, 123면)에 의하면, 진일

은 벽암 각성의 문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20년 송 사 錦溟 寶鼎에 의해 편찬된 부휴

계 주의 승 인 曹溪高僧傳(한국불교 서 12, 401면)에도 ‘曹溪宗師懶庵眞一 碧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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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7)

37)진일의 서문은 석문상의  각성의 서문과 연도(1636)는 물론 자 몇 

개를 빼고 내용도 동일한데, 책을 간행할 때 서문을 수록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

오가 있었던 듯하다. 권말에는 梅谷 敬一의 발문이 있다. 상권에는 승속 오복, 

제사 기물과 차 등을 밝혔고 승인 망자를 大宗師․念佛人․坐禪人․判事人․

學道人․平常人으로 나 어 각각의 패 쓰는 법과 다비의식 차를 서술하 다. 

하권에서는 불교 상례의 의의를 밝히고 장례법과 조문법, 다비와 사리의 입탑, 

각종 제문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부록으로는 ｢百丈和尙淸規法｣이 수록되었다. 

승가 의문은 허백 명조(1593-1661)가 펴냈고, 1670년 통도사, 1694년 옥천

사에서 간행되었다.
38)

38)사명 를 표하는 상을 지니면서 僧 을 역임한 명조

는 당시까지 칙이 없이 제각각이었던 불교 다비법을 통일하기 해 책을 펴내

게 되었다고 밝혔다. 銘旌書式과 喪禮奠祭로부터 발인에서 쇄골까지의 차, 

지 행  등을 규정하 고 부록에는 作法 차를 수록하 다. 

양난의 혼란기를 겪고, 무엇보다 주자가례에 의거한 유교  제가 사회 

반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이처럼 불교 상례집이 집 으로 나오게 된 원인

은 과연 무엇일까? 각성이 1636년 華嚴寺 方丈室에서 쓴 석문상의  서문에는 

책을 간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吉禮는 가볍지만 凶禮는 매우 요하다. 비록 우리 종은 寂滅을 낙으로 삼지만 생

사는 늘 毘尼(계율)에 따라 그 원칙에 부합하게 한다. 동국에서 석씨의 喪 는 근거

할 바가 없어 흉례가 다 다르다. ( 략) 나는 매번 이를 마음에 두었는데 근래 慈覺

(宗賾) 사의 禪院淸規, 應之 사의 五杉集, (道誠의) 釋氏要覽을 얻어서 읽

었다. 그  가장 귀감을 삼을 만한 것은 상례로서 매우 상세하 다. 다만 국에서 

우러르는 법이 동방의 와 맞지 않아서 그 요 만 뽑아내어 상․하편으로 나 다.39)39)

嗣’로만 되어있고 기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한 행 은 알 수 없다.

37) 釋門家禮抄는 1660년 문경 裵珊瑚 奉鴈 간본(연세  소장)을 본으로 한국불교 서 
8에 수록되었다. 

38) 僧家禮 文은 1670년 양산 通度寺 간본(金敏榮 소장)을 본, 1694년 담양 玉泉寺 간

본(동국  소장)을 갑본, 경술년 공주 岬寺 개간본(고려  소장)을 을본으로 한국불교

서 8에 수록되었다.

39) 석문상의  ｢釋門喪 抄序｣(한국불교 서 8,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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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상례를 변화된 실에 맞게 새로 규정하여 용할 필요가 있지만, 선원

청규 등의 국식 의례가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으므로 합한 내용을 발췌하

여 책을 낸다는 취지이다. 매곡 경일이 1659년에 쓴 석문가례  발문에는 바

로 이 ‘동방의 ’와 련하여, “朱文公이 펴낸 속례(주자가례)를 얻어서 그에 

의거해 불교 의례집에 빠져있는 부분의 요 을 취하 다. 벽암 화상이 이미 오
삼집, 선원청규 등을 채록해 釋門家禮를 펴내어 후학들에게 喪次 進 曲節

을 자세히 알게 하 다”고 밝혔다.
40)

40)이는 당시 시행되던 불교 상례가 선가의 

규범이나 조선의 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앞서 각성의 문제의식을 이으면서, 

조선사회에서 학의 거 틀로 기능한 주자가례를 참고해 그 내용을 보완했

다는 내용이다. 

