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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

법상(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포교실장)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
1. 아미타불의 신앙
2. 극락정토의 구성
3. 극락왕생의 의미
4. 극락왕생의 수행
Ⅲ. 나아가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평안하고 행복하려는 소망이 있다. 이런 기
대를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시작도 없는
저 옛날부터 지어온 갖가지 악업의 제약과 온갖 번뇌의 습관에 가리어 자기의 본질을
망각한 채 그저 아련한 상태로 현실의 가치만을 지향하면서 추구하지만 또 다른 업의
수렁에 침잠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으로써 한계를 절감하고 구제의 갈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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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는 지혜의 불교를 지향하다가 대승불교에 이르러 자비구
제의 불교를 잉태하였다. 이러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연구되고 신앙되면서 지혜와
자비의 구제를 함께 구축하였다. 고대 한국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부처님의 지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에 편승한 구제의 불교를 지향하였
다. 여기서 지혜에 의한 자력적인 수행의 불교를 추구하고, 부처님의 자비구제에 의한
타력적인 신앙의 불교를 함께 지향한다. 그 대표적인 불교교학이 자력수행을 중시하는
성도문이고, 정토교학에서는 타력적인 자비구제의 중시하는 신앙이 정토문이다.
그런데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자비구제의 정토문을 추구하는 성향보다는 자력에 의
한 지혜를 성취하여 해탈열반의 성도문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아
미타불의 자비구제에 의한 타력적인 신앙의 정토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미타불신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 사바세계와는 다른 타방에 극락
세계가 존재하고, 현재 그곳에 아미타불께서 항상 설법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극락정토를 건설하게 된 동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의 本願을 세웠다
는 것이다. 셋째는 이 극락정토를 누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다. 석가부처님께서는
의심이 많아 믿지 않고 죄업이 지중한 중생을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淨土三部經
을 통하여 고구정녕하게 말씀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을 확고하

게 믿는 것을 전제로 발원하고 염불수행해서 왕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을 논제로 삼아, 먼저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을 고찰해 보고,

다음에 극락정토의 구성내용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의미, 그리고 극락에 왕생하는 수
행으로 나누어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찰함에 정토삼부경과 정토론, 略論安樂淨土義을 중심으로 경증
을 삼아 선행 연구자들의 성과물을 인용하면서 일반적인 정토의 구성과 신앙의 내용에
입각하여 평이하게 왕생의 의미와 염불수행에 관해서 정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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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
1. 아미타불의 신앙
정교교학에서 신앙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은 본래 명호
가 무량광불(Amitābha)과 무량수불(Amitāyus)이다. 이는 아미타불에 대한 위신
력(tathāgatasya aṇubhāva)을 표방하는 내용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람이 담긴
지혜와 자비를 함께 구비한 무한한 광명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거기에다 극락세계
의 아미타불은 아침마다 조반식사 전에 시방세계의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미타불이란 명호에는 시방제불의 숫자
와 더불어 동일한 의미를 구비하고, 무량한 공덕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
란 명호만 일컬어 불러도 중생은 구제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
력에 갖춰진 48가지 원력과 서원에서 기인하고 일체중생에게 모든 발원과 수행의 공덕
이 회향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미타불이 현재의 과덕을 갖춘 과거 요인과 동기가 되는 것은 어떤 발원과 수
행을 구체적으로 갖추었기에 위와 같은 위신력이 가능한 것인가? 극락장엄(Sukhāvatī
-vyūha)은 아미타불의 인위인 법장보살의 정토건립의 本願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

