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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에서는 민간에 전해지던 산신(山神)신앙과 도교의 칠성(七星)신앙이 불교와 만

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결합되었는지, 그 ‘불교화(佛敎化)’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

보았다. 고대로부터 한반도에서는 산악(山嶽)과 성수(星宿)가 주요한 신앙대상으로 받

들어졌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산신과 칠성이 불교와의 습합과정을 거치면서 승속(僧
俗)의 공조 속에 사찰 공간 안에 산신각(山神閣)과 칠성각(七星閣)이 들어서게 된다. 산신

각과 칠성각의 건립은 18세기에도 몇몇 사례가 확인되지만 본격화된 것은 19세기부터

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의례집의 청문(請文)과 의식문, 그에 따른 관념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건축뿐 아니라 불화의 도상에서도 그러한 추세가 보인다.

조선후기의 산신신앙은 온갖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빌며 부모의 내세 명복을 기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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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고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 각

각의 흐름이 전해져오다가 조선후기에는 도불이 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유교사회로 접어든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세라기보다는 공조와 융합의 노정으로 볼 수 있다. 주류질서에서 

려 타자화 된 민간신앙은 종교적 행위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불교에 기댈 수밖에 없었

고, 불교 측에서도 새로운 신앙수요를 창출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을 찾

은 것이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산악과 성수 신앙은 불교와 도교를 만나 변용과 습합

의 길을 걸었고, 그 종착지는 불교화를 통한 공존 및 사찰 공간 내로의 안착이었다.

주제어

민간신앙, 도교, 불교화, 산신신앙, 칠성신앙, 산신각, 칠성각, 청문 

I. 머리말

한국의 산사(山寺) 가운데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사찰이라면 주불전인 

대웅전 뒤편으로 산신각(山神閣)이나 칠성각(七星閣), 독성각(獨聖閣), 아니면 

이 셋을 합친 삼성각(三聖閣)이 대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은 

희화화된 산신(山神)과 호랑이, 칠성여래(七星如來), 나반존자(那畔尊者)의 모

습을 그린 탱화가 걸려있고 간혹 조상도 안치되어 있다.1) 사찰에서 행하는 의

식작법을 모은 의식문이나 의례집에도 산신청, 칠성청, 독성청과 같은 청문(請
文)이 들어있어, 한국불교의 전통 안에서 이들 신앙이 일정한 지분을 가져왔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한용운(韓龍雲)은 전통불교의 일대 혁신을 촉구한 조
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1913)에서 사찰 내의 번잡한 소상과 불화를 거

론하며 우상 타파를 주창하였다. 그는 “칠성은 황당무계하여 웃음거리가 아닐 

1) 高橋亨, 李朝佛敎(大阪: 寶文館, 1929), pp.1042-1045의 ｢朝鮮伽藍の莊嚴｣에서도 북두칠성을 모시

고 수명 연장을 기도하는 칠성각, 천태산 나반존자를 모신 독성각, 호랑이를 탄 산신을 모신 산신

각이 있는 것을 조선 사찰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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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별을 받든다면 무수한 별들 가운데 어째서 칠성만을 받들며, 그것이 

여래의 화현이라 한다면 천지일월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과 일체일 것인데 

오직 칠성만 그렇다는 것은 왜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또 산신에 대해서도 허

황하고 조악하여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갈하였다. 한용운은 불교는 미신

(迷信)을 멀리 벗어난 것이므로 소상 등 난신(亂信)의 도구를 개혁해야 하며, 여

러 불보살도 하나로 통합하여 석가모니 한 분만 모셔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

이처럼 원론주의나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신앙은 올바른 불교 전

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간신앙인 산신, 도교신앙에서 

유래한 칠성은 언제부터 사찰 경내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졌을까? 그리

고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기이한 조합이 불교에 어떻게 수용되고 

습합될 수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현상인 독성(獨聖)신앙3)

을 논외로 하고, 넓은 의미에서 민간신앙에 속하는 산신과 칠성신앙이 불교와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고 결합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4) 이어 조

선후기에 나타난 산신신앙과 칠성신앙의 전개과정을 문헌기록의 사례를 통

해 검토하고 그 특징을 추출해 보려 한다. 고대로부터 한반도에서 신앙의 대상

이 되어온 산악(山嶽)과 성신(星辰)이 사찰 공간 속으로 들어와 불교 안에 습합

되는 ‘불교화’ 과정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것이다. 

2) 韓龍雲, 朝鮮佛敎維新論(京城: 佛敎書館, 1913), <論佛家崇拜之塑繪>. 

3) 獨聖 那畔尊者는 선종 문헌의 ‘威音那畔人’에서 연유하며 法華經』에 나오는 최초의 부처 威音王佛 
이전의 사람을 가리킨다. 신은미, ｢獨聖의 개념정립과 신앙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83-284(서울: 한국미술사학회, 2014), pp.31-53에 의하면, 독성 기록은 17세기부터 등장하는데 彌
勒佛을 기다리며 홀로 禪定 수행을 하다가 재앙을 없애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부각된다. 羅漢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나한도량인 天台山의 나반존자, 또는 부처의 제자 빈두루존자로

도 알려져 있다. 독성각은 19세기 후반 이후 주로 만들어졌다.

4) 김성은, ｢한국의 무속과 민간불교의 혼합현상｣, 종교학연구 24(서울: 서울대 종교학연구회, 

2005), pp.73-91에서는 불교와 무속의 혼합현상의 원인을 저변의 유사성과 무속의 포용성 및 확장

성에서 찾았다. 최종석, ｢한국불교와 도교신앙의 교섭- 산신신앙, 용왕신왕, 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61(서울: 한국불교학회, 2011), pp.7-41에서는 도교가 무교 등과의 습합을 통해 민간

신앙의 기층을 이루었고 산신, 칠성신앙은 도교의 신격이 불교 속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구미래, ｢불교 세시의례로 본 신중신앙의 한국적 수용｣, 불교문예연구 10(서울: 동방문화

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8), pp.143-172에서는 산신, 칠성 등을 불교와 민속이 결합

된 神衆의례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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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산악과 성수 신앙, 불교와 만나다

영험하게 우뚝 솟은 산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고대부터 신앙과 제의의 대

상이었다. 고려시대에도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 927-989)가 올린 시무

(時務) 28조의 제21조에 “우리 왕조는 종묘(宗廟)･사직(社稷)의 제사는 오히려 

법도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으면서, 산악에 지내는 제사와 성수(星宿)에 올리

는 초제(醮祭)는 도에 지나치게 번거롭습니다.”5)라고 하여, 산과 별에 대한 제

의가 고유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명찰에 있는 산신각

과 칠성각의 존재도 이러한 장기지속의 신앙전통이 불교 속으로 들어와 조합

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부터 산악과 성수 신앙이 불교와 만나면서 어떻게 변용

되고 결합되었는지 그 역사의 노정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먼저 산악숭배의 전통이 불교와 조우하면서 생겨난 변화상을 시대 순으로 

검토해본다. 산악신앙은 아주 먼 고대로부터 있어왔고 신라에서도 국가적으

로 중요한 명산을 택하여 3산, 5악, 24산에서 각각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

(小祀)의 제사를 행하였다.6) 그런데 불교가 수용된 후 기존의 무교 전통과 경쟁

하고 갈등하면서 토착화되는 과정을 거쳐야했다. 즉 고유의 자연신격을 대체

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불교 내의 신앙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등 무교 

전통을 수용하고 결합하는 다양한 양상이 펼쳐졌다.7) 이처럼 불교가 신라사

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산신이 가람을 보호하는 신중(神衆)의 하나

가 되기도 했다. 한편 통일신라 말 도선(道詵, 827-898)의 경우 산천을 숭배하는 

토착적 영지(靈地)신앙과 산천을 중시하는 교 택지법(擇地法)의 영향을 받아 

고유 신앙과 불교에 토대를 둔 독특한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을 펼쳤다는 주

장도 있다.8) 

5) 高麗史節要 권2, 成宗文懿大王 임오 원년(982).