그 다면 그 까지 조선의 불교 상례는 개 어디에 근거하 을까? 각성이 

근래 얻어 보았다고 하는 송 에 나온 선원청규, 그리고 원 의 勅修百丈淸

規는 고려후기와 조선의 불교계, 특히 선종에서 기본 거로 삼은 의식 규범서

다. 선원에서의 생활과 수행법, 제도 등을 규정한 최 의 선가 淸規는 당의 百

丈 懷海(749-814)가 만든 百丈淸規 다. 이후 송 인 1103년에 長  宗賾이 

편찬한 선원청규는 백장청규가 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총림에서 행해

지던 규칙들을 토 로 총림 운 에 필요한 규칙을 상세히 분류해 놓은 책이다. 

이는 이후에 나온 청규의 기본이 되었고 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선종에 큰 

향을 미쳤다. 한편 원의 순제의 칙명으로 1336년에서 1343년 사이에 百丈 德輝

에 의해 완성된 칙수백장청규는 선원청규를 비롯한 기존 청규들을 종합한 

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고 유통된 청규이다. 칙수백장청규는 제일 앞의 祝釐

章과 報恩章에서 황제와 국가의 안녕을 빌고 國恩을 강조하 으며, 주지가 사찰 

내의 승직을 임명할 때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선원청규의 규정을 없애

는 등 총림의 공동체  성격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41)41)

고려에서도 선원청규는 보조 지 이 1205년에 술한 誡初心學人文에 인

40) 석문가례  ｢釋門家禮抄跋｣(한국불교 서 8, 288면).

41) 이부키 아츠시, 앞의 책, 212-213면. 청규는 청정한 선승들을 뜻하는 ‘淸淨大海衆’의 청과,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율인 ‘規矩準繩’의 규를 합친 말로서 선종 총림의 조직과 수행에 

필요한 규칙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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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등 선종의 기본 규범서로 시되었다. 그러다가 14세기 후반 태고 보우

가 원에 가서 임제종 법맥을 잇고 인가를 받아 돌아오면서 칙수백장청규를 가

지고 와 유포시킨 이래 의례  일상생활의 새로운 거가 되었다. 원 간섭기 

고려 불교계는 고려 국왕에 앞서 원 황제와 황실의 안녕과 번 을 기원하 는데 

이 한 칙수백장청규에 의거한 것이었다.
42)42) 

한편 조선 개국  조계종 天寺 監主 尙聰이 태조에게 올린 건의문에는, 당

시 불교계의 편향에 한 우려와 함께 지 의 修禪社 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져 있다. 상총은 名利를 다투는 폐단이 남아 승려들이 선수행과 교

학 연찬을 하지 않는다고 비 하면서 선과 교를 겸수해야 하며 특히 선종은 지

의 유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풍의 불교를 높이 받드는 慕華

僧들이 의례작법에서 통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 의 수선사 작법을 회

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3)

43)상총이 주목한 국  규범과 조선  풍토의 차이는 

200년이 훌쩍 지난 17세기 반의 상황이 되면 그 괴리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17세기에 나온 이들 불교 상례집에서 각성의 말한 ‘동방의 ’와 매곡 경일이 

속례에서 취해 보완했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계 종

법  친족 계의 기본 룰인 五服制의 수용이었다. 오복제는 친족의 상을 당했을 

때 친소 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며, 五服親은 오복

제에 의해 상복의 형태와 상례의 지속 기간을 규정한 친족조직이다. 상복의 종류

는 참최(斬衰, 3년), 자최(齊衰, 1년), 공(大功, 9개월), 소공( 功, 5개월), 시

마(緦麻, 3개월)로 구분되며, 이러한 다섯 복제가 용되는 범 가 有服親이다.
44)

44)

이  고려나 조선 기에는 부계와 모계 계통을 동일하게 취 하는 ‘양측  친

속 계’ 던 것이 17세기에는 ‘同고조 8 ’으로 상징되는 부계 연 심의 친족

계로 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계 종법에 입각한 친족제도와 념을 반

한 가례서가 많이 간행되었고 학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다. 당시 

제와 학의 가장 요한 거가 되었던 것이 주자가례 고, 불교 상례집에도 

42) 강호선, 2012 ｢고려말 禪僧의 入元遊歷과 元 淸規의 수용｣ 韓國思想史學 40 참조.

43) 太祖實  권14, 태조 7년 5월 13일(己未).

