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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에서는 고려~조선 전기 전염병에 대응하는 한국 불교의 모습을 신앙 의례, 

승려의 활동, 사찰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신앙 중심의 대

응 방식에 집중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사람과 공간이라는 시각을 첨가하

여 연구의 구체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염병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국가적 불교 의례를 개설하여 전염병을 기

양하고자 하였다. 불교 신자가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점했던 고려, 조선 전기 사회에

서 불보살의 가피력(加被力)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 신앙심의 발로였다. 나아가 국가

의 전염병 기양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반야도량, 경

행, 마리지천도량, 공작명왕도량, 불정심도량, 소룡도량, 점찰회, 수륙재 등이 개설

되었다. 나아가 신이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진언과 불부(佛符)를 활용하여 

전염병을 막고자 하였던 개인적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람이다. 승려들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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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전염병 퇴치 행적과 구호 행적 및 전염병 확산 방지 역할 등으로 나타난다. 고

려시대에는 주술과 법력으로 전염병을 물리쳤던 조유(祖猶)와 혼원(混元) 등의 사례

가 보이며, 조선시대의 탄선(坦宣)은 의료 인력으로서 전염병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

료하였다. 나아가 매골승들이 활인서 등 구료 기관에 소속되어 시체를 매장하는 역

할을 하였다. 시체를 통한 전염병 확산을 막고 보다 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찰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자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청결과 위생 관념이 있었고 질병이나 전염병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는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사찰을 중심

으로 구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고려의 경우 지방의 치소(治

所)에 산재해 있는 자복사(資福寺)들이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주제어

전염병, 불교 의례, 수륙재, 진언, 매골승, 의료 인프라, 자복사

I. 머리말

한국 질병사, 의학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원시시대

에는 주술과 의술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무(巫)가 전

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종교가 발생하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제 집단들

이 무의 치료 역할을 대체해 갔다. 동아시아의 경우 도사(道士)와 승려가 그러

하였다. 특히 불교 동전(東傳) 시에 함께 들어온 불교 의학은 일종의 선진 치료

법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동아시아 고래의 의학과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갔

다. 한반도에서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불교 의학과 의승(醫僧)들

이 전근대 의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흔히 전염병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고 한다. 어떠한 사회의 전염병 대응 

방식은 그 사회의 경험과 지식, 사유의 틀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염병의 발생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습관에 변화를 가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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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전염병에 관심을 가지고, 전염병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전근대 사회의 전염병 대응 역시 

그러하다. 예컨대 고려 예종 4년(1109)에 전염병이 발생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

하여 도교적으로 온신(瘟神)에 제사하고, 반야도량이라는 불교의례를 개설하

였으며 송악산과 모든 신사(神祠)에 제사를 지냈다. 더불어 구제도감(救濟都

監)을 설치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유골을 수습하며 굶주린 민을 진휼하는 등의 

의학적·제도적 대응도 병행되었다.1)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서 종교의 구분은 

무의미하였고, 당시의 사유의 틀 안에서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다. 다만 고려시대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불

교적 대응이 눈의 띌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불교와 전염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고려~조선 전기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2) 한국 전근대 사회에서 불교는 신앙심과 종교의 영

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불교의 공인 이래로 한국 불교는 사회와 끊임없

이 소통해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했던 불교계에서 전염병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한국사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염병에 대한 불교적 대응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

부분의 연구가 불교 의례 등의 종교적 대응에 중점을 두어 왔다.3)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신앙, 사람, 공간이라는 세 축을 

1) �고려사�권13, 세가 제13, 예종 4년 4월 甲辰 및 12월 乙酉;  �고려사� 권80, 지 제34, 食貨3, 賑恤.

2) 본고의 목적은 전염병 상황에서 불교의 사회적·신앙적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성리학이 사회사상적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고, 불교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다. 불교가 주

도종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전염병 상황에서 불교 신앙적 대응이 전면에서 기능하였으나, 조선시

대에 들어서면 공적 차원의 불교 의례들이 차츰 사라지게 된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소

멸한 것은 아니지만 고려와는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교의 사회사상적 역할

이 뚜렷했던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모습이 보이는 조선 전기까지 시기를 한

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전염병 대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가지는 의학적 접근이고 다

른 하나는 종교적 접근이다. 종교적 접근은 의례 개설이나 다라니 염송 등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

구가 주를 이룬다. 고려시대 전염병 대처에 대해 종교적 접근을 한 연구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영미 2010; 이정숙 2010; 강호선 2020; 한상길 2021; 김수연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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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전염병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전염병 퇴치를 위

한 노력과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이다.

신앙의 측면에서는 불교 의례 개설이나 주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전염병

을 기양하고자 하였던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전개되

었던 다양한 불교 의례들의 개설 상황과 사상적 배경을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노력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지만, 당대인들의 사유와 논리 

속에서는 종교·사상적 치유법에 대한 신뢰가 높고 비중이 컸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없다. 이에 간략한 소개로 전모를 훑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

으로 전염병 발생 시의 승려들의 활동을 고찰할 것이다. 역사 전면에 이름이 

드러나는 승려들의 활동 뿐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시신들을 수습함으로써 병

의 확산 방지에 공헌한 매골승(埋骨僧)들까지 시야를 넓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이 가진 의료 인프라를 살필 것이다. 사찰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공동 공간이다. 그 때문에 전염병에 취약할 수 있

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 규칙이 일찍부터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찰의 

의료 인프라가 전염병 상황에서 치료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

을 것이다. 나아가 사찰은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

할을 하기도 하였음을 밝히겠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전염병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불교가 어떻게 민생을 구

휼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문적

으로 한국 의학사나 불교사의 외연을 넓혀줄 뿐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

믹을 겪은 현재의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시각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신앙: 불교 의례 개설과 주술적 치유 문화

전근대 사회에서 불교와 관련된 전염병 기양 노력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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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교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전염병 기양 의례를 개설하거나 전염병 기

양에 효과가 있는 다라니 및 불부(佛符), 부인(符印)의 활용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전염병 기양 의례는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가시

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전염병을 기양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던 의례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반야도량(般若道場)과 

가구경행(街衢經行), 마리지천도량(摩利支天道場), 공작명왕도량(孔雀明王道場), 

불정심도량(佛頂心道場), 소룡도량(召龍道場), 점찰회(占察會), 수륙재(水陸齋) 

등을 꼽을 수 있다.4) 이들 의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반야도량과 가구경행은 �반야경�을 소의(所依)로 하는 불교의례라는 점에

서 공통적이다. 반야도량은 �반야바라밀다경�을 강설하는 의례이다. �반야

경�은 대승불교 초기에 성립된 불교 경전의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고, 석가모

니의 근본 사상인 연기설을 공의 입장에서 해명하여 지혜롭게 사는 법을 철학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5) 또 경전 내용의 곳곳에서 �반야경�독송 공덕으로 질

병 치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기양 의례에 활용되었다. 예종 4년

(1109)에 전염병이 돌자 오온신(五瘟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반야도량을 개설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반야도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진행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종 15년에 역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5일간 

�반야경�을 독송한 점으로 미루어6) �반야경�을 독송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

교의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신종 5년(1202)에 동경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군대에서 이듬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규보(李奎報)가 ｢역질기양 반야법

석문(疾疫祈禳般若法席文)｣을 찬술하였다.7) 군진 내의 전염병 기양에도 활용되

4)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불교의 대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의례 개설과 다라니 염송에 집중되어 있

으며, 고려와 조선 전기의 자료가 대부분 검토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염병 기양을 위한 의례 

개설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 전개보다는 기존 연구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겠다.

5) 홍윤식 1994, 175.

6) �고려사�권13, 세가 제13, 예종 4년 4월 甲辰; �고려사�권14, 세가 제14, 예종 15년 8월 辛未.

