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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는 儒佛 교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종교 심성의 전환이라는 관점에

서 조선초기 佛事 문제를 다룬 연구 작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초기의 佛事 감축･폐
지는 神事 방면의 혁신적 변화―명나라 초기에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의 수용･體化와 

이를 토 로 한 전면적 祀典 재정비, 그리고 새로운 음사 인식을 토 로 한 舊來 공적 제

의의 음사로의 규정 및 이러한 음사의 배격 등의 변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살펴보았다.

태조와 정종 와 달리 태종 는 불사 감축･폐지의 분기점으로 작용하 다. 태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罷佛事’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모든 國行佛事
는 아니어도 國行佛事 전반이 停罷되고 말았다.

태종의 즉위 직후에 단행된 각종 國行佛事의 停罷는 佛事에 한 달라진 감각을 토

로 행해진 조치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국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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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때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이

루어지고 있어, 이 이후로도 비교적 꾸준히 불사 停罷의 폭은 확장되어 갔다.

그렇다고 태종 에 불사가 소멸하고 말았다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은 아니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위축되었어도, 재위 말년까지 각종 불사는 비교적 꾸준히 

거행되었다. 다만 그러한 불사는 비상시적인 것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

정례적인 불사는 非禮로 간주되면서도 權道 차원에서 거행되었다. 특히 극심한 재해로 

인해 民人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위정자는 爲民의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靡神不
擧’) 그중에는 불사도 포함되곤 하 다. 불사가 비록 부정되고 꺼리어졌어도 말이다.

기우 불사로 볼 때, 세종  이후 불사는 태종 에 이루어진 획기적 변화의 자장 내에

서 거행되었다. 거행 빈도는 점차 감소되어 갔고, 성종  들어서는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마저 부정되면서 기우 목적의 불사는 사실상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주제어

불사(佛事), 신사(神事), 불교, 종교 심성, 미신불거(靡神不擧), 음사(淫祀), 태종

I. 머리말: 조선초기 불사 문제를 다루는 관점

본고는 儒佛 교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종교 심성의 전환이라

는 관점에서 조선초기 佛事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여기서 검토하는 佛事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거행되는(國行) 것에 해당한다. 

고려시 에는 佛事가 성행하 고 이러한 불사 자체는 논란의 상이 아니었

지만,1) 조선시 에 들어서 그것은 문제시되는 것을 넘어서 감축･폐지의 소용

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조선에서 佛事의 감축･폐지는 유불 교체에 따른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

상 기초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佛事 감

1) 강호선, ｢고려시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서울: 동국

사학회, 2015); 김형우, ｢高麗時代 國家的 佛敎行事에 한 硏究｣, 박사학위논문(동국 학교 학원, 

1992); 안지원, 고려의 국가불교의례와 문화-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2005); 한기문, ｢高麗時期 定期 佛敎 儀禮의 成立과 性格｣, 민족문화논총 27( 구: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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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폐지는 시기에 따라 어떠한 과정과 양상을 노정한 채 전개되었는지, 어떠

한 논리와 담론에 근거하여 단행되었는지, 존속한 佛事는 어떠한 지적 환경 속

에서 살아남은 것인지 하는 등의 사안이 다루어지지 못하 다.2)

불교사의 문외한인 필자가 조선초기 佛事 문제를 다루게 된 데에는, 지방 城
隍祭, 風雲雷雨山川城隍祭, 圓丘祭(祭天禮) 등을 상으로 한 검토를3) 통해 명나

라 초기에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의 수용･體化와 이를 토 로 한 전면적 祀典 
재정비, 그리고 새로운 음사 인식을 토 로 한 舊來 공적 제의의 음사로의 규정 

및 이러한 음사의 배격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다. 구체적으로

는, 종교 심성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神事 방면의 혁신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면서 佛事 감축･폐지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

어졌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불사는 神事와 함께 다루어지고 처

리 방향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하곤 하 다.

종교 심성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佛事의 감축･폐지를 검토할 것이기에, 이 

작업에 앞서 明初에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으로 우리 측에 수용･體化된 것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4)

∙ 국가 제사 예규인 祀典에는 국가와 민인에게 功德이 있는 신이 등재되

2) 강호선은 國行 水陸齋를 위주로 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 44(인천: 인하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 최종석, ｢조선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

항의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43(서울: 한국사연구회, 2008); 최종석, ｢여말선초 명(明)의 예

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9); 최종석,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역사학보 204(서울: 역

사학회, 2009); 최종석, ｢조선 초기 제천례와 그 개설 논란에 한 재검토－태종･세종 를 중심으

로｣, 조선시 사학보 67(서울: 조선시 사학회, 2013); 최종석, ｢조선초기 風雲雷雨山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한국학연구 42(인천: 인하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 소개 내용은 다음의 연구들을 토 로 작성되었다. Valerie Hansen, Changing Gods in Medieval 
China, 1127-1276(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小島毅, ｢洪武改制と明代の地方志｣, 

中國近世における禮の言說(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최종석, 앞의 논문 ｢여말선초 명(明)의 예

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

격 -중화 보편 수용의 일양상-｣;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초기 風雲雷雨山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최종석, ｢제의와 험｣, 고려역사상의 탐색(서울: 집문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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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 참고적으로 고려시 에는 상 적으로 도드라진 험을 지닌 

존재가 사전에 등재되곤 하 다.

∙ 음사는 分限에 넘치는 제사이자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이 있는 신이 아

니어서 祀典에 오르지 못한 신을 섬기는 제사 다. 가령 天子만이 제사

할 수 있는 천신인 昊天上帝에게 분수에 맞지 않게 제후왕이 제사하는 

것도 음사요,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모종의 산천(신)에게 제사하는 것

도 음사에 해당하 다. 고려시 에서 음사는 ‘巫風의 성행과 맞물려 무

격을 지나치게 믿는 행위(제사)’ 정도로 인식되었다. 이러하기에 음사 

배격은 무격을 내쫓아 무풍의 성행을 잠재우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 (공적)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신)은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을 베푼 존

재 고, 제사는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을 베풀어 온 행위에 한 보답과 

감사의 차원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위 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

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致祭가 이

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고려시 에 신은 험을 지닌 인격신적 

존재로, 신에 한 제사는 그의 험에 의지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행위 다.

∙ 신은 추상적 존재여서 인격신적인 요소가 희박 또는 부재했다. 명이 창

안하고 조선 태종 에 수용된 風雲雷雨山川城隍祭를 사례로 하자면, 그 

제의의 상 신인 風雲雷雨之神, 國內山川之神, 國內城隍之神은 개별성을 

상실한 채 합체화되고 일반･추상화된 존재 고, 더구나 풍운뢰우산천

성황제는 이질적 성격의 이들 세 神을 合祀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제사는 공덕을 지닌 존재에 한 보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

니, 치제 상이 개별성을 상실한 채 합체화되고 일반･추상화된 존재

라고 하는 면모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 신을 함께 

제사하는 것도 무방하 다. 제사 자체가 추상적 성격의 일인 것이었다.

∙ 이러한 추상성, 비인격성으로 인해 位牌만이 인정되고 神像은 부정되

5) 기우에서 언급하자면, 여기에서 공덕은 산스크리트 求那(Guna)의 번역인 불교 용어로서의 공덕을 

가리키지 않는다(두산백과www.doopedia.co.kr) 공덕 항목 참조). 이것은 유교적 공덕에 해당하

기에, 장차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 쌓는 선행과는 무관하다. 유교에서 공덕이 있는 신에 한 제사

는 좋은 果報를 얻고자 하는 데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을 행한 존재에게 보답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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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신의 가족 또한 인정되지 않았고, 신에게 부여한 각종 封爵도 

삭제되었다. 고려시 에는 신의 험성이 강조되면서 신은 경험적이

고 인격신적 측면을 강하게 지녔고, 신사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뚜렷한 

神像이 일반적으로 구비되었으며 신의 가족이 설정되곤 하 다.

본문에서는 명으로부터 수용되어 體化된 이러한 혁신적 종교 심성이 불사 

문제 처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 는지를 위주로 하여 조선초기 불사 문

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태조･정종대: 혁신적 종교 심성의 부상과 국왕의 미온적 수용

왕조가 개창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태조 1년 8월 11일(경신)에 禮曹典
書 趙璞 등이 건의한 上書는6) 祀典 개편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佛事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7) 이 상서는 후술하듯 불사 혁파의 제안을 

담고 있는데, 함께 수록된 사전 개혁과 관련한 여타 건의는 明初의 혁신적 종교 

심성을 바탕으로 종래의 祀典 제의와 그 방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제안을 위주

로 하고 있었다. 곧 ‘天子의 祭天禮인 圓丘를 혁파할 것’, ‘國祭所인 여러 神廟와 

州郡 城隍은 某州･某郡 城隍神이라고만 칭하고 位板을 설치하며 각기 그 고을 守
令이 봄･가을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奠物･祭器･酌獻의 禮는 한결같이 朝廷
禮制(明 예제)에 의거하도록 할 것’, ‘前朝의 惠王(惠宗)･顯王(顯宗)･忠敬王(元
宗)･忠烈王은 모두 백성에게 功이 있으니, 麻田郡의 太祖廟에 붙여 제사지내게 

할 것’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圓丘를 혁파하도록 한 요청은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경내의 산천

에 제사한다(天子祭天地 諸侯祭境內山川)’라는 식의 禮에 의거하여 제후인 조선 

6) 태조실록 권1, 1년 8월 경신 조.

7) 이보다 며칠 앞서 都堂에서 八關會와 燃燈會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태조실록 권1, 1년 8월 갑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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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 명분을 저버리는 참월한 행위인 祭天禮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

이다. 원구제를 폐지하여 사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天子祭天地 諸
侯祭山川’ 식의 언설은 禮記에 수록된 정도로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

며 고려의 국왕은 외교의 무 에서는 내내 천자(황제)의 제후 지만, 고려 성

종  이후로 아무런 논란 없이 제천례(원구제)가 거행되어 오다가 이때 처음

으로 ‘天子의 祭天禮인 圓丘를 혁파하도록’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8) 조박 

등의 이러한 주장은 明初의 혁신적인 종교 인식 가운데 하나인 ‘참월한 제사

[越分之祭]’를 음사로 보는 새로운 인식9)과 국내에서조차 제후의 分義를 자기 

신념적으로 견지하고자 하는 지적 태도가10) 함께 작용한 결과 을 것이다.