즉, 과거 오랜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無央數劫의 옛적에 錠光如來께서 이 세
상에 출현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부처님께서 잇따라 53불께서 출현하시어 중
생을 제도하셨는데, 世自在王佛 시절이 되어 한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최상의
보리심을 발하여 출가해서 법장비구 또는 法藏菩薩이 되었다. 그리고 世自在王佛의 인
도에 의해서 210억의 諸佛國土를 자세히 보고, 5겁 동안 사유한 결과 정토를 건립하려
고, 48가지 本願을 세운다. 그리고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兆載永劫의 수행의 결과
본원을 만족하고 정토건립을 완성하였던 것이다.1)
동시에 스스로는 무량한 지혜의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갖춘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
인 아미타불이라고 되어 있다. 이 무량수불의 덕을 무량수경에서는 광명의 붓다로서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無量光佛, 無邊光佛, 無碍光佛, 無對光佛, 炎王光佛,
1) 坪井俊映 著ㆍ韓普光 譯, 淨土敎槪論(서울: 弘法院, 1996), 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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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淨光佛, 歡喜光佛, 智慧光佛, 不斷光佛, 難思光佛, 無稱光佛, 超日月光佛의 12光佛이

다.2) 이 광명의 붓다라는 것이 인도의 세친보살이 아미타불을 이해한 중요한 요점이
되어 있다. 여래의 불가사의하고 걸림이 없는 광명에 자기가 그 광명을 받고 있다는 체
험이 정토신앙의 중핵인 것이다. 우리는 아미타부처님께 ‘당신의 자비광명을 攝取한 우
리 마음을 항상 비추어 보호해주소서!’라고 발원하고, 또 ‘우리가 번뇌에 눈이 가리어
비록 볼 수 없고 대비하신 성력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비추십니다.’라는 믿
음이 가장 정토신행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무량수불에 대해서 무량수경에서는 제12 光明普照願(光明無量願), 제13
壽量無窮願, 제17 諸佛稱揚(讚)願을 제시하고 있다. 한보광스님이 번역한 정토삼부경

의 내용을 보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
토를 비출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
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겁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
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무량한 제불이 저
의 이름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3)

라는 아미타불에 관한 위신력이다. 즉, 아미타불의 광명이 모든 불국토를 비추고, 아미
타불의 수명이 무한정하며,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
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한된 업력과 번뇌에 가리어 아미타불의 광명을 볼 수도 시
방제불이 칭찬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직접 아미타불의 명호
를 일컬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다음에 불설아미타경에 설해
진 아미타불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거기에

2) 坪井俊映 著ㆍ韓普光 譯, 淨土敎槪論(서울: 弘法院, 1996), pp.68-69;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
경(서울: 여래장, 2000), p.72-73 참조.
3)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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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미타불이 계시어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 사리불이여! 그대는 저 부
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줄 아는가?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
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
라고 하느니라. 또한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들의 수명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겁이므로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아미타불이 성불한지는 이미 10겁이 지났느니라.4)

이상의 내용은 무량수경과 유사하게 피력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아미타불에 대
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도 역시 수명이 한량
없고 끝없는 아승기겁이며, 아미타불이 성불하신지가 벌써 10겁이 지났다는 것이다.5)
그러면 이상과 같은 아미타불의 위신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가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모두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칙이
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국왕이 법문을 듣고 위없이 바른 최상의 보리심을
발하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가 다시 보살이 되어 세자재왕의 인도에 의해서 시방의
210억의 불국토를 관찰하고서 5겁 동안 사유한 결과 48대원을 세워서 육바라밀을 조

