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3 -

조선후기 지리산 계사 당의 변화
- 안 상을 심으로 -

1)

홍 병 화 *

1. 서론

2. 계사의 역사

  1) 고려시 까지

  2) 조선시

3. 계사의 두 역의 건축계획

  1) 당 역의 구성

  2) 웅  역의 구성

4. 조선시  계사의 기와 응

5. 당과 ｢선종육조혜능 사정상동래연기｣

6. 당의 변화: 당에서 탑 으로

  1) 변화의 시기

  2) 변화의 원인

7. 결론

1. 서론

계사는 지리산 화개동의 상류에서 작은 개울 두 개가 합쳐지는 곳에 치한 

사찰이다. 재 계사는 선원으로 사용되어 통행에 제한이 있는 당 역과 

항상 개방되는 웅  역으로 구분된다. 이 에 당 역은 팔상 이 심 

건물인데, 팔상  뒤편에는 당이라는 특별한 건물이 있다.

* 조계종 총무원 통사찰 수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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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사 당과 육조정상탑

이 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석탑이 안된 건물이다.1)1) 당 안의 석

탑에는 국의 선사인 육조혜능의 머리가 안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그 신성

함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리산 계사 당이 석탑을 안하

게 된 경 를 악해 보고자 한다. 그 경 를 악하기 하여 조선후기 계사

를 둘러싼 사회  분 기와 변화의 경향이 당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응하는 계사의 내  움직임을 살펴보고, 

역시 당의 석탑 안과 어떤 계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2. 계사의 역사

계사의 역사는 해져 오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시 부터 조선 기

까지의 역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하기는 기록이 부족하여 사 을 정리

하기 곤란했던 것은 18세기 말 ｢ 록 계사사 기｣(이하 ｢사 기｣로 약칭)를 

은 경암응윤(1743~1804)도 겪었던 일이다. 경암응윤은 당시 계사의 사 을 

1) 과거 기록의 용례를 보면 탑 은 탑의 노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이라고 생

각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탑이 안된 건물이라는 의미로 탑 이라고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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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려 하 지만 ‘앞선 세 종류의 사 이 모두 온 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 을 정리할 필요는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체로 알려진 계사의 기록은 진감의 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창건과 진감의 

창에 한 개략  내용, 그리고 조선시  청허휴정 이후의 창에 한 여러 가

지 기록이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조선시  선비들의 유람기에 계사가 본격

으로 묘사되기 시작된 것도 계사의 모습을 추정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 

1) 고려시 까지

진감의 비에 의하면 삼법화상에 의해 창건된 계사는 원래 옥천사 다. 하지

만 당시의 상을 짐작할 만한 자료나 흔 은 남아 있지 않고 진감에 의해 창

된 시 의 일부 모습이 최치원이 지은 진감의 비에 의해 한다. 진감은 생 에 

조계의 손이라는 명분으로 육조혜능의 당을 세웠지만 자신을 해서는 탑과 

비를 세우지 말라는 뜻을 밝힌다. 이 때문인지 탑비가 세워지는 데 37년이나 걸

린다. 이 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던, 진감의 탑과 비를 세우는 불사

가 행해졌다는 것은 당시 계사에 큰 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

으로는 이 시기 다른 건물도 지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한 구체 인 흔

을 찾을 수는 없다.

2) 조선시

재까지 알려진 계사의 불사 기록은 1549년 청허휴정이 남긴 ｢지리산 계

사 창기｣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과 동서방장, 과 팔

루 그리고 양당의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는 청허가 어떠한 이

유로 지리산에 들어오고 계사를 창하게 되었는지에 한 구체 인 언 은 

없다. 그러나 청허가 지리산 화개동에 들어와 출가를 했던 인연이 계사 창

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청허는 당시 승과에 

합격하지도 않은 30세의 비교  은 승려 지만 계사의 창에 참여하여 ｢지

리산 계사 창기｣를 었다. 이것으로 보아 청허는 이미 요한 존재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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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문정왕후의 집권기로 불교에 우호 인 분 기

가 조성되었던 도 연 이 있을 것이다.

｢사 기｣에 의하면 계사는 왜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지는데, 寺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소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쟁이 끝나고 30년에 가까운 시

간동안 본격 인 창의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5년부터 차례 로 

창이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1636년 웅 의 창건에 한 기록이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응윤이 사 기를 참고하여 을 때 이에 

한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 기｣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1625년에 당을 짓고, 1640년

에는 승당을 지은 뒤 1644년에 법 을 세우고, 1646년에 정루를 만들었다. 그러

나 1671년에 다시 화재가 나자, 1674년에  다시 당과 승당을 짓고, 1676년에 

법 을, 1688년에는 만세루를 각각 건하 다고 한다. 1773년에는 무슨 이유인

지 사세가 격히 기울어 인근 지곡사로 소속되었는데, 지곡사도 에서 부과한 

역을 감당하지 못해 정루를 팔아서 갚아야 할 만큼 경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 있다.

