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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후기 光海君代 佛事 연구의 일환으로 안동 仙刹寺
목조석가불상의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이 조성발원
문은 1622년 淸溪寺 齋會와 왕실 內佛堂 역할을 담당했던 慈仁壽 兩

寺 佛事와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광
해군의 불교계 지원의 일단을 짐작케하는 1622년의 불사는, 1) 청계사

齋會, 2) 3월의 妙法蓮華經 전 7권 개판, 3) 5월의 慈壽寺와 仁壽寺
兩寺의 佛事, 4) 7월에 해인사 藏經版殿 重修 佛事 등이다. 이 중 청계
사 재회와 妙法蓮華經 개판은 광해군이 직접 관여한 불사이고, 慈壽

寺와 仁壽寺 兩寺의 불사 및 해인사 장경판전의 중수 불사는 광해군
비인 章烈王妃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이들 불사에 벽암 각성
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 광해군과 부휴계 문도와의 지속적인 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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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불교계 지원의 일단을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의 재위 연간은 어둡고 문란한 시대라는 昏朝라고 매도되었
지만, 전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면서 分朝 시기는 물론 재위 16년 동안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후 문화 복구사업에 힘을 기울인 것으
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광해군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우호적이
였으며 전후 복구지원 및 승려들과의 교유도 깊었다. 특히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한 浮休善修와 같은 禪僧과 그의 문도인 碧巖覺性․孤

閑熙彦 등과 교유하면서 자신의 능침사찰인 封印寺에 사리를 봉안하
고, 세자의 원찰인 淸溪寺에서 齋會를 시설하였다. 그리고 1622년 淸

溪寺 齋會를 직접 설행하면서 그해 3월 妙法蓮華經을 開板하였고, 5
월에는 광해군비인 章烈王妃가 慈壽寺와 仁壽寺 兩寺의 불사를 후원
하였다. 이때 불상 11구와 불화 7점을 조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3구가
발견되었고 그중 1구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이다. 이들 불상에
는 3월 개판된 법화경과 <왕비유씨저고리>를 불복장에 넣었다. 또

7월의 해인사 藏經版殿 重修佛事에도 장열왕비의 후원 하에 왕실 비
빈을 비롯한 상궁, 비구니 등의 대거 참여로 왕실의 후원은 지속되었
다.
본고는 광해군 시대 佛事의 일환으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에
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광해군 시대 왕실의 불사 후원과 불
교계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1622년의 조성발원문을 중심으
로 淸溪寺 齋會와 慈仁壽 兩寺의 불사에서 조성된 불상과 불화 사례
를 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왕실 불사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광해군, 봉인사, 청계사, 부휴선수, 벽암각성, 지장암 목조비
로자나불상, 칠보사 목조석가불상, 선찰사 목조석가불상, 조
성발원문, 삼신불상, 삼신대영산회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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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광해군은 조선 15대 임금이자 연산군에 이어 두 번째 폐위 임금으
로, 1575년(선조8)에 선조와 후궁인 공빈 김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
어났다. 정비에서 후사가 없어 공빈의 둘째아들인 광해군이 임금이 되
었는데, 1608년 34세로 왕위에 올라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는 1623년까
지 16년간 재위하였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피난 중인 1592년 4월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되
었다. 이후 난의 수습에 힘써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었고,
전란동안 함께하였던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는 광해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1608년 선조가 갑자기 당시 쇠약해져가는 명나라
와 교체되어 등장하는 청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로 나라를 전란으
로부터 보호한 외교 전략가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광해군은 서인
일파가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빈소생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
이 이끈 반정군에 의하여 폐위되면서 王에서 君으로 강등돼 강하도 교
동에 유배되고 유배지에서 아들 폐세자 질과 며느리 박씨는 탈출하다
실패해 자결하고, 이로 인해 부인 유씨도 홧병으로 1623년 10월 강화
에서 세상을 뜨고 만다. 다시 광해군은 제주도로 옮겨져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다 1641년 67세에 세상을 떠난 불운한 시대의 격하된 왕이었
다. 그는 죽어서도 무덤이 강등되어 陵이 아니라 墓로 불려지고 있다.
하지만 근래 연구에서는 大同法 시행과 화폐 주조, 銀鑛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와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탁월한 외교감각으로 실리
외교를 수행한 현명한 군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광해군 시대의 불교에 관련된 기사는 실록에 의하면, 浮休善修와 같
은 禪僧과 그의 문도인 碧巖覺性․孤閑熙彦 등과 교유하였던 내용, 이
들과 조우하면서 자신의 능침사찰인 封印寺에 사리를 봉안하고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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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찰인 淸溪寺에서 齋會를 시설하며 증명법사로 활동한 이들에게
법호를 하사한 점 등이 찾아진다.
본고는 광해군대의 불사 그 중에서도 1622년에 제작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
고자 한다. 발원문의 기록을 통하여 왕실의 불사 및 불교계의 지원, 승
려와의 교유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서 1622년의 불교
지원 및 당시 왕실 후원으로 제작된 불상과 불화의 사례, 그 특징의 일
단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Ⅱ. 광해군대 불교지원과 王室願刹 奉印寺와 淸溪寺 齋會
광해군은 16년의 재위기간 동안 그에 대한 평가는 당대부터 지금까
지 매우 부정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王’이 아니라 ‘君’으로 불리고, ‘實
錄’이 아닌 ‘日記’로 격하된 왕이다. 죽어서는 무덤도 陵이 아닌 墓로

불려지는 등 매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래의 연구에서는 실리외
교를 수행한 현명한 군주로 보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있는 점
도 사실이다.1)
광해군대 불교 시책은 조선 전기의 세조대처럼 구체적인 시책이 제
시된 것은 찾을 수 없으나, 이전 시대와 달리 불교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간접 지원을 통하여 불교계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
다.2) 임란 이후 전후 문화 복구 사업으로 편찬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는
데 동국여지승람․경국대전․악학궤범․삼강행실도 등 조선
초기에 간행된 서적들을 재간행하였다.3) 뿐만 아니라 전란으로 소실된
1) 한명기,『광해군: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 역사비평사, 2000.
2) 고영섭, ｢광해군의 불교인식｣,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229～280쪽.
3) 김 혁,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구성과 편찬 과정｣, 書誌學報 2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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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불전들도 간행되었다. 이들 불전 간행은 주로 조선불교의 교학
과 선학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묘법연화경․수능엄경․금강경
․관무량수경 등 경전류와 권수정혜결사문․계초심학인문․법

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등 선서류들이 개판 유통되었다.4) 불교 경전
의 간행은 당시 왕실에서 직접 판각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 하지만,
1622년 청계사 개판의 妙法蓮華經 간행 사실을 통해 볼 때 왕실의

후원이 간접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조선후기 불교계는 임진왜란시 청허휴정과 부휴선수 문도들의 승병
활동으로 한때나마 불교계의 위상과 존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광해군 시대는 청허휴정과 부휴선수의 문도들이 활동하는 시기였
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맥이나 법통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5) 본 장에서는 광해군대 왕실 원찰로서 奉仁寺와 淸溪寺
齋會를 통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 발견 조성발원문의 慈仁壽 兩
寺의 佛事 배경을 살펴보면서 광해군의 불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과