재영겁에 걸쳐서 수행한 결과 일체중생을 최상의 수행환경이 조성된 극락세계로 인도
하기 위해 완성하였다는 요인의 결과이다.6)
그래서 우리는 여래의 대자비광명에 자기가 비추어져 보호되고 있다는 종교체험이 
무량수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 무량수경에서는 “그 중생으로 하여
금 이 광명을 만나는 자는 三垢(貪瞋癡)가 소멸되어 몸과 마음이 유연해진다. 환희용약
해서 착한 마음을 낸다. 만일 三塗勤苦의 장소에 있으면서 이 광명을 보고자하면 모두
휴식을 얻어서 또한 고뇌도 없다.”7)라고 설하고 있다. 여래의 광명은 온갖 중생의 고뇌
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래의 광명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중생은 번뇌에 지혜의 눈이 가리어 여래의 攝取光明에 자기
4)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268-269.
5)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68-69 참조.
6) 한태식(보광),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존재에 관한 연구(淨土學硏究 第14輯, 2010. 12),
pp.50-55 참조.
7)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72-73에서 義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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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존께서는 극락정토의 구조를 설하신 뒤에 아난 등에게 무량수불을 예배하
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권고에 응해서 아난은 의복을 정제하고 正身西面하고서 무
량수불을 예배한다. 그리고 그 불국정토 보기를 발원한다. 그 말에 응해서 무량수불은
大光明을 놓아서 널리 일체 諸佛世界를 비춘다. 그리고 이 땅의 金剛鐵圍山과 須彌山王

크고 작은 일체 산에 모든 것이 부처님의 광명에 비춰져 일색으로 된다. 예를 들면 劫水
가 세계를 더욱 가득 채워서 만물이 그 가운데 침몰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아미
타불의 광명에 일체는 은폐되어 부처님의 광명만이 찬란히 빛나 일체를 비춘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위덕이 우뚝하여 수미산왕과 같이 일체세계 위에 높이 치솟아 서로 광명이
照耀한 것이 되었다.8) 이러한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대해서 略論安樂淨土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한다.

衆生世間淸淨에는 열두 가지 장엄한 성취가 있다. 첫째는 무량하고 커다란 진귀한

보배 왕의 미묘한 연화대로서 부처님의 좌대를 삼는다. 둘째는 무량한 상호와 무량한
광명으로 부처님의 몸을 장엄한다. 셋째는 부처님은 무량한 변재로 근기에 응하시어
설법하심에 소청과 여쭘을 구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듣고 듣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시어 말씀에는 헛된 설명이 아니다. 넷째는 부처님은 진여의 지혜가
마치 허공과 같아 모든 존재의 총괄적인 모습과 개별적인 모습을 비추시지만 마음에
분별이 없으시다. 다섯째는 하늘과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로 광대하게 장
엄한다. 비유하면 수미산의 영상이 사방의 큰 바다에 나타나듯이 진리의 왕의 모습도
갖추었다. 여섯째는 무상의 성과를 성취함에 오히려 미칠 수 없는데 하물며 다시 초
과하는 자이겠는가? 일곱째는 천인장부의 조어사가 되시어 대중이 공경하면서 에워
싸는 것은 마치 사자왕이 사자들에게 에워싸는 것과 같다. 여덟째는 부처님의 본원력
은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여 머묾에 만나는 자는 헛되이 지나는 자가 없어서 능히 속
히 일체 공덕의 바다를 원만히 갖추어 아직 淨心을 증득하지 못한 보살이 마침내 평
등한 법신을 증득하게 한다. 淨心보살과 더불어 上地보살은 마침내 동일하게 적멸의
평등을 얻는다.9)
8)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166-168에서 義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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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은 12가지 중생세간청정 가운데 8가지이다. 이 아미타불의 광명을 이 땅
의 일체중생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감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미타여래의 자비광명을 의지하여 깊은 믿음을 내어 간절하게 일컬어 염하고 견불과
왕생을 발원함으로써 구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제의 기연은 오직 아미타불의 자비
로운 본원에 의존해서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중생의 자각과 믿음과 발원, 그리고 일심
불란한 염불에 있다. 그러나 중생은 영리함을 발휘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피력하여 믿도록 독려한다. 이것이 극락국토를 구성한 내용이다.