7) 李奎報, ｢疾疫祈禳般若法席文｣, �東國李相國集� 권38, 道場齋醮疏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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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가구경행은 �반야경�을 채색한 가마나 수레에 싣고 다니며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비는 행사이다. 기록상으로는 고려 정종(靖宗) 때 처음 시행되었다.9) 매해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 즉 3월과 9월에 승려들을 모아 �대반야경�을 외게 하

는데, 번(幡)과 개(蓋)를 늘어세우고 나발을 울리며 향불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

며 역병과 재앙을 물리쳤다고 한다.10)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기와 상관

없이 전염병 기양을 위해 개최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명종 19년(1189)에 황려

(黃鸝)의 수령으로 부임한 임익돈(任益惇)은 부임지에 역병이 돌고 있는 상황

을 보고 경행을 개최하였고 이후 역병 상황이 차도를 보였다고 한다.11) 전염병 

기양이라는 개설 목적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경행은 조선 전기까

지 이어졌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경행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받아들

여지지만, 문종대까지도 경행이 시행되었던 모습이 보인다.12) 역병과 재앙을 

물리친다는 액막이 행사로서 잔존하였던 것이다.13)

전염병 기양을 위한 마리지천도량은 의종 6년(1152) 6월의 사례가 가장 명

시적이다.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묘통사(妙通寺)에서 마리지천도량을 개

설하고 궁궐로 돌아와서는 여러 신들에게 초제를 올렸다고 한다.14) 의종 6년 4

월~6월에는 가뭄과 기근, 역병이 함께 발생하였다. 산천과 신사에 비를 빌고 

기근과 역병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휼하는 기사가 보인다. �다라니집경(陀

羅尼集經)�에서는 역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경우 강변의 진흙으

로 100개의 귀신 형상을 만들어 의례를 거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

8) 전염병 기양을 위한 반야도량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51-152; 강호선 2019, 48-49; 강호선 2020, 

82-83; 한상길 2021, 264-267 참조.

9) �고려사�권6, 세가 제6, 정종 12년 3월 辛丑.

10) �세종실록�권15, 세종 4년 2월 丙午(19일).

11) 權敬中 撰, ｢任益惇墓誌銘｣, “至己酉 調爲黃驪長 方下車 而一境病疫 公卽躬率緇黃 俾讀大般若 遍巡閭巷 人

聞螺磬 有若醒醉而寤夢 因得輕差 濟活甚衆.”

12) �문종실록�권8, 문종 1년 7월 丙午(10일).

13) 고려~조선 전기의 가구경행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58-160; 강호선 2019, 38-44; 강호선 2020, 

79-81; 한상길 2021, 267-270 참조.

14) �고려사�권17, 세가 제17, 의종 6년 6월 癸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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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왕(鬼王)과 99 귀신들이 역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붙잡아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땅 속에 파묻게 되는데, 이 작법을 다 행하면 마리지천이 와서 질병

을 치료한다고 설하고 있다.15) 전염병 기양을 목적으로 한 마리지천도량은 이

를 근거로 개설된 것으로 생각된다.16)

예종 5년(1110) 4월에는 전염병 기양을 위하여 공작명왕도량을 개설하였다. 

같은 달에 사천대(司天臺)에서 전염병이 크게 돌아 길거리에 사람들의 뼈가 가

득하니 매장하도록 하자는 요청을 올렸다. 공작명왕도량도 이 요청과 관련하

여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개설되었다고 보인다. 고려시대 공작명왕 관련 의례 개

설 사례가 한 건밖에 보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사찰이나 

불당에서 공작재(孔雀齋)가 개설된 사례가 보인다.17) 조선 왕실의 불교 의례는 

고려 왕실의 유제 혹은 고려 사회를 거쳐 형성된 기저 신앙의 발현이다. �공작

명왕경(孔雀明王經)�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개설된 공작명왕도량도 전염병이

나 치병 관련 의례였다.18)

불정심도량은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을 소의경전으로 하는데, 고종 42년(1255) 전염병 기양을 위해 개설되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에는 계빈타국(罽賓陁國)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관세음보살이 백의거사(白衣居士)로 화하여 이 다라니경을 서사(書寫)해 주어 

전염병이 진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고종 42년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

다는 직접적인 기사는 없으나, 이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이남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사망하여 진휼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19) 기근으

로 인한 전염병의 유행을 유추할 수 있다.20)

15) �陀羅尼集經�(T901, 10:872c24-873a17).

16) 마리지천도량과 전염병 기양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55-156; 강호선 2020, 87; 한상길 2021, 

271-273; 김수연 2021a, 17-18 참조.

17) �세종실록�권127, 세종 32년 1월 戊戌(22일), “上不豫, 移御于興仁門外孝寧大君第, 世子乘轎隨行, 諸大

君及大小侍衛軍士皆步從. 遣左參贊鄭苯, 左副承旨李季甸, 設孔雀齋于佛堂. 都承旨李思哲, 觀音精勤于興

天寺, 分遣諸臣, 禱于畿內名山大川神祠佛宇.”; �세조실록�권8, 세조 3년 7월 己丑(28일), “以世子病, 聚

僧二十一人於慶會樓下, 設孔雀齋. 竟夜作法, 命議政府堂上六曹判書以上及承旨, 入齋所祈禱.”

18) 전염병 기양을 위한 공작명왕도량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53; 김수연 2021a, 18 참조.

19) �고려사�권54, 지 제8, 五行2, 金; 권80, 지 제34, 食貨3, 賑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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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가 한림원 시절에 쓴 ｢동림사행 역병기양 소룡도량문(東林寺行疫病

祈禳召龍道場文)｣과 ｢역병기양 소룡도량문(疫病祈禳召龍道場文)｣을 보면 역병

을 물리치기 위해 소룡도량을 개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이 돌았던 시

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한림원에 있을 때 지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13세기 초 

최충헌 집권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룡도량은 �천수경(千手經)�의 소룡다라

니를 외웠던 의례로 보인다. 보리류지(菩提流志)와 지통(智通)이 번역한 �천수

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인(印)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제21인 ‘호소천룡팔

부귀신인(呼召天龍八部鬼神印)’이 제시되어 있다. 나라에 재앙과 역병이 유행

하여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왕의 연못에서 연꽃 108가지를 취하여 연꽃 한 가

지를 던질 때마다 주문을 한 번씩 외우면 재역(災疫)이 곧 없어질 것이라고 설

한다.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전염병이 돌았을 때 소룡도량을 개설하였다고 

보인다.21)

한편 점찰회가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개설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점찰회

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따라 숙세의 업과 과보를 점치고 이

를 참회함으로써 미래의 복을 닦는 행사였는데, 일찍부터 위령제의 성격을 가

지고 있었다. 이는 추선의례를 위해 점찰이라는 기존 법회 형식을 빌려온 것이

었다.22) 여기에 원혼들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더해져, 전염병 발생 원

인인 원혼을 천도함으로써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점찰회를 채택하여 개설한 

것이다. 김부식이 지은 ｢속리사 점찰회소(俗離寺占察會疏)｣는 인종 6년(1128)

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조부인 숙종 재위 시와 이자겸(李資

謙) 집권 시기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넋이 떠돌아다니며 역질을 일으켰다

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백유(伯有)와 같은 여귀(癘鬼)가 길이 사라지도록” 기

원하고 있다.23) 백유는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나오는 인물이다. 수년 전에 죽

20) 불정심도량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63; 김수연 2021a, 18-19 참조.

21) 전염병 기양을 위한 소룡도량 개설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60-162; 강호선 2020, 83-87; 한상길 

2021, 275-278; 김수연 2021a, 14 참조.

22) 라정숙 2017, 233.