6) 三國史記 권32, 雜志 祭祀條.

7) 김영진, ｢무격｣, 테마한국불교 3(서울: 동국대출판부, 2015), pp.121-158. 

8) 김형우, ｢한국사찰의 山神閣과 山神儀禮｣, 선문화연구 14(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3), 

pp.2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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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도 산악은 여전히 중시되었고 불교와의 결합 양상은 더욱 현저

해졌다. 태조가 남긴 <훈요(訓要)> 10조의 제1조에는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

러 부처님의 호위에 힘입었다.”고 하였고, 제5조에는 “짐은 삼한(三韓)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고 하였다.9) 이는 부처와 산

천 신령의 은덕에 의해 고려 왕조의 창업이 가능했다는 자의식의 표명이었다. 

제6조에도 부처를 섬기는 연등회(燃燈會)와 함께 하늘의 신령･5악과 명산･대
천의 용신(龍神)을 받드는 팔관회(八關會)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제2조의 경우

에도 “사원은 모두 도선이 산수의 형세를 살펴 정한 것이다.”라고 하여, 사찰

의 입지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묘청(妙淸, ?-1135)이 인종을 설득해 1129년 서경(西京: 평양) 임원역(林原驛)

에 대화궁(大華宮)을 건립할 때 세운 팔성당(八聖堂)에는, ① 호국 백두악 태백

선인(護國白頭嶽太白仙人)[문수보살(文殊菩薩)], ② 용위악 육통존자(龍圍嶽六
通尊者)[석가불(釋迦佛)], ③ 월성악 천선(月城嶽天仙)[대변천신(大辨天神)], ④ 
구려 평양선인(駒麗平壤仙人)[연등불(燃燈佛)] 등의 회상(繪像)이 두어졌다.10) 

산악(또는 지역)과 관련된 고유의 신격을 불보살과 등치시키는 ‘산(山)=불

(佛)’의 결합 양상을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명산에는 제사를 지내는 신사

(神祠)가 있어 이곳에서 재앙을 없애고 복을 얻기를 기원하였는데, 불교와 풍

수도참의 요소가 복합되었다고 평가된다.11)  

조선시대에도 명산의 산신과 지역신에 대한 고려 이래의 신앙전통이 이어

졌고 국가 수호, 천재지변의 극복 등을 위해 산천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다. 개

국 초인 1393년에는 명산대천(名山大川), 성황(城隍) 등의 신을 봉작하였는데, 

개성의 송악(松岳) 성황은 진국공(鎭國公), 태조 이성계(李成桂)와 관련이 있는 

화령(和寧: 함경도 영흥)과 완산(完山: 전라도 전주)의 성황은 계국백(啓國伯), 

지리산･무등산･계룡산･감악산･삼각산･백악 등 여러 산과 지역의 성황은 호

9) 高麗史 太祖世家 26년 4월.

10) 고려사 권127, 列傳 40 叛逆, 妙淸.

11)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서울: 국립민속박물관, 1995),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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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백(護國伯)이라 하고, 나머지는 호국신(護國神)이라 하였다.12) 이후 국가의 

사전(祀典) 체제가 점차 갖추어지면서 전국의 산천제가 정비되고 유교식 예제

로 편제되어갔다.13) 

1414년(태종 14)에는 당과 송의 제도를 좆아 악(嶽)과 해(海)는 중사(中祀)로 

삼고, 여러 산천은 소사(小祀)로 삼았다. 서울의 삼각산, 개성 송악산, 전라도 

지리산, 영길도(함경도) 비백산 등이 중사로 지정되었고 해당 관찰사가 제사

를 주관하였다.14) 또한 명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해 산천에 호국백 등의 봉

작을 내리는 것을 폐지했는데, 이는 산천신이 이제 지기(地祇: 地神)로만 인식

되었음을 의미한다.15) 태종대에 지정된 풍운뇌우(風雲雷雨), 국내산천지신(國
內山川之神), 국내성황지신(國內城隍之神) 등은 여말선초 시기에 새로 등장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신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영험을 지닌 인격신적 존재였

음에 비해 이제는 국가나 민인에게 공덕을 베푸는 추상화된 존재였고 따라서 

그 보답 차원으로 치제가 거행된 것이다.16) 1437년(세종 19)에도 악과 해, 산천 

등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 제도를 정비하여 신상(神像)을 대신해 신패가 설

치되었고,17) 산천에 대한 제도는 세종대의 오례의(五禮儀)를 거쳐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더욱 정비되었다.

한편 국가 사전체제와 별도로 각 지역의 명산에서는 산신을 모시는 토착신

앙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리산의 경우 국제(國祭)를 봉행하는 남악사(南嶽祠) 

외에도 성모사(聖母祠), 고모당(姑母堂), 노구당(老嫗堂) 등 산신을 모시는 신사

와 신당이 다수 존재하였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1425)에는 지리산

12)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 1월 21일(정묘).

13) 이에 대해서는 이욱, ｢조선전기의 산천제｣, 종교학연구 17(서울: 서울대 종교학연구회, 1998), 

pp.125-144; 최종성,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서울: 일지사, 2002)의 3장 ｢유교 산천제와 무속 

별기은(別祈恩)｣ 등 참조.

14) 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신유).

15) 김아네스, ｢조선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의 神祠｣, 역사학연구 39(광주: 호남사학회, 2010), 

pp.86-119.

16) 최종석, ｢조선초기 風雲雷雨山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한국학연구 42(인천: 인

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pp.371-408.

17) 世宗實錄 권76, 세종 19년 3월 13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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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대대천왕(大大天王) 천정신보살(天淨神菩薩)’이라고 하고 있어 불교적으

로 윤색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1472년(성종 3) 지리산에 오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두 승려가 성모사(聖母祠) 안쪽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성

모는 석상으로 채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고, 앞서 1463년(세조 9)에 지리

산에 갔던 이육(李陸, 1438-1498)도 “산 속의 여러 절에서 신당을 세우고 제사

했는데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엄격히 경계하여 음식으로 육류를 싸가지고 갈 

수 없었다.”고 술회하였다.18) 이처럼 지리산에서 산신신앙과 불교가 결합되는 

모습이 15세기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지리산만의 현상은 아니었

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수신앙이 불교와 만나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

자. 중국에서는 인도의 구요(九曜)신앙이 2세기 중반 무렵 불교와 함께 전래되

었고 전통적인 도교의 북극성(北極星) 신앙과 결합하게 된다. 그 결과 8세기 후

반에서 9세기 초에 새로운 형태의 불교 성수신앙인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신

앙이 탄생하였다.19) 북극성을 가리키는 치성광여래에 대한 신앙은 다라니(陀
羅尼)를 염송하여 재앙의 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서 당시 유행하던 교

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 있다. 한국에는 10세기 초반 이전에 치성광여래와 구

요신앙이 들어와 있었음이 확인된다.20) 치성광여래신앙은 치성광다라니경

(熾盛光陀羅尼經)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소재도량(消災道場) 법회로 행해졌다. 

기록에서 보이는 고려시대 개설 도량은 80여 종, 총 1038회에 달하는데 그 중 

소재도량은 157회로서 연등회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1) 소재도량 의

례는 중국에서 11세기 초에 성립된 치성광도량염송의(熾盛光道場念誦儀)에 

18) 慶尙道地理志 晉州道 晉州牧官 守令行祭所 2; 佔畢齋集 文集 2, ｢遊頭流錄｣; 靑坡集 2, ｢遊智異山錄｣
(김아네스,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9) 김일권, 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서울: 예문서원, 2007), pp.52-55; p.333. 치성광여래신앙은 

중국의 북극성신앙과 함께 인도 구요신앙에 연원을 두고 있어 9曜, 12宮, 28宿도 신앙의 대상이었다.