2. 극락정토의 구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바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을 가꾸는 주체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를 정토교학에
서는 삶의 주체를 정보라고 하고, 그 주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의보라고
말한다. 즉, 정보인 중생이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곳, 또는 사는 곳인 국토나 가옥, 의복
과 식물 등을 일반적으로 기세간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극락세계에도 의보와 정보
의 48가지로 莊嚴하게 꾸며져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장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건립하는 것, 광명이 찬란한 것, 훌륭하게 배치하
는 것, 또는 훌륭하게 배열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또 장식의 뜻으로 물건을
장식하는 것, 훌륭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나 장식물인 보여주고 들려주며 맡아주고 느
껴지는 문화적 배경을 말한다. 정토삼부경에서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욕구를 충족하
게 하는 현상적인 장식을 인정한다. 따라서 현세의 중생들이 욕구하는 최고최상의 가치
로 여기는 사물들로 극락을 장엄하고 있다. 즉, 여덟 가지 공덕의 물과 일곱 가지 보배
의 연못, 황금의 땅, 일곱 가지 보배로 꾸며진 나무와 진리의 음성, 일곱 가지 보배로 장

9) 曇鸞 撰, 略論安樂淨土義(大正藏 47, p.1,b) “衆生世間淸淨有十二種莊嚴成就 一者 無量大珍寶王
微妙華臺以爲佛座 二者 無量相好無量光明莊嚴佛身 三者 佛無量辯才應機說法 具足淸白 令人樂聞 聞
者必悟解 言不虛說 四者 佛眞如智慧猶如虛空 照了諸法總相別相 心無分別 五者 天人不動衆廣大莊嚴
譬如須彌山映顯四大海 法王相具足 六者 成就無上果 尙無能及 況復過者 七者 爲天人丈夫調御師 大
衆恭敬圍遶 如師子王師子圍遶 八者 佛本願力莊嚴住持諸功德 遇者無空過 能令速滿足一切功德海 未
證淨心菩薩畢竟得證平等法身 與淨心菩薩與上地菩薩 畢竟同得寂滅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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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 누각, 일곱 가지 보배로 빛나는 연꽃 등으로 장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장엄은 바로 인간의 五根인 눈ㆍ귀ㆍ코ㆍ혀ㆍ몸 등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장엄들은 모두 사바세계에서는 욕구의 충족을 만족시키는
반면에, 극락세계의 장엄들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깨달음을 열어주는 機
緣으로 작용하도록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는 삶의 주체를 말하고, 의보는 정보가 의지해서 사는 국토나 환경
이다. 따라서 극락세계의 정보는 아미타부처님과 보살을 비롯한 극락세계의 모든 대중
을 말한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의보장엄과 주체들의 구성요소도 현세와 같이 땅ㆍ물ㆍ
불ㆍ바람ㆍ허공ㆍ의식ㆍ보배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색상에 청색ㆍ
황색ㆍ적색ㆍ백색으로 나타난다.
이를 초기불교에서 언급한 十遍處의 禪定修行에 의해서 구차제제정의 功德相으로 얻
어진 수승한 광명과 청정한 공덕을 확보하여 구경해탈과 열반의 세계를 얻는다고 하였
다. 이러한 관법은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의 장엄을 관상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면 정토삼부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에 대해서 무량수경에서는 48대원10) 가운데 제31 國土淸淨願(國淨普照願), 제32 國
土嚴飾願(無量勝音願)으로 설하는데,

10) 48願을 정영사 慧遠 撰, 無量壽經義疏(大正藏 37, p.103b), “於中合有四十八願 義要唯三 文別
有七 義要三者 一攝法身願 二攝淨土願 三攝眾生願 四十八中 十二 十三 及第十七 是攝法身 第三十
一 第三十二 是攝淨土 餘四十三 是攝眾生”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攝法身願제12 光明普照願(光明無量願)ㆍ제13 壽量無窮願