인식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능침사찰 奉仁寺
광해군은 선조의 첫째 후궁인 恭嬪金氏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
났다. 정비인 懿仁王后 박씨에게 소생이 없었으나 난폭하다는 평을 받
서지학회, 2001.: 강혜영, ｢光海君朝의 문예진흥 정책｣, 圖書館學論集 2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6.
4) 이덕진, ｢한국역사에서 광해군의 위치｣, 2008, 74～77쪽.
5) 浮休系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태, ｢朝鮮朝佛敎와 牧牛子思想｣,
普照思想 3, 1989. ; ｢朝鮮中期 佛敎界의 변화와 ‘西山系’의 대두｣, 韓國
史論 44, 서울대 국사학과, 2000. ; ｢‘浮休系’의 系派인식과 普照遺風｣, 보
조사상 25, 2006. : 김인덕, ｢浮休善修의 禪思想｣․｢浮休의 門流｣, 崇山朴
吉眞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1975. : 최병헌, ｢조선후기 浮休善修系와 松
廣寺｣, 同大史學 1, 동덕여대 국사학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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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형 臨海君을 두고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란 중인 1592년에 피난
지인 평양에서 세자에 책봉되고 이어 分朝의 책임도 맡았다.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은 공빈김씨는 광해군의 나이 2살 때 산후병으로 일찍 세
상을 떠났다.
恭嬪 金氏가 卒하였다. 공빈은 司圃 金希哲의 따님으로 臨海
君과 光海君 두 왕자를 낳았는데 산후병으로 졸하였다. 김씨는
본래 임금의 총애를 입어 후궁들이 감히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
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임금에게 하소연하였다.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는데도 임금이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으
니, 오늘 죽더라도 이는 임금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죽어도 감
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심히 애도하여 宮人을 만날 적에 사납게 구는 일이
많았다. 昭容 金氏(뒤에 仁嬪이 되었다)가 곡진히 보호하면서
공빈의 묵은 잘못을 들춰내자, 임금이 다시는 슬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나를 저버린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김
소용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 방을 독차지하니 이는 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애초 궁중에는 祖宗朝로부터 金姓은 木姓에 해
롭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가릴 때 언제나 제외하였었
는데, 임금이 되어 3嬪이 모두 金氏였고, 仁穆王后가 中殿의 자
리를 잇게 되자 식자들은 불길하지 않을까 의심하였다.)6)

선조(재위 1567～1608)는 의인왕후 박씨를 정비로 맞았으나 자식을
보지 못하였다. 나중에 仁穆王后 金氏 사이에서 永昌大君을 낳기 전까
지 여섯 명의 후궁 사이에서 13명의 아들을 두었다. 첫째 후궁인 恭嬪
金氏 사이에 臨海君과 光海君을 낳았다. 둘째 후궁인 仁嬪 金氏 사이

에서 義安君, 信珹君, 定遠君(元宗), 義昌君을 낳았다. 셋째 후궁인 順
6) 선조수정실록 권11, 선조 10년(1577) 5월 1일 무자 : 선조실록 권11, 선
조 10년(1577) 5월 27일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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嬪 金氏 사이에서
順和君, 넷째 후궁

인 靜嬪 閔氏 사이
에서 仁城君과 仁
興君, 다섯 째 후

궁인 靜嬪 洪氏 사
이에서 慶昌君, 여
섯 째 후궁인 온빈
한씨 사이에서 興

[그림 1] 공빈 김씨의 成墓

安君, 慶平君, 寧
城君을 낳아 부인이 모두 8명에 자녀는 14남 11녀를 두었다. 정비에게

서 자식을 보지 못한 선조는 영창대군 출생 전에는 후궁의 아들들만
있었다. 따라서 후궁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소생이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하여 치열한 암투를 벌였지만, 여전히 선조의 총애를 입었던 공빈
김씨였다. 그러나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공빈 김씨의 능은 경기도 풍양현 적송동에 모셔졌다.
이렇듯 일찍이 어머니를 여읜 광해군은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슬픔
과 그리움 속에서 세월을 보내며 공빈 김씨의 추존을 선왕에게 일찍이
하소연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한을 삼켰
던 그는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인 1609년(광해군 2) 2월 공빈의 묘소를
개수하고, 한 달 뒤에는 호를 慈淑端仁恭聖王后로 추숭하였고, 능의 전
각 편액인 永禧殿은 奉慈殿으로 고쳤으며, 陵은 成陵으로 추봉하였
다.7) 광해군은 어머니의 능을 成陵으로 추봉하면서 능 옆에 있는 報恩
寺[봉인사]를 능침사찰로 정하고 불사를 거행하였다. 1610년(광해군 2)

7) 광해군일기 권25, 광해군 2년(1610) 2월 18일 갑자; 광해군일기 26권,
광해군 2년(1610) 3월 19일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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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미 보은사가 광해군과 세자의 원찰이 되기도 하였다.
1612년(광해군 4) 2월에 시작된 金直哉 무옥사건 때는 많은 승려들

과 사람들이 무고로 투옥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鄭
仁弘과 李爾瞻 계열의 대북파가 柳永慶 계열의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

해 일으킨 것이다. 당시 불교계의 주도 세력이었던 浮休 善修도 義僧
水軍僧大將慈雲三惠와 더불어 무고를 당하면서 하옥되었다.8) 임진왜

란이 끝난 후 산중불교 시대에 고승들의 탄압받는 일은 종종 있었지
만, 부휴선수와 그의 제자 벽암각성도 비켜갈 순 없었던 것 같다.
대사가 두류산에 머물 때 어떤 미친 승려의 모함을 받아 옥
에 갇혔다. 理官은 대사의 기개가 크고 당당하고 말이 논리 정
연함을 보고 최찬에게 말하자 (최찬이)광해군에게 아뢰었다. 광
해군은 대사가 죄가 없음을 알고 이튿날 내전 안으로 불러들여
도의 요체를 물어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광해군은) 자줏빛 金
襴方袍 한 벌, 푸른 무늬 碧綾長衫 한 袗, 녹색 비단 겹저고리
[綠綺重襦] 한 襲, 금강석 구슬[金剛數珠] 한 串과 그 밖의 갖가
지 보배 등 후한 예물을 주었다.9)

이처럼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한 모습에서도 부휴 선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자 궁궐내 관료들은 그를 보며 ‘큰부처
작은 부처’라고 하였다고 한다. 광해군은 이때 친히 국문에 나섰다가
선수의 道가 뛰어난 것을 보고 후한 예물까지 주며 석방하였다. 이렇
게 광해군은 善修와 조우하게 되었고, 그를 1614년까지 자신의 능침사
8) 광해군일기 권51, 광해군 4년(1612) 3월 19일 계축: 광해군일기 권51.
광해군 4년(1612) 3월 20일 갑인.
9) 白谷 處能, ｢浮休堂善修大師碑文｣ ; 李智冠 편,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
朝․近現代, 가산연구원출판부, 2000, 79쪽 ;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
師行狀, 대각등계집 ; 한글대장경, 대각등계집, 동국역경원, 262쪽; 고
영섭, 앞의 논문(2013), 229～28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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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 삼은 보은사[봉인사]에 주석토록 하였다. 또한 봉인사에 大齋가
열렸을 때 부휴선수를 가도록 명한 점에서 보듯이 광해군의 능침사찰
지정과 운용에도 선수가 깊이 관여하게 되었을10) 뿐 아니라 이후 그의
문도들도 광해군의 정신적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이같은 행보는 광해
군과 부휴선수라는 당대 주류 지배층과 불교계 주도세력과의 정치적
합의와 거래가 함의된 교유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奉印寺에 齋를 베풀고 스승을 證師로 보낼 때에는 궁중의 천
리마 한 필을 내어 大師를 태우고 마부를 앞에 붙여 인도하게
하니, 서울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절하되 뒤지는 것을 부끄러
워하였다. 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승려와 속인들이 앞을 다
투어 번갈아 가마를 메고 돌아다녔다.11)

광해군은 1619년(광해군 11)에 중국에서 진신사리 1과를 보내오자
이 사리를 成陵인 능침사찰인 報恩寺, 즉 奉仁寺에 봉안하게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熊遊擊이 바친 물건
가운데 舍利 1과가 있었습니다. 사리란 바로 승려를 茶毗할 때
나오는 것이니, 그것은 오랑캐의 도리며 더러운 물건입니다. 더
러운 물건을 전하에게 바친 의도는 바로 오랑캐의 도로 전하에
게 아첨하려는 것이니, 바친 물건은 매우 작지만 그 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옛날에 韓愈는 부처의 뼈를 맞이해 오는 데에 대하여 간하였
으니, 그것은 하늘에 빌어 명을 길게 하는 것이 부처를 섬기는
데에 있지 않고 실로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데에 있기 때

10) 고영섭, ｢한국불교에서 봉인사의 사격｣,한국불교사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 황인규, ｢광해군과 봉인사｣, 역사와 실학 38, 2009, 55～77쪽 참
조.
11) ｢추가홍각등계비명병서｣, 대각등계집 권하 ; 한글대장경-대각등계집,
276～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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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습니다. 사리를 받지 말아서 이단을 물리치고 文敎를 숭
상하는 훌륭한 뜻을 보이소서.”
전교하였다. “예조의 관원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한
다음 報恩寺로 보내라.”12)

위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사신으로 온 인사가 사리를 모셔와 조선
왕실에 바치자 왕이 이를 원찰인 보은사에 보내라는 내용이다. 이때
보은사는 왕실의 원찰인 능침사찰의 의미이다. 광해군은 자신과 세자
의 원찰이자 어머니인 공빈 김씨의 능침사찰인 報恩寺 곧 奉印寺에 모
시게 하였던 것이다. 진신사리는 보은사 동쪽으로 200보 위치에 탑을
세우고 당을 지어 안치한 후 浮屠庵이라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報恩
寺는 ‘붓다의 사리를 모신 절’이라 하여 절 이름을 封印寺로 바꾸었다.