왜란 이후의 창을 통해 웅  역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에 한 명시  

표 은 1857년 침명한성(1801~1879)이 지은 ｢ 남하동부 계사사 기문｣(1857) 

(이하 ｢사 기문｣으로 약칭)에 ‘新位’라고 당 역의 ‘旧位’와 구분하여 표 하

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 역과 구분하여 웅  역이 인식되기 시작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기｣에 나타나는 내용과 ｢사 기문｣을 종합하여 보면 벽암각성 이후의 

계사에 한 략 인 사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 기문｣에는 1695년에는 

백암성총이 계사를 수하고, 1735년에는 법훈 등이 한 번 더 계사를 수

한다. 그리고 1781년에는 화악평삼 등이 석가회․미타회․약사회 등의 불화를 

조성하고, 1790년에도 화악평삼이 화엄후불도를 조성한다. 화악평삼은 1801년에

도 팔상 을 수하는 등 20년간 계사의 요한 불사를 주도하게 된다. 이후 

1850년에는 운경찰 등이 다시 계사를 수하고, 1854년 만허성첨이 화엄

․천왕문․ 강문을 수하고, 1856년부터 2년간 탐진당과 청학루를 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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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사 당 역(左)과 웅  역(右)

이후에는 재 계사에 하는 류 등의 기록을 통해 웅 , 명부 , 천왕

문 등의 수리가 지속 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735년 법훈

의 수와 1781년 화악평삼의 불화조성 사이 46년간은 어떤 불사의 기록도 발견

되지 않는다.
2)2) 

다양한 불사가 있었지

만 요한 것은 1883년 

작성된 ｢육조정상탑신건기｣

이다. 이 은 새롭게 

육조정상을 안하는 탑

을 조성하고 그 내력을 

은 것으로 당의 성격

을 당시로서 가장 정확하

게 나타내고 있는 기록인 

셈이다. 이후 1913년에 세워진 용담선사의 비를 통해 이에 한 내용은 다시 한 

번 기록된다.

이처럼 계사에 하는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의 많은 기록들은 

모두가 당시의 불사에 한 의의와 참여한 들의 공덕에 한 칭송을 목 으

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객 인 시  상황을 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

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 에 한 정리이

다. 경암응윤에 의해 사 이 정리되는 시 이 18세기 말경으로 추정되고, 침명한

성에 의해 다시 한 번 사 이 정리되는 시 은 1857년이다. 이처럼 사 을 정리

한다는 것은 일련의 정비를 마치고 그 과정을 어 불사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

시에 일련의 과정을 일단락짓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특히 경암응윤의 ｢사

기｣와 침명한성의 ｢사 기문｣이 서로 기록된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나 어 정리

된 것으로 보아 침명한성의 ｢사 기문｣은 18세기 이후 지속된 불사를 마무리하

2)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9.4. 한국의 사찰문화재:경남Ⅰ(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600-01). 이 보고서에 실린 문화재의 조성시기를 악해 볼 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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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세기 반 당 역의 

추정배치도

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게 한 시기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시

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결과 으로 이 게 사 을 자주 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 

즉 한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기를 시작해야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는 것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반에 이르는 동안 계사 내의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계사의 두 역의 건축계획

1) 당 역의 구성

진감의 비에 ‘六祖影 ’을 지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서 기 가람에는 

육조를 선양하는 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비와 탑과의 일반 인 

배치 계를 볼 때 진감의 비를 심사역에서 조  떨어진 앞쪽에 세우고, 진감

의 탑은 심사역의 뒤편 주변을 쉽게 조망할 만한 곳에 세우는 일반 인 사례

와 부합한다.

이 게 당 역만으로 계사를 

구성하고 있다가 벽암각성과 소요태능

에 의해 웅  역이 형성되면서 기

존 사역은 구사역이 되고 재와 같은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 역에 해 어떤 건물들로 구

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

된 기록은 남효온의 智異山日課이다. 

