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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날 전하는 불교의식 가운데 49일간 설행하는 칠칠재 형식의 천도의식으로는 생

자(生者)를 위한 생전예수재, 망자(亡者)를 위한 사십구재, 고혼(孤魂)을 위한 수륙재가 

있다. 이 가운데 생전예수재의 성립시기와 개념을 재검토하고 불교사적 의미를 고찰하

였다.

일반적으로 생전예수재의 성립시기를 고려시대로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중

기에 설행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생전예수재와 관련한 고려시대 의식집이 전해지고 있

으나 생전예수재를 설행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려전기부터 설행되었을 것

으로 추정되는 수륙재 역시 칠칠재 형식으로 정착한 것은 고려 말이다. 본고에서는 고

려 말 사십구재와 수륙재가 먼저 칠칠재로 설행되고, 그 수륙재의 영향을 받아 조선중

기에 생전예수재가 칠칠재 형식으로 설행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조선후기 생전예수재와 관련된 소문(疏文)과 의식집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생전예수재가 설행되던 초기에는 그 주체가 왕실이었지만 점차 일반 백성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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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생전예수재 관

련 의식집이 간행되었음을 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전예수재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

이라고 정의해왔지만, 본고에서는 또 다른 견해로서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이라는 정

의를 소개하고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예(預)’는 전생에 미

리 빌린 빚을 갚는다는 뜻이고 ‘수(修)’는 현생에서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수행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생전예수재 성립의 불교사적 의미로서 삼문수학 가운데 염

불문의 수행이며,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이지 않는 한국 독자적인 불교의식으로서 생자

-망자-고혼을 연결하는 천도의식의 완성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제어

생전예수재, 수륙재, 사십구재, 칠칠재, 불교 천도의식, 삼문수학, 염불문

I. 머리말

모든 종교 의례는 살아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듯이 불교 의례도 그 범주

를 벗어날 수 없다. 불교 의례는 여러 형식 중에서도 죽음과 관련되는 의식이 

대표적인데, 죽음 관련 의식이 성립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윤회사상이다. 

중생이 천상-인간-수라-축생-아귀-지옥을 윤회한다고 하는 육도윤회설의 불

교 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

키게 한다. 결국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최종적으

로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가

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갖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죽음과 관련되는 불교 천도의식(薦度儀式)에서 그 대상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생자(生者)와 망자(亡者)와 고혼(孤魂)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생자는 죽음 이후 극락에 왕생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한 

지 49일 이내의 망자는 살아 있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극락왕생의 기도를 

대신 받으며, 죽음 이후 극락에 왕생하지 못하고 윤회의 고통에서 헤매는 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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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로부터 극락왕생의 기도를 받는다. 즉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망자와 고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죽음과 관련되

는 불교 천도의식인 것이다. 

불교 천도의식의 형식은 칠칠재(七七齋)가 대표적이다. 49일간 행하는 의식

이기 때문에 칠칠재라고 불리어왔다. 49일은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명부의 시

왕에게 1주일마다 일곱 번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칠

칠재는 49일간 명부의 시왕에게 죄를 용서받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

의 하나이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칠칠재로는 생자를 위한 생전예수재(이하, 예수재), 망

자를 위한 사십구재, 고혼을 위한 천지명양수륙재(이하, 수륙재)가 있다. 망자

를 위한 사십구재는 지금도 각 사찰마다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고, 고혼을 

천도하기 위한 수륙재는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

사, 마산 백운사 등에서 매년 설행되고 있다. 그에 비해 예수재는 조선후기부

터 여러 사찰에서 행해져 왔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근래에 무형문

화재 지정을 준비하는 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수재와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차츰 축적되고 있다. 교

리･역사･의식･민속적 관점에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1) 그 논의 과정

에서 대체로 우리나라 예수재의 시원을 고려시대 혹은 조선중기로 보고 있는 

1) 노명열,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 : 의식 절차와 음악을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대학원, 2010), pp.204-314; 한보광, ｢생전예수재 신앙 연구｣, 정토학연구 

제22집(서울: 한국정토학회, 2014.12), pp.9-47.;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회편과 차

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제23집(서울: 한국정토학회, 2015.06), pp.9-45.; 구미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정토학연구 제23집(서울: 한국정토학회, 2015.06), 

pp.47-74.; 한상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연구｣, 역사민속학 제49집(서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11), pp.181-210.; 곽성영(승범), ｢생전예수재의 현장론적 이해와 의례의 축제성｣, 박사학위

논문(동방문화대학원대학, 2017), pp.11-121.; 오경후,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기초｣, 한국사

상과 문화 제90집(서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p.221-251.; (사)생전예수재보존회 불교신행

문화연구소, 생전예수재 연구(서울: 민속원, 2017), pp.11-366.; 박희철(자운), ｢생전예수재의 설

행 연구｣, 석사학위논문(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2017), pp.11-57.; 최운종, ｢조선전기 생전예수재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18), pp.11-95.; 이성운, ｢예수재의 의문 구성과 의례 설

행의 특성-의문자료와 청련사 예수재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제66집(서울: 동국역사문화연구

소, 2019.06), pp.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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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고려시대로 보는 견해는 예수재의 근거가 되는 시왕신앙이 고려시대

부터 보이고 불설예수시왕생칠경(1246, 해인사 간행, 국보 제206-10호)이 고

려시대에 간행되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고, 조선중기로 보는 견해는 세종대

(세종실록 10년 9월 20일)와 중종대(중종실록 13년 7월 17)의 시왕재(十王齋)나 

소번재(燒幡齋)와 관련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2) 이는 모두 시왕신앙과 연

계하여 예수재의 시원을 밝히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예수재가 천도의식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문헌을 재검토하고

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천도의식의 하나로서 예수재를 언급하였지만, 생

자･망자･고혼의 칠칠재 가운데 생자를 위한 천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재를 다루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인식 위에 예수재의 성립시기와 과정, 예

수재 소문(疏文)과 의식집의 간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해해온 예수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재검토하고 조선후기 불교에서 예수재의 

전승이 가지는 불교사적 의미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조선전기 수륙재와 생전예수재의 분화

우리나라에서 수륙재와 예수재는 조선후기 민간에 정착하여 오늘날까지 

설행되고 있다. 수륙재는 천도의식의 하나로서 우란분경(盂蘭盆經)에 근거

를 두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찰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우란분재를 설

행하고 있다. 아마도 동아시아 불교에서 천도재는 이 우란분경에서 유래되

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3) 중국의 수륙재는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무제까

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수륙재와 관련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

2)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고려시대에 예수재가 설행되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성운은 시왕재나 소번재로 불리다가 16세기 중엽에 예수재라는 명칭이 성행했다고 하였다. 이성

운, 위의 논문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p.30. 

3) 김진열, ｢윤회설재고(Ⅱ)-윤회의 방식과 천도재-｣, 한국불교학 제15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0),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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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4)

고려시대 수륙재와 관련한 가장 이른 기록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의 두 번째 조항에서 광종대의 지나친 불사를 거론하며 불교 의식

을 축소할 것을 건의하면서 수륙재를 언급한 것이다.5) 그러나 당시는 칠칠재 

형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 고종대에 활동했던 진정국사 천책이 남긴 ｢수륙재

소(水陸齋疏)｣에 보면 세 번에 걸쳐 재를 설행했다고 하였다.6) 당시 수륙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지만 경전에 의거하여 거행했다

고 하였으므로 아마도 최사겸이 가져왔다고 하는 수륙의문에 따라 설행되

었을 것이다.7) 이러한 수륙재는 훗날 칠칠재의 형식으로 정착하게 된다. 