20) 고려사에 나오는 王建의 조부 作帝建의 기사와 泰封 勃颯寺의 塡星塑像 기사, 924년 고려 태조가 

九曜醮祭를 지내기 위해 九曜堂을 건립한 기록 등에서 그 전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김수연, ｢고려시대 佛頂道場 연구｣, 이화사학연구 38(서울: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2009), 

pp.10-11; 陳旻敬, ｢高麗武人執權期 消災道場의 設置와 그 性格｣, 역사와 세계 22(부산: 부산대 사학

회, 1998),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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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의거하였으며 이 책은 고려에서는 1046년에 초간되었다. 고려시대 치성

광여래신앙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결합되고 불교와 도교가 혼재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14세기의 불화와 탑상에는 중국과는 달리 칠성과 함께 

삼태육성(三台六星), 남두육성(南斗六星)과 같은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온 한반

도 고유의 영성(靈星)신앙 전통이 반영되고 있어 주목된다.22) 

한편 조선전기에는 불교 성수신앙의 주축이 치성광여래에서 북두칠성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생겨났다. 북두칠성신앙은 오래된 고유의 성수신앙이기도 

했고 고려시대 치성광여래 도상에도 중국과는 달리 칠성이 포함되었다. 조선

에 들어와서는 불화에서 구요의 비중이 줄었고 대신 북두칠성이 강조되며 치

성광여래와 칠성신앙의 결합양상이 현저해졌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천재

지변을 다스리고 재앙을 없애는 치성광여래에서 병의 치료와 수명 연장을 비

는 북두칠성으로 신앙의 중심이 점차 옮겨갔다. 북두칠성에게 구병과 자손 번

창을 기원하는 ｢북두칠성청의문(北斗七星請儀文)｣(1534)이 나왔고, 치성광여

래 도상에서 칠성여래(七星如來)가 등장하여 상단에 자리를 잡았다. 치병과 장

수를 염원하는 북두칠성신앙은 공통된 목적을 가진 약사여래(藥師如來: 약사

칠불)신앙과도 연계되기 시작하여, 약사삼존의 도상처럼 치성광여래의 좌우

에도 일광(日光)보살과 월광(月光)보살이 협시로 그려지게 되었다고 한다.23) 

칠성신앙은 불교뿐 아니라 도교의 성수신앙이기도 했는데 그 흐름이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다. 여기서는 사찰이나 승려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 보자. 여

말선초에는 재앙을 없애기 위한 목적의 소재전(消災殿)이나 영성(靈星)에 초제

를 지내는 성단(星壇)이 사찰 안에 두어지기도 했다.24) 그리고 16세기 중반 선

22) 정진희, ｢고려 치성광여래 신앙 고찰｣, 정신문화연구 36-3(132)(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313-342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방위표시가 북쪽은 北極三星과 北斗七星, 남쪽은 南斗六星으

로 되어 있는데, 14세기 이후 고려 불화와 탑상에는 중국과는 달리 三台六星과 칠성, 남두육성 등이 

치성광여래의 권속으로 나타남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치성광여래 도상도 日光遍照消災菩薩, 日光
遍照消災菩薩을 협시로 둔 삼존형태인데 이는 3개의 별로 북극성 자리를 표현한 고유의 천문사상

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23) 정진희, ｢조선전기 치성광여래 신앙 연구｣, 선문화연구 19(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pp.235-276. 약사여래와 치성광여래는 동방의 부처로서 시간을 주재한다는 공통점도 가진다.

24) 牧隱詩稿 권26, 詩, 奉先寺消災殿;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2, 佛宇 黃海道 文化縣 四王寺의 星醮祭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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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종(禪敎兩宗) 재건 때 선종의 판사(判事)를 지낸 허응 보우(虛應 普雨, 

1515?-1565)가 도교의 초제를 행하는 소문(疏文)을 직접 쓰기도 했다. 그의 ｢행
천초소(行天醮䟽)｣에서는 “구광전(九光殿)에 삼위(三位)의 정단(淨壇)을 설치하

여 구천(九天)과 삼광(三光: 일･월･성)의 힘으로 모든 재앙이 눈 녹듯 없어지고 

온갖 복이 구름 일듯 생겨서 무궁한 수명과 경사를 얻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

이 편안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적고 있다. 덧붙여 천존(天尊)의 성상(聖像)에 

예배하고 옥추경(玉樞經)을 독송하며 여러 성신(星辰)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

용도 들어있다. 또한 ｢축성천초소(祝聖天醮䟽)｣에서는 구소(九霄: 九天)와 도교

의 이상향인 삼청(三淸: 玉淸, 上淸, 太淸) 용어가 나오며 도교의 최고 신격인 원

시천존(元始天尊)에게 국왕을 굽어 살펴서 온갖 재앙이 복으로 바뀌고 장수하

게 해달라고 하였다. 나아가 남방 왜적의 침입 등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

라는 구체적 기원까지 하고 있다.25)

그런데 성수신앙은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제후국은 천지와 성신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성수신앙은 음

사(淫祀)로 몰렸고 폐지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산악과 마찬가지로 풍년을 기

원하는 영성(靈星)과 장수를 비는 수성(壽星: 南極 老人星)은 소사(小祀)에 편제

되었다.26) 성수에 지내는 도교식 초제는 소사의 예에 따라 소격전(昭格殿: 세조

대 이후 昭格署)에서 설행되었다. 여기에는 일･월과 화･수･목･금･토 5성에 계

도(計都)와 나후(羅睺)를 더한 9요성을 모시는 구요당(九曜堂), 북극성인 태일

(太一)과 칠성 등의 성신을 모신 태일전(太一殿) 등의 전각이 있었고, 성상(星像)

과 성수의 이름을 새긴 위판이 두어졌다.27) 그런데 도교식 초제를 행할 때 설

치한 3단에 상단은 노자(老子), 중단은 성신(星辰), 하단에 염라(閻羅)를 모신 점

이 흥미롭다.28) 소격서는 조광조(趙光祖, 1482-1519) 등 기묘사림이 적극적으

(정진희, 앞의 논문 ｢고려 치성광여래 신앙 고찰｣에서 재인용).

25) 懶庵雜著, ｢行天醮䟽｣; ｢祝聖天醮䟽｣(韓國佛敎全書 7, pp.582-583).

26) 송지원, ｢조선시대 별에 대한 제사 영성제와 노인성제 연구｣, 奎章閣 30(서울: 서울대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2007), pp.137-138.

27) 太宗實錄 권20, 태종 10년 8월 3일(정유);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9월 8일(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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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론을 개진하던 1518년(중종 13)에 폐지되었지만,29)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 1525년에 재개되었다. 이후 소격서는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나서는 다시 

복구되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에 도교의 성수신앙이 국가 차원의 공적 영역

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민간신앙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도교와 

불교가 습합된 형태의 칠성신앙이 사찰에서 활로를 찾게 된 것도 소격서의 부

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0)  

III. 조선후기 산신각의 건립과 청문의 변화

기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산신각, 산신도를 근거로 하여 사찰 안에 산신각

이 세워지는 현상을 19세기 이후의 일로 보고 있다.31) 산신각 건립이 성행하는 

것이 19세기 이후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서 18세기 이전에도 사

찰 내에 산신각(산령각)이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2) 산신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산신신앙과 불교가 습합되면서 그것이 불교의례나 신앙에까지 

반영된 뒤의 유형의 결과물이므로, 산신각의 성립 시기보다 산신신앙이 불교

화 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름난 명산은 국가적 차원의 제례 대상이었지만, 민간의 무속에서도 산신

28) 중종실록 권13, 중종 6년 5월 17일(병인). 明宗實錄 권5, 명종 2년 5월 26일(병자)의 기사에는 

상단에 玉皇上帝, 중단에 老子, 하단에 閻邏를 진설했다고 되어 있다. 

29) 당시 기묘사림의 주청에 의해 1512년 선교양종이 혁파되고, 1516년 經國大典의 度僧條가 사문화

되는 등 불교의 승정체계도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였다. 

