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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후기의 불교를 쇠망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불교학의 일방적

인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으며,1) 민간의 불교신앙과 의례

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 그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선후기의 불교는 조선조 숭유억불의 상식을 통해 예견되는 외형과

는 달리, 나름대로 국가 혹은 대중들의 욕구에 부응했고, 변화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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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나온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의 『李朝佛敎』(1929)와 누카리야 카이텐(忽滑谷快天)의 『朝鮮禪敎史』

(1930)에서 표명된 부정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김용

태,『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13-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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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적절한 적응력을 키워왔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이러한 흐름

에서 나왔다. 민간 차원의 불교적 역량과 적응력은 세 가지 차원(승

려, 신앙인, 공간)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교계의 주체(佛

僧)가 건재했는지, 불승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檀信)의 종교적 열망

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불교문화의 기반이자 물질화된 공간인 제

장이 제 구실을 했는지의 여부가 그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후기 불교계의 주체는, 국가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호국성과 저항성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혹은 민중 차원에서 활

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의례화의 측면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향사를

받은 불승도 있었지만, 역모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뒤 무녀와 민중

들의 제사를 받은 민중 속의 불승도 있었다. 두 번째로 불교문화의

또 하나의 주축인 신도들의 신앙과 의례적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

다. 유교문화가 진전되고 천주교의 신종교적 역동성이 발휘되던 상

황에서도 일반 대중들, 양반지식인들, 왕실 등의 종교적 소비의 질

과 양은 위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승려나 사찰과의 지속적

이고도 조직적인 관계(사찰계)를 구축했던 단신(檀信)2)들은 자신들

의 의례적 욕구를 불교문화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불교문화와 의식구조를 구체화한 공간으로서의 사찰과 제장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르면서도 조선

후기 불교 사찰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의 세분

화된 종교적 사고와 의식을 좇아 불교의 제장(산신각, 칠성각)을 재

구성하는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논의를 통

해 영화로운 과거를 떠올리며 자폐적인 불교사를 구성하거나 당대의

국가나 유교에 대한 불교의 과장된 피해의식을 노출하는 조선후기

불교사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재고되길 희망한다.

2) 단신(檀信) 또는 단문(檀門)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보시

(dãna)를 음사한 단(檀)에 그 행위자나 구성원을 의미하는 신(信) 또는 문(門)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보시자 또는 시주(施主)를 뜻하

는 “dãna-pati”(檀越)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불교공동체의 물질

적 토대를 뒷받침하면서 불교신앙을 소비하는 신도 혹은 신앙인의 의미로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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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례화된 불승

조선후기에 이르러 승려에 대한 국가의 처우는 양극화를 더해갔

다. 의례화된 대상으로서의 불승을 고려할 때, 그러한 양극화는 분

명해진다. 왜란을 겪으면서 승군(僧軍)을 이끌었던 승장(僧將)들은

호국성을 인정받은 의승(義僧)의 대표로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제

사를 받게 되었고, 불교계 내부로부터 법통의 계승자라는 권위를 누

리게도 되었다. 한편, 전쟁을 겪은 후 전에 없이 피폐해진 민중들 사

이에서 걸출한 구제자를 자처하며 왕조의 권위에 도전했던 몇몇 승

려들은 반란과 저항을 일삼는 요승(妖僧)으로 지목받으며 죽음을 맞

이하게 되었다. 휴정(休靜)과 유정(惟政)이 전자를 대표한다면, 처경

(處瓊)과 여환(呂還)은 후자를 대표하는 불승이었다. 의승은 국가의

공인 사액사(賜額祠)에서 향사를 받은 반면, 대중을 유혹한 반역의

요승들은 기억 자체를 금지당해야 했지만, 간혹 무당의 신당에서 제

사를 받으며 대중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1) 국가의 제사를 받은 의승

7년간의 왜란은 그것 자체로 당시 불교계의 엄청난 물적·인적 피

해를 안긴 대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불교계의 위상과 입지의 변동을

초래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른바 승군(僧軍)의 참전과 공적은

불교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을 일신시켰고, 승군을 규합하고 통솔한

승장(僧將)들은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던 불

교교단을 규합하는 법통의 권위자로 자리 잡았다. 물론 전후에 승군

의 지도자들이 불교계를 이끌 수 있는 공인된 권위(八道十六宗禪敎

都摠攝, 禪敎兩宗判事)를 부여받기도 하였지만, 전쟁 중에 승군의

역할과 공적은 전후에 고스란히 승역(僧役)의 요구로 공식화되면서

내내 불교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승통(僧統)의 설치, 승군의 모집 및 통솔, 그리고 전후의 처리 등

을 주도한 승장은 충성스런 의승(義僧)으로 대접받았고, 사후에도

충성을 포상하고 의리를 장려하는[褒忠獎義] 차원에서 국가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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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적 진리의 엄격한 구분보다 사회질

서의 지속성을 위한 공과를 더욱 중시했던 유교국가의 성격을 잘 보

여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의승을 제사한 표충사(表忠祠)와 수충사

(酬忠祠)일 것이다.3)

영조 14년(1738) 유정의 고향인 밀양에 표충사(表忠祠)가 세워져

유정(惟政)과 더불어 휴정(休靜)과 영규(靈圭)가 함께 향사되었다.

그 이후 휴정에 대한 의례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액사당이 정조 13

년(1789)에 해남 대둔사(大芚寺)에 표충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지면서

휴정과 더불어 유정과 처영(處英)이 향사되었다. 의승에 대한 사액

사당의 건립과 제향은 정조 18년(1794) 영변의 보현사(普賢寺)에

수충사(酬忠祠)를 세우고 휴정과 함께 유정과 처영(處英)을 기리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때 서산의 공적을 기렸던 정조의 평가

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바랑을 짊어지고 지팡이 짚어가며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불

법의 깃발을 드높여 인간사와 하늘의 일을 통찰하게 되었다. 운장(雲章)

과 보묵(寶墨)으로 아랫사람에게 아낌없이 내리심이 각별하였다. 지금

정관(貞觀) 및 영락(永樂)의 서문과 더불어 도솔(兜率)과 난야(蘭若)의

사이에서 다툴 만하다. 중기에는 종풍을 현양하고 국난을 널리 구제하고,

의병을 모아 근왕(勤王)의 원훈(元勳)이 되었다. 이로 인해 비리고 누린

내나는 요기가 그의 손을 거쳐 맑아졌다. 지금 방편으로 세상을 구제한

공적은 염부제(閻浮提)의 무량겁에 영원히 기댈 것이다. 말기에는 인연

을 좇아 몸을 얻고 인연을 다해 몸을 거두었으니 인과를 찾아 상승(上乘)

의 교주(敎主)가 되었다. 매실이 여물고 연꽃이 향기를 떨치니 어느덧 피

안에 닿았다. 지금 바라보면 엄숙하고 다가가면 온화한 화상이 서쪽과 남

쪽의 향 피우는 사당에서 예배를 받고 있다. 이런 이후에야 비로소 대천

3) 밀양과 해남의 표충사에 대해서는 장동표,「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

우 이건 분쟁」,『역사와 현실』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 김용태,「조선후기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과 ‘종원’ 표명」,『보조사상』27, 보조사상연구원, 2007 ; 

이종수,「조선후기 대둔사 현창 운동과 그 의미」,『동국사학』50, 동국사학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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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千)의 세계를 구제하고 속세에 은혜를 끼쳤다고 할 만할 것이다. 어찌

면벽한 채 염주만 헤아리고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이 자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탑과 사당을 널리 세우고 많은 경과 율을 베끼는 것을

자비라 말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서도(西道) 및 남도(南道)를 맡은 수령

의 요청에 따라 영당의 편액을 내리되, 남도는 표충, 서도는 수충이라 하

고, 관에 명하여 제수를 내려주어 해마다 제사하게 하였다.4)

휴정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을 향해가는 즈음에도 그는 여전히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근왕(勤王)의 의리를 다한 의승으로 기억되면

서 국가의 공인된 의례화를 수렴하고 있었다. 국왕의 발언을 통해,

그간 불교를 짓누르던 무군(無君)의 이미지가 충군(忠君)의 이미지

로 표창되고, 호국의 이미지로 인해 종풍을 발현한 호법의 이미지도

덩달아 호평되고 있다. 근왕과 호국의 아이콘이 된 의승이야말로 조

선후기 불교계의 진정한 법통의 계승자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었

다.

2) 무당의 제사를 받은 요승

근왕(勤王)과 호국의 이미지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기억의 장소

를 부여받은 의승과는 달리 범상(犯上)과 저항의 이미지로 인해 사

회로부터 그리고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당해야 했던 요승

도 있었다. 관으로부터는 늘 요망한 중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대

중으로부터는 ‘살아있는 부처’라는 찬사를 받다가 급기야 죽음을 맞

이해야 했던 처경(處瓊)이야말로 조선후기 민중의 품에 가까이 있던

대표적인 불승이었다.

