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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조선후기 금

강산 일대의 비구니의 거주 암자와 비구니 활동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총 156건의 조선시대 비구니 명단이 기재돼 있는데, 중복

되는 법명을 정리하면 총 136명이다. 조선전기에 활동한 비구니는 확인되지 않으며, 

17세기에 활동한 비구니가 1명, 18세기는 6명, 19세기는 52명, 20세기는 77명으로 조

사되었다. 

�유점사본말사지�에 나타난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 활동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점사 본말사와 부속암자 가운데 비구니 거주 암자는 총 9개



26   불교학연구 제70호

로, 대부분 19~20세기 초 비구니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둘째, 비구니는 비구니 암자

뿐만 아니라 소속사찰과 주요 수행처의 화주 또는 시주자로 역할을 하였다. 셋째, 비

구니 암자의 건물 구성은 요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요사에서는 주거와 수행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구니 암자의 주지는 소속사찰의 주지가 겸임

했다. 다섯째, 비구와 비구니는 한 사찰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도 별개의 문파로 구별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금강산에 여성출가자들의 수행문화가 이어져

왔고, 비구니들이 금강산 사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비구니, 여승, 조선, 불교, 사찰, 금강산, 유점사본말사지

I. 머리말

금강산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을 배출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수행처이다. 조선시대 금강산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출가자

들에게도 중요한 수행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 현재 전승되고 있는 11개 한국 

비구니 법맥 가운데 법기문중(法起門中)과 봉래문중(蓬萊門中), 보운문중(普雲

門中)이 금강산의 수행전통을 표방하고 있으며, 근대기에 활동한 상당수의 비

구니들이 금강산 사찰에서 수행한 이력을 밝혀왔다.1) 

이처럼 근대 이전부터 비구니들이 금강산에서 활동했고, 그들의 이력이 오

늘날 한국 비구니 법맥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 하지만 조선시대 비구니들이 어느 수행처에서 어떤 형태로 수도생활을 영

위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불교 관련 사료에서도 비구

니 관련 내용은 매우 단편적으로 등장하는데다 금강산의 비구니와 관련된 내

용이 대부분 근현대 비구니들의 구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하춘생 1998; 하춘생 2001; 전국비구니회 2007; 한국비구니연구소 2007; 하춘생 2013; 하춘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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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비구니 연구는 주로 왕실 비구니사찰과 비구니가 된 왕실구성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2) 일반 비구니 관련 내용들이 사지(寺誌)나 화기(畵記), 

비문(碑文) 등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실록 등의 관찬 사료에서는 왕실 

비구니와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내막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비구니의 활동상을 파악하기 위

해 사지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비구니 법명을 DB화하고, 이를 토대로 비구니

들이 거주하거나 불사에 참여했던 사찰들을 유추하는 토대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유점사본말사지�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비

구니 법명을 정리하고, 금강산 일대에 위치한 비구니 거주 사찰과 활동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비구니 법명 DB구축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유점사본말

사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강산이 조선불교의 요람이라 일컬어질 정

도로 중요한 수행처였고, 비구니 문중 중에서도 다수의 문중이 금강산 수행전

통의 계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점사본말사지�에는 금강산을 

대표하는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등의 금강4사와 정양사, 마하연, 법

기암 등 금강산 주요 수행처의 사적(事蹟)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유점사본말

사지�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작성

된 중수기(重修記), 모연문(募緣文), 완문(完文) 등 사찰 관련 고문서류를 다수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금강산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다

만 비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문서 자료들의 작성연대가 조선후기이기 때문

에 조선전기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유점사본말사지�는 본말사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 편찬되었기 때문

에 말사의 정보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대부분의 사지들

은 주로 본사의 내용만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군소사찰이나 부속암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조선시대 비구니 거주지가 대체로 군소사찰 내지 

2) 조선시대 왕실비구니 관련 논문과 저술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기운a 2001; 이기운b 2001; 

이기운 2003; 이지희 2010; 탁효정 2015; 탁효정a 2017; 탁효정b 2017; 이향순 2008; 황인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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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말사와 부속암자의 내용이 풍부한 근대기의 사지는 

비구니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임에 분명하다.3) 

본고에서는 먼저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명단을 시기별로 정

리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금강산 비구니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비구니들이 직접 중창하거나 비구니들의 수행 공간으로 활용된 암자들을 검

토하고, 금강산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비구니들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금강산 비구니의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이 지닌 특징을 고

찰하고자 한다. 

II.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분포 

�유점사본말사지�는 1935년 유점사 주지 김운악(金雲岳)의 요청을 받은 안

진호(安震湖)가 유점사의 본말사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원고

를 1942년에 권상로(權相老)가 재정리해 간행한 사지이다.4) 이후 1977년 아세

아문화사에서 한국사지총서 중 한 권으로 영인해 출간하였다.5) 따라서 �유점

사본말사지�에는 1935년경 유점사 본말사에 소장돼 있던 고문서와 금석문류

가 다수 수록돼 있다. 사적기, 중창기, 모연문 등의 고문서류는 대부분 조선후

기와 근대에 작성되었으며, 비문과 와문 등은 고려와 조선전기의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유점사본말사지�는 총 23편의 사지로 구성돼 있는데, 유점사

의 본말사 23개 사찰에 소속된 산내사찰과 부속암자의 연혁 및 불보살상, 건물

과 전답 등의 재산목록, 역대 주지록, 사적기와 중창기 등의 관련 고문서 및 고

3) 조선시대까지 본사(本寺)는 여러 산내사찰과 부속암자를 거느린 중심사찰을 의미했으나, 일제강

점기 본말사 제도의 수립 이후 본사는 말사를 거느린 수사찰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본고

에서는 본사라는 용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본말사의 대표사찰을 지칭할 때에는 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유점사의 말사 중에서도 신계사·장안사 등과 같이 여러 부속암자를 거느린 중

심사찰을 지칭할 때는 본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한동민 2010, 250-251.

5) �유점사본말사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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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조선시대 비구니 명단

세기 문서명(작성시기) 법명

17세기 金剛山楓潭堂大禪師碑銘(1668) 法宣

18세기

雍正六黃猿之年季春之月 佛像三尊造成

(1728)
彩憲

有明朝鮮國淮陽府金剛山長安寺萬

川橋重建碑(1760)
德訓

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1767) 大訔, 法贊, 思信, 太熙

神溪寺 沿革(1767) 思信

승과 공덕주의 비문 등을 각 사찰별로 수록하였다. 건물과 전답, 귀중품 등의 

재산목록은 1930~4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총 201건의 비구니 법명이 

기재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1668~1910)에 활동한 비구니 명단은 156건, 

근대(1911~1935)의 비구니 명단은 41건, 연도를 확정할 수 없는 명단은 4건으

로 확인되었다.6) 156건의 조선시대 비구니 법명 중 중복되는 명단을 정리하면 

총 136명이다.7)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활동한 비구니 1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조선시대 비구니 법명은 모두 조선후기의 기록에만 등장하였다.8) <표 1>

은 조선시대에 활동한 156명(중복명 포함)의 명단을 문서별로 정리한 것이다.

 

6) �유점사본말사지�에는 등장하는 201명의 비구니 명단 중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법명을 정리하면 

총 164명이다. 이 중 조선시대에 활동한 비구니는 136명, 1911년부터 1935년 사이에 활동한 비구

니는 26명, 연도를 확정할 수 없는 문건에 기재된 비구니는 2명으로 조사되었다. 시주질이나 본사

질 등에서 비구니의 법명이 비구니(比丘尼) 또는 니(尼)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비구 명단과 혼재된 

경우에는 통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동일한 법명을 지닌 비구니 중 소속사찰, 활동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동일 인물로 간주하였

고, 활동시기가 크게 차이 나거나 활동 지역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간주하였다.  