30) 정진희, 앞의 논문 ｢조선전기 치성광여래 신앙 연구｣와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 연구｣, 

정신문화연구 42-1(154)(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p.87-117에서는 소격서 혁파를 도교

의 신격이 불교신앙이나 도상 안으로 들어온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앞서 高橋亨, 앞의 책, 

p.1059에서도 조선 사찰의 칠성각에서 칠성여래 외의 신격을 신앙하는 것은 소격서의 제도를 모

방한 것이라고 보았다.

31) 윤열수, ｢조선후기 산신도와 불교 습합 신앙｣, 불교문화연구 5(서울: 한국불교문화학회, 2005), 

pp.203-221.

32) 김형우, 앞의 논문에서도 산신각이 사찰 내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며 19세기에 보

편화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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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수호신으로서 서낭신(성황신)과 함께 마을신인 동신(洞神)의 주신으로 

모셔졌다.33) 그렇지만 본격적인 유교사회로 접어든 조선후기에 국가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수령이나 사족이 주도하던 향촌사회에서 무속이 설 자리는 이

전 시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34) 이에 비해 불교는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지분과 영향력을 가졌고 사찰과 암자라는 확고한 공간적 근거지도 있었다. 그

렇기에 조선후기에 민간신앙과 불교의 습합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우선 승려 문집 등에 나오는 산신신앙 및 산신각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자. 18세기에 경상도 방면 지리산 유역에서 활동한 부휴

계(浮休系) 추파 홍유(秋波泓宥, 1718-1774)의 추파집(秋波集)에는 ｢제산신문

(祭山神文)｣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인용문은 경상도 산청의 심적암(深寂庵)에 

제단을 만들어 산신의 감응을 통해 복을 얻고 화를 없애기를 바라는 제문 내용

의 일부이다.35)   

저 높은 산과 언덕은 신령하고 편안하여 멀리 바라보면 원형 그대로 환

히 보입니다. 밝고도 신성하니 누가 조금이라도 속이겠습니까? 감응하

면 마침내 통하여 근심이 기쁨이 되니 이에 깨끗한 땅에 나아가 참된 단

을 가지런히 정돈하였습니다. 진실로 너그러움을 드리우시기를 바라며 

복이 이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의 기틀을 이끌어 주소서.

이보다 앞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활동한 풍계 명찰(楓溪明察, 1640- 

1708)도 사악(四嶽)의 신령에게 올리는 제사 기문을 남겼다. 그 요지는 “수명의 

길고 짧음과 운수의 길하고 흉함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신통력으로 재앙을 

33) 최광식, ｢무속신앙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 산신각과 장생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6(서울: 백

산학회, 1981), p.70.

34) 김아네스, 앞의 논문에서는 조선시대에는 관청이나 士族이 주도하는 留鄕所에서 淫祀를 규제했음

을 언급하며 18세기 말 지리산의 산신을 모시는 神祠에서 관청에 세금을 낸 사례를 들고 있다.

35) 秋波集 권3, ｢祭山神文｣(한국불교전서 10, pp.79-80). 추파 홍유는 淸巖寺 深寂庵에서 입적하였

는데 심적암은 현재 경상도 산청의 深寂寺이다(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서울: 가산불교

문화연구원, 2000), p.564의 ｢秋波堂大師碑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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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주고 성신(聖神)의 은택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36) 여기서 재

앙을 없애고 복을 주기를 바라면서 산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조선후기 불교계에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남의 교학

승인 인악 의첨(仁岳義沾, 1746-1796)이 쓴 기문에서 18세기 후반에 사암(寺庵)

의 경역에 산령각(산신각)이 세워진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는 승려가 아닌 

강인수(姜麟秀)라는 단월이 산령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경상도 달성 용연사

(龍淵寺) 인근) 은적암(隱寂庵)에 산령각(山靈閣)을 건립한데 대해 그 공덕을 칭

송한 것이다.37) 

19세기에 들면 산신각의 건립 사례가 건축이나 불화의 실물 뿐 아니라 문헌

자료에도 빈번히 등장한다. 1805년 해인사에는 국사대신(局司大神), 즉 도량을 

수호하는 산신인 대성산왕대신(大聖山王大神)과 신중인 토지가람신(土地伽藍
神)을 위한 국사단(局司壇)이 해탈문 밖에 세워졌는데,38) 산신의 제단을 설하

는 불교계의 이러한 전통이 이제 산신각 건립으로 본격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다. 산신을 사찰 내의 산신각에 모시는 새로운 현상이 하나의 풍조가 되었음

은, 응운 인전(應雲仁全, 1794-?)의 다음 ｢산신각권선문(山神閣勸善文)｣에서 확

인할 수 있다.39)   

산신은 보살이 큰 권도로 불사(佛事)를 도와 교화하다가 중생을 위해 자

비를 일으켜서 자취가 신위(神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생

들이 복을 구하면 주고 재물을 구하면 주고 자식을 구하면 주고 빈곤은 

부귀로 구제합니다. 그러하니 전각을 세워서 편안히 받든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산신각을 새로 건립하는 일로 단문(檀門)에 널리 고하노니 

선한 인연을 함께 맺기를 천번 만번 빌고 받들어 기원합니다.

36) 楓溪集 권하, ｢祭山神文｣(한국불교전서 9, p.156).

37) 仁嶽集 권2, ｢隱寂庵山靈閣記｣(한국불교전서 10, pp.412-413). 隱寂庵은 경상도 달성 龍淵寺의 

암자로 확인된다. 

38) 이지관 편, 해인사지(합천: 해인사, 1992), p.193.

39) 應雲空如大師遺忘錄 ｢山神閣勸善文｣(한국불교전서 10, p.743). 응운 인전은 편양파의 법맥을 이

었고 세도가인 金祖淳과 가까워 空如라는 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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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산신각을 새로 건립하는 취지를 자세히 밝혔는데, 보살이 교화와 

자비를 행하다가 신령의 지위에 오른 것이 산신이며, 재물과 부, 복과 자식 등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전지전능한 신격이므로 독립된 전각을 세워 받들 

필요가 있음을 권유하고 있다. 19세기에 경상도 의성 고운사(孤雲寺)를 주요 

근거지로 삼았던 함홍 치능(涵弘致能, 1805-1878)도 안동 현사사(玄沙寺)의 ｢산
령각기(山靈閣記)｣에서 “단월인 안동의 김(金)군이 본사 비구 사신(四信)과 함

께 40꾸러미의 구리를 보시하여 산령각 한 칸을 짓고 단청까지 하였다. 그들의 

뜻이 ‘하려는 바 없이 한 것’이라고 하니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산령의 감응이 

있다면 응하는 바 없이 응할 것’이라고 하여 두 사람의 정성에 답하였다.”40)고 

적었다. 승속이 함께 산령각 불사를 하는 모습이 더 이상 이색적인 일은 아니

었고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사열전(東師列傳)의 

편자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도 전라도 해남 은적암(隱跡庵)의 산신각 

창건 기문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41)  

임신년(1872) 봄에 해남의 선비[秀士] 김태희(金台禧)가 가산을 내어 읍의 

주산인 금강산(金剛山)의 은적암(隱跡庵)에 산신각을 세웠다. 이는 부모

를 위해 생전의 복을 빌고 사후 영혼을 천도하기 위함이요, 자손에게 면

면히 이어지기를 바라서이다. 매년 외신(外神)인 산신에게 제사 올리기

를 (불교의) 내신(內神)과 다르지 않게 하면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부모를 받드는 공경함일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에는 지방 사족이 부모와 자손을 위해 산신각을 세우기

까지 했는데,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공덕으로 부모를 위한 현세 기복과 내세 

명복을 내세웠고, 산신(외신)을 불보살(내신)처럼 받들어 정성을 다하면 부모

에 대한 공경, 즉 효를 다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범해 각안은 완도 관음암(觀
音庵)의 산신각 기문도 남겼는데, 전라도 영암의 신사(信士) 김달룡(金達龍)이 

40) 涵弘堂集 권2, ｢玄沙寺山靈閣記｣(한국불교전서 10, pp.990-991).