23) 金富軾, ｢俗離寺占察會疏｣, �東文選� 권110, 疏, “遽爾遘灾 玆焉寢疾 訪巫醫之術 固非一焉 乞神聖之靈 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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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유의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여 정(鄭)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대부 자산(子

産)이 백유의 자손을 대부로 삼아 백유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고 한다.24) 

점찰회의 개최 이유를 백유의 사례와 연결해 보면, 원혼을 위한 천도제 혹은 

위령제를 지내 주어 그들의 혼백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25) 

조선시대에 전염병 기양 의례로 개설되었던 수륙재(水陸齋)도 이러한 논리

에 근거한다. 고려시대에 수륙재가 전염병 기양을 위해 개설된 경우는 찾을 수 

없지만, 충목왕 4년(1348)에 왕의 구병(救病)을 위하여 수륙회가 개설된 적이 

있다.26) 왕의 병이 천도하지 못한 원한에 의한 질병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전염병 기양 의례로서 수륙재 개설 사례가 확인

되는 것은 세종대에 들어서이다. 세종 24년(1442)에 황해도에 전염병이 돌았

을 때 백성들이 봉산(鳳山)과 극성(棘城)의 해골 때문에 병이 돈 것으로 생각하

므로, 무오년(戊午年)의 전례에 따라 수륙재를 엶으로써 요사(妖邪)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의 근심을 풀어주라고 명하였다.27) 이러한 세종의 발언

을 통해,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무오년인 동왕 20년(1438)에 전염병 기

양을 위한 수륙재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28) 나아가 봉산과 극성에서 사망

한 사람들의 해골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귀가 되어 전염

병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 세종은 그러한 백성들의 의심

이 심노(心勞)의 병을 일으켜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고 하며 의혹을 풀어 마음

을 위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륙재를 제시하고 있다. 

문종 원년(1451)에 발생한 경기 지방의 역병에 대응하기 위한 수륙재도 같

已多矣 尙微效驗 愈極憂思 竊恐自肅祖有爲之年 及李氏用事之際 誅流人物 擾動幽明 憤氣欝陻 寃對封執 今

欲載其營魄 安其遊魂 不作彭生之夭 長消伯有之癘 更無他道.”

24) 장인성 2000, 256.

25) 점찰회와 解冤을 통한 전염병 기양에 대해서는 김영미 2010, 154-155; 강호선 2020, 87-88; 한상길 

2021, 273-275; 김수연 2021a, 20 참조.

26) �고려사�권37, 세가 제37, 충목왕 4년 11월 癸巳.

27) �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 8월 辛卯(4일).

28) 세종 20년에 한강에서 수륙재가 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세종실록� 권85, 세종 21

년 4월 丙申(19일), “自往歲漢江水陸之設 檜巖大會之後 僧勢復振”), 이 수륙재가 전염병 기양을 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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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지에서 개설되었다.29) 수륙재 개설이 결정되자 반대 의견들이 빗발쳤는

데, 문종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하며 진행하

도록 하였다.30) 성종 2년(1471)에도 황해도에 역질이 창궐하자 수륙재를 개최

하도록 하였다.31) 조선 건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15세기 후반까지도 전염병

이라고 하는 비일상적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 역할을 불교계

에서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찰회나 수륙재는 원혼을 천도시켜 전염병을 일으키는 여귀가 되지 않도

록 하는 불사였다. 이 때문에 수륙재는 여귀를 쫓는 제사, 즉 여제(厲祭)의 하나

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32) 사전제도의 정비가 일단락되고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여제가 수륙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33)

전근대 사회의 불교 신앙에 기댄 전염병 기양책으로는 주술적 치유, 혹은 주

술적 방지책도 꼽을 수 있다. 주술은 고대 의무(醫巫)의 주된 치료 방법이었고, 

의료 전문가로서 그들의 자리를 대체한 승려 집단에게도 중요한 치료 방법 가

운데 하나였다. 고려 사회에서도 주술을 통한 치료는 널리 받아들여졌던 듯하

다. 12세기 초에 고려를 방문한 북송의 사신 서긍(徐兢)은 고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귀신에게 빌며 주문을 외우는 것을 일삼았다고 하

였다.34) 주술을 활용하는 승려들의 전염병 기양 행적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

피고, 여기에서는 신도 개인이 전염병을 막도록 도와주는 진언(眞言), 불부, 부

인(符印)을 살펴보겠다. 

29) �문종실록�권9, 문종 1년 9월 庚戌(15일).

30) �문종실록�권9, 문종 1년 9월 甲寅(19일).

31) �성종실록�권13, 성종 2년 11월 丙午(8일.)

32) �세종실록�권9, 세종 2년 8월 戊午(22일), “上王傳旨兵曹曰 予聞 王后之齋 大小人員下至僕從 雜沓喧嘩 

幾於千人 佛無靈則已 有靈則此非敬事之道也 予非吝惜也 予之待佛之心 趙末生悉知之矣 水陸齋近於厲祭 

追薦合設水陸.”

�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 8월 辛卯(4일), “傳旨黃海道觀察使 今卿啓云 道內惡病人 皆以爲鳳山棘城髑

髏爲祟 邪疑滿腹 漸成勞瘵 自至死亡必矣 須募僧拾骨燒之 以解疑惑 且水陸齋 乃癘祭之例 亦是救民之事 姑

從民願 依戊午年例復行何如 卿隨宜便易布置.”

33) 고려~조선 전기 전염병 기양을 위한 수륙재 개설 및 조선 중기 이후 여제로의 대체에 대해서는 강

호선 2020, 88-93; 한상길 2021, 278-285 참조.

34) �宣和奉使高麗圖經�권16, 官府, 藥局, “高麗舊俗, 民病不服藥, 唯知事鬼神, 呪咀厭勝爲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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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21년(1295)에 인쇄된 ｢원정 원년 26종 범자 원상 태장계 만다라(元貞

元年二十六種梵字圓相胎藏界曼茶羅)｣에는 26종의 다라니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단온진언(斷瘟眞言)이 포함되어 있다.

충렬왕 36년(1306)에 간행되고 불정심주(佛頂心呪), 능엄주(楞嚴呪)가 함께 

수록된 다라니경의 말미에는 ｢온퇴부(瘟退符)｣를 위시한 7종의 부인이 수록되

어 있다.35) 충숙왕 복위 8년(1339)에 인쇄된 �금강반야바라밀경(金剛般若波羅

密經)�에는 권말에 다라니 8종과 부적 10종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퇴온부

(退溫符)｣가 보인다.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이 

�금강경�은 수진본(袖珍本)으로 한동안 수지독송(受持讀誦)을 하다가 복장에 

납입된 듯 일부 헤진 곳도 보인다.36) 수지 독송하던 경전에 ｢퇴온부｣를 수록함

으로써 전염병 예방 효과를 노리고 필요시에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 

같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願堂庵)의 아미타불 복장 안에서 발견된 다라니 모음집

에도 전염병 방지 부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다라니 모음집은 홍무(洪武) 8년

(우왕 원년, 1375)에 간행된 것인데 ｢성불수구대다라니(成佛隨求大陀羅尼)｣를 

위시한 50여 종의 다라니와 18종의 부적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에 ｢온퇴부(瘟

退符)｣가 있고, 그 옆에 “(이 부적을) 지닌 사람은 온병(瘟病)이 침범하지 못한

다[持人瘟疫不侵]”라고 설명되어 있다. 절첩 형태의 수진본으로, 지니고 다닐 

때 경전을 보호할 목적의 포갑(包匣)도 함께 발견되었다.37) 부적을 수지하여 

전염병을 막는 공덕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의례의 개설과 진언 및 불부를 활용한 주술적 치유, 방역 문화는 기본

적으로 신앙심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불보살의 가피력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가시화하는 장치들이다. 백성

들의 마음을 어루만짐으로써 사회 혼란을 막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조

35) 문상련･김연미 2021, 137.

36) 국가문화유산포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 수진본 금강반야바라밀경 해

제. 2022년 6월 5일 검색.