4) 한국불교전서 권7(淸虛集補遺, 正宗大王御製西山大師畵像堂銘并序), 736쪽. 

“始焉 腰包杖錫 徧叅諸方 樹法幢爲人天眼目 則雲章寶墨 寵賚優異 至今與貞觀永

樂之序 爭耀 於兜率蘭若間 中焉 顯發宗風 弘濟國難 倡義旅爲勤王元勳 則腥羶妖

氛 應手廓淸 至今使方便度世之功 永賴於閻浮提無量刼 終焉 隨緣現身 緣過攝身 

尋因果爲上乘敎主 則梅熟蓮香 焂到彼岸 至今有望儼即溫之像 受頂禮於西南香火

之所 如此然後 方庶幾乎濟大千而惠塵境 曾面壁數珠磨磚作鏡之 謂慈悲乎 曾廣建

塔廟多寫經律之 謂慈悲乎 予因西南道臣之請其影堂額 賜南曰表忠 西曰酬忠 命官

結祭需 歲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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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경의 삶은 의금부의 심문기록인 요승처경추안(妖僧處瓊推案)

5)에 부분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심문 과정에서 처경은 자신이 숨

겨진 왕족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소현세자의 유복자설’을 고집했지

만, 추문관들은 그가 대중을 유혹시킨 한낱 비천한 떠돌이 요승일

뿐이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몇 차례의 대질 심문과 증언이

거듭되면서 그의 실제적인 이력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경은 1652년(임진)에 강원도 평해(平海)에서 향리 손도(孫燾)와

양녀 소죽(所竹)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세에 아비를 잃고 10세 즈

음엔 어미마저 잃어 고아의 신세가 되었다. 원주의 외조모의 손에

양육되다 열 두 살쯤, 원주 황산(黃山) 고자암(高自庵)에 거하는 지

응(智應)이라는 승려에게 맡겨졌고, 16세 즈음에 승명(처경)을 받고

중이 되었다. 그러나 20세를 전후하여 사승(師僧)인 지응의 곁을 떠

나 경기도의 안성, 죽산, 양지, 광주 등 경기 내륙 지역을 유리하게

되었다. 안성지역에 머물면서 그의 인생은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

기 시작한다.

처경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니 그 용모가 청수하여 보통의 중과는 같

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젓가락만으로

몇 차례 밥을 먹고는 그쳤을 뿐이며, 데운 것이나 찬 것을 마시지 않았습

니다. 그가 먹은 것을 보니 기력을 지탱하고 보존할 수 없는 듯했지만,

송경(誦經)을 이끌어 가는 그 목청만큼은 매우 맑았습니다.6)

지난 갑인년(1674) 쯤에 비로소 죽산(竹山) 땅 봉송암(鳳松菴)에 나

이 어린 한명의 중(처경)이 오대산(五臺山)으로부터 당도하여 수개월 동

안 곡기를 끊고 먹지 않은 채 경문(經文)을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모두

생불(生佛)로 여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7)

5) 妖僧處瓊推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추안급

국안(推案及鞫案) (규15149) 제 78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처경의 옥사는 숙종 

2년(1676) 11월 1일에서부터 16일까지 보름여 동안 진행되었다.

6) 妖僧處瓊推案 병진(1676) 11월 4일, 거사 박인의의 진술.

7) 妖僧處瓊推案 병진(1676) 11월 4일, 노비 묘향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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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 외모에다 의례적 영험성을 갖춘 처경은 점차 재가신도들로

부터 생불(生佛)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처경은 생불이라는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확보해 나가는

데에 진력하였다. 아마도 그를 사승(師僧)으로 모신 묘향(妙香)의 발

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즉 묘향이 던진, “스승

님의 모습이 앞에서 보면 생불 같고 뒤에서 보면 왕자 같은데, 왜

그런 것입니까?”8) 라는 찬사 섞인 질문은 처경으로 하여금 생불이라

는 종교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왕족이라는 정치적인 권위를 곁들인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소현세자의 유복자)을 확립하도록 부추겼다.

당시 왕통의 계보에서 소외된 소현세자의 숨겨진 후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 처경은 그간 잊혔던 왕족의 후예가 지닌 울분을 해

소한다는 명분으로 왕실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인정

해줄 만한 고관들이 거하는 서울로 향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관에 붙잡혀 추문을 당한 끝에 숙종 2년(1676), 참위

(讖緯), 요서(妖書), 요언(妖言) 등을 짓거나 그것을 전파하여 대중

을 현혹시킨 죄(造妖書妖言)를 받아 용산 당고개에서 25세의 젊디젊

은 승려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외딴 강원도 동단 평해에서 원주로, 다시 경기 내륙을 거쳐 서울

에 이르기까지 그는 민중들 사이에서 곡기를 끊은 채 경문(經文)을

잘 풀어주던 생불이었고, 치유력과 영통력을 지닌 옥불(玉佛)을 소

지한 소문난 승려였다. 그에게 의례를 의뢰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를 따르는 제자와 거사(居士)들도 다수였다. 그러나 처경이 소현세

자유복자설을 통해 왕실과 왕통의 권위를 짓밟은 정치범으로 처형됨

으로써 그를 향한 공공연한 추앙과 기억은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생불로 추앙받다 죽음을 맞이한 처경에 대한

기억과 추념은 처경의 삶과 별 연고도 없던 머나먼 해주 땅에서 구

체화되고 있었다. 처경이 처형되고 11년이 지난 숙종 13년(1687)에

어느 이름 없는 해주의 무당을 통해 처경은 다시 기억되고 많은 대

중의 관심을 받는 의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해주 무당은 신당(神

8) 妖僧處瓊推案 병진(1676) 11월 4일, 묘향(67세)의 진술내용. “師之形容 自前

視之 則似生佛 從後見之 則似王子者 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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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을 세우고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던 이남(李柟) 및 허견(許

堅)과 더불어 처경(處瓊)을 제사하다 발각되어 외딴 섬으로 정배되

기에 이른다.9) 당시의 시선으로도 왕권의 권위를 훼손한 역모자로

서 기억과 담론이 금지된 신령들을 취합하여 대중들에게 종교적인

영험성을 환기시키는 무당의 의례는 낯설고 흉측한 것임에 틀림없었

다.

해주 무당이 의례화한 이남은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麟坪大君)의

차남 복선군(福善君)으로서 당시 영의정을 지낸 허적(許積)의 서자

였던 허견(許堅)과 공모하여 숙종의 정통성을 ‘인조-인평대군-복선

군’으로 대체하기 위해 모역을 벌인 죄로 이미 7년 전에 죽임을 당

했던 인물이었다. 물론 처경은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 이들과

는 무관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소현세자의 유복자를 자처하

며 그간 버려지고 숨겨진 왕실의 후계자로서 ‘인조-소현세자-처경’으

로 이어지는 왕통론으로 숙종의 왕통(인조-효종-숙종)을 위협하였다

는 점에서, 해주 무당이 조합한 신령의 조화는 공감될 여지도 충분

하였다.

근왕(勤王)과 호국의 이미지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기억의 장소

를 부여받은 의승의 비조로서 휴정을 꼽을 수 있다면, 반왕조적인

반란의 이미지로 인해 공식적인 기억과 담론이 금지된 요승의 전형

으로서 처경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근왕과 호국으로 이미지화된

의승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의례를 받는 동안, 반왕조와 저항의 상

징이 된 요승들은 무당에 의해 대중의 품속에서 의례화되기도 하였

다. 생불에 대한 제사는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미지의 생불을 대망

하거나 이미 현존하고 있는 생불에 귀의하는 민중의 신앙은 더욱 뜨

거워져 갔다.10)

 9) 承政院日記』책322, 숙종 13년 5월 5일. “府啓 頃日筵中 伏聞特進官李選所陳

達 海州妖巫 爲逆柟設神堂 配以逆堅及瓊 自上有巫女絶島定配之命 夫覡巫輩陰祠

惑衆 雖或有之 而豈有聚合凶逆之神 肆然設置堂宇如是者哉 其造意營建 非巫女所

自創爲 而論其情犯 不可直爲定配而止 請令該曹 拿致京獄 嚴加究問 依律定罪”

10) 가령, 생불신앙과 도참신앙을 결부시켜 정씨 성을 가진 생불을 대망했던 차충

걸사건(1691년)과 생불을 자처한 여인을 따라 성황사를 철거하고 무업을 포기

했던 황해도 요녀사건(1758년)은 처경 이후 전개된 새로운 생불신앙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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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신(檀信)의 불교신앙

두 번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소격서(昭格署)가 자취를 감추고 동

서활인서(東西活人署) 소속의 무녀집단이 거의 와해되었던 것에 비

해, 불교는 조직과 신앙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맞이

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로부터 도첩이 발급되었고 왕실의 원찰도 지

정되었다. 지방의 경우, 전몰자와 무주고혼의 의례적 처리(천도재,

수륙재)는 물론 기우행사와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의례에도 불승들

이 자주 등장하였다.

