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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운영한 불교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僧政
이다. 승정은 관료 제도와 유사하게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실시되었지만
共議라는 형식으로 불교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런데 ‘원간섭기’에

국왕이 불교계를 장악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승려에
게 주지 추천권을 위임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당시 승정이 불공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사실 승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불교계의 국가 예속성을 드러낸다. 게다가 국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승려가 승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불교계의 종속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불교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승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려말 성리학자들의 불교계 비판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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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결국 조선 왕조 개창 이후 국가가 승정을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불교계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보호와 통제의 양면적 관계 속에서 불교적 요소를 가진 신규 세
력을 국가에서는 妖僧 등으로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이때 기존 불교계는
국가의 행동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신
흥 세력을 없앨 수 있었고, 국가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불교계만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국가와 불교계의 신규 종교 세력에 대한
공조는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했다. 더불어 사이비 종교 세력 중에서 일반
인은 처형하는데 비해 승려는 지방으로 유배보내는 방식으로 일차적 처벌
이 종식되었다. 이는 국가가 수도 중심, ‘중앙중심적’으로 불교계를 관리하
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승계를 가지고 지방 사원 주지로 파견된 승려
도 있겠지만 이들 역시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되어 있었다. 반면, 국가에
서 어느 정도 도외시한 지방의 승려는 국가의 보호와 통제 대상에 포함되
지 못하였고 수도에 편중된 불교계는 국가의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
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려가 중앙 중심적으로 불교계를 통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이나마 중앙에 비해 국가에 대한 예속화를 약화하
였다고 추정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고려의 불교 정책의 성격을 다시 정리하자면, 승정과 그 변
화로 인해 국가 예속성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중앙 집중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계가 크게 융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넘
어가게 되면서 쉽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와 같은 성격을 거론
할 수 있다. 즉 여러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 불교계가 국가에 너무 종속되
어 있었다는 점, 특히 수도 중심으로 불교계가 통제되는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의 억불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승정이 특정
승려에게 위임되면서 불교계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가적으로 종속되어
국가 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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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려시대에 운영되었던 僧科와 僧階, 王師ㆍ國師 제도는 불교계에 대
한 국가적 특전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시대 불교는 크게 융성하였다.
이러한 불교 관련 제도는 불교계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중심
으로 불교계를 통제하려는 면모를 가졌다. 이상과 같은 이해 속에서 고려
시대 불교 제도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고려의 불교 정책의 성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고려 불교의 제약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
의 일차적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고려 불교의 특성이 당시 불교가 가진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건국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대답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는 고려와 조선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비해 불교는 단절적으로 설명하는 점을 보완할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불교 제도뿐만 아니라 고
려 정부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보호와 통제라는
양면성을 살펴보면서 고려 불교 정책의 특성을 정리해 볼 것이다. 즉 고려
시대에 운영되었던 불교 제도는 僧政으로 집약되는데 이 승정 운영의 변
화가 가져오게 되는 고려 불교의 취약점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
흥 불교 세력에 대한 국가의 시책을 통해서도 고려 불교 정책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 정책을 제대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불교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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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 함께 언급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미 당나라 때부터 승려들
이 국왕에게 칭신하여 불교계가 국가 체제 속에 포섭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도 이미 신라나 고려초에 승려들이 신하라고 자칭하여 불교가 국가 제도권
내에서 유지되었다.1) 그러므로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
지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기 힘들었다. 게다가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
는 사료가 국가나 관료에 의해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국가가 불교계를
통제하는 사실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서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2)
이처럼 고려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작성자와 당시 불교계의 국가 지향
적 경향 때문에 불교계의 대응이라는 면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
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승정의 변질과 불교계의 국가예속성 강화

고려시대는 전대에 비해 불교계를 우대 혹은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
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신라시대에 비해 승려와 사원의 수가 팽창하고 중

1) 남동신, ｢불교의 사회관과 국가관｣,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청년사,
1997.
2) 현재 고려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高麗史와 같은 정사와 관료의 문집,
고승의 비문 등인데, 이들 자료를 가지고 고려시대 불교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高麗史는 조선 건국 이후 제작되었기 때문에 興亡史觀을 가지고 고려를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불교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적은 편이다. 문집은 그 저자가 대부분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실생활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또 고승비도 그 작성자가 당시
관료이고, 국왕 명령에 의해 찬술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불교계만의
생각을 찾아내기 어렵다. 처음 본 논문을 의뢰받았을 때, 불교계의 반응도 거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불교계의 의식은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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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불교계가 발전해 온 것에 기인한다. 고려는 이렇게
팽창한 불교계를 통제할 방법으로 승과와 승계ㆍ승직 수여라는 방식을 사
용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일면 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僧科는 일정한 절차와 시험을 통해 승려를 관료처럼 선발하는 제도로,

승과 합격자들은 계서화된 僧階를 수여받았다.3) 그 이전에도 승려의 도행
을 시험하여 존호나 지위를 내리는 일은 있어왔지만, 승과와 같이 승려를
관료에 준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시험은 없었다. 승과 운영의 이유로는
전국 승려의 통제를 국가가 공인한 승려를 통해 시행하고자 한 것과 지배
층의 일원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면서 그들의 지위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자 한 것을 거론할 수 있을 듯하다. 뿐만 아니라 불교 전래 이후 승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층 승려에 한정해서라도 관리ㆍ통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승과를 실시했다고 여겨진다.
승과의 방식은 談經이나 談禪과 같은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데,4) 공민왕 19년(1370년)에 실시된 功夫選에서 진행된 문답이 ｢混脩碑｣
에 일부 서술되어 있어 이를 짐작케 한다.5) 한편 均如傳에 의하면, 王輪
寺에서 選席을 열어 승려를 선발할 때 균여의 義路를 정통으로 삼고 나머

지를 방계로 삼아 당시 승과에 합격한 대덕ㆍ대사부터 왕사ㆍ국사에 이르
기까지 모두 이 길을 따랐다고 한다.6) 그러므로 승과 과정 중의 답변은
3) 孔黿泳, ｢高麗朝의 寺院制度 硏究－특히 考試制와 度牒制를 中心으로｣, 논문집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 1, 1970; 李載昌, ｢高麗佛敎의 僧科ㆍ僧錄司制度｣, 韓
國佛敎思想史, 원광대출판국, 1975; 許興植, ｢高麗時代의 僧科制度와 그 機能｣,
歷史敎育 19, 1976; ｢僧科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86b;
吉熙星, ｢高麗時代의 僧階制度에 對하여－特히 高麗圖經을 中心하여｣, 奎章閣
7, 1983; 許興植,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86a.
4) 李載昌, ｢高麗佛敎의 僧科ㆍ僧錄司制度｣, 9쪽; 吉熙星, ｢高麗時代의 僧階制度에
對하여｣, 37쪽.
5) ｢混脩碑｣(이하에서도 승려비는 법명과 碑를 결합한 ｢混脩碑｣ 형태로 서술한다.
비문의 내용은 朝鮮金石總覽ㆍ韓國金石全文과 탁본을 편집한 韓國金石文大
系, 한국서예사특별전 권18－韓國의 名碑古拓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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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국가나 불교계에서 정설로 여기는 이론으로 결정되어 추종된
것으로 이해된다. 승과가 자유로운 토론이나 문답으로 새로운 학설을 제기
하는 과정이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였던 만큼 ‘모범 답안’이
있었던 것이다.7) 승과 답변이 정설로 결정되어 있었음은 당시 교리에 대
한 합법성과 권위를 국가가 부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 또한
승과를 통한 국가측의 불교계 통제책의 일환이었다. 한편 王師ㆍ國師 제
도,8) 官壇에서의 受戒,9) 전국 주요 사원에 대한 주지 임명도10) 보호와 통
제의 범주 모두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불교계 통제는 상층 승려가 대상인 승과를 통한
승려의 선발, 위계인 승계 수여, 승직 제수라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되어