8) �유점사본말사지� ｢유점사지｣에는 ｢나옹굴유물철와편조각문(懶翁窟遺物鐵瓦片彫刻文)｣이라는 

제목의 와문이 1편 실려있는데, 1929년 7월에 발견된 철제 기와의 명문이라고 소개돼 있다. 이 와

문은 1498년(연산군 3)에 제작된 기와에 새겨졌던 것으로, “主上殿下(연산군)와 王妃殿下(연산군부

인 유씨), 仁惠大王大妃, 仁粹大王大妃, 王大妃殿下(貞顯王后), 公主李氏, 尙宮曺氏” 등 왕실구성원의 명

단과 함께 “正업院崔, 金氏惠朋, 李氏性德” 등 비구니로 추정되는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다.(�유점사

본말사지�, 196-197.) 하지만 이들이 비구니라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본 연구 DB에서는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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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金剛山長安寺觀音庵蓋瓦記文(1819)
寶英, 自欣, 敬天, 敬添, 敬洪, 軌侃, 等學, 普根, 

勝勒, 月林, 位諶, 就鵬, 坦謙, 坦忍, 抱藏, 幻覺

長安寺 沿革(1819) 寶英

金剛山摩訶衍重創緣化所記文(1832) 敬沾, 敏慧, 善眞, 世諶

表訓寺靑蓮庵重創記(1838) 淨根

表訓寺 沿革(1838) 淨根

神溪寺 沿革(1861) 尙曄

頓道庵重建(1866) 法正

金剛山神溪寺彌陀庵新建記(1867) 尙曄

金剛山神溪寺靈山殿記(1871) 尙曄頭陀

靈山殿法堂記(1871) 尙曄

表訓寺 沿革(1877) 法正

長安寺 沿革(1881) 致律

長安寺四聖殿重修記(1881) 大德, 大圓, 壯欣, 正宜, 致律

表訓寺 雜錄 神琳庵重建(1882) 法正

長安寺 沿革(1883) 大德

長安寺普門庵(下觀音)施主記(1883) 大德, 正文, 正義 

表訓寺 雜錄 神琳庵重修(1883) 慶權, 性慧

佛糧獻納碑(1887)
福惠, 奉順, 宇閒, 應幻, 自仁, 壯欣, 持堅, 處岑, 

致律

金剛山表訓寺般若寶殿三次重建記

(1890)
頓喜, 法侑, 寶讚, 普合, 世根, 應九

華嚴宗主大應堂大禪師之碑銘(1893) 大典, 斗玄, 普和, 智洪

石臺庵中鍾施主錄(1895) 堅元

深源寺 沿革(1899) 戒善

楡岾寺 沿革(1899) 四得

20세기

(~1910)

楡岾寺般若庵重修記(1901) 大典, 妙相, 四得, 瑞仁, 應閑, 義夏, 定益, 處祥

摩旨鼎大施主記(1902) 堅願

南庵大法堂新建及丹靑錄(1904)

戒善, 堅願, 光曄, 德奉, 德眞, 道雲, 頓合, 令義, 

滿覺, 萬得, 普烈, 普雲, 普讚, 福纖, 奉曄, 奉俊, 

富興, 尙烈, 仙源, 善惠, 世滄, 順億, 雲法, 願正, 

元照, 應福, 應業, 自學, 正三, 正賢, 宗華, 知坦, 

天宥, 治碧

金剛山長安寺海光殿梵王樓重修記

(1904)

堅行, 金典, 杜欣, 得珠, 法相, 奉烈, 奉燁, 永浩, 

慈仁, 忠誠, 浩哲

金剛山神溪寺彌陀庵重修記(1905) 定奉, 壽永, 尙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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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溪寺 沿革(1905) 壽永

寶盖山安養寺重建施主芳銜錄(1905)

慶喜, 大摠, 大賢, 福星, 性情, 元三, 仁亭, 仁洪, 

日老, 正信, 孝成, 戒完, 寶鑑, 尙律, 性仁, 順情, 

安應, 完璧, 元情, 義情, 仁俊, 讃敏, 洪慧

楡岾寺 沿革(1905) 四得

表訓寺 沿革(1905) 度權

表訓寺 沿革(1905) 性慧

합 계 156명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총 156건의 조선시대 비

구니 법명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중복해서 등장하는 법명을 정리하면 총 136

명으로, 17세기 1명, 18세기 6명, 19세기 52명, 20세기 77명이다. 20세기는 1901

년부터 1910년까지 10년간의 기간만 포함시켰음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77

명이 조사되었다. 조선말에 비구니 수가 편중된 것은 �유점사본말사지�의 기

초사료가 1930년대 중반에 수집된 영향이 크다. �유점사본말사지�에 실린 본

말사의 중창 관련 시주기(施主記)나 사적기(事蹟記)는 18~20세기에 작성된 것

이 다수를 차지한다. 양란과 수차례의 화재를 겪으면서 조선중기 이전에 작성

된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점사의 역대 주지 명

단이 실린 ｢역대주지록(住持歷代錄)｣에도 1798년부터 1942년까지의 주지 명단

만 기재돼 있는데,9) 이는 �유점사본말사지�를 간행하면서 고증할 수 있었던 

내용이 대체로 19~20세기에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비구니 활동

에 대한 내용들도 주로 19세기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명단이 화주질이나 시주록에 등장하는데, 비구니가 직접 남긴 글이나 비구니 

법맥을 알려주는 문건이 없기 때문에 비구니 관련 기록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비구니는 1668년(현종 9)에 건립

된 ｢금강산풍담당대선사비명(金剛山楓潭堂大禪師碑銘)｣ 시주자 명단에 기재

된 법선(法宣)이다. 풍담 선사는 청허휴정(淸虛休靜)의 적손이자 편양언기(鞭羊

9) 앞의 책,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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彦機)의 법제자로, 1665년(현종 6) 금강산 정양사에서 입적한 뒤 문도들이 금강

산에 기념비를 세웠다. 비음(碑陰)에는 문정질(門庭秩)과 문조질(門助秩), 친제

질(親弟秩), 시주질(施主秩)이 차례로 실렸는데, 여승으로서 명단에 오른 이는 

법선이 유일하다.10) 하지만 시주자로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법선의 활동이나 

풍담 문도와의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18세기의 비구니는 총 6명이 조사되었는데, 1728년(영조 4) 청평사 ｢옹정육

황원지년계춘지월불상삼존조성(雍正六黃猿之年季春之月佛像三尊造成)｣의 화

주로 활동한 채헌(彩憲),11) 1760년(영조 36) ｢유명조선국회양부금강산장안사

만천교중건비(有明朝鮮國淮陽府金剛山長安寺萬川橋重建碑)｣ 대시주질(大施主秩)

의 덕훈(德訓)이 18세기에 활동한 비구니이다.12) 이밖에도 서울 종남산 미타암

에서 활동한 비구니 사신(思信), 법찬(法贊), 대은(大訔), 태희(太熙)도 ｢낙암당

니수좌사신지부도비(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를 통해 확인되었다.13) 

17~18세기의 비구니 명단이 단 7건에 불과해 이 기록만으로는 금강산 일대

의 비구니들이 17~18세기에 어떤 형태로 거주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

들며, 비구니들이 금강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된다. 비구니들의 

주도적인 활동 및 비구니 전용 암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19

세기이다. 그 이전에도 비구니 전용 암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록이 

전무하여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19세기부터는 비구니와 관련된 다수의 고문서가 실려 있어 비구니 암자나 

비구니의 활동이 좀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1819년(순조 19)에 작성된 ｢금강산

장안사관음암개와기문(金剛山長安寺觀音庵蓋瓦記文)｣ 연화질(緣化秩)에는 비구

니 보영(寶英)이 화주로 기재되었고, 대시주질에는 보근(普根) 등 15명의 비구

10) 앞의 책, 516-518.

11) 앞의 책, 719.

12) 앞의 책, 357.