44) 이종서, 앞의 책,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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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석문상의  석문가례 승가 의문

1 <상편> *僧五服圖 <상편> *僧俗五服圖 名旌書䂓
2 龕柩孝 圖 奠物節次 喪禮奠物節次

3 哭 *本宗五服之圖 身體發引時行立䂓
4 祭奠 *本宗五服寸數圖 次咽 引聲唱十二佛號

5 行吊 龕柩孝 圖 茶毘法師振鈴請返魂着語(某人靈駕)

6 受吊 名旌書䂓 茶偈

7 奔喪 茶毘作法節次 五方佛請書䂓
8 葬法 身體發引時行立䂓 無常戒偈 (造長幡寫之)

9 闍維 五方幡書䂓 消身處置水哭(吅+尤)法

10 <하편> 利 無常戒偈(造長幡書此偈) 碎骨法

11 立塔 返魂着語某靈 *僧喪服圖

12 銘 擧火篇 下火篇(下火時) 葬時禁斷䂓
13 稱孤 茶毗法師唱奉 篇 <부록> 茶毗作法文

14 䟽子 碎骨法

15 吊書法 擧物誡

16 唱衣 葬時禁斷䂓
17 忌日 祭奠釋名

18 祭文式㨾 <하편> 杖

19 哭

20 行吊

21 受吊

22 奔喪

23 葬法

24 闍維

25 利

26 立塔

27 銘

그러한 시 변화의 양상이 투 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45)

45)이와 련하여 17세기 

반에 편찬된 3종의 불교 상례집의 항목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불교 상례집 항목 비교

45) 김순미, 2010 ｢釋門家禮抄의 五服圖 연구｣  남학 18, 361-388면에서는 석문가례 
와 주자가례의 오복도를 비교하여 상이 을 분석한 결과 석문가례 는 국가에서 권

장하는 제도보다 습화된 시속을 따랐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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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稱孤

29 忌日

30 䟽子

31 吊書法

32 慰書法

33 祭文式㨾
34 <부록> 百丈和尙淸規法

석문상의 석문가례 승가 의문

승 ( 수) 속 ( 수) 승 ( 수) 속 ( 수) 승 ( 수) 속 ( 수)

삼년

(25개월)

養育師(1) 

得戒和尙(1)

受業師(1)

*授學師(1)

부모(1)

養育師(1) 

受戒師(1)

受業師(1)

부모(1) 戒師(1) 부모(1)

주년

(12개월)

親上弟子(1)

*羯磨師
조부모(2) 親弟子(1) 조부모(2)

親弟子(1)

*受業師(1)
조부모(2)

- *는 오복제 련 항목.

부휴계에서 나온 석문상의 와 석문가례 에는 각각 ｢僧五服圖｣와 ｢僧俗

五服圖｣가 첫 머리에 들어있고, 더욱이 석문가례 에는 세속 친족의 오복제 

용 기 표인 ｢本宗五服之圖｣, 친족 간의 거리를 계량화한 한국만의 독특한 

수 통을 오복제에 반 한 ｢本宗五服寸數圖｣가 수록되었다. 사명 의 승가

의문에도 오복  緦麻를 제외한 4복으로 상복의 기 을 정한 ｢僧喪服圖｣가 실

렸다. 이들 불교 상례집의 오복도, 상복도 등의 내용에서 특이한 은 세속 족친

과 문  내의 사제를 모두 상으로 했다는 이다. 망자에 한 천도와 제사의 

의무, 상속의 권리 등 제반사항과의 련성을 고려해 볼 때, 승단의 사제와 속가 

친족의 계망을 함께 고려해 넣은 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석문상의 의 ｢승

오복도｣, 석문가례 의 ｢승속오복도｣, 승가 의문의 ｢승상복도｣에서 승속에 

각기 용되고 있는 오복제 규정과 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46)46)  

<표 2> 승속 오복제 규정과 수

46) 석문상의  상편, ｢僧五服圖｣(한국불교 서 8, 237면); 석문가례  상편, ｢僧俗五

服圖｣(한국불교 서 8, 277면); 승가 의문 ｢僧喪服圖｣(한국불교 서 8, 4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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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授師 
*羯磨師

*敎授師

공

(9개월)

祖師(2)

親上法孫(2)

*僧兄弟(2)

僧伯叔(3)

證戒師

魚山師

백․숙부(3)

형제 (2)

祖師(2)

親法孫(2)

僧伯叔(3)

證戒師

魚山師

백․숙부(3)

형 제 자 매 

(2)

*僧兄弟(2)

親法孫(2)

僧伯叔(3)

*僧姪(3)

백․숙부(3)

형제(2)

자매(2)

*질(3)

소공

(5개월)

*僧姪(3)

*義伯叔 
*질(3) *僧兄弟(2) *義伯叔 

시마

(3개월)

*僧姪(3) 

*羯磨師

*敎授師

*授學師

*受業弟子

*질(3)

隨喪
*受業弟子

*義兄弟

*受學師

*受弟子

*同法門

*義兄弟

- 승려 사제의 수는 속가 친족의 수 계로 비정.
- *는 서로 상이한 내용.