6) 均如傳 第四立義定宗分者.
7) 반면에 시험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공개토론형식을 취하여 대선에 참가한 여
러 승들을 설득시킬 만한 교리를 표출시켰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공개토론을 실시
함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교리에만 집착할 수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존재론보다는
인식론이 위주인 유가업이 한때 많은 국사를 배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
여 고려전기에 많은 고승이 배출되었으나 종파와 인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각 종파의 교리를 고집하거나 인맥으로 계보를 형성하는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
라 해석하기도 한다(許興植, ｢僧科制度와 그 機能｣, 377쪽).
8) 許興植, ｢國師ㆍ王師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1986c; 朴胤珍,
高麗時代 王師ㆍ國師 硏究, 景仁文化社, 2006.
9)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受戒를 해야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설치한 官壇이
위치한 사원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승려 중에는 관단이 설치된 사원에서 수계
한 승려도 있었지만, 소위 私度僧이라 불리는 개별적인 수계승려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 僧錄司에서 관리하는 승적은 관단에서 수계한 승려에 한정된 것이라고 여겨
진다. 한편 사도승은 불교를 신앙한 고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묵인했지만, 고려
후기에 국가 재정 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10) 전국의 주요 사원에 대한 주지 임명권을 국가가 가능한 장악하려고 하면서도 法孫
寺院이나 개인 원당의 자율적인 주지 임명을 허락하기도 하였다(韓基汶, ｢住持制
度와 그 運營｣,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
주지 임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손사원이나 원당의 확대는 불교계의 사유
화, 국가 소유 토지의 축소 등을 의미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
에서 해당 사원에 주지를 파견하려고 시도하였다(朴胤珍, ｢삼국유사 탑상편 ‘천
룡사’ㆍ‘유덕사’조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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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러한 과정을 僧政이라 할 수 있다.11) 그러므로 고려 불교 제도의
핵심은 승정인 것이다. 僧政은 불교계의 행정체계로 정의되고12) 승계 승
진과 주지 임명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며13) 승직을 주관하는 임명권이라
고도 이해되었다.14) 불교에 관한 이러한 사무는 예부에서 장악했으며, 승
려의 승계를 승진시키거나 주지로 임명할 때 형부의 협조를 받아 승적을
심의ㆍ검토하고, 이를 중서문하성에 보고하여 국왕의 승인과 대간의 서경
을 거쳐 시행했다고 한다.15)
고려의 승정은 관료의 인사와 같이 국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16) 共議
라고 하는 단계가 추가되었다. 共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僧)崔觀奧
墓誌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종ㆍ의종대 관오가 4차례 주지로 임명되는

것을 共議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17) 共議는 승정에 대한 국가와
종파 사이의 의논을 말하며,18) 혹은 해당 종파의 추천을 의미하는데 추천
의 주도자는 종파의 宗長이나 국사로 추측되었다.19) 즉 僧政은 국가에 의

11) 僧政이라는 단어는 충숙왕 11년(1324년)에 국존에 책봉되었다가 충숙왕 14년에
사망하는 유가종 계열의 彌授의 비에서 확인된다. 미수는 충숙왕 2년에 승정을
전담하여 비로소 五敎二宗의 共議寺舍를 맡았다[專管僧政 始差五敎二宗共議寺舍]
고 한다. 한편 世宗實錄에서도 僧政이 언급되었는데, 승직 제수에 臺諫이 署經
하는 등 朝官의 예와 흡사하다고 하거나 銓注의 사이에 섞여있다고 하였다(世宗
實錄 권82, 세종 20년 7월 辛卯).
12) 張東翼,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高麗 僧政體系의 理解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34, 1981.
13) 許興植,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348쪽.
14) 許興植, ｢高麗의 僧職과 僧政｣, 僧伽敎育 3,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000, 167쪽.
15) 張東翼,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103～104쪽.
16) 승계나 왕사ㆍ국사의 임명장도 관료와 동일하게 官誥 형태였다. 이는 승정이 관리
들의 인사 행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補閑集 下,
｢漢制帝書有四｣).
17) ｢(僧)崔觀奧墓誌銘｣(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이하의
묘지명도 高麗墓誌銘集成을 기준으로 삼았다).
18) 張東翼,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108쪽.
19) 韓基汶, ｢住持制度와 그 運營｣, 150쪽.

8 동국사학 59집 (2015.12)

해 실시되지만, 해당 종파와 의견을 나누는 共議 과정을 통해 불교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 한편 공의와 유사한 의미로는 僉言이나 公論을
찾을 수 있는데, 첨언은 승계 수여20)나 兢讓이 광종에게 왕사로 임명될
때21) 확인되며 공론도 승계 수여22)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조했다는 식
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승정이 고려 후기에 들어서 변화를 겪게 된다.23) 승정의 변화
는 종파의 공의보다는 점차 비상한 승직을 가진 승려가 독자적으로 행하였
기 때문에 나타났고 이로 인해 승정이 일반관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설명
되기도 했다.24)
고려 후기 승정의 문란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새롭게 살펴볼 부
분이 있는 듯하다. 우선 고려 후기에 승정을 장악한 승려들의 사례를 살펴
보자.

가-① (大德) 10년 丙午(충렬왕 32년) 겨울에 法號를 올려 白月朗空寂照無㝵
大禪師라 하였다. 다음해 丁未(충렬왕 33년) 여름에 瀋王과 父王이 함

께 摳衣의 예를 하고자 하여 王師로 封하고 법호를 佛普照靜慧妙圓眞
鑑大禪師로 더하였다.…… 至大 元年 戊申(충선왕 복위년) 가을 瀋王이

즉위한 날에 스님에게 龍床에 올라 함께 앉을 것을 청하였다. 또한 禪
敎各宗山門道伴摠攝調提의 호칭을 더하여 共議事를 맡겼다.25)

20) 東國李相國全集 권34, 官誥, ｢律業首座都行官誥｣; 東文選 권27, 制誥, ｢律業
首座都行官誥｣.
21) ｢兢讓碑｣
22) 東國李相國全集 권34, 敎書ㆍ麻制ㆍ官誥, ｢華嚴業僧統都行敎書官誥｣; 東文選
권27, 制誥, 崔滋, ｢同前神定爲禪師官誥｣.
23) 고려 후기 승정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려면 전기의 그것과 자세한 비교가 필요하
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승정에 대한 자료가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 앞서 본문에서
서술한 정도의 내용만이 고려 전기의 승정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편이다.
24) 許興植, ｢僧科制度와 그 機能｣, 349～350 및 386～389쪽.
25)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東文選 卷68).

고려시대 불교 정책의 성격 9

가-② 癸丑(충숙왕 즉위년)에 下批하여 大慈恩宗師ㆍ三重大匡ㆍ兩街都僧統ㆍ
菩提薩埵摩訶那伽國一大師ㆍ祐世君으로 삼고 별도로 一品의 俸祿을

주었다. 甲寅(충숙왕 원년) 首春의 延慶宮 百八萬齋僧日에 임금이 손
수 兩街都僧統의 새로 만든 인장을 바쳤다. 乙卯(충숙왕 2년)에 內殿
懺悔師ㆍ三學法主ㆍ德慧圓證藏通玄辯國□□師로 封하였으며 懺悔府

를 세우도록 명하고 별도록 銀印을 만들어 僧政을 專管하게 하여 비로
소 五敎二宗共議寺舍를 맡겼다.…… 甲子(충숙왕 11년)에 封崇하여 悟
空眞覺妙圓無礙國尊으로 삼았다.26)

가-③ (恭愍王 5年 5月) 乙酉에 왕의 誕日이어서 보우를 內殿으로 맞이하여
승려 108명을 飯僧하였다. 이때 僧徒로 住持(의 자리)를 구하는 자는
모두 보우에게 붙어 부탁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禪敎宗門
寺社의 주지는 모두 스님의 注擬를 듣고, 寡人은 다만 除目만 내리겠

다”고 하였다. 이에 僧徒가 다투어 門徒가 되어 수를 셀 수 없었다.27)

①의 丁午는 충렬왕 33년(1307년)에 왕사로 책봉된 후 충선왕이 복위
하게 되면서 ‘禪敎各宗山門道伴摠攝調提’로서 共議事를 맡게 되어 승정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丁午가 승정을 맡게 된 것은 왕사로서가 아니라
‘禪敎各宗山門道伴摠攝調提’라는 지위 때문이다. 왕사 책봉 1년 후에 다시
‘禪敎各宗山門道伴摠攝調提’로 임명되고 共議事를 맡게 되었다고 기술되
었으니 왕사의 역할과 정오가 맡은 共議事는 별개의 일이다.
②의 彌授는 충숙왕 11년(1324년) 國尊으로 책봉되기 이전인 충숙왕
2년(1315년)에 內殿懺悔師로서 懺悔府가 세워지고 僧政을 專管하게 되어
비로소 五敎二宗共議寺舍를 맡았다고 한다. 미수 역시 국존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共議寺舍를 맡게 되었으니 이때의 승정 장악은 참회부라는 관청이
나 내전참회사라는 승직을 통해서이다.