제17 諸佛稱揚(讚)願
법攝淨土願--제31 國土淸淨願(國淨普照願)ㆍ제32 國土嚴飾願(無量勝音願)
장
惡趣無名願ㆍ無墮惡道願ㆍ同眞金色願ㆍ形貌無差願
의
 극成就宿命願ㆍ生獲天眼願ㆍ生獲天耳願ㆍ悉知心行願
대
 락神足超越願ㆍ淨無我想願ㆍ決定正覺願ㆍ聲聞無數願ㆍ衆生長壽願
원 攝 세皆獲善名願ㆍ具足妙相願ㆍ晨供他方願ㆍ所須滿足願ㆍ善入本智願
 衆 계那羅延力願ㆍ莊嚴無量願ㆍ寶樹悉知願ㆍ獲勝辯才願ㆍ大辯無辺願
 生
須衣隨念願ㆍ纔生心淨願ㆍ樹現佛刹願ㆍ欲聞自聞願
願시방세계蒙光安樂願ㆍ成就摠持願ㆍ永離女身願ㆍ聞名至果願

天人敬禮願ㆍ十念往生願ㆍ臨終現前願ㆍ廻向皆生願

咸皆補處願ㆍ無諸根缺願ㆍ現證等持願ㆍ聞生豪貴願
타방세계具足善根願ㆍ佛供堅固願ㆍ菩提不退願ㆍ現獲忍地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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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는 한량없이 청정하여 시방일체의 무량무수
한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봄이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땅과 허공에 있는 궁전이나 누각, 연못과 흐르는 물, 꽃이나 나무 등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 천 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며, 꾸밈이 장엄
하고 기묘하며 모든 인간계나 천상계보다 뛰어나며, 그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이를 맡은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의 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는 차라
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11)

라고 설하였다. 여기서 극락국토의 만물은 모든 현세의 인류가 가장 가치로 여기는 보
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방세계도 비춰지며,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는 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무량수경의 七寶
樹와 法音樹莊嚴, 七寶樓閣과 蓮池의 莊嚴, 七寶大地의 莊嚴12)과 아미타경의 依報莊嚴

과 正報莊嚴, 관무량수경의 16觀法, 왕생론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왕생론에는 기세간 청정과 중생세간 청정이 논해진 내용 가운데 의보장엄인 기세간청

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한다는 것은 17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
야 한다. 무엇이 17가지인가? 첫째로 청정공덕성취이고, 둘째로 量공덕성취이며, 셋
째로 性공덕성취이고, 넷째로 형상공덕성취이며, 다섯째로 갖가지 일의 공덕성취이
고, 여섯째로 妙色공덕성취이며, 일곱째로 감촉의 공덕성취이고, 여덟째로 장엄13)
한 공덕성취이며, 아홉째로 雨공덕성취이고, 열째로 광명공덕성취이며, 열한째로 음
성공덕성취이고, 열두째로 主공덕성취이며, 열셋째로 권속공덕성취이고, 열넷째로

11)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53-54.
12) 한태식(보광),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존재에 관한 연구(淨土學硏究 第14輯, 2010. 12),
pp.58-73에에 아주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따라서 정토장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광스님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장엄공덕성취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겠다. 어떠한 것들이 세 가지인가? 첫째로
물의 장엄공덕, 둘째로 땅의 장엄공덕, 셋째로 허공의 장엄공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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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공덕성취이며, 열다섯째로 모든 어려움이 없는 공덕성취이고, 열여섯째로 大義
門14)공덕성취이며, 열일곱째로 일체 구하는 바의 공덕성취이다.15)

이상과 같이 극락의 의보에 관한 기세간청정장엄을 상세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하였
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화를 창조하고 구성하여 그 문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문화란
일종의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어 보다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불교에서 구성하는 문화를 莊嚴이라 부르고, 그것에 의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흥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을 불교의 모든
경전 아니 대승경전에서는 반드시 언급되어져 있다. 이를 불교의 莊嚴이라고 한다.
장엄이란 극락세계의 구성내용이며 쉽게 말해서 장식하고 꾸민다는 의미이다. 여기
에는 依報莊嚴과 正報莊嚴으로 나누어진다. 또 依報莊嚴은 國土莊嚴이나 淨土莊嚴, 佛
國土莊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즉, 十方他方淨土莊嚴,
靈場淨土莊嚴, 唯心淨土莊嚴, 汎神論的 淨土莊嚴 등이다. 그리고 正報莊嚴이란 佛莊嚴,
菩薩莊嚴, 聲聞莊嚴, 緣覺莊嚴, 衆生莊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한 장엄은 환경