37) 해인사성보박물관 2017, 38-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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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성종대에 향시(鄕試)에서 황해도 역질에 대한 책문(策問)의 답변으로 탑묘

를 세우고 부처에게 제사지내면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왕이 크게 분노

한 일이 있었다.38) 이 답을 낸 인물은 유생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귀양형에 처해지기는 하였으나, 유생의 전염병 예방 

대책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불보살에 대한 신앙이 전염병 기양에 탁월

한 효과를 보였던 지난 경험과 신앙의 소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사람: 전염병 발생 시 승려의 역할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승려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대부분의 사상

과 종교에는 나름의 질병 치료 방법이 있었고, 이는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특

히 불교에서는 보살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다섯 가지 지혜[五明] 가운데 의방

명(醫方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 고승은 의학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39) 그 결과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로 불교 의학과 의승

(醫僧)들은 전근대 의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신라에서는 불교 공인 이전인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온 승려 묵호자(墨胡子)

가 왕녀의 병을 치료하는 행적을 보인다.40)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 의

학이 신라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고려 후기의 의학서인 �향약구급방(鄕藥救急

方)�에는 신라 승려가 중국에 가서 위령선(威靈仙)이라는 약재를 사용해 오랫

동안 족병(足病)을 앓았던 중국인을 수일 만에 완치시킨 기록이 실려 있다. 원

래 신라에서 족병 치료에 사용하던 방법이 중국에 전해진 것이다. 승려의 이름

과 치료를 전개한 정확한 시기 등은 전하지 않으며, 대략 600년대 전반에 입당

한 승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41) 이 승려를 의승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라

38) �연산군일기�권10, 연산 1년 11월 辛卯(12일).

39) 金斗鍾 1966, 38; 김성순 2014, 348.

40) �삼국유사�권3, 흥법 제3, 阿道基羅.

41) 이경록 2020, 430-4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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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찰 공간에 의약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던 승려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승이 아닌 승려들도 의학에 대한 이해가 얕지 않았다. �금광명경(金光明

經)�에는 석가모니의 과거세 중 하나인 유수(流水)가 아버지인 명의(名醫) 지수

(持水)에게 의술을 배워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병품(除病品)｣이 있다. 이 품에는 계절의 변화 및 음식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그 발생기전,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약물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의 원효(元曉), 경흥(憬興), 승장(勝莊) 등

이 �금광명경�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다. 특히 원효의 주석은 4대(大)를 바탕으

로 한 인도 의학과 5행(行)을 바탕으로 한 중국 의학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회통시키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주석에서는 4대를 중심으로 계절의 변

화와 질병을 설명하는 �금광명경� ｢제병품｣의 내용을 5행의 상극상생으로 풀

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42) 이러한 승려들의 주석서는 이후 승려

들의 의학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가 되면 의술을 익혀 의사와 같은 치료 방식을 취하는 승려들의 사

례가 보인다. 이러한 의승으로 고종대 문양공 조간(文良公 趙簡)의 악성 종기를 

수술해 치료한 승려 묘원(妙圓)과 충혜왕대 궁인 황씨의 임질을 치료한 승려 

복산(福山)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43) 그러나 아쉽게도 의술을 바탕으로 

전염병을 치료하였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주술적 방

법이나 법력으로 전염병을 기양한 승려들의 행적은 나타난다.

현재의 관점에서 법력이나 주술을 활용한 치료는 의약학적 효과를 의심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술이나 무술(巫術)을 의술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였

던 전근대인들의 인식에서는 믿을만한 의료 행위였다. 하지만 모든 주술이 불

교에서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관정경(灌頂經)�권1 �불설관정칠만이천신왕

호비구주경(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에는 아난이 부처님께서 주술

42) 원효의 �금광명경� ｢제병품｣의 주석 내용과 의학사적 의미는 오재근･전종욱･신동원 2016 참조.

43) �고려사�권106, 열전 제19, 趙簡; �고려사�권36, 세가 제36, 충혜왕 2년 5월 癸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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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呪術)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질문하는 부분이 있다. 즉, 반드

시 배우고 염송하고 지니며 수행하라 말씀하기도 하고, 금주(禁呪)를 닦고 익

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여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

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는 이도(異道)의 법술(法術)은 금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한 관정장구(灌頂章句)와 아함의 주문들은 허락한다고 

설명한다.44) 외도의 주술과 불교의 주문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모습이다. 이는 

실제로 승려들의 규율에 반영되었다. 일본의 사례이나, 일본의 ｢승니령(僧尼

令)｣에는 소도(小道)와 무술(巫術)로 병을 치료하는 자는 모두 환속시키지만 불

법(佛法)에 따라 주술(呪術)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45) 여기에서 불법에 기초하는 주술은 경전에 실려 있는 주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46) 불교 경전에 근거하는 치병 주술은 정도(正道)로서 인정받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주력(呪力)으로 전염병을 치료한 조유(祖猶)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A-1. 선사가 법력으로써 사나운 여귀(癘鬼)를 쫓아내어 사람을 구활한 것

이 무릇 얼마인가. 더구나 우리 사직의 중신이 바야흐로 병에 걸렸

는데, 선사의 한 번 외침으로 병이 회복되었다.47)

A-2. 낙산사(洛山寺) 주지 선사 조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매의 힘으

로써 일체의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진양공(晉陽公)이 수십 일 동

안 병을 앓고 있을 적에, 천리 밖의 낙가산(洛伽山)으로부터 갑자기 

와서 용주(龍呪)를 외웠는데, 바리때 밑에 금강저(金剛杵)의 소리를 

드날리자마자 술잔 가운데에 비친 뱀이 곧 각궁(角弓)의 그림자인 

것을 깨달았다.48) 

44) �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T1331:0498c11-24).

45) �令義解�, ｢僧尼令｣ 제2조.

46) 김송이 2018, 117.

47) 崔滋, ｢持念業禪師祖猶爲大禪師敎書｣, �동문선� 권27, 制誥.

48) 崔滋, ｢官誥(持念業禪師祖猷爲大禪師敎書)｣, �동문선� 권27, 制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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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지념업(持念業) 선사(禪師) 조유를 대선사(大禪師)에 임명하

는 교서와 관고의 내용 중 일부이다. 조유가 선사에서 대선사로 올랐던 계기는 

고종 13년(1226)에 “사직의 중신”인 진양공 최이(崔怡)의 병을 고친 일이었다. 

조유는 지념업 즉 다라니를 전문으로 하는 총지종(摠持宗) 승려였다. 인용문 

A-2에 의하면, 조유는 삼매의 힘으로써 용주(龍呪)를 외워 질병을 치료하였다

고 한다. 여기에서의 용주는 앞 장에서 언급한 소룡다라니인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A-1에서는 조유가 역병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한다. 여귀

는 전염병을 이르는 것인데, 최이가 정권을 잡은 전후 기간 동안에 고려에서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돌았다.49) 조유가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소룡

다라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룡도량이 전염병 기양 의례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려하면, 소룡다라니를 활용해 최이의 병을 고쳤던 조유가 역병

을 물리칠 역량이 충분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조유가 전염병을 

물리쳤던 시기에 낙산사 주지였다는 점이다. 지방의 대민 치료의 한 축을 불교

계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약간 뒤시기에 조계종 선사 혼원(混元)을 대선사로 임명하는 관고에

서도 전염병 치유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조등(祖燈)과 불등(佛燈)을 들자 곧 

천화(天火)와 인화(人火)가 둘 다 없어지고, 광명(光明)이 미치는 곳에서 역질

(疫疾)도 또한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있다.50) 혼원이 대선사가 된 시기는 고종 

33년(1246)이다. 이 시기에 전염병이 돌았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역질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주인공을 수식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지나

치게 구체적이다. 설령 수사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대선사 승계

를 받은 조유와 혼원의 관고 모두에 전염병을 물리친 이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

아 당시 사람들이 종파를 불문하고 승려들에게 기대하고 있던 바를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51)

49) 고려후기 전염병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이현숙 2010, 40-59 참조.