13) 앞의 책, 257-258. 비문에 나온 사신과 은사(恩師) 법찬, 제자 태희, 대은은 금강산 사찰에 활동한 이

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강산 신계사에 부도비를 세울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 판단

되어 본 연구DB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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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명단이 실려 있다.14) 1832년(순조 32) ｢금강산마하연중창연화소기문(金剛

山摩訶衍重創緣化所記文)｣에는 경첨(敬沾) 등 4명의 비구니 명단이 실려 있고, 

1881년(고종 18) ｢장안사사성전중수기(長安寺四聖殿重修記)｣ 산중질(山中秩)에

는 치율(致律)을 비롯한 5명의 비구니가 기재되었으며, 1890년(고종 27) ｢금강

산표훈사반야보전삼차중건기(金剛山表訓寺般若寶殿三次重建記)｣에는 돈희(頓

喜) 등 6명의 비구니 명단이 실려 있다.15) 19세기까지 등장하는 비구니들은 금

강산의 핵심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와 부속암자

에 속해 있던 승려들이 주를 이룬다. 

20세기에 해당되는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명단에서는 금강4사뿐만 아

니라 심원사(深源寺), 안양사(安養寺) 등 철원 보개산에 위치한 말사에서도 비

구니 명단이 확인된다. ｢보개산심원사남암대법당신건기(寶盖山深源寺南庵大

法堂新建記)｣에는 대화주 비구니 계선(戒善)을 비롯해 34명의 비구니가 기재되

었으며, ｢보개산안양사중건시주방함록(寶盖山安養寺重建施主芳銜錄)｣에는 수

월암(水月庵)과 대승암(大乘庵)의 비구니 23명이 수록되었다. 보개산의 비구니

는 �인조실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인조대 보개산 비구니가 소현세자빈의 무

고(巫蠱)에 연루되어 처벌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16) 이후 보개산 비구니

의 활동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유점사본말사지�에 수록된 ｢심원

사지(深源寺誌)｣와 ｢안양사지(安養寺誌)｣를 통해 20세기초까지 보개산 심원사

와 안양사의 암자에서 다수의 비구니들이 수도생활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비구니 법명은 주로 사적기 시주질이나 비음, 공덕

비의 동참자 명단 등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는 비구니의 명단만 확인되는 경우

도 있으나, 대체로 사부대중의 명단이 함께 수록되었다. 명단의 순서는 총섭이

나 주지 등 승직을 가진 비구승이 가장 먼저 기재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비구

14) �유점사본말사지�, 382-383.

15) �유점사본말사지�, 469.

16) �仁祖實錄�권47, 인조 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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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사미,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공사에 참여한 공장과 감독관 순으로 기재되

었다. 비구니들은 대체로 비구니○○(比丘尼○○) 또는 니○○(尼○○)로 표

기되었다. 사미의 명단은 간혹 등장하는 반면, 식차마나니와 사미니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구니라는 호칭 대신 수좌(首座) 또는 니사(尼師)로 불린 경

우도 종종 확인된다.

III.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거주 암자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사암 중 독립된 사찰이 비구니 전용으로 운영

된 경우는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비구니들은 대체로 소속사찰이나 암자에

서 비구와 함께 거주했거나 비구니 전용 암자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

유점사본말사지�에서 비구니가 중창하여 일정기간 비구니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암자는 신계사 미타암(彌陀庵), 장안사 중관음암(中

觀音庵)과 하관음암(下觀音庵), 표훈사 청련암(靑蓮庵)과 신림암(神琳庵) 등 총 5

곳이다. 이 다섯 암자의 경우 19세기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비구니의 거주 사

실은 확인되지만 비구가 거주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비구니들만 거주

하는 암자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점사 흥성암(興盛庵), 심원사 남암(南庵), 안양사 수월암(水月庵)과 

대승암(大乘庵)에도 다수의 비구니들이 상주했던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네 암자가 비구와 비구니의 공동 암자였는지, 비구니 전용 암자였는지는 불분

명하다.

 

1. 비구니 전용 암자

1) 장안사 중관음암, 하관음암(보문암)

중관음암과 하관음암은 장안사의 산내암자이다. 조선시대에는 관음암이 

한 곳으로 칭해지기도 하고, 중･하 또는 상･중 관음암으로 나뉘어 불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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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장안사 동

남쪽으로 상･하관음암이 있다는 내용이 등장해 18세기 이전부터 관음암이 두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관음암의 명칭은 장안사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관음봉에

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문신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유

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관음암과 미타암 등의 암자가 바위 벼랑에 붙어 

있어 나무 그늘에 가려졌다 나타났다 한다.”고 관음암의 전경을 묘사한 대목

이 등장한다.18) 이 기록은 이의현이 금강산 장안사를 들렀다가 비홍교를 거쳐 

관음봉과 지장봉, 장경봉을 관광하면서 쓴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관음암의 

명칭이 장경사를 둘러싼 봉우리 중 하나에서 유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안사 관할 산내말사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중관음암은 장경사로부터 5정

(町)(약 545m) 거리에 위치하였고, 하관음암은 4정(약 436m) 거리에 위치하였

으며, 두 암자 모두 신라 때 초창되었다고 전한다.19)  

관음암이 비구니에 의해 운영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금강산

장안사관음암개와기문(金剛山長安寺觀音庵蓋瓦記文)｣이다. 1819년(순조 19) 관

음암의 개와불사는 보영(寶英)을 필두로 장안사 비구니들이 주도적으로 진행

하였는데, 연화질(緣化秩)에는 보영이 화주니(化主尼)로 기재되었고, 대시주질

(大施主秩)에는 보근(普根) 등 15명의 비구니 명단과 4명의 재가여성 명단이 실

려 있다. 공사(供司)와 별좌(別座), 도감(都監) 등의 직책에 비구의 명단이 기재

되었지만, 화주와 시주 명단에는 비구의 이름이 한 건도 기재되지 않았다.20) 

비구니들이 불사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 1819년 이전부터 관음암이 

비구니들의 암자로 활용되었고, 장안사의 비구승들이 공사를 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1819년 비구니 보영이 관음암의 개와불사를 진행한 후 약 60년 뒤인 1881년

17) �杞園集�, ｢遊金剛山記｣.

18) �陶谷集�, ｢遊金剛山記｣.

19) �유점사본말사지�, 304.

20) 앞의 책, 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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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 금하(錦河) 선사가 하관음암을, 치율(致律) 수좌가 중관음암을 중수

했다.21) 연혁 상에서는 치율 수좌라고 기재되었지만 ｢장안사사성전중수기(長

安寺四聖殿重修記)｣(1881)의 산중질(山中秩)과 ｢불량헌답기(佛糧獻畓記)｣ 등에

는 치율이 비구니 또는 니사(尼師)로 기재돼 있어 치율이 비구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관음암과 하관음암은 계속 비구니 암자로 유지되었다. 1883년에는 

대덕(大德) 등 3명의 비구니가 화주로 역할해 하관음암을 중수하였다.22) 이때

의 기록인 ｢장안사보문암(하관음)시주기(長安寺普門庵(下觀音)施主記)｣로 볼 

때 하관음암은 보문암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안사지｣ 재산

목록이나 주지록에는 모두 하관음암으로 표기돼 있다. 1914년에는 비구니 홍

윤(洪允)이 중관음암을 또한번 중수하였다.23) 

｢장안사지｣ 재산목록에 따르면, 중관음암에는 1881년(고종 18)에 건축된 요

사(寮舍)와 산신각(山神閣), 독성각(獨聖閣)이 있었고, 하관음암에는 요사 12칸

이 있었다. 중관음암은 밭 1필지(462평), 대지 1필지(215평)를, 하관음암은 논 1

필지(670평), 밭 1필지(122평)를 보유하였다. 중관음암과 하관음암의 주지는 

장안사의 주지가 겸임했다. 

2) 표훈사 청련암

청련암은 표훈사의 부속암자로, 1838년(헌종 4) 비구니 정근(淨根)이 중창하

였다. ｢표훈사청련암중창기(表訓寺靑蓮庵重創記)｣에 따르면 “청련암은 만이봉

(萬二峯)이 사방으로 둘러싸며 옥립(玉立)하는 참으로 부처의 도량인데, 신라 

때 창건했다고 전하나 어느 때에 흥하고 폐했는지는 알 수 없고 문헌으로 증명

할 수가 없다. 근래에 수십년간 텅 비어 있었으니 명산의 한가지 흠결이라 할

만하다. 무자년(1828) 봄에 비구니 정근이 중창할 것을 맹세하고, 김상공(金相

21) 앞의 책, 301.