가뭄의 참혹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관에서 경내의 모든 불승(緇

徒)과 무격(巫覡)을 두치강변(斗治江邊)에 모아놓고 연일 비를 빌게 하

였다. 이휘노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헌의 누각 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을 돌려 바라보니 하나의 기이한 볼거리가 될 만하였다.11)

또 성(진주성)이 함락되었던 6월 29일에 던져진 시신이 강을 메우고

붉은 피가 흐름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 강물이 붉게

변한다고 제동(齊東)이 말해주었다. 비록 정말 그렇다고는 믿기지 않지

만 원기(寃氣)가 응어리져 있으니 가히 괴이하고 애처롭다. 이런 이유로

매년 그날이 되면 불승들이 강가에다 대재(大齋)를 베푼다고 하니 그 애

처로운 죽음에 보답하는 제사의 전례라 여길 만하다.12)

18세기 전반기에 이미 불승과 무격의 기우제가 더 이상 국행기우

제로 공식화되기는 어려웠지만13) 지방의 경우에는 조선후기 내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성,「생불과 무당」,『종교연구』68, 한국종교학

회, 2012. 참조.

11) 導哉日記, 경종 3년 5월 18·19일. “旱氣之慘 去去太甚 自官咸集 境內緇徒及

巫覡于斗治江邊 連日禱雨 故偕李徽老及諸人 敘話于東軒樓上 遊目望見 足成一奇

觀也” 

12) 導哉日記, 경종 2년 7월 19일. “且聞陷城之日 日乃六月二十九 而投屍塡江 赤

血成流 故或其輪回之日 江水變赤云 齊東之言也 雖未能信其眞然 而寃氣之鬱結 

可怪亦可慘也 以玆之故 每年輪月日 則漆緇徒 設大齋于江之濱云 可想其哀死報

祀之典也” 

13) 최종성, ｢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86, 진단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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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었고,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그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전란기의 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전란 후의 수습과정에서도 불

교신앙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왜란을 겪

고 난 뒤 120 여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교의례를 통해 전쟁

의 상흔이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불교신앙의 수혜자는 공적으로 국가일수도 특정의 지역일

수도 있으며, 사적으로 왕실, 양반, 재가신도 및 기타 일반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불교에 대한 비판

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불교의례를 요청하는 냉랭한 소비자로서의 이

중성을 보여주었지만, 일반적인 신앙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불교

의례를 매개로 불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정적인 소비자

로서 조선후기 불교문화를 떠받치고 있었다.

1) 양반가의 불교신앙

조선후기에 불교신앙의 질적인 정도와 양적인 빈도를 확정짓는 것

은 자료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 아직 역부족이다. 다만 조선후기

양반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신앙의 면모를 추출해내는 것

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작년) 8월경에 안성으로부터 양지(陽智) 대해산(大海山) 묘희암(妙

喜庵)으로 옮겨 갔습니다. 본현에 나아가 현감 정행일(鄭行一)을 만나 뵈

었더니 현감의 몸에 병이 있어 제게 불공(佛供)을 드리도록 여러 번 왕래

하였습니다. 12월(臘月)경 현감이 직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의 두 아

들 윤주(潤周)와 연주(演周)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제게

이르기를, “경산(京山)은 살 만하니 올라와 도봉산(道峯山) 원통암(圓通

庵)에 머물러 지내라”고 하였습니다.14)

64-70쪽. 

14) 妖僧處瓊推案 병진(1676) 11월 4일, 처경의 진술. “八月間自安城移往陽智大

海山妙喜菴 委進本縣 見縣監鄭行一 則縣監身有疾病 使矣身供佛因爲往來 臈月

間縣監遆歸時 見其兩子潤周演周矣 其兩子謂矣身曰 京山可居是如爲白去乙 矣身

上來住接于道峯山圓通庵爲白有如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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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모임을 파하고 관아로 돌아온 후에 처경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희 부친의 병이 중해 약에 효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저희들에게

질병이 이 지경인데 왜 공불기도(供佛祈禱)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불사(佛事)의 허탄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지만, 사사로운 정에 가려 ‘지

극정성으로 해볼 건 다 해 본다’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기대어 광주(廣

州) 대해산(大海山)에서 송경(誦經) 의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12월 15일 저의 부친께서 현감의 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지극한 오한이

들고 병세가 깊고 심각해 길을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달 21일에

야 비로소 길을 떠나 서울에 돌아왔습니다.15)

첫 번째 인용문은 불승으로서 경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

을 받은 처경이 진술한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처경은 안성지역

에서 양지로 옮겨온 후 양지현감을 지낸 정행일의 두 아들과 접촉하

며 치병을 위한 불공(佛供)을 거행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정행일

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인 정윤주(23세)의 진술내용으로서 불교에 대

한 비판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지방관을 지내고

있는 부친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송경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상

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공불(供佛) 혹은 공불기도(供佛祈禱)로 대표

되는 양재구복(禳災求福)을 통해 불승과 양반은 신앙적인 만남을 이

어갈 수 있었다.

(경종 1년 6월) 8일. 저녁에 중들(髡輩)이 불전(佛前)에 재(齋)를 베

푸는 일이 있었다. 그 번거롭고 요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뒷방으로 피하였

다.16)

15) 妖僧處瓊推案 병진(1676) 11월 6일, 정윤주의 진술. “矣等罷接還衙之後 處瓊

又爲來見 而得聞矣父素有重病 藥餌未效之語 謂矣等曰 疾病如此 則何不供佛祈

禱云云爲白去乙 非不知佛事之虛誕 而私情所蔽 無所不用其極 果依其言 使之誦

經於廣州大海山爲白有齊 其後臈月十五日 矣父得遆縣監時 當極寒病勢深重 不卽

登道 同月二十一日 始爲發行還京”

16) 導哉日記』, 경종 1년 6월 8일. “八日 夕 髡輩有佛前設齋事 不勝煩擾 避于後

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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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1년 7월) 15일. 중들이 불공(佛供) 드리는 일로 어지럽게 굴어

뒷방으로 피하였다. 책을 읽었다가 그만 두었다가 하면서 날이 저물고 말

았다.17)

위의 두 기록은 전라 함평 지역의 양반 이준(李濬)이 기록한 『도

재일기(導哉日記)』의 한 부분이다.18) 이준은 문중의 재실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곤 하였는데, 재실에서 벌어지는 요란스런 불공

의식으로 인해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앞의 기록은 5월 24일에,

뒷의 기록은 7월 10일에 각각 재실에 올라가 며칠간 공부를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6월 8일에 양반가의 문중 재실에서 불교의식이 거

행되었던 의도와 동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1년전(숙종 46년,

1720년)에 사망한 모친의 상례와 관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7월 15일에 거행된 재실의 불공의식은 백중일에 조상의 망혼

을 위해 거행하는 설재불공(設齋佛供)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월) 15일은 우리나라 풍속에서 백중날이라 칭한다. 중들이 재를 열

어 불공을 드리며 큰 명절로 여긴다. ... 고려 때에 부처를 숭상하며 이날

에 항상 우란분회를 열었는데, 지금의 풍속에서 재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다. 우리나라 풍속에 7월 보름을 망혼일(亡魂日)이라고 하는데, 대개 여

염집 사람들이 이날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갖추어 죽은 어버이

의 혼을 부른다.19)

위의 인용문은『동국세시기』에 기록된 7월 백중일과 관련된 풍

속을 서술한 내용이다. 앞서 인용한 7월 15일의 일기 내용은 불승으

17) 導哉日記』, 경종 1년 7월 15일. “十五日 髡輩有佛供紛擾事 故避于後房 或讀

或輟而終晷”  

18) 이준의 일기를 중심으로 양반의 일상과 신앙에 대해 논의한 김영미,「18세기 

전반 향촌 양반의 삶과 신앙-李濬의『導哉日記』를 중심으로-」,『사학연구』

82, 한국사학회, 2006. 참조. 