이 유람기를 보면 당과 팔 루의 옛

터, 그리고 선당이 등장한다.
3)

3)이후 청

3) 秋江集 권6, 雜著 ｢智異山日課｣ 乙亥 “寺後有金  友人餘慶澄源 讀書此房 房前有八咏樓

故基 卽文昌侯所居室 今則但有鉅竹數十挺矣 夜宿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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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회암사 정청과 좌우방장지(한지만․이상해, 

2008 ｢회암사의 연 과 정청․좌우방장지에 한 복원  

연구｣ 건축역사연구 61 발췌)

허의 창은 , 당과 동서방장, 팔 루와 양당으로 구성된 사역을 완성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 역에 등장하는 건물이 모두 7동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지 처럼 大刹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청허휴정의 창이 마무리된 시 에 당 역은 당을 심으로 좌우에 동

서방장이 있고, 그 앞에 과 양당 그리고 팔 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때 당에서 독서를 하고 좌우 방장에서는 온돌이 있었다는 유람기들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서 당과 동서방장의 기능은 단일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4)

우선 당은 당이고, 좌우에 방장은 온돌이 설치된 건물이 된다. 그리고 남

효온의 智異山日課를 보면 당에서 책을 읽었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당과 방장은 독립된 건물이라기보다는 한 몸으로 붙어 있으면서 오가기도 원

활한 평면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서방장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도 있어 생활

이 가능한 요사와 같은 건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5)

5) 당과 좌우방장은 이

미 둔사, 삼척 흥 리사

4) 浮査集 권5, 雜著 “10월 1일 무술 ( 략) 먼  래 (蓬萊殿)을 찾았는데, 옛날에는 온

돌이 있었지만 지 은 텅 비어 그 안에 경 (經板)만 소장되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옛날 

독서하던 곳이다. ( 략)  주각(瀛洲閣)에 들 다. 주각은 법당 뒤에 있는데, 평소 

동방장(東方丈)․서방장(西方丈)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옛날의 옥천사(玉泉寺)이다.” 이 

은 성여신이 71세가 되던 해인 1616년 15일 동안 계사와 그 인근을 여행하면서 50년 

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일기이다. 성여신은 당이 있는 역을 옥천사, 탑비가 

있는 역을 계사로 이해하고 있다.

5) 남명선생집 권2, ｢遊頭流 ｣ “十八日 ( 략) 夕 愚翁. 共宿後殿之西方丈. 十九日 

( 략) 寅叔剛而. 登八詠樓以迎. 夕 寅叔愚翁. 更宿後殿之東方丈.” 조식이 1558년 4월 

계사와 그 인근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때는 옥천사라 불리던 시기로 殿이라 

함은 창기의 법당을 의미한다. 조식 일행은 그 뒤편의 東西方丈에서 하루씩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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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혜음원지, 회암사지 등 많은 사례를 통하여 소  객사형, 혹은 이방형이라는 

형태의 공간구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좌우방장은 주각, 래당과 같은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산 이

름으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에서 최치원이 책을 읽고 기거했다고 

해지고 있어서 말년에 신선으로 불렸다던 최치원과 연 성이 높다. 최치원의 

최후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지리산에서 신선이 되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 역은 선사를 숭모하는 역이면서도 신선이 되고자 

했던 大儒 최치원이 책을 읽었던 공간이라는 다  의미를 가진다. 즉, 이것은 

儒佛仙이 하나 된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청허휴정의 ｢ 창기｣에 등장하는 건물이름과 비슷한 시기 보편  사찰배치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당과 좌우방장은 객사형 는 이방형으로  뒤편인  

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앞마당 좌우로는 양당이 배치되고 그 앞에는 팔

루가 놓 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계사의 유일한 역이었던 이곳은 

당시 사찰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웅  역의 구성

벽암각성과 소요태능에 의해 조성된 웅  역은 진감의 비를 가운데 놓고 

웅 과 팔 루를 잇는 배치축을 갖추었다. 팔 루는 원래 당 역의  

앞에 놓여 있다가 웅  앞으로 옮겨 온 정루이다.
6)

6)‘팔 ’이란 범패의 음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을 상징하는 문루인 것이다. 이 게 

팔 루를 당 역에서 웅  역으로 옮기고, 인근 청학동에서 빌려 왔는지 

불분명하지만 은둔자의 마을과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靑鶴이라는 이름의 루를 건

립한 것은 당 역의 성격이 앞에서도 언 한 禪師와 神仙 그리고 선비의 의

미를 모두 포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면 상 으로, 팔 루가 옮겨간 웅  역은 형 인 불교의 공간

이라는 별  해석이 가능해진다. 응진 ․명왕 ․ 음 ․화엄 ․ 묵당 등 

6) 이 운, 2011 ｢17․18세기 하동 계사의 배치와 각구성의 변화: 지리산 유람기 분석을 

심으로｣, 경기 학교 석사학 논문, 78-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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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8세기 계사 웅  역의 추정배치도

조선시 의 형 인 각이 모두 웅  역에 지어진다. 한 ‘일주문- 강문

-천왕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동선은 자연스럽게 웅 과 팔 루의 축과 일치하

여 심사역의 지 가 웅  역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웅  역 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진감의 비와 최치원의 당 때