50) 崔滋, ｢曹溪宗禪師混元爲大禪師 官誥｣, �동문선� 권27, 制誥, “特刱精廬 敢邀悟侶 雖欲與白雲共老 高卧

龜庵 亦許從紫衣偕行 主張象席 百姓聞之 擧欣然有喜色曰 千里來而亦將以利吾國乎 果一擧祖燈佛燈 卽兩

亡天火人火 光明所及 疵疫亦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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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치료나 전염병 퇴치 관련 내용은 아니나, 조선시

대에도 승려들이 전염병 치료에 관여하는 모습이 보인다. 세종대 탄선(坦宣)의 

활동을 살펴보자.

B-1. 서활인원 제조(西活人院提調) 한상덕(韓尙德)이 계하기를, “내년 봄

에 성을 쌓을 군사가 많이 모이면 반드시 역려(疫癘)가 있을 것입니

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운 초기에 도성을 쌓을 때 역려가 크게 일어

났는데, 화엄종 승려 탄선(坦宣)이 여질(癘疾)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

음을 다하여 구휼하였습니다. 지금 탄선이 경상도 신령(新寧)에 있

사오니, 역마(驛馬)로  불러 올려 구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52)

B-2. 도성의 동쪽과 서쪽에 구료소(救療所)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

조(惠民局提調) 한상덕에게는 의원 60명을 거느리고, 대사(大師) 탄

선에게는 승려 3백 명을 거느리고 병들고 다친 군사들을 구료하도

록 명하였다.53)

탄선은 조선 초에 전염병 구료로 이름이 높았던 승려였다. 인용문 B-1에 의

하면 태조가 도성을 쌓을 때 전염병이 크게 일어났는데 탄선이 병에 걸린 사람

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태조의 도성 축조 공사는 동왕 5년(1396) 1~2월 및 8~9

월에 진행된 역사였다. 농사철이 되어 일시적으로 징발한 인부들을 돌려보냈

다가 다시 소집하여 완공하였다. 그 후 세종 3년(1421)에 개축 공사를 시작할 

때 서활인원의 제조 한상덕이 공사에 동원된 군사들이 대거 집단생활을 하면 

전염병이 돌 수 있으므로, 탄선을 불러 대비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듬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 중에 다친 군사들을 위하여 4개 구료소를 세우고 

한상덕이 이끄는 의원들과 탄선이 이끄는 승려 300명이 이들을 구료하였다.

51) 김영미 2010, 171-172.

52) �세종실록�권14, 세종 3년 12월 庚戌(21일).

53) �세종실록�권15, 세종 4년 1월 啓喩(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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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3년(1394)부터 시작된 한양 도성의 여러 건설 공사에는 승려들이 동원

되었다. 동왕 3년 12월에 궁궐 공사를 시작할 때 여러 산의 승도들을 모아 터를 

닦았고,54) 본격적인 궁궐 공사에 들어서는 요역(徭役)을 하는 백성들이 농사철

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돌려보내고 승려들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55) 탄선

도 이러한 연유로 태조 5년의 도성 축조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 현장에서 전염병에 훌륭히 대처하여, 그 공적을 기억하는 한상덕의 추

천으로 세종 대의 역사에도 구료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된다. 공사가 끝난 후 

그가 300명의 승려들을 이끌어 다친 이들을 돌보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후술

하겠으나 승가 조직은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절차가 갖추

어져 있었기 때문에 환자 구완 경험이 많은 승려들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

을 것이다. 승려 한 명 한 명이 의원과 같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

다고 볼 수는 없으나, 훈련된 간호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승려 개인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근대 사회에는 매장을 전문적으로 

하였던 승려군 매골승(埋骨僧)이 있었다. 매골승은 죽은 자의 뼈를 수습해서 

매장해 주는 승려를 가리킨다.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의 시신 처리 역할을 담

당하였던 인물들로 주목된다. 

고려 문종 11년(1058) 11월에 길가에 드러나 있는 해골을 개경에서는 동서

대비원(東西大悲院)이, 지방에서는 계수관(界首官)이 조사하여 수습하고 매장

하라는 교지가 내려졌다.56) 이 해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때문에 농사를 

망쳐 기근이 들었던 것 같다. 개경과 지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넓은 지역에서 기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대비원의 구제 사업에는 

승려들이 관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비원의 설립 이념이 근본적으로 불교적 

자비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57) 동서대비원에 하달된 시체 매장 

54) �태조실록�권6, 태조 3년 12월 己巳(4일).

55) �태조실록�권7, 태조 4년 2월 癸未(19일).

56) �고려사�권84, 지 제38, 刑法1, 職制, 문종 11년.

57) 金星順 2012,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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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매골승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고려시대 지방의 계수관에

는 승사(僧司)가 있었고 각 지방의 치소 부근에는 자복사(資福寺)들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매골승들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들이 

지방의 시신 매장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고려 예종 4년(1109) 5월에 개경에 전염병이 돌자 구제도감(救濟都監)을 설

치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을 묻도록 하였다.58) 이듬해 5월에도 전

염병이 크게 돌아 사망자가 속출하자 사천대(司天臺)에서 유골이 길거리에 가

득하니 담당 관리에게 수습하여 매장해주도록 요청하였다.59) 개경과 같은 대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은 도시 빈민이 불결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역병에 취약한 곳이었다. 빈민이 치사율 높은 역병을 만나면 영

양이 불량한 상태인지라 지배층에 비해 희생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길거리에 

시체가 널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60) 이렇게 수습되지 않은 시신을 매장해 

주는 일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나, 시신이 썩어 불결한 환경이 되면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시신의 매장은 전염병 창궐 시

에 중요한 대처 사안이었다. 

고려 동서대비원의 기능을 계승한 조선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에는 정식

으로 매골승이 소속되어 있었다. 세종 10년에 동서활인원에 도합 8명의 매골

승이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뼈를 거두어 묻기 어려우니 동서에 각각 2명씩 늘

리자는 건의를 예조에서 올린다.61) 조선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고려 동서대비

원에도 정식으로 매골승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업무를 맡았

을 것으로 보인다.

매골승의 매장 활동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세종 5년(1423)에 전 지

58) �고려사�권80, 지 제34, 食貨3, 賑恤.

59) �고려사�권13, 세가 제13, 예종 5년 4월 甲戌.

60) 이현숙 2007, 14.

61) �세종실록�권40, 세종 10년 윤4월 壬辰(11일).

동서활인원에 소속된 매골승은 나라에서 급료 형식으로 의식을 제공받았다. 이로 미루어 일종의 

官僧으로서 사역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金星順 2012, 76-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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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현사(知順安縣事) 박전(朴甸)이 폐단을 구제할 방안들을 상소로 올린 일이 

있었다. 그 가운데 죽어 방치된 동물들의 뼈와 썩고 있는 시체를 승려들에게 

수습하여 매장하게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다.62) 표면적인 이유는 어짊[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위생상의 처리가 실제 이유일 것이다.63) 이렇듯 

역사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전염병 확산 방지 작업

을 하였던 이들이 매골승들이라고 할 수 있다.

IV. 공간: 구료 공간으로서의 사찰

1. 사찰의 의료 인프라와 청결 관념

전통 시대의 전염병 대응에 의술을 익힌 승려들의 역할은 컸다. 그런데 승려 

개개인의 역량 외에도, 승가 조직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찰은 원래 집단생활을 위한 위생 규칙이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을 담은 계율이 정비되어 있었다. 또한 인도 의학 전통이 내용에 녹

아 있는 불교 경전들을 통해 일반 승려들도 의학 지식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

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와 사찰의 의료 전통은 승려들을 통해 잘 전승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64) 

병원이라는 용어가 사찰 공간 가운데 치료를 행하는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

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찰은 병자를 치료하는 공간으로서 오랫

동안 기능해 왔다. 당 도선(道宣, 596-667)의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

圖經)�에는 인도의 약기수원(約祗樹園)의 구조와 건물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

다. 이에 의하면 약기수원의 중심 구역인 중원(中院)의 북쪽에 여섯 개의 원(院)

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각종 의방(醫方)들을 보관하던 천하의방원(天下醫方

62)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2월 丁卯(20일).