19) 東國歲時記』七月, 中元. “十五日 東俗稱百種日 僧徒設齋供佛 爲大名節 ... 高

麗崇佛 是日每爲盂蘭盆會 今俗設齋是也 國俗以中元爲亡魂日 盖以閭閻小民 是夜

月夕 備蔬果酒飯 招其亡親之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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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재를 열어 불공을 올리게 하는 백중의 세시풍속이 18세기

양반가에서도 깊게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당시 이준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불승의 불공의식은 과거를 준비하

는 이준의 독서를 괴롭힐 정도로 양반가에 가까이, 그리고 빈번히

다가왔던 것이다.

재실에서 거행된 불공의식 이외에도 이준의 모친과 형의 장례의식

에 동원된 취반재승(炊飯齋僧) 3-4명이 묘역을 지키며 전례(奠禮)를

준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20), 이들이 사족의 묘직(墓直)을 맡

거나 그들의 재사(齋寺)를 지키던 불승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21)

그러나 치병이나 재실의 설재불공뿐만 아니라 양반가의 장례의식에

도 신앙적 용역자로서 불승이 동참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일반 단신(檀信)

불교신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닌 양반들에 비해 하층민들의

신앙적 열망은 더욱 간절하였다. 17세기 털옷을 만드는 장인(毛衣

匠)의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장 한천경 56세) 제가 나이 오십이 다되도록 자녀가 없었기에 사

하리(沙河里) 약사(藥寺)에 기도하든가, 혹은 홍제원(弘濟院) 석불(石

佛)에 기도하는 등, 여러 영험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다가 마침 사내 하나

를 얻었고, 지금 나이 아홉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여 얻은 자식은

반드시 기도로써 복을 얻어야 한다고들 하기에 저는 매년 공불(供佛)하

는 것을 상례화했습니다. 때마침 원통암(圓通菴)에 벙어리(啞者) 한명이

옥불(玉佛)을 얻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그

에게로 달려가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올 봄과 여름에 연이어 원통암에 가

서 공불(供佛)하였는데, 단지 두 명의 중이 있었을 뿐이었고, 7월 그믐쯤

20) 이에 대해서는『導哉日記』, 숙종 46년 2월 28일 및 경종 3년 10월 20일의 

기록을 참조할 것. 

21) 이수건은 조선시대 유불교체(儒佛交替)의 결과로 불교 사원이 사족의 재사(齋

舍)로 바뀌고 승려가 사족의 묘직이나 재사(齋寺)를 맡는 존재로 탈바꿈 되었

다고 주장한다. 이수건,『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221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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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 번째로 공불을 하였을 때, 비로소 처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꽤 어렸고 용모는 청수(淸秀)하였습니다.22)

모의장(毛衣匠) 한천경(韓天敬)은 아들을 얻기 위해 정릉 지역의

약사에 기도하기도 하였고, 영험처로 소문난 홍제원의 석불에도 기

도하였다. 드디어 아들을 얻은 후에도 기도로 얻은 자식의 복을 지

속시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불(供佛) 의식을 거행하였다. 당

시 원통암의 옥불에 대한 영험한 소식을 들었던 그는 원통암에서 여

러 차례 공불을 거행하였고, 결국 소현세자 유복자를 자처하며 원통

암으로 옮겨온 처경과 조우하였던 것이다.

한편 궁가의 나인을 지내다 일반인으로 돌아온 62세 여인의 불교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죄인 자현 62세) 저는 영안위의 집 나인으로 있다가 연로하여 신역

(身役)을 면하여 여염집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부처님을

위하는 일(爲佛事)을 좋아했는데, 작년 12월(臈月)에 저는 원통암에 옥

불(玉佛)이 있는데 영이하다는 말을 듣고 몸소 연등(燃燈)을 하러 갔었

는데, 스님(僧人)은 없고 단지 거사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금년 9월 5일

에 불사를 지은 후 점안(點眼) 의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가보

았을 때에는 과연 처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승속이 다 모여들어 무척

어수선했기에 저는 단지 쌀(米升) 공양을 드리며 축원했을 뿐이며, 처경

과 더불어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23)

한천경과 마찬가지로 자현도 평소에 부처를 위하는 일에 열심이었

고, 원통암의 옥불이 영이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의 의례에도 참여

한다. 12월의 연등(燃燈)은 물론 점안식에도 참여하여 쌀 공양을 올

리며 축원하기도 하였다.

3) 거사 및 보살거사

22)『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모의장 한천경의 진술. 

23)『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9일, 자현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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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 연구에서 재가신도는 승려(비구, 비구니)에 비해 자율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해 왔다.24) 그러나 이른바 우바새(優婆塞)

와 우바이(優婆夷)로 대변되는 재가신도야말로 민간의 불교신앙을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원의 불교와 민간의 불교를 이어주

는 매개자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사원의 승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속인도 아닌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중간 주체들이

창출하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한 불교신앙의 면모를 이해한다면 민간

의 불교문화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에 승인(僧人)에 대비되는 비승비속의 주체로서 ‘사장(社

長)’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과

‘거사(居士)’가 병렬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대개 생업에 종사하지 않

고 역을 피해가며, 분향과 음악으로 많은 무리를 이끄는 혹세무민의

주체로 묘사된다. 예종 1년(1469) 공조판서인 양성지가 올린 상소에

는 사장(社長)을 금하는 일도 들어 있었다.

근래에 서울과 지방에 남녀노소가 사장(社長)이라 칭하기도 하고, 혹

은 거사(居士)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도사(道士)의 무리와 비슷합

니다.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면서 생업을 폐하고 차역을 피하기만을 엿

보고 있습니다. 외방에는 천만이 무리를 이루어 절에 가 향을 불사르고

서울에서는 여염집에서 밤낮으로 남녀가 섞여 지내며 징과 북을 울리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25)

위에 쓰인 거사 혹은 사장은 남자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남녀 재

가신도에 대한 기록이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중종 대이다.

24) 다행히 1983년 전신재는 유랑연예집단 연구의 서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선

시대 거사(居士)의 자료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는 거사의 修學, 

流浪, 行乞, 占術과 祈禱, 行商, 演戱, 賣春 등의 생활양식을 소개하면서 조선후

기에 이르러 종교적 집단이 유랑집단으로 점차 변모해가는 장면에 주목하였다. 

전신재,「居士考」,『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3.

25) 睿宗實錄』권6, 예종 1년 6월 신사. “近日京外老小男女 稱爲社長 或稱居士 此

亦道士之比也 非僧非俗 廢其生業 窺避差役 外方則千萬爲群 上寺燒香 京中則閭

閻晝夜 男女混處 錚皷轟轟 無所不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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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의 어그러진 풍속을 살펴볼 때, 남자는 거사(居士)라 하고 여인은

회사(回寺)라 하는 사람들이 [山寺에 다니며 우거하는 여인을 방언으로

회사라 한다]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멋대로 음탕한 짓을 하며 횡행

함으로써 풍속을 그르치고 있으니 법으로써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26)

위 기록은 중종 당시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던 권홍(權弘)의 장계

(狀啓)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남자 거사에 대비되는 명칭으로 여

자 ‘회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뚜렷한 생업 없이 음행을 저지르는 주

체로서 법적인 통제가 요망되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후기

에 이르러 방언인 회사에 비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사당’(社

堂, 舍堂, 捨堂, 舍黨)이었다.27)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장보다는 거

사가, 회사보다는 사당이 남녀 재가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난리 후에 군대와 전쟁의 사무가 많아 아직 문교(文敎)를 두루 펴지

못 했는데, 구로(舊老)는 이미 다 죽어가고 후생은 일어나지 못 하니, 학

식 있는 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10여 년간 인심이 어지럽

고 사설(邪說)이 자행되어도 금지하고 검칙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어

리석은 백성들이 미혹되어 남자는 거사(居士)라 하고 여자는 사당(社堂)

이라 칭하며, 자신의 본업을 일삼지 않고 승복을 걸치고 걸식하며 서로를

꾀어내어 그 무리가 번성하고 있는데도 주현에서는 금지시킬 줄도 모르

고 있습니다. 평민의 절반이 떠돌아다니며 도로에 줄지어 잇고, 산골짜기

를 가득 메우며, 혹 스스로 모여들면 천백(千百)의 무리를 이루니 보기에

도 놀라울 뿐입니다. 경성(京城)의 경우에는 엄한 법이 있으나 드나들며

유숙하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염 간에서 위나 아래나 모두

휩쓸려 중을 먹이며 공불(供佛)하고, 사신(捨身)하여 설재(設齎)하는 자

가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사대부 중에도 마음을 기울여 부처를 받들면서

26) 中宗實錄』권19, 중종 8년 10월 정유. “觀本道弊風 男子之稱爲居士 女人之稱

爲回寺者(女人之游寓山寺者 方言謂之回寺) 率皆不事農業 縱淫橫行 傷風敗俗 法

所當禁”