여러 神廟와 州郡 城隍에 관한 건의는 國祭인 祀典 祭祀를 혁신하고자 하는 차

원의 견해로, 明의 洪武 초기에 단행된 혁신적 祠廟 조치를11) 수용･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다. 즉 사전에 등재된 神의 봉작을 없애는 것을 위시하여 사전에 

오른 신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이들 신에 한 치제를 명 예제, 구체적으로는 

홍무예제에 의거하고자 하는 시도 다. 이보다 앞선 때인 공민왕 19년 7월

에 홍무제는 혁신적 祠廟 조치를 수록한 조서를 보내 고려가 이러한 조치를 준

용하도록 권고했지만,12) 정작 당시에는 어떠한 화답도 없다가 신왕조가 들어

서자마자 사전에 수록된 제사를 혁신하는 조치의 수용이 시도된 것이다.13)

태조의 후  왕들 가운데 太祖廟에 붙여 제사 지내는 상을 선정하는 기준

8) 제천례(원구제)의 변화 추이에 관해서는 桑野榮治, ｢高麗廟ら李朝初期における圓丘壇祭祀の受用と
變容―祈雨祭として機能を中心に｣, 朝鮮學報 161(奈良: 朝鮮學會, 1996); 최종석, ｢조선 초기 제천

례와 그 개설 논란에 한 재검토－태종･세종 를 중심으로｣, 조선시 사학보 67(서울: 조선시

사학회, 2013) 참조.

9)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중화 보편 수용의 일

양상-｣, pp. 193-201 참조.

10) 이에 관한 개괄적 소개로는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

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  예교 담론과 예제 질서(서울: 소명출판, 2016); 최종석, ｢13～15세

기 천하질서와 국가 정체성｣, 고려에서 조선으로(서울: 역사비평사, 2019) 참조.

11) 이에 관해서는 小島毅, ｢洪武改制と明代の地方志｣, 中國近世における禮の言說(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1996), pp. 108-112 참조.

12)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 19년 7월 壬寅 條.; 明太祖實錄 卷53, 洪武 3년 6월 癸亥 條
13) 최종석, 앞의 논문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pp. 227-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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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성에게 끼친 功인 사실 또한 주목된다. ‘祀典에 등재된 것은 모두 백성에

게 공덕이 있는 신’이라는14) 식의 인식 역시 明初의 혁신적인 종교 인식과 연관

이 있다. 靈驗이 있는 神을 상으로 賜額과 봉작 수여 등을 행한 宋･元代와15) 달

리, 명 초기에는 공덕을 기준으로 사전을 운 하고자 하 고 이와 맞물려 사전

에 등재된 제사 이외의 것을 음사로 간주하여 금단하 다. 朝鮮經國典을 참

고하면, 백성에게 공덕이 있다고 하여 사전에 등재된 신은 자연신―구체적으

로는 산천(신)―과 과거에 존재하 던 인물로 별되는데, 후자의 경우 생전

의 활약과 이로 인한 민의 혜택이 공덕의 실체에 해당하고, 산천(신)의 공덕이

란 자연(신)의 職(分)이나 작용과 이로 인한 민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16) 앞서 

언급한 홍무제가 보낸 조서에도 공덕을 기준으로 사전을 운 하는 조치가 수

록되었지만, 고려말기에 이것이 고려 사회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고 보긴 어렵다.

상서에 이들 건의와 함께 수록된 神佛(事) 혁파 제안 또한 祀典 개편 차원에

서 혁신적 종교 인식의 구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박 등은 ‘봄가을 藏經과 百高座 法席과 7개의 친히 행차하는 도량과 여러 道
殿, 神祠, 醮祭 등의 일은 고려의 君王이 각기 私願으로써 때에 따라 설치한 것을 

후세의 자손들이 구습에 따를 뿐 혁파하지 못한 것이니, 바야흐로 天命을 받아 

새로 건국함에 어찌 전폐를 답습하여 常法으로 삼겠습니까? 모두 혁파하기를 

청합니다’라고 건의하 다. 이들은 祀典이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신에 한 제

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제사를 혁파하여 사

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의 구래의 각

종 국행 불사는17) 이들 국행 불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고려 이

14) 朝鮮經國典 卷上(三峰集 卷7), 禮典 諸神祀典 참조.

1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Valerie Hansen, lbid. Chapter Ⅳ ‘The Granting of Titles’; 須
江隆, ｢唐宋期における祠廟の廟額･封号の下賜について｣, 中國-社會と文化 9(東京: 東大中国学会, 

1994); 小島毅, ｢洪武改制と明代の地方志｣, 中國近世における禮の言說(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16) 朝鮮經國典 卷上(三峰集 卷7), 禮典 諸神祀典.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초기 風雲雷雨山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pp.391-392 참조.

17) 조박이 언급한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이 고려에서 정기적으로 개설되던 표적인 국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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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거행해 왔을 醮祭, 음사적 神祠 제사 등과 함께 해당 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18) 특히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의 國行 불사의 혁파가 단독으로가 아

니라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이 있지 않은 신을 祀典에서 배제시키는 차원에서 

醮祭, 음사적 神祠 제사의 혁파와 함께 언급된 사실은 주목해야 할 바이다.19)

한편 조박 등은 前代 국왕이 私願에 따라 설치한 舊習을 왕조 교체 이후까지 

답습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의 불사를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데, 그러한 폐지 이유는 다소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피상적 이유를 넘어 그 이면을 엿보기 위해 태조 에 불사의 폐지･감축을 

건의하는 이들이 어떠한 생각에서 그러한 주장을 제기했는지를 검토해 보도

록 하겠다.

知中樞院事 李至는 불교 배척(斥浮屠)을 건의하는 와중에 ‘內殿에서의 祈禳 등
의 일 또한 모두 禁斷시키고, 조심하고 삼가며 恐懼修省한다면, 온갖 복이 다 이

르게 될 것이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겠는가?’, ‘죄지은 사람이 부처에게 뇌물

을 바치고서 (죄를) 면하는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 다.20) 佛(事)에 의존해서

는 화를 없애고 복을 얻을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복을 얻는 데서 修德이 관건

이고 죄(악행)는 불사를 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인식은 당시 유자 관료 내에서 통용된 듯싶다. 정도전의 佛氏雜辨에는 이와 

유사한 생각이 수록되어 있다.

하늘의 道는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화를 주며, 사람의 道는 

선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벌을 준다. 개 마음가짐의 사특함

의례 중 하나 음은 강호선, 앞의 논문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pp. 

490-491 참조.

18) 고려시  이들 국가 제사에 관해서는 김철웅,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파주: 경인문화사, 2007); 

김철웅, 고려시 의 道敎(파주: 경인문화사, 2017); 한기문, 앞의 논문; 안지원, 앞의 책; 강호선, 

앞의 논문 ｢고려시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설행과 그 정치적 의미｣ 참조.

19) 한편 이러한 건의는 고려말기에도 나올 법했지만 이때서야 역사 무 에 등장하 다. 佛事로 한정

해서 말하자면, 고려말기에 배불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불사에 따른 폐해가 언급되었지만, 

國行 불사 자체를 혁파해서 사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20) 태조실록 권14, 7년 윤5월 병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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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름이 있고 행동에 시비가 있어서, 화와 복은 각각 그 類에 따라 응하

는 것이다. …… 개 군자는 화복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 

몸을 닦을 뿐, 복은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고, 화는 구태여 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멀어진다.……저 佛氏는 사람의 邪正과 是非를 논하지 

않고 이에 말하기를, ‘우리 부처에게 귀의하는 자는 화를 면하고 복을 얻

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일지라도 부처에

게 귀의하면 화를 면하고, 비록 道를 갖춘 士人이라 할지라도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으면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 설이 거짓이 아니

라 할지라도 모두 私心에서 나와 公道가 아니니 징계해야 할 것이다.21)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길은 正心과 修身뿐이어서, 부처에 귀의하여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행위는 허황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正心과 修身을 통해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인식은 다소 추

상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특정 사안을 놓고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구체적･
경험적 방식이 아니라 正心과 修身을 하다 보면 불특정한 시점에 하늘이 불특

정하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 식이었다. 이러한 화복관을 지닌 이들에

게 특정 사안을 놓고 부처에 귀의하여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한다는 식의 행위와 

언설은 공감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이는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인식되

었을 것이다.22) 만약 부처가 자신에게 귀의하 다고 해서 죄인의 화를 면하게 

해 준다면, 부처는 부도덕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앞서 李至가 ‘죄지은 

사람이 부처에게 뇌물을 바치고서 면하는 일이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반문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을 것이다.23)

大司憲 朴經 등은 ‘(재해 시에)佛･神에 諂瀆하는 것은 恐懼修省에 무익하다’, 

‘佛･神을 섬기되 煩瀆하지 말라(事佛神而不瀆)’고 하 다.24) 여기서 佛･神을 섬

21) 佛氏雜辨(三峰集 卷9) 佛氏禍福之辨.

22) 설령 이 설이 맞는 구석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公道가 아닌 私心에서 나왔기에 징계해야 한다고 한 

데서, 불교 배척 논리의 윤리적 면모가 잘 드러난다.

23) 이러한 식의 비판 논리는 佛(佛事)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神(神事) 전반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24)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 4월 무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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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 번독하지 말라는 것 및 諂瀆하지 말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佛･神을 섬기

되 민인과 국가에 공･덕이 있는 신에게 제사하는 식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치제자는 그 신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신분(명분)을 갖추어야 하며, 번독해서 제

사 지내는 禮가 문란해지고 경건한 태도가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25) 佛･神의 섬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와 도덕

에 부합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재해 시에 종래의 佛神(事)는 

佛･神에 의지하여 특정 사안을 해결해 달라는 식의 행위로, 佛･神에게 諂瀆하

는 非禮로 간주되어 지양된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事鬼神)’에 관한 언급이

긴 해도, ‘귀신의 道는 선한 것에 복을 주고 음탕한 것에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

이 덕을 닦지 않고 瀆祭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각기 마땅히 제사 

드려야 하는 자에 제사해야지, 어찌 스스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

신을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한 大司憲 南在 등의 언급

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26) 朴經 등은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채 佛･神을 섬겨 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 을 것이다.27)

태조  불사 폐지･감축을 건의하는 이들에게서 확인되는 이러한 인식은 상

고시  유학 이래로의 것이어서 매우 일찍부터 등장하 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禮記에 수록된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식의 언설이 조선 개창 이후

에야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처럼, 조선 건국 이후에야―더 일러도 고려

말기― 유자 관료 사이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듯싶다. 고려말기까지 여전히 國
祭조차 神의 험에 의지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행위인 데서, 제사는 신

으로부터 험이나 복을 얻고자 하는 私心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인에게 공

덕을 베풀어 온 행위에 한 보답과 감사의 차원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公道

25) 이욱, 조선시  재난과 국가의례(파주: 창비, 2009), pp. 46-49 참조.