문이다. 진감의 비는 계사 입구의 ‘ 계석문’과 함께 최치원의 자취이며, 여기

에 최치원의 상이 걸린 학사당까지 있어 웅  역은 이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웅  역은 형 인 조선시  가람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최치원의 자취는 유

람 온 선비들의 람 포인트이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역

은 노출된 공간이라는 성격

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

상승의 통을 이어오는 당 

역과 별되는 역할분담을 하

게 된 공간으로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이 모여 괘불재

를 하거나 유람자가 들러 최치원의 을 감상하고 그의 상을 참배하는 동선을 

모두 웅  역이 수용하고, 嗣法을 한 공간은 비불교  동선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건축  의도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조선시  계사의 기와 응

지리산은 선비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공간이며, 불교의 참선수행의 適地 그리

고 도교에서의 이상향이라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산의 다

 의미는 오히려 불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이 천하를 돌아다니다 지리산에 이르러 진감의 비와 ‘ 계석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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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진감선사비와 계석문

바 씨를 남겼다

는 것은 불교가 당

시 주류 종교라는 

치에서 선비인 최

치원의 도교  생활

을 포용한다는 차원

에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조선시

는 다르다.

16세기 반은 문

묘에 배향되어 있던 

최치원을 당  최고

의 성리학자인 퇴계가 佞佛之人이라고 비 을 하 고, 이를 계기로 최치원의 문

묘배향을 철회해야한다는 상소가 오르기도 하 다. 이러한 당시의 분 기는 불

교계, 특히 최치원의 유 이 사찰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던 계사의 입장에서

는 곤란하 을 것이다.
7)7)

이러한 상황 인식은 청허의 ｢지리산 계사 창기｣에 아주 잘 드러난다. 이 

은 최치원과 진감을 등장시켜 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진감과 

최치원은 생몰년이 겹치지 않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청허휴정의 

창기에서는 진감과 최치원을 마치 동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최

치원을 창하며 그와 계가 깊은 불교가 이단의 종교가 아니라 道를 이해하고 

先儒를 숭앙할  아는 종교로 이해되길 바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청허가 계사에서 짓고, 단속사에서 새기고 어낸 三家龜鑑에서 유불도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강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8)

8)하지만 이러한 뜻

7) 유 , 2005 ｢서산 사가 조선 기의 불교계에 불러일으킨 ‘최치원바람’｣ 한문학보 12. 
8) 삼가귀감이 소각당한 단속사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폐사의 길로 어들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속사에도 최치원의 필 이 남아 있었으며 최치원이 여기서도 을 

읽었다고 알려진 사찰이지만 계사와는 운명이 갈라진 것이다. 계사에 비해 오히려 더 

크고 오래된 사찰인 단속사의 폐사과정을 통해 계사가 살아남은 이유를 어느 정도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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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식(1501~1572)의 문하인 23세의 은 선비 성여신(1546~1632)에 의해 목

이 불타는 사건을 통해 청허의 ｢지리산 계사 창기｣와 三家龜鑑으로 강조

하고자 했던 유불도의 조화 의도가 항상 효과 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수많은 선비들의 계사 방문은 지리산을 유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계사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불교계는 이후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청허를 심으로 의승군을 조직

하여 국난에 응하 으며, 이 공을 인정하는 사회  분 기 속에서 계사에

서는 벽암각성과 소요태능이 주도하는 웅  역의 창건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온다. 

계사에서는 이후 각종 불사를 진행하 지만 18세기 반경에 이르러 역의 

부담에 의해 사찰의 형편이 곤란해지면서 사세가 격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9)

9) 

상황이 이러하 기 때문에 18세기를 거치면서 정리되지 못했던 사 을 18세기 

말과 19세기 반에 연속해서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반 의 계기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781년부터 화악평삼이 주도하는 불사

가 시작되고 있어 사세 회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857년의 침명한

성에 의해 사 이 작성되는 등 지속 으로 불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당과 ｢선종육조혜능 사정상동래연기｣

진감의 비에서 육조혜능의 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의 내력에 해서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729년 김도수의 ｢남유기｣에는 

당에 진감․혜능․남악의 진 이 걸려 있다는 기록이 있어 당이 바로 육조

수 있다. 계사가 당 역과 웅  역으로 구분하여 처하는 등의 극  운 이 

있었기에 두 사찰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한다.