63) 이종우 2020, 139.

64) 김성순 201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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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이다. 또 중원의 서쪽에는 무상원(無常院), 성인병원(聖人病院), 불시병원(佛

示病院), 사천왕헌불식원(四天王獻佛食院), 욕실원(浴室院), 유측원(流厠院) 등 

여섯 원이 있었다.65) 이 중 사천왕헌불식원은 식당으로 보이며, 욕실원은 욕

실, 유측원은 화장실이고, 무상원, 성인병원, 불시병원이 의료와 관련된 건물

이다. 무상원은 승려들이 중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었다. 성인병원

은 사리불(舍利弗) 등의 성인(聖人)이 투병한 곳으로, 의약이 항상 준비되어 있

는 공간이라고 한다. 불시병원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여 질병을 살피는 공간

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인도 사찰의 한 구역이었던 병원이라는 치료 공간은 중

국 사찰 구조 속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조훈(曹勛, 1098-1174)은 

｢선림사기(仙林寺記)｣에서 선림사의 부속 건물들을 나열하는데, 그 안에 ‘병원

(病院)’이 포함되어 있다.66) 한국의 전근대 사찰에 병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

인할 수 없으나, 대규모 사찰에는 중국의 사례와 같이 병원 공간이 별도로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사찰에는 의약품이 구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우선 불교의 계율

에는 의약품을 운용, 관리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당 의정(義淨)이 번역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藥事)�에는 약을 사용하다 

남으면 병방(病坊)으로 보내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은 병방으로 가서 얻어 사

용하라고 설한다.67) 계율에 설해져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의약품 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불전에 공양하는 공양물이나 의례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약들이 있었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에 의하면, 회창폐불 시기였던 회창(會昌) 4년(844) 7월 15일에 불전에 공양한 

꽃과 약들을 모두 거두어서 흥당관(興唐觀)의 천존(天尊)에게 제사를 지냈다

고 한다.68) 불전 공양물로 약이 있다는 것은 사찰에 약이 구비되어 있었음을 

65) �關中創立戒壇圖經�(T1892:811a13-15).

66) 이현숙 2020, 7-14.

67) �根本說一切有部毘奈耶藥事�(T1389, 1:0601c01).

68) �入唐求法巡禮行記� 권4, 會昌 4년 7월 15일, “七月十五日供飬 諸寺作花蠟花鉼 假花菓樹等 各競竒妙 常

例皆於佛殿前 舖設供養 傾城巡寺随喜 甚是盛會 今年諸寺鋪設供養 勝於常年 勑令諸寺佛殿供養花藥等 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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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사찰은 많은 인원이 유숙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청결을 요

구하였다. 인도 사찰의 경우지만 약기수원의 중원 서쪽에는 몸을 씻을 수 있는 

욕실이 있었고 화장실 공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선원

의 규범과 규칙을 규정한 �선원청규(禪苑淸規)�에는 욕실 담당자인 욕주(浴主)

의 직무 절차가 실려 있다. 불교 의례를 개설하기 이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사찰에는 욕실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다. 

실재로 국행 수륙재의 주요 개설 장소였던 진관사(津寬寺) 수륙사(水陸社)의 발

굴 현황을 보면, 수륙재 의례를 개설하는 장소에 욕실터가 발견되었다. 의례 

절차상 관욕(灌浴)이 필요하여 설치된 것이다.69) 일반적인 사찰 목욕 공간에 

대한 발굴 결과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욕주의 존재와 목욕재계의 필요성을 통

해 일상적인 목욕 공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선원청규�에

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법과 볼일이 끝난 후 뒤처리를 하는 법을 명시하

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일상적인 청결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사찰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보고 절차 및 간병법도 구축되어 있었

다. 교리적으로는 많은 불교 경전과 규율에서 간병자로서의 자세를 설하고 있

다. �선원청규�에 의하면 승려가 병에 걸리면 지정된 보고선에 보고를 하고 휴

가를 받아 쉬거나 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에 걸린 승려를 위하여 동

료 승려들이 향촉과 불상을 놓고 비로자나불을 찬불 염송을 하거나, 병이 중할 

때에는 아미타불을 염불하였다. 임종 시에는 절차에 따라 유언을 받고 장례를 

지냈다.70) 이러한 절차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범망경(梵網經)�에는 여덟 가지 복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간병의 

복전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병자가 있으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처럼 살펴야 

般到興唐觀 祭天尊 十五日天子駕幸觀裏召百姓令看 百姓罵云 奪佛供養祭鬼神 誰肯觀看 天子恠百姓不來 

諸寺被奪供養物 恓惶甚也.”

69) 김수경 2012, 51-54 참조.

70) 이현숙 2017, 281-284.



116   불교학연구 제71호

하며, 병자를 보고도 구완하지 않으면 경구죄(輕垢罪)를 범하는 것이라고 설한

다.71) �십송율(十誦律)�, �사분율(四分律)�, �마하승기율(摩訶僧祇律)� 등에는 

간병법이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석가모니가 간병인도 없이 대소변 속에 누

워 있던 병에 걸린 비구를 보고 생각한 간병법이다. 환자의 식사 준비, 환자의 

대소변이나 가래, 토사물을 처리하는 것, 자비심으로 간병에 임할 것, 환자가 

낫거나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탕약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72) �사분율�의 간병

계에 따르면 승려는 기본적인 의약 지식을 가져야 했고 병자의 심신을 함께 치

료해 줄 수 있어야 하였다. 자장(慈藏) 이래로 한국 불교계에서 �사분율�이 중

시되고 그에 대한 주석서가 다양하게 저술되었던 점 등에서 승려들은 간병자

로서의 자세를 체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73) 또한 구체적인 간병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 �십송율�등의 율은 의술이 없는 승려더라도 간병이라고 하는 의료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승려들 스스로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그 예로 경행과 

세예법을 들 수 있다. 앞서 전염병 기양을 위하여 가구경행이 거행되었다고 언

급하였는데, 경행은 원래 좌선수행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좌선 중 잠시 일어

나 일정한 구획 즉 경행처(經行處) 내를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으로, 오랜 좌선

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에서 해방되는 행법(行法)이다. 신체적 건강을 얻고 수

행에 헤이해지거나 수마에 빠지는 것을 막아 맑은 정신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74) 실제로 승려들은 오랜 시간을 앉아 참선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

이나 디스크 등 운동기계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 이 질환들은 고려시대 승려비

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질병들이다.75) 이것이 전염병이나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되지는 않으나, 승가 내에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

71) �梵網經�, ｢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T1484, 2:1005c8-13), “若佛子 見一切疾病人 常應供養如佛無

異 八福田中看病福田第一福田 若父母師僧弟子疾病 諸根不具 百種病苦惱 皆養令差 而菩薩以惡心瞋恨 不

至僧房中 城邑曠野山林道路中 見病不救者 犯輕垢罪.”

72) 新村拓 2013, 66-67.

73) 이현숙 2019, 191-194 참조.

74) 강호선 2019, 34-35.