41) 梵海禪師文集 권1, ｢隱跡庵山神閣創建記｣(한국불교전서 10, p.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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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하여 1877년 봄에 관음암이 위치한 산신암(山神巖) 앞에 산신각을 짓고 마

찬가지로 부모를 천도하여 명복을 빌고 자손의 복을 기원했음을 적고 있다.42) 

이처럼 적어도 18세기 이후에는 사찰에서 산신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고, 산신

각과 같은 독립된 전각도 18세기 후반부터 사암의 경내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매우 성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신에 대한 제사나 산신각의 성립은 산신신앙이 불교 안에 수용되

고 그와 관련된 請文이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시대 불교의식집

의 내용을 검토하여 산신신앙 수용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본다. 산신에 

대한 청문은 수륙재(水陸齋)를 비롯한 불교의식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초는 조선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송의 지반(志磐)이 1270년 전후에 

찬하고 1573년 충청도 속리산 공림사(空林寺)에서 개간(초간은 15세기 후반 추

정)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서 ‘오악제

군(五岳帝君), 팔대산왕(八大山王) 등을 일심(一心)으로 봉청(奉請)한다’는 내용

이 나온다.43)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1568년에 간행된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 권10의 

｢제산단청좌의문(諸山壇請坐儀文)｣에는 보다 구체적인 의식이 기록되고 더욱

이 조선의 산명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강산, 오대산, 지리산, 묘향산에 

이어 경기도, 강원도,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여러 

큰 명산의 일체 존숙(尊宿)을 받들어 청하는 내용이다.44) 이 책은 1150년 금의 

자기(仔夔)가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의문(天地冥陽水陸儀文)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가다듬고 보완하여 펴낸 것인데, 산명만이 아니라 권10 ｢종실위(宗室位) 

42) 범해선사문집 권1, ｢淸海觀音庵山神閣創建記｣(한국불교전서 10, p.1077).

43) 규장각 소장본(<奎12223>)은 1573년 충청도 속리산 空林寺 개판본으로 이를 저본으로 한 韓國佛
敎儀禮資料總書(서울: 保景文化社, 1993) 권1 p.597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은 후대 판본이지만 1470년(성종 1) 金守溫의 발문이 붙어있어, 초간이 15세기 후반에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44) 규장각본(<奎1000>) 자기산보문은 1568년(선조 1) 경상도 鶴山 廣興寺 개판본으로 앞의 한국불

교의례자료총서 권2 pp.402-407에 ｢제산단청좌의문｣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649년 通度寺 간행 10권 본이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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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에는 조선 태조부터 예종까지 역대 국왕을 소청하고 

있어 15세기 후반 성종대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후기로 가면 양란의 피해가 컸던 17세기에는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처럼 불교 상례(喪禮)에 

관한 의례집이 주로 만들어졌고,45) 산신 청문이 수록된 의식집은 산신에 대한 

제사 기록이 보이는 18세기 초부터 다시 확인된다. 1721년 서울 삼각산 중흥사

(重興寺)에서 간행된 지환(智還)의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
陸齋儀梵音刪補集)은 수륙재 의식문으로, 하권에 ｢가람단작법(伽藍壇作法)｣, 

｢당산천왕단작법(當山天王壇作法)｣, ｢당산용왕단작법(當山龍王壇作法)｣, ｢성황

단작법(城隍壇作法)｣ 등이 나온다.46) 

여기서 ｢가람단작법｣은 가람신과 토지신을 청하여 공양하는 의식이고, ｢당
산천왕단작법｣은 산을 지키는 천산왕(天山王)을 위한 것이다. 이는 범천(梵天), 

제석(帝釋), 사천왕(四天王)을 위한 ｢범왕단작법(梵王壇作法)｣, ｢제석단작법(帝
釋壇作法)｣, ｢사천왕단작법(四天王壇作法)｣과 마찬가지로 산신이 사찰을 수호

하는 신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47) 북한산성 팔도도총섭을 역임

한 부휴계 계파 성능(桂坡聖能)이 1724년에 편찬한 자기문절차조례(仔夔文節
次條例)48)의 ｢옹호신중단(擁護神衆壇)｣에도 <토지가람단(土地伽藍壇)>, <제

45) 김용태, ｢유교사회의 불교의례: 17세기 불교 상례집의 五服制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6

(서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pp.169-196에서는 이들 상례집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 속례인 朱子家禮에 의거해 부계 중심의 상제인 五服制를 수용하였고, 이는 승려 사유지의 

친족 및 사제 상속이 용인됨에 따라 상속의 대상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과 관련이 있

다고 보았다.

46)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删補集(한국불교전서 11, pp.458-483). 최종석,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
의 양상과 그 성격- 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역사학보 204(서울: 역사학회, 2009), pp.189-236

에서는 1670년대 廢祠設壇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성황제가 17세기 중후반부터 소멸되었

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18세기 초 불교의식집에 ｢城隍壇作法｣이 수록된 것은 산신단과 마찬가지

로 성황단도 불교 측에서 수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47) 홍윤식, 불교와 민속(서울: 동국대 역경원, 1980), pp.145-146에 의하면 수륙재를 비롯한 사찰 불

교의식의 三壇 구조에서 상단은 불보살단, 중단은 수호 신중단인데 산신은 신중을 모시는 중단에 

들어간다고 한다.

48) 규장각 소장본(<奎5389>)에 수록된 洛巖 義吶(1666-1737)의 서문에는 “의식문의 대부분이 임진란

의 병화에 없어진지 오래되어 摠攝을 지낸 聖能公이 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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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신단(諸大山神壇)>, <당산제산신단(當山諸山神壇)>, <당산용왕제신단(當
山龍王諸神壇)> 등이 나오며, 각 단의 권공(勸供)은 향례(香禮), 거불(擧佛), 진령

게(振鈴偈),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안위공양(安位供養)의 순서이다.

19세기에는 선 논쟁의 촉발자로 유명한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이 

기존의 의식집을 정리하여 작법귀감(作法龜鑑)(1827)을 펴냈다. 서문에서는 

당시 불교의례와 재공(齋供)의식이 체계가 없고 혼란스러워 기존 의식문을 참

조해 규범이 될 만한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책의 상권에 ｢산신청(山
神請)｣이 수록되어 있으며, 청문의 순서는 유치(由致), 향화청(香華請), 헌좌(獻
座) 다게(茶偈), 운심게주(運心偈呪), 불설산왕경(佛說山王經: 16山王大神), 축원

(祝願)으로 체계를 정비하였다. 16산왕의 명호가 나오는 산신신앙의 소의경전

격인 불설산왕경이 기재되고 있어 주목된다.49) 아래는 산신을 청하면서 그 

연유를 아뢰는 ‘유치’의 내용이다.50)  

산왕대성(山王大聖)께서는 가장 신통하시고 영험하시며 위엄 있고 용맹

하십니다. 요귀를 꺾고 마군을 항복시키며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내려주

십니다. 중생들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하고 원하는 것이 있

으면 무엇이든 따라 주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건하게 깨끗

한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큰 산왕과 딸린 권속들에게 공양을 드리오니 

신령한 감응을 돌이켜 보잘 것 없는 정성을 굽어 비춰주시기를 바라나이

다. 우러러 일심을 내어 먼저 3청을 펼치나이다.

안으로는 보살의 자비를 간직하시고 밖으로는 산신의 위엄과 용맹을 나

타내시며 신통력이 자재하시고… [후토(后土)의 성모(聖母)와 오악(五岳)

의 제군(帝君)과 직전(直典)의 높고 우뚝한 여덟 분 큰 산왕과 오온(五蘊)

을 금기하는 안제부인(安濟夫人), 익성(益聖) 보덕진군(保德眞君), 이 산의 

49) 16山王大神의 명호는 ‘大山小山산왕대신, 大岳小岳산왕대신, 大覺小覺산왕대신, 大丑小丑산왕대신, 

尾山在處산왕대신, 二十六丁산왕대신, 外岳明山산왕대신, 四海被髮산왕대신, 明堂土山산왕대신, 金
貴大德산왕대신, 靑龍白虎산왕대신, 玄武朱雀산왕대신, 東西南北산왕대신, 遠山近山산왕대신, 上方
下方산왕대신, 凶山吉山산왕대신‘이다(作法龜鑑 상(한국불교전서 10, pp.559-560)).