한편, 불교 교리에 의하면 중생은 생유(生有)･본유(本有)･사유(死有)･중유

(中有)의 네 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 칠칠재는 망자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 

중유(中有)에 있는 49일 동안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이다.8) 그래서 지금은 칠칠재를 흔히 사십구재라고 부른다. 우리나

라에 망자를 위한 사십구재가 정착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가장 빠른 기록

은 공민왕대에 이달충(李達衷)이 찬술한 ｢김제학천처칠칠소(金提學薦妻七七
疏)｣이다.9) 이 글을 통해 고려 말 불교 상례(喪禮)에서 사십구재가 설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4) 侯沖, ｢中國佛敎儀式硏究 - 以齋供儀式爲中心｣, 박사학위논문(上海師範大學, 2009), pp.392-450.; 심효

섭,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과 의례｣, 동국사학 제40집(서울: 동국사학회, 2004), pp.219-246.; 

강호선, ｢고려시대 수륙재의 전개와 공민왕대 국행수륙재 설행의 의미｣, 불교연구 제38집(서

울: 한국불교연구원, 2013), pp.193-226.

5) 고려사 권93, 열전제신, ｢최승로｣, “或設毗盧遮那懺悔法 或齋僧於毬庭 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6) 호산록 권하(한국불교전서6, p.205), “始則啓行於白蓮道場 次則卜營於萬淵精舍 三者備矣 熏修更
設於曹溪 一以貫之 儀範皆遵於竺典 伏願凡臛臛虎虎之苦獄 及跛跛齧齧之傍生 或鬼神幽陰 或人天貴賤 乃
至四足多足有形無形 皆知寂滅之源 咸 訂眞常之德”.

7) 수륙재는 구병(救病)을 위한 의식으로 설행되기도 했는데, 1348년(충목왕 4)에 충목왕이 병이 나

자 공주가 전찬성사 이군해를 보내 천마산에서 수륙재를 개설했다. 고려사 권37, 충목왕 4년

(1348) 11월 기사 참조.

8) 구미래, 한국불교의 일생의례(서울: 민족사, 2012), pp.13-22.

9) 이달충(李達衷), ｢김제학천처칠칠소(金提學薦妻七七疏)｣, 동문선 권111, “亡妻方氏 幸生好佛之家 
可謂有見聞 隨喜曲盡事姑之禮 何嘗違飮食起居 執婦道一節匪隳 約吾心百年偕老 事則非意 言之痛心 伏願
十方無盡三寶 洞照精忱 拔孤魂於苦趣 尋加覆護 成妙果於樂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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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식은 왕실의 상례에서도 확인된다. 1365년(공민왕 10)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나옹혜근이 국행수륙재를 주관하고 설법한 내용이 

｢국행수륙재기시육도보설(國行水陸齋起始六道普說)｣에 실려 있다.10) 즉 당시 

왕실에서는 사십구재를 수륙재로 설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칠칠재로서 수륙

재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고려사에서는 수륙재가 7일마다 열려 매

번 승려들이 범패를 부르고 채색 비단이 사찰을 뒤덮으며 꽹과리와 북소리가 

울렸다고 하였다.11) 

조선 건국 이후 대부분의 국가적 불교 행사는 차츰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대표적으로 1월 혹은 2월에 행해지던 춘(春)연등회와 10월(서경)과 11월(개경)

에 행해지던 동(冬)팔관회의 폐지가 그것이다. 태조 1년(1392)에 최고 정무기

관이었던 도당(都堂)에서 연등회와 팔관회의 폐지를 건의하였는데,12) 그 이후 

동(冬)팔관회와 관련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춘(春)연등회는 태종 15년

(1415) 이후 실록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는다.13) 그에 비해 사회적 효용성을 갖

는 상제례의 경우는 유교적 의례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왕명으

로 설행되었다. 가령 소재도량(消災道場)이나 기양의례(祈禳儀禮) 등 여러 불교 

의례는 유교적 예제가 갖추어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멸되었으나 수륙

재는 경국대전에서 면세전으로서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이 인정되며 계속 

설행되었던 것이다.14) 

조선시대 수륙재는 고려 말 수륙재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행해졌다. 하나는 무주고혼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천도재로서 행

10) 나옹화상어록(한국불교전서6, p.717).

11) 고려사 권89, 열전, ｢노국대장공주｣, “每七日 令群僧梵唄 隨魂輿 自殯殿至寺門 幡幢蔽路 鐃鼓喧天 或
以錦繡 蒙其佛宇 金銀彩帛 羅列左右”. 주목할 것은 고려에서 왕이나 왕비의 상장례에서 칠칠재를 설

행한 것은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노국대장공주가 첫 사례라 는 점이다. 강호선, 앞의 논문, 

p.213 참조.

12) 태조실록 1년(1392) 8월 5일, “都堂請罷八關燃燈”.

13) 태종실록 10년(1410), 12년(1412), 13년(1413)의 1월 15일 기사에 연등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15

년(1415) 1월 18일 기사에 연등회를 혁파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다만 민간 행사였던 음력 4월 8일 

초파일 연등회는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4) 경국대전, 호전(戶典), 제전(諸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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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망자를 위한 칠칠재･백일재･소상재･대상재 등의 

천도재로서 행해진 것이다. 

먼저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는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과 그 아들들을 

비롯한 왕씨들을 천도하기 위해 처음 개설되었다. 태조는 재위 3년(1394)에 삼

척, 강화도, 거제에 나뉘어 수용되어 있던 왕씨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왕씨

의 자손들을 수색하여 처형하고, 그 이듬해인 태조 4년(1395) 2월에 삼척 삼화

사, 개경 관음굴, 그리고 거창 견암사에서 국행수륙재를 설행하였고 매년 봄가

을로 왕씨들을 위한 수륙재를 지내도록 하였다.15) 이에 대해 권근은 ｢수륙의

문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하께서) 금으로 법화경 세 부를 필사하시고 특별히 내전에서 친히 

전독하셨으며, 또 수륙의문 21책을 인쇄하셨다. 무차평등대회를 세 곳

에서 설행하게 하도록 하시고, 각각 법화경 1부와 수륙의문 7책을 

영원히 그곳에 보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수륙재를) 거행하도록 하셨다. 

한 곳은 천마산 관음굴로 강화도에 있던 왕씨들을 천도하기 위함이고, 

한 곳은 아무 고을 아무 산으로 삼척에 있던 왕씨를 위함이며, 한 곳은 아

무 고을 아무산으로 거제에 있던 왕씨를 위함이다.16)

태조는 법화경을 금으로 사경하고 세 곳에서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하였

다. 세 곳에서 수륙재를 거행한 것은 왕씨를 강화도와 삼척과 거제에 나누어 

유배 보냈다가 처형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 고종대 진

정국사 천책이 세 번에 걸쳐 수륙재를 개설했던 전례도 참고 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당시 설행되었던 수륙재의 소문 중에서 관음굴의 소문은 권근이 쓰고, 

삼화사와 견암사의 소문은 정총이 썼다.17) 

15) 태조실록 4년(1395) 2월 24일, “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見巖寺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朝王氏也”.

16) 권근, ｢수륙의문발(水陸儀文跋)｣, 양촌집 권22, “金書妙法蓮華經三部 特於內殿 親臨轉讀 又印水陸儀
文三七本 命設無遮平等大會于三所 各置蓮經一本 儀文七本 永藏其地 俾以擧行 其一則在天磨山之觀音窟 
爲薦王氏之處江華者也 其一則在某州某山 爲處三陟 其一則在某州某 爲處巨濟者也”.