26) 태조실록 권2, 1년 9월 기해 조.

27) 大司憲 南在 등은 중국과 東國의 역사를 볼 때 불교가 福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선왕의 도를 실천

하면 백성들이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몰래 도울 것이라고 하 다(태조실록
권2, 태조 9월 기해 조). 이러한 식의 인식은 佛氏雜辨에서도 확인된다. 구래의 인식에서는 불교

가 ‘군주를 장수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壽君福國安民)’고 보았다면, 

새로운 종교 인식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先王之道의 실천이 복을 가져다준다고 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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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 의미를 지니긴 어려웠을 것이다.28) 곧 태조

에 불사의 폐지･감축을 건의하는 이들에서 보이는 불사 인식은 통시 적이라

기보다는 시 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조 에 유자 관료 내에서 새로운 佛事 인식에 입각한 불사 폐지･
감축이 건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건의 사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을 

따름이었다.

우선, 조박 등의 상서에 해 태조는 都堂에 下敎하여 봄가을 藏經과 百高座 
法席 그리고 7개의 도량이 처음 설치된 근원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했다고 한

다. 조박 등이 폐지를 건의한 봄가을 藏經과 百高座 法席 그리고 7곳의 도량이 

당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강호선은 조박 등이 건의한 불교 의

례 폐지가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선 개국 초에 진행된 불교의례 

폐지는 단순히 抑佛이나 음사의 금지 혹은 유교의례로의 전환이라는 차원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구왕조의 권위 및 정통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제거

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 다.29) 이 견해에 따르면, 설령 장경도량이

나 백고좌회 등의 불교 의례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움직임은 국행 불사 

자체의 혁파와 무관하 다고 할 수 있다.30) 이것들은 국행 불사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 고, 그러하 기에 태종 즉위 후에 국행 불사의 감축･폐지가 본격화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과 함께 언급된 國行 차
원의 도교 제사와 음사적 神祠 제사는 태조 에 국가 제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데서, 장경도량이나 백고좌회 등이 폐지되었어도 그것은 明初의 혁신적 종교 

심성을 바탕으로 祀典 제의와 그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

진 않았을 것이다.

28) 박성지, 고려시  기이담론 연구(서울: 박이정, 2012);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초기 風雲雷雨山
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참조.

29) 강호선, 앞의 논문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p.492. 특히 봄가을 藏經은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종실록 권1, 1년 3월 갑신 조 참조.

30) 태조 1년 8월 5일(갑인)에 都堂이 八關會와 燃燈會의 폐지를 요청한 뒤에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

는 혁파되었는데(태조실록 권1, 1년 8월 갑인 조), 이 또한 前朝의 상징과 권위를 제거하고자 한 

정치적 조치 다. 강호선, 앞의 논문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濟 설행과 그 의미｣, p.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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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외에 더 이상의 불사 감축･폐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데, 실제로도 그

러했을 것이다. 그나마 태조  불교 관련 규제로 확인되는 것은 ‘제 맘 로 출

가하는 사람을 엄히 다스리는 것’31), ‘중들이 중앙과 지방의 소 관리들과 結
黨하여 寺社를 조 하거나 佛書를 인쇄하거나 하고 심지어는 官司에까지 물자

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단하는 것’32), ‘절에서 여종으

로 하여금 반찬을 장만토록 하는 것을 금하는 것’33) 정도여서, 억불 혹은 불사 

금단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34) 이들은 멋 로 출가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거나 

승려의 비행과 이에 준하는 것을 금단하는 것으로, 前朝에서 시행되었어도 이

상할 게 못 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불사 양상은 태조의 불사에 한 입장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태조

의 불사에 한 입장은 다음 사례에서 잘 보인다. 사헌 朴經 등은 災變을 이유

로 국왕의 恐懼修省을 촉구하면서 失政을 열거하 는데, ‘佛神에 諂瀆하는 것은 

공구수성에 무익하다(諂瀆佛神 無益於恐懼之念)’라고 한 비판은 그 가운데 하나

다. 이에 해 ‘佛神은 전 의 군왕이 땅을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예조와 서운관에서 祈禳할 것을 청하 다(佛神 前代君王 以地鉗設置 禮曹書雲觀 
請行禳禬)’라고 응답한 데서 보듯,35) 태조는 佛神에 한 祈禳을 비판하는 의견

을 수용하지 않았다. 태조의 이러한 태도와 맞물려서인지 당시에는 불사 폐지 

또는 감축을 건의하는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았고, 불사 폐지･감축의 성과도 

별달리 눈에 띄지 않는다. 士人･庶人의 先代에 한 제사를 제외한 일체의 음사

를 금단토록 한 都評議使司 裵克廉･趙浚 등의 上言이 수용되고36) 이로 인해 음사 

금단의 著令이 마련되기까지 한 움직임37)과는 조를 이루고 있다.

31) 태조실록 권2, 1년 9월 임인 조.

32) 태조실록 권2, 1년 9월 임인 조.

33)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갑인 조.

34) 후 의 평가에 따르면, 태조 에는 度僧의 법과 緣化 금지의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세종실록 

권85, 21년 4월 병신 조.

35) 태조실록 권7, 4년 4월 무자 조.

36) 태조실록 권2, 1년 9월 임인 조.

37) 태조실록 권2, 1년 11월 갑오 조;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갑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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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는 유자 관료 내 새로운 佛事 인식에 입각한 불사 폐지･감축의 여망을 

수용하기에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불사 면에서 정종 는 태조 와 그다지 다른 바가 없는 듯하다. 불사에 한 

폐지나 제약도 보이지 않는다. 예조가 閭里經行의 폐지를 주장하 으나 정종

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38) 초파일 燃燈의 설치를 정지할 것을 요청한 門下府
의 上疏에 해서도 회답하지 않았다.39) 불교와 관련된 규제라고 한다면 중들

이 民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는 정도 다.40) 이는 승려가 부녀자

와 간통하는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강 확립 차원의 일로 억불 혹은 불사 

금단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에도 신하들은 불교･불사에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재변 시 기양 차원의 불사마저 부정적으로 보기까지 하 지만,41) 국왕

은 이들의 지향을 외면하 다.

두드러지진 않지만 태조 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정종은 신하의 불교･불사 

비판을 소극적으로나마 수긍하곤 하 다.42) 예컨 , 知經筵事 河崙의 ‘전하가 

점점 부처에게 혹하는 폐단이 있다’라고 한 언급에 해 정종은 ‘과인이 부처

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혹되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佛
神을 상으로 한 기도가 나라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한 비판에 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하 다.43) 이외에도 정종 에는 

재변 시 佛事가 이전과 다름없이 행해지면서도 恐懼修省의 압력은 태조 에 비

해 더욱 강해진 면이 있었다.44) 정종조차 재변 시에 국왕의 恐懼修省을 당연시

38) 정종실록 권1, 1년 3월 갑신 조.

39) 정종실록 권4, 2년 4월 신축 조.

40) 정종실록 권1, 1년 3월 경진 조.

41) 정종실록 권2, 1년 8월 병진 조; 정종실록 권3, 2년 1월 기축 조.

42) 정종실록 권3, 2년 1월 을해 조; 정종실록 권3, 2년 1월 기축 조; 정종실록 권3, 2년 2월 경신 

조; 정종실록 권6, 2년 10월 갑오 조.

43) 정종은 신하들의 불교･불사 비판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다. 신하들의 비판에 호교 차원에서 응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마지못해 

수긍하는 정도 다고 볼 수 있다. 정종은 몰래 華藏寺에 행차하여 新造한 釋迦三尊･五百羅漢을 본 

적이 있는데(정종실록 권6, 2년 10월 정유 조), 이것이 그의 본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44) 정종실록 권2, 1년 8월 을사 조; 정종실록 권6, 2년 10월 갑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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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 다. 그렇지만 철저히 恐懼修省을 실천한다든지 恐懼修省을 중시하여 

불사를 부정･경시한다든지 하는 일은 이 시기와 무관하 다. 

III. 태종대: 혁신적 종교 심성의 구현과 불사 감축･폐지의 분기점

태종 는 전 와 달리 불사 감축･폐지의 분기점으로 작용하 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을 혁신적 종교 심성의 구현과 연관 지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태종은 즉위 당일인 1400년 11월 13일(계유)45)에 의정부와 예조에 명해 神･
佛事를 없애도록 의논하게 하 다. 당시 태종은 神･佛事가 징험이 없어 무익하

다고 보아 이를 전면적으로 혁파하고자 하나 太上王인 태조와 上王인 정종이 

이를 믿기에 없앨 만한 것을 참작하여 아뢰도록 명했다.46) 즉위 당일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태종은 구래의 神･佛事를 폭 정리하고자 하는 뚜렷한 입

장을 갖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적인 혁파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서도 태조  조박 등의 상서와 마찬가지로 神事와 佛事가 함께 다루어

지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 눈길을 끄는 목은 神･佛事를 부정하는 인식을 바

탕으로 한 태종의 이러한 명령이 이전까지 등장한 바 없는 획기적인 성격의 것

이라는 사실이다. 신하들의 건의는 드물지 않게 있었지만, 국왕이 먼저 神･佛
事의 폐지를 제기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神･佛事 가운데 없앨 만한 것을 실

제로 폐지했는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뒤인 동년 12월 22일(임자)에 ‘불사를 정파하는(罷佛事)’ 조치가 단

행되었다. 이날 예조는 태종의 명령에 화답하여 京外 寺社에서 設行하는 道場･
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 등의 일을 모두 停罷하며, ‘祀神’의 경우 祀典에 등재

된 名山大川은 洪武禮制에 의거하여 致祭하고 國巫堂과 紺嶽･德積 등지에 巫女
와 司鑰을 보내 때아닌 때에 제사하는 것은 일체 금단할 것을 上言하 다. 태종

45) 정종실록 권6, 2년 11월 계유 조. “世子詣闕 具朝服受命 御輦至壽昌宮卽位 受百官朝賀 頒宥旨…….”