75) 이현숙 2017, 270-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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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세예법, 즉 세수하는 방법에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의

정의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은 그가 인도에서 유학하던 중에 닦은 

승려의 생활 규범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치목(齒木)의 사용법과 이익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중국 사찰에서 치목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잘못된 점과 인도 사찰의 치목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치목

은 이를 단단하게 하고 입 냄새를 없애주며 치아의 통증을 낫게 해준다.76) 치

목의 사용은 구내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의 저술은 신라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의상(義相)

은 평소 세수한 후에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마르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정이 소개하는 인도의 세안 방법이었다. 신라나 고려인들이 인도식

으로 치목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의정의 �남해기귀내법전�의 

내용이 의상에게 전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77) 또 신라 승장의 �금광명최승

왕경소(金光明最勝王經疏)�에는 주문을 외우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는 

과정으로 새벽에 치목을 씹는 절차가 나오기도 한다.78) 승려들에게 치목 사용

은 낯선 것이 아니었고, 치목을 사용한 구내 청결 관리 방법도 사찰 내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찰은 그 자체에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을 두었을 가능성이 크

고, 약재가 구비되어 있었다. 또 사찰의 구성원들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의 

76) �南海寄歸內法傳�(T2125, 1:0208c19-21), “麁胡葉根極為精也(即倉耳根并截取入地二寸) 堅齒口香 消食

去癊 用之半月口氣頓除 牙疼齒憊三旬即愈.”

77) 김복순 2015, 189-190 참조.

78) �金光明最勝王經疏<輯逸>�(H34, 2:0227a07-09), “苦有受持讀誦呪者 應七日七夜受八支戒 於晨朝時先嚼

齒木淨澡漱已 及於晡後香華供養一切諸佛.”

惠永의 �白衣解�에는 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팔공덕수를 정병에 담아 놓고 있는 이유

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부처님이 善提 비구에게 신주를 가지고 維耶梨城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구제하게 하여 29년 간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그런데 선제 비구가 죽은 후 다시 전염병이 돌아 사

람들이 선제 비구가 기거하던 곳에 가 보니, 그가 생전에 씹던 치목을 땅에 던져 놓은 것이 숲을 이

루었다고 한다. 그 숲에 있는 샘의 물을 담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병든 사람을 씻어 주니 독

기가 소멸되었다고 한다(김영미 2010, 173). 치목의 위생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결

을 돕는 도구인 치목이 질병 치료와의 연관성 속에서 거론되는 점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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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을 잘 알았고 병자 구완에 힘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내면화되어 있었

다. 승려들 사이에 위생 관념이 있었고 건강관리를 하였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적･심적 사항들은 모두 사찰 내의 의료 인프라로, 전근대에 사

찰이 사회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2. 사찰의 대민 구료 활동

이상과 같은 의료 인프라 덕분에 사찰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을 구료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단순히 간병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상당한 치료 능력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시 사찰에서 구

료 활동을 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동서대비원에서 전

염병에 걸린 이들에 대한 구료를 담당하였는데, 이곳에 승려가 속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비원에서는 단순한 간병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하

였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의술을 갖춘 승려가 속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79)

개별 사찰이 구료를 담당한 사례들도 있다. 고려 의종 6년(1152) 6월에는 개

국사(開國寺)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자와 역질(疫疾)에 걸린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80) 이 해는 봄에 가뭄이 들어 3~4월에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기근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영양 상태가 불량한 사람들 사이에 역병이 돌았던 듯하다. 개국사 구휼과 같은 

6월에는 역질을 기양하기 위하여 마리지천도량을 개설하고 72성(星), 천황대

제(天皇大帝), 태일(太一) 및 16신(神)에게 역병을 물리치도록 초제(醮祭)를 지

내기도 하였다.81) 기근과 역질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개국사에서는 음식과 

함께 역병 치료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개국사는 태조 때 창건된 사찰로, 개경의 동남쪽 보정문(保定門, 長霸門) 밖

79) 李炳熙 2015, 183-184.

80) �고려사�권17, 세가 제17, 의종 6년 6월 庚辰.

81) �고려사�권17, 세가 제17, 의종 6년 6월 癸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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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었다. 개국사 앞에는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강릉도의 4도로 연

결되는 길이 있어, 4도에서 개성으로 상경하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로 인

파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82) 승려들을 출가시키는 관단(官壇)이 있

었고 대장경을 봉안하였으며, 숙종과 고종의 진전사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찰 규모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성종 15년(996)에 서희(徐熙)가 병에 걸리자 

개국사에 머무르며 치료를 하였다는 데에서,83) 의술에 능한 승려가 있었거나 

의료로 이름이 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국사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기 때

문에 앞서 언급한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서희

와 같은 고위층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찾았던 곳이던 만큼 체계적인 의료 혹은 

구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입지 조건도 남도의 각 

도에서 개경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기근과 역질로 삶의 터전을 

떠나 도시로 상경하는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효율적으로 구휼과 

역질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치인 동시에, 중증 환자들이 개경으로 입성하여 수

도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84)

조선 세종 때에도 사찰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종 4년

(1422)에 기근이 들었는데, 9월에 굶주린 백성들이 서울로 와 저자거리에서 걸

식을 하자 흥복사(興福寺)에 구료소(救療所)를 두어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때 

부정(副正) 윤성지(尹誠之)와 탄선이 그 일을 담당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

고 한다.85) 흥복사는 태조 7년(1398) 무렵에 창건되었는데, 현재의 탑골공원 

위치에 있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넓고 평평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앞에는 시전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86) 저자거리에서 걸식하

는 백성들을 위한 구료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위치였다. 기사에는 죽을 주

82) 李齊賢, ｢重修開國律寺記｣, �동문선� 권69, 記.

83) �고려사�권94, 열전 제7, 徐熙.

84) 이경록은 濟危寶가 개경 동북면의 歸信寺에 설치되어 개경으로 들어오는 전염병 환자를 막는 역

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李京錄 2008, 213). 이러한 역할은 개국사도 마찬가지였을 것

이다. 

85) �세종실록�권17, 세종 4년 9월 甲子(10일).

86) 김윤주 201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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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여 음식을 제공한 내용만 나오지만, ‘구료’소라는 명칭과 앞서 언급

한 탄선의 행적을 보았을 때 환자 구완과 질병 치료도 하였을 것이다. 세종 4

년의 기근 때 역병이 돌았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기상이변과 기근, 역병은 

흔히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앞의 두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

염병의 발생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규모 사찰에서 굶주린 백

성의 질병을 돌보며 전염병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던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고려의 대민 구료 정책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개경에

는 제위보(濟危寶)와 동서대비원 및 혜민국(惠民局)이 있어 백성과 빈민에 대

한 구휼, 구료를 펼쳤다. 성종대에는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동왕 6년(987) 8

월에 12목(牧)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파견하여 유학 

및 의료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였다.87) 그 전해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사(學士)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아 귀향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돌려보냈

는데,88) 이들의 후속 공부를 도울 박사들을 파견하는 조치였다. 이로 미루어 

개경에 유학을 온 학생들은 유학과 의학을 수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이 다시 고향으로 가서 학업을 이었다는 것은 의료 인력이 각 지방에 분산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들은 향리의 자제들로, 향리직(鄕吏職) 개정

에 따른 향호(鄕豪)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 자제들을 관료 예비군

으로 천거받아 교육시킨 것이었다.89) 이들이 지방의 거점에서 지방 의료를 담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의술을 펼칠 수는 없었을 것

이다.

의료 인력과 별도로 경향 각지에는 약점(藥店)이 설치되고, 인정(人丁)의 크

기에 따라 약점사(藥店史)가 배치되었다. 현종 9년(1018)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할 때 새로 설치된 것이었다.90) 이들은 공납 약재의 수취와 

87) �고려사�권3, 세가 제3, 성종 6년 8월.

88) �고려사�권74, 지 제28, 선거2, 學校, 國學, 성종 5년.

89) 이경록 2010, 104-105 참조.