26)
27)

｢彌授碑｣
高麗史 권39, 世家, 恭愍王 5年 5月 乙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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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사례에서는 공민왕이 禪敎宗門의 寺社住持에 대해서 普愚의 注
擬만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여 보우가 당시 주지직 임명에 대한 추천권을

장악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런데 보우는 그보다 조금 앞선 공민왕 5년
(1356년) 4월에 왕사로 임명되었고, 보우를 위해 원융부가 설치되었다.28)
아마도 보우는 왕사 임명과 원융부 설치를 기점으로 승정을 장악하게 되었
던 듯하다. 보우가 주지직 추천권을 보유하게 된 시기는 ‘이때 僧徒로 住持
(의 자리)를 구하는 자[時僧徒求住寺者]’ 이하의 내용이 高麗史인 ③에서
는 공민왕 5년 5월 乙酉(6일)에 부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高麗史節要에
서는 4월에 공민왕이 보우를 延慶宮에 맞이하여 제자의 예를 행한 내용과
함께 서술되어 있는 것에서도29) 유추할 수 있다. 보우를 연경궁으로 맞이
한 것은 高麗史와 비교하면 4월 戊寅(28일)의 일이다.30) 그렇다면 ‘時僧
徒求住寺者’ 이하의 내용은 ③과 같이 공민왕 5년 5월 乙酉(6일)가 아닌

보우가 왕사로 임명되고 원융부가 설치된 공민왕 5년 4월 癸酉(23일) 이후
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彌授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普愚가 주지 임명권을 가지게
된 것은 왕사로서의 지위 때문이 아니다. 彌授는 왕사를 역임하지 않고
바로 충숙왕 11년에 국존이 된 인물인데, 그가 懺悔府에서 승정을 專管하
게 된 것은 충숙왕 2년의 일이므로 미수는 국존이 되기 전 府에서 승정을
담당했다. 보우가 禪敎의 주지 임명을 맡게 된 것도 그가 왕사여서가 아니
라 원융부가 설치되고 승정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보우의 주지 추천권
전담이 왕사로서가 아니라 원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보우의 제자인
粲英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28)
29)
30)

高麗史 권39, 世家, 공민왕 5년 4월 癸酉.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5년 夏四月.
高麗史 권39, 世家, 공민왕 5년 4월 戊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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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① 이에 臣<(朴)宜中>에게 명령하여 그 비를 銘하도록 하였다.…… 臣이
문득 생각하니 至正 丙申(공민왕 5년)에 臣이 錄圓融府事로서 스님(=
粲英)이 그 府에 入侍한 것을 만났으니 인하여 內交할 수 있었다.31)

나-② 기해년(공민왕 8년) 봄에 玄陵(=공민왕)이 召致하여 그 法을 존경하고
그 외모를 뛰어나게 여겨 歎賞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碧眼達磨라고
칭하였다. 또 僧錄司의 임무가 심히 중하므로 冗僧을 둘 수 없다고 하
면서 釋林에서 선발하여 스님(=찬영)을 兩街都僧錄大師로 삼았다. 승
록사 담당하기를 몇 년동안을 하고는 심히 간절히 사퇴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그 후 여러 번 特命을 받아 石南ㆍ月南ㆍ神光ㆍ雲門 등의
절에 주석하였다.32)

사실 ｢粲英碑｣의 기술 순서는 나－②① 순으로 되어 있어 시간적 순서
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①은 ｢粲英碑｣를 작성한 朴宜中이 자신과 찬영
의 인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문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공민왕 5년에 박의중이 圓融府錄事에
임명되었을 때 찬영은 원융부에 입시해 있었다. 그 후에 찬영은 兩街都僧
錄으로 임명되었고 ②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공민왕 8년 이후의 시기로 짐

작된다. 찬영이 원융부에 있다가 양가도승록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융부에서 승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승정 업무와
관련된 승록사로 전직되었다고 설명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丁午ㆍ彌授ㆍ普愚와 같은 고승이 摠攝調提라는
승직을 통해서 혹은 府를 설치하여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승정
을 전담했음을 확인했다.33) 그 외에도 충렬왕 때 일연도 승계 수여에 관여
31)
32)
33)

｢粲英碑｣.
｢粲英碑｣.
원나라에서는 불교를 관리하기 위하여 宣政院이나 釋敎總管府, 釋敎都總統所, 廣
敎總管府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석교도총통소의 장관으로는 都摠攝과 都總統이
존재하였다. 고려에서 ‘원간섭기’에 특정 승려에게 府를 설치하여 승정을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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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충렬왕 7년(1281년) 6월 癸未에 왕이 경주에 행
차해서 僧批를 내렸을 때, 당시 임금의 좌우에 綾羅를 뇌물로 받쳐 승려들
이 職을 받아 사람들이 羅禪師ㆍ綾首座라고 불렸다는 것은34) 많이 알려진
사례이다. 그런데 같은 해 여름에 충렬왕은 경주에서 일연이 만든 佛日結
社에 입사하였다.35) ｢一然碑｣에서는 여름이라고 해서 정확한 시기를 이야

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은 4～6월 사이를 의미한다. 그렇다
면 일연의 불일결사에 충렬왕이 입사한 후인 6월에, 그것도 일연의 거처와
가까운 경주에서 행해진 僧批에서 뇌물로 승계를 받았다는 高麗史의 언
급에 일연이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일연은 해당 승정에 간여했을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전현직 왕사ㆍ국사인 一然ㆍ丁午ㆍ彌授ㆍ普
愚가 승정을 위임받았던 것은 왕사ㆍ국사의 역할이 아니라 국왕의 신임과

권력 위임 때문이다. 이 때 이들은 府를 통해서나 摠攝調提라는 특별한
승직을 가지고 승정을 담당했던 듯하다. 전기보다 후기의 자료가 많은 편
이기는 하지만, 고려 후기에 兩街都摠攝이라는 승직을 보유한 승려의 존재
가 다수 보인다는 것은36) 당시 승정이 전기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국
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승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진 것과 관련이 있지 않
것은 전기 이래 왕족과 후비에게 설치한 부와 원나라의 불교 관리 기구로 운영된
院ㆍ府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나라 간섭기에 고려에서
都摠攝이라는 승직이 다수 발견되는 것도 고려 전기에 존재했던 兩街都僧統이 원
나라 불교 관리 기구에 존재했던 도총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관련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원나라 불교 관리 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하였다. 赵改萍, ｢元朝對藏傳佛敎的管理｣,
內蒙古社會科學 30-1, 2009년 1월; 賴天兵, ｢關于元代設于江淮/江浙的釋敎都
總統所｣, 世界宗敎硏究, 2010년 1期; 尹雁ㆍ呂岩, ｢元代廣敎總管府探｣, 宗敎學
硏究, 2012년 3월.
34) 高麗史 권29, 世家, 충렬왕 7년 6월 癸未.
35) ｢一然碑｣(｢普覺國師碑｣,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36) 都摠攝 역임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李貞薰, ｢고려후기 僧官의
구성과 역할｣, 韓國史學報 49, 2012,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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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싶다. 즉 양가도총섭이라는 승직을 맡은 승려가 국왕을 대신하여 승
정을 장악하고 불교계를 통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고승에게 주지직 추천과 같은 권한이 위임된 이
후에도 국가의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유지되었다. 앞서 다－③에서 언급
되었듯이 보우에게 注擬37)를 듣고 공민왕은 除目38)만 내리겠다고 한 것에
서도 확인되듯이 마지막 임명의 형식은 국왕에게서 지시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승직 임명을 정방에서 관여한 사실도 알 수 있다.