그리고 1620년(광해군 12)에는 세자 李祬의 만수무강과 왕실에 성군의
자손이 번창하기를 기원한 원찰이 되었다.

2. 1622년 淸溪寺 齋會와 慈仁壽 兩寺의 佛事
청계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절로 고려 명신 李穡, 趙胤 등이
입산, 칩거하였다. 조선초 이후에는 문인 묵객들의 명소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는 명찰이다. 창건에 대한 기록은 알려진 바가 없고 고려 원
간섭기 역관출신 趙仁規(1227～1308)가문의 원당이 되면서 사세가 크
게 부각되었다.13)
조선 초에는 청계사가 왕실의 주목을 받아 과천현의 資福寺로 지정되

12) 광해군일기 권138, 광해군 11년(1619) 3월 11일 갑오
13) 趙仁規 가문과 淸溪寺에 관해서는 황인규, ｢趙仁規家門과 水原 萬義寺｣,
수원문화사연구 2, 1998 ;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3
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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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산내 암자로 추정되는 圓通菴은 1425년(세종 7) 승려 海幢이 세
종의 비인 昭憲王后의 시주를 받아 1428년(세종 10)에 불전 3칸과 禪
僧 兩堂 등을 중창하였다. 또한 세종 말년에서 단종 초에는 태종의 차

녀 慶貞公主(?～1455)와 태종 2남 효령대군, 세종의 장모 三韓國大夫
人 安氏 등이 주지 覺頓과 함께 화엄경 1,470판을 인출하여 청계사

내에 雜華殿을 짓고 여기에 경전을 봉안하였다.14) 이것은 고려 대각국
사 의천이 가져왔던 華嚴經疏鈔가 이후 세종 6년(1424년) 일본에 보
내진 후 유실되어 찾아볼 수 없자 이를 청계사에서 개판한 것이다.
이렇듯 청계사는 산내암자인 圓通菴과 더불어 조선초 왕실의 주목
받는 원당이었다. 연산군대에는 도성내 사찰 폐쇄령을 내려 봉은사를
대신하여 선종의 총 본산으로 한국 불교사에 중요 위치를 차지하였다.
[표 1] 청계사의 연혁15)
연대
창건
1284년(충렬왕10)
1383년(우왕 9)
1407년(태종 7)
1425년(세종 7)～
1428(세종10)
1431년(세종13)
1445년(세종27)
1448년(세종30)
1449년(세종31)
1450년(문종즉위년)
1453년(단종 1)
1462년(세조 8)
1503년(연산군10)

내용
신라시대로 추정
시중 趙仁規가 사재를 투입해 중창하면서 願刹로 삼음
주지에 無學과 제자 鐵虎祖禪
조정에서 資福寺로 지정, 天台宗에 소속
∙세종비 昭憲王后와 8남 永膺大君의 원당
∙昭憲王后 시주로 산내암자인 圓通菴을 중창함
조인규의 影堂 중수
세종의 장모 삼한국대부인 안씨, 광평대군, 평원대군이
머물며 讀經함
조인규의 6대손 趙玹이 다시 影堂을 중건, 大藏經 印出
진관사 주지 覺頓이 주지로 재임
信眉의 제자 雪正과 道明이 거주하며 왕실 보호받음
∙태종 2녀 慶貞公主 2남 효령대군이 華嚴經 1,470판
印出, 雜華殿을 짓고 봉안(주지 覺頓)
영응대군이 圓通菴 중창
선교양종 본산

14) 황인규, ｢청계산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보
조사상 39, 보조사상연구원, 2013, 25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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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선조25)
1622년(광해군14)
1623년(인조즉위년)
1689년(숙종15)
1701년(숙종27)
1761년(영조37)
1776년(정조52)
1789년(정조13)
1844년(헌종10)
1853년(철종 4)
1857년(철종 8)
1862년(철종13)
1876년(고종13)
1879년(고종16)
1881년(고종18)
1900년(고종37)
1911년
1965년

임진왜란으로 전각 전소되고 ｢淸溪寺影堂重修記｣ 소실
∙세자 위한 齋會 개설, 證明法師로 孤閑熙彦과 碧巖覺
性 참여
∙3월, 주지 妙嚴과 熙運 등이 妙法蓮華經 개판
∙四集 八陽經․志磐文 務修文 水陸文 初發
心自警文 등 경전 개판
∙산불로 폐허
∙趙持謙이 ｢淸溪寺新創勸善文｣을 지어 모연. 性熙 중건
∙趙新과 趙橒이 ｢淸溪寺事蹟碑｣ 건립
化主 舍堂 信贊 등이 700근의 銅鐘 조성
정조 잠저시 願堂을 설치하고, 밤나무 3,000주를 심어 관리
영조가 승하하자 百齋를 베품
경내에 顯隆園의 祭閣 건립하고 매년 2차례 제사 드림
<신중탱화> 조성
<지장탱화> 조성
불상 개금
<삼신불괘불> 조성
화재로 건물 전소
주지 隱谷이 전각 중건
隱谷의 청으로 조계산인 東溟이 ｢淸溪寺重建記｣ 지음
극락보전 건립
일제하 30본사 제정시 봉은사 말사 소속
용주사 말사 소속

이후 임진왜란 때 전란으로 불타면서 ｢영당중수기문｣이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청계사는 대대로 조인규 가문의 원당이었고, 광해군
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원당이자 세자 李侄(1598～1623)
의 원찰이 되었다. 그 과정은 어떤 연유에서 인지 모르나 1689년(숙종
15) 6월에 조인규의 11대손인 趙橒이 지은 ｢淸溪寺事蹟記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광해군 때 청계사는 폐세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또한 전답과
노비는 궁가나 토호들이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 비석의 비문을
15) 황인규, 앞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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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버렸는데, 이는 대개 그 전답과 노비를 비에 새겼기 때문이
다.16)

1622년 광해군은 세자의 원찰인 청계사에서 큰 齋會를 베풀었다. 이

전에도 친어머니 공빈김씨를 모신 成陵의 원찰로 봉인사를 창건하고
大齋를 베풀었다. 이때 浮休善修를 證明師로 초빙하였으며 이같은 인

연인지 청계사 재회의 증명법사로 부휴 선사의 문도인 벽암각성(1574
～1659)과 고한 희언(1561～1647)을 불러 주관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

으로 3월에는 이미 입적한 부휴 선수에게 ‘浮休堂扶宗樹敎辯智無礙追
加弘覺大禪師善修登階者’라는 법호를 추가하였고, 9월에 벽암각성이
‘扶宗樹敎行解圓妙悲智雙運辯才無礙大禪師覺性’이라는 법호를 하사받

았다.17) 당시 불교계는 청허휴정의 서산계 및 부휴선수와 그의 문도들
이 함께 활동하며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각종
왕실 불사에 부휴계와 교유를 가지며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妙法蓮華經 7권을 개판하였다.18) 이때 개판된 판본으로