을 조성하는 인간이나 살아가는 주체인 正報의 의도나 욕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욕구
라고 하면 욕망과 결부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각각의 삶의 주체들이
依報를 이상적인 형태로 가꾸려는 의도를 願力, 또는 本願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삶

의 주체들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또는 本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莊嚴과 願力
은 서로 연관시켜 생각해 보아야할 내용이다.16)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께서 48대원을
세워 이룩한 정토의 기세간 청정공덕장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교의 수행문화
라고 말한다.

14) 대의문공덕성취란 대승의 선근의 세계는 평등하게 꺼리고 싫어하는 이름도 없어 여인과 육근의
불구자와 이승의 종자도 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15) 菩提流支 譯, 無量壽經優波提舍願生偈(大正藏 26, p.231,b-c) “觀察彼佛國土功德莊嚴者 有十
七種事應知 何者十七 一者淸淨功德成就 二者量功德成就 三者性功德成就 四者形相功德成就 五者
種種事功德成就 六者妙色功德成就 七者觸功德成就 八者莊嚴功德成就 九者雨功德成就 十者光明功
德成就 十一者聲功德成就 十二者主功德成就 十三者眷屬功德成就 十四者受用功德成就 十五者無諸
難功德成就 十六者大義門功德成就 十七者一切所求功德成就"
16) 李太元 著, 淨土의 本質과 敎學發展(서울: 우주사, 2006), pp.68-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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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락왕생의 의미
보살이 발심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菩提心(bodhi-citta)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수행자가 수행의 과정에서 보리심에서 不退轉(avivartika)17)을
얻을 수 있으면 불도를 성취할 것이다. 만약 보리심에서 물러나 잃어버린다면 퇴전하여
이승에 떨어지거나 혹은 五趣의 생사로 물러나게 되어 성불할 수 없기 된다. 그리고 보
살도는 너무나 광대하고 수행하기 어려워 물러나기 용이하고, 겁약하고 하열한 중생은
스스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전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이행도를 개설하였다. 그 대
표적인 경전이 정토삼부경이고 불퇴전에 이르기 쉬운 염불수행법이다.
초기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또는 동북아의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삼국에 이르기까지 염불은 한 가지 중요한 수행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중국불교의
각종각파는 모두 염불을 제창하였고, 정토종은 더욱 염불수행을 가지고 극치에까지 이
끌어 올렸다. 그러데 염불을 중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주삼매경
에서는 觀想念佛에 의한 觀佛三昧를, 문수반야경에서는 염불에 의한 一行三昧를, 수
능엄경에서는 수능엄삼매를 각각 개설하였고, 대반야경에서는 수행의 내용에 다른
각각의 108삼매를, 정토삼부경에서는 念佛에 의한 觀佛三昧와 念佛三昧와 普等三昧에
서 見佛과 往生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네 가지이다. 첫째로 보
살은 염불을 통해서 바로 불도에 들어갈 수 있고, 둘째로 염불은 갖가지 번뇌와 과거의
죄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시기에 보살은 법을 수
지하기 위해서 존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뿐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무량한 지혜
는 모두 부처님을 따라서 얻을 수 있기에 염불은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토삼부경에서는 갖가지 공덕수행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에
17) 不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念不退이고, 둘째 行不退이며, 셋째 位不退이고, 넷째 畢
竟不退이다. 첫째의 念不退는 無明을 타파하여 佛性을 나타냄에 민첩하게 實報土의 分證한 寂光
土에 왕생한다. 둘째의 行不退는 見惑과 思惑이 이미 탈락하였고 塵沙惑도 타파하여 方便土에 왕
생하여 극과를 추진한다. 셋째의 位不退는 업을 대동하고 왕생함에 凡聖同居土에서 연꽃이란 바
탕에 의탁하여 영원히 물러날 반연을 여읜다. 넷째의 畢竟不退는 지극한 마음과 산란한 마음, 有
心과 無心, 혹 알거나 혹 알지 못하는 것을 논하지 않고, 다만 아미타불의 명호가 한번 이근을 지
나거나 혹은 육방의 부처님 명호나 혹은 이 경전의 명자가 한번 귀를 지나기만 하면 가사 천만겁
후에 필경에 이 요인으로 도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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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례로 배우고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16觀法이다. 그
리고 용수는 十住毗婆沙論에서 염불을 일컬어 易行道라고 논한다. 이 이행도는 수행
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남이 없는 경지인 불퇴전지에 오르
기 쉽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 무량수경의 제47 菩提無退願과 제48 現護忍地願을
보면,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국토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도 불퇴전
(不退轉)에 이르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국토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바로 제일 음향인(音響忍), 제
이 유순인(柔順忍), 제삼 무생법인(無生法忍)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 대해 불
퇴전(不退轉)에 이르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18)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불퇴전과 삼법인은 불교의 수행과정의 계위에서 매우 중요
한 지위를 갖는다. 불퇴전의 지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어 제7 不退轉住를 의미하기
도 하며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에 삼법인
은 聞思修 三慧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見道와 初地의 계위로부터 제8지에 이른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고 한다.19) 이에 대해서 無量壽經의 法音樹莊嚴에서 언급한 依報莊嚴
을 보면,