9) 夷溪處士文集 권3, ｢頭流山遊行 ｣ “( 략) 然房室多毁廢 無寺刹模㨾 豈非歲歉役煩 山

僧亦不堪支而致然那 (후략)” 이 에서는 부역과 흉년으로 인해 계사가  모습을 제

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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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추사 김정희가 쓴 ‘육조정상탑’ 편액

당일 가능성은 매우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10) 

당에는 추사 김정희(1786 

~1856)의 친필로 알려진 

‘육조정상탑 ’이라는 편액

이 걸려 있고 내부에는 석탑이 안되어 있는데, 편액에 의하면 육조혜능의 

相이 석탑에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이 정상을 안하게 되기까지의 내력을 고 있는 기록은 고려  해동

고승 을 지은 각훈이 썼다는 ｢선종육조혜능 사정상동래연기｣(이하, ｢동래연

기｣로 약칭)이다. 이 기록의 내용에 의하면 혜능이 입 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해동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언을 하 고, 그 결과 신라의 김 비에 의해 옮겨

와 이곳에 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해 ｢동래연기｣가 1915년

경에 작성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등 이 기록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연구가 있

었다.11)11)

이러한 사실로 보아 ｢동래연기｣의 기록과 당의 변화와는 한 련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래연기｣의 제목에서 ‘ 相’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혜능

의 머리가 우리나라로 해졌다는 식의 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12)12)이처럼 

불교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록의 진실성과 기록간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실제 

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한 ‘혜능의 머리’가 어떻게 해졌다고 믿도록 바 었는

지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있다.

10) 여기는 혜능․진감․남악의 진 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혜능의 제자인 남악회

양(677~744)일 가능성이 있다.

11) 정 식․송 숙, 2007 ｢<선종육조혜능 사정상동래연기>의 원문비 과 문제 ｣  동철

학 40, 49-66면; 변인석, 2012 ｢<선종육조혜능 사정상동래연기>의 본문연구: 내용비

을 심으로｣ 한국고 사탐구 12, 337-384면.

12) 相의 사  의미는 선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실제로 국에서는 혜능 머리를 

안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와 이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머리 취 미수 사건이 있었

다. ｢동래연기｣는 이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이 더해져 이루어진 이야기인 셈이다. 경
덕 등록과 고려와 조선에 유통된 壇經에만 존재한다는 ｢懸記｣에 이른바 혜능의 

언(사후 자신의 머리가 해동으로 갈 것이라는)과 이러한 미수사건 등이 조합되면서 재창

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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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계사 웅  

역의 석탑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머리’가 안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이 탑

으로 변한 시 이 더 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국에 있는 혜능의 몸도 

역시 탑(曹溪祖塔)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의 성격변화에서는 안

장된 것이 ‘혜능의 머리’인지보다는 언제 무슨 이유로 당의 안물이 바 었는

지이다.

6. 당의 변화: 당에서 탑 으로

1) 변화의 시기

당이 당에서 탑 으로 변한다는 것은 큰 변

화임이 분명하다. 배의 상에 한 진정성 차

원에서 보자면 眞影과 眞身, 그것도 머리라면 진

정성의 차이는 매우 크다. 진 이 진신으로 바  

정확한 시 과 이유는 모르지만 이 게 바  이유

는 진정성을 강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

일 것이다.

1729년 김도수의 ｢남유기｣에 당에 진 이 

안되어 있다고 고 있으므로 탑을 안한 시기는 

1729년 이후이다. 1798년 ｢ 우하동부방장산 계

사동서방장 수기｣(이하 ｢동서방장 수기｣)에 의

하면 당에는 육신보살을 안장한 탑이 있으며,13)13) 

그 내력은 법보단경에 개략 으로 기록되어 있

다고 한다. 그 다면 당이 탑 으로 변화한 시

기는 1729년 이후에서 1798년 이 이라는 추정이 

13) 여기서 육신보살은 등신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받은 몸으로 보살의 경지에 이

른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즉, 입  후 부패하지 않고 육신이 곧 배의 상이 된 경우

와 (이러한 의미에서) 덕이 매우 높은 승려를 지칭하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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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883년 ｢육조정상탑신건기｣(이하 ｢신건기｣로 약

칭)와 1913년 ｢용담선사탑비｣(이하 ｢용담비｣로 약칭)를 종합해 보면 재 당 

안에 안된 석탑을 1864년 인근의 목압사에서 옮겨왔다고 고 있다.