권1～권6이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에서, 권7 전체는 칠
보사 목조석가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말미 간기에는 “禪敎都摠
攝熙運 曹溪宗大禪師覺性 天啓二年壬戌三月日靑龍山淸溪寺開板”이라

기록하고 있어, 주지 妙嚴과 선교도총섭 熙運의 주관하에 조계종대선
사 碧巖 覺性이 개판을 주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9) 특이한 점은 칠
보사 복장유물 전 7권은 봉안 당시 제책하지 않고 印經된 형태로 납입
16) 경기도, 경기금석대관 5, 경기도, 1992. ; 황인규, 앞의 글, 280쪽 재인용.
1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상, 1918, 487쪽.
18) 서울 지장암과 칠보사 불복장 발견『妙法蓮華經』의 刊記는 다음과 같다.
‘天啓二年壬戌三月日靑龍山淸溪寺開板’.
19)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43호, 2014, 343～358쪽.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
각승 현진파(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木)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
좌미술사 29, 2007, 355～37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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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경전의 개판 목적이 불복장 납입에 있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해 5월에는 왕실의 內佛堂 역할을 담당하던 慈壽寺와 仁壽寺의
두 比丘尼寺에서 불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불사에는 章烈王妃 발원으
로 불상 11구와 불화 7점이 조성되어 兩寺에 봉안되었다. 서울 지장암
과 칠보사의 목조비로자나불상과 석가불상은 그 11구 중 2구이다. 최
근에는 1622년 왕후발원으로 조성된 자인수 양사의 불상 11구 중 세
번째 불상이 발견되었다. 바로 안동 仙刹寺의 목조석가불좌상(42cm)이
다. 이같은 사실은 2015년 12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선
찰사의 목조석가불좌상(높이 42cm)의 조사 과정에서 복장유물과 함께
造成發願文이 발견되면서 확인되었다.20)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의 복장

공에는 조성발원문을 비롯하여 지장암과 칠보사와 같은 경전은 없으
나, 다라니와 복식 등이 복장유물에서 발견되었다. 복식은 광해군비 왕
비유씨의 묵서가 있는 저고리로 밝혀졌다.
광해군대 왕실 복식은 이미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광해군내외
및 상궁옷>(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4점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
관 소장의 <광해군비 당의>(중요민속문화재 제215호) 1점, 또 다른 사
례로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의 <‘權氏乙酉生’저고리> 1점이 추가로
소개되었다. 이 가운데 해인사 소장의 <광해군내외 및 상궁옷>은
1965년 장경판전의 재중수 때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복식 4점이다. 이

옷은 1622년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藏經板殿 중수 때 넣은 것으로 추
정된다.

20) 박은경. 한정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및 복장유물｣, 경상북도 문
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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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622년 청계사 재회와 관련 불사와 불복장품

1622년 해인사의 장경판전 중수불사 역시 왕실 후원으로 이루어졌

음은 상량문을 통해 확인된다. 제1 발원자로 장열왕비와 이외 왕실 비
빈 9명, 상궁 16명 등 왕실 인물 29명과 비구니 14명의 이름이 기록되
어 있다. 또 산중대덕으로 碧巖 覺性의 참여도 확인된다.21) 상량문과
함께 넣은 복식 4점은 묵서가 있어 착용자를 알 수 있는데, 광해군옷(1
점), 광해군비의 저고리(2점), 상궁 을유생 권씨의 저고리(1점) 등이다.
또한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인 <광해군비 당의>(1점)와 안동
대박물관 소장의 <‘權氏乙酉生’저고리>(1점), 그리고 선찰사 목조석가
불상의 복장품인 <왕비유씨저고리>(1점)도 앞서 복식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2) 특히 각성 선사는 1622년의 청계사 재회를 비
롯하여 3월 법화경개판 불사, 5월에는 자인수 양사의 불사, 7월의 해
인사 장경판전 중수불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다. 이는 광해
군의 불교계 지원의 중심에 浮休系와 그 문도인 벽암 각성이 긴밀하게
21) “(중략)成造大施主 章烈敬徵貞聖淑顯愼靜順王妃殿下壽萬歲 王世子邸下壽
齊年 世子嬪朴氏邸下壽千秋 椊 嬪許氏乙未生 貴人洪氏辛丑生…翁主李氏
乙未生 李氏戊午生 尙宮崔氏乙巳生…比丘尼道明…山中大德 曹溪宗大禪
師 覺性…”(孟仁在, ｢上樑文二件｣, 考古美術6권1호(考古美術1～100合
集下, 1979. 12, 30쪽) ; ｢海印寺 經板庫 上樑文｣, 海印寺 藏經版殿 實測
調査報告書, 해인사․문화재청, 2002, 91～92쪽.
22) 이은주․박윤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
리 고찰｣,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종합적 고찰, 석당학술원 지
역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집(2017.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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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 발
견된 두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두 불상의 원 봉안처는 慈壽寺(慈壽
院)․仁壽寺(仁壽院)의 兩寺이다.23) 두 사찰은 조선 왕실의 후궁과 왕실

여인들이 선왕의 승하나 퇴위이후, 淨業院․慈壽院․仁壽院 등으로 옮겨
가 이곳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남은 여생을 보냈던 귀의처이다. 따라서
궁궐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조선시대 왕실여인들의 佛堂 역할을 한
比丘尼院으로 비구니 사찰의 역할을 하였다.24) 인조이후 淨業院의 폐

지와 함께 현종 2년(1661년) 폐불정책 일환으로 끝내 두 尼院마저 완
전히 철폐되기까지 당시 불사에서 조성된 불상들은 이곳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절이 폐사되면서 이곳의 불상은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었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法輪寺로 이안되었음이 밝혀
졌다. 법륜사는 영창대군의 묘 옆에 위치하여 영창대군의 원찰로 알려
지는 사찰이다.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칠보사사적기｣에 “법륜사에 모
셨던 삼신불 중 비로자나불은 지장암에 모시고 석가모니불은 본사(칠
보사)에 모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지장암과 칠보사의 두 불
상 모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법륜사로부터 이안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25)

23) 문명대, 앞의 논문(2007), 355～378쪽 : 박은경․한정호,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회 조사보고서(2016) 참조.
24) 이기운,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신행｣, 역사학보 178집,
2003, 29～58쪽.
25) 문명대, 앞의 논문(2014), 343～358쪽. : 문명대, 앞의 논문(2007), 355～37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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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22년 慈仁壽 兩寺 조성의 현존 불상 현황

서울 지장암과 칠보사에 자인수 양사의 불상 봉안 과정이 밝혀진 반
면,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의 봉안 과정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선찰사는 1949년 발생된 화재와 6.25전쟁으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원래 선찰사가 있던 절터는 1989년 임하댐 수몰지구로 물속에 잠겨 그
자취를 찾을 길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의
복장 일괄품 중 <왕비유씨저고리>와 현재 안동대학교박물관에 소장
된 <‘權氏乙酉生’자색저고리> 1점에 대한 연관성은 의심이 든다. ‘權氏
乙酉生’이라는 한자 묵서가 있는 이 저고리는 해인사 소장의 광해군내

외 옷과 함께 발견된 한글로 쓴 ‘권시을유생’ 묵서가 있는 저고리와 형
태와 색상, 소재, 크기, 묵서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26) 더욱이
이 저고리의 소장처가 선찰사 소재지에 있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이라
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1989년 임하댐 수몰지구 문화유적조