미풍이 서서히 불면 모든 가지와 잎을 움직여서 무량한 묘음의 음성을 연출하는
데, 그 소리가 흘러 모든 불국토에 울러 퍼지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無生法忍
을 얻어 不退轉地에 머물고, 佛道에 이를 때까지 귀가 청정하고 투철하여 괴로움과
병환을 만나지 않으며,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며, 코로 그 향기
를 맡고, 혀로 그 맛을 보며, 몸으로 그 빛의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그 인연을 생각
하느니라. 따라서 일체 모든 깊고 깊은 法忍을 얻어 불퇴전지에 머물러 불도에 이를
때까지 六根이 청정하여 모든 번뇌와 병환이 없느니라. 아난아, 저 국토의 사람들로
18) 한보광 國譯, 정토삼부경(서울: 여래장, 2000), pp.59-60.
19) 한태식, ｢정토교에서 깨달음의 문제｣(淨土學硏究, 第12輯,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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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무를 보는 자는 三法忍을 얻으니 첫째는 音響忍이며, 둘째는 柔順忍이며, 셋째
는 無生法忍이니라. 이것은 모두 무량수불의 威神力 때문이며, 本願力 때문이며, 滿
足願 때문이며, 明了願 때문이며, 堅固願 때문이며, 究竟願 때문이니라.20)

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극락국토의 보배나무는 미풍이 불면 진리의 음성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무생법인을 얻어 不退轉地에 머문다고 한다. 그로 인해
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六根이 청정해지고 병고와 고통이 없어져서 극락국의 보배나무
를 보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삼법인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威神力과 48원의 本願力과 모든 중생을 모자람이 없이 만족하게 하는 滿足
願과 그 원이 허망하지 않으므로 明了願과 능히 파괴할 수 없으므로 堅固願과 반드시 깨

달음의 결과를 이룰 수 있으므로 究竟願의 공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
생들이 극락의 보배나무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삼법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미타불의 二力과 四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수나라의 淨影寺 慧遠은 無量壽經疏에서 音響忍은 三地이고, 柔順忍은
四地와 五地, 六地이며, 無生法忍은 七地 이상이라고21) 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憬興은