17) 권근, ｢관음굴행수륙재소(觀音窟行水陸齋疏)｣, 양촌집 권28.; 정총, ｢견암사행수륙재소(見岩寺行



48   불교학연구 제61호

이 외에도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가 한강변이나 북한산 진관사 등지에서 

자주 설행되었다. 가령 진관사 수륙재는 태조에 의해 수륙사(水陸社)가 설치되

고 공사가 끝나자 임금이 직접 행차하기도 하였고,18) 그리고 세종대에는 효령

대군이 한강변에서 7일간 수륙재를 설행하기도 하였다.19) 그런데 진관사 수륙

사는 무엇보다도 조종(祖宗)의 명복을 빌고 중생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조성된 

국행수륙사였지만 왕실 구성원을 위한 사적인 수륙재도 설행되었는데, 성녕

대군 수륙재와 원경왕후 수륙재는 무주고혼을 위한 의식이라기보다 주인 있

는[有主] 혼령에 대한 재이므로 유주고혼을 위한 수륙재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망자를 위한 칠칠재로서 수륙재는 태종비인 원경왕후 국상 이후

에 기존의 사십구재가 수륙재로 정착되어 연산군대 인수대비의 상례까지 이

어졌다. 조선 건국 후 첫 국상은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상이었다. 당시는 

아직 국상에 대한 예제가 정비되기 전이므로 고려의 전례에 따라 불교적으로 

상례가 치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태조가 승하하자 주자가례에 의

하여 상례를 치르도록 공표하였지만20) 실제로는 사십구재･백일재･법석(法
席)과 재(齋)를 함께 설행하였다. 또한 정종의 원비 정안왕후와 정종의 사십구

재에서도 법석과 재를 함께 설행하였다. 승하 후 5일간 법석을 벌이고 7일이 

되는 날 초재를 지내며, 회향 후 다시 5일간 법석을 벌이고 두 번째 7일이 되는 

날 2재를 지내는 방식으로 일곱 번의 7재를 치렀던 것이다.21) 이때 49일간 지속

된 법석과 재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에 국상의 간소화

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던 것 같다. 결국 세종 2년(1420) 태종비 원경왕후의 

국상부터는 법석을 폐지하고 7일째의 재만 설행하였는데, 그 재의 형식이 수

水陸齋疏)｣ ; ｢을해년행왕화사수륙재소(乙亥年王化寺行水陸齋疏)｣, 복재집 권하.; 강호선, ｢조선

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제44집(인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17), p.494 참조.

18) 태조실록 6년(1397) 9월 24일.; 권근, ｢진관사수륙사조성기(津寬寺水陸社造成記)｣, 동문선 권78.

19) 세종실록 14년(1432) 2월 14일.

20) 태종실록 8년(1408) 5월 24일.

21) 박정미, ｢조선시대 불교식 상제례의 설행양상 –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

심으로｣, 박사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15),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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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재였다. 원경왕후의 상례에 대해 예조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칠칠재는 다 수륙재와 같

이 법으로 정하였으니, 돌아가신 선왕과 선후의 기신재도 역시 산수가 

정결한 곳에서 수륙재로 하는 법을 거행케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22)

원경왕후 국상 이후 왕실 상제례는 ‘법석을 배제한 수륙재’로 간략하게 거

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산군대 성종 모후 인수대비 

상례까지는 대체로 준수되었다.23) 실제로 세종은 “칠칠재와 선왕의 기일재에

는 간략하게 수륙재를 베풀어서 전례를 폐하지 않을 뿐”24)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성종 국상의 초재일의 실록 기록에는 “이 날 승지 송질을 보내어 장의사

에서 수륙재를 설행하였다”라고 하여 ‘초재’라 기록하지 않고 ‘수륙재’라고만 

기록하였다.25) 즉 칠칠재･백일재･소상재･대상재 등에서 법석 등의 큰 행사는 

생략되고 수륙재만 설행됨으로써 상제례가 간소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형태의 수륙재 중에서 왕실 의례에서 먼저 폐지된 

것은 첫 번째의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였다.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는 유교 

제례인 여제(厲祭)와 비슷한 의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여제는 비명(非命)에 

죽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인 여귀(厲鬼)를 위해 거행하는 제사이므로 무주

고혼을 위한 수륙재와 유사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태종도 “수륙재는 여

제와 비슷하니, 추천(追薦)은 수륙재에 합하여 설행하라.”26)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조정 대신들은 불교 의식인 수륙재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

렀다. 세종 14년(1432) 집현전 부제학 설순 등이 수륙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

렸다.

22) 세종실록 세종 2년(1420) 10월 1일, “禮曹啓 今國行追薦七齋 旣皆以水陸詳定 自今先王先后忌辰齋 亦
於山水淨處 以水陸行之”.

23) 박정미, 앞의 박사학위논문, pp.61-91.

24) 세종실록 세종 3년(1421) 1월 3일, “七七之齋及先王忌齋, 略設水陸, 不廢舊事而已”.

25) 연산군일기 즉위년(1494) 12월 29일, “遣承旨宋軼 行水陸齋于藏義寺”.

26) 세종실록 2년(1420)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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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에서 오히려 기신(忌辰) 수륙재를 개설하니 신하와 서인들의 

설재(設齋)를 금지할 수 없으며, 종문의 승선(僧選)의 법은 아직도 그 옛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 승도(僧徒)로 출가(出家)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없

는 것입니다.27)

위의 상소는 세종 14년 2월 한강변에서 설행되었던 수륙재를 비판하며 폐

지를 건의하였던 것이다. 여제가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와 그 의미가 비슷하

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미 태종 4년(1404) 6월 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전국 각

지에 여단(厲壇)을 건립하고 ‘여제의(厲祭儀)’가 상정된 바 있었고,28) 세종 22년

(1440)에는 예조에서 여제의주(厲祭儀註)를 지어 바치기도 했다.29) 그리고 

단종 1년(1453)에는 수륙재를 대신하여 매년 봄가을에 여제를 지내도록 하였

다.30) 하지만 곧바로 여제가 설행되지는 못하고 성종대에 처음 여제가 설행되

었다. 성종 16년(1485) 황해도 극성에서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여제를 올

렸다.31) 이후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는 점차 여제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 

같다.32)

또한 수륙재가 여제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칠칠재로서 수륙재 역시 점차 유

교적 의례로 대체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태종비 원경왕후 사십구재부터 연

산군대 인수대비까지 사십구재가 수륙재로 설행되었지만 그 이후 주자가례
에 의거하여 왕실의 상례가 치러졌다. 성종대에는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재가 

27) 세종실록 14년(1432) 3월 5일, “方今國家忌辰 猶設水陸 則臣庶之設齋 不可禁也 宗門選法 尙循其舊 則
僧徒之出家 不可止也”.

28) 태종실록 4년(1404) 6월 9일.

29) 세종실록 22년(1440) 6월 29일.

30) 단종실록 1년(1453) 1월 21일, “水陸齋 則不可 但令每年春秋行厲祭 從之”.

31) 성종실록 16년(1485) 1월 5일.

32) 연산군일기 9년(1503) 1월 28일의 기록에 “전라도 쌍봉사, 경상도 견암사, 황해도 패엽사 등의 

절에서 모두 수륙재를 거행합니다.(全羅雙峯 慶尙見巖 黃海貝葉等寺 皆行水陸)”이라고 하였으므로 

연산군대에도 국행수륙재가 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륙재와 여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

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욱, ｢조선전기 원혼을 위한 제사의 변화와 그 의미-수륙재와 여제

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제3집(서울: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1.9), pp.169-187.; 

강호선, 앞의 논문, pp.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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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고, 연산군대에는 칠칠재(사십구재)로서 수륙재가 사실상 폐지되었

다. 이로써 왕실의 공식적인 불교 의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민간

에서는 기양의례(祈禳儀禮)로서 수륙재의 영향력은 지속되어 여전히 설행되

었다.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주 수륙재가 설행되었고 임진왜란 이

후에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행하였다. 