26) 이은주․박윤미, 앞의 발표집(2017.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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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관련하여 仙刹寺址를 발굴조사한 곳은 안동대학교 박물관27)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광해군대 세자의 원찰에서 베풀어진 1622년 淸溪寺 齋
會는 왕비유씨 발원의 慈壽寺와 仁壽寺 兩寺의 불사와 깊게 연관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재회에 직접 행차하여 大齋를 베풀면서 불
상 납입 목적의 경전을 개판한 점, 또한 도성 내 선왕의 후궁 등의 귀
의처인 즉 왕실여인들의 내불당 역할을 하던 비구니원의 불사에 왕비
발원의 왕실 후원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1622년은 청계사 재회를
비롯하여 3월의 서울 지장암과 칠보사 불상의 복장납입 목적을 위한
法華經 개판에 이어 안동 선찰사 불상의 복장유물을 통해 본 그해 5
월의 자인수 양사의 불사, 7월에는 八萬大藏經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
사 장경판전의 중수불사에 이르기까지 왕실후원이 활발하다. 이와 같
이 광해군 시대의 1622년은 청계사 재회를 축으로 왕비발원의 자인수
양사의 불사에 이어 해인사 중수불사까지 한 해동안 광해군 내외의 불
교계 지원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Ⅲ. 浮休系 문중 碧巖 覺性과의 교유
부휴선수(1543～1615)의 법맥을 잇는 ‘浮休系’는 淸虛休靜(1520～
1604)의 ‘淸虛系’와 공존하며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1609년

이후 조계산 송광사를 본거지로 독자적인 계파로서 성장하였는데, 그
의 문도인 孤閑 熙彦(1561～1647)과 碧巖 覺性(1575～1660)에게로 계
승되며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광해군대에는 스승 부휴선수의 교
유로 인하여 그의 제자인 벽암 각성을 비롯한 문도들도 광해군과 친밀
27) 임하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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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각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의 불사중흥 시기에 가장 크게 활약
한 대불사 조성가로 이름이 드높았다. 그는 스승과 함께 구도의 행보
를 하면서 10여 곳의 사찰 불사를 이룩하였다. 대부분 전란 후 중창되
거나 중수된 곳이다. 각성이 스승과 함께 처음 중수에 참여하였던 사
찰은 1609년(광해군1) 순천 송광사에서 이다. 임란과 정유재란으로 수
각,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 등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왜군의 노략질
을 견디다 못한 승려들이 다른 사찰로 옮겨가거나 속가로 되돌아가 한
때 폐사되다시피 한 송광사에서 祖殿과 동행랑을 중수하고 천왕문을
신축하며 불사를 이룩하였다.
1622년(광해군14)에는 완주 송광사를 중창하였다. 응호 승명 운정

덕림 득순 홍신 등이 이극룡의 시주를 얻어서 중창하였다. 중창 후 각
성을 초빙하여 50일 동안 화엄법회를 열었는데, 이 때 전국에서 수 천
인이 모여서 시주하였다. 1636년에 각성이 약사전과 칠성각을 중창하
기까지 계속 큰 불사를 벌여 대가람을 이룩하였다. 1627년 남한산성의
축성 이후부터 그의 행보는 대체로 호남권의 대가람 중수에 매진하였
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각성의 사찰 불사는 순천 송광사를 시작
으로 구례 화엄사, 쌍계사, 완주 송광사, 김제 금산사, 영광 불갑사, 보
은 법주사, 강화 전등사, 설악산 신흥사28) 등을 중창 또는 신창 등의
주도 세력으로 활동하였다.29) 뿐만 아니라 불상, 불화, 불구 등을 조성
하거나 경전 등을 간행하는데 지휘 감독을 맡아 불사에 앞장 선 대불
28) 설악산 신흥사 중창불사시 불상조성 축원문, “順治八年 辛卯八月 十九日/
證明金剛山法祖 智異山 碧巖堂覺性/造成畵員秩｣無染｣道祐｣海丁｣德明｣處
常｣性岑｣元哲/畵成畵員秩｣性倫｣崇徵｣信旭｣玄談｣得天”(문명대, ｢벽암각성
(碧巖覺性)의 조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5, 2015. 12, 13～33쪽.)
29) 양은용, ｢丁酉再亂의 石柱關戰鬪와 華嚴寺義僧軍｣,伽山學報4, 가산불교
문화연구원, 1995,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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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였다.30)
각성은 1609년 김직재 옥사 때 스승과 함께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이
후 광해군의 능침사찰 운용과 지정에 관여하였고, 1617년 청계사에서
설법하였다. 이후 전국 사찰의 중창 또는 신창불사를 주도한 가운데
1622년 설행된 청계사 재회는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

다. 임금이 설행한 齋會의 증명법사로 주관하면서 묘법연화경 개판
을 주도하였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장열왕비(문성군부인 유씨) 발원의
자인수양사 불사의 증명법사에 이어 7월의 해인사 장경판전 중수불사
에도 산중대덕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스승인 부휴 선사에 이어
광해군과의 교유를 유지, 계승하였다.
그 이듬 해(1619, 광해군 11) 다시 오대산에 들어가 상원암에서
結冬하였다. 그 때에 광해는 청계난야에 재를 베풀고 궁사를 보
내어 화상을 불러 설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금란가사와 碧
繡長衫을 주었다.31)
만력 임술년(1622년, 광해군 14) 대사의 나이 60여세 때 나라에
서는 淸溪寺에 재를 베풀고는 대사를 證師로 청하고 금란가사
를 주었더니 齋가 끝나자 대사는 그 가사를 벗어 두고 몰래 가
버렸다.32)

30) 전영준, ｢碧巖 覺性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한국인물사연구 12,
한국인물사연구소, 2009, 231～258쪽 : 문명대, ｢벽암각성(碧巖覺性)의 조
형 활동과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그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 45, 2015, 13～33쪽.
31) 백곡처능, ｢賜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行狀｣, 대각등계집권하 : 한글
대장경-대각등계집, 262∼263쪽.
32) 백곡처능, ｢孤閑大師行狀｣, 대각등계집권하. : 한글대장경-대각등계집,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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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碧巖 覺性의 연보와 활동33)
서기

왕력

주요 연보

1575년

선조 8 충북 보은 출생

1584년

선조 17 부친 죽음

1585년

선조 18 雪黙大師의 제자로 출가

1589년

선조 21 보정대사에게 구족계 수계, 浮休善修의 제자가 됨.

1592년

선조 25 임진왜란 발발

1593년

선조 26 중국 명나라 將帥와 海戰에 참가

1600년

선조 33 지리산 七佛庵에서 講席

1609년

광해군1

1612년

광해군4

1614년
1615년

광해군6
광해군7

1616년

광해군8

1617년

광해군9

1622년

광해군
14

1624년

인조 2

∙八道都摠攝이 되어 남한산성 축성 시작

1626년

인조 4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 및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상의
‘證明’

1627년

인조 5

남한산성 축성 완료, ‘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직함 하사받음

1630년

인조 8

화엄사 중수 시작

1632년

인조10

1636년

인조14

쌍계사 중창
∙화엄사 중수 일부 완료, 완주 송광사 중창 완료 대가람 이룩
화엄사 대웅전 三身佛像 조성
병자호란 발발, 전국 사찰에 격문, 의승군 3천명 이끌고 북상
∙圖中決疑와 參商禪旨등 저술

∙스승 善修와 순천 송광사 祖殿 및 東行廊 重修, 天王門 新築
∙창덕궁․창경궁 재건 및 이건, 인경궁 창건 등 궁궐사업
∙스승 善修와 함께 狂僧의 무고로 투옥, 判禪敎都摠攝으로 봉
인사에 주석, 東陽尉 申翊聖과 교유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 조성
스승 浮休善修 입적, 지리산 七佛庵에 주석
설악산 新興寺 주석, 대중 운집으로 밤중에 태백산 箭川洞으로
들어감
청계사에서 설법
∙완주 송광사에서 50일간 화엄법회 설행, 4중창(1622～1631년)
∙광주 청계사 재회에 證明法師
-『묘법연화경』권7 개판
∙자인수 양사 불사의 證明法師
∙해인사 大藏經板殿 中營에 山中大德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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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1640년

인조17
인조18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 조성
쌍계사 중수, 8월 糾正都摠攝으로 적상산성 수축 및 史庫 보호

1641년

인조19

∙해인사 주석, 일본 파견 중 병으로 사임, 백운산 상선암 주석
∙완주 松廣寺 소조삼방불좌상 조성발원문(‘大功德主’로 참여,)