｢동서방장 수기｣와 ｢신건기｣  ｢용담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 당 

안에 안된 탑을 목압사에서 옮겨오기 에 당에는 별도의 탑이 있었다고 추

정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실제 ｢사 기｣에 들  가운데 오층탑이 남아 있

다고 고 있고,
14)

14)｢동서방장 수기｣에도 육신보살을 안장한 탑이 있다는 기록

이 있으며,15)15) 재 웅  에 5층 정도로 가늠되는 탑이 남아 있다. 이 기 때

문에 김정희가 쓴 ‘六祖 相塔’이라는 편액은 목압사에서 탑을 이건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설처럼 만허에게 받은 차의 가로 써  씨일 가능성이 크다.
16)

16)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것은 ‘동래연기’에 혜능이 “탑이나 비를 세워 창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이다. 이 기록이 만들어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지만, 진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  후 

37년이 지나서 탑과 비가 세워진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17)17)

2) 변화의 원인

(1) 외  변화의 원인

조선후기에는 국가가 왜란과 호란의 공에 한 보상을 하고, 백성들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불교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조치 등을 취하는데, 불교를 부정하던 

이 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 으로 불교를 묵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鏡巖集 권下, ｢重祿雙溪寺寺蹟記｣ “( 략) 五層塔猶存田野中可攷 (후략)” 

15) ｢嶺右河東府方丈山雙溪寺東西方丈重修記｣ “( 략) 寺之金  肉身菩薩安塔 而當時事跡略

在法寶壇經 刱塔化等機緣扁額筆 (후략)” (불교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앞의 책, 257-258면).

16) ‘戱贈晩虛’라는 시가 남아 있지만 재 남아 있는 계사의 기록에는 ‘만허’라는 이름이 

보이질 않는다.

17) 1798년 이 에 당에 육신보살을 안한 탑이 있다고 하는 것과 련하여 생각해 볼 문

제이다. 육조의 당이 육신보살을 안한 건물로 변했다는 것인데, 이 다면 머리를 

안한 것과 차이가 있을까? 앞선 연구처럼 ‘동래연기’가 일제강 기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

된다는 견해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 사례를 진감도 탑과 비도 세우지 말라

는 유언을 남긴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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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계사 지통

하지만 지속 으로 이어지는 사

찰의 국역부담은 많은 사찰에 경

제  곤란을 야기하 고, 결국 폐

사에 이르는 사찰이  늘어났

다. 이러한 상이 계사에도 이

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1744년 황

도익의 ｢두류산유행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유람기에서는 계

사의 사세가 기운 원인을 극심한 

역으로 보면서, 역을 견디다 못해 사찰을 정상 으로 운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고 있다.18)18)｢사 기｣에 의하면 1773년 계사가 퇴락하여 지곡사에 속하게 되

었는데, 지곡사가 역을 수행하지 못해 계사의 정루를 팔아 수행하지 못한 역

의 가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고 있다.
19)

19)이와 같이 과 한 역

으로 사찰 형편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이미 조선후기의 보편  상으로 계사

에도 지역 수행에 필요한 紙桶이 지 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사는 역을 해주는 完文도 받을 만한 처지가 못 는지, 한 건도 하지 않

는다.

특히 계사의 경우는 지리산 유람의 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도 큰 부담이었

을 것이다. 재 조선후기 유학자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은 기록이 알려진 

것만 20여 편에 이르고 있어 실제 계사를 거쳐 간 선비들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산 유람에 한 계사의 처는 선비들의 큰 스승인 최치원을 활용하

던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의 씨와 , 최치원이 심었다는 나무 그리고 공부

를 했다는 건물 등의 생생한 기억을 승하여 선비들의 최치원에 한 존숭을 

이끌어내어 계사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

20)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18) 이 운은 앞의 논문에서 이 기록 이외에도 1748년 이주 의 ｢유두류산록｣, 1752년 박래

오의 ｢유두류록｣ 등의 기록을 더 인용하여 계사의 곤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9) 이 운은 앞의 논문에서 正樓라고 그 로 읽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루를 팔 루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기록에는 당의 존재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지만 

당과 팔상 으로 구성된 역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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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사를 둘러싼 이같은 외  여건은 계사 존립의 기를 불러왔을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내  단결이 필요했을 것이다. 계사는 창건부터 창

까지 육조혜능의 정통성과 권 에 기 어 성장하고 유지하 던 것을 볼 때, 국

역과 선비의 유람에서 비롯된 기를 극복하기 하여 최치원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내부를 정비하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보자면 진 보다는 육신보살 혹은 진신의 일부를 안하고 있다는 자

부심은 꼭 필요했을 것이다.

(2) 내  변화의 원인

청허휴정은 당  체 불교계를 통활하는 큰 스님으로 부용 의 제자이면서 

부휴선수의 사형이다. 하지만 부휴선수도 결국은 청허휴정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

어 사형이자 스승이 된다. 이처럼 당시의 불교계는 청허휴정을 심으로 공고해지

면서 나옹법통설보다는 태고법통설이 주된 주장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21) 

<그림 10> 태고법통에 의한 법계도

20) 느티나무가 당으로 올라가는 다리[金橋]의 역할을 했는데, 이 나무를 최치원이 심었다

고 한다.