다-① (공민왕) 4년에 左代言에 임명되었다. 왕이 명령하여 義成倉官 全以道ㆍ
禹攸吉, 德泉倉官 崔云固ㆍ申天命을 파직하였다. 얼마 안되어 禹攸吉

이 典客寺丞에 임명되었다. 우유길은 申君平의 동서였으므로 全以道
등이 자못 이야기를 만들었다. 신군평이 이를 미워하여 왕에게 아뢰어
除目을 거두어들이고 우유길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후에 왕이 僧職을

제수하고자 하여 신군평을 불렸는데, 마침 直宿하다가 병을 핑계로 사
양하였다. (신군평은) 후에 御史大夫로 임명되었다.39)
다-② 공민왕이 즉위하여 동쪽으로 돌아올 때 元松壽가 길에서 맞이하여 알
현하였는데, 風儀가 淸秀하고 進退에 법도가 있어 임금이 비상한 사람
임을 알아보고 바로 內書舍人兼左副代言으로 발탁하여 機密을 맡겼
다. 날이 갈수록 친숙해지고 신임을 얻어 知奏事로 옮기고 銓注에 참
여하였는데 名器를 신중히 여겨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었다. 왕이 일찍
이 僧職을 제수하고자 불렀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원송수가
機務40)를 담당한 지 8년이 되었는데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눈물을

37) 注擬는 注籍과 擬定의 합칭어로 入官 후보자의 資歷ㆍ功狀을 비교하거나 引驗審
察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論奏하여 임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入官 후보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擬定하다는 의미이다(金成俊, ｢高麗史 選擧三
譯註(一)｣, 호서사학 5, 1977, 94쪽; 이정란, ｢高麗史 ｢選擧志｣ 銓注條의 體制
와 특징｣, 韓國史學報 44, 2011, 97쪽).
38) 除目은 批目과 유사한 의미로 관직에 제수하는 문서이다.
39) 高麗史 권109, 列傳22, 申君平.
40) 여기서 기무는 인사를 의미한다(金昌賢, ｢政房提調의 등장과 정방의 置廢｣,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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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면서 교체를 빌었다. 왕이 말하기를, “卿이 卿과 같은 자를 추천하
면 교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李岡을 천거하여 대신하게 하였
다. 簽書密直司事에 제수되고 忠勤贊化功臣號를 받았다.41)

신군평은 공민왕 대 정방의 실무진으로42) 다－①에서 알 수 있듯이 공
민왕 4년(1355년)에 좌대언으로 임명된 후 언젠가에 승직 제수를 거부하
기 위해 병을 핑계로 회피하였다. 다－②의 원송수도 공민왕에게서 정색
대언으로 임명된 후 정방제조가 되는 등 무려 8년간 전주를 맡았다고 한
다.43) 그 중에 역시 승직 제수를 위해 왕이 불렀을 때 병을 핑계로 사양하
였다. 신군평과 원송수가 동시에 공민왕의 승직 제수를 거부하였던 것인
지, 여러 차례에 걸친 승직 제수 중 신군평과 원송수의 거부가 각각 있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런데 신군평과 원송수가 정방원으로 승직 제수에 참여한 것은 각각
공민왕 4년 이후, 공민왕 즉위이후부터 8년간이므로 공민왕 5년에 보우가
원융부를 통해 주지직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때일 수 있다. 게다가
다－①과 같이 신군평이 공민왕 4년 閏正月에 左代言으로 임명되어44) 정
방원이 되고 승직 제수까지 관여하게 되었으며 그 후 御史大夫에 임명되
었다고 하는데, 그는 이미 공민왕 6년 3월에 어사대부였으므로45) 승정과
관련된 시기는 공민왕 4년 윤정월부터 공민왕 6년 3월 이전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보우가 주지직을 注擬했던 공민왕 5년 4월 이후와 중복될 여지
가 크다.

41)
42)
43)
44)
45)

後期 政房 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205쪽).
高麗史 권107, 列傳20, 元傅 附 元松壽.
金昌賢, ｢政房提調의 등장과 정방의 置廢｣, 170ㆍ182ㆍ187쪽.
金昌賢, ｢政房提調의 등장과 정방의 置廢｣, 173ㆍ191쪽.
高麗史 권38, 世家, 공민왕 4년 閏正月 丁未.
高麗史 권74, 選擧志2, 科目2, 凡國子試之額, 공민왕 六年 三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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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가 禪敎宗門 寺社住持를 注擬할 때 신군평과 원송수가 승직 제수
를 거부했든, 보우와는 상관없는 시기에 이들이 승직 제수를 거부했든 이
두 사람이 비교적 공정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생각해본다면 이 당시 승정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다－②에서 원송수가 정방원으로 복무할 때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었다는 언급이 있다.46) 신군평의 경우 다－① 사례에서 보
이듯이 파직되었던 관리 중 자신의 동서가 유일하게 관직을 받아 이에 대
한 비난이 일자 임금에게 건의하여 결국 동서인 유우길의 임명을 저지시키
기까지 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다. 이렇게 정방원으로 공적인 태
도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거부했던 승정은 사사로운 것으로 파악될 소지
가 크다. 또한 당시 특정 승려에게 승정이 위임되기도 했지만, 다) 사례를
통해 그 과정에 정방원이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보우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최종적으로 국왕의 除目이 있어 승정은 계속 행정 체계 속에
서 이루어졌다. 다만 공의가 아닌 특정 승려에게 집중된 승정이나 자격없
는 승려의 임명 등은 사사로운 행위로 여겨졌다.
물론 불교계의 共議라고 해도 진정으로 전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기보다
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의 승려나 불교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겠지만, 고
려 후기에 위와 같이 소수의 고승에게 승정 혹은 추천권이 집중된 것은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다)의 사례 또한 이에 대한 관리의 반대 의사라고
도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특정 승려에게 승정의 권한을 위
임했던 것은 그를 통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료에 대한 임명을
담당하는 政房의 설치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임명권의 장악은 권력 독점
에 용이했다. 마찬가지로 국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승려에게 승정을 맡기
는 것은 국왕 입장에서 불교계에 대한 장악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
46) 원송수는 다－② 사료에서 언급되었듯이 그가 전주를 담당했을 때 ‘不少私’했다고
한다. 또한 高麗史節要 권28, 공민왕 15년 6월에 있는 원송수의 졸기에도 열전과
동일하게 ‘松壽叅銓注八年 愼重名器 不少私’라고 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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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면에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라) (충선왕 즉위년 정월) 戊申에 敎하기를, ‘…… 一. 속담에 승려에게 승직을
많이 내리면[批職] 나라가 망하고 집안을 망친다고 한다. 지금 批職의 수가
너무 많다. 有司로 하여금 (승려를) 褒貶하여 아뢰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法
德이 뛰어난 자라고 해도 바야흐로 法號를 더하기만 하라.……’고 하였다.47)