지난 5월 28일 승속배(僧俗輩)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 창의문 밖에

서 수륙대회를 베풀었는데 도읍 내의 선비와 아녀자들이 상점 문을 닫고 

달려갔습니다. 성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문틈을 뚫고 나가기도 하여 도로

를 꽉 메웠으므로 보기에 경악스러웠습니다.33)

임진왜란 이후 국행수륙재와 관련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34) 민간의 

수륙재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이 발견된다. 유학자나 승려 문집에 수륙

재 소문(疏文)이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가령 조선후기 총22개의 승려문집에 

49편의 소문이 보인다.35) 이러한 기록은 민간에서 수륙재가 지속되었음을 확

인시켜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왕실 의례로서 수륙재가 점차 폐지되어가는 시기에 수륙재와 별도로 

예수재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고려시대에 이미 불설예수시왕생칠

경이 전래되어 간행되었지만 명종대 이전까지 예수재가 독립적으로 설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36) 세종대의 시왕재와 중종대의 소번재에 관한 기록

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예수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종대의 기록은 

나한재와 시왕재의 혁파에 관한 내용이고,37) 중종대에는 시왕상과 당개(幢蓋)

33) 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6월 1일.

34) 조선후기에도 몇몇 국행수륙재와 왕실에서 행해진 수륙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청허당집
의 ｢대심대비천대왕소(代沈大妃薦大王疏)｣(한국불교전서7, p.713)와 가산고의 ｢국재수륙대

회각별소(國齋水陸大會各別疏)｣(한국불교전서10, pp.773-774)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35) 한지희, ｢죽암편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대학원, 

2009), pp.15-23.

36)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까지 예수재가 설행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 예수재가 설행된 사례가 발

견되지 않는다. 侯沖, 앞의 박사학위논문, pp.392-4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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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번(牋幡)을 설치하고 쌓아둔 종이를 저녁에 태우는 소번재를 지냈다는 내

용이다.38) 시왕재와 소번재가 예수재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

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예수재와 관련한 기록은 명종대부터 보이

기 시작하는데, 허응보우(1515~1565)는 청평사에서 예수재를 설행하면서 ｢예
수시왕재소(預修十王齋䟽)｣를 남겼다. 

삼가 저(나암화상)에게 명하여 청평도량으로 가서 절차에 맞는 의식에 

따라 공경히 예수재를 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엎드려 바라건대, … 
비록 우리들의 죄가 산처럼 쌓였더라도 우리의 고통이 눈처럼 녹게 하시

고, 과보가 다 없어지는 저녁에는 함께 아미타불을 뵈옵고, 목숨을 마치

는 아침에는 극락세계에 함께 태어나게 하소서.39)

위 소문에는 생전에 미리 닦은 공덕으로 온갖 죄업 다 사라지고 임종할 때 

아미타부처님을 따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허응

보우는 명종대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선교양종판사를 지낸 바 

있다. 그런 그에게 예수재를 설행하도록 했다면 그 주체는 왕실이었을 가능성

이 높다. 왕실에서 보우에게 예수재를 지내게 하고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법회였을 것이다.  

한편 1694년에 해인사에서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고려 죽암 찬

술)의 발문에서는 완월처휘(翫月處徽)가 “자기문과 지반문은 너무 광대하

고 운수문과 제반문은 너무 소략하지만, 중례문과 결수문은 그 둘을 

절충하였고 가장 요긴하다.”40)라고 하여 예수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

데, 1721년 중흥사에서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서문에서는 

석실명안(石室明眼, 1646~1710)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7) 세종실록 10년(1428) 9월 20일.

38) 중종실록 13년(1518) 7월 17일.

39) 나암잡저(한국불교전서7, pp.587-588), “謹命懶菴和尙 爲趣淸平道塲 恭依科敎之儀 敬設預脩之會 
… 伏願 … 縱有吾等之罪積如山 能令我輩之苦消似雪 報盡之夕 共覩彌陁 命終之朝 俱生極樂”.

40) “仔夔志磐之述則廣以已大 雲水諸般之纂則畧而已少 唯中禮結手之儀則少大折中 最爲精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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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그 도를 계승한 자는 안국사 증계 스님이었으니, 지환 스님에게 

그 오묘한 가르침을 전했다. 지환은 청출어람의 제자였다. 그 의식문을 

보니, 글자가 잘못되고 구절에 착오가 있어서 물과 우유를 서로 섞어놓

은 것 같았다. 이에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하여 바로 잡았다. ｢소
례｣･｢대례｣･｢예수문｣･｢지반문｣･｢자기문｣의 오종범음집을 참고하여 

빼고 보태고 절충하고 조목을 나열하여 차례가 있게 하였고 두루 제방에 

자문하여 인가를 받은 후 3권으로 완성하고 ‘산보집’이라고 하였다.41)  

안국사 승려 증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환은 지리산 승려로서 당시 수륙

재와 관련한 의식문을 산삭하여 산보집을 편찬하였다.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은 지환에 대해 설명하기를, 방장산(지리산) 승려이며 그 사람됨이 

단아하고 음성이 웅장하여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고 평가한 바 있다.42) 지

환은 당시 유통되던 ｢소례｣･｢대례｣･｢예수문｣･｢지반문｣･｢자기문｣의 다섯 가

지 의식문을 종합한 오종범음집을 참고하여 산보(刪補)하였는데, 여기서 주

목되는 것이 ｢예수문｣이다. 수륙재 의식문을 산보하면서 참고한 것 중에 예수

재 의식문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수륙재 의식과 예수재 의식의 유사성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시대부터 수륙재가 설행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보

면 조선중기부터 그 사례가 보이는 예수재는 수륙재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

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수재 의식문으로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간행된 것이 1566년 평안 영천사에서 간행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
王生七齋儀纂要)이다.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허응보우가 활동하던 때이다. 이

로 볼 때 16세기에 독자적으로 예수재가 설행되면서 의식집이 편찬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수륙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므로 그 의식문의 내용에는 많

41) 석실명안, ｢범음집산보서(梵音集删補序)｣,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한국불교전서11, p.458), 

“當今之時 能繼其道者 安國寺證戒其人也 得智還上人 而傳其妙 還靑於藍者 覽其儀文 字誤句錯 水乳相雜 
於是更加删正 而叅諸小大禮預志仔五種集 删補折中 條例有緖 偏質諸方 已蒙印可 而彙成三篇 題曰删補集”.

42) 무용수연, ｢신간범음집산보서(新刊梵音集删補序)｣,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한국불교전

서11, p.459), “今也智還上人 方丈之徒 其人端 其音雄 可謂拔萃者 慨其聲敎 波頽心欲 會其異執 正其訛舛 
而不自用 期以請諸聲徒之傑然者 删其繁 補其闕 是者仍之 非者改之 分爲三軸 旣又乞余考證 而序其巓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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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에서 수륙재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그 의례 절차를 비교하면 아래 표

와 같다.