27) 1786년 작인 통도사의 감로탱의 화기(畵記)에는 ‘舍堂’으로(『甘露幀』, 예경, 

1995, 429쪽), 이긍익의『연려실기술』(별집 13, 정교전고, 승교)에는 ‘捨堂’으

로, 정현석의『교방가요』에는 ‘舍黨’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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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자가 있으니, 장차 이런 풍속과 세태 속에서 세도

(世道)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적이 두려운 것은 뜻하지 않게 백련교도

의 난과 같은 것이 일어나 백성들의 이목을 가리고 천하를 혼탁한 지경으

로 젖어 들게 하는 일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중외

(中外)로 하여금 거사와 사당이라 칭하는 남녀로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소재 주현에서 붙잡아 가두고 심문하여 극히

심한 자를 가려내게 하십시오. 그에 따라 여자가 있고 가업(家業)이 조금

실한 자를 뽑아 북도(北道)로 들여보내 변방을 채우게 하고, 비루하고 의

탁할 것이 없는 자 중에 나이 젊고 부릴 만한 자는 관노비(官奴婢)에 정

속(定屬)시키게 하십시오. 요언으로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거짓으로 속여

민간에 화를 끼치는 자는 심문하여 자백을 얻은 후 보고토록 하여 국법으

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러한 조처들을 해조로 하여금 경중(京中), 개성

부(開城府), 팔도에 알려 각별히 신칙하여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게 하십

시오.28)

위 기록은 선조 40년(1607) 왜란 이후, 좌도(左道)와 사설(邪說)

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사헌부의 보고였

다. 기록에 의하면, 남 거사(居士)와 더불어 여 사당(社堂)은 특별한

생업 없이 승복을 걸치고 걸식하며 도로와 산간에 무리를 이끄는 불

온한 무리로 묘사된다. 거사와 사당은 대중을 산사(山寺)로 이끌기

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염으로 다가가 공불(供佛)과 설재(設齋)를 도

모하며 민중의 신앙에 부응하기도 하였다. 거사와 사당에 대한 비판

의식은 이긍익(1736-1806)의『연려실기술(練藜室記述)』에서도 그

대로 이어진다.

비구승(比丘僧)ㆍ비구니(比丘尼)ㆍ우바새(優婆塞)ㆍ우바이(優婆夷)

는 ‘사중(四衆)’이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바새를 ‘거사(居士)’, 우바

이를 ‘사당(捨堂)’이라고 한다. ... 거사(居士)ㆍ사당(捨堂)도 그 수가 매

우 많으며, 국내에 꽉 차서 동냥으로 직업을 삼고 좋은 옷에 배불리 먹고

지내니 민간에 폐해를 끼침이 말할 수 없으며, 병역(兵役)을 기피하고 관

청 부역에 나오지 않고 종신토록 한 올의 실을 관청에 바치지 않으니, 일

의 절통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다. 그런데도 그 동안 4백 년간에 한

번도 고칠 것을 의논한 일이 없으니, 놀랍고 통탄스러운 점을 어찌 다 말

28)『宣祖實錄』권211, 선조 40년 5월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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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29)

걸식행위와 병역의 회피를 일삼는 거사(居士)와 사당(捨堂)의 수

가 만만치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음사의 무리로 비

판받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채 각지를 돌

아다니면서 대중을 현혹시켜 반역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불온한

무리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급기야 정조 대에 이르러 함경도 삼수부

(三水府)의 거사배(居士輩)들이 거사(擧事)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30) 당시 추국의 과정에서 공초받은 이문목(李文穆)은 삼수부

거사들과 친분이 있던 임경화로부터 “거사(居士)와 사당(舍堂)의 말

을 들으니, 거사의 동류(同類)가 삼남(三南)에 두루 있는데, 거의 1

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작으면 명화적(明火賊)이 될 것이고, 크면

역모(逆謀)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한다.31) 정조 대

의 거사역모사건은 거사와 사당이 불교신앙자나 유랑예능자에 머무

르지 않고 대중을 규합할 수 있는 저항자로도 진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1676년 처경사건을 다루고 있는『요승처경추안(妖僧處瓊推

案)』에 묘사된 거사들의 사례에서 당시 일상적인 불교신앙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노비 묘향 67세) 지난 갑인년(1674) 쯤에 비로소 죽산(竹山) 땅 봉

송암(鳳松菴)에 나이 어린 한명의 중이 오대산(五臺山)으로부터 당도하

여 수개월 동안 곡기를 끊고 먹지 않은 채 경문(經文)을 풀어주는데, 사

람들이 모두 생불(生佛)로 여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뭇사

람들을 따라 가서 만나보고 거사(居士)가 되고자 하였는데, 처경이 저에

게 ‘묘향(妙香)’이라는 법명(法名)을 지어준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 먹

어 늙었으나 이미 처경으로부터 계를 받았기에 그를 스승님(師)으로 높

이 받들었으며, 그 이후로 서로 왕래하였습니다.32)

29)『練藜室記述』별집13, 政敎典故, 僧敎.

30)『逆謀同參罪人柳泰守等推案』(『推案及鞫案』 책239-240).

31)『日省錄』정조 10년 1월 11일(병진).

32)『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노비 묘향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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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吏 김계종 71세) 저는 본래 양재(良才) 역리(驛吏)였는데, 삼십삼

사 년 전에 서울 수각교(水閣橋) 아래에 거하는 양반집의 사환노비(使喚

婢子)인 백아개(白了介)와 혼인하고 안성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 지

금까지 구화역(仇火驛)에서 20여년간 지내왔습니다. 갑인년(1674)에

어느 이름난 한 명의 중이 죽산(竹山)의 보산굴(普山窟)에 이르렀는데,

제 몸이 늙고 병들어 찾아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처 백아개가 한 번

찾아가 만나보았고, 두 번째로 가서 연비(燃臂)의 의식을 치루고 그를 스

승님(師)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 그 이름난 중이 우리 집을 찾아왔었는

데, 그의 용모를 살펴보니 평범한 중과 견줄 수 없고, 행동거지와 언어도

다른 데가 있는 듯했습니다.33)

위의 기록은 묘향과 그의 남편 김계종의 진술을 차례로 옮긴 것이

다. 1674년 당시 65세였던 노비 백아개(白了介)는 생불로 소문난 불

승을 따르는 거사가 되고자 연비(燃臂) 의식을 받고 묘향이라는 법

명을 하사받았다. 위 인용문을 통해, 거사와 사승(師僧)과의 사제관

계를 엿볼 수 있으며, 절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집에서도 접촉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처경을 따르던 남자 거

사들의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거사 김선명 64세) 저는 양반집의 노비로서 양주(楊洲) 해등촌(海等

村)에 거했습니다. 나이 마흔을 넘긴 후, 비로소 거사가 되어 빌어먹으며

삶의 밑천을 삼았습니다. 작년쯤엔가 다른 거사 2명과 여자 거사 2명과

같이 원통불당(圓通佛堂)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승 처경도

광주(廣州) 약사전(藥師殿)으로부터 그 불당에 이르렀기에, 그에게 근인

(根因)을 물었더니 자칭 걸승(乞僧)이라 하였습니다. 걸승이라 하기에

그와 더불어 같은 곳에서 수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34)

(거사 박인의 65세) 저는 본래 남양(南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먹어 군역에서 제대한 후, 처자식 없이 제 한 몸뿐이었습니다. 그러

므로 작년에 거사가 되기 위해 도봉산 원통암에 들어갔습니다. 김선명과

더불어 단 둘이 함께 지내다가 금년 4월경에 처경이 삼전포(三田浦) 약

33)『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역리 김계종의 진술.

34)『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거사 김선명의 진술. 