충렬왕 24년(1298년)에 즉위한 충선왕이 반포한 교서에서 라)와 같은
언급이 있다. 이때의 교서에서는 공신 자손이나 당시 공훈을 세운 관료
자손의 등용 또는 포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승려들에 대한 것도 일종의
표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승직이나 승계를 남발하지 말고 法號만을
더해주라고 했다. 또한 僧批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떠돌고 있다고 했다. 즉 당시의 승정이 문란하여 승직ㆍ승계 수여가 남발
되고 있는 현상이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불교를
신앙하는 사회였지만, 승려의 세속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라)와 같은 교서를 반포한 충선왕은 앞서 가－
① 丁午와 ② 彌授에게 승정을 맡긴 장본인이다. 라)의 교서를 발표한 때
보다는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충선왕 복위년(1308년)에 丁午에게, 충숙왕
2년(1315년)에는 미수에게 승정을 맡겼다.48) 한편 충숙왕 원년에 上王으
로서 충선왕이 내린 승직에 대한 서경이 간관에게 거부되는 사태가 반복되
었다.49) 이에 대해 당시 僧俗이 受職하는 것이 많아 간관이 서경을 거절했
47) 高麗史 권33, 世家, 충선왕 즉위년 정월 戊申.
48) 彌授를 등용하고 참회부를 설치한 것은 충숙왕으로, 상왕인 충선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史文卿, 高麗末ㆍ朝鮮初 佛敎機關 硏究, 忠南大學校 박
사학위논문, 2001, 18쪽). 충렬왕 24년에 충선왕이 즉위하였을 때에야 彌授가 도승
통에 임명되고, 이후 충선왕 재위시 법호도 계속 받았다. 또한 충숙왕 초기의 실질적
인 통치자는 충선왕이었다고 이해되므로 미수에게 승정을 맡긴 것은 충선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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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時僧俗多有濫受職者 諫官不肯署告身故也]라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충
선왕 자신이 총애하는 승려에게 원칙적이지 않은 승계ㆍ승직을 하사했기
때문에 간관이 서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간섭기’에는 국왕이 자신의
측근 세력을 통해 정치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50) 불교계에 대해
서도 자신이 신뢰하는 승려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승계ㆍ승직 수여가 있었다. 충선왕 입장에서도 다른 임금
의 승직 남발에 대해서는 세상의 이야기[諺]를 들어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
면서도 자신의 불교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비슷한 행동을 계속할 수밖
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공식적인 共議가 아닌 승정의 독점은 충렬왕부터 공민
왕51) 대까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왕 입장에서 정치권뿐만 아니
라 불교계까지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라) 사료에서
도 언급되었듯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징조였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세속적인 승려가 많아지면 역시 나
49) 高麗史 권34, 世家, (충숙왕 원년 정월) 上王下右獻納李樛右思補禹偁左思補尹
頎于巡軍 明日釋之 時僧俗多有濫受職者 諫官不肯署告身故也.; 高麗史 권34, 世
家, (충숙왕 원년 정월) 曹溪宗僧景麟景聰俱有寵於上王 出入禁闥 授大禪師 諫官
不署告身 上王怒召右獻納李朝隱思補禹偁尹頎誚讓 諫官猶不署 又召朝隱等 出御
別殿南門 歷問其由 欲杖之 偁廷辨慷慨 王悟怒稍解 然以朝隱主僧批 流祖忽島 旣
而召還削職 左遷頎偁等 以鄭權爲右獻納 李榑爲右思補 崔洳爲左思補; 高麗史節
要 권24, 忠肅王 元年 春正月.
50) 李益柱, ｢高麗 忠烈王代의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1988.

51) 공민왕대 신돈도 승정을 관장했던 것 같다. 공민왕 14년 12월에 신돈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여러 관직을 겸직하게 되는데(高麗史 권41, 世家, 공민왕 14년 12월
丁丑), 그 중 하나가 提調僧錄司事이다. 이때 함께 보유하게 된 領都僉議使司事와
判監察司事ㆍ判書雲觀事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도록 임명된 듯하다. 뿐만 아니
라 신돈은 提調僧錄司事의 자리를 이용하여 승정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공민왕 16년에 국사ㆍ왕사로 임명되는 千熙(千禧)와 禪顯이 신돈과 친했다고 기록
되어 있고(高麗史 卷132, 列傳45, 辛旽) 신돈의 실각 이후 이들도 왕사에서 해임
되거나 지방으로 하산하기 때문이다(朴胤珍, ｢高麗後期 王師ㆍ國師의 사례와 기능
의 변화｣, 高麗時代 王師ㆍ國師 硏究, 景仁文化社, 2006, 99 및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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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망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신돈을 비난하기 위한 언급이기는 하지만,
道詵秘記에 승려도 속인도 아닌 사람[非僧非俗]이 있으면 정치가 어지러워

지고 나라가 망한다[亂政亡國]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52) 이는 환속한 신돈
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기 위한 말이지만 道詵秘記와 같은 도참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승려도 속인도 아닌 사람 때문
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청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승려가 승직을 받아 속세에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즉 고려시대는 불교를 신앙
하기는 했지만, 국가가 우대와 통제라는 면에서 승려에게 승계와 승직이라
는 지위를 하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다. 더욱이 승정을
소수 승려가 장악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심지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승정권이 국왕 혹은 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소수의 승려
에게 장악된다는 것은 불교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손상시켰다. 가－③에
서 보우가 주지 추천권을 가지게 되면서 승도들이 문도가 되어 수를 셀
수 없었다고 한다. 승정의 권한을 독점한 승려에게 이익을 바라고 제자를
사칭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불교계의 균형적 분포가 깨어졌다. 이는 고려
말 성리학자들의 불교계를 비판하는 청정성 훼손의 한 요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승려가 승계를 보유하고 국가로부터 승직을 수여받는 형태는 名
利를 피해야 하는 승려에게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 승계ㆍ

승직을 얻기 위해 승정권을 가진 승려의 제자가 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불교계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한편 상층 신분 승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국가에 의한 승계ㆍ승직
수여가 일상화되면서 승려는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려 후

52) 高麗史 권132, 列傳45, 叛逆6, 辛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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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특정 승려에게 승정 권한이 위임되어도 일반 관료에 의한 행정 처리
와 서경이 계속되었으므로 승정 대상이었던 승려들은 국가의 지배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소수 승려의 승정권 장악은 해당 승려의 불교
계 영향력을 강화시켜가서 불교계의 다원적인 요소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공의가 종파별로 사원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는 해석을53) 감안
하면, 승정권이 특정 승려에게 독점됨으로써 종파별 구분이나 세력 균형이
무너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 국가가 승정을 갑자기 축소ㆍ
폐기한다면 국가와 연계되었던 불교계는 일시에 타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
다. 즉 승정의 시행은 불교계의 국가 예속을 강화시켜왔고, 특히 특정 승려
에 대한 승정 권한의 위임은 그 종속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가의 승정
축소ㆍ폐지는 그와 관련된 불교계의 소멸을 야기했다고 여겨진다.

Ⅲ. ‘중앙중심적’ 불교계 운영

고려에서는 僧政으로 통칭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여러 제도를 통해
불교계를 우대ㆍ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의 불교를 보호하면서 지
방에서 흥기하는 불교세력에 대한 탄압도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불교의
외형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에 대해서, 고려 정부는 국가와 결탁
한 불교 세력을 끌어들여 제압함으로써 문제시되는 신규 세력의 확대를
저지시켰다.