속가의 경우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친족 계  수를 그 로 받아들인 

것이며, 승가는 가장 가까운 1  부모에 해당하는 스승을 양육사(득도사), 수계

사, 수업사로 나 어 최장 기간인 3년상의 상으로 정하 다. 그리고 羯磨師와 

敎授師도 2  조부모와 같은 주년(1년)에 배정하 다. 다만 부휴계에서 나온 석
문상의 와 석문가례 에서는 양육사, 수계사, 법사가 모두 3년상의 최고 

상을 동등하게 가졌고 앞 책의 경우 授學師까지도 그에 포함되었음에 비해, 

사명 에서 만든 승가 의문에는 (수)계사만을 3년상의 상으로 규정하고 수

업사는 주년으로 으며 양육사는 계사에 포함되어서 그런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반 사명 의 계보도에서 유정의 스승을 

득도사 신묵으로 기재한 것을 보면, 사명 가 통 인 득도사(수계사) 주의 

사승 계를 여 히 시했고 새로 형성된 법사 심의 법맥인식은 타 문 에 

비해 약했던 것이 아닐까 단된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법사가 득도(수계)사의 반열에 올랐고, 차 그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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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게 되었음은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청

허계의 주류문  편양 에서는 17세기 반 임제태고법통을 주창한 이래 18세기 

해동불조원류, 19세기의 동사열 에서 볼 수 있듯이 법통에 의거한 법사

의 법맥계보를 사승 계에서 일차  기 으로 하 다. 한편 해남 大芚寺( 흥

사)의 12  宗師와 12  講師의 사례처럼 강학이 매우 활성화된 18세기 이후에

는 법의 기 이 선의 법맥 수와 함께 (화엄) 강학의 수가 포함되기도 했

다.
47)

47)이처럼 17세기에 법맥에 따른 문 와 법통이 형성되고 불교 상례집에 세

속의 부계 친족질서를 반 한 오복제가 수용되었으며, 이후 법 주의 사제

계와 법맥 계승이 공고화되었다. 

5. 경제  권리와 의무의 길항 계 

그런데 불교 상례집에 제사와 상속의 상과 그 안의 친소 계를 의미하는 

오복제가 수용된 데는 종법 질서를 비롯한 사회  변화 외에 교단 내의 필요성

에 의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의 실마리를 경제 문제에서 찾아보자. 

7년에 걸친 임진왜란으로 특히 삼남을 비롯한 국의 사찰이 큰 타격을 입었고, 

사찰 소유 지의 황폐화는 물론 재산 소유권의 혼란이 발생하여 잔존하던 사원

노비가 노비문서를 없애고 도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48)

48)당시 사원 운 과 창

을 한 재정은 소유 토지의 증식과 후원에 의해 주로 조달되었는데, 주목할 만 

한 은 이 무렵 승려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확 되었다는 사실이다.
49)49)

17세기 반에 란으로 인한 사찰 소유 토지의 황폐화와 소유권 혼란이 발생

하고 승려 개인의 사유지가 늘면서, 보유 토지의 상속에 한 법  규정이 만들

어졌다. 1657년(효종 8) 雜令에는 “ 답을 소유한 승려가 사망하면 그것을 족속

에게 귀납시키고 잡물은 제자에게 한다”고 하여 토지의 상속을 세속의 친족에 

47) 김용태, 2007 ｢조선후기 大芚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 普照思想 27 참조.

48) 高橋亨, 앞의 책, 557-558면.

49) 金甲周, 1983 ｢朝鮮後期 僧侶의 私有田畓｣ 朝鮮時代 寺院經濟硏究, 同和出版, 138-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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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켰다.
50)

50)하지만 당시 법맥을 매개로 한 문 가 형성되고 각 문 별로 사

찰을 유, 운 하던 상황에서 잡물 외에 승려의 사유지를 속가의 친족에게 양

도한다는 것은 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었다. 이에 1674년( 종 15)에는 “승려

의 답은 4  이내 친족과 승려 제자에게 반반씩 나 어 다. 제자나 4  이

내 친족이 없으면 속공하는데 그 답은 다시 본사에 지 하여 僧役을 돕게 한

다”고 개정하 다.
51)

51)즉 승려의 사유지 반 이상을 제자에게 상속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를 해당 사찰에 귀속시키는 것이 제도 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 기반  정책의 변화에 응하여 사유지를 비롯한 재산 상속의 

