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노라

영산재는 불교음악에 해당하는 범패와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의 불교 무용, 여기

에 괘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까지 더해지는 종합예술이다. 불교문화권인 인도, 중국, 

일본에는 없는 의식으로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백미로 꼽힌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었던 영산재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불교예술

이자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하며 

국가에 커다란 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내온 영산재는 단순한 공연

이 아닌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의식,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정번호 50.

영산재 | 불교에서 영혼천도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의식.

의례·의식

영산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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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49일 여정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 이승을 떠나면 곧바로 다음 세상으로 가

지 못하고 49일을 허공에서 떠돈다고 본다.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지은 업에 따라 7일에 한 번씩 명부시왕들의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49일째에 염라대왕에게 최종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지, 극락에 갈지 

결정된다. 

따라서 불교의식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한 번씩 재를 올

리고, 49일이 되는 일곱 번째 재를 ‘막재’ 또는 ‘49재●’라 하여 크게 지

낸다.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재를 올리면 그 공덕에 힘입어 보다 좋은 

곳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영혼을 극락왕생하게 하는 이 49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재다.

영산재의 ‘영산’은 영취산(靈鷲山)에서 유래되었다. 영취산은 인도 

마가다 왕국의 수도 부근에 있던 산으로, 이 산이 유명해진 데는 이유

가 있다. 석가모니가 이곳에서 법화경을 설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

고 성스러운 음악과 춤으로 수많은 대중과 신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

다. 이때의 광경을 ‘영산회상’이라 하는데, 이를 재현한 것이 영산재다. 

즉 영산재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

식절차이다. 이 같은 영산재 의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원은 분명

하지 않으나,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 이미 행

해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편찬된 불교의식집인 『작법귀감』이

나 『범음집』에 영산재의 구성내용이 기록돼 있다.

영산재는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범패의 벽응 스님(속명 장태남), 송암 스님(속명 박희덕), 작법무의 일

응 스님(속명 이재호)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이후 1987년에 영산재

보존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영산재의 전승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2006년까지 봉원사에서 음력 5월 5일 단오 때 대중을 위하여 영산재 의

식을 거행했으나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 6월 6일 현충일에 거행되고 있다. 현재 구해 스님(속명 김인식)이 보

유자로 인정되어 있다.

영산재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

49재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

도하는 의식인 49재는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영산재 등이 있다.

<영산회상도(靈山會上圖)>

조선, 보물 제1522호, 

227.0×188.5㎝, 동아대박물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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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대중이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사흘간의 야단법석

영산재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규모의 재 의식으

로, 본래는 사흘밤낮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짐작이 된다.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

이라 하는데, 이는 불교에서 나온 말로,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

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란 뜻이다. 즉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

의식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행사이니만큼 영산재의 준비는 보통 재가 행해

지기 보름 전부터 이루어진다. 색지를 사용해 꽃과 금은동전을 만들

고, 오색천으로 된 청황목으로 도량을 꾸민다. 이를 도량장엄이라 이

르는데, 도량을 꾸미는 일 자체가 의식의 하나이자 수행의 일환이다. 

또한 의식도량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어 거는 

괘불이운● 의식을 치른다.

괘불이 이운되면 영산회상의 상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름난 산천을 성지로 골라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였으나, 불교수용 이후

에는 중요한 행사를 행할 장소를 성역화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괘

불이운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에 걸리고 그 앞에 불단이 마련되는데, 이를 

상단이라 한다. 상단 왼쪽에는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中壇)이, 오

른쪽에는 영가를 모시는 하단(下壇)이 마련된다. 이처럼 삼단으로 제

물을 위한 제단을 구성하면 영산재의 준비는 끝나는 것이다. 

12번의 종이 울리면 본격적인 영산재가 시작된다. 여러 절차로 나

뉜 영산재의 거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괘불이운(掛佛移運)

괘불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

을 거행할 때 걸어 놓는 탱화를 말하

는데, 영산회상도·지장회상도·명부

시왕도·관음보살도 등이 있다. 다른 

불화보다 크기가 비교적 큰 괘불은 

보통 괘불함에 넣어 법당 안에 보관

한다. 내다 걸 때는 법당 옆의 괘불문

을 통해 나가는데, 이때 괘불이운이라

는 의식을 치른다. 즉 괘불을 내어 거

는 의식을 괘불이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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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사영산회괘불탱(開心寺靈山會掛

佛幀)>

조선 1772년, 보물 제1264호, 

10.1×5.87m, 개심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①   시련(侍輦) : 연(輦)은 임금이 거동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다. 시

련은 ‘연’에 탄다는 의미로, 영혼의 극락왕생에 도움이 될 불, 보

살 및 재를 받을 대상인 천도 받을 영가를 도량으로 모시는 의식

이다. 

②   대령(對靈) :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곡기를 면하게 하고 불

법을 일러 주어 불전에 나아갈 차비를 갖추도록 하는 절차이다.

③   관욕(灌浴) : 영혼의 번뇌와 생전의 온갖 인연을 씻어내는 의식

이다. 

④   조전점안(造錢點眼) : ‘조전’은 명부(冥府, 저승)에서 사용할 돈을 

말하며 ‘점안’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⑤   신중작법(神衆作法) : 의식이 잘 진행되도록 초청된 모든 성스러

운 영가에게 다례를 제공한다.

⑥   괘불이운(掛佛移運) : 야외에 단을 설치하고 괘불을 거는 의식

이다.

영산재 요잡바라 및 사방요신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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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단권공(上壇勸供) : 부처와 보살이 초청된 상태에서 식사를 공

양한다. 이 의식에서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운 은혜로 모든 중

생이 행복을 얻고 부처의 진리의 빛이 고통 받는 세계에서 빛날 

것을 기원한다.

⑧   법문(法門) : 부처를 대신하여 승려가 의식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설법한다. 승려는 청중

이 진리의 문에 이르도록 법문을 전한다.

영산재 진지(進止)(상), 

영산재 천수바라(하)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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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당작법(食堂作法) : 식당작법은 스님과 일반 대중이 음식공양

을 받고 그 보답으로 법공양을 베푸는 대규모 공양의식이다. 사

찰 내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데, 일상의 공양과 달리 범패와 작법

무가 어우러진다. 

⑩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 및 중단권공(中壇勸供) : 의례가 잘 

진행되도록 의식에 참석중인 모든 신중을 청하여 모시는 의례이

다. 또한 의례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축복을 주기를 청한다.

⑪   시식(施食) : 의식의 참석자들은 부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다

행이었고, 죽은 이들은 극락으로 가게 되었으니 기뻐하는 의식

이다. 이 의례는 슬프기 보다는 행복한 의식으로써 떠난 자들을 

위해 거행되며 떠난 자들의 극락왕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기 위함

이다.

⑫   봉송(奉送) 및 소대배송(燒臺拜送) : 의식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중생은 공손한 찬양을 받는데 봉송도 이에 걸맞게 진행된다. 봉

송은 죽은 이들이 머물 마지막 종착지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단

계이다.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