22) 앞의 책, 383-384.

23) 앞의 책,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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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에게 중창의 뜻을 전하자 재물을 출연하고 중창을 도왔다.”고 하였다.24) 중

창기에 언급된 김상공은 이조판서 김유근(金逌根, 1785~1840)으로, 영안부원

군(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의 아들이다. 영안부원군 집안은 김조순을 비롯

해 그 아들인 김유근과 김좌근(金左根), 손자 김병기(金炳冀), 증손자 김용균(金

用均) 대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의 여러 사찰과 암자에 대대적인 시주를 하며 중

창불사를 도왔다. ｢표훈사청련암중창기｣ 말미에는 “김상공 유근이 수복강녕

하기를 발원하고, 시방에서 공양물을 시주한 이들이 함께 극락왕생하기를 발

원한다.(金相公逌根 壽福康寧之願 十方四事施主等 同往極樂之願)”는 서원이 적혀 

있다.25) 

신계사 미타암의 중창주인 비구니 상엽(尙曄)이 1850~60년경 금강산에서 

처음 머문 곳이 청련암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정근의 중창 이후 청련암이 비구

니들의 처소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련암은 1891년(고종 28) 또 한차례 

중수하였으나,26) 이때의 중창주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점사본말사지�가 편찬될 당시 청련암에는 24.40평 규모의 요사(칠성각)

와 2.22평의 현성전(顯聖殿)이 있었고, 보유 토지 등의 재산목록은 기재되지 않

았다. 청련암의 주지는 표훈사 주지가 겸임했다. 

3) 신계사 미타암

미타암은 신계사의 부속암자로, 1861년 비구니 상엽(尙曄)이 문수암(文殊庵)

을 창건하고 미타암이라 개칭하였다. ｢금강산신계사미타암신건기(金剛山神

溪寺彌陀庵新建記)｣에 따르면 상엽은 본래 호서(湖西) 마곡사(麻谷寺)의 승려로, 

전국을 주유하면서 절을 세우고 불탱(佛幀)과 경전 불사를 벌였다. 관서(關西) 

광법사(廣法寺)에 주석하던 상엽은 모년(某年)에 금강산 청련암에 들어갔고 금

24) �유점사본말사지�, 480-481.

25) 김유근은 중풍을 앓다 1836년(헌종 2)부터는 실어증에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유근이 사망하기 

2년 전에 발원문이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김유근의 쾌유를 빌기 위해 안동김씨 집안에서 김유근

의 이름으로 보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6) �유점사본말사지�,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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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을 주유하며 여러 사찰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응암(應庵) 선사와 

더불어 신계사 보운암 서쪽 기슭에 작은 암자를 세우고 문수암이라 이름하였

다.27) 문수암을 미타암이라 고쳐 지은 것은 신계사가 미륵존불 삼회도인이 도

래할 상주처이고, 정토의 결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28)  

그로부터 약 40여 년이 흐르면서 미타암은 점차 퇴락하였다. 1905년(광무 9) 

비구니 수영(壽永)에 의해 미타암이 중수되었는데, ｢금강산신계사미타암중수

기(金剛山神溪寺彌陀庵重修記)｣에는 “광무 을사년(1905)에 수영 수좌(首座)가 

영남으로부터 와서 금사도량(金沙道場)이 황폐해진 지경을 보고는 홀연히 신

심을 발하여 권축(勸軸)을 담당하여 남북의 구재(鳩財)를 거두고 장인(匠人)과 

자재(資材)를 모아 3월초에 시작해 7월 중순에 공사를 마쳤다.”고 하였다. 

미타암은 1905년 중수 이후 쇠락하다 1930년경에는 폐사된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인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신계사 산내암자를 정리한 내용 가운데 유

지(遺址)와 고기(古記)만 전하는 암자의 하나로 미타암이 기재돼 있으며, 조선

총독부의 유점사본말재산대장에서도 미타암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29) 

1935년에 건립된 ｢금강산유점사기적비(金剛山楡岾寺紀蹟碑)｣의 비음에는 유

점사 산내말사와 부속암자는 물론 산외말사까지 기재되었는데, 여기에도 미

타암이 누락된 것으로 볼 때, 사지가 편찬될 즈음에는 미타암이 완전히 폐사되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점사본말사지� ｢신계사지｣에는 ｢금강산신계사미타암신건기(金剛

山神溪寺彌陀庵新建記)｣가 작성되기 약 100여 년 전인 1767년(영조 43)에 종남

27) 미타암 부근에 있던 보운암은 신계사의 부속암자로, 근대의 비구니들이 보운암에서 수행한 것으

로 전해진다. 한국의 비구니문중 가운데 하나인 보운문중의 명칭이 신계사 보운암에서 유래한다. 

보운문중의 초조인 보운당(普雲堂) 윤함(允咸), 2대 금강당(金剛堂) 선유(善有), 3대 심월당(心月堂) 

정엽(靜燁)이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오래 주석하며 수행한 행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보운문

중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하춘생 2001, 245.) 하지만 �유점사본말사지�에는 보운암에서 비구니

가 활동한 기록이 전무하다. 사지에 보운암 건물과 전답, 불보살상 보유 실태가 기재돼 있어 

1930~40년대까지 보운암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유점사본말사지�, 245-246. 

2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점사본말재산대장’ (https://www.museum.go.kr/ 

modern-history/view.do?pseq=4001&aseq=302; 검색일자: 2022. 02. 05.)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39

산(終南山) 미타암(彌陀庵) 출신의 비구니 사신(思信)의 부도비가 건립된 내역이 

남아있다. ｢낙암당니수좌사신지부도비(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 비음(碑陰)

에 따르면, 사신은 니사(尼師) 법찬(法贊)의 제자로, 염불과 독경을 부지런히 수

행하였음은 물론 불전(佛殿)을 다시 세우는 공덕을 쌓았다. 1765년(영조 41) 사

신이 입적하자 제자인 태희(太熙)와 대은(大訔) 등이 종남산 동쪽 기슭에서 다

비를 하였는데, 화장 후 바위 사이의 소나무 가지에서 영골(靈骨) 사리 일과를 

얻었다. 이에 문인들이 금강산 동쪽 신계사 아래에 벌석(伐石)하여 부도를 세

우고 영골을 봉안하였다.30) 이 비문에 나오는 종남산 미타암은 오늘날 서울 옥

수동에 위치한 비구니사찰 미타사로, 조선시대 도성 밖 비구니 사승방(四僧房)

의 하나인 두뭇개승방으로 일컬어지던 곳이었다. 옥수동 미타사의 금수암(金

水庵)과 칠성암(七星庵), 정수암(淨水庵) 등의 산내암자는 금강산에서 유래된 

법기문중의 계보로 분류된다.31) 종남산 미타암에서 활동하다 그곳에서 다비

식을 치른 비구니의 영골탑이 어떤 연유로 신계사에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자

세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비석이 신계사에 세워진 것으로 미루어 

18세기부터 금강산 신계사와 종남산 미타암의 승려들이 교류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표훈사 신림암

신림암은 표훈사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속암자 중의 하나이다. �유점사

본말사지�에 수록된 표훈사지 연혁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10년(670) 신림(神

琳), 표훈(表訓), 능인(能仁) 삼사(三師)가 개산(開山)할 때의 절 이름이 신림사

30) �유점사본말사지�, 257-258.