상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불교 상례집에 나오는 오복제에 의한 속가와 승단

의 계망이었다. 이때 확립된 승단 내 사제 간의 토지  재산 상속은 이후 

행으로 굳어졌다. 한 문도에게 상속되거나 사찰에 귀속된 지는 결국 사원재

정으로 환원되어 사원경제의 확고한 토 가 되었다. 조선후기 사찰의 소유 토지

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지만,
52)

52) 개 스승이나 조사, 는 조상의 기제와 

제사를 주 하는 명목으로 법맥 계보를 통해 이어받거나 신도로부터 기진된 

답이었다. 어떤 사찰에 만일 다양한 문 와 계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한 

계열의 법맥이 단 되면 그 소속 토지는 사찰에 귀속되어 공유지가 되었다. 이

처럼 문 의 성립과 계승, 토지의 상속과 재산권 분배라는 상황의 변동이 발생

하면서, 교단 내의 사제 계를 구체 으로 획정할 필요가 생겼고 오복제를 수

용한 불교 의례집의 성립은 그 결과물이었다.

승려 사유지의 증가와 상속의 례화는 조선후기 사원경제의 기반 확 에 크

게 기여하 다. 이를 토 로 이윤을 창출하고 재원을 확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  표 인 것이 각종 불사와 의례, 사원 운 경비 마련 

등의 補寺 활동을 한 寺刹契의 결성이었다.
53)

53)승려 사유지의 성립과 지의 

상속은 사찰계와 補寺廳 활동으로 토지와 이윤을 증식해 가면서 사원 재정 확보

50) 新補受敎輯  戶典 雜令 孝宗 8年.

51) 신보수교집록 호  잡령 顯宗 15年; 김갑주, 앞의 책, 154-157면. 

52)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85-986면.

53) 한상길, 2006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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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한 왕실  유력자의 후원이나 기부 같은 통 인 

재원마련 방안도 사원경제 운용에 여 히 보탬이 된 것이 사실이다. 왕실의 願

으로 지정된 사찰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 고 면세와 잡역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수공업 생산은 물론 토지의 개간이나 매입, 상속과 이윤 증식

을 통해 사찰의 재정확 를 도모하 다. 이처럼 임진왜란 직후 사원경제의 피폐

함과 국역체계 내의 승역의 확 , 각종 재정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

찰의 창과 보수, 운 이 가능했던 것은 문  결성을 통한 조직화와 재정의 다

양한 자구책 마련이 제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토지매매문기를 보면 승려가 사유지 매매를 통해 상속에 여한 사

례가 다수 확인된다.
54)

54)즉 승려 자신이 소유지의 매도자나 토지 매수자로서 매

매를 하거나 승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를 볼 수 있다. 師僧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답을 다른 승려에게  사례를 보면 매도자는 상속자인 상좌승 2명, 

매매의 증인은 僧三寸과 丈私叔이었다.  답을  승려의 첫째․둘째 상좌가 

각각 증인과 필집을 맡은 토지문기도 있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비

해 ‘僧族 에서 혹 의론이 있으면 해당 청에 고해 옳고 그름을 가리라’는 내

용이 부기되기도 했다. 세속의 친족과 토지를 사고 는 사례도 있는데, 승려가 

(아마도 속가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친형에게 매도한 경우 다른 형제와 친척이 

증인과 필집을 맡았다. 한 부친 사후 형제들이 답을 공동 매각할 때 승려가 

포함된 경우도 볼 수 있다.
55)55) 

문 와 법통의 법의 시 가 펼쳐지고 사원경제 변화  법규 제정의 여러 

54)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문서  35,000건에 달하는 土地文書에서 조

선후기 답의 매매에 한 구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자료

조사 사업으로 2006년에 완료된 ｢규장각소장 土地文記의 정리와 目 集 간행을 한 기

 연구｣(연구책임자 金仁杰)에서 20,000여 건의 토지문서가 일차 정리되었다. 土地賣買

文記  17-19세기 경기도, 충청도 일부 지역만을 상으로 한정해도 승려가 매도자나 

매수자인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규장각 소장 <토지매매문기> 청구기호로 매도는 ｢84547｣, 

｢84550｣, ｢84552｣, ｢138392｣, ｢156135｣, ｢219339｣, ｢219516｣, ｢219540｣, 매수는 ｢138436｣, ｢156131｣, 

｢156132｣, ｢205042｣, ｢219541｣, 승려간의 매매는 ｢156130｣이다. 