90) �고려사�권75, 지 제29, 선거3, 銓注, 鄕職, 현종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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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및 국왕이 하사하는 약재의 관리, 치료와 진휼을 담당하였다. 약점사가 

향직이기는 하나 생명과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더라도 의학

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발되어 지방 의료의 일부

를 담당하였을 것이다.91) 조선시대에는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각 도

에 의국(醫局)을 설치하고 의서를 보급하였으며 영주의 제민루(濟民樓)와 같은 

공립 의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92) 

이들과 더불어 지방의 의료 공백을 메워주었던 것이 지방에 분포하였던 사

찰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지념업 선사 조유의 경우에는 낙산사 주지로 있을 때 

전염병을 물리쳐 사람들을 구제하였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 지방에서는 사찰

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구료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자복사(資福寺)의 존재가 공백을 더 촘촘히 메워주는 역

할을 하였다. 자복사란 각 행정단위의 읍내 즉 읍치(邑治)에 있었던 사원을 가

리킨다.93) 입지 조건 상 전염병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복사는 지방의 

치소(治所)와 연계하여 대응 활동을 펼쳤을 것이다. 고려시대 자복사는 인왕

회, 연등회, 경행 등 국가적 불교의례의 지방 설행을 담당하고 경행을 위한 경

질(經秩)을 보관하였던 곳이기도 하였다.94) 전염병 기양 의례 가운데 하나였던 

가구경행의 지방 행사는 자복사를 중심으로 개설되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길거리에 시체가 널렸을 때 개

경 안에서는 동서대비원이, 지방 단위에서는 영계관(領界官)이 조사하고 거두

어 묻도록 지정되어 있었다.95) 여기에서 영계관은 계수관으로 해석되며, 고려 

사회에서 계수관이 사회 복지의 한 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96)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복사나 매골승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계

91) 이경록 2010, 127; 孫弘烈 2013, 120-121 참조.

92) 김호 2018 참조.

93) 한기문 2011, 282.

94) 앞의 논문, 297.

95) �고려사�권84, 지 제38, 형법1, 職制, 문종 11년.

96) 구산우 200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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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과 함께 거론된 개경의 동서대비원은 조선의 활인서의 전신으로, 조선 활

인서에는 매골승들이 소속되어 시체 매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아가 계수

관의 일반 관원이 업무로서 시체 매장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계수관 단위 및 

각 치읍에 자복사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속 승려들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이들 사찰에는 매골승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장례 전문가로서 그들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한편 조선 태종 7년(1407)에 자복사를 산수 좋은 곳에 있는 명찰들로 대체하

도록 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고려시대와 같이 자복사들이 읍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 의료 공백을 메웠던 방식의 대응은 조선시대에는 전개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지방 의료, 대민 

의료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역병이 돌았을 때 사대부

들의 대처법 가운데 하나는 산사(山寺)로의 피신이었다. 일례로 조선 전기에 

김정국(金正國, 1485~1541)은 중종 30년(1535) 10월에 역병을 피해 고봉산성(高

峯山城)의 작은 암자에 들어갔다고 한다. 절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하

였으므로 전염의 가능성이 적었고, 승려 가운데 의학에 밝은 사람들이 다수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97)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의 자복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료 인프

라를 활용해 사람들을 구료하였을 것이다. 특히 치소와 가까웠기 때문에 중앙

에서 모종의 전염병 시책이 내려왔을 때 유기적인 연계 대응이 용이하였을 것

이다. 나아가 사찰에 머무는 승려들은 다라니를 외우고 의례를 개설하며 전염

병에 대처하였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전염병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 주었을 것이다.

97) 김호 1996,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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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어떠한 사회의 전염병 대응 방식은 그 사회의 경험과 지식, 사유의 틀을 반

영한다. 특히 인명을 상하게 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여 사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유교, 불교, 도교, 무

속 등 당시의 사유 속에서 효험을 기대할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에 기대어 기

원을 올렸고, 의학적･제도적 대응도 병행되었다.  고려 사회의 전염병 대응을 

불교계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며, 비상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종교와 사

상, 제도가 상호보완하며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불교

의 사회적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불교적 대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염병 상황 하의 불교적 대응에 주목하였고, 그것을 신앙 의

례, 승려의 활동, 사찰의 역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전염병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국가적 불교 의례를 개설하여 전염병

을 기양하고자 하였다. 불교 신자가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점했던 고려, 조선 

전기 사회에서 불보살의 가피력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 신앙심의 발로였다. 나

아가 국가의 전염병 기양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다. 

반야도량, 경행, 마리지천도량, 공작명왕도량, 불정심도량, 소룡도량, 점찰회, 

수륙재 등이 개설되었다. 나아가 신이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진언과 

불부(佛符)를 활용하여 전염병을 막고자 하였던 개인적 노력도 확인할 수 있

다. ｢단온진언｣, ｢퇴온부｣, ｢온퇴부｣ 등이 그 예이다.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람이다. 승려들

의 활동은 전염병 퇴치 행적과 구호 행적 및 전염병 확산 방지 역할 등으로 나

타난다. 고려시대의 조유는 주술로 전염병을 물리쳤고, 혼원은 법력으로 전

염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들이 선사에서 대선사로 승계를 올려 받을 때 이 

행적들이 거론된 점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승려들에게 기대하였던 바가 무

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탄선은 전염병 상황에서 사람

들을 구료하였다. 그가 전염병을 물리치지는 못하였지만 의료 인력 혹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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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보조 인력으로서 현실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나아가 매골승들이 

활인서 등 구료 기관에 소속되어 시체를 매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시체를 통한 

전염병 확산을 막고  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사찰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자 의약이 구비되

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청결과 위생 관념이 있었고 질병이나 전염병 상황에

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는 전염병 발생 상황에

서 사찰을 중심으로 구료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고려의 

경우 지방의 치소에 산재해 있는 자복사들이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종교적 치료를 논할 때, 치료 방법은 불보살의 신비

한 힘이나 승려의 신통력으로 드러나지만 이는 표면적인 서술일 뿐 그 이면을 

보면 승려들이 의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고도 단월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력이나 본인의 신통력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98) 그러나 사

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였던 불교계의 의식과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

안을 가져다주며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였던 점들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98) 허흥식 1997,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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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pidemic Response and Relief Activities 

of the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G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s

KIM, Sooyoun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features of Korean Buddhism i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G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s in three 

aspects: religious rituals, Buddhist monks' activities, and Buddhist temples' roles.

Once an epidemic broke out, the government set up a Buddhist ritual at the 

national level to dispel it. This was a way of showing the nation's efforts to dispel an 

infectious disease in a visible manner. Many different Buddhist rituals were thus set 

up, including the banya-doryang (般若道場), gyŏnghaeng (經行), marijichŏn-doryang 

(摩利支天道場), gongjakmyŏngwang-doryang (孔雀明王道場), buljeongsim-doryang 

(佛頂心道場), soryong-doryang (召龍道場), jeomchalhoe (占察會), and suryukjae (水

陸齋). Moreover, there were personal efforts to stop epidemics with dhāranīs and 

Buddhist talismans that were considered to have supernatural powers. 

It is people that carry out specific acts when an epidemic breaks out. Buddhist 

monks engaged in such roles as exterminating epidemics, giving out relief,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disease. In the Goryŏ period, Joyu (祖猶) and Honwon (混

元) stopped an epidemic with their incantations and Buddhist powers. In the Chosŏn 

period, Tansŏn (坦宣) saved people in an epidemic situation as a member of the 

medical staff. Maegol-sŭng (埋骨僧), Buddhist monks who buried corpses, belonged 

to relief agencies such as Hwalinsŏ (活人署) that buried dead bodies to prev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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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via dead bodies and contribute to a more sanitary 

environment. 

Buddhist temples were basically spaces where many people led a collective life 

and had access to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y had the concept of cleanness 

and a sense of hygiene and possessed the ability of dealing with an illness or 

epidemic situation. This medical infrastructure became a basis for Buddhist temples 

to take the central roles in relief activities in an epidemic situation. It is estimated, in 

particular, that Jabok-sa (資福寺) played central roles in local medicine as they 

scattered arou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Goryŏ.

Keywords 

Epidemic, Buddhist Ritual, Suryukjae (水陸齋, Buddhist ritual for the Beings of water and 

land), Dharani, Maegol-sŭng (埋骨僧), medical supply, Jabok-sa (資福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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