마-① (명종 17년 9월) 全羅州道按察使 吳敦信이 아뢰기를, “日嚴이라는 스
님이 全州에 있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냅
53) 許興植,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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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內侍 琴克儀를 보내어 맞이하였다. 길에 오면
서 綵㲲巾을 쓰고 駁馬를 타고 綾扇으로 얼굴을 가리고 徒衆에게 막도
록 해서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오는 중에 普賢院에 머물
렀는데 서울 사람들이 귀천 구별이 없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고 다투어 와서 알현하니 里巷이 텅 비었다. 무릇 장님, 귀머거리,
앉은뱅이, 벙어리, 癈疾이 있는 자들이 앞에 낭자하니 스님이 부채질을
해주었다. 天壽寺에 맞이하여 들이니 宰輔大臣이 또한 바람처럼 달려
왔다. 御史大夫 林民庇가 樓 아래에서 절하고, 平章事 文克謙이 微服
으로 예를 행하였다.…… 이때 한 사람도 간하여 중지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점차 그 속임수를 확인하고 고향에 돌려보냈다. 처음에
일엄이 사람을 속여 말하기를 “萬法은 오직 一心이니 너희가 만약 열
심히 염불하면서, ‘내 병은 이미 나았다’고 하면 병이 따라 나을 것이다.
삼가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장님은 보인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귀머거리도 또한 듣는다고 이야기하니, 때문에 사람
들이 쉽게 미혹되어 이와 같은 바에 이르렀다.54)
마-② (우왕 8년 5월) 妖民 伊金을 斬하였다. 伊金은 固城 사람인데, 미륵불
이라고 자칭하고 대중을 속여 말하기를, “나는 능히 석가불을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산천의 신에게
명령하여 모두 일본으로 보내면 倭賊을 쉽게 사로잡을 것이다”라고 하
였다. 이에 巫覡이 더욱 敬信하여 城隍祠廟의 신을 철거하였고 이금을
부처처럼 존경하여 福利를 기원하였다. 무뢰배들이 좇아 복종하면서
제자라 자칭하고 서로 함께 속이므로, 이르는 州郡의 守令들이 혹은
나와 맞이하여 上舍에 머물게 하는 자도 있었다. 淸州牧使 權和가 유
인하여 오게 하여 그 渠首 5인을 포박하여 가두었다. 이에 都堂이 諸道
에 移牒하여 모두 체포하여 죽이라고 하였다. 前判事 楊元格이 평소에
그 설을 신봉했고, 이 때에 도망가서 숨었지만 끝내 수색하여 잡아 杖
을 쳐서 유배보냈는데 도중에 죽었다.55)

54)
55)

高麗史節要 권13, 명종 17년 9월.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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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①의 일엄은 영험함이 국왕에게 알려져 개경으로 모셔졌고, 평장
사 문극겸과 어사대부 임민비 같은 관료들이 일엄에게 가서 예를 다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의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東國李相國集과 補閑集에도 전하고 있다. 東國李
相國集에서는 일엄의 거짓됨을 알아보고 江南으로 보냈던 명종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명종의 자손들이 反正하여 다시 왕위를 누리게 된 것이 이 덕
분이라고 평하고 있다.56) 젊은 나이에 일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을 이규
보가 일엄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명종의 혜안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
로 일엄의 영향력이 당시 대단했음을 알려준다. 마－①에서는 문극겸과
임민비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개경의 거리가 빌 정도였다는 과장된 표현에
서 일엄의 영향력을 확신하게 한다.
그래서인지 일엄에 대해서 補閑集에는 색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邊
山의 老宿이 高敞縣의 연등회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호랑이였고

형제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환생을 예언했다. 예언대로 老宿이 소년을 만
나 사미로 삼았는데 홀연히 간 곳을 알지 못하다가, 후에 日嚴寺의 스님이
秘呪를 닦아 임금의 명령에 의해 畿內의 난야로 나아갔다는 말을 듣고 가

서 보니 예전의 사미더라는 것이다.57) 승려의 이름이 日嚴이 아니라 日嚴
寺의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 차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유사하고 왕의 명

령으로 畿內에까지 갔다는 내용도 비슷하므로 마－①의 일엄 사건과 연관
된 이야기로 여겨진다. 이를 기록한 崔滋도 호랑이가 환생하여 스님이 되
었다는 이야기가 怪誕하다고 했지만, 직접 들었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
한 이야기이므로 補閑集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엄이 호랑이의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邊山의 老宿
이라는 점에서 기존 불교계가 일엄을 비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56)
57)

東國李相國全集 권22, 雜文, ｢論日嚴事｣.
補閑集 下, ｢邊山有一老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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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일엄을 호랑이의 환생으로 치부한 邊山의 老宿
은 일엄이라는 신규 세력에 대한 기존 불교계의 비판 세력이었을 것이다.
일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국왕을 위시해서 고위관료의 추앙을 받는 것에
대해 기존 불교계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일엄의 신비한 능력
을 사람의 말까지 했던 호랑이가 환생하여 秘呪를 닦아 생긴 것으로 설명
했다고 여겨진다.58)
마－②에 의하면 伊金은 미륵을 사칭하고 석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특이한
점은 산천의 신을 일본으로 보내 왜적을 사로잡겠다고 한 것이다. 우왕
때는 왜구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시절이므로 왜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은 당시 민중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다고 이해된다. 그러
나 결국 이금과 그의 무리들은 잡혀 처형당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 王師였던 粲英이 이금을 비난하고 있다. 찬영
은 이금이 말한 내용이 모두 황당무계하며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는
말은 더욱 가소롭다고도 하면서 國人들이 어찌 이를 믿는가라고 했다.59)
왕사였던 찬영이 나서서 이금을 비난했다는 것은 당시 그만큼 이금 세력이
상당했음을 설명한다. 또 이금의 무리가 이르는 州郡의 수령 중에서 숙소
를 제공하는 자나 前判事 楊元格 같은 신봉자까지 있었다는 것은 관료 집
단 내에서도 이금을 따른 자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찬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 가는 신흥 집단에 대해 비판적일

58) 반대로 국왕을 위시해서 평장사나 어사대부 같은 재상이나 감찰을 담당한 관리가 일엄
에게 기만당한 것에 대해 불교계의 입을 빌어 호랑이가 환생한 만큼 그 계략이 뛰어나
사기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는 기존 불교계
가 일엄의 사건에 대한 연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
59)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固城妖民伊金 自稱彌勒 惑衆曰 若不信吾言 至三
月 日月皆無光 僧粲英曰 伊金所言 皆荒唐無稽 其言日月無光 尤爲可笑 國人何信
之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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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금의 경우는 추종자들이 집단화하고 지방에서 물
의를 일으키면서 결국 국가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들 국가와 기존 불교계가 이단시한 불교계에 대한 처벌에서 눈에 띠
는 모습이 있다. 마－②의 妖民 伊金은 참형에 처해진데 반해, 마－①에서
고위 관료까지 속였던 일엄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처벌이 종식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마-③ (충선왕 5년 2월) 승려 曉可를 巡軍獄에 가두었다. 효가는 스스로 見性
했다고 이야기하고 妖術로써 士女를 현혹하였다. 일찍이 蜜水와 米屑
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甘露舍利인데 모두
나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속임수인 줄 모르고 심지어
마시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일찍이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굴 하나를 찾고는 그 위에 땔나무를 쌓아놓고 올라가 그 무리에게 이르
기를 “내가 茶毗 후 7일째 되는 날에 화현하여 法身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땔나무에 불을 붙이니 연기와 불기가 사방에서 일어났
다. 효가가 땔나무로부터 굴 속으로 들어가 감과 밤을 먹다가 기일이
되자 재를 헤치고 나왔다. 憲司가 그 속임수를 알고 案問하니 효가가
사실대로 말하였다.60)

마－③ 曉可는 스스로 見性했다고 하고 蜜水와 米屑을 자신의 몸에서
나온 甘露舍利라고 하는가 하면 다비한 후 化現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순군옥에 하옥되었다. 스스로 見性했다고 하는 거짓은 중국에서는 환속시
킨 뒤에 일반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는 죄였다.61) 또한 당나라 度僧格을
60) 高麗史 권34, 世家, 충선왕 5년 2월; 高麗史節要 권23, 충선왕 5년 2월.
61) 당나라 때 승려를 통제하는 법령이었던 道僧格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
이 복원되었다. 그 중 聖道를 얻었다고 사칭한 죄는 사면이 있어도 환속되어 법률
에 의하여 처벌받는다고 한다(鎌田茂雄, ｢僧尼に對する法令と籍帳｣, 中國佛敎史
5－隋唐の佛敎(上), 東京大學出版會, 1994, 191쪽; 이병욱, ｢중국 불교와 국가｣,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3,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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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만들어진 일본 승니공동체의 행실을 규정한 僧尼令에서 승니
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허위로 길흉을 예견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경우 관청에 인계되어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62)
이와 관련하여 마－②의 이금과 같은 일반인은 참형에 처해진데 반해,
유사한 죄를 지은 마－③의 효가는 유배에 그친 것에 대해 환속 후에 형벌
이 부과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즉 당나라에서 관리에게
관직을 내놓는 것으로 徒의 형벌을 대신하는 官當의 특전이 있었던 것처
럼 승려들에게도 환속으로 徒 1년의 형벌을 대신하도록 했는데 고려에서
도 이와 유사했다는 것이다.63) 그런데 승려의 유배가 모두 환속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 (우왕 10년 12월) 승려 覺然은 華藏寺에 머물렀는데 得道했다고 헛되이
칭하여 婦女들이 몰려들어 자못 추한 소문이 있었다. 憲府가 論劾하여 杖
을 치고 龍門山으로 유배보냈다.64)