46) 정종실록 권6, 2년 11월 계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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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神事 관련 건의는 수용치 않고 佛事만 停罷토록 했다.47)

당시 ‘罷佛事’ 조치가 京外 寺社에서 設行하는 道場･法席･國卜･祈恩･年終還願 
등의 일을 모두 停罷해야 한다고 하는 예조의 건의를 전면 수용한 것인지 명확

하진 않지만, 태종 1년 1월 17일(정축) 기사에 따르면, 태종은 侍讀 金科에게 ‘國
行佛事는 이미 停罷하 지만 宮中婦女의 불사는 금하고자 했으나 미처 그러하

지 못하 다’라고 말한 데서,48) 한 달 전 무렵에 행해진 ‘罷佛事’ 조치는 國行佛
事를 停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國行佛事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國行佛事 
전반이 停罷되었을 것으로 보아,49) 당시 태종은 예조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혹

은 이에 가깝게 수용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예조는 佛法이 중국에서도 고려에서도 재앙과 복의 징험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행해온 각종 불사의 정파를 주장하 다. 불법이 재앙과 복

의 징험이 없었다고 한 예조의 인식은 神･佛事는 징험이 없어 무익하다고 한 

태종의 의견과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앙과 복의 징험이 없었다고 

한 것은 ‘諂諛’ 식의 요청에 부처가 응답해준 징험이 없었음을 말하기보다는 

壽君･福國･安民의 공･덕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50) 祀神에 한 인식도 마찬가지 을 것이다. 예조는 ‘정성과 공경이 주가 

되어야 하고, 淫祀에 煩黷하는 것은 제사하지 않는 것만 같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祀典에 등재된 명산 천(신)을 상으로 洪武禮制에 따라 禮에 부합하

도록 치제하고 험을 바라면서 致祭해 온 관행과 단절할 것을 건의하 다. 淫
祀에 煩黷하는 식의 종래의 방식은 무익하다고 본 것이다. 예조는 험으로 인

해 사전에 등재되어 온 것들을 ‘축출’해야 한다고까지는 제안하지 않았지

만,51) 사전에 등재된 신을 상으로 한 제사 방식을 전면 개혁하고자 하 다고 

47) 정종실록 권6, 2년 12월 임자 조.

48) 태종실록｣ 권1, 1년 1월 정축 조.

49) 가령 태종 에도 국행수륙재는 폐지되지 않았다. 강호선, 앞의 논문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pp 498-501 참조.

50) 이러한 논리는 이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佛氏雜辨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51) 이러한 식의 사전 개혁은 태종 9년부터 시작되었다(세종실록 권46, 11년 11월 계축 조). 이에 관

해서는 최종석, 앞의 논문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p.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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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험을 기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과 공경을 위주로 하는, 

홍무예제로 상징되는 명초의 제사 방식 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한 것

이다.52)

이렇듯 태종의 즉위 직후에 단행된 각종 國行佛事의 停罷는 佛事(神事)에 

한 달라진 감각을 토 로 행해진 조치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혁신적인 일이

었다. 극히 일부의 불사를 停罷한다든가, 불사에 부수된 폐단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있었어도, 이처럼 國行佛事 자체를 停罷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

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국왕 개인의 한때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때의 해프닝으

로 끝날 성격의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태종 의 불사 폐지는 여기서 멈추

지 않았다. 태종은 재위 동안 비교적 꾸준히 불사 停罷의 폭을 확장해 갔다. 확

인되는 관련 사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司憲府大司憲 柳觀 등이 上書하기를 “……셋째, 誕日齋와 醮禮를 행하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誕日齋를 없애는 일의 

경우, 前朝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에서는 즉 忌晨에, 아래에서는 즉 追薦･
忌日에 모두 중들에게 밥을 먹이니, 이런 일들을 모두 금하여 없앤 후에 

誕日齋를 아울러 없애는 것이 가하다. 어찌 이 한 가지 일에 해서만 말

하는가?”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 다. 정부는 의논하여 

憲府에서 상언한 로 하기를 청하 다. 때문에 誕日齋는 停罷되었다.53)

∙ 密院의 入番을 없앴다. 처음에 摠持宗 승려 10인이 모두 料를 받고 輪番
으로 三殿에 들어와서 眞言을 외었는데, 이를 密員이라 하 다. 이때에 

이르러 三司에서 다만 番드는 승려의 料만 지급하기를 청하니, 모두 없

애라고 명하 다.54)

∙ 호조에서 아뢰기를, “閭里經行은 古制에 부합하지 못하니, 청하건  國
行을 설행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그 로 따랐다.55)

52) 실제로 이는 태종  사전 정비의 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53) 태종실록 권1, 1년 5월 무술 조.

54) 태종실록 권1, 1년 5월 갑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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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右政丞 趙英茂가 祈雨道場을 藏義寺에 설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

기를, “절에 가서 비 내리기를 비는 것은 古禮에 없으니, 어찌 다시 잘못

을 저지르겠는가?”하 다.56)

∙ 舍利殿祈雨行香使 玉川君 劉敞이 궐에 이르러 장차 香을 받으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宗廟･社稷･山川･北郊･畫龍･土龍･蜥蜴 등에 비를 비는 

것은 여러 예문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거행해야 하나, 佛宇에 비를 비는 

것은 예전에 그 禮가 없고 하물며 내가 전번에 부처에게 비를 빌었을 때

에도 거의 응험이 없었다. 불도가 비록 응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指
空 같은 중이 없는데, 어찌 그 응험이 있겠느냐”하 다. 드디어 정지하

다.57)

∙ 兵曹祝壽齋를 혁파하라고 명하 다. 병조에서 重房의 舊例에 따라서 西
普通都監의 利息 돈을 사용하여 해마다 祝壽齋를 설치하 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수명의 장단은 運數가 있는데, 祈禱가 무슨 소용이냐? 그것

을 혁파하도록 하라”고 하 다.58)

∙ 上元日의 燃燈을 革罷하 다.59)

∙ 4월 8일의 燃燈을 없애라고 명하 다.60)

∙ 三都監･內侍茶房･尙衣院･鷹揚衛에 명하여 誕日祝壽齋를 베풀지 말게 하

다.61)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몇몇은 태종이 신하들보다 불사 停罷에 더 적극적이

고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司憲府大司憲 柳觀 등의 誕日齋를 행하는 

것을 없애자는 건의에, 태종은 誕日齋에 그치지 말고 국가 차원의 忌晨과 민간

의 追薦･忌日에 飯僧하는 일도 禁罷할 것을 언급하 다. 또한, 태종은 三司의 건

의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아예 密院의 入番 자체를 없애도록 했고, 병조가 舊例

55) 태종실록 권11, 6년 4월 정해 조.

56) 태종실록 권12, 6년 윤7월 경신 조.

57) 태종실록 권22, 11년 7월 갑술 조.

58) 태종실록 권27, 14년 1월 무인 조.

59) 태종실록 권29, 15년 1월 정사 조.

60) 태종실록 권29, 15년 1월 갑자 조.

61) 태종실록 권33, 17년 5월 갑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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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좇아 祝壽齋를 베풀어 오는 것을 혁파토록 명하 다. 이처럼 태종은 불사 停
罷에 신하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투철한 태도를 견지하 다.

태종은 어떠한 인식에서 불사를 停罷하고자 한 것일까? 앞서 神･佛事는 징험

이 없어 무익하다고 본 그의 인식이 明初의 혁신적 종교 심성으로 우리 측에 수

용･體化된 것과 맞닿아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佛宇에 비를 비는 것은 

예전에 그 禮가 없다’라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62) 태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사를 非禮로 간주하 을 것이다. 당시 통용되던 ‘神은 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는다(神不享非禮)’ 라는 식의 언설을 감안하면, 그는 非禮인 佛
事를 설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결국, 태종에게 불사는 非禮이기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징험이 없어 무익하기까지 하여 非禮를 감수하면서

까지 행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응험을 나타나

게 할 수 있는 指空과 같은 高僧도 없어 더더욱 불사를 거행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63)

또한, 그간 국가･국왕 차원의 불사 가운데 기양 불사의 비중은 컸다고 할 수 

있는데, 태종은 天災地怪가 군주의 실정과 같은 人事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없애는 방법은 군주의 恐懼修省뿐이라는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 다. 이

러한 인식하에서 그는 경연 석상에서 재변 시의 ‘祈禳’이 의리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표하 고, 그러자 經筵官 모두가 ‘祈禳은 폐할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을 정도 다.64) 天災地怪가 人事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없애는 방

법은 군주의 恐懼修省뿐이라는 생각은 신하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게 못 되나 

군주가 이를 견지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진다. 태종 이전에 군주 가운데서 이러

한 태도를 고수한 이는 없었고 이와 맞물려 恐懼修省 외에 추가로 祈禳이 행해

져야 할 필요성을 의심하는 군주도 없었다. 태종의 이러한 태도가 기양 불사의 

위축을 가져오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62) 정종실록 권6, 2년 11월 계유 조.

63) 태종실록 권22, 11년 7월 갑술 조.