55) 규장각 소장 <토지매매문기> 청구기호 ｢156130｣, ｢84552｣, ｢219540｣, ｢219609｣, ｢219604｣. 

김용태, 앞의 책, 8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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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고려할 때, 불교 상례집을 펴낸 주도세력이 계 와 문 를 표하는 이

들인 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석문상의 , 승가 의문을 편집한 벽암 각성

과 허백 명조는 각각 부휴계와 청허계 사명 를 이끈 고  승려로서 란 때 승

군을 이끌었고 팔도도총섭과 같은 고  승직을 역임하여 내외  상이 높았

다. 란 후 문  정비와 교단 질서 강화를 해 의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

요가 생겼고, 따라서 이들이 직  상례집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들의 활동 내역

과 상을 살펴보면, 문 의 규율화와 불교 상례집 편찬의 상 계를 보다 분

명히 알 수 있다.  

벽암 각성(1575-1660)은 부휴 선수의 으로서 부휴계의 계  토 를 다

진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사명 유정의 천거로 스승을 신해 장에 나가 

활약했고, 해군 때 스승 선수와 함께 무고로 투옥되었지만 인품을 인정받아 

석방되었고 가사가 내려졌으며 사제가 각각 大佛, 佛로 칭해졌다. 이후 해군

의 요청으로 경기도 주 淸溪寺 재회에서 설법하고 奉恩寺 주지와 禪敎都摠攝

을 맡는 등 조야에 이름을 알렸다. 다음 인조 인 1624~1626년의 남한산성 축

성 때는  八道都摠攝이 되었고 이후 ‘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의 시호와 

의발을 하사받았다. 석문상의 를 간행한 각성의 제자 백곡 처능(1617~1680)

은 유명한 ｢諫廢釋敎疏｣를 상주한 인물로서 각성을 이어 팔도도총섭을 맡았고, 

각성의  다른 제자 悔隱 應俊도 笠岩山城 승장, 항마군 참모 등 軍務에 30년

간 종사하여 1647년 팔도도총섭이 되었다.
56)56)

벽암 각성이 주 松廣寺, 구례 華嚴寺, 하동 雙磎寺, 보은 法住寺 등 호남과 

호서의 거찰을 으로 창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높은 상과 그에 상응

하는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57)

57)그는 무주 赤裳山城 史庫 수호를 담

당하는 糾正都摠攝도 맡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는 화엄사에서 勤王을 해 

3,000명의 魔軍을 모집해 북진하는 등 충의를 실천하 다.
58)

58)한편 잠  시 의 

56) 大覺登階集 권2, ｢正憲大夫八道都摠攝兼僧大 悔隱長老碑銘｣(한국불교 서 8, 333- 
334면). 

57)  각등계집 권2,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한국불교 서 8, 329-331면); ｢法

住寺碧巖大師碑銘｣․｢華嚴寺國一都大禪師碑銘｣(智冠, 2000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

近現代, 伽山佛敎文化硏究院, 174-177면; 180-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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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은 평안도 안주에서 각성을 만나 화엄의 종지를 물었고, 1650년(효종 1) 각

성이 주석한 화엄사를 禪宗大伽藍으로 지정한 후 안부를 자주 물었을 정도로 각

성은 당  불교계를 표하는 고승이었다.
59)59) 

허백 명조(1593-1661)는 임진왜란 때 의승군을 실질 으로 이끈 사명 유정의 

문손이다. 명조는 정묘호란 때 八道義僧都大 을 맡아 4,000여 승군을 일으켜 평

안도 안주 방어에 참여하 으며, 병자호란 때는 의승군을 이끌고 군량 보 을 

담당하 다고 한다.
60)

60)그의 스승은 유정의  제자인 松月 應祥이었고 주요 

제자는 松坡 義欽이었다.
61)

61)1655년 묘향산에 하던 휴정의 바리와 의승 장 가

사를 그가 해남 大芚寺에 보냈다는 후 의 기록이 있으며,
62)

62)그로 인해 18세기 

에 명조를 추숭한 ｢事蹟碑｣가 세워져 둔사에 한다.
63)63)

이처럼 부휴계와 청허계 사명 를 표하며 불교계를 주도한 이들이 오복제에 

의거한 승속의 친소 계망을 반 한 불교 상례집을 펴낸 것이다. 이는 사명

와 편양  조사 편양 언기가 ｢고려나옹법통｣, ｢임제태고법통｣을 제기해 법통이 

정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문  심의 시 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들에 의해 조직질서의 원칙이 정해진 후 토지 상속 등 경제  권리와 제향 등 