50) 작법귀감 상(한국불교전서 10, p.559). 전라도 장성 白羊山 雲門庵 開刊本을 저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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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 머무르시는 성인과 모든 큰 산의 왕과 딸린 권속들께 귀명하오

니]51) 삼보(三寶)의 힘을 받들어 이 도량에 강림하시어 공양을 받으소서.

이처럼 산신(산왕대성)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려주는 신통하고 영험한 

존재이자 자비행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보살로서 굳건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후에 업의 과보를 판정하는 명부(冥府)의 시왕(十王)은 

사람들이 그 감응을 직접 체감하지 못함에 비해 관음(觀音), 나한(羅漢)과 산신

은 눈앞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기에 많은 이들이 기원을 드린다는 19세기의 

기록에서,52) 산신이 현세 기복의 상징인 관음, 나한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섰음

을 볼 수 있다. 19세기에 산신각 건립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데에는 의식

집의 청문과 이러한 관념상의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IV.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전개와 도불 습합 

칠성신앙은 원래 도교에서 연유한 신앙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교에서도 치

성광여래신앙과 결합된 북두칠성신앙이 조선전기까지 행해지고 있었다. 조

선후기에도 치성광여래와 부처의 지위에 오른 칠성여래가 신앙의 주요 대상

이었지만, 도교의 칠성신앙도 불교 의식문과 불화의 도상 안으로 들어와 습합

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에는 소격서와 같이 도교의식을 행하는 국가 차원의 

공식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간신앙화 된 도교의 칠성신앙까지 불

교 측에서 수용한, 도불 습합의 상징인 칠성각이 사찰 내에 세워지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불교의 칠성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문헌 기록을 통해 

시기별로 검토해 본다.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참여했고 지리산, 구월산, 묘향산, 금강산의 4대 산을 유력하였던 

51) [   ] 안의 내용은 앞에서 소개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惟願自悲降臨道場｣과 같다.

52) 응운공여대사유망록 ｢十王殿佛粮稧序文｣(한국불교전서 10, pp.7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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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 법견(奇巖法堅, 1552-1634)이 16세기 말-17세기 초 무렵 성수(星宿)의 천초

(天醮) 제사를 지내며 올린 소문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53) 

공경히 상제(上帝)를 섬기며 청신(淸信)의 계를 받은 제자는 아룁니다. … 
이 일을 위해서 모산(某山) 모사(某寺)에 나아가 각종 공양물의 의례를 구

비하여 삼청(三淸) 상계(上界)의 치성광여래와 일광변조보살, 월광변조

보살 및 북두칠성여래, 그리고 하늘 가득 줄지어 빛나는 성군(星君)들에

게 봉헌하니 … 수명 연장의 신령한 글을 읽으며 끝없는 공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황천(皇天)의 신묘한 감응은 측량할 길이 없어서 재앙을 없애 

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 옥첩(玉牒: 제문)의 공덕은 헤아릴 길이 없어서 복

덕을 내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 사람의 수명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실로 신의 조화[神化]가 재조(再造)해 주는 은혜 덕분입니다. … 하물

며 운수가 기박한 이때를 당해서 어찌 귀의하여 외경하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 이에 명산에 삼위(三位)의 성단(星壇)을 쌓고 품선(品繕)을 구천

(九天)의 금전(金殿)에 바치게 하였으니 … 온갖 재해가 눈처럼 흩어지며 

천년이 가해져 장수하게 하고 만복이 구름처럼 일어나며, 자손이 뜰에 

가득하고 가문에 기쁨이 불어나게 해 주소서.

이전 시기부터 불교 성수신앙의 주요 대상이었던 치성광여래와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리고 점차 존재감이 커진 북두칠성여래에게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며, 운수가 없는 어려운 시기를 당해 수명의 연장과 자손의 

번성을 위해 빌고 있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상제와 삼청, 구천의 금전 같은 도

교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불교와 도교 칠성신앙의 접목이나 습합 양상은 이

후에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여 년 후인 18세기 초에 허정 법종(虛
靜法宗, 1670-1733)이 쓴 다음의 ｢진경후발(眞經後跋)｣(1711)은 사찰에서 도교

의 태상현령북두본명연생묘경(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妙經)을 간행할 때의 

발문이다.54) 

53) 奇巖集 권2, ｢星宿天醮䟽｣(한국불교전서 8, p.170).

54) 虛靜集 권하, ｢眞經後跋｣(한국불교전서 10,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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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진군(北斗眞君)은 동방 칠불(七佛)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니 밖으로

는 신명(神明)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부처님의 자비를 몰래 갖추어 삼계

에 위엄을 떨치며 온갖 생령을 통솔한다. 인간의 선악과 음부(陰府)의 시

비를 도맡아 판결해 선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

린다. 미혹한 범부와 속인들은 그분이 하는 일이란 걸 깨닫지 못한다. 태

상노군(太上老君)이 경전의 비결을 설하여 법요를 널리 펴니 집안에 공덕

이 있게 하고 재액을 없애는 내용이 많다. 경교(經敎)가 쇠잔하여 하늘의 

꾸짖음을 얻어 일찍 죽는 이들이 많은데 모두 구제할 방도가 없으니 한

스럽도다. 지금 혜원(慧遠)스님이 다행히 이 책을 설암(雪巖)스님의 방에

서 얻어 판각하고 종이를 모아 천권을 인출하였다。

도교에서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북두진군(北斗眞君)은 인간의 선악과 사후

의 시시비비를 판정하고 상과 벌을 내리는 존재인데, 흥미로운 점은 사찰에서 

간행하였기 때문인지 북두진군을 칠성여래의 현신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전이 간행된 1711년(숙종 37) 무렵은 1695년부터 5년간 지속된 대

기근 등 가뭄과 이상 기후,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55) 일찍 죽는 이들이 많지만 구제할 길이 없다는 한

탄이 나온 것도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

기 위해 종교적 염원을 한데 모아야 할 때, 사찰에서 도교 경전을 간행한 것은 

그만큼 성수와 관련된 도교신앙의 저변이 예상 외로 넓었기 때문일 수 있다. 

무경 자수(無竟子秀, 1664-1737)의 ｢기도칠성사(祈禱七星詞)｣에서도 “치성광여

래와 7대 성군 등이 신기(神氣)와 성덕(聖德)으로 하늘을 관장하고 세상을 교화

하니 생전에는 형벌의 고통이 없고 사후 죄악에 빠질 걱정이 없다.”고 하여 불

교와 도교의 신격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56) 

조선후기에 도불이 융합된 칠성신앙의 사례는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그 귀

55) 김성우,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97), 

pp.12-47;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서울: 이화사학연구

소, 2011), pp.71-129 참조.

56) 無竟集 권3, ｢祈禱七星詞｣(한국불교전서 9, p.403).



94   불교학연구 제61호

결점은 칠성을 모시는 건물이 사찰 안에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성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산신각보다는 이른 시기인 17세기 중반에 나온다. 풍계 명

찰(楓溪明察, 1640-1708)이 쓴 환적 의천(幻寂義天, 1603-1690)의 ｢환적당대사행

장(幻寂堂大師行狀)｣에는 “갑오년(1654) 봄에 대사는 황주(黃州)의 심원산(深源
山) 굴에서 1년을 보내고 을미년(1655) 봄에 그 산의 칠성전(七星殿)으로 거처

를 옮겨 또 1년을 지냈다.”고 하여,57) 17세기 중반 황해도 심원사(深源寺) 근처

에 칠성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백곡 처능(白谷處
能, 1617-1680)도 충청도 공주 계룡산 신정사(神定寺: 神元寺)에서 쓴 시에서 칠

성암(七星庵)을 언급하고 있다.58) 

18세기의 칠성전 관련 기록은 호은 유기(好隱有璣, 1707-1785)의 ｢칠성전상

량문(七星殿上梁文)｣이 대표적이다. 유기는 달성 비슬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한 

승려로서 1766년 무렵 청도 용천사(湧泉寺)에 주석하다가 1767년에 해인사(海
印寺)로 옮겨갔다.59) ｢칠성전상량문｣은 대구 남산에서 1767년 4월에 쓴 것으

로, 칠성전이 세워진 곳이 용천사일 가능성이 크다. 칠성전 건립은 주지 성호

(性好)가 발원하고 순장(巡將) 김(金)공이 계획을 세워 앞장섰으며 선사(善士)

들이 기쁘게 따르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음 내용처럼 도교의 북두진군을 

신앙의 주존으로 내세우면서 칠성전이 정토업을 닦는 이들이 복을 비는 곳이

라고 하여, 칠성을 둘러싼 도불 습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60)

먼 하늘에 늘어선 별자리 중에 칠군(七君)이 가장 높다. 사람들은 모두 

(북두)진군(眞君)을 우러러보는데 그 비호 없이는 안온함을 얻기 어렵다. 