64) 정종실록 권6, 2년 12월 무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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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태종은 태조･정종과 달리 혁신적 종교 심성에서 불사를 비판･배척

해온 신하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때와 사안에 따라서는 신하들보다 더

욱 철저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태종의 등장은 불사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고 혁신적 종교 인식이 역사의 수면 위로 부상하여 이를 토 로 한 각종 

조치가 실현되는 분수령으로 작용하 다고 할 수 있다.65)

이렇다고 하여 태종 에 불사가 소멸하고 말았다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바로 후술하듯 태종 에도 재위 말년

까지 각종 불사가 비교적 꾸준히 거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전과 비교

하면 위축되었기는 하지만 말이다. 태종 12년과 13년의 司諫院 上疏에서 보이

는 ‘지금 우리 盛朝에서 모든 施爲가 한결같이 옛것을 따르는데 유독 神佛의 弊
만은 아직도 다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언설은66) 그 당시에도 

神･佛事가 여전히 존속하 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우선 그에 관한 략적인 양

상을 살펴본 후,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 乾聖寺에서 帝釋禮懺을 베풀고, 津關寺에서 水陸齋를 베풀었다.67)

∙ 觀音窟에서 水陸齋를 베풀었다.68)

∙ 臺山上元寺에서 水陸齋를 베풀었으니, 天災를 없애기 위해 빈 것이다.69)

∙ 祈禳齋를 王輪寺에서 행하 으니, 불상에서 땀이 났기 때문이었다.70)

∙ 사간원에 談禪을 없애기를 청하 으나, 윤허하지 않았다.71)

∙ 비가 조금 내리었다. 祈雨法席에 白苧布 2필과 麤布 1백 6필을 보시해 주

었다.72)

65) 태종 에는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명초에 창안된 각종 예제가 수용되었다. 가령 風雲雷雨山
川城隍祭, 厲祭, 지방 社稷祭, 지방 성황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시기 城
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최종석, 앞의 논문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

황제(城隍祭) 재편｣ 참조.

66) 태종실록 권24, 12년 10월 경신 조;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신묘 조.

67) 태종실록 권1, 1년 1월 정묘 조.

68) 태종실록 권1, 1년 1월 정축 조.

69) 태종실록 권2, 1년 10월 정사 조.

70) 태종실록 권7, 4년 1월 을묘 조.

71) 태종실록 권9, 5년 3월 기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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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禮曹參議 卞季良을 불러 佛疏를 짓고, 덕수궁 곁에 帳幕을 설치하

고 승도 1백 명을 모아 藥師精勤을 행하고, 임금은 입은 옷을 벗어서 藥
師像 앞에 드리고, 몸소 스스로 香을 태우고 팔뚝에 불을 살랐는데, 새

벽에 이르러서야 파하 다. 또 中官 朴猷를 시켜 延壽道場을 궁 북쪽 정

자에 베풀고, 都僧統 雪悟가 水陸齋를 德方寺에서 베풀게 하 는데, 太上
王의 병이 조금 나았다.73)

∙ 太上王의 救病精勤을 舍利殿에 베풀었다. 上王은 친히 香을 태우며 밤새

도록 불상 앞에 꿇어앉아 팔뚝에 불을 지지기를 12심지나 하 다.74)

∙ 衍慶寺가 완성되었다. 임금은 私財로 法衣와 法鉢을 갖추어 蓮華經法會
를 베풀어 낙성하 으니,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75)

∙ 중과 무당을 모아 3일 동안 비를 빌고 그쳤다. 예조에서 무당을 모아 뜰 

안에서 비를 비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 다. 예조 안에서 

비를 비는 것은 古禮가 아니므로, 이때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 다.76)

∙ 또 (태종은)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으니, 僧徒 1백으로 하여금 興天寺 舍利殿에 빌도록 하

다.……”77)

∙ 사간원에서 상소하 다. “이제 우리 盛朝에서 모든 施爲는 한결같이 옛

것을 따르시어 生民의 이해에 관한 것을 興除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유

독 神佛의 폐단만은 아직도 다 혁거하지 못함이 있어……”78)

∙ 사간원에서 상소하 다. 소의 략은 이러하 다. “이제 우리 盛朝에서 

모든 施爲는 한결같이 옛것을 따르시어 치도에 있어 遺漏됨이 없으나, 

유독 이 神佛의 폐단만은 아직도 다 혁거하지 못함이 있어……”79)

∙ 藥師精勤을 本宮에서 베푸니, 중궁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또 經
師 21인을 본궁에, 중 1백 명을 경회루에 모아 불경을 읽으며 기도를 드

72) 태종실록 권9, 5년 5월 병신 조.

73) 태종실록 권15, 8년 1월 정축 조.

74) 태종실록 권15, 8년 3월 계유 조.

75) 태종실록 권19, 10년 4월 임인 조.

76) 태종실록 권19, 10년 6월 기미 조.

77) 태종실록 권22, 11년 7월 경오 조.

78) 태종실록 권24, 12년 10월 경신 조.

79)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신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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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임금이 代言司에 이르기를, “내가 佛氏의 虛誕함을 잘 알고 있으

나, 부인이 이를 믿는 까닭에 이 기도가 있는 것이다”하 다.80)

∙ 또 중과 무당을 모아 기도하 다.81) 

∙ 玉川君 劉敞 등을 北郊･白岳･木覓･楊津･漢江에 보내어 기우제를 행하고, 

중 1백 명을 興天寺 舍利塔에 모아서 조계종 판사 尙形에게 향을 받들어 

비를 빌게 하고, 또 여러 무당에게 한강에서 기도하게 하고, 검교 공조

참의 崔德義를 보내어 楮子島에서 畫龍祭를 행하 다.82)

∙ 判左軍都摠制府事 崔迤에게 명하여 興天寺 舍利殿에서 비를 빌게 하 다. 

草龍을 만들었는데, 한 몸에 머리가 아홉인 것으로 10여 개 다. 중 1백 

명을 모아 祈雨精勤을 베풀었다.83) 

이들 가운데 정례적 불사로 볼 수 있는 것은 水陸齋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상

시적인 불사라 할 수 있다. 수륙재라고 해도 태조의 병환 때문에 베풀어진 德方
寺에서의 水陸齋와 같은 것은 비상설적인 齋儀 다.84) 德方寺에서의 水陸齋와 

같이 태종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비상시적) 불사도 여럿 확인된다. 僧徒 100인

으로 하여금 藥師精勤을 행하도록 하고 延壽道場을 베푼 사례, (興天寺)舍利殿에

서 救病精勤을 베푼 사례, 本宮에서 藥師精勤을 베풀고 經師 21인은 本宮에서 승

려 백 명은 慶會樓에서 불경을 읽으며 기도를 드리도록 한 사례 등이 그러한 것

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빈번한 것은 가뭄 등의 재해 시에 거행된 기

양 차원의 불사 다. 王輪寺에서의 祈禳齋, 祈雨法席, 수차례 규모 승려를 동

원한 興天寺 舍利塔에서의 기우, 중과 무당을 모아 행한 기우 등은 기양 불사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사찰의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蓮華經法會가 행해지기도 

하 다.

80) 태종실록 권25, 13년 5월 갑신 조.

81)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기묘 조.

82)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임오 조.

83) 태종실록 권31, 16년 6월 갑자 조.

84) 태종 에 국행 불사가 전면적으로 혁파되는 속에서도 국행수륙재는 존속하 다. 국행수륙재는 

春冬(이후 春秋)에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것과 비상시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강호선, 앞의 논문 ｢조
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pp. 498-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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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12월 22일(임자)에 國行 불사 위주로 ‘불사를 정파하는(罷佛事)’ 조치

가 단행되고 그 이후로도 불사 停罷의 폭은 확장되어 갔지만, 그 와중에도 비상

시적 불사를 위주로 하여 불사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재해, 병환(죽

음) 따위의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사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태종 에도 불사가 지속된 이유에 관해서다. 당시 불사는 재해, 

병환(죽음) 등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상시적으로 거행되는 것이 위주가 

된 데서 손쉽게 추론할 수 있듯이, 부처에 의지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지속해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러한 식

의 해답은 피상적일뿐만 아니라 통시적 성격의 것이어서 태종  불사 지속이

라는 사안이 지닌 역사성을 가릴 수 있다. 역사적 성격을 갖춘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태종 에도 불사는 지속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이 이를 주도하곤 하

지만, 그럼에도 태종은 前朝의 국왕은 물론이요 태조, 정종과도 질적으로 다

른 태도･인식을 노정하 다. 우선 다음 기록을 보도록 하자. 

임금이 재차 덕수궁에 나아가 知申事 黃喜에게 이르기를, “父王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부처를 섬기는 것은 비록 非禮가 되기는 하나, 不
忍之心을 스스로 제지하기 어려워 僧徒를 召集해서 精勤祈禱를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 다. 황희가 답하기를, “부모를 위해 救病하는 

것이니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 다. 드디어 禮曹參議 卞季良을 

불러 佛疏를 짓고, 덕수궁 곁에 帳幕을 설치하고 승도 1백 명을 모아 藥師
精勤을 행하고, 임금은 입은 옷을 벗어서 藥師像 앞에 드리고, 몸소 스스

로 香을 태우고 팔뚝에 불을 살랐는데, 새벽에 이르러서야 파하 다. 또 

中官 朴猷를 시켜 延壽道場을 궁 북쪽 정자에 베풀고, 都僧統 雪悟가 水陸齋
를 德方寺에서 베풀게 하 는데, 太上王의 병이 조금 나았다.85)

85) 태종실록 권15, 8년 1월 정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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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은 부친의 ‘救病’을 위해 각종 불사를 행하 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

는 점은 ‘父王의 병환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니, 부처를 섬기는 것은 비록 非禮
가 되기는 하나 不忍之心을 스스로 제지하기 어려워’ 불사를 행하겠다고 한 사

실이다. 태종은 ‘事佛’을 非禮라고 못 박으면서도 ‘不忍之心’이라는 유교의 덕

을 내세워 부친의 ‘救病’을 위한 불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신하인 황희 

또한 이에 공감하 다. ‘事佛’이 非禮인 것은 經道라고 한다면, 부친의 ‘救病’을 

위한 불사는 權道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태조 山陵의 齋宮을 開慶寺로 명명하

고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佛氏의 그른 것을 내 어찌 모르겠냐마는, 이것을 

하는 것은 父王의 大事를 당하여 是非를 따질 겨를이 없다’라고86) 한 것 또한 같

은 맥락에서 을 것이다. 이외에도 태종은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蓮華經法
會를 베풀었으며,87) 중궁이 위독한 시에 각종 불사를 거행하면서 ‘佛氏의 虛誕
함을 알고 있지만 부인이 이를 믿기에 이러한 기도가 있는 것이다’88)라고 하

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권도 차원에서 행한 일인 것이다.8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 시 기양 차원의 불사 또한 부정시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활용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맥락은 가족의 병환(죽

음) 시에 불사가 거행되는 것과는 상이하 다. 이에 관해 다음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玉川君 劉敞 등을 北郊･白岳･木覓･楊津･漢江에 보내어 기우제를 행하고, 

중 1백 명을 興天寺의 사리탑에 모아서 조계종 判事 尙形에게 香을 받들어 

비를 빌게 하고, 또 여러 무당에게 한강에서 기도하게 하고, 검교 공조참

의 崔德義를 보내어 楮子島에서 畫龍祭를 행하 다. 임금이 승정원에 傳旨
하기를 “예로부터 홍수와 가뭄의 재앙은 모두 임금의 부덕한 소치 다. 