21) 조선의 선불교는 사제지간을 심으로 법을 잇는 통이 있는데, 당시 불교계의 심이

던 청허휴정이 나옹혜근으로부터 이어진 법을 이은 것이 아니라 태고보우로부터 이어지

는 법을 이었다는 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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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계정심,청허유정,사명유정,소요태능,호연태호 

(右부터)

남악태우(左), 진감혜소(中), 벽송지엄(右)

부용 , 부휴선수, 벽암각성, 백암성총, 

응암낭윤(左부터)

<그림 11> 계사 진

이후 조선시 의 법통은 청허계를 

심으로 부휴계가 분 하는 계가 유

지된다. 청허계와 부휴계의 분 이 유

지되는 틀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소

문 들이 생겨나는데, 이 게 형성된 

수많은 문 들은 조선후기 불교계의 큰 

동력이 되어 력과 경쟁을 통해 사찰

을 운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제 계를 바탕으로 문 을 

구성하여 사찰을 운 하게 되면서 부

작용도 있었다. 가장 표 인 사건이 

1764년 완주 송 사에서 청허계 후손

인 사암채 이 서역 화해동불조원류
라는 당시 법계를 정리한 책을 자신이 

속한 청허계 심으로 편찬하 다.
22)

22)

그런데 부휴계 승려인 벽담행인이 부휴

계가 청허계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졌

다고 하여 완주 송 사까지 가서 목

을 불사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

로 당시 불교계가 청허계와 부휴계로 

크게 구분되는 문 간의 계를 반목 

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 것은 돌발 이나마 문 간의 지나친 

경쟁의 폐해가 있었다는 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에 두고 재 계사 성보박물 에 소장 인 진 을 보면 

재미있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러 인물이 한 폭에 그려진 3 의 진 이 있는데, 

22) 이 책은 결과 으로 사암채 이 太古法統說을 확정하기 해 지은 책으로 인도, 국, 우

리나라를 잇는 법맥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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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화풍이 같아 동시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3명이 그려

진 진 은 앙에 진감혜소(774~850)를 심으로 좌에 남악태우(?~1732), 우

에 벽송지엄(1464~1534)이 각각 앙의 진감을 바라보도록 그려져 있다.
23)

23)그

리고 다른 두 그림은 각각 등(벽)계정심(연산군 ), 청허휴정(1520~1604), 사명

유정(1544~1610), 소요태능(1562~1649), 호연태호(1564~1652)으로 구성된 그

림과 부용 (1485~1571), 부휴선수(1543~1615), 벽암각성(1576~1660), 백암

성총(1631~1700), 응암낭윤(1718~1794)으로 구성되어 있다. 5명씩 등장하는 두 

폭은 진 이 각각 청허계(×)와 부휴계(●)로 알려진 스님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라보는 방향이 청허계는 東을, 부휴계는 西를 향하는 진 이다. 즉,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에는 어도 청허계와 부휴계의 뚜렷한 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남악․진감․벽송’ 순으로 그려진 진 으로 보아, 창주인 진감을 청허

의 6세손인 설암추붕의 법을 이은 남악태우와 같이 그림으로써 당시 계사의 

정체성은 청허계 편양 와 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진 들은 사라져서 온 한 조사의 배치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혜능을 

심으로 진감을 포함한 청허계와 부휴계가 균형을 맞추어 그려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24)

24)하지만 진감이 포함된 진 에 남악당이 벽송과 함께 진감

23) 이 진 에서 앙의 진감은 좌측의 남악과 우측의 벽송의 심에 배치되어 있다. 남악과 

벽송이 좌우를 보고 있어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앙이 진감임을 알 수 있다. 1729년 김

도수가 본 ‘진감-혜능-남악’에서는 혜능의 제자인 남악회양일 가능성이 크다(주10 참조). 

그런데 여기서 南岳 이라는 승려가 정확히 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편양 (청허의 

제자로 사명, 소요, 정  등과 청허계 4 문 를 이룸)인 설암추 (1651~1706)의 법을 

이었으며, 1725년 산사에서 화엄 법회를 개설한 남악태우(?~1732)로 보인다. 만약 

남악회양이라면 혜능의 사법제자이기 때문에 앙의 자리를 진감에게 내주질 않았을 것

이다. 그 게 된다면 ‘진감-벽송-남악’이 그려진 진 은 청허계의 한 분 인 편양 로 이

어지는 계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반까지 경상북도 사불산 

인근에서 활동한 남악당은 오 사도 있지만 이 스님이 계사 인근에서 활동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24) 부휴 의 응암낭윤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1794년 이후에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허 는 호연태호를 그려 1652년 이후의 인물은 이 그림에 그려지지 않았