진군은 밤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궤도를 따라 돌며 밝게 빛난다. 서원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신이한 공력은 매우 

57) 楓溪集 권하, ｢幻寂堂大師行狀｣(한국불교전서 9, p.158).

58) 大覺登階集 권1, 五言律詩, ｢題神㝎寺望南樓｣(한국불교전서 8, p.316). ‘壁立山蟠北 溪回水走南 簷
排三友洞 甍出七星菴 物色辭人境 風光駐客驂 獨登春正好 花發鳥喃喃’

59) 김종진 역, 호은집(서울: 동국대출판부, 2015), pp.5-24의 해제 참조.

60) 好隱集 권2, ｢七星殿上梁文｣(한국불교전서 10, 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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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성스러운 덕은 매우 넓도다. 지금 칠성전은 일곱 진군의 혼령이 내

려오는 제단이요 정토업을 닦는 이들[淨士]이 복을 비는 장소이다. 

19세기 이후에는 산신각과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칠성전(각･암)

이 세워졌다. 응운 인전이 쓴 ｢칠성각권선문(七星閣勸善文)｣에는 “칠성이 중생

을 구제하는 큰 자비는 바로 일곱 여래의 원력이 깊고 넓은 까닭입니다. … 중
생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키니 또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칠성각을 새로 

건립하는 일로 단문(壇門)에게 고하노니 여러 군자들은 칠성여래께 큰 인연을 

맺기를 축수합니다.”라고 하여, 칠성여래를 모신 칠성각 조성을 위해 기부를 

권하였다.61) 또한 ｢칠성전불량계서문(七星殿佛糧禊序文)｣에서도 “사람의 길흉

화복은 모두 칠성이 관리합니다. 칠성의 끝없는 자비는 6도 윤회에 드리워지

고 인간세상을 두루 단속하오니, 복을 구하고 재앙을 면하려는 사람은 칠성에 

기도하지 않으면 달리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우리 신심 있는 계원들은 칠
성경(七星經)62)을 구해 읽고 소홀히 하지 마소서.”라고 하여,63) 칠성전 건립과 

운영을 위해 불량계 계원을 독려하고 있다. 인전은 ｢불량권선문(佛糧勸善文)｣
에서는 국왕을 북극성에 견주며 그 인(仁)과 성(聖)을 일월(日月)에 비유하기도 

하였다.64)

대구 팔공산 파계사(把溪寺) 금당암(金塘庵)에 칠성전이 지어질 때 극암 사

성(克庵師誠, 1836-1910)이 쓴 상량문에는 “하늘에 걸려 있다가 전각으로 내려

오니 일곱의 별자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네. 밝으신 치성대여래를 봉안

하고 일광, 월광이 보필하며 별들이 채색한 감실에 찬란하니”라고 되어있

다.65) 이보다 앞서 월하 계오(月荷戒悟, 1773-1849)가 경기도 광주 동쪽 50리에 

칠성암 6-7칸을 중창할 때 쓴 상량문에도 “만 가지 복을 성취하고 천 가지 마

61) 응운공여대사유망록 ｢七星閣勸善文｣(한국불교전서 10, p.743).

62) 칠성 관련 대표적 불교경전은 北斗七星延命經이며 도교는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妙經이 있다.

63) 응운공여대사유망록 ｢七星殿佛糧禊序文｣(한국불교전서 10, p.739).

64) 응운공여대사유망록 ｢佛粮勸善文｣(한국불교전서 10, p.743).

65) 克庵集 권3, ｢把溪寺金塘庵七星殿上樑文｣(한국불교전서 11, pp.5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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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를 물리치는 분이 치성광여래입니다. … 주재자인 칠성께 예배하니 하늘이 

보호하고 … 어진 나라의 만백성을 편안하게 돌보소서.”라고 하여 여전히 높은 

위상을 가졌던 치성광여래와 함께 칠성에게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량문

에 들어간 동서남북상하의 육위송(六偉頌)에는 ‘동쪽 유리(琉璃)세계 약사여

래’가 나온다.66) 불교의 칠성신앙은 조선전기부터 병 치료, 수명 연장이라는 

공덕의 효험을 약사여래와 공유해왔는데, 그러한 결합양상이 이 시기에도 지

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산신신앙과 마찬가지로 칠성신앙도 독립 전각이 세워지기 전에 청문 의식 

등이 정비되는 과정을 거쳤다. 불교의식집에서 칠성신앙과 관련된 청문이 보

이는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올라간다. 1574년 안변 석왕사(釋王寺)에서 개판된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에는 ｢칠성청문(七星請文)｣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

에는 “치성광여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모두 알아 갖

가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의 끝없는 고통을 다 없애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

선국의 단신(檀信) 모처(某處)의 모인(某人)은 자신을 위하여 온갖 재앙을 소멸

하고 만복을 성취하며 수명을 늘려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빕니

다.”라고 하면서, 칠성여래를 으뜸으로 하는 28수의 성군 등에게 기원하고 있

다.67) ｢칠성청문｣은 이후 여러 제반문 등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기본 구조 및 

내용은 권공제반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68) 그런데 19세기 백파 긍선의 작
법귀감에 있는 ｢칠성청(七星請)｣은 유치(由致), 헌좌(獻座) 다게(茶偈), 정근(精
勤), 탄백(歎白), 축원(祝願), 봉송게(奉送偈) 진언(眞言)의 순서로서 ‘유치’의 다

음 내용을 살펴보자.69) 

66) 伽山藁 권4, ｢京畿道廣州東七星庵重剏上梁文｣(한국불교전서 10, pp.792-793).

67) 勸供諸般文(국립중앙도서관 한17754-14)의 ｢七星請｣(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1, PP.682-684). 

1627년 전라도 진안 盤龍寺 개간 雲水壇歌詞의 부록에도 ｢七星請文｣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金
輪寶界 치성광여래불과 함께 琉璃世界 약사유리광여래불이 기원 대상에 들어가 있다.

68) 要集文 ｢七星請｣(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4, p.313)이 대표적이다.

69) 작법귀감 권하, ｢七星請｣(한국불교전서 10, p.595). 긍선이 적은 협주에는 “옛 성인께서 자비

를 일으켜 칠성이 되어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주관한다.”고 되어있다. 