지금 僧巫를 모아서 비를 빌지만, 마음은 실로 편하지 못하다. 비록 비의 

86) 태종실록 권16, 8년 7월 을해 조.

87) 태종실록 권19, 10년 4월 임인 조.

88) 태종실록 권25, 13년 5월 갑신 조.

89) 가족의 병환, 명복 때문은 아니지만, 宮中婦女의 불사처럼, 금단하고자 하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쉽사리 없애지 못하고 묵인하는 불사 사례들도 드물지 않았다. 태종실록권1, 1년 1월 정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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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僧巫의 힘이 아니며, 다만 비를 걱정하는 

생각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는 또한 기도나 제사

를 그만두고 人事를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文理를 조금 알

므로 僧巫의 誕妄함도 안다. 지금 도리어 左道에 의지하여 하늘의 은택을 

바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 다. 金汝知가 답하

기를 “비록 옛날 聖王의 正道는 아니지만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내

야 하는 것(靡神不擧) 또한 古事입니다. 지금 중들이 이미 모 고 供辦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從容히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 다. 임금이 말

하기를 “나의 뜻도 진실로 그와 같다. 만약 종용히 하는 것이라면 경들이 

맡아서 하라”고 하 다.90)

僧巫를 모아서 비를 비는 행위는 여타의 기우 의례가 ‘예문에 실려 있어 마

땅히 거행해야 하는 의례’인 것과 달리 꺼려지는 일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태

종은 불교를 부정하 으며 불사를 非禮로 간주하 다. 더구나 그는 승려와 무

당을 동원한 기우제를 거행토록 하면서도 이를 통해서 得雨의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재앙은 임금의 부덕의 소치이고, 그것의 소멸은 

기도나 제사가 아닌 人事를 바로잡는데, 달리 말해 恐懼修省에 달려 있다고 보

았으며, 가뭄 시 승려와 무당을 동원한 기우제가 거행되는 와중에 비가 내렸다

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당 기우제의 효과가 아니라고까지 인식하 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태종이 기우 차원의 불사를 행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듯

하다. 그럼에도 당시 승려와 무당을 동원한 기우제를 거행하도록 한 것은 가뭄

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자 한 심정에서 을 것이다. 金汝知 또한 태종과 인식을 같이하여 승려와 무당

을 동원한 기우제를 옛 聖王의 正道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가뭄으로 인해 민인

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靡神不擧)

는 古事를 근거로 하여 꺼린 채 묵인하 다.91) 태종 11년 7월 11일(경오)에 태종

90)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임오 조.

91)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초기 風雲雷雨山川城隍祭의 수용･지속과 그 인식적 기반｣, pp. 400-402 참조.



조선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불교   25

이 詩經의 ‘어느 神에게나 제사를 지내야 한다(靡神不擧)’라는 구절을 들어 

僧徒 백명으로 하여금 興天寺 舍利殿에 (비를) 빌도록 한 것이라든지,92) 태종 13

년 7월 2일(기묘)에 “가물면 어느 神에게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靡神不擧), 이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해 山川의 제사를 의당 거행하

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제 비를 비는 데 마땅히 사람을 골라서 보내고 또 

僧巫를 모아서 기도하라”93)고 명령한 것이라든지 한 사례들 또한 기양 불사가 

‘靡神不擧’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재난이 심각하여 民人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위정자는 爲民의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 그중에는 불

사도 포함되곤 하 다. 불사가 비록 부정되고 꺼려졌어도 말이다.94)

正道가 아니라든지, 禮文에 없는 非禮라든지 하면서도 ‘靡神不擧’를 명분으

로 하여 불사를 거행한 것은 태종 에 시작된 새로운 움직임이었다.95) ‘靡神不
擧’에는 불사만이 아니라 巫祭, 음사적 神事 등도 포함되곤 하 다. ‘靡神不擧’

를 명분으로 한 불사 거행 등은 재삼 언급한 바 있는 새로이 등장한 혁신적 종

교 심성 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92) 태종실록 권22, 11년 7월 경오 조.

93)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기묘 조.

94) 태종 의 이러한 분위기는 원구제(제천례)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원구제(제천례)

는 1412년(태종 12)에 이르러 국왕이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境內 산천에 제사한다’라는 

식의 禮를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속에서 폐지되었다. 앞서 본 태조  조박 등의 건의가 이때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1416년(태종 16) 변계량의 건의를 계기로 하여 원구제는 재개되었다. 

변계량을 위시하여 원구제 시행을 주장한 측조차 ‘天子祭天地 諸侯祭境內山川’ 식의 예를 수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旱魃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권도의 차원에서 제천례 시행이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

로 국왕을 설득하 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주효하 다. 그리하여 원구제는 재개되었다. 재개된 

원구제는 이전과 달리 한발 시에 임시적으로 거행되는 기우 차원의 원구제(원단기우제)로 국한되

었다. 1412년 이전까지는 정기적인 것으로는 각각 1월과 4월에 기곡과 기우를 위한 원구제가, 비

정기적인 것으로는 극심한 가뭄 시 기우 목적의 원구제가 거행되었지만, 1412년 이후로는 보다 의

미와 비중이 큰 정기적인 원구제는 재개 상에서 제외되었다. 제후 분의의 견지 차원에서 원구제

가 폐지되었지만, 임시적인 원구제의 재개는 제후 분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 데서 그

것이 가능하 다. 이상의 태종  원구제의 폐지와 복설에 관해서는 최종석, 앞의 논문 ｢조선 초기 

제천례와 그 개설 논란에 한 재검토－태종･세종 를 중심으로｣, pp. 62-72 참조.

95) ‘靡神不擧’ 용례는 고려시 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용례는 사실상 조선 태종 부터 등장

한다. 태조 에 한 건이 확인되나, 이는 재변이 있어 ‘神에게 제사를 거행하지 않은 데가 없다’는, 

다시 말해 두루 제사하 다는 식이어서(태조실록 권14, 7년 5월 기유 조), 비상한 상황에 한해서

는 평소 거행하지 못하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활용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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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에게 공덕이 있는 신을 祀典･禮文에 수록하고 사전에 수록된 神에 한정하

여 예법에 맞게―구체적으로는 洪武禮制 등의 明制에 의거하여―치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은 제사는 非禮로 배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爲民의 차원에서라도 시경에 언급된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불

사 등의 非禮를 거행할 수 있다는 권도가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세종~성종대: 權道로서 불사 존속과 그 부정

본 장에서는 세종 부터 성종 까지의 기간에 불사가 어떠한 지적 환경에

서 거행되었고 불사 거행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성종 를 하한으로 한 것은 성종 를 경과하면서 사실상 불사 거행이 소멸

하게 되었다고 하는 판단에서이다.

태종 를 경과한 이후인 이 기간에 불사는 태종 에 이루어진 획기적 변화

의 자장 내에서 거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불사는 비상시

적인 것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들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약화해가는 

추세 다. 여기서는 재해, 그중에서도 표적이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인 

旱災 시의 (비상시적인) 불사를 중심으로 하여 불사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우 불사는 당연히도 가뭄 시에 거행되었다. 그런데 가뭄 시에 기우 불사가 

항상 베풀어진 것은 아니었다. 종묘 기우제와 같은, 五禮에 그 의례가 수록된 

것은96) 한재 시에 거의 예외 없이 거행되었지만, 기우 불사는 가뭄 시에도 설

행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아래의 기록을 실마리 삼아 이 문제를 좀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禮曹에서 啓하기를 “지금 비를 비는데 어느 神에게나 제사를 지내고 있으

나(靡神不擧) 비가 내리지 않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古人의 말에 ‘한 중

96) 세종실록 오례 吉禮儀式에 수록된 祈告宗廟儀, 祈告社稷儀, 風雲雷雨壇祈雨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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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도인의 祝贊은 千門萬戶가 일제히 소리치는 것보다 못하다’ 하 습

니다. 서울과 畿內의 僧徒와 巫女가 기도하는 것과 여염집 사당과 里社에

서 모여 기도하는 것 등의 일은 다시 吉日을 가려 한날한시에 시작하여 

사흘을 기한으로 비를 빌게 하고, 이어 所在官으로 하여금 살피기를 청합

니다” 하 다. 그 로 따랐다.97)

위의 세종 7년 7월 6일(계유) 예조의 啓聞에 따르면, 한날한시에 일제히 기도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畿內의 僧徒와 巫女가 기도하는 것과 여염집 사

당과 里社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 등의 일’은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할 수 있는 모

든 기우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禱雨’의 혜택을 얻지 못한 참혹한 상황에서 지

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시도한 행위 다. 실제로 이십여 일 뒤에 ‘처음으

로 서울과 畿內에서 중들과 巫女를 시켜 祈雨하고 여염집 사당과 里社에서 한날

한시에 모여 3일을 기한으로 祈雨토록 하는’98) 조치가 취해졌다.

예조의 계문에 앞서 興天寺에서 祈雨 불사가 거행되었고99) 또한 세종은 禪･
敎 兩宗과 明通寺에 명하여 비가 올 때까지 기우하도록 하 다.100) 이들 기우 불

사는 예조가 언급한 靡神不擧 차원에서 행한 각종 조치 가운데 일부 을 것이

다. 靡神不擧의 차원에서 불사 등을 거행했어도 여전히 한재가 계속되자, 더욱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 으니 이전에 없던 방식의 불사 거행은 이들 특단의 조

치 가운데 일부 을 것이다.

