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관사, 떠도는 넋을 달래다

먼저 재를 여는 취지를 밝히고, 영혼이 불보살로부터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보리심

(菩提心)을 일으키게 하며, 명부사자를 맞이하기 위한 분향(焚香) 의식을 한다. 다음 

명부사자를 초청하여 공양하고 축원을 봉송한다. 이 의식은 문 밖에서 행한다. 차례

로 이어지는 의식은 잘 다듬어지고 시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에 반주악기로서 태징·

목탁·요령·북 등이 따르게 되고, 의식의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불교의 상징적인 표

현으로서 의식무용이 곁들이게 된다. 떠도는 넋을 위로하기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하는 법이 없는, 바로 진관사 수륙재이다.

지정번호 126.

진관사 수륙재 | 서울 진관사에서 행해지던 조선시대 왕실 주도의 대규모 불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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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넋을 달래다

수륙재는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

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이다. 

본래 명칭은 ‘천지명양수륙무차평등대재(天地冥陽水陸無遮平等大齋)’

이며, 줄여서 수륙회(水陸會),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한다.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식이다. 

이 의식은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불교에 대

한 신심이 두터웠던 무제는 떠도는 넋을 널리 구제함이 제일가는 공

덕이라 생각하고, 승려들과 상의한 후 스스로 의식문(儀式文)을 만들
진관사 수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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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의식문에 따라 505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재를 베푼 것이 

그 시초이다. 그 뒤 송나라 때 동천(東川)이 『수륙문(水陸文)』 3권을 다

시 지어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수륙재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가 행하여진 것은 고려 때부터이다. 광종 때에 

때때로 성대히 열린 바 있었는데 광종 21년(970)에 갈양사(葛陽寺)에

서 개설된 것이 그 최초의 예이다. 선종 때에는 최사겸(崔士謙)이 수

륙재의 의식절차를 적어놓은 「수륙의문(水陸儀文)」을 송나라에서 구

해 온 것을 계기로 수륙재를 더욱 성대히 격식에 맞게 하였다. 또한, 

일연(一然)의 제자 혼구(混丘)가 「신편수륙의문(新編水陸儀文)」을 찬

술함으로써 이 의식은 더욱 널리 성하게 되었다. 이 의식은 충목왕 때

까지 계속 열렸음을 『고려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억불정책에 의하여 불교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으로 계속되어 오던 수륙재

를 쉽게 폐지시키지는 못하였다.

태종도 국행수륙재 폐지의 상소문을 받았으나 대대로 거행하여 온 

유풍을 쉽게 폐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국행을 고집하였다. 처음에는 

진관사 수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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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15일에 거행되었으나 태종 15년(1415)부터는 1월 15일로 변

경하여 실시하였다. 이 수륙재는 대체로 중종 10년(1515)경까지 크게 

변동됨이 없이 계속되었다.

왕실이 직접 그 시주가 되어 때때로 수륙재를 열게 됨에 따라 유생

들의 시비와 비난을 받았으나, 선조 39년(1606) 6월에 창의문 밖에서 

있었던 수륙재나 세종 15년(1433)에 효령대군이 시주가 된 한강에서

의 수륙재 때에는 양반·평민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길을 메울 정

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종 때에 이르러서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수륙재가 국행으로 거행됨이 금지되었고, 민간을 통해서

만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수륙재의 수륙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귀신

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이므로 청정한 사

찰 또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오늘날 수륙

재를 모두 강변이나 해변에서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은 

수륙의 ‘수(水)’자만의 뜻을 취하여 동물을 살려주는 의식인 방생재(放

生齋)와 혼동하고 있는 데서 온 오류이다.

왕의 목숨을 구하다

진관사는 북한산(삼각산) 서쪽 기슭에 있는 고려시대의 고찰로, 불

암사, 삼막사, 보개산 심원사와 함께 조선시대에는 한양 근교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다. 이 절은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목

숨을 구해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었다고 전해진다. 

고려 경종(제5대)이 죽자 젊은 왕비는 왕태후가 되어 파계승 김치양

과 정을 나누다가 사생아를 낳았다. 그때 목종(제7대)에게 아들이 없

어 태조의 아들이던 왕욱의 직손이며 법통을 이어받을 대랑원군(大

良院君)이 왕위 계승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왕태후는 대랑원군

을 없애고 자신의 사생아를 옹립하기 위하여 목종에게 참소하여 숭경

사(崇慶寺)에 가두고 죽일 틈을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삼각산 신혈사로 옮기도록 하였다.

신혈사는 진관(津寬)이 혼자서 수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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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 사실을 눈치 챈 진관이 본존불을 안치

한 수미단 밑에 지하굴을 파서 열두 살인 대랑원군을 숨겼으므로 왕

태후가 보낸 자객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3년 뒤 목종이 죽자 대랑원군은 개경으로 돌아가 현종이 되었고, 현

종 2년(1011) 진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혈사 자리에 대가람을 세우

고 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 하였다. 그 뒤 진관사는 임금을 보살

핀 은혜로운 곳이어서 여러 임금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바로 이 진관사는 태극기가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2009년 5월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진관사 칠성각(七星閣)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내부 불단과 벽체사이에 있던 태극기와 독립신문류 등 6종 

21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신문류의 발행일자가 1919년 6월~12월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동 자료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스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확보한 자료로 추

정된다. 더불어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일장기에 위에 덧그린 

것으로, 일장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렇게 귀중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같은 장소에서 일괄적으

로 발견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이후 

6월에서 12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진관사, 수륙재를 열다

고려시대 이래로 역대 왕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진관사는 조선시대

에 수도를 서울로 옮기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이

곳에서 수륙재가 펼쳐진 것이 눈길을 끈다. 

태조 6년(1397) 정월에 태조는 내신 이득분(李得芬)과 조선(祖禪)스

님에게 조상의 명복을 빌고 나라일로 죽어 제사조차 받지 못하는 굶

주린 영혼을 위해 수륙사를 설치할 것을 명하게 된다. 이에 이득분과 

상충달, 지상스님은 북한산과 도봉산을 답사한 결과 수륙재를 열기에 

가장 적합 곳으로 진관사를 선정하게 된다.

진관사 소장 태극기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소장.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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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사 건립은 조선을 건국하면서 전쟁에서 죽어간 고려왕실의 영

혼을 기리는 목적에서였으며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민정서의 동

요를 막고 조선왕실의 안정을 꾀할 목적도 겸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후 태조는 진관사에 수륙재를 개설하도록 공사를 지시하고 절에

도 행차하였으며 태조 6년(1397) 9월 낙성식에도 참여했다. 이에 고려

시대 역대 왕들의 지원을 받던 진관사는 조선왕조의 국가적 수륙재가 

개설되는 사찰로서 다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이를 본받아 척불왕이던 태종도 태종 13년(1413) 이 절에서 성녕대

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열었다. 성년대군은 태종의 넷째아들

로 어려서부터 태도가 의젓하고 총명하여 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14

살 때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난 불운의 인물이었다. 아무리 불교를 배

척했던 태종이라도, 어릴 적 세상을 등지고 떠난 넷째아들을 향한 사

랑은 각별했으니, 행해 죽은 어린 아들이 이승을 헤맬까 수륙재를 연 

것이었다. 또한 태종은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으며, 수륙재위전

(水陸齋位田) 100결을 하사하여 재를 계속하게 하였다. 이후부터 이 

절에서는 매년 1월 또는 2월 15일에 수륙재를 열게 되었다.

진관사 수륙재

•사진 출처 :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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