62) K.S. 케네스 첸(장은화 역), ｢중국의 정치와 불교의 변용｣, 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씨아이알, 2012, 98ㆍ105쪽. 한편 충렬왕 26년(1300년) 5월에 승려 天固가
瓦龜의 등에 붉은 글씨로 괴이한 말을 써서 惠宿寺의 석탑 아래에 묻었다가 조금
있다가 스스로 파고 말하기를, “이 거북은 매우 신이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현혹시켰던 사건이 있었다. 이를 처리한 것이 闊里吉思인데 東京留守 羅允이 이를
금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妖術을 믿었다고 하여 行省에 가두어졌다(高麗史 권31,
世家, 충렬왕 26년 5月 辛丑; 高麗史節要 권22, 충렬왕 26년 5월). 이 사건도
허위로 길흉을 예견하여 사람을 속인 일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당시 征東行省
平章事로 와 있던 闊里吉思가 이를 처벌하고 심지어 해당 지역의 수령이었던 羅允
마저 행성에 구속했던 것으로 보아 瓦龜 등 위에 쓰여진 글귀가 원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闊里吉思가
나서서 天固에게 杖을 치고 동경유수 나윤을 구속했을 것이다. 즉 天固 사건은
마－③과 성격이 조금 달라서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63) 김영미, ｢高麗時代 佛敎界 통제와 律令－승려행동 규제를 중심으로｣, 史學硏究
67, 2002, 2ㆍ19쪽.
64) 高麗史 권135, 列傳48, 辛禑, 우왕 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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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 각연은 득도했다고 사칭한 것이 문제가 되어 유배되었다. 그런
데 覺然이 유배된 곳은 특정 지명이 아니라 龍門山이었다. 覺然은 혜근의
문도로 여겨지므로65) 선종 승려이다. 선종과 관련한 용문산은 경기도 砥
平縣의 그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산은 彌智山이라고도 불리며, 그곳에 있

는 용문사로 인해 산 이름이 용문산이라고 일컬어졌고66)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보우와 관련된 舍那寺라는 절도 있었다.67) 각연이 유배간 용문산
이 경기도 지평현의 그곳이 아니라고 해도 용문산으로 유배보내졌다는 것
은 해당 산의 사원으로 유배보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경
우이지만 혜근을 회암사에서 영원사로 보낸 일을68) 高麗史에서는 경상
도 밀성군으로 내쫓았다고[放于慶尙道密城郡] 표현하고69) 있는 것처럼 승
려를 방출하거나 유배보낸 곳이 특정 지명인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사원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각연은 용문산의 사원으로 내쫓긴 것이다.70)
각연이 득도했다고 사칭한 것이 문제되어 유배되었으므로 중국이나 일
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환속되어야 할 죄명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
한 바대로 각연은 용문산의 사원으로 내쫓긴 것일 뿐이므로 환속의 처벌이
함께 부가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이들이 승직이나 승계를 가지고 있
65) 牧隱文藁 권9, ｢普濟尊者語錄後序｣, 弟子名覺玗覺然覺卞 校讎舊本 將繡之梓 求
予序 故略書如此; 東文選 권87, 序, ｢普濟尊者語錄後序｣
6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京畿 砥平縣 佛宇 龍門寺.
6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京畿 楊根郡 佛宇 舍那寺.
68) ｢惠勤碑｣, 丙辰四月 大設落成之會 臺評以謂檜嵒 密邇京邑 士女往還 晝夜絡繹 或
至廢業 禁之便 於是 有旨 移住瑩原寺…… 寓神勒寺 五月十五日…… 是日辰時 寂然
而逝……
69) 高麗史 卷133, 列傳46, 辛禑1, 禑王 2年 4月.
70) 각연이 득도했다고 妄稱했지만, 사실 그의 유배는 당시 성리학자들의 배척일 수도
있다. 평소에 好佛하였던 이림이 각연의 처벌에 대해 ‘이 스님이 무슨 죄가 있는가’
라고 소리치고 당시 각연을 敬信하던 자들이 모두 애석해했다고 하는 것도(高麗
史 권116, 列傳29, 李琳) 사이비 불교계에 대한 탄압과는 좀 달라 보인다. 그러나
高麗史 辛禑傳에 의하면 득도했다고 사칭한 것을 명분으로 각연을 유배보내고
있으므로 승려들에 대한 유배 사례로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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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지방으로 내쫓기면서 이의 취소가 있었을 수는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숙종 6년(1101년) 4월에도 있었는데 平州의 妖僧 覺眞이 陰陽을
妄言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시켰다고 해서 谷州로 유배되었다.71) 역시 유

배[流]되었다고 할 뿐 환속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실제 관리들의 처벌에서
도 유배는 除名이나 收職田이 함께 적용되는 歸鄕과는 다르므로72) 이상에
서 언급된 승려들의 처벌에는 환속이 부가되지 않았고 마)와 바)의 승려들
은 처벌로써 지방으로 보내졌을 뿐이다.
한편 앞선 마) 사료와 본문에서 언급된 사건은 불교적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다가 처벌된 것이다. 高麗史나 朝鮮王朝實錄에서 언
급되는 불교 관련 사건은 승려와 불교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 사료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시켜 처벌받았다거
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많다. 이는 불교
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불교 세력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국가가 마) 사료에 언급된 승려나 조
직을 정통 불교계로 보지 않고 문제시되는 사이비로 보아 처단을 하고 있
는 것이다. 국왕ㆍ관료 등이 불교를 신앙하는 상태에서 마)와 같은 불교를
이용한 조직이나 승려를 이단시하는 것은 기존의 불교계가 이들을 사이비
로 규정하고 국가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즉 마) 사료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처리는 기존 불교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邊
71) 高麗史 권11, 世家, 숙종 6년 4월 辛丑; 高麗史節要 권6, 숙종 6년 4월. 한편
문종 34년(1080년)에 송에서 法照大師라는 법호를 받고 고려로 귀국한 覺眞이라는
승려가 있다(續資治通鑑長編 권303, 神宗 元豐三年三月, 詔高麗學法僧覺眞賜號
法照大師 曇眞法遠大師 麗賢明悟大師 仍賜紫方袍 聽隨貢使歸國). 송에서 법호를
받은 각진과 숙종 6년에 유배되는 각진은 시간적 차이가 얼마 없어 동일인일 가능
성도 있다.
72) 蔡雄錫, ｢高麗時代의 歸鄕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1983; 김난옥, ｢高麗前期
의 流配刑｣, 韓國史硏究 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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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의 老宿이나 왕사 粲英의 비난이 제도권내 불교계의 의사였다. 국가에