<표 1> 수륙재와 예수재 의식 순서 비교43)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절차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절차

1
설회인유(예1)

(設會因由)
19

출욕참성
(出浴參聖)

37
가지멸죄
(加持滅罪)

1
통서인유(수1)

(通敍因由)
19

소청고사판관(수22)
(召請庫司判官)

2
엄정팔방(예2)

(嚴淨八方)
20

천선례성
(天仙禮聖)

38
주식현공
(呪食現功)

2
엄정팔방(수2)

(嚴淨八方)
20

보례삼보
(普禮三寶)

3
주향통서(예3)

(呪香通序)
21

헌좌안위
(獻座安位)

39
고혼수향
(孤魂受饗)

3
주향통서(수3)

(呪香通序)
21

수위안좌(수29)
(受位安坐)

4
주향공양(예4)

(呪香供養)
22

소청하위(예19)
(召請下位)

40
설시인연
(說示因緣)

4
주향공양(수4)

(呪香供養)
22

제위진백
(諸位陳白)

5
소청사자(예5)

(召請使者)
23

인예향욕
(引詣香浴)

41
원성수은
(願聖垂恩)

5
소청사자(수5)

(召請使者)
23

(상단)가지변공
(加持變供)

6
안위공양(예6)

(安位供養)
24

가지조욕
(加持澡浴)

42
청성수계
(請聖受戒)

6
안위공양(수6)

(安位供養)
24

(중단)가지변공
(加持變供)

7
봉송사자(예7)

(奉送使者)
25

가지화의
(加持化衣)

43
참제업장
(懺除業障)

7
봉송사자(수7)

(奉送使者)
25

보신배헌(수31)
(普伸拜獻)

8
개벽오방
(開闢五方)

26
수의복식
(授衣服飾)

44
발홍서원
(發弘誓願)

8
소청성위(수10)

(召請聖位)
26

(하단)가지변공
(加持變供)

9
안위공양
(安位供養)

27
출욕참성
(出浴參聖)

45
사사감정
(捨邪敢正)

9
봉영부욕(수11)

(奉迎赴浴)
27

공성회향(수32)
(供聖回向)

10
소청상위(예8)

(召請上位)
28

고혼례성
(孤魂禮聖)

46
석상호지
(釋相護持)

10
찬탄관욕(수12)

(讚歎灌浴)
28

경신봉송(수53)
(敬伸奉送)

11
봉영부욕(예9)

(奉迎赴浴)
29

수위안좌(예21)
(受位安座)

47
득계소요
(得戒逍遙)

11
인성귀위(수13)

(引聖歸位)
29

화재수용(수52)
(化財受用)

12
찬탄관욕(예10)

(讚歎灌浴)
30

기성가지
(祈聖加持)

48
수성십도
(修成十度)

12
헌좌안위(수14)

(獻座安位)
30

봉송명부
(奉送冥府)

13
인성귀의(예11)

(引聖歸位)
31

보신배헌(예25)
(普伸拜獻)

49
의십획과
(依十獲果)

13
소청명부(수16)

(召請冥府)
31

보신회향(수54)
(普伸回向)

14
헌좌안위(예12)

(獻座安位)
32

공성회향(예27)
(供聖廻向)

50
관행게찬
(觀行偈讚)

14
청부향욕(수17)

(請赴香浴)

15
찬례삼보
(讚禮三寶)

33
기성가지
(祈聖加持)

51
회향게찬
(廻向偈讚)

15
가지조욕(수18)

(加持澡浴)

16
소청중위(예13)

(召請中位)
34

보신배헌
(普伸拜獻)

52
화재수용(예29)

(化財受用)
16

출욕참성(수19)
(出浴參聖)

17
봉영부욕
(奉迎赴浴)

35
공성회향
(供聖廻向)

53
경신봉송(예28)

(敬伸奉送)
17

참례성중
(參禮聖衆)

18
가지조욕
(加持澡浴)

36
선 가지
(宣密加持)

54
보신회향(예31)

(普伸廻向)
18

헌좌안위(수21)
(獻座安位)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륙재 의식은 5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재 

43)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차례의 괄호 안에 표시한 것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서 명칭이 같

거나 비슷한 것을 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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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31가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재 의식 절차는 수륙재 의식에서 그

대로 가져오고 있다. 이는 수륙재에 비해 뒤에 정착된 예수재가 수륙재 의식을 

차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주고혼이나 망자를 천도하

기 위해 설행된 수륙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생자를 위한 예수재로 분화하

였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이 의식 절차의 유사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다. 또한 오늘날 수륙재와 예수재가 칠칠재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도 조

선시대 수륙재와 예수재의 전개 및 분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칠칠

재로서 예수재의 성립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이미 그 명맥이 끊어졌던 예수재

가 조선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성립됨으로써 조선불교만의 독창적 

의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선후기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의식집 간행

조선후기 예수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승려 문집에 남아 있는 소문(疏文)과 여

러 사찰에서 간행된 경전 및 의식집이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그러한 기록을 

통해 민간에서는 하나의 풍속처럼 예수재가 설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9

세기 중반에 편찬된 동국세시기에서도 예수재와 관련한 기록이 보인다.  

경기도 광주 봉은사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많

은 돈을 불단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같은 행사는 달이 다가도록 계속

된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믿어 사방의 노파들이 와서 정

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다. 서울과 그 밖의 다른 지방의 절에서도 이런 풍

속이 있다.”44) 

윤달이 되면 예수재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지금도 불교계의 상례처

44) 동국세시기, “廣州奉恩寺 每當閏月 都下女人 爭來供佛 置錢榻前 竟月絡續 謂如是則歸極樂世界 四方婆
媼 奔波競集 京外諸刹 多有此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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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되어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조선후기 예수재 설행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달이 다가도록 계속 된다’는 표현은 그 의식이 칠칠재로 설행되었음을 알려

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승려 문집에 보이는 소문에서는 예

수재에 대해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2> 조선시대 예수재 소문(疏文)

소문 저자 서명 출처

예수시왕재소(預修十王齋䟽)
허응보우

(1515~1565)
나암잡저 한불전 v7, p.587

생전예수소(生前預修䟽) 기암법견
(1552~1634)

기암집
한불전 v8, p.167

생전예수소(生前預修䟽) 한불전 v8, p.172

생전소(生前䟽) 편양언기
(1581~1644)

편양당집
한불전 v8, p.258

시왕소(十王䟽) 한불전 v8, p.259

생전시왕재소(生前十王齋䟽) 월저도안
(1638~1715)

월저당대사집
한불전 v9, p.105

생전발원재상중소(生前發願齋上中䟽) 한불전 v9, p.108

서윤섬예수상중소(徐允暹預修上中䟽)
설암추붕

(1651~1706)
설암잡저

한불전 v9, p.325

묘휘위모계심우파이예수소
(妙暉爲母戒心優婆夷預修䟽)

한불전 v9, p.325

애운당예수대예소(愛雲堂預修大禮䟽)
허정법종

(1670~1733)
허정집 한불전 v9, p.516

생재표백(生齋表白) 함월해원
(1691~1770)

천경집
한불전 v9, p.627

예수재소(預修齋䟽) 한불전 v9, p.628

희원동지예수대예주별소
(熈圓同知預修大禮晝別疏)

진허팔관
(18세기)

진허집 한불전 v10, p.173

예수함합별문(預修緘合別文)
응운공여
(1794~?)

응운공여대사유망록 한불전 v10, p.757

위 표의 14개 소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허응보우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의식문이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보인다는 점이다. 둘

째 초기에는 예수재를 설행한 후 수륙재를 설행했다는 점이다. 셋째 수륙재는 

처음부터 ‘수륙지재(水陸之齋)’ 등으로 표현된 데 비해 예수재는 초기에 ‘예수

지회(預修之會)’ 등으로 표기되다가 18세기 이후에 ‘예수지재(預修之齋)’ 등으

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넷째 예수재의 설행주체가 왕실 구성원에서 일반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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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아간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응보우의 ｢예수시왕재소｣와 편양언기의 ｢시왕소｣에 “恭공 依의 科과 敎교 之지

儀의  敬경 設설 預예 修수 之지 會회 ”라고 하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과교의 의식에 의거하여 공

경히 예수재를 설행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과교의 의식”이라고 

한 표현은 ‘절차가 있는 의식’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당시 예수시왕재의 

의례 절차가 성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수재와 관련한 의식문은 1566년에 간행한 송당대우(松堂大愚) 찬술

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허응보우가 찬술한 ｢예
수시왕재소｣에서 이미 “과교의 의식”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송당

대우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이전에 예수재를 설행하는데 참고했던 의식

집(그것이 수륙재 의식집이라고 하더라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기암법견의 ｢생전예수소｣에 “先선 當당 修수 設설 預예 修수 勝승 會회  次차 當당 建건 置치 水수 陸륙 大대 齋재 ”라

는 표현이 보인다. “먼저 당연히 예수승회를 설행하고 다음으로 수륙대재를 

설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예수재를 설행한 후 수륙재를 설행한다는 것

이다. 그야말로 선(先)예수재 후(後)수륙재이다. 기암법견의 또 다른 글에서는 

“始시 以이 預예 修수 之지 會회  繼계 以이 水수 陸륙 之지 齋재 ”45) 즉, “처음 예수재를 설행하고 이어서 수륙재를 

설행한다.”고 하여 더욱 분명히 수륙재 이전 예수재 설행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암법견의 생몰연대로 볼 때 17세기 초 예수재는 수륙재에 앞서 설행된 의식

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로 이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분

명히 알기 어려우나 17세기 예수재는 수륙재와 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은 분

명해 보인다.