38    종교학 연구

사사(藥師寺)로부터 그곳에 이르렀는데, 김(金) 거사라는 자도 처경의

옷 보따리를 지고 함께 왔습니다. 처경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니 그 용

모가 청수하여 보통의 중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사

용하지 않고 단지 젓가락만으로 몇 차례 밥을 먹고는 그쳤을 뿐이며, 데

운 것이나 찬 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은 것을 보니 기력을 지탱

하고 보존할 수 없는 듯했지만, 송경(誦經)을 이끌어 가는 그 목청만큼은

매우 맑았습니다. 절에 중이 없어 불공(佛供)하러 오는 이가 없었는데 처

경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벗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머물렀으며, 매우 간절하게 그를 높

이 받들었습니다. 이번 10월경에 저는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 먼저 서울

로 들어갔고 수일이 지난 후에 처경이 따라 올라왔습니다.35)

(거사 김자원 75세): 저는 수원(水原) 군졸로 나이 들어 제대한 후에

마땅히 연명할 길이 없어 갑진년(1664)에 거사가 되어 동서로 다니며

구걸하는 것으로 명을 부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양주 원

통불당(圓通佛堂)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광주(廣州) 약사전(藥師殿)에

수륙재(水陸之會)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사전에 가서 수륙

재를 보았을 때에 승 처경도 거기에 있었는데, 용모와 언동이 평범한 중

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에 마음이 매우 기뻐 함께 동거할 뜻을 말하였더니

처경이 곧바로 허락하여 마침내 그와 더불어 모두 불당으로 오게 되었습

니다.36)

60~70대 노령의 남자들이 처경의 신이함과 비범함에 이끌려 처

경과 친밀한 인적 관계를 맺는 거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의 첫 번째 기록에서 보이듯이, 처경은 남거사뿐만 아니라 여거사

(女居士)들과도 신앙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특히 궁실 나

인들과 사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왕실의 친속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그의 문서들 속에는 양반, 상인(常人), 여인들의 서찰이 매우 많았으

며, 그중에서도 자옥(自玉), 자신(自慎), 자련(自憐), 자현(自賢) 등 4인

의 언문 편지가 가장 많았고, 그 내용도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또 어느

35)『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거사 박인의의 진술.

36)『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4일, 거사 김자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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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언문 편지에는 표적이 없어 염려스럽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신들

이 자옥 등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더니, 모두 서울에 있는 보살거사

(菩薩居士)의 이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네 사람이 편지에 쓴 말

들이 모두 궁가(宮家)에서 쓰이는 설화인데 어찌 보살거사라 말하는지를

더욱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사실 처음 진술할 때 착각했으며 이제

다시 생각하니 모두 궁가의 나인들로서 내가 붙여준 법명(法名)인데, 자

신의 본명은 숙이(淑伊)요, 자련의 본명은 애숙(愛淑)이며, 자옥은 복령

군 댁의 나인이었는데 본명은 알 수 없고, 자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

하였습니다.37)

위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거사(女居士)를 지칭하는 말로

보살거사(菩薩居士)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경과 서찰을 주고

받았던 자옥(自玉), 자신(自慎), 자련(自憐), 자현(自賢) 등은 궁가의

나인 출신으로서 처경과 사제의 연을 맺고 법명을 받은 여거사들이

었다. 우리는 17세기 처경의 걸출한 편력을 통해 불승과 친밀한 인

적관계를 형성했던 재가신도들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사당의 또 다른 이름인 보살거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제장의 변화

앞서 살펴본 대로, 불교계를 이끌었던 주체나 불교로부터 수혜를

원하는 신앙인들 모두 조선후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과 활로

를 모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교신앙의 공간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사찰과 그 제장에 주목함으로써 조선후기 불교문화의 맥락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불교의 외형적 교세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사찰의 양적 변화에 주목해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찰의 공간구조 상에 반영된 불교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불

교의 제장들(산신각, 칠성각)의 재구성에 주목해보는 것이다.

1) 양적 변화

37)『妖僧處瓊推案』병진(1676) 11월 8일, 추국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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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찰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병희에 의해 대강

이 밝혀졌다.38) 그는 중종 대의『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 영조 대의『여지도서(輿地圖書)』, 그리고 이능화의『조선불

교통사(朝鮮佛敎通史)』(1918) 등의 자료에서 전국의 사찰수를 정리

하여 조선 전기, 후기, 말기의 교세변화를 파악하였다.39) 그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16세기『신증동국여지승람』상의 1658개의 사찰이

18세기『여지도서』상에서는 1,537개로 약 100여개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두 사료를 근거로 사찰 중의 소규모 암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할 때 조선전기의 10.1%의 암자의 비중이 조

선후기에 이르러 32.0%로 증가하였음도 드러났다. 결국 조선전기에

서 조선후기로 진행되면서 전국의 사찰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규모도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희가 조선후기의 사찰현황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은

『여지도서』본(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은 영조 당시 미완의 자료였

고, 당시 누락된 여러 군현의 자료들이 비슷한 시기의 자료로 보완

되어 영인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정조 대 후반부에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사찰을 8도로 나누어 정

리한『범우고(梵宇攷)』를 분석하여 조선후기의 사찰 변동 상황을

재고하고자 한다.『범우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람

古 294.3551-B45, 규4207, 규477)과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21-190)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내용에 있어 3개의 규장각본은 상호

동일하며, 국립중앙도서관본도 규장각본과 대동소이하나 필사본에

붉은 색으로 가필하여 내용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흔적이 있어 통계

상 약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을 기준으로 현존 사

찰수와 폐찰수를 도별로 비교하면 [표1]과 같다.

38) 이병희,「조선시기 사찰의 수적 추이」,『역사교육』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39) 이병희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사찰수는 1,658개 → 1,537개 → 1,478개(산

내 암자 제외시 1,283개)로 줄어든 반면, 사찰 중에서 소규모 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 → 32.0% → 40.8% 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논문. 참

조.



조선후기 민간의 불교문화: 불승(佛僧), 단신(檀信), 제장(祭場)     41

지역
당시 현존하는 사찰수

폐찰수
소계 사(寺) 암(庵) 기타

경기도 170 117 53 0 92

충청도 191 137 53 1 181

경상도 399 275 118 6 164

황해도 138 79 56 3 140

강원도 185 86 94 5 80

평안도 285 194 86 5 135

함경도 141 86 55 0 59

전라도 266 174 82 10 178

총 계 1775 1148 597 30 1029

[표1]『범우고』의 사찰현황

* 관할구역의 변동으로 이중 기재된 사찰의 경우 차감함

* 기타는 社, 窟, 房, 臺, 刹, 巖, 堂, 衍, 佛, 方丈 등

* 강원도는 원춘도로 되어 있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18세기 당시 현존하는 전국의 사찰 수는 총

1,775개로 집계되었다.40) 당시에 이미 폐찰된 사찰의 수도 1,029개

에 이를 정도로 조선후기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역동적인

조정의 국면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황해도의 경우에는 당

시에 이미 폐사된 사찰의 수(140)가 현존하는 사찰의 수(138)를 능

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범우고』에서 파악된 현존

하는 사찰의 수치(1,775)는『여지도서』의 기록보다는 238개나 많

으며, 조선전기의『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도 117개나 많은 것

40) 규장각본의 경우 1,756개로 국립중앙도서관본과는 19개의 차이를 보인다. 이

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이 규장각본의 기록에 누락된 전라도의 진원(珍原)과 경기

도의 강화(江華) 항목을『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거해 각

각 7개와 11개의 사찰로 추가하였고, 경기도 양주에도 1개의 사찰(고령사)을 

가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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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기록상으로 16세기 전반기에서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는 동

안 전국의 사찰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1,658개에서 1,775개로 늘

어난 것이다. [표2]는『범우고』의 통계와 이병희가 제시한 바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통계를 비교하여, 조선시대 전후기의 사찰

수의 증감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등

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

서 감소폭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경상도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황해도가 눈에 띄게 격감한

사실은 차후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사찰수

증감
신증동국여지승람 범우고

경기도 212 170 -42

충청도 260 191 -69

경상도 284 399 +115

황해도 213 138 -75

강원도 113 185 +72

평안도 221 285 +64

함경도 75 141 +66

전라도 280 266 -14

계 1,658 1,775 +117

[표2] 조선 전·후기 사찰증감현황

범우고』의 기록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시 현존하

는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내는 것이다. 기록상으로는 사(寺)와 암

(庵)이 일반적이고 이 외에 사(社), 굴(窟), 방(房), 대(臺), 찰(刹),

암(巖), 당(堂), 연(衍), 불(佛), 방장(方丈) 등의 명칭이 보이고 있

으나 전체 30건에 불과하다. 사와 암의 실제적인 기준을 확증하긴

어려우나 규모의 측면에서 대소의 구별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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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에 따르면, 현존하는 사찰 중에서 사

(寺)의 수(1148)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6%였고, 암(庵)의 수

(597)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6%였다.41) 이는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구성비(사: 88.6%, 암: 10.1%)에 비해 현격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사의 비율은 약 24%(88.6→64.6) 줄어든 반면 암의 비율은

23.5%(10.1→33.6) 늘어난 것이다. 사찰의 수치에 적용한다면 사는

321개(1,469→1,148) 줄어든 반면, 암은 430개(167→597) 늘어난

것이다.