조선후기 불교와 민간신앙의 공존 양상   97

치성광여래와 북두칠성70)의 지혜는 이루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갖가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의 끝없는 고통을 

다 없애 주신다 하오니 …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내리시며 큰 방편으로 

자취에 응하소서. 하늘에 벌여 있는 별들로서 칠성여래를 으뜸으로 한 

28수 여러 성군들과 거느린 모든 권속들이시여 

16세기 후반 권공제반문의 ｢칠성청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뒷부분의 칠

성여래는 그대로이지만 제일 앞부분에 치성광여래와 동급으로 북두칠성을 

격상시킨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의 성수신앙이 고려시대 치성광여래에서 

조선전기에 칠성여래로 점차 주축이 옮겨졌다면, 이제는 북두칠성(=칠성여

래)과 치성광여래가 완전히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칠성을 모시

는 칠성각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칠성신앙의 도불 습합과정이나 결과가 불교 측의 일방적 완승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1864년 세도가였던 김좌근(金左根, 1797-1869)의 시주에 

의해 서울 삼각산 도선암(道詵庵)에서 도교의 칠성 경전인 태상현령북두본명

연생진경이 간행되었다. 이 경전은 17세기 후반부터 판각이 계속되었고 선

행과 천신감응을 설하는 도교 권선서(勸善書)와의 합본도 나왔는데, 권선서에

서 복록과 장수를 주재하는 신이 북두칠성이었다.71) 칠성 도상에서도 18세기 

말 이후 불교의 칠성여래에서 현세구복의 신중적 의미를 갖는 도교의 칠원성

군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고 한다.72) 

이렇게 도교 칠성신앙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던 상황에서 도불 습합이 아닌 

70) ｢칠성청문｣의 獻座如上 茶偈에는 북두칠성 제1 貪狼星君(子孫萬德), 제2 巨門성군(障難遠離), 제3 祿
存성군(業障消除), 제4 文曲성군(所求皆得), 제5 廉貞성군(百障殄滅), 제6 武曲성군(福德具足), 제7 破
軍성군(壽命長遠)이 나온다. 이는 중국 찬술 불전인 北斗七星延命經에 의거한 것으로 약사여래는 

제7 파군성에 해당한다.

71) 박소연, ｢19세기 후반 서울지역 신앙결사 활동과 그 의미– 불교･도교 결사를 중심으로｣, 한국근

현대사연구 80(서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pp.7-40. 19세기 후반 서울지역 중인이나 무인층 

거사들이 1872년 妙蓮社 이후 도교와 불교의 신앙결사를 전개했는데, 1876년 三聖帝君을 신앙하는 

도교결사 無相壇을 만들어 善書를 간행했다고 한다.

72) 정진희, 앞의 논문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 연구｣, pp.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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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원래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1869년 금강

산 유점사(楡岾寺)에서 나은 보욱(懶隱保郁) 등이 칠불약사경이라 불리는 약
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을 간행할 때 그 서문에

서 “북극 자미원(紫微垣)의 칠요(七曜)를 신앙하는 도가의 칠성신앙이나 태상

노군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단언하였다. 나아가 보욱이 쓴 발문에서는 

“칠성연명경(七星延命經)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불자는 사설

(邪說)을 믿고 복을 구하니 이는 잘못이다. 칠성신앙의 뿌리는 성수신앙이 아

닌 약사신앙에 있다.”라고 하여, 회복해야 할 칠성신앙 전통의 근원을 도불이 

혼재된 성수신앙이 아니라 불교 고유의 약사신앙에서 찾았다.73) 1883년 해인

사에서 펴낸 청문(請文)의 발문에서 불가일용집(佛家日用集)의 편자인 추

담 정행(秋談井行)은 “불교의 칠성신앙은 약사여래와 동일한 불성을 가진 칠성

여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74) 보욱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 근대기에 불교의식집의 요체를 모아 새롭게 펴낸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에는 ｢칠성단예경문(七星壇禮敬文)｣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자미대제통

성군(紫微大帝統星君) 십이궁중태을신(十二宮中太乙神)’이 나오는데,75) 이는 도

교 북극성의 신격인 자미대제와 태을신(태일신)을 불교의 치성광여래와 동격

으로 간주하는 기존 청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칠성신앙에 

관한 한 도교와 불교의 습합과 공존의 양상이 근대기까지 이어졌다. 결론적으

로 조선후기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 각각의 흐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도

불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간의 산신신앙이 불교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민간신앙화 된 도교의 칠성신앙도 습합을 통해 사찰 내에서 독자적 공

간을 확보함으로써 오랜 불교화의 대장정을 마칠 수 있었다.  

   

73) 1869년 유점사본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奎中2225>)되어 있다

(정진희, 앞의 논문 ｢조선후기 칠성신앙의 도불습합 연구｣ 재인용).

74) 1719년 해인사 개판 諸般文을 1883년에 請文으로 다시 중간한 것이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001>)으로 여기에 ｢北斗七星請儀文｣이 실려 있다. 

75) 安震湖, 釋門儀範, 京城: 卍商會, 1935(서울: 법륜사, 1982 복간),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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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고에서는 산신신앙과 칠성신앙과 같은 이질적 신앙이 불교와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결합되었는지, 그 ‘불교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악과 성수 신앙은, 조선후기가 되면 산신과 칠성이 불교와 습합하면서 사

찰 내에 산신각, 칠성각과 같은 독립된 공간의 조성으로 나타났다. 산신각과 칠성

각 건립은 18세기 이전에도 사례가 확인되지만 19세기에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앞서 의례집의 청문 내용과 관념상의 변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불교신앙의 필수

적인 요소는 승려, 신도,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이다. 조선후

기에 산신과 칠성신앙이 불교와 결합하면서 사찰 공간 안에 산신각과 칠성각이 

들어선 것은,76) 이들 신앙이 습합의 과정을 거쳐 불교화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의 산신신앙은 화를 없애고 복을 빌며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는 것

이었고 빠른 효과가 기대되었다.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 각각의 흐름이 이어

지다가 결국 도불이 융합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사회

로 접어든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결과였으며,77) 어느 한 쪽

의 일방적 우세라기보다는 공조와 융합의 노정이었다. 주류질서에서 려 타

자화 된 민간신앙은 종교적 행위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불교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불교 측에서도 새로운 신앙수요를 창출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유력

한 방안을 찾아낸 것이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산악과 성수 신앙은 불교와 도

교를 만나 변용과 습합의 길을 걸었고, 그 종착지는 불교화를 통한 공존 및 사

찰 공간 내로의 안착이었다.

76) 최종성, ｢조선후기 민간의 불교문화: 불승(佛僧), 단신(檀信), 제장(祭場)｣, 종교학연구 30(서울: 

서울대 종교학연구회, 2012), pp.19-53에서는 이 공간을 종교적 의미의 祭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

다. 한편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신행의 전통과 현대적 계승｣, 동아시아불교문화 31(부산: 동아

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pp.253-276에서는 칠성각이나 산신각이 사찰 내에 세워지면서 불교와 

무속의 결합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이질적이며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불교 안으로 포섭한 것으로 

보았다.

77) 다만 유교사회에서의 종교적 지형을 특화시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에

서 불교와 민간신앙(도교, 신도 등)이 어떻게 결합되고 습합되었는지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과 함

께 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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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the Buddhicization of the mountain god and 

seven-star cults, focusing especially on how these indigenous folk traditions were 

transformed in their encounter with Buddhism and eventually merged into it. In the 

late Joseon, as the mountain god and the seven-star went through the syncretization 

with Buddhism, the shrines for these folk deities were constructed by monks and lay 

followers within the temple precinct. It was from the 19th century that these shrines 

became widespread. The acceptance of these two folk traditions into Buddhism 

during this period can also be confirmed in Buddhist invocation manuals and 

paintings.

Although the seven-star cult had its own trend of Buddhism and Taoism, which 

led to competition and conflict at times, such interactions rather created 

Buddho-Taoist amalgams of this cult. This phenomenon was in fact an inevitable 

outcome, considering the socio-cultural situation of the late Joseon in which 

Confucianism became ever more dominant. However, such amalgams reflect the 

process toward an eventual merge through coexistence and mutual transformation. 

Folk religions were marginalized and otherized and, therefore, should rely on 

Buddhism to expand its own religious space while Buddhism had to find more valid 

means to attract new followers and, thereby, broaden its social base.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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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and seven-star cults that had continued from ancient times encountered 

Buddhism and Taoism and underwent transformation and syncretization. The final 

destination for such a process in Korea was found within the temple space that 

shows the co-existence of the two traditions through the Buddhicization of these 

cults.

Keywords 

folk religions, Taoism, Buddhicization, mountain god cult, seven-star cult, mountain god 

shrine, seven-star shrine, invocation 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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