법제자로서의 의무는 세속사회와 마찬가지로 승단 내에서도 지켜졌다.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사제 상속  제사와 련된 것으로는 法畓, 祭位畓, 影畓을 들 

수 있다.
64)

64)이  법답은 法師가 남겨  농지로서 같은 문  사제 간의 상속을 

통해 내려온 승려 사유지에 해당하며 문 가 단 되면 사 에 귀속되고 사찰 공

유의 농지가 되었다. 제 답은 승속을 막론하고 사 에 기부하여 기제를 지내기 

한 결이었다. 답은 조사의 당에서 기제를 지내는데 쓰이는 답이었다. 

58) 仁祖實  권39, 인조 17년 10월 8일(辛卯); 권40, 인조 18년 5월 21일(辛丑). 

59)  각등계집 권2,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한국불교 서 8, 329-331면). 

60) 虛白集 ｢虛白 詩集序｣(한국불교 서 8, 379-380면). 

61) ｢楡岾寺松月 大師碑銘｣, ｢貝葉寺松月 石鐘碑銘｣, ｢金剛山松月 應祥大師碑銘｣(한국

고승비문총집, 150-158면).

62) 大芚寺志(韓國學文獻硏究所, 1983 亞細亞文化社, 132면).

63) 希菴先生集 권24, ｢海南大芚寺事蹟碑銘｣(韓國文集叢刊 182, 437면).

64) 이능화, 앞의 책, 하편 985-9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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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  권리에는 제향과 같은 의무가 수반되었음을 보여 다. 

한편 사찰 주지의 선정은 사자상승과 법류상속을 례로 했는데 이는 법과 

문 를 기 으로 하 다. 한 사찰에 여러 문 와 계통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

었으며, 어느 한 법맥계보가 단 되면 그에 소속된 지는 사찰에 귀속되었다.
65)

65) 

18세기 이후 유력 수행과 학습을 제외하고 승려들의 근거지는 개 특정 지역 

 사찰에 고착되었고 옮길 때도 같은 문 나 계통에 속한 사찰인 경우가 많았

다. 무엇보다 승려들이 출생  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사찰에서 출가하여 그

곳을 심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66)

66)이 한 문 와 속세의 사

가에서 토지를 물려받고 상속하는 행과 무 치 않은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면 1764년에 조성된 둔사 괘불도의 畵記에는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승려인 朗玉 體岑이 은사와 조사는 물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동생 부부의 靈駕를 해 시주하여 괘불을 조성했음을 밝히고 있다.
67)

67)

속가의 3 조와 동생, 문 의 스승과 조사 2 조를 함께 추모하는 불사가 추진

된 것은 조선후기 승단에서 상속 권리에 따른 제향의 의무가 지켜졌음을 반 하

는 사례이다. 한 그 상범주가 토지 상속과 마찬가지로 승속 모두에 용되

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스승의 상은 부모에 하는 3년상이었고 기제를 비롯한 

제향도 권리에 비례하여 행해야 했다.

식민지 시기인 1916년 총독부 정무총감이 내린 행정지침에는 “은사와 도제는 

민법상 친족 계가 아니지만 스승의 사후 제자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습이 있

으면 그에 따르라”고 하여,
68)

68)사제의 경제  상속이 조선후기에 통으로 굳어

졌음을 입증해 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므로 법제자로서 스승의 유산

을 받은 문도들은 제향 등을 받들어야 했고, 이 한 근 기까지 이어졌다. 총독

65) 高橋亨, 앞의 책, 916-917면. 주지 선정 방법은 招待繼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찰

의 주도권 문제 때문에 같은 문 의 同門에서 찾았다.     

66) 咸  출신 涵月海源과 문도들은 근처 釋王寺에 기반을 두었고 평안도 三和 출신 虛靜法

宗은 묘향산에 주석하 으며 海南 大芚寺의 승려 출생지는 개 라도 일 다.

67) 문화재청 편,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 국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주 역시․ 라남도 

3, 문화재청, 389면의 掛佛圖 畵記.