31)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종남산 미타사의 8개 암자 가운데 금수암과 칠성암, 정수암은 법기문중의 

후손임을 표방하고 있다. 법기문중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 출신 문도의 결집에서 유래하는데, 초

조인 대원(大願)과 2대 충휴, 3대 처금(處金), 창섬(昌暹)과 그 이후의 법손들이 대체로 금강산에서 

수행해왔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하춘생 2013, 147.) 법기문중이 처음 문중계보를 정리한 것

이 1972년이고, 당시 인홍(仁弘), 도준(道準) 등의 문도들이 문중계보상의 세계(世系)를 역산해 18

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비구니를 초조로 삼고 법기문중이라 명명했지만, 이 영골

탑의 설립 시기로 볼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종남산 미타사와 금강산 신계사의 비구니들이 교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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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琳寺)였는데, 3년 뒤인 673년 신림 대덕(大德)이 암자를 별도로 건축하고 신

림암이라 명명하였고 신림사였던 절 이름은 표훈사로 바꾸었다고 전한다.32) 

신림암이 비구니 암자로 확인되는 것은 1882년(고종 19)으로, 비구니 법정

(法正)이 신림암을 중창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중창 비용을 시주한 이는 명성황

후(明成皇后) 민씨(閔氏)였다. 명성황후의 시주 기록은 ｢표훈사지｣ 잡록(雜錄)

에서 확인되는데, 잡록에는 중창 시기와 감역(監役), 화주(化主), 시주자(施主

者)만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명성황후의 시주를 받아 신

림암을 중창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파악되지 않는다.33)  

1883년(고종 20) 비구니 경권(慶權)과 성혜(性慧)가 화주를 맡아 신림암을 중

수한데 이어 1905년(광무 9) 비구니 도권(度權)과 성혜가 또 한 번 중수하였다. 

이후 1924년에도 도권과 성혜가 화주로 신림암의 번와 불사를 주도하였다.34) 

1932년에도 번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신림암번와단월록(神琳庵飜瓦檀越錄)

｣에는 비구니 성혜, 현기(玄基), 정순(正順) 등 3명의 비구니만 본암질(本庵秩)

에 실려 있다.35) 이로 볼 때 1930년대까지 신림암은 비구니들의 전용 암자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신림암에는 요사 31.90평과 산신각 2.30평, 판도방(判道房) 12.16평이 배치되

었다. 또한 답(畓) 2필지(1659평)를 소유하고 있었다. 신림암의 주지는 표훈사 

주지가 겸임했다.  

2. 비구니 거주 암자

1) 유점사 흥성암 

흥성암은 유점사의 부속암자로, 일제강점기에 비구니 선실(禪室)로 역할했

던 곳이다. 흥성암은 유점사가 창건될 때부터 조성되었다고도 하고,36) 1289년

32) �유점사본말사지�, 412.

33) 앞의 책, 594.

34) 앞의 책, 596.

35) 앞의 책, 596.

36) 앞의 책,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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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15) 행전(行田) 선사(禪師)가 창건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37) 이유원의 

｢봉래비서(蓬萊秘書)｣에 “유점사의 부속 암자는 반야암(般若庵), 백련암(白蓮

庵), 명적암(明寂庵), 흥성암(興成庵), 득도암(得道庵) 등 다섯인데, 반야암은 월

계(越溪) 위의 서래각(西來閣) 곁에 있다. (…) 명적암은 (유점사) 서편에 있고, 

흥성암은 그 동편에 있다.”는 기록이나,38) 이의현의 ｢유금강산기｣에서 “유점

사 문밖 시냇물이 모여 흐르는 곳에 홍교(虹橋)를 가설하고 그 위에 누대를 세

웠으니, 바로 산영루이다. (…) 명적암, 선정암(禪定庵), 흥성암 등의 암자들이 

모두 시야 안에 들어와 확 트인 전경(全景)은 견줄 바가 없다.”고 한 기록 등에

서 흥성암이 조선후기에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흥성암에 비구니가 주석했다거나 비구니들이 중창했다는 내용은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기나 지리지,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

는다. 그런데 봉래문중의 3세조인 비구니 사득(1862~1940)이 1887년(고종 24) 

금강산에서 출가한 곳이 유점사 흥성암이었다는 법손들의 설명으로 미루

어,39) 이미 19세기부터 흥성암에는 비구니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

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비구니 전용암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부

터 1936년까지 유점사 주지를 역임한 운악(雲岳)이 주지를 맡기 전부터 흥성암

을 관리했고, 흥성암 중창 시에 비구니들이 화주를 자청했다는 ｢흥성암중건

기(興盛庵重建記)｣의 내용으로 미루어, 흥성암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함께 주석

하는 암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성암은 1920년대 중반부터 중수를 시작해 1931년에 준공되었다. ｢흥성암

중건기｣에 따르면, 운악 화상이 매양 암자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돌보았으나 

퇴락이 심해져 차라리 암자를 훼철하고 다시 중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암자를 중수할 뜻을 세우게 되었다. 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

하자 비구니 정념(正念)과 선진(善眞)이 뜻을 함께 해 화주를 하겠다고 자청했

37) 앞의 책, 2.

38) �林下筆記�, ｢蓬萊秘書｣.

39) 제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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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비구니가 수년간 여러 지방을 주류하며 시주를 권선하여 중창을 이루겠

다는 계획을 내자, 운악 화상이 결단을 내려 우선 금 3000여 냥을 선출자(先出

資)하여 목공과 석수를 불러 모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운악이 중건도감(重建都

監)을 맡아 공사에 매진하는 동안 정념과 선진 두 비구니는 자금을 권선하였는

데, 본산과 여타의 사찰이 기부한 금액이 하나하나 모였고, 5년 만에 52동(棟) 

규모의 법우(法宇)가 1차로 완성되었다. 그 모습이 굉장하고 미려하여 사람들

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1931년에 공사가 완료되자 4월 결제일에 

만공(滿空) 선사를 증명(證明)으로 모시고 불사를 회향했다.40)

흥성암이 중수된 지 7년 뒤부터 흥성암은 유점사의 비구니 전용 선방으로 

역할하게 되었다. 1938년 ｢유점사지｣ 연혁에는 “유점사 연화사(蓮花社)는 염

불회(念佛會)로, 반야암(般若庵)은 선원(禪院)으로, 수월당(水月堂)은 동국경원

(東國經院)으로, 흥성암은 니선실(尼禪室)로 판설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41) 

｢유점사지｣ 재산목록에 따르면, 흥성암에는 112.80평 규모의 요사와 2.00평

의 산신각이 있었다. 

2) 심원사 남암

남암은 철원 보개산 심원사의 부속암자이다. 이 암자가 조선시대부터 운영

되었다는 사실은 성해응(成海應)의 ｢기기로산수(記畿路山水)｣에서 확인된다. 성

해응은 보개산의 풍경과 사찰을 소개하며 “보개산은 경기와 관동의 경계에 있

는데 (…) 심원사 동쪽에 지장암이 있고 남쪽에 남암이 있다”고 소개하였다.42) 

�유점사본말사지� ｢심원사지｣에서 남암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89년(고종 

26) 화주 비구니 계선(戒善)이 남암 대웅전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다. ｢남암대

법당신건급단청록(南庵大法堂新建及丹靑錄)｣(1904)에도 비구니 계선이 대화

주로 활약했으며, 견원(堅願)을 비롯한 34명의 비구니가 동참했다는 기록이 남

40) �유점사본말사지�, 68-69.

41) 앞의 책, 15.

42) �硏經齋全集�, ｢記畿路山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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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다. 이 대중질(大衆秩)에는 비구 19명과 사미 10명의 명단도 함께 기재되

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기록만으로는 남암이 비구니들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남암의 중건과 법당 신창에 비구니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아 심원사의 비구니들이 남암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것으

로 짐작된다. 

남암에는 9.00평 규모의 대웅전과 56.00평의 요사가 있었다. 남암의 주지는 

심원사의 주지가 대부분 겸임했지만, 또다른 부속암자인 성주암(聖住庵)의 주

지가 겸임하기도 했다.