1642년

인조20

∙안변 석왕사 재건(1642～1644년)
∙보개산에서 법석, 잠저의 효종에게 華嚴宗旨 전수

1644년

인조22

완주 송광사 대웅전 중건

1646년

인조24

동문인 孤閑熙彦과 속리산 법주사에 은거

1647년

인조25

지리산 화엄사에서 孤閑熙彦 입적

1648년

인조26

∙화엄사에 은거
∙해남 道場寺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

1649년

인조27

화엄사 선종대가람 승격

효종 2

1656년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중창불사 때 불상조성 ‘證明’
영광 불갑사 명부전 지장보살상 조성
효종 7 완주 송광사 나한전 건립 및 석가불삼존상, 나한상 봉안

1660년

현종 1

1651년
1654년

효종 5

속랍 86세 법랍 73세로 입적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각성의 활동은 1609년 金直哉 옥사 사건을
계기로 광해군과 스승 부휴선수와의 만남, 그리고 제자인 각성과 동반
한 주류 지배층과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교유를 통하여 세력을 키워
나간 듯하다. 그중에서도 1622년에는 완주 송광사에서 50일간의 화엄
법회 설행 및 4중창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임금이 직접 주도한 청계
사 재회는, 5월의 자인수 양사의 불사와 7월의 해인사 장경판전의 중
33) 碧巖 覺性의 사찰 중수 관련 논문으로는 이강근,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화엄사 불전의 재건
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14,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7, 77～155쪽:
｢17세기 법주사의 재건과 양대 문중의 활동에 관한 연구｣, 강좌미술사
26-Ⅰ,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449～474쪽 : 전영준, 앞의 논문(2009),
235～236쪽 [표 1] 벽암 각성의 주요 연보 재인용 및 첨가.
34) ｢藏經板殿重修上樑文｣, 海印寺 藏經版殿 實測調査報告書, 2002, 91～9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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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불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후로 이어진 1626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과 대웅전의 소조비로자나삼신불상 조성, 화
엄사 대웅전 및 삼신불상 조성, 쌍계사 중창, 완주 송광사로 이어지는
중창 불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각의 건축과 불상 조성이 많다는 점
이다. 특히 자인수 양사의 불사 때 삼신불상이나 해인사 장경판전의
불사, 송광사를 비롯한 비로자나불 등의 삼신불상 조성 등 화엄경을
근거로 한 화엄사상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불사 성향은, 浮休系를 비롯
한 覺性이 주도한 佛事에 집중되어 있다.
‘浮休系’는 부휴선수(1543～1615)의 법맥을 잇는 계파로서 淸虛休靜
(1520～1604)의 ‘淸虛系’와 함께 조선후기 불교계의 양대 계파를 이루

었다. 1609년 이후 조계산 송광사를 본거지로 독자적인 계파로서 성장
하였는데, 碧巖 覺性(1575～1660)이 계파 성립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어 손제자인 栢庵性聰(1631～1700)대에 이르러 송광사와 普照知訥
(1158～1210)을 매개로 하여 系派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따

라서 부휴계는 普照遺風을 계승하면서 禪敎兼修의 입장을 유지하였고,
敎學은 곧 華嚴으로 인식될 정도로 중시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교학 중

에서 특히 華嚴學이 성행하였는데, 부휴계에서는 慕雲震言, 晦庵定慧,
黙庵最訥 등의 華嚴宗師가 배출될 정도로 교학에서 큰 성과를 남겼

다.35)

Ⅳ. 1622년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발원문을 통해 본
佛像과 佛畵 사례
앞 장에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이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
35) 김용태, 앞의 논문(2006). 315～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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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보물 제1621호)이나 칠보사 목조석가불상과 동일 조성 불상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앞의 두 불상은 장열왕비(文城郡夫人 廢妃 柳氏;
1576～1623) 발원이고, 뒤의 칠보사 불상은 대비 丁卯生 金氏(仁穆大
妃로 추정)로 왕실여인들의 후원하에 조성된 불상임을 확인하였다.36)

특히 지장암과 선찰사의 복장발원문에 의거하여, 광해군의 정비인 章
烈王妃가 두 불상의 제1 발원자이며, 그녀는 광해군을 비롯한 세자와

세자빈 및 작고한 친정부모형제와 大君, 그리고 公主의 천도를 위해
비로자나불 2구, 석가불 3구, 노사나불 2구, 아미타불 2구 및 관음보살
과 대세지보살 등 모두 11구의 불상과 三身大靈山會幀 2폭, 龍華會幀
2폭, 53佛幀 1폭, 中壇幀 1폭, 下壇幀 1폭 등 불화 7점을 조성하여 봉안

한 배경도 밝혀졌다.
｢(중략)章烈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殿下陰陽泠 釋
年月厄消二曜並 明休光隻於千古兩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
日月貞光 王世子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
荷天地之休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邸下壽命千秋
敬奉慈圍之德仰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戒之䂓 速誕元
孫纘承 聖嗣亦爲 己身章烈殿下德並 大術道同宣仁增壽筭 於靈
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
願
先王先后祖宗列位仙駕 文陽府院君柳自新仙駕 蓬源府夫人鄭
氏仙駕 壬辰生公主李氏仙駕 丙申生公主李氏仙駕 庚子生大君李
氏仙駕 甲寅生郡主李氏仙駕 贈文陵君進士柳希鏗靈駕 贈文源君
柳希聃靈駕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
願恭捐寶帑虔｣
｢(중략)募良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盧舍那
36) 문명대, 앞의 논문(2007. 12), 355～378쪽 ; 문명대, 앞의 논문(2014. 12),
343～358쪽 ; 송은석, ｢조선 17세기 조각승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
22(2008. 8), 86～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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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來二尊 彌陁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畵像 三身大
靈山會幀二 龍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 工手
已畢奉安于慈仁壽兩寺仰表忄(丹)愫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
德伏願｣
- 선찰사 목조석가불상 조성발원문 중 일부37)
[그림 2] 1622년 慈壽寺 仁壽寺 조성 佛像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상
1622년, 목조,
높이 117.5cm

서울 칠보사
석가모니불좌상
1622년, 목조,
높이 117cm

안동 선찰사
석가모니불좌상
1622년, 목조,
높이 42cm

이 외에도 선찰사 불상 복장유물에는 ‘丙子生王妃柳氏命衣’라는 묵
서의 저고리 1점과 ‘박상궁원불’이라 적힌 묵서지편 1점도 포함되어 있
다. 그런데 칠보사 목조석가불상의 발원문에는 大檀越로 大妃 丁卯生
金氏가 제1발원자로 등장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특히 지장암과 칠

보사 불상에는 자인수 兩寺의 5월 불사 보다 2개월 앞선 3월에 청계사
에서 개판된 妙法蓮華經을 복장품으로 납입하였다. 이 법화경과
동일본이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에도 납입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칠보
사 목조석가불상 역시 1622년 兩寺에 봉안된 불상으로 본 기존의 견해
37) 박은경. 한정호,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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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당하다.38)
두 불상의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당시 조성된 11구의 불상 구성은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의 三身佛像 2세트를 비롯하여 독
존상으로 추정되는 석가불상과 아미타불상 각 1구, 아미타불삼존상 1
세트 등이다. 이 중 비로자나불상 1구와 석가불상 1구는 이미 서울의
지장암과 칠보사의 불상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최근에 선찰사에서 석
가불상 1구가 발견되어 주목되었다. 그런데 규모에서 지장암 비로자나
불상(보물 1621호)과 칠보사 석가불상은 높이 각각 117.5cm, 117cm로
크기가 비슷한데, 선찰사 석가불은 42cm로 차이를 보인다. 42cm라는
소형의 규모로 볼 때 願佛로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며,39) 함께
납입된 ‘박상궁원불’의 묵서지편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三身佛像과 동시에 조성된 불화도 이에 걸맞는 구성이다. 2세
트의 삼신불상 후불탱화로 추정되는 삼신대영산회탱 2점이 조성되었
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미륵불을 주존으로 한 용화회탱 2점과 53불탱,
중단탱, 하단탱 각 1점 등 모두 일곱 축이 조성되었다. 중단탱으로 조
성된 불화는 당시의 경향으로 보아 三藏會幀이나 冥府會幀이었을 가
능성이 높고, 하단탱으로는 감로왕탱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표 5]은 조성발원문에 의거하여 불상과 불화의 조성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38) 문명대, 앞의 논문(2014. 12), 343～358쪽.
39) 願佛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윤이 幻寂義天(1603～1690)의 <상원사 목
조문수보살좌상>(1661년)과 <봉암사 미륵마애불좌상>(1663년), <괴산 낙
영산 도명사 불상>(1643년) 및 제자 昭影神鏡(17세기 후반 활동)의 사례
를 언급하며 승려문중의 한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선후기 嶺南의
佛畵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4～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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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622년 慈壽寺․仁壽寺 봉안 불상과 불화의 구성
불상(11구)