68) 政務總監通牒 184, ｢僧侶民籍에 關한 件｣(이능화, 앞의 책, 하편, 1181-1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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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당국이 제정하여 시행한 ｢사찰령｣(1911)에서는 조선승려 法類의 친소 계에 

해, 직계의 스승과 제자는 1 , 법형제 사이는 2 으로 일반 친족의 부모와 자

식, 형제 계와 같은 수가 용되었는데, 이는 17세기 불교 상례집에서 규정

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69)69) 

6. 맺음말

조선은 500년간 끊임없이 유교사회를 지향하 고 불교는 그 안에서 존립을 모

색해 왔다. 하지만 조선시 에도 불교를 비롯한 오랜 통이 유교와 결합하면서 

조선인의 삶의 변에 흐르고 있었다. 불교계는 유학자와 동일한 형식의 문집 

편찬, 고 이나 명문장가에게 의뢰해 받은 고승비의 건립, 유학의 독서순서와 체

제가 유사한 승려 교육과정 정비는 물론, 의승군의 충의의 공 , 부모의 양과 

제사를 행한 승려의 효의 실천 등을 통해 유불공존을 추구하 다.  

본고에서 살펴본 법맥을 매개로 한 문 와 법통의 성립, 세속의 오복제를 수

용한 불교 상례집 간행에서 종법에 의한 부계 친족질서 재편이라는 시  변화

상의 반  양상을 볼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양란을 거치며 혼란이 가 되었고 

사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유교 의례집 간행이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조선시

에는 유교식 상․장례가 불교를 신해 일반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불교 상례집

에 주자가례에 의거한 오복제가 수용되기에 이르 다. 유교사회의 본격  

개가 사제 계를 심으로 한 문 의 조직구성 원리, 경제  권리와 추숭의 의

무를 규정하는데 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내세 과 그를 한 염원

은 조선후기에도 고유의 역을 확보하 고, 시 성과 조우하면서 조선인의 가

69) ｢朝鮮僧侶法類의 範圍｣(총독부 官報, 이능화, 앞의 책, 하편, 1130-1132면)에 의하면, 法

類는 동고조 8 에 해당하는 의 4세부터 나뉘는 직계와 방계는 能化법류, 손에 해당

하는 아래 4세까지는 所化법류로서 아래 9등 이 직계 법류 다. 스승이 같은 법형제

는 同班 법류, 법형제의 제자는 傍出 법류이며, 반열의 순서는 능화-동반-소화-방출의 순

이었다. 기본 으로는 세속의 9族 5等親과 동일한 계 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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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에 요한 문화  코드로 작동하 다. 삶과 죽음의 역에서 불교는 ‘ 통’

에서 가졌던 지분을 잃지 않았고 유교는 물론 이후 천주교, 개신교와의 각축과 

경쟁을 거치며 이어져온 것이다.  

주제어 : 佛敎 喪禮集, 門派, 法統, 父系 宗法, 五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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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ddhist Rites in the Confucian Joseon Society

-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Obokje 五服制 in the Seventeenth Century 

Buddhist Funeral Manuals -

70)

Kim Yongtae * 

After the Japanese and Manchurian invasions, the Joseon socie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witnessed the intensification of the emphasis on the patriarchal clan relations, as 

well as the spread of Confucian rites.  In the Buddhist community, which had served 

the Joseon court by forming monks’ militia during the invasions, there appeared 

Buddhist clans, establishing the Linji/ Imje(臨濟) line as the orthodox dharma-lineage of 

Korea.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a few Buddhist funeral manuals such as the 

Seokmun Sangui cho (釋門喪 抄 Excerpts of Buddhist Funeral Manuals), the Seokmun 

garye cho (釋門家禮抄 Excerpts of the Manuals for Buddhist Rites), and the Seungga 

Sangui mun (僧家禮 文 Manuals for Monastic Rites), were published to provide 

Buddhist funeral manuals that reflected the social reality of the time. These Buddhist 

funeral manuals adopted the Obokje (五服制 Five-Garment System) from the Zhuzi jiali 

(朱子家禮 Family Rites of Zhuzi), the system that was widely accepted in the Joseon 

society as a general rule of categorizing five mourning grades with an emphasis on the 

paternal line. As a Buddhist cleric’s private property was allowed to be inherited to his 

secular family members and Buddhist disciples, there arose a need to clarify the degree 

or grade of the inheritors based on the genealogical-both secular and monastic-distance 

to the deceased, which subsequently prompted the appearance of such Buddhist mourning 

manuals. This was because the genealogical succession and economic inheritance of 

* HK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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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clans were directly link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Buddhist order and the 

operation of the temple(s) involved. 

Key Words : Buddhist funeral manuals (佛敎喪禮集 Bulgyo Sangnye jip), Munpa (門

派 Buddhist clans), Beoptong (法統 Dharma-lineage), Bugye jongbeop 

(父系 宗法 Clan relations in the paternal line), Obokje (五服制 

Five-Garmen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