3) 안양사 수월암, 대승암

수월암과 대승암은 철원 보개산 안양사의 부속암자이다. 보개산 안양사는 

6･25전쟁 때 전소되고 현재 절터만 남아있으며, 부속암자였던 수월암과 대승

암도 폐사된 상태이다. 안양사는 범일 국사(梵日國師)가 창건하고 1398년 무학 

왕사(無學王師)가 재창한 사찰로 전해지는데, 조선말에 고종과 왕실 상궁들의 

보시를 받아 중건되었다.43) 

안양사의 부속암자인 대승암은 1621년(광해군 13) 금강산에서 온 이름 대사

(頤凜大師)가 파세암(破執庵) 터에 여러 칸의 건물을 세우면서 창건되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한 편양언기(鞭羊彦機)의 ｢보개산대승암기(寶盖山大乘庵記)｣(1623)

가 ｢안양사지｣에 실려 있다.44) 

수월암은 1895년(고종 32) 화운(華雲) 대사가 신건하였다. 이때의 기록인 ｢보

개산수월암신건문(寶盖山水月庵新建文｣에는 비구니 관련된 내용이 전혀 확인

되지 않는다.45) 그런데 10년 뒤 1905년에 작성된 ｢보개산안양사중건시주방함

록(寶盖山安養寺重建施主芳銜錄)｣에는 수월암에 소속된 비구니 12명과 대승암

에 소속된 비구니 11명 등 총 23명의 비구니 명단이 실려 있다. 여기에 비구나 

43) �유점사본말사지�, 836-838.

44) 앞의 책, 841-842.

45) 앞의 책,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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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신도는 1명도 기재되지 않았다.46) 이로 볼 때 수월암과 대승암이 안양사 

내에서 비구니 거주 암자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구니들만 거주하는 암자

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수월암에는 1895년에 지어진 극락암(20평)47)이 있었고, 수월암의 주지는 안

양사 주지가 겸임했다. �유점사본말사지�가 편찬될 당시 수월암은 계속 운영

되고 있었으나, 대승암은 이미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사 부속암자의 

재산목록과 역대 주지 명단에 대승암 관련 기록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IV. 금강산에서 활동한 주요 비구니

조선후기 금강산에서 활동한 136명의 비구니 가운데 뚜렷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서 비교적 행적이 드러난 인물로는 장

안사 관음암 중창주 보영(寶英), 유점사 대화주 사득(四得), 청련암 중창주 정근

(淨根), 하관음암 중창주 치율(致律)과 손제자 장흔(壯欣), 신계사 미타암의 창

건주 상엽(尙曄), 중창주 수영(壽永), 계선(戒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유

점사의 대공덕주 사득은 그 법손들이 봉래문중을 형성해 그 행적을 밝혀왔지

만, 나머지 비구니들은 행적이나 문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유점사본말사지�에 비구니의 업적을 기록한 공적비 또는 사적기가 실려 

있어 비교적 자세한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구니는 유점사의 사득, 미타암의 

상엽, 하관음암의 치율 등 3명이다.48) 세 비구니는 비구니 암자뿐만 아니라 금

46) 앞의 책, 838-839.

47) �안양사지� ｢수월암｣ 건물 편에는 극락암(極樂庵)이라고 표기돼 있다. 사지가 편찬될 당시에 수월

암의 명칭이 극락암으로 바뀐 것인지, 극락전(極樂殿)의 오기인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다.(�유점사본말사지�, 835.)

48)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사득, 상엽, 치율 외에도 종남산 미타암 사신의 부도비 ｢낙암당니수좌사

신지부도비(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와 근대기 비구니인 홍상근(洪祥根)의 ｢금강산마하연헌답

기념비(金剛山摩訶衍獻畓紀念碑)｣의 비명(碑銘)이 실려 있다. 사신은 금강산에서의 행적이 드러나

지 않았고, 상근의 활동은 �유점사본말사지�에서 1911년부터 확인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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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주요 사찰의 불사를 주도하거나 대대적인 보시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구니임에도 사적비가 세워졌고, 비구니 문도를 이

끄는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점사 대공덕주 사득

사득(四得)은 금강산 유점사의 ｢대공덕주록(大功德主錄)｣에 기재될 정도로 

큰 보시행을 실천한 인물이다. 사득은 1899년(광무 3) 사유토지 35석을 유점사 

보타전에 헌납한데 이어, 1905년(광무 9) 사재를 출연하여 유점사의 53불상, 

연화사(蓮花社)의 삼존상, 시왕상, 십육나한상의 개금(改金)과 개채(改彩) 불사

(佛事)를 진행했다. 1918년에는 제위조(祭位條) 30여 석의 토지를 유점사에 헌

납한데 이어 이해에 동선(東宣) 화상이 유점사 반야암에서 법화회(法華會)를 

설하자 사득이 80여석 토지를, 비구니 홍상근(洪祥根)이 미(米) 300두를 헌납하

여 강회가 유지되도록 도왔다.49) 1912년 반야선원(般若禪院)에 80여석의 수조

지를 헌납하여 선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헌답기(獻畓記)｣로도 남아

있다.50) 유점사의 ｢대공덕주록｣에 따르면 사득이 헌납한 불량답은 총 130석에 

달했다. 

사득은 비구니 문중 가운데 하나인 봉래문중의 3세조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득의 증법손인 본공(本空, 6세), 본공의 제자인 경희(慶喜, 7세), 본공의 법손

인 명성(眀星, 8세) 등이 근현대 비구니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득의 일생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 문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득(1862~1940)은 1887년 금강산 유점사 흥성암에서 세묵(世黙)을 은사로 출

가하였고, 마하연에서 진하(震霞)로부터 수계하였다. 이후 15안거를 성만하고 

1940년 세납 79세, 법랍 53세로 입적했다. 오늘날 봉래문중의 명칭이 금강산의 

여름철 이름을 차용한 것은 봉래문중의 제3세에 해당하는 사득이 금강산에서 

49) �유점사본말사지�, 10-13.

50) 앞의 책,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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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수행한 행적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득이 막대한 재산을 보유했

던 것은 친가인 밀양박씨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51)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사득의 시주와 관련된 다수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데, 마하연, 유점사 보타전, 반야암 등의 중창을 위해 사유재산을 출연해 유점

사를 장엄하고 염불수행처와 선수행처를 위한 불량답(佛糧畓)을 헌납했다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최근에 복원된 신계사 만세루 앞에는 ‘시주표(施主標) 박사득(朴四得)’이라 

새겨진 공덕비가 남아있다.52)  

2. 신계사 미타암 창건주 상엽

상엽(尙曄)은 신계사 미타암을 세운 창건주이다. ｢금강산신계사미타암신건

기｣에 따르면, 상엽은 본래 공주 마곡사의 승려로, 팔도를 주유하며 절을 세우

고 불화를 조성하고, 경전을 인출하고, 가사(袈裟)를 보시하고, 불량(佛糧)을 헌

납하고, 인등(引燈)을 공양하고, 천변(川邊)에 수륙재를 베풀었다. 평양 광법사

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불사를 일으키다 어느 해 금강산 청련암에 들어와 여러 

해 동안 금강산 안팎의 제찰을 두루 주유하던 중 신계사에 이르렀다. 신계사는 

미륵존불(彌勒尊佛) 삼회도인(三會度人)이 출현할 곳이고 보운암(普雲庵)은 옛 

조사(祖師)가 득도를 한 장소이니, 이토록 성스러운 흔적이 상존하는 곳에서 

종신토록 머물며 불도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응암 선사와 뜻

을 함께해 보운암 서쪽 기슭에 암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53) 상엽은 미타암

을 창건한 이후에도 신계사의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금강산신계사영

산전기(金剛山神溪寺靈山殿記)｣에는 “지난 기사년(1869) 봄 영하(映河)의 문인

(門人) 동하성의(東河性宜) 대사와 비구니 상엽두타(尙曄頭陀), 신녀(信女) 이씨

51) 하춘생 2013, 205-209; 전국비구니회 2007, 297; 한국비구니연구소 2007.