셋째, 함월해원 이전에 작성된 예수재 소문에는 대체로 ‘예수지회(預修之
會)’ 등으로 표기되다가 함월해원의 ｢생재표백｣에서부터 ‘예수지생전재(預修
之生前齋)’로 표기되고 있다. 함월해원이 18세기에 활동했으므로 대략 17세기

까지는 수륙-재(齋), 예수-회(會)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허응보

45) ｢유점사천왕점안낙성소｣, 기암집 권2(한국불교전서8,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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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편양언기가 “敬경 設설 預예 修수 之지 會회 ”라고 표현하고 기암법견이 “先선 當당 修수 設설 預예 修수 勝승

會회  次차 當당 建건 置치 水수 陸륙 大대 齋재 ”라고 표현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17세기까지 

왜 예수-회, 수륙-재로 표기된 것일까? 회(會)와 재(齋)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

려시대 불교에서 회(會)라는 말은 보(寶), 결사(結社), 향도(香徒), 매향(埋香), 도

량(道場) 등의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었는데, 조선후기 성행했던 계(契)의 의

미도 그러한 개념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46) 조선후기 계는 어떤 집단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모임을 가질 때 성립되는 말이다. 회라는 말 역시 여러 사

람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다. 그에 비해 재라는 용어는 재계(齋戒)

한다는 의미로서 공경히 거행하는 뜻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회와 수

륙-재는 먼저 생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참회한 이후에 고혼을 위한 수륙재를 설

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수륙재를 설행하기 전에 먼저 생

자들이 예수-회의 의식을 설행했기 때문에 초기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선(先)예수재 후(後)수륙

재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보다 분명해지는 것 같다. 18세기 이후 예수재가 완전

히 독립된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예수재라는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예수재의 설행 주체가 초기에는 왕실 구성원이었다가 차츰 일반 백성

으로 옮아가고 있다. 허응보우와 기암법견의 소문에 “구중리(九重裏)”, “단거

구중(端居九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중’은 궁궐을 의미하므로 왕실의 명

을 받아 글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수재의 설행주체가 왕실의 구성원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소문에서는 설행주체가 왕실이라고 특

정할만한 소문이 보이지 않는다. 설암추붕은 서윤섬(徐允暹)이라는 사람의 소

문과 묘휘(妙暉)의 모친 계심(戒心)을 위해 소문을 지었고, 허정법종은 애운당

(愛雲堂)을 위해 소문을 지었다. 그 외의 소문도 왕실이 아닌 일반 백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17세기의 예수재가 왕실 중심으로 설행되었던 것에 

46) 김삼수, 한국사회경제사연구(서울: 박영사, 1964), pp.5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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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18세기 이후 일반 백성 중심으로 설행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 예수재 소문의 네 가지 내용을 통해 예수재가 수륙재와 접한 연관성

을 가지고 발전하였고 그 설행 주체가 왕실에서 일반 백성에게로 옮아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세기 이후 승려 문집에서 예수

재의 소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설행 주체가 특정 지위에 있는 신분

이 아니라면 굳이 별도의 소문을 만들 이유가 없어서 예수천왕통의에 있는 

사자소(使者疏)･행첩소(行牒疏)･성위소(聖位疏)･명위소(冥位疏)･함합소(緘合
疏)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화(六和)가 찬술한 예수천왕통의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부록

에 실려 있다. 예수재가 조선후기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설행될 수 있었

던 데에는 예수재의 소의경전과 의식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에 간행된 예수재 관련 경전과 의식집을 살펴보자.

<표 3> 조선시대 예수재 관련 경전과 의식집47)

47) 조선시대 예수재 관련 불서 목록은 한상길, 앞의 논문, p.186에서는 총4종 29책을 제시하고 있는

데, 본고에서는 예수천왕통의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 합간되어 있으므로 관련 불서를 3

종으로 파악하고 총45책을 제시하였다. 이 목록은 서지학자 송일기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佛說壽生經 佛說豫修十王生七經
藏川(唐) 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大愚(朝鮮) 集述

(附, 六和 撰 ｢預修天王通儀｣)
연도 간행처 연도 간행처 연도 간행처

1454 평양 천명사 1454 평양 천명사 1566 평안 영천사

1515 고산 화암사 1469 미상 1574 순천 송광사

1568 보은 법주사 1537 하동 신흥사 1576 안동 광흥사

1575 담양 용천사 1564 화산 광덕사 1577 서산 보원사

1577 공주 동학사 1574 문화 흥율사 1622 과천 청계사

1618 순천 송광사 1575 나주 금성산 1632 청도 수암사

1641 광주 증심사 1575 영광 불갑사 1632 삭녕 용복사

1670 공주 갑사 1577 공주 동학사 1639 문화 월정사

1717 구례 화엄사 1581 상주 보문사 1640 나주 용진사

1720 안음 영각사 1601 용인 서봉사 1647 순천 송광사

1735 구례 화엄사 1618 고산 화암사 1656 영암 도갑사

1796 양주 불암사 1618 순천 송광사 1663 순천 정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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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불설수생경과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은 15~18세기에 

각각 12번과 16번 간행되었고, 송당대우가 찬술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는 16~17세기에 17번 간행되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는 육화가 찬술

한 예수천왕통의가 부록되어 있다. 여기서 불설수생경과 불설예수시왕

생칠경(1246, 해인사 간행)은 중국에서 찬술되고 고려시대에 전래된 경전이

므로 그 간행이 특별할 것은 없지만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와 예수천왕통

의는 조선시대 승려인 송당대우와 육화의 찬술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그런

데 송당대우와 육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들이 조선시대 승려

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예수시왕생칠재

의찬요나 예수천왕통의가 중국이나 일본에 보이지 않는 문헌이고 그 내용

에서도 ‘조선(朝鮮)’이라는 글이 있으므로 조선시대 승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앞서 <표 1>에서 그 목차를 제시하였듯이 모두 

3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편마다 의식을 행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그 절차

를 제시하고 있다. 그 책의 첫머리에서 “송당야납대우(松堂野衲大愚) 집술(集
述)”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아마도 이미 유통되고 있던 천지명양수륙재의찬

요를 모방하여 예수재의 의식 절차를 나타내기 위해 송당대우가 여러 의식집

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 육화가 찬술한 예수천

왕통의는 예수재를 베풀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명부의 판관들에게 예수재 설

행을 알리는 소문, 단에 올리는 물품, 종이 돈 만드는 법, 각자 태어난 해의 12지

에 따른 죄의 분량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보충

佛說壽生經 佛說豫修十王生七經
藏川(唐) 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大愚(朝鮮) 集述