세종 18년 6월 10일(을사) 集賢殿副提學 安止 등의 上言 중에는 비를 얻고 난 

후 祈雨한 중들에게 상을 주는 일을 문제 삼은 구절이 있는데, 세종은 다음과 

같은 언설로 이에 해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은 ‘祈雨한 뒤에 중들에게 상

을 주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요, 또 비를 내리게 한 것은 어찌 중들이 祈雨
한 소치이겠느냐?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내야 해서(靡神不擧) 중을 모아 

97) 세종실록 권29, 7년 7월 계유 조.

98) 세종실록 권29, 7년 7월 갑오 조.

99)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계해 조.

100) 세종실록 권29, 7년 7월 기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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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하여 최후에 그 비가 마침 그때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상을 주어서 비가 

내린 것을 기뻐하는 뜻을 보 을 뿐이었다’라고 하 다.101) 세종은 부왕인 태

종과 마찬가지로 승도가 기우하여 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得雨’를 승도의 기

우가 가져다준 소산이 아니라 우연히도 비가 그때 내린 데서 다고 보았다. 祈
雨한 중들에게 상을 준 것도 이들이 ‘得雨’에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비가 내린 

것을 기뻐하는 차원에서 다. 이렇다고 할 때, 전혀 쓸모없는 일로 인식되었을 

수 있는 기우 불사의 시행 동력은 불사의 효험에 한 믿음이 아니라 爲民 차원

의 靡神不擧 다고 할 수 있다.

기우 불사가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거행되었다고 해도 신하들 사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세종 21년 4월 都承旨 金墩 등은 ‘흥천사 

기우가 비록 祖宗께서도 폐하지 아니한 바이나, 반드시 중들로 하여금 기도하

게 한 뒤에야 비를 얻을 수 있겠는가’하면서 興天寺 祈雨의 정지를 요청하 고, 

국왕이 이를 수용한 적도 있었다.102)

세종 에 기우 목적의 불사는 사례 면에서 여전히 드물지 않았다.103) 태종

와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가뭄

을 맞아 일반적으로 거행된 기우제, 가령 종묘･명산 천 등에서의 기우제와 

비교하면 거행 빈도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훨씬 적게 거행된 것이다. 

101) 세종실록 권72, 18년 6월 을사 조.

102) 세종실록 권85, 21년 4월 병신 조.

103) 세종실록 권4, 1년 5월 계유 조; 세종실록 권8, 2년 4월 을묘 조; 세종실록 권16, 4년 7월 기

미 조; 세종실록 권20, 5년 5월 계미 조;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계해 조; 세종실록 권29, 7년 

7월 기사 조; 세종실록 권29, 7년 7월 갑오 조; 세종실록 권32, 8년 4월 병술 조; 세종실록 권

32, 8년 4월 경인 조; 세종실록 권36, 9년 5월 병진 조; 세종실록 권36, 9년 6월 정축 조; 세종

실록 권37, 9년 7월 정유 조; 세종실록 권45, 11년 7월 무신 조; 세종실록 권68, 17년 5월 무술 

조; 세종실록 권69, 17년 7월 갑오 조; 세종실록 권69, 17년 8월 을사 조; 세종실록 권72, 18

년 4월 기미 조; 세종실록 권72, 18년 6월 신축 조; 세종실록 권73, 18년 윤6월 무진 조; 세종

실록 권74, 18년 7월 갑오 조; 세종실록 권74, 18년 7월 경술 조;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계

축 조; 세종실록 권89, 22년 4월 정유 조; 세종실록 권100, 25년 4월 계축 조; 세종실록 권

100, 25년 6월 임자 조; 세종실록 권101, 25년 7월 무진 조; 세종실록 권101, 25년 7월 계유 조; 

세종실록 권104, 26년 6월 정미 조; 세종실록 권105, 26년 7월 임신 조; 세종실록 권108, 27

년 5월 임오 조; 세종실록 권120, 30년 5월 을유 조; 세종실록 권124, 31년 6월 신해 조; 세종

실록 권124, 31년 6월 계축 조; 세종실록 권125, 31년 7월 기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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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 불사는 가뭄 시마다 거행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한발이 극심하여 온갖 

기우제를 거행했어도 ‘得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靡神不
擧, 그중에서도 비교적 후순위라 할 수 있는 위상에서 거행되었을 것이다. 그

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음사라고 하여 배격한 ‘祀典에 실린 것 외의 험이 있는 

곳(祀典所載外靈驗處)’을 상으로 해서도 靡神不擧를 이유로 기우제를 거행하

곤 하 는데,104) 기우 불사는 극심한 旱災 시에 한해 행할 수 있는 ‘祀典所載外靈
驗處’ 기우와 위상 면에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문종  이후로도 기우 불사는 靡神不擧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거행된 듯싶

다. 다만 거행 빈도 면에서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우선 문종 를 보면, 짧은 재위 기간 때문인지 기우 불사는 단 한 차례 거행

되는 데 그쳤다. 즉 문종 1년 5월에 전왕 에도 여러 차례 거행되기도 한 표

적인 기우 불사인 흥천사(사리탑) 기우가 행해졌다. 당시 문종은 經筵官에게 

이르기를 “故事에 가뭄이 심하면 群祀를 두루 거행하고 또 僧徒･巫女의 기도를 

행하니, 이제 正祀를 두루 거행하고서 비가 내리지 않은 뒤에는 승도･무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자 하니, 그 祈雨한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라”105)고 하

다. 이를 계기로 며칠 뒤에 흥천사에서 기우 불사가 단행되었다.106) 司憲掌令 金
淡의 계문에서 잘 보이듯, 이 불사는 ‘旱災가 너무 심하여 임금께서 어느 神에

게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으로써 행하여 감히 停寢을 청하지 못한(旱災太
甚 上以靡神不擧之義而行之 故未敢請停)’107) 성격의 것이었다.108) 당시에도 기우 

불사는 극심한 한재 시에 각종 正祀의 기우제를 거행하 음에도 비를 얻지 못

한 상황에서 爲民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해 본다는 심정에서의 

일이었다.

104) 세종실록 권124, 31년 6월 신해 조.

105) 문종실록 권7, 1년 5월 임자 조.

106) 문종실록 권7, 1년 5월 정사 조.

107) 문종실록 권7, 1년 5월 임술 조.

108) 다음 기사에서는 이 불사가 靡神不擧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문종의 言說이 확인된다. 문
종실록 권7, 1년 5월 병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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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부터 예종 까지의 기간에 기우 불사는 매우 드물게 행해졌다. 興天
寺 舍利閣에서의 불사를 위주로 각 왕 에 한두 건에 그칠 따름이었다.109) 호불

의 군주라고까지 칭해지는 세조의 치세에조차 다르지 않았다. 태종  이래로 

이어져 오는 비상한 상황에 한해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기우 불사를 거행한다

고 하는 인식은 태종  이전으로 선회의 기미 없이 고착해 간 것이다. 더욱이 

성종 에는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고 이마저도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성종 를 살펴보자면, 드물게나마 興天寺와 圓覺寺 등에서의 불사가 거행되

곤 하 다.110) 이러한 불사는 靡神不擧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언급

되고 있다.111) 또한 세종 와 흡사하게도 비를 얻게 되어 흥천사 기우에 참여

한 승도에게 상을 내려준 조치에 한 신하들의 비판에 해서112), 성종은 오

랜 가뭄에 비가 내려 기쁨에 겨워 상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하 다.113)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전과 달라진 바가 전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런데 성종 12년 6월에 주목할만한 변화가 감지된다. 아래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承政院에 傳敎하기를, “지금 날씨를 보면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백성

이 생활할 길이 지극히 어렵다. 盲人･僧人을 시켜 비는 것은 내가 믿지 않

으나 이것 또한 국가의 故事이니, 행하여 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 다. 

都承旨 金升卿 등이 아뢰기를, “옛말에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靡神不擧)’ 하 습니다. 금년 가뭄은 경인년보다 심하여 재변이 매

우 급박하니 비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하겠습니다” 하 다. 右承旨 盧
公弼이 홀로 아뢰기를, “신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宗廟･社稷에 

109) 단종실록 권11, 2년 7월 병자 조; 세조실록 권7, 3년 5월 기축 조; 예종실록 권6, 1년 7월 임

진 조; 예종실록 권6, 1년 7월 갑오 조.

110) 성종실록 권4, 1년 4월 무진 조; 성종실록 권17, 3년 4월 경오 조;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갑진 조;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기유 조; 성종실록 권130, 12년 6월 임신 조; 성종실록 권

143, 13년 7월 무인 조.

111) 성종실록 권4, 1년 4월 신미 조.

112)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병오 조;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경술 조;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계축 조.

113)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병오 조;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경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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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도 다 응험이 없었는데, 이제 寺社에 빌어서 마침 비가 내리면, 사람

들은 모두 종묘･사직에는 신이 없고 부처에게만 靈이 있다고 생각할 것

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백성의 의혹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

나 부처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직 맹인･童子
는 그 마음이 專一하니 빌게 할 만합니다.”하 다. 전교하기를, “승도가 

비를 비는 것도 故事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 다.114)

성종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걱정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盲人･僧人으로 하여금 비를 빌도록 하자는 의사를 비쳤다. 이 일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故事를 시도해보자는 것이었다. 都承旨 金升卿 등
은 靡神不擧를 근거로 동의하 으나, 승정원 내에서 유독 右承旨 盧公弼이 불사 

기우만은 반 하 다. 부처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우연히도 불사 후

에 비가 내리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욱 미혹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다. 靡神不
擧 차원의 기우 불사마저 반 하는 목이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때 성종

은 故事를 이유로 불사, 구체적으로는 흥천사에서의 기우 불사를 강행하 다.

그런데 다음 날에 또다시 弘文館副提學 李孟賢 등이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한 

기우 불사마저 반 하는 箚子를 올렸다. 이들의 생각은 盧公弼과 동소이하

다. 특히 무리를 모아 부처에게 비는 일은 靡神不擧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求諸神者 非聚衆禱佛之謂也)이 눈길을 끈다.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기우 불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우 불사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노정한 목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건의에 해 성종은 

“그 들의 말은 매우 옳다. 하지만 내가 어찌 부처를 좋아해서 이를 하는 것이

겠는가?……또한 부처도 신이 아니겠는가? 임금과 宰相이 誠敬을 다하여 하늘

을 감동케 하여 비를 오게 하지 못하므로 백성의 생활을 애달프게 여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들의 말이 옳기는 해도 따를 수 없

다”115)고 하 다. 당시 성종은 이들의 의견이 옳다고 할 정도로 매우 수세적으

114) 성종실록 권130, 12년 6월 신미 조.