無量壽經連義述文贊 卷中에서 淨影寺 慧遠의 학설과 다른 여러 설을 인용하면서 아미

타불의 본원력에 의해 왕생하기 때문에 삼법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22) 그런데 無
20)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79;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271, a) “微風徐動出妙法音 普流十方一切佛國 其聞音者得深法忍 住不退轉 至成佛道 不遭苦患 目
覩其色 耳聞其音鼻知其香舌其味 身觸其光 心以法緣 一切皆得甚深法忍 住不退轉至成佛道 六根徹
無諸惱患 阿難 若彼國人天 見此樹者得三法忍 一者音響忍 二者柔順忍 三者無生法忍 此皆無量壽佛
威神力故 本願力故 滿足願故 明了願故 堅固願故 究竟願故”
21) 淨影寺 慧遠 撰, 無量壽經疏 卷下(大正藏, 37, p.106,a) “次列三名 尋聲悟解 知聲如響 名音響忍
三地已還 捨詮趣實 名柔順忍 四五六地 證實離相 名無生忍 七地已上”
22) 憬興 撰, 無量壽經連義述門贊 卷中(大正藏 37, p.156,c) “經曰阿難若彼至威神力故者 述云此後
智力得忍有二 此初神力得益也 有說初二三地尋 聲得悟聲如響故云音響忍 四五六地捨詮趣實故云柔
順忍 七地以去捨相證實故云無生忍 忍者慧心安法故 此必不然 初地已上皆已證實 應無尋聲趣實異故
有記有說初在十信尋聲悟解故 次在三賢伏業惑故 後證實相故云無生忍 此亦非也 未入十信若生彼土
不得法忍違本願故 今尋樹音聲從風而有 有而非實故得音響忍 柔者無乖角義順者不違空義 悟境無性
不違於有而順空故云柔順忍 觀於諸法生四句故云無生忍 經曰本願力故至究竟願故者 述云此後願力
獲利也 本願者往誓願之力 他方菩薩聞名得忍況亦自土 故願無缺故滿足 求之不虛故明了 緣不能壞故
堅固 願必遂果故究竟 由此願力生彼土者皆得三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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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壽經에서는 上輩와 中輩, 下輩의 삼배왕생자는 모두 不退轉地에 오른다고 한다.23)

그러나 觀無量壽經에서는 上品上生은 왕생하는 즉시 무생법인을 얻지만 上品中生은
一小劫이 지난 뒤 무생법인을 성취한다고 하였고, 上品下生은 三小劫이 지나면 初地인
歡喜地를 얻는다고 하였다.24) 無量壽經에서는 극락세계의 보살과 대중의 덕상에 대

해서 설하고 있다.

저 국토의 보살들은 모두 마땅히 구경의 一生補處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본원에 의해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널리 일체 중생을 제
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일생보처에 머무는 것에서 제외되느니라.25)

여기서는 극락의 성중 가운데 보살에 관한 설명이다. 보살은 一生補處에 이르러 다시
는 윤회를 거듭하는 分段生死를 받지 않고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
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보살들은 일생보처에 머물지 않고 중생제도를 위해 願生을 선택
한 보살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살의 願生에 대해서는 제22 咸皆補處願에
서,

한 보살은 觀世音菩薩이고, 또 한 보살은 大勢至菩薩이라고 하느니라. 이 두 보살
은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았으며, 수명이 다하자 몸을 바꾸어 저 극락국에 태
어났느니라. 아난아 저 나라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32相을 갖추고, 지혜가 충만
하며,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 요지와 오묘한 뜻을 끝까지 추구하여 깨닫고 신통력이
자재하며, 육근이 밝고 예리하리라. 그러므로 아무리 둔한 근기라고 할지라도 두 가
지 인은 성취하고,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無生法忍을 얻느니라. 또한
저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재하며, 항상 宿命通

23)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p.97-100;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下(大正藏,
12, 272,b)
24