불화(7축)

위의 [표 5]와 같이 1622년 慈仁壽 兩寺에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된
불상과 불화는 기본적으로 華嚴思想에 연원을 두고 있는 三身佛 체계
이다. 불전 내부의 중앙 불단에 삼신불상과 <삼신대영산회탱>을 후불
탱화로 걸어 놓을 수 있는 전각은 大雄殿이다.40) 또 아미타불삼존상과
<용화회탱>은 각각 극락전과 용화전에, <오십삼불탱>은 佛祖殿41)에

봉안되고, 나머지 2구의 석가불상과 아미타불상은 獨尊像으로 추정된
다. 이중 1구의 소형 불상이 안동 선찰사의 목조석가불상인 것을 비추
어 볼 때 아미타불상 역시 소형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40) 17세기경 大雄殿에 비로자나불상을 주존불로 봉안한 사례는 고창 선운사
와 청도 운문사, 보은 법주사 대웅전이 대표적이다.
41) 五十三佛幀은 53분의 부처님을 묘사한 불화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순천
선암사(1702년)와 송광사(1725년) 佛祖殿에 예배화로 봉안되었다. 불화보
다 앞서 1684년 송광사 불조전에 佛石으로 조성된 삼신불좌상과 오십삼불
좌상을 봉안하였고, 1689년 흥국사 불조전에도 석조 53불상을 봉안하였
다. 이 외에 창녕 觀龍寺 약사전과 안동 鳳凰寺 대웅전에는 벽화로 남아
있는 등 대체로 전라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김세영, ｢송광사 불조전 53
불과 華嚴․懺悔思想｣,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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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봉안 용도는 선찰사 석가불상과 같은 願佛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한편 일곱 축의 불화는 상단 후불탱화로 <삼신대영산회탱>
과 <용화회탱>, <오십삼불탱>을 조성하고, 중단탱과 하단탱은 중심
전각 내부의 各壇에 거는 불화이다 따라서 대웅전 상단의 <삼신대영
산회탱>과 함께 각각 중단과 하단에 봉안되었을 것이다.
[표 6] 仙刹寺 석가불상 造成發願文에 의거한 三身佛像 및 後佛圖 조성 사례

<후불도>

<三身大靈山會幀> (2점)
석가모니불 -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龍華會幀> (2점)
미륵불
<주존불상>

삼신불상과 함께 <삼신대영산회탱>은 法身의 비로자나불, 報身 노
사나불, 化身 석가모니불의 세 가지 佛身을 갖춘 三身佛을 의미하며,
대영산회는 석가모니불을 가리킨다. 즉 한 화면에 삼신불과 석가의 靈
山會를 결합한 불화 도상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불화는 법

보화신의 여러 몸으로 나타난 부처님이 多佛의 중심인 法身 비로자나
불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가, 다시한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나
는 化身 석가모니를 중심축으로 귀결되는 조선시대의 신앙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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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
화엄경 중심의 비로자나삼신불사상과 법화경 중심의 석가모니삼
세불사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도상으로 당시의 경향과 불교
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존불을 화엄경의 三身思
想을 중심으로 한 三身弗像을 봉안한 것은, 證明法師로서 慈仁壽 兩寺

의 불사를 주도하였던 碧巖 覺性과 浮休系 문중의 화엄 교학을 중시하
는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휴선수(1543～1615)→
벽암각성(1575～1660)→백암성총(1631～1700)으로 이어지는 부휴문중
은 조계산 송광사를 본거지로 독자적 계파로서 성장하였는데, 임제법
통 외에 보조국사 지눌의 법맥을 잇는 사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임진왜란이후 사찰 재건불사로 조성된 대형 불상의 사례는 비로자
나불을 본존으로 한 삼신불상이 다수를 이룬다. 선운사 대웅보전의 비
로자나삼방불(아미타불-비로자나불-약사불, 1631년경), 금산사 대웅대
광보전의 오방불(아미타불-석가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약사불, 1635
년경), 귀신사 대적광전의 소조삼불상(아미타불-비로자나불-약사불,
1624～1633년), 법주사 대웅보전의 소조삼불상(석가불-비로자나불-아

미타불, 1626년)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불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화신 석가모니불과 보신
노사나불을 배치한 三身佛會와 석가모니불의 靈山會圖를 결합한 多佛
會圖의 도상은 조선 전기에 성행한 三身佛會圖와 三世佛會圖에 근거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괘불(1684년)에서 보여지는 하단의 영산회상도는 사바세계의
부처인 석가모니불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석가모니불은 다시 상단의
부처와 연결된다. 즉 석가모니불이 동방 유리광세계의 약사불, 서방 극
락세계의 아미타불과 함께 도해되면 <삼세불회도>를 이룬다. 또한 석
가모니불 위편에 배치된 비로자나불은 <삼신불회도>에 대한 인식을
암시하는 것처럼, 1622년에 제작된 慈仁壽 양사의 <삼신대영산회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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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세기라는 동시기의 칠장사 <오불회괘불>(1628년)을 비롯한 갑사
<삼신불괘불>(1650년), 부석사 <삼신삼세불괘불>(1684년), 용흥사
<삼세불괘불>(1684년)에서 나타나는 三身佛會와 三世佛會의 설법회

를 함께 의도한 도상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조선후기 17세기 괘불의 多佛會圖 : 三身佛會와 三世佛會의 결합

칠장사
삼신삼세불괘불
(1628년)

갑사
삼신불괘불
(1650년)

부석사
삼신삼세불괘불
(1684년)

용흥사
삼세불괘불
(1684년)

이와 같은 경향은 1710년 칠장사 <삼불회괘불>과 1745년 부석사
<삼신삼세불괘불>의 예를 보아도 분명하다. 세 부처를 도해한 삼신불

회도의 기본 구성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그리는 방식인데, 이는 부처의 몸[佛身]에 대한 관점이 반영된 세 부처
의 결합이라는42) 관점이다. 그런데 자인수 양사의 <삼신대영산회탱>
42) 정명희, ｢하나 안의 여럿, 여럿 안의 하나｣, 부석사괘불,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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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단에 삼신불의 조합을 암시하는 아미타불-비로자나불-약사불이
하단의 석가모니불의 대영산회를 주축으로 결합되는 방식이였던 것
같다. 즉 1720년 칠장사 <삼신삼세불괘불>이나, 1684년과 1745년의 부
석사 <삼신삼세불괘불>의 장면으로 도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18세기 多佛會圖 : 三身三世佛掛佛
1720년 칠장사 <삼신삼세불괘불>

1745년 부석사 <삼신삼세불괘불>

이와 같이 세 부처의 결합 방식은 교리와 신앙 내용, 이들을 함께 배
치하여 얻고자 했던 바람에 따라 달라진다. 세 부처 이상의 여러 부처
를 신앙하는 전통은 비록 현존하는 유물은 적으나 多佛을 조성한 문헌
과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한 화면에 그려지거나 봉안된 부처의 조합
에는 차이가 있어 하나의 획일적인 교리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사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를 그린 불화는 17
세기 이전의 작품으로도 몇 예가 알려져 있다. 일본 十輪寺 소장의
<三身佛圖(1467년)>, 일본 西來寺 소장의 <六佛會圖(1488～150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上院寺四佛會圖(1562년)>, 일본 金戒光明寺 소
장의 <三佛會圖(1573년)> 등이다.([그림 7] 참조) 이 불화들은 구성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세불과 사방불, 삼신불, 여기에 天地의
2007, 1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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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까지 합쳐 천지사방 공간개념이 결합된 多佛會圖라는 공통점을
지닌다.43) 정리하자면 조선전기 多佛會圖의 사상적 통합 요소를 반영
한 도상이 조선후기 17세기에서 더욱 풍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같
은 경향은 임란 등 전후에 빈번하게 설행된 의식의 성행과 그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조선전기 多佛會圖 : 天地四方 時空間 부처의 결합