115) 성종실록 권130, 12년 6월 임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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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하 다. 그는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견을 

옳다고 하면서도 한재를 맞아 곤궁한 민인을 어여삐 여겨 기우 불사를 강행하

고자 했고, 결국 흥천사 기우 불사는 성사되었다.116) 그럼에도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는 시한부 환자나 다름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 13년 7월 13일(경진)에 弘文館直提學 李命崇 등은 흥천사에서 재차 기우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 다.117) 국왕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靡神不
擧 차원의 기우 불사마저 부정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었음은 주목되는 

바이다. 결국 성종 16년 6월에 국왕마저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를 부정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성종은 흥천사 기우가 正道가 아

니기에 거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祖宗朝로부

터 행해 온 일 및 佛道를 숭상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은택을 위한 일 등을 이유로 

흥천사 기우를 관철하 지만,118) 결국 기우의 응험은 없었다. 이에 성종은 원각

사 기우를 명하 는데, 弘文館典翰 鄭誠謹 등이 이를 반 하는 의견을 개진하

다. 논리 면에서 이전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지만, 성종은 이번에는 반  의견

을 수용하 다. 곧 “圓覺寺 祈雨는 禮曹에서 禮에 의거하여 啓請하 기에 비가 오

지 않아 근심한 나머지 그 청을 윤허한 것이지, 내가 佛氏를 좋아해서 한 것은 아

니다. 이제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는 옳다. 부처가 만약 신령하다면 興天寺
에서 기도했던 날에 마땅히 그 응험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믿기에 족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한낱 사람만 수고롭게 하고 供養만 허비하고 말았다”고 하

다.119) 기우 불사는 正道가 아니요 그리하여 非禮를 범하는 것인데, 성종조차 부

처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령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게 되면서, 흥천사와 

원각사 등에서의 기우 불사는 靡神不擧의 차원에서조차 행해질 수 없는 일이 되

고 만 것이다. 당 인의 입을 빌자면, 기우 불사는 靡神不擧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다. 그래서인지 이 이후로 기우 목적의 불사는 사실상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116) 성종실록 권130, 12년 6월 임신 조. “玉山君躋 以行香使 禱雨于興天寺.”

117) 성종실록 권143, 13년 7월 경진 조.

118) 성종실록 권180, 16년 6월 병술 조.

119) 성종실록 권180, 16년 6월 정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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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지금까지 儒佛 교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종교 심성의 전환이

라는 관점에서 조선초기 佛事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초기 

佛事 감축･폐지는 神事 방면의 혁신적 변화―명나라 초기에 등장한 혁신적 종

교 심성의 수용･體化와 이를 토 로 한 전면적 祀典 재정비, 그리고 새로운 음

사 인식을 토 로 한 舊來 공적 제의의 음사로의 규정 및 이러한 음사의 배격 

등의 변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살펴보았다.

태조와 정종 에는 유자 관료 내에서 명초의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한 

새로운 佛事 인식―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길은 正心과 修身뿐이어서, 부처

에 귀의하여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행위는 허황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식의 인식―에 근거하여 불사 폐지･감축을 건의하 지만, 건의 수용은 前朝의 

상징과 권위를 제거하고자 한 정치적 차원의 불사 혁파를 위주로 매우 제한적

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태종 는 불사 감축･폐지의 분기점으로 작용하 다. 태종은 즉위 

당일에 의정부와 예조에 명해 神･佛事를 없애도록 의논하게 하 다. 국왕이 먼

저 神･佛事의 폐지를 제기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로, 이 명령은 그간 유자 관

료 내에서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제기해 온 건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

다. 한 달여 뒤에 태종은 자신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예조의 건의를 수

용하 고, 그 결과 ‘불사를 정파하는(罷佛事)’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때의 ‘罷佛
事’ 조치는 國行佛事를 停罷한 것으로, 이 조치로 모든 國行佛事는 아니어도 國行
佛事 전반이 停罷되고 말았다.

태종의 즉위 직후에 단행된 각종 國行佛事의 停罷는 佛事에 한 달라진 감각

을 토 로 행해진 조치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극히 일부

의 불사를 停罷한다든가, 불사에 부수된 폐단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있

었어도, 國行佛事 전반을 停罷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

는 국왕 개인의 한때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을 토 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이후로도 비교적 꾸준히 불사 停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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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확장되어 갔다. 태종은 불사 停罷에 있어 신하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투철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폭의 확장을 주도해 갔다.

그렇다고 태종 에 불사가 소멸하고 말았다거나 사실상 그러한 상태에 이

르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위축되었어도, 재위 말년까지 각종 

불사는 비교적 꾸준히 거행되었다. 다만 그러한 불사는 비상시적인 것을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재해, 왕실 내 병환(죽음) 따위의 인간의 힘이 미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사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 다.

태종 에도 불사는 지속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이 이를 주도하곤 하

지만, 태종은 前朝의 국왕은 물론이요 태조, 정종과도 질적으로 다른 태도･
인식을 노정하 다. 가령 태종은 부친의 ‘救病’을 위해 각종 불사를 거행한 시

에 ‘事佛’을 非禮라고 못 박으면서도 ‘不忍之心’이라는 유교의 덕을 내세워 부

친의 ‘救病’을 위한 불사의 필요성을 언급하 다. 왕실 내 병환(죽음) 따위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종은 ‘事佛’이 非禮인 것을 經道로, ‘救病’을 위한 불

사를 權道로 바라본 것이다. 이는 불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자 관료도 공감할 

수 있는 바 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 시 기양 차원의 불사 또한 부정시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활용하 다. 다만 구체적인 맥락은 가족의 병환(죽음) 시 불사 거

행과는 상이하 다. 곧 기양 불사는 ‘靡神不擧’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재난이 

심각하여 民人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위정자는 爲民의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해

야 했고(‘靡神不擧’) 그중에는 불사도 포함되곤 하 다. 불사가 비록 부정되고 

꺼려졌어도 말이다.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하여 불사를 거행한 것은 태종 에 시작된 새로운 움

직임이었다. ‘靡神不擧’에는 불사만이 아니라 巫祭, 음사적 神事 등도 포함되곤 

하 다.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한 불사 거행 등은 새로이 등장한 혁신적 종교 

심성 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국가와 민인에게 공덕이 있는 신을 祀
典･禮文에 수록하고 사전에 수록된 神에 한정하여 예법에 맞게 치제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은 제사는 非禮로 배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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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爲民의 차원에서라도 시경에 언급된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불사 등

의 非禮를 거행할 수 있다는 권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  이후 불사 거행의 양상은 재해 가운데 표적이면서 빈번히 발생하

는 旱災 시의 (비상시적인) 불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았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불사는 태종 에 이루어진 획기적 변화의 자장 내에서 거행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세종 에 기우 목적의 불사는 사례 면에서는 여전히 드물진 않았다. 기우 불

사는 가뭄 시마다 거행되지는 못하 고 한발이 극심하여 온갖 기우제를 거행

했어도 ‘得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靡神不擧, 그중에서도 

비교적 후순위라 할 수 있는 위상에서 거행되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는 

음사라고 하여 배격한 ‘祀典에 실린 것 외의 험이 있는 곳(祀典所載外靈驗處)’

을 상으로 해서도 靡神不擧를 이유로 기우제를 거행하곤 하 는데, 기우 불

사는 극심한 旱災 시에 한해 행할 수 있는 ‘祀典所載外靈驗處’ 기우와 위상 면에

서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종  이후로도 기우 불사는 靡神不擧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거행 빈도 면에서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호불의 군주라고까지 

칭해지는 세조의 치세에조차 다르지 않았다. 태종  이래로 이어져 오는 비상

한 상황에 한해 靡神不擧를 명분으로 기우 불사를 거행한다고 하는 인식은 태

종  이전으로 선회의 기미 없이 고착해 간 것이다.

성종 에도 한동안은 드물게나마 興天寺와 圓覺寺 등에서 기우 불사가 거행

되곤 하 다. 이러한 불사 역시 靡神不擧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유자 

관료 내에서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마저 부정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

었고, 성종 16년 6월에는 국왕마저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를 부정하는 이들

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 다.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를 부정했다는 것은 

靡神不擧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우 불사가 靡神不擧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국왕마저 靡神不擧 차원의 기우 불사를 부정하고 나

서면서 기우 목적의 불사는 사실상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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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research work on the situation of national Buddhist servic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a shifting religious mentality.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d whether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national 

Buddhist ceremonies in the period occurred in the same or similar context with the 

changes in the offering services for ancestors or gods.

Unlike the periods of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dynasty, and King Jeongjong,  

King Taejong’s period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Buddhist service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Not long after King Taejong  

ascended the throne, he took a measure to abolish official Buddhist ceremonies, 

which resulted in termination of almost all of them, if not all. His measure was  based 

on the newly emerged religious mind of the time, not solely on his own will.  Since 

then, this policy has steadily expanded.

However, Buddhist services did not thoroughly disappear in the period of King 

Taejong. Although shrunk in comparison with the former period, various Buddhist 

services were still held relatively steadily until the end of his reign. Carried out 

irregularly and regarded as unlawful, Buddhist rituals were held in terms of 

provisional respons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t that time. Especially when there 

were  severe natural disasters, kings had to conduct any means possible,  including 

Buddhist services, to comfort the people (靡神不擧), though the services wer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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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uctantly taken.

The rain ritual shows the changing situation. Since King Sejong, it continued to be 

held within the boundary of the new policy implemented by King Taejong. However, 

it gradually decreased in number, and when the King Seongjong era began, the ritual 

was denied its role as a provisional measure to comfort people and disappeared from 

the public scene. 

Keywords 

Buddhist service (佛事), offering service for ancestors and gods (神事), Buddhism, religious 

mentality, conducting any means possible (靡神不擧), unlawful service (淫祀), King Ta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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