[표3]은『범우고』에 기록된 폐찰 현황을 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금폐(今廢)로 기록된 사찰 중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존속

하거나 아예 다른 이름으로 개칭되거나 형태가 축소되어 암자화된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동, 개칭, 축소 등의 흔적이 없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만 폐찰수로 계산하였다. 당시까지 폐찰된 1,029개의

사찰 중에 사(872)가 차지하는 비율은 84.7%에 이르는 반면, 암

(152)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즉 조선후기에 이르기

까지 폐찰된 사찰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였고, 비교

적 소규모의 사찰들은 지속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

에 현존하는 사찰 중에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

라 사에 비해 생존율도 높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체적인 사찰의 수가 증가한 것은 소규모 암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1) 이러한 사와 암의 비중은 이병희가 『여지도서』를 근거로 산출한 사의 비율

(67.0%) 및 암의 비율(32.0%)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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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폐찰수

소계 사(寺) 암(庵) 기타

경기도 92 81 11 0

충청도 181 160 21 0

경상도 164 142 20 2

황해도 140 123 17 0

강원도 80 43 37 0

평안도 135 115 18 2

함경도 59 50 9 0

전라도 178 158 19 1

총 계 1,029 872 152 5

[표3] 『범우고』의 폐찰현황

결론적으로『범우고』의 자료를 근거로 보자면, 조선후기의 사찰

수는 예상과는 달리 감소하지 않았다. 적어도 절대수치만큼은 증가

하였다. 다만 사찰의 규모에 있어서 경량화가 주목되고 있다. 주지

하다시피 사찰의 운영은 국가 및 왕실의 지원 혹은 지역의 경제적

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종교적·경제적 기반

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전반적인 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현상이

었다. 그러나 그 예상에 비해 불교가 변화된 환경에서 자신의 구조

를 슬림화하면서 생존력과 적응력을 높였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사찰은 줄어든 반면 소규모의 암자가 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던 것이다.42) 왕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원찰이나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액제사를 받들거나 불교지도자를 배출한 사찰

이 아닌 한, 대찰의 위축과 약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외형적

42) 이병희의 예증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는『신증동국여지승람』과『여지도서』

를 근거로, 조선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사찰이 318개 폐사되고 새로운 사찰이 

118개가 창건된 반면, 암자의 경우에는 45개가 폐사되고 새로이 52개가 생겨

났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병희, 앞의 논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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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세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적당한 규모로

체질을 전환하면서 대중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불교

문화의 면모를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2) 제장의 생성: 산신각과 칠성각

앞서 조선후기 사찰의 양적인 변화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이제

전각과 탱화의 배치를 통해 불교문화의 질적인 특성과 변화를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홍윤식은 상단-중단-하단의 3중구조를

통해 한국불교의 신관과 가람배치는 물론 불교와 민속의 만남을 종

합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불·보살의 상단이 중심을 이루고, 여

러 신중들의 중단이 내호원(內護院)을, 영가들의 하단이 외호원(外

護院)을 이루는 만다라의 체계를 가람배치에도 유비시켜 부처를 봉

안한 대웅전을 중심부(상단)로, 금강문, 사천왕문, 명부전 등을 내호

원(중단)으로, 뒤편의 산신각과 칠성각을 외호원(하단)으로 설정하

였다.43) 홍윤식의 3중구조는 불교의 토착화 또는 민속의 수용을 설

명하는 보편적인 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맥락이 결부

되기 이전의 초시간적인 유형론이라 할 수 있다.

그 뒤 몇몇 연구 성과를 통해 불교의 토착화 또는 불교와 민속의

유형론적 신크레티즘에 역사적인 맥락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도

대체 그러한 혼합이 언제 어떻게 시발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점

차 역사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령, 김형우는 산신각 건

립 기록이나 산신도 화기(畵記) 등을 검토하면서 산신각이 사찰 내

의 독립된 건축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이후의 일이고,

적어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

다.44) 한편 산신도에 대한 근래의 연구에서도 현존하는 산신탱화들

이 대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더구나 호랑이를 탄 산신의

도상 유형(騎虎山神形)은 19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는 것이라 강조되

고 있다.45) 이러한 산신각과 산신탱화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통해,

43) 홍윤식,『불교와 민속』,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0, 145-146쪽.

44) 김형우,『韓國寺刹의 山神信仰硏究』,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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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향한 조선후기 불교문화의 새로운 모색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찰의 수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사찰의 규모

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사찰의 양적 규모가 점

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마저 거스르는 것은 불가하였겠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간의 종교적 욕구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부응

하면서 질적인 변모를 꾀했던 불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원 주변에 산신각이 배치되는 제장의 변화는 도심으로부터 점차

산중으로 밀려들어온 불교와 산간의 민속신앙이 조우하면서 빚어진

결과일 수 있다.46) 그러나 불교 내부적으로 민속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단-중단-하단의 보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

라도, 또 산중불교화로 인해 산간신앙과의 접촉이 자연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전란 후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불교 입장에서 독립된 전각

을 새로이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기존의 사

찰을 지속시키기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소실된 전각을 복원하기조차

도 어려운 상황에서 산신각이나 칠성각의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왕실의 원찰이나 사액 사당이 속해 있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운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

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18세기 인악의첨(仁嶽義沾)이 지

은 <은적암산령각기(隱寂庵山靈閣記)>에 따르면 특정 시주자에 의해

소규모의 독립된 산신각(산령각)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래(蓬萊) 강인수(姜麟秀)가 한 칸의 정실(淨室)을 지어 산령(山靈)

을 모시는 제사의 처소를 마련하였는데 삼십금(三十金)이나 들였다. 어

떤 뜻으로 그랬는지를 물었더니, 그저 공경의 일만을 알 뿐이지 다른 바

람은 없다고 하였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성이다.

저 위대한 산령께서도 장차 애써 응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응하심으로써

45) 윤열수,「조선후기 산신도와 불교 습합(習合)신앙」,『한국불교문화연구』5, 한

국불교문화학회, 2005.

46) 요즘엔 도심으로 파고들던 무당들이 점차 산중으로 밀려나면서 무속의 신당에 

불당을 결합한 사원화된 굿당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감악산 일대의 몇몇 굿

당들은 무속의 신당에 불당이 부가된 사원화된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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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성에 답할 것이다. 아 강공이야말로 진정한 선남자로구나!47)

그러나 산신각을 봉안하는 일은 몇몇 개인의 시주에 머물지 않고

사찰의 단신(檀信)들이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전각의 보편화를 가속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산신각이나 칠성각의 신축을 위해 스님들이

단문(檀門)을 향해 보시를 청했던 권선문(勸善文)을 통해 그러한 사

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두 개의 인용문은 허응공여(虛應空如)가

지은 <산신각권선문>과 <칠성각권선문>이다.

산신 보살이 크신 위력으로 불사를 도우며, 중생을 위해 자비를 일으

키신다. 자취가 신위에 깃들어 있으니, 중생이 복을 구하면 복을 줄 것이

요,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줄 것이요,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줄 것이며,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물며 전각을 세워 봉안한다면 어찌 잘

되지 않으랴! 산신각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단문(檀門)들에게 널리 알리

니, 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맺어 무한히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노라. 이

에 받들어 봉축하니 사문(四門)이 진실로 화합하고, 만사가 때에 맞춰 운

영되리라. 위에서 아름다운 보배가 내리고 아래로 상서로운 복이 가득하

리로다.48)

칠성의 법은 중생에게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칠여래의 원력이 넓

고 깊으므로 일찍이 옛날 당나라에서 칠시(七豕)를 만들어 살인의 화를

입을 뻔했던 노파를 구했던 것이다. 그러니 중생을 위해 자비를 일으키심

이 또한 크지 않은가? 이제 칠성각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단문(檀門)들

에게 널리 알리니, 모든 군자들이 칠성여래와 큰 인연을 맺어 무한히 축

복이 깃들기를 엎드려 바라노라. 이러한 공덕으로 봉축하노니, 주상전하

와 문친구족(門親九族) 및 외목사문(外穆四門)이 달을 잡아 존귀함에 거

하고 북두칠성을 갖추어 기틀로 삼기를 바라노라.49)

47) 韓國佛敎全書』권10, 412-413쪽, <隱寂庵山靈閣記>. “蓬萊姜公麟秀 築一間淨

室 與山靈 作禋祭之所 直三十金 問其奚意 則曰我知敬事而已 無所蘄也 無所爲

而爲之 此誠也 倬彼山靈 必將無所應而應之 以答其誠矣 噫 姜公 眞善男子與”

48) 韓國佛敎全書』권10, 743쪽, <山神閣勸善文>. “山神 菩薩以大權 助化佛事 爲

物興悲 而迹居神位故 衆生求福則與之 求財則與之 求子則與之 度貧則以富度之 

況建閣奉安 不亦善乎 以山神閣新建次 普告檀門 同結善緣 萬千祝手 仍玆奉祝 

四門允穆 百揆時序 上降休寶 下叶禎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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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단신(檀信)에게 산신각과 칠성각의 조성을 계기로 공덕을