52) 제정 2005.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사득의 헌납 관련 기록은 ｢유점사지｣에 집중돼 있고, ｢신계사

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계사에 공덕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사득이 신계사에도 

상당한 보시를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53) �유점사본말사지�,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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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氏) 청련화(靑蓮華)가 경산(京山)으로부터 와서 신심을 일으키고 인선권인

(引善勸仁)하여 특별히 영산전을 세우고, 절의 모습을 일신(一新)하였고 만상

(萬像)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54) 

3. 하관음암 중창주 치율 

치율(致律)은 장안사의 산내말사인 하관음암의 중창주이자, 장안사에 ｢불

량헌납비(佛糧獻納碑)｣가 세워질 정도로 많은 보시를 한 대화주이다. �장안사

지� 연혁에서는 치율을 비구니라는 호칭 대신 수좌(首座)라고 불렸고, 헌납비

에서는 니사(尼師)로 칭해졌는데, 이를 통해 치율이 장안사 내에서 수행자이자 

비구니들을 이끄는 스승으로 존중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87년(고종 24)에 건립된 ｢불량헌납비｣ 비문에 따르면 치율은 본래 경기도 

인천 출신으로, 9세에 삼각산(三角山) 보문사(普聞寺)에 투탁하여 12세에 비구

니 처잠(處岑)에게서 낙발(落髮)하고 오래도록 곁에서 모시다가 정사년(1857

년)에 손상좌인 비구니 장흔을 데리고 금강산 장안사 관음암으로 들어갔다. 

치율은 장안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시를 하였는데, 1860년부터 1884년까지

의 기간 동안 양전(兩殿)의 불량미 44두(價 200여냥)로 대웅전과 사성전 불향

(佛餉) 1200금(金), 승방(僧房)과 선방(禪房)의 보용전(補用錢) 150냥, 요사 수리

비 100금, 각 전각의 주련(柱聯), 사명(寺名) 판자(板子) 각현(刻懸)에 사용된 은

(銀) 130민(緡), 비로전 중수 비용 500금 등 도합 수천금을 헌납하였다. 

장안사에서는 이 내용이 담긴 헌납비를 세워 치율의 공덕을 기리고 그 제자

들에 대한 칭송까지 실었다. 비음에는 “아름답도다, 크게 훌륭하도다, 스승 치

율〔律師〕의 권속이여. 장흔의 효는 하늘에 통하고, 우한(宇閒)의 공경은 땅처

럼 굳건하며, 복혜(福惠)의 충심은 전일(全一)하고, 지견(持堅)의 정성은 무이

(無二)하며, 응환(應幻)의 어짐은 산을 키우고, 자인(自仁)의 의로움은 바다로 

나아가며, 봉순(奉順)의 예는 금석(金石)과 같다. 오직 이들의 기위(奇偉)가 이

54) 앞의 책,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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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으니, 충성효제(忠誠孝悌)와 예의인지(禮義仁智)를 겸하고 행함이 이와 이

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찬탄하였다.55) 장흔을 비롯한 치율의 제자들이 스승

을 도와 장안사의 여러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덕을 칭송한 것이다.

 

V.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 활동의 특징

�유점사본말사지�에 나타난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점사 본말사 가운데 비구니들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암자는 총 

9개로, 대부분 19~20세기 초에 비구니의 주도로 중창되었다. 독립사찰 가운데 

비구니 전용 사찰은 단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금강산 내의 비구니 암자들은 금강4사의 부속암자로 속해있었고, 비구니들

은 본찰의 비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비구니암자를 운영하였다. 비구니 

암자가 중창될 때 화주와 시주는 주로 비구니들이 담당했지만, 공사를 직접적

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책은 본찰의 비구승들이 맡았다. 1819년 장안사 관음암

의 개와불사가 이루어질 때 화주는 비구니 보영, 대시주는 보근 등의 비구니들

이 맡았지만, 공사와 별좌, 도감의 직책은 모두 비구들이 담당했다.56) 1867년 

미타암이 창건될 당시 창건주가 수좌 상엽이고, 감동(監董)을 맡은 것은 장로 

응암이었으며, 1905년 미타암 중수 때에는 수승(首僧) 삼희(三喜), 삼강시총섭

(三綱時摠攝) 영제자항(永濟慈航), 서기(書記) 동우(東吘), 도감(都監) 용해대경

(龍海大炅), 별좌(別座) 비구니 정봉, 화주 비구니 수영이 참여하였다.57) 1883년 

장안사 하관음암의 중수 때에도 화주는 대덕 등 3명의 비구니가 맡았지만, 도

감 겸 감역은 비구 인담천원(印潭天圓)이 맡았다.58) 즉 비구니 암자를 중창할 

55) 앞의 책, 363-364.

56) 앞의 책, 382-383.

57) 앞의 책, 245-247.

58) 앞의 책,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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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암자의 재산 목록 

순번 암자명 건물 토지 불보살상

1 장안사 요사 밭 1필(462평) 아미타불 1점

때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은 비구니들이 담당하고 공사의 관리는 비구들이 도

왔던 것이다.  

둘째, 비구니들은 소속사찰이나 수행처의 중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화주나 시주자로 활동한 비구니들이 많았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조선시

대에 활동한 비구니가 화주로 기재된 경우는 총 13건이고, 비구니 명단은 주로 

시주질 또는 연화질에 등장한다. 비구니 암자 외에도 본찰과 전각, 암자의 단

월록에도 다수의 비구니가 화주나 시주로 기재되었다. 이는 비구니들이 비구

니 암자뿐만 아니라 소속사찰이나 선방의 중창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

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구니들이 여성신도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권선할 수 있

었기 때문에 화주로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일대의 사찰 중창에 비구니들이 화주나 시주로 대거 참여하고, 비구

니 암자의 중창 때에는 비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도왔다는 사실은 금강산

의 비구니와 비구들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승가공동체를 유지하였음

을 보여준다.  

셋째, 비구니 암자의 건축배치는 요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중관음암

에는 요사와 산신각, 독성각이 있었으나 건물명만 나오고 규모는 기재되지 않

았다. 하관음암에는 요사만 12칸이 있었다. 청련암은 요사 24.40평, 신림암은 

요사 31.90평, 산신각 2.30평, 판도방 12.16평이 있었다. 흥성암은 요사 113.80

평과 산신각 2.00평, 남암은 대웅전 9.00평, 요사 56.00평, 수월암에는 극락암 

20평이 있었다.59) 

59) �유점사본말사지�에는 각 사찰의 건물, 보물, 전각, 전답 등의 재산목록이 기재되었지만, 모든 사

암의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다. 신계사 미타암과 같이 폐사된 사암은 모두 생략되었고, 1940년

대까지 유지되던 암자 중에도 건물, 전답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건물이나 전답의 규모는 

평, 칸, 필, 결 등 다양한 단위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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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음암
산신각

독성각
대지 1필(215평)

후불탱 1점

신중탱 1점

독성탱 1점

2
장안사

하관음암
요사 12칸

논 1필(670평)

밭 1필(122평)

관세음보살 2점

후불탱 1점

신중탱 1점

3
표훈사

청련암

요사(칠성각) 24.40평

현성전 2.22평
무기재 무기재

4
신계사

미타암
무기재 무기재 무기재

5
표훈사

신림암

요사 31.90평

산신각 2.30평 

판도방 1216평

논 2필(1,659평)

석가여래 1점

관음보살 1점

지장보살 1점

후불탱 1점

신중탱 1점

독성탱 좌상 1점

독성탱 불화 1점

산중탱 1점 

6
유점사

흥성암

요사 113.80평

산신각 2.00평
무기재 무기재

7
심원사 

남암

대웅전 9.00평

요사 56.00평

논 2필(860평)

밭 1필(1774평)

아미타불 1점

나반존지 1점

제석보살 1점

후불탱 1점

칠성탱 1점

독성탱 1점

산신탱 1점

신중탱 1점

8
안양사

수월암
극락암 20평 무기재 무기재

9
안양사

대승암
무기재 무기재 무기재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비구니 암자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요사였