(附, 六和 撰 ｢預修天王通儀｣)
1641 광주 증심사 1662 금강산 표훈사

1687 영변 보현사 1662 보성 개흥사

1718 구례 화엄사 1665 순천 흥국사

1735 구례 화엄사 1670 공주 갑사

1680 묘향산 보현사

합계12건 합계16건 합계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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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예수천왕통의는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에 비해 후대에 찬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18세기 이후 예수시왕생칠재의찬

요의 간행이 보이지 않고 19세기 이후에는 불설수생경과 불설예수시왕

생칠경의 간행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

일까?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불교 의식집 간행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 19세기 간행 불교 의식집

서명 간행연도 발행자

작법귀감(作法龜鑑) 1826 운문암(전라 장성)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僧家日用食時黙言作法)

1869 해인사(경상 합천)

감로법회(甘露法會) 1882 감로사(경기 양주)

다비작법(茶毘作法) 1882 해인사(경상 합천)

제반문(諸般文) 혹은 청문(請文) 1883 해인사(경상 합천)

계살방생문(戒殺放生文) 1892 강재희(개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 간행 불교 의식집은 6건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불교 의식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간행 불서 전체 1600

여건 가운데 19세기 간행 불서는 130여건에 불과하다. 19세기에는 예수재 관

련 의식집 뿐만 아니라 불서 자체가 별로 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 수치는 필

자가 그 동안 연구된 서지학적 성과를 조사한 것이므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

만 대략적인 추세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구체

적으로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19세기 불서 간행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수륙재나 예수재가 설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국세시기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불교 의식은 20세

기까지 지속적으로 설행되었다. 그러한 의식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1935

년에 간행된 안진호의 석문의범(釋門儀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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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생전예수재의 개념 재검토 및 불교사적 의미

이상에서 예수재의 성립 시기를 고려시대 혹은 조선중기로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볼 때 조선중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설명

하였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예수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아 죽은 후에 극락왕

생”48)하기 위한 의식, 또는 “예수(預修)란 자신의 공덕을 미리 닦는다는 의미이

다. 즉 죽은 이후의 공덕을 미리 닦아 죽은 이후에 안락의 세계에 안주하겠다

는 것이다.”49)라고 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정의와는 다르게 예수재를 설명하기도 한다. 

‘인간이 육신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명부(冥府)로부터 빚

을 내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채권자는 명부의 십대왕 가운데 생년을 책임진 대

왕이며 관리책임자는 명부의 곳간을 담당한 고사관이다. 이승에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생전에 빚 갚는 

의식이 생전예수재이고, 생전에 갚지 못한 사람에게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의

식이 사십구재’라는 것이다.50) 

전자가 죽기 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후자는 전생

의 빚을 갚음으로써 내생의 복을 짓는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개념 설명

이 일반적이어서 간단히 언급하고 후자의 설명을 조금 길게 서술하였는데 필

자는 후자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예수천왕통의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섬부주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명사에서 각각 수생전을 빌렸으니 

48) 심효섭,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학원, 2004), p.11.

49) 홍윤식, ｢생전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생전예수재 연구, (사)생전예수재보존회 엮음(서울: 민속

원, 2017), pp.11-29.

50) 만춘(심상현), ｢묵담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묵담대종사, 그의 선･교･율, 묵담대종사문

도회(제주: 춘강인쇄사, 2017),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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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미리 닦아서 명사 창고에 환납하면 신변의 열여덟 가지 횡재를 

면하고 삼세의 부귀와 길상을 뜻한 바대로 얻을 것이다.51)

남섬부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명사는 명부의 담당관을 말

하므로, 위의 글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명부의 담당관

청에서 생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생전을 빌렸으니, 죽기 전 생전에 그 만큼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횡재를 면하고 복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예수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현대 고승이었던 묵담성우(默潭聲祐, 1896~1981)의 예수재

를 전승하고 있는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은 ‘예(預)는 전생에 미리 빌린 빚을 종

이돈으로 계산해서 갚는다는 뜻이고 수(修)는 현생에서 수행을 통해 사후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설화를 말한다.

부안에 사는 은필재라는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저승사자

가 강원도에 사는 은필재를 데려 와야 하는데 자신을 잘못 데려온 것을 

알게 되었다. 부안 은필재가 다시 이승에 데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니, 저

승사자가 다시 이승에 가기 위해서는 전생의 빚 3천냥을 갚아야 한다며 

생전에 쌓은 공덕창고를 열어보았다. 그 공덕창고에는 볏짚 세 묶음만 

있었다. 그 볏짚은 얼마 전에 이웃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하 선물로 

준 볏짚 세 묶음이었다. 저승사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다시 이승에 태어

나려면, 전북 고창군 흥덕에 사는 이강선이라는 사람 창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 거기서 3천냥을 빌려 쓰고 돌아가서 갚아라.”고 하였다. 이

에 은필재는 약속을 하고 사흘만에 다시 깨어났다. 은필재는 꿈의 내용

이 너무도 생생해서 흥덕에 사는 이강선을 찾아보았더니 실제로 그런 사

람이 있었다. 이강선은 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인심이 좋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 한 잔 씩 주었다. 그 공덕으로 저승의 공덕창고에는 많은 

돈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은필재는 이강선을 만나서 3년 후에 3천

51) 안진호 편, 석문의범(서울: 법륜사, 1983), p.222, “南閻浮提人受生時 冥司下各借壽生錢 生前豫修還
納本庫 免于身邊十八般橫災 得三世富貴吉祥如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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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을 갚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강선은 웬 미친놈인가 하고 잊어

버렸는데, 3년 후에 은필재가 3천냥을 들고 와서 이강선에게 갚았다. 이

강선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자, 비만 오면 건너지 못하는 동네 징검

다리를 생각하고, 나무다리를 지어서 ‘강선교’라고 이름 붙였다.52)

위 설화의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전생에 빚을 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며 

현생에서 갚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생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

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생의 빚을 갚고 현생에 더

욱 공덕을 쌓아서 윤회를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이 예수재라는 것이다. 이는 

내생의 빚을 미리 갚는다는 예수재에 대한 기존 학계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생의 빚을 갚는다는 수진 스님의 예수재 개념 이해는 백양사 승려였던 

묵담성우로부터 이어온 해석이므로 백양사 의식 전통의 설명이기도 할 것이

다. 이처럼 예수재에 대한 개념 이해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교학계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예수재 전승의 불교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불교에

서 의식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중요시되었던 시기는 조선후기이다. 고려시대 

불교 의식은 망자에 대한 상례와 산천에 대한 제례의 종교 의식적 성격이 강하

였다. 반승(飯僧)이나 수계(受戒) 법회와 같이 공덕을 쌓기 위한 의식도 있었지

만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연등회･팔관회･소재도

량 등이 대표적인 국가 행사로서 설행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유학자들의 불교 

의식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고려의 전통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종대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유교적 질서가 정착되어가면서 왕실의 불교 

의식은 점차 유교에 자리를 내어주다가 선조대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53) 그에 

비해 일반 백성의 불교 신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불교 의식도 전승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승되는 불교 의식의 대부분은 조선후기에 기반을 두고 있

52) 2019년 9월 녹취. 고창군 흥덕에 가면 실제로 강선교가 있다.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수진 스님

이 들려준 이야기와 차이가 있다. 

53) 박정미, 앞의 박사학위논문, pp.61-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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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불교 의식 전통은 지배층 보다는 일반 백성이 중심이 되어 전승되어 왔

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예수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사적 

의미를 조명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예수재는 염불문의 수행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후기 불교 의

식은 단순한 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조선후기 불

교 수행전통인 삼문수학(三門修學)의 염불문 수행 체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문수학이란 경절문(徑截門)･원돈문(圓頓門)･염불문(念佛門)의 수

학을 말한다. 경절문은 간화선 수행이고, 원돈문은 경전과 논서의 교학이며, 

염불문은 여러 형태의 염불 수행을 말한다.54) 

이러한 삼문수학 가운데 염불문은 기본적으로 극락왕생을 목표로 삼는다. 