쌓고 지복을 누리는 인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권선문이 빈번하

게 작성되는 것과 조선후기 사찰의 제장 변화는 무관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민중의

구복성이 반영된 제장의 변화가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

기에 제장이 일신되는 과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사찰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찰계는 탄탄한 인적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을 독려하면서도 사찰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후원을 제공한 신앙공동체였다는 점에서 특정

전각의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한상길의 연구에

따르면, 사찰계는 승속의 수행 및 신앙뿐만 아니라 사찰의 운영에

재원을 제공하는 보사적(補寺的) 기능을 담당했는데, 특히 17세기말

부터 대부분의 사찰계가 신앙 자체보다는 사찰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보사(補寺) 활동에 주력했다고 한다.50) 결국 조선후기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조성되던 시기와 사찰계의 경제적 시주활동이 활발하게 전

개된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동년배의 승려로 구성된 갑계(甲契)나 동일한 스승을 모시는 문도

계(門徒契)가 승려 중심의 사찰계였다면, 사찰 재정이나 전각의 중

보수비를 뒷받침해준 불량계(佛糧契)와 특정 신앙과 관련된 칠성계

(七星契) 및 지장계(地藏契)는 재가자 중심의 사찰계였고, 염불수행

을 목적으로 한 염불계(念佛契)는 출가자가 주도하는 승속의 사찰계

였다. 결국 조선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불교계는 승려 간에, 단신(檀信) 간에, 그리고 승속 간에 다양한 종

교적·재정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종교적 수행과 구복적 열망을 채우

는 데에 필요한 사찰의 운영과 제장의 구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

이다.

49) 韓國佛敎全書』권10, 743쪽, <七星閣勸善文>. “七星之度衆生大悲 是七如來願

力 弘遠深廣故 昔在唐初 作七豕 救老婆于殺人之禍 其爲物興悲不亦大乎 今以七

星閣新建次 普告檀門 伏願僉君子 結大緣於七星如來 萬千祝手 以此功德 奉祝主

上殿下 門親九族 外穆四門 握金鏡以居尊 齊玉衡以建極”

50) 한상길,『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8쪽.



조선후기 민간의 불교문화: 불승(佛僧), 단신(檀信), 제장(祭場)     49

조선후기의 사찰계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특정 전각의 조성과 관

련된 불량계와 칠성계이다. 왜란으로 수많은 전각이 소실되기 전인

16세기에 금산사(金山寺)에 칠성전(七星殿)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이긴 하지만,51) 칠성각이 가람에 건립된 것은 시기상 산신각과 대동

소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칠성각의 조성과 칠성신앙이 보편

화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칠성각의 운영과 신축에 기여했던 칠성계

혹은 (칠성전)불량계가 등장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한상길

이 분석한 바 있는 19세기 오어사(吾魚寺) 칠성계의 경우, 유석(儒

釋)이 함께 하고 노소(老小)가 망라된 계원의 구성을 보이고 있

다.52) 칠성신앙으로 결성된 단신(檀信)들의 신앙심과 경제적 지원으

로 조선후기 불교신앙의 지속성과 제장의 활력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조선후기의 불교문화는 신종교다운 역동성은 없었지만 장구한 세

월을 지내오며 낯설지 않은 생활의 일부로 수용되었다. 종교적 사

제, 고객, 제장공동체 등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의 불교문화는 민간

을 향한 체질을 충분히 갖추어 나아갔으며, 이는 이후 근현대 불교

의 재건과 부흥의 잠재적인 발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후기의 불교계에는 국가가 원하는 의승도 있었고, 저항

하는 민중이 열망하는 요승도 있었다. 국가와 지배자로부터 날선 이

단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의승의 공로는 전후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에도 길이 기억되었고 공인된 제사로도 이어졌다. 전후 대외적인 인

식이 제고되면서 대내적으로 불교의 정통성이 확립되고 교단의 구심

점이 마련될 수 있었다. 반면, 질곡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민중들에게 생불(生佛)로 다가와 권력의 대체와 권력에의 저항을 환

기시킨 요승들도 있었다. 요승 처경은 국가로부터 죽음을 당해야 했

51) 김형우, 앞의 책, 19쪽.

52) 한상길, 앞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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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생불이었지만 무당에 의해 제사받으며 영험성을 좇는 민중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의 불교는 국가와도

통할 수 있고 민중과도 통할 수 있는 통로를 고루 갖추고 있었던 셈

이다.

둘째, 조선후기 불교신앙의 고객들은 양반으로부터 하층민까지 다

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냉랭한 소비자부터 열정적인 소비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특정 사찰이나 불승을 따르는 단신

(檀信) 또는 단문(檀門)의 의례적 열망과 경제적 후원은 조선후기

불교문화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성격

을 조정하는 힘이기도 하였다.

셋째,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국의 사찰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다만 현실에 맞게 사찰의 운영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찰이 줄고 다양한 암자들이 늘어난 것은 국가나

왕실의 특정한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적응가능한 체질을 갖추

면서 민간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후기의 현실과 무관

하지 않다. 조선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는 승속의 사찰계

활동을 통해 사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갔고, 산신각과 칠성각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전각 배치를 구성하면서 민간의 종교적 욕구를 불교

화하여 사찰 공간에 반영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민간불교문화, 불승(佛僧), 휴정(休靜), 유정(惟政), 처경

(處瓊), 여환(呂還), 단신(檀信), 제장(祭場), 산신각(山神

閣), 칠성각(七星閣), 사찰계(寺刹契)



조선후기 민간의 불교문화: 불승(佛僧), 단신(檀信), 제장(祭場)     51

<참고문헌>

김영미, 「18세기 전반 향촌 양반의 삶과 신앙-李濬의 『導哉日記』를 중

심으로-」, 『사학연구』82, 한국사학회, 2006.

김용태, 「조선후기 대둔사의 표충사 건립과 ‘종원’ 표명」, 『보조사상』

27, 보조사상연구원, 2007.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김형우, 『韓國寺刹의 山神信仰硏究』,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윤열수, 「조선후기 산신도와 불교 습합(習合)신앙」, 『한국불교문화연

구』5, 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이병희, 「조선시기 사찰의 수적 추이」, 『역사교육』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이종수, 「조선후기 대둔사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50, 동국

사학회, 2011.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 이건 분쟁」, 『역사와 현

실』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전신재, 「居士考」,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중예술』,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1983.

최종성, 「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86, 진단학회, 

1998.

최종성, 「생불과 무당」, 『종교연구』 68, 한국종교학회, 2012.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홍윤식, 『불교와 민속』,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0.



52    종교학 연구

<Abstract>

Popular Buddhist Culture in late Joseon: Monks,

Devotees, and Ritual Place

Choi, Jong S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how Buddhist culture

could keep surviving and prevailing in popular society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order to explain the cultural durability and

adaptability of Buddhism in late Joseon, I will pay attention to

three aspects: religious specialists(佛僧), believers(檀信), and

religious place(祭場).

Firstly, despite the fact that Buddhist suffered from

religious suppression by Confucian, some monks who led monk

soldiers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were officially ritualized

as a national loyalist monk. But other monks who weakened and

superseded the then kingship were executed on charges of

treason against the Yi dynasty but were finally worshiped as a

deity for the masses. In-between national and popular

dimension, religious influence and leadership of Buddhist monks

remained undimin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Second, religious clients of Buddhism in late Joseon were

composed of all social stratum from royal family to lower class.

The Buddhist devotees burned with religious passion as well as

gave financial support to Buddhist society and culture.

Especially, self activities of temple fraternities had Buddhism



조선후기 민간의 불교문화: 불승(佛僧), 단신(檀信), 제장(祭場)     53

overcome the tremendous religious and economic difficulties.

Lastl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invigorated the

popular spirituality and faith in late Joseon. Statistically, as

compared to the situation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e total

number of extant Buddhist temple increased in latter half of

Joseon dynasty. Most of great temples went down but small

temples grew steadily. In spite of the gloomy atmosphere,

surviving temples met properly the devotees’ religious demands.

For example, to match the masses’ religious expectations,

San-shin-gak(山神閣, mountain-god shrine) or Chil-seong-gak(七

星閣, seven stars shrine) began to build around the 17th

century, and became more common into the 19th century.

Key words : popular buddhist culture, religious specialists(佛

僧), Hyujeong(休靜), Yujeong(惟政), Cheokyoung

(處瓊), Yeohwan(呂還), believers(檀信), religious

place(祭場), San-shin-gak(山神閣, mountain-god

shrine), Chil-seong-gak(七星閣, seven stars

shrine), temple fraternities(寺刹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