1467년
三身三方佛圖
<五佛會圖>
日本 十輪寺
소장

1488～1505년
天地四方佛圖
<六佛會圖>
日本 西來寺 소장

1562년
四方佛圖
<四佛會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73년
三方佛圖
<三佛會圖>
日本 金戒光明寺 소장

43) 多佛에 대한 글로는 문명대, ｢三身三世 圖像의 형식과 기림사 三身三世佛
像 및 佛畫｣, 한국의 불상조각 4, 2003 ; ｢선운사 대웅보전 삼신삼세불형
비로자나 三佛壁畫의 연구｣, 강좌미술사 30, 2008 ; 김창균, ｢조선시대
三身三世佛 도상 연구｣, 강좌미술사 32, 2009 ; 고진영, ｢조선후기 다불
회도 연구｣, 불교미술사학 6, 2008, 7～39쪽 ; 박은경, 조선전기불화연
구, 시공사, 2008, 76, 82쪽 : 김세영, 앞의 논문(2015) ; 공규덕, ｢조선전기
十輪寺 소장 五尊佛會圖 연구 ; 佛會圖와 排佛과의 도상 관계를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선희, ｢浮石寺 三身三世佛
掛佛圖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등이 있다. 이 외에
삼신불과 삼세불 도상에 대한 각각의 개별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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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광해군 시대의 佛事에 대해서는, 1622년 안동 仙
刹寺 목조석가불좌상에서 발견된 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성발원문은 1622년 淸溪寺 齋會와 왕실 內佛堂 역할을 담당했던
慈仁壽 兩寺 佛事와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광해군의 불교계 지원의 일단을 짐작케하는 1622년의 불사는,
1) 청계사 齋會, 2) 3월의 妙法蓮華經 전 7권 개판, 3) 5월의 慈壽寺

와 仁壽寺 兩寺의 佛事, 4) 7월에 해인사 藏經版殿 重修 佛事 등이다.
이 중 청계사 재회와 妙法蓮華經 개판은 광해군이 직접 관여한 불사
이고, 慈壽寺와 仁壽寺 兩寺의 불사 및 해인사 장경판전의 중수 불사
는 광해군비인 章烈王妃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이들 불사에
는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한 浮休善修와 그의 제자 碧巖 覺性이 빠짐
없이 참여하고 있어, 광해군과 浮休系 문중과의 지속적인 교유를 통한
불교계 지원의 일단을 알 수 있었다.
광해군의 재위 연간은 어둡고 문란한 시대라는 昏朝라고 매도되었
지만, 전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면서 分朝 시기는 물론 재위 16년 동안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후 문화 복구사업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광해군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우호적이였
으며 전후 복구지원 및 승려들과의 교유도 깊었다. 특히 조선후기 불
교계를 주도한 浮休善修와 같은 禪僧과 그의 문도인 碧巖覺性․孤閑
熙彦 등과 교유하면서 자신의 능침사찰인 封印寺에 舍利를 봉안하고,

세자의 원찰인 淸溪寺에서 齋會를 시설하였다. 그리고 1622년 淸溪寺
齋會를 직접 설행하면서 그해 3월 妙法蓮華經을 開板하였고, 5월에

는 광해군비인 章烈王妃가 慈壽寺와 仁壽寺 兩寺의 불사를 후원하였
다. 이때 불상 11구와 불화 7점을 조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3구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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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중 1구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이다. 이들 불상에는 3월
개판된 법화경과 <왕비유씨저고리>를 불복장에 넣었다. 또 7월의
해인사 藏經版殿 重修佛事에도 장열왕비의 후원 하에 왕실 비빈을 비
롯한 상궁, 비구니 등의 대거 참여로 왕실의 후원은 지속되었다.
본고는 광해군 시대 佛事의 일환으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상에
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광해군 시대 왕실의 불사 후원과 불교
계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1622년의 조성발원문을 중심으로
淸溪寺 齋會와 慈仁壽 兩寺의 불사에서 조성된 불상과 불화 사례를 조

명하면서, 청계사 齋會와 兩寺의 불사와의 연관성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같은 천착을 통하여 왕실 불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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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uddhist Services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n
Joseon
- With a focus on the document for praying
wishes to commemorate the Wooden Buddha
Statue of Seonchal Buddhist Temple in
Andong
Kim, Mi-Kyuong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Buddhist services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n Joseon with a focus on
the document for praying wishes written to commemorate the
wooden Buddha statue at Seonchal Buddhist Temple in Andong.
The document provided important information to shed light on
correlations between the Jaehoi of Cheonggye Buddhist Temple and
the Buddhist services of both Jasu and Insu Buddhist Temples ,
which was in charge of Buddhist shrine at the royal court, in 1622.
There were four Buddhist services held in 1622 to estimate an
aspect

of

King

Gwanghaegun's

support

for

the

Buddhist

community: 1) Jaehoi of Cheonggye Buddhist Temple, 2) revision of
entire seven volumes of Myobeopyeonhwayeong, 3) Buddhist
services of both Jasu and Insu Buddhist Temples in May,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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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service to commemorate the repair of Janggyeongpanjeon
at Haein Buddhist Temple in July. King Gwanghaegun himself got
involved in the first two Buddhist services, and his wife Queen
Jangyeol sponsored the last two Buddhist services. Furthermore,
Byeokamgakseong's perfect attendance at those Buddhist services
indicates that the king maintained his associations with the disciples
of Buhyu.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s usually denounced as
"Honjo," which refers to a dark and disorderly era. Once he was
installed as the crown prince during the war, however, he
endeavored to restore the nation's culture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for 16 years when he was on the throne as
well as during the Bunjo period according to a new evaluation of
the king. He mostly had a favorable perception of Buddhism,
offering supports for the restoration of Buddhist community after
the war and forming deep associations with Buddhist monks. He, in
particular, maintained his associations with Zen priests like
Buhyuseonsu, who led the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latter
half of Joseon, and his disciples including Byeokamgakseong and
Gohanheeeon, enshrining his Sari at Bongin Buddhist Temple,
which was his Neungchim Buddhist Temple, and holding Jaehoi at
Cheonggye Buddhist Temple, which was Wonchal for his crown
prince. In 1622, he personally served at the Jaehoi of Cheonggye
Buddhist

Temple

and

ordered

the

revision

of

Myobeopyeonhwayeong in March. In May, his wife Queen Jangyeol
sponsored the Buddhist services at both Jasu and Insu Buddhist
Temples with 11 Buddha statues and seven Buddhist paintings

118 石堂論叢 67집

created and the woodblock-printed book of Beophwagyeong and
Wangbiyussijeogori inserted for the occasions. In July, there was a
large attendance at the Buddhist service to commemorate the repair
of Janggyeongpanjeon at Haein Buddhist Temple including the
queen, royal concubines, and court ladies at the royal court and
Buddhist nuns, which suggests that the sponsorship of royal court
continued.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 royal court's sponsorship for
Buddhist services and support cases for the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rule of King Gwanghaegun with the document for
praying wishes discovered in the wooden Buddha statue at
Seonchal Buddhist Temple in Andong as one of Buddhist services
during his reign. The findings help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Buddhist services by shedding light on the Jaehoi of Cheonggye
Buddhist Temple with a focus on the document for praying wishes
and the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a statues and Buddhist
paintings created for the Buddhist services at Jasu and Insu
Buddhist Temples in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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