경절문이 화두를 통한 직절(直截)의 깨달음을 구하고, 원돈문이 경전과 논서에 

대한 공부와 명상을 통해 단계적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염불문은 

각종 염불을 통해 구품(九品)의 극락에 왕생함으로써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한 단계 한 단계 상상품(上上品)의 극락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염불문을 정토문(淨土門)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회를 벗어나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다. 극락에 태어나야만 하하품(下下品)으

로부터 점차 상상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염불이라는 의미는 ‘부처님을 념(念)’하는 

것으로 크게 심념(心念)과 칭념(稱念)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

르는 심념과 입으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을 부르는 칭념이 따로 떨어져서 설명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둘은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수재

나 수륙재와 같은 의식은 칭념의 범주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칭념의 원

래의 의미는 ‘부처님을 입으로 구념(口念)’하는 것이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의

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소리를 염불이라고 인식해왔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예수재 역시 염불문 수행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54)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 삼문수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대

학원, 2010)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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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의식 가운데 칠칠재의 예수재･사십구재･수륙재는 천도재로서 극락왕

생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염불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불교 의식을 구성하는 

소리의 요소는 크게 염불과 범패로 나눌 수 있는데, 범패는 음악적 요소이고 

염불은 여러 의식문이 소리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러한 의식의 요소 대

부분이 염불이므로 칠칠재는 단순히 천도재로서의 성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자･망자･고혼이 염불문의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55) 그러므로 예수재는 염불문 수행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중국과 일본에 없는 독자적인 불교 의식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예수재가 설행되었으나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참의(懺儀)가 유행하면서 예수재는 점차 잊어져 그 이후에는 설행 사실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56) 또한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예수재가 설행된 흔적

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57) 이로 보면 예수재가 중국에서 먼저 설행된 

의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한국 독자

적인 불교 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불교에서 예수재가 처음 설행되는 시기

가 조선중기이고, 이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예수재가 설행되지 않은 지 수 백

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수재 관련 경전을 참고하고 수륙재 의식으로

부터 분화하여 독자적인 불교 의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의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찬술된 예수시왕생칠

재의찬요와 예수천왕통의가 예수재 의식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에서 본다면 예수재는 한국 불교의 독자적 의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륙재가 직접적으로 중국 영향을 받아 성립되어 전승된 점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다. 

세 번째, 한국불교 칠칠재 의식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55)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서울: 운주사, 2014) pp.156-185 참조.

56) 侯沖, 앞의 박사학위논문, pp.392-450.

57) 이성운, 앞의 논문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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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재가 성립된 시기는 국가 불교가 쇠퇴하고 일반 백

성의 서민 불교가 일상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기이다. 당시는 국행

수륙재가 유교적 의례로 대체되어갈 무렵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전쟁에서 사

망한 고혼을 위한 의식으로서 전국 사찰에서 수륙재의 설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 유교적 가례가 보급되면서 가정마다 망자의 상례와 조

상에 대한 제사가 일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윤회 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전국 사찰에서는 망자를 위한 사십구재가 여전히 설행되고 있었다. 생자는 가

족의 망자와 비(非)가족의 고혼을 위해 설행하는 천도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었

다. 이러한 시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염불수행자를 위한 예수재가 설행되었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기원하던 천도의식 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산 자의 예

수재가 더해졌다. 즉 ‘망자-사십구재’, ‘고혼-수륙재’, ‘생자-예수재’의 천도의

식 구도가 성립된 것이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재의식을 통해 연결됨으로

써 상의상관의 연기세계에 대한 실천적 의식의 발현이며, 아울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적 칠칠재 의식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편양언기는 ｢생전소(生前䟽)｣에서 “죽은 이후에 제도하기 어려운 것 보다는 

오히려 살아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울 것이다.”58)라고 하였고, 월

저도안은 ｢생전시왕재소(生前十王齋䟽)｣에서 “생명은 끝이 있으니 그 사후에 

구제해줄 사람이 없는 어려움 보다는, 덕은 반드시 한량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살아 있을 때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59)라고 하였다. 죽은 자

를 위한 기도 역시 공덕이 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자가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앙이 조선후

기 예수재가 정착하고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58) 편양언기, ｢생전소(生前䟽)｣, 편양당집 권3(한국불교전서8, p.258-259), “與其死後濟度之難也 
孰若生前提拔之易乎”.

59) 월저도안, ｢생전시왕재소(生前十王齋䟽)｣, 월저당대사집 하(한국불교전서9, p.105), “命必有終 
與其死後拔濟之無人難也 德必叵量 曷若生前歸敬之有佛易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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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재의 성립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고 있다. 그 이

유는 고려시대에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 간행되고 시왕신앙의 흔적이 보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려 말 왕실에서 설행한 칠칠재 형식의 수륙

재가 분화되어 조선중기에 예수재가 설행되었음을 논증하였다. 

조선시대에 설행된 칠칠재 형식의 천도의식은 생자를 위한 예수재, 망자를 

위한 사십구재, 고혼을 위한 수륙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륙재는 고려

전기부터 설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칠칠재 형식으로는 고려 말에 이르러 

설행되었다. 사십구재 역시 고려 말부터 확인된다. 예수재는 조선전기 왕실에

서 설행하였던 수륙재의 영향을 받아 조선중기부터 독자적으로 설행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예수재의 소문을 살펴보면 예수재가 설행되던 초기에는 

수륙재를 설행할 때 예수재를 먼저 거행하고 수륙재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예수재가 독립함으로써 단독적인 칠칠재로서 설행되었다. 예수재 설행

의 주체도 조선전기에는 왕실이었으나 차츰 일반 백성으로 확산되어갔는데, 

유교적 의례가 정착하면서 왕실의 불교 재의식이 폐지된 반면에 민간 사찰에

서는 계속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대체로 학계에서 예수재에 대해 ‘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이라고 정의 하였지만, 또 다른 견해로서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이라는 

정의를 소개하였다. 본고에서는 예수천왕통의에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명부의 담당관청에서 수생전을 빌렸으니 생전에 갚아야 내생에 복을 얻는

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예수재는 단순한 천도의식이라기보다 조선후기 삼문수학 가운데 

염불문 수행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한국만

의 독특한 불교의식으로서 생자–망자–고혼으로 이어지는 불교 천도의식의 완

성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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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Buddhists rituals that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Joseon period, 

there are three types of rituals for sending off the souls that take on the format of 

“ritual performance on the seventh day, repeated seven times.”: the Ritual of the 

Ten Kings for the currently living, the Forty-nine Day Ritual for the deceased, and 

the Ritual of the Land and Water Assembly for the wondering lonely souls. Among 

these, this paper focuses on the Ritual of the Ten Kings. 

Although the Goryeo period is generally deemed as the time of the ritual’s first 

establishment in Korea, I hold that it was mostly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at 

the ritual was actually performed. To support this argument, I examined the 

commentaries and ritual manuals from the late-Joseon period as the primary 

sources. With the findings I could confirm that the main subject and sponsor of the 

Rituals of the Ten Kings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period was the royal family 

but later spread to the general people. 

Lastly, instead of the general notion of the Ritual of the Ten Kings as “ritual 

peformed for merit before one’s death,” I explain that the ritual was performed with 

the “intent of repaying for the debt incurred in the previous life.” Moreover,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itual of the Ten King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was part of the practice of calling on the Buddha’s name, one of the practices within 

the Three Forms of Practice (三門).

Abstract

The Performance of the Ritual of the Ten Kings during the 
Joseon Period: Its History and Significance

Lee, Jong-s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istor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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