서는 기존 불교계를 통해서 통제가 안 될 경우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제거했던 것이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정통 불교계에서는 자신들의 입지
를 침해하는 세력을 국가의 힘을 빌려 없애 버렸다고 여겨진다. 신규 사이
비 불교 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가의 불교계 통제이자 기존 불교계에 대한
보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승려는 杖流하는
정도라면, 승려가 아닌 일반인은 마－②의 伊金처럼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
이다.73) 즉 승려가 아닌 자들이 불교의 방식을 이용하여 세력을 규합하면
완전히 제거한 반면, 승려는 장형이 부가되기도 했지만 개경에서 떠나보내
는 것만으로 처벌이 종식되었다. 물론 이때 환속이 부가되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승직이나 승계의 환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일엄과 같이 국왕과 관료를 농락하였던 승려를 죽이지 않았고 지방으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처벌을 종식한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문제시되는 승
려를 개경에서 축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었다고 여긴다는 점은 수도
중심으로 국가와 불교계가 더욱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수도에 있어야지만 국가의 보호와 통제를 받는 승려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 지방의 승려는 국가의 간섭과 보호가 덜 했던 것이다. 물론 지방에도
주요 사원이 존재했고 이를 국가나 불교계에서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방 사원은 해당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정도였고, 이곳의 주지도 결국은
중앙에서 임명해서 보냈던 만큼 불교계에 대한 우대와 통제는 중앙 중심으
73) 유사한 사례로 우왕 8년(1382년) 2월에 미륵의 화신이라고 자칭하던 私奴 無敵은
伏誅되었지만(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禑2, 우왕 8년;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8년 2월), 우왕 7년(1381년) 5월에 미륵이라고 자칭한 개경의 비구니는 杖을 맞고
유배 간 것을(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禑2, 우왕 7년 5월; 高麗史節要 권31,
우왕 7년 5월) 거론할 수 있다. 다만 私奴 無敵은 양인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승려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듯하여, 각주로 언급만 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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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상층 지배층이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만 권력과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승려도 중앙에서 활동하
면서 문벌귀족들과 교류하고 승계와 승직을 보유하는 자들만이 국가적으
로 인정받고 우대받았다고 여겨진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불교계를 중앙
중심으로 파악하고 통제하였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자유롭게 방
기했음을 짐작케 한다.74)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흥기하는 불교 세력이 소
요를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히 탄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적으로
이들을 사이비로 규정하고 지방으로 방출하여 중앙과의 관계를 차단했을
뿐이다.75)

Ⅳ. 맺음말

이상 고려시대에 운영된 불교 정책의 성격을 정리해보았다. 고려시대
는 불교가 융성한 만큼 다양한 불교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승과와
74) 중앙과 지방에 대한 차별은 ‘임금이 남쪽의 승려를 존경하면 반드시 망하는 화를
입게 된다’는 秘記(高麗史節要 권23, (충렬왕 31년 4월) 召僧紹瓊于宮中 王與淑
昌院妃受菩薩戒 中贊韓希愈承旨崔崇入啓曰 秘記云國君敬南僧 必致覆亡之禍 願
殿下愼之 不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때 秘記의 언급은 중국 승려 紹瓊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앞서 명종대의 일엄을 東國李
相國集에서 南國의 승려라고 표현한 적이 있으므로[時南國有浮屠日嚴者], 秘記의
南僧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남쪽 지방 즉 지방의 승려를 국왕이 존경하면
나라에 좋지 않다는 秘記는 중앙에서 활동한 승려에만 국한하여 국가와 국왕의

보호를 제공하고,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승려에 대한 배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있다.
75) 중앙과 지방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의 지방 정책이나 고려시대의 성격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고려시대의 국가와 불교”라는 주제 속에서 고려 불교의 국가적 성격을 고민해보자
는 의도에서 작성된 만큼 새로운 시각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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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ㆍ승직을 운영하는 僧政, 주요 사원에 대한 주지 임명, 官壇寺院, 왕사ㆍ
국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불교를 신앙하는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보호하고 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계를 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불교 제도는 전체적으로 僧政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승정은 관료 제도와 유사하게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실시되었지만 共
議라는 형식으로 불교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 그런데 ‘원간섭기’에

국왕이 불교계를 장악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승려에
게 주지 추천권을 위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정을 전담시키면서 많은 문제
를 야기하였다. 승직의 제수가 많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이야
기나, 당시 정방원들이 국왕의 승직 인사 참여를 거부했던 것은 이 시기의
승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승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불교계의 국가
예속성을 드러내는데, 국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승려가 승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불교계의 종속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불교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승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려말
성리학자들의 불교계 비판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조선
왕조 개창 이후 국가가 승정을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그와 관련
된 불교계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 승정 등의 방식
으로 불교계가 국가에 너무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초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불교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보호와 통제의 양면적 관계 속에서 불교적 요소를 가진 신규 세
력을 국가에서는 妖僧 등으로 규정하여 제거하였다. 이때 기존 불교계는
국가의 행동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신
흥 세력을 없앨 수 있었고, 국가는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불교계만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국가와 불교계의 신규 종교 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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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는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했던 것이다. 더불어 사이비 종교 세력 중에
서 일반인은 처형하는데 비해 승려는 지방으로 유배보내는 방식으로 일차
적 처벌이 종식되었다. 이는 국가가 수도 중심, ‘중앙중심적’으로 불교계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승계를 가지고 지방 사원 주지로 파견
된 승려도 있겠지만 이들 역시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국
가에서 어느 정도 도외시한 지방의 승려는 국가의 보호와 통제 대상에 포
함되지 못하였고 수도에 편중된 불교계는 국가의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려가 중앙 중심적으로 불교계를 통제하
고, 지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이나마 중앙에 비해 국가에 대한 예속화를 약
화하였다고 추정해 보았다.
이와 같은 고려의 불교 정책의 성격을 다시 정리하자면, 승정과 그 변
화로 인해 국가 예속성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중앙 집중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계가 크게 융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넘
어가게 되면서 쉽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와 같은 성격을 거론
할 수 있다. 즉 여러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 불교계가 국가에 너무 종속되
어 있었다는 점, 특히 수도 중심으로 불교계가 통제되는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의 억불 정책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승정이 특정
승려에게 위임되면서 불교계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가적으로 종속되어
국가 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선 건국 후 불교가
갑작스럽게 쇠락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가져왔던 불교의 성격이나 특성
이 조선의 정책과 연동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2015.10.27 투고 / 2015.11.28 심사완료 / 2015.11.28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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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ies on Buddhism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Goryeo Era
Park, Yun-jin

Buddhist policies operated nationally in Goryeo Era is summarized
in a word into seungjeong. Similarly to the bureaucratic system,

seungjeong was seiz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but opinions from
the Buddhist world were partially reflected in the form of gongeui
(public opinions). During the yuan intervention period, the king seized
the Buddhist world and commissioned the positions of chief Buddhist
monks to certain monks in order to strengthen support for him. Such
method triggered criticism that seungjeong at the time was implemented
unfairly. In fact, the very thing that seungjeong was done by the state
reveals the Buddhist world’s subordination to the state. In addition, as
certain monks who received affection from the king seized seungjeong,
subordination of the Buddhist world became all the more serious and
as a result diversity and autonomy of the Buddhist world were much
damaged. Such negative recognition about seungjeong would be a
chance to trigger criticism by Neo-confucinist scholars about the
Buddhist world. In the end, as the state massively scaled down or
repealed seungjeong after the creation of the Joseon Dynasty, the
Buddhist world could not help being greatly affected.
Meanwhile, amid ambivalent relationship of protec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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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 prescribed new forces with Buddhist elements as vicious
Buddhist monks and removed them. The existing Buddhist world was
able to get rid of new forces who infringed their established rights with
a method to give legitimacy to the state’s actions and the state
supported the Buddhist world in a way of maintaining only what was
within their control. Cooperation with the new religious forces by the
state and the Buddhist world guaranteed mutual interest. In addition,
primary punishment for monks was ceased: Laymen among pseudo
religious forces were executed while monks were exiled to the
provinces. This shows that the state managed the Buddhist world in a
capital-centered, centralist way. For certainty, although there were
monks who were sent as chief Buddhist monks to the provincial
temples with seonggye (organization of a monk’s disciples) but they
were also continuously connected to the center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monks in the provinces disregarded to some extent by the
nation were not included in the subjects of protection and control by
the state and the Buddhist world concentrated in the capital was
probably easily affected by the national policies. In other words, it can
be estimated that Goryeo controlled the Buddhist world in a centralist
way and relatively weakened subordination to the state in the provincial
Buddism compared to the central Buddhism.

 Keyword
Goryeo(高麗), Policies on Buddhism, Buddist Policy(seungjeong, 僧政), subordination
to the state, capital-centered, centralis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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