다. 진감과 같이 그려진 남악당이 남악태우일 경우 1732년 이후 청허 의 인물은 그려지

지 않은 것이다. 이 그림으로 보아 계사는 18세기 반기 이후 지속 으로 부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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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계맥의 구분과 상호간의 력을 요시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거는 

1850년 작성된 계사 웅 의 수상량문과 침명한성의 ｢사 기문｣에서 볼 수 

있다. 이  상량문의 내용에 의하면 1636년 웅 의 창건은 ‘벽암과 소요의 묘

력’이라고 하여 부휴계와 청허계를 모두 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방장 수

기｣와 ｢사 기문｣을 모두 부휴문도들이 지었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에서 계사

는 이미 부휴계의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한 재도 방장 고산 종사를 통해 확인된 계사의 법통 은 ‘벽송지엄-부

용 -청허휴정-부휴선수-벽암각성-백암성총-응암낭윤-화악평삼- 암계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철 한 부휴계 법통 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25)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계사는 비교  소수 에 속하는 부휴계의 법통 을 충

실하게 계승하는 사찰로 상  다수 에 해 자신의 법통 을 강화하고 선양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역 화해동불

조원류를 둘러싼 갈등이 있던 시 과 당의 변화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 사건과 당의 변화와의 연 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결론

계사 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탑을 안하고 있는 건물로 탑의 노 이라

는 의미의 탑 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당은 처음에 당으로 창건되었고 1729

년까지도 그 성격이 유지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탑이 안되었다. 법통을 강조하

기 한 목 으로 육조혜능을 기리는 건물이라는 차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진

을 안하다가 탑을 안하는 방식으로 바 었다는 은 분명히 큰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탑에 진신이라는 연상이 가능한 ‘육신보살’과 ‘정상(두상)’이 

안되었다는 기록들이 18세기 말부터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식 으로 진

주도권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5) 서화동, ｢禪院산책25: 계사 당선원｣ 한국경제신문 2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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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하던 방식보다 진정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물이 변화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육신보살이나 정상, 두상 등의 정확한 의미를 떠나 분명히 

당이 탑 으로 바 었다는 에서 안물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

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물의 변화는 당시 계사가 처해있던 내외  환경에 한 응 차

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계사는 18세기 반에 극심한 역의 가 으로 사세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유람기를 통해 복 으

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  기록과 유물 등을 통해 이 시기에는 불사가 일어

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계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에 내  단결과 외  방어를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선비가 유람을 시작하는 화개동에 치한 계

사는 大儒 최치원을 존숭하는 승가의 모습을 최치원 련 유 과 유물 등을 보

하는 모습을 통해 선비들에게 보여주면서 불교에 한 감을 극복하려고 

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반의 기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사를 어렵게 할 

만큼 컸던 것이 분명하다. 이에 계사는 당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내  단결

을 한 정통성의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싶다. 한 당시 승가에서는 유교

 향의 수용을 통해 喪禮의 유교화를 거치고 있었던 시기로 자연스럽게 사자

상승의 통과 어울려 법통을 요시하는 풍조가 강화되었다는 도 진정성 강

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당이 당에서 탑 으로 변화한 것은 조선후기 계사가 직면한 내

외  기에 안물의 변화를 통해 법통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혜능, 최치원, 당, 계사, 지리산, 진감, 청허휴정, 태고법통설

투고일(2016. 8. 30),  심사시작일(2016. 9. 26),  심사완료일(201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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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teration of the Geumdang at the Ssanggyesa temple in Mt. 

Jirisan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enshrined object -

26)

Hong Byung-Hwa *

There is a building called Geumdang that enshrines a pagoda inside the temple. This 

is the only case that enshrines a pagoda inside a building in Korea, and there is a great 

deal of interest on how this came to be. There is greater interest as the object enshrined 

is the head of Yukjo Hyeneung, a Zen priest of Tang China. To be exact, Hyeneung's 

head did not come to Korea, but there are records that his head was transported to 

Joseon, which adds to the religious intensity.

Geumdang was originally built as the shrine for Yukjo, and there were great efforts 

made by Ssanggyesa Temple to overcome the difficult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combining this with the story that Yukjo's holy body 

(Bodhisattva in the human flesh or head) was enshrined at Geumdang, it can be 

presumed that a symbol for unity was created to overcome the difficult times. In other 

words, Ssanggyesa Temple looked to overcome the various hardships of the 18th century 

using symbolism through Choi Chi-won and Hyeneung.

Key Words : Hyeneung慧能, Choi Chi-won崔致遠, Geumdang金 , Ssanggyesa 

Temple雙溪寺, Jirisan(Mt.)智異山, Jingam眞鑑, Cheonheo Hyujeong

淸虛休靜, Taegobeobtongseol太古法統說.

* Chief Researcher, The Division of Research of the Traditional Buddhist Temple,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