다. 이 건물은 단순히 승려들의 숙소였을 뿐만 아니라 참선이나 염불이 대규

모로 이루어지는 수행처로 역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강산의 유명한 

수행처의 경우 요사만 건립된 경우가 많았는데, 일례로 마하연에는 요사만 

있었지만 그 규모가 128평에 달했고, 유점사의 부속암자인 반야암의 요사는 

82평에 달했다. 유점사를 비롯한 금강4사에는 불보살을 모신 다양한 전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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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되었지만, 선방이나 염불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던 수행처에는 요사 또

는 대방으로 불리는 건물만 있거나 요사를 제외하고는 1~5칸 규모의 작은 불

전들만 배치되었다. 이로 볼 때 비구니들은 암자의 요사에서 숙식과 수행 생

활을 병행하고 큰 법회나 재(齋)가 있을 때는 본찰로 가서 행사에 참가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구니들이 비구니 암자에서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1832년(순조 

32)에 작성된 ｢금강산마하연중창연화소기문(金剛山摩訶衍重創緣化所記文)｣의 

내소질(內所秩)에는 경첨(敬沾)을 비롯한 4명의 비구니 명단이 비구 및 재가신

도들과 함께 기재되었다. 이는 마하연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에 동참했음

을 시사한다. 1901년에 작성된 ｢유점사반야암중수기(楡岾寺般若庵重修記)｣ 본

산질(本山秩)에도 사득(四得)을 비롯한 8명의 비구니가 비구 및 재가신도의 명

단과 함께 실려 있다. 이처럼 비구니들이 마하연이나 반야선원 등 금강산의 대

표적인 선방 중창에 적극 동참하고, 선원의 유지를 위해 거액의 돈과 토지 등

을 희사했던 것으로 보아, 금강산의 비구니들은 수승한 수행처에서 비구들과 

함께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암자의 주지는 소속사찰의 주지가 겸임했다. 이

는 비구니 암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내암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유점사를 

비롯한 금강4사의 산내암자들은 대체로 본찰의 주지 관할 하에 있었다. 간혹 

암자의 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암자 주지는 본찰의 주지

가 겸임하였고, 독립된 비구니 암자라 하더라도 소속사찰의 주지가 암자의 주

지 권한을 맡고 있었다. 금강산 내에 비구니들의 독립된 사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행이나 생활은 소속사찰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구와 비구니가 한 사찰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도 비구니들은 비구

와 별개의 계파로 나뉘어 있었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다수의 고승 비문이

나 사적기 비문이 실려있는데, 비음에 문도의 명단이 실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구니는 사적기나 중수기의 본사질(本寺秩)과 본암질(本庵秩)에는 기

재되었지만 비구의 문도질(門徒秩)이나 문정질(門庭秩), 제자질(弟子秩)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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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지 않았다. 비구승의 문파에 비구니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구니의 문도에도 비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비구니의 상좌나 손상좌 또한 모

두 비구니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비구니 법맥이나 문중을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등

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금강산 내에 비구니들의 문중이나 법맥

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비구니 조직 내에서 은사와 

상좌, 손상좌가 존재했고, 비구니 공동체가 유지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비구니

들만의 조직이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법명을 토대로 비구니들이 

거주했던 사찰과 암자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에서 

활동한 비구니들의 행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총 164명(중복명 제외)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돼 있

는데, 이 가운데 조선시대에 활동한 비구니는 136명이다. 17세기에 1명, 18세

기 6명, 19세기 52명, 20세기 77명이다. 

유점사 본말사 가운데 비구니들의 전용 암자는 총 5곳으로 확인되었다. 장

안사의 중관음암과 하관음암, 신계사 미타암, 표훈사 청련암과 신림암이다. 

이밖에도 유점사 흥성암, 심원사 남암, 안양사 수월암과 대승암도 다수의 비구

니들이 거주했던 것이 확인된다. 

�유점사본말사지�에 실린 비문이나 사적기들은 대부분 비구승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간혹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비구니들의 공적비와 헌납기가 남

아있다. 공적비가 세워진 조선시대 비구니는 유점사 대공덕주 사득, 미타암 창

건주 상엽, 중관음암 중창주 치율 등 3명이다. �유점사본말사지�에 이름을 남

긴 비구니들은 대부분 큰 시주를 하거나 사찰 중창의 화주로 역할을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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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었지만, 수좌로 불린 비구니들의 기록을 통해 비구니가 수행자로 인정

받았던 일면들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점사본말사지�에 나타난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비구니들이 거주한 암자는 총 9개로, 비구니가 주도적으로 창건 또는 

중창하였다. 이때 화주와 시주는 대부분 비구니들이 주도했지만,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도감이나 별좌 등의 직책은 본찰의 비구승들이 보조했다.  

둘째, 비구니들은 본찰이나 수행처의 중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화주로 활동한 비구니들이 많았다. �유점사본말사지�에는 비구니 암자가 아

닌 사찰이나 전각의 단월록에도 비구니가 화주 또는 시주자로 빈번하게 등장

한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조선시대 비구니가 화주로 기재된 경우는 총 13

건이고, 비구니 명단은 주로 시주질에서 확인되었다. 

셋째, 비구니들의 암자는 주거뿐만 아니라 수행처로 활용되었다. 비구니 암

자의 건물 배치를 볼 때 대부분 요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점사본

말사지�에 기재된 여러 암자들의 가람배치로 미루어볼 때 요사 또는 대방은 

승려들의 숙식과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넷째,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산내암자의 주지는 비구니가 아닌 소속사찰의 

주지가 겸임했다. 금강산 내에 비구니들의 독립된 사찰이 없었기 때문에 비구

니 암자는 본찰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구와 비구니는 각각 다른 문파에 속해 있었다. 비구니들은 비문

이나 사적기의 말미에 수록된 본사질이나 대중질, 시주질에는 실렸지만 문도

질에는 1건도 기재되지 않았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비구니의 문중이나 법

맥이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은사와 상좌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비구니들의 

암자와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비구니들의 조직이 별도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에서 여성출가자들의 수행문화가 

이어져왔고, 비구니가 사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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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비구니와 비구들이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승가공동체를 운

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금강산 비구니들의 활동은 오늘날 봉래

문중 등의 비구니 문중 계보로 이어지며 한국 비구니 승가의 한 축을 형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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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hikkhuni Temples and Activities of Bhikkhunis at 

Geumgang Mountai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list of  Bhikkhuni in Yujeomsa Bonmalsaji

TAK, Hyojeong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Namdo Cul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bhikkhuni temples at Geumgang Mountain and the 

activities of the main bhikkhunis at Geumgang Mountai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a database containing the list of bhikkhunis recorded in 

Yujeomsabonmalsaji.

A total of 158 bhikkhunis (excluding duplicate names) are listed in Yujeom-

sabonmalsaji, of which 136 were active during the Joseon Dynasty. One person was 

active in the 17th century, six people in the 18th century, 52 people in the 19th 

century, and 77 people in the 20th centu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hikkhuni hermitage and bhikkhuni activities, as 

shown in “Yujeomsa Bonmalsaji,”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among 

the Bonmalsa Temple and annexed hermitages of Yujeomsa Temple, there were a 

total of nine hermitages where bhikkhunis lived, and most of these hermitages were 

built under the leadership of bhikkhunis in the early 19th to early 20th centuries. 

Second, bhikkhunis served as supporters or founders of agency temples and 

performance sites, as well as the bhikkhuni hermitages.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building of the bhikkhuni hermitages was arranged around Yosa, and it seems 

that housing and practice were carried out together in Yosa. Fourth, the chief monk 

of a bhikkhuni hermitage was also the chief monk of an agency temple. Fifth, even 

if they belonged to a temple, they were classified as separate literar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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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se record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practice 

culture of bhikkhunis continued at Geumgang Mountain, and that bhikkhunis were 

one of the pillars of the operation of the temples at Geumgang Mountain.

Keywords 

Bhikkhuni, Female Participants, Joseon Dynasty, Buddhism, Geumgang Mountain, Temple, 

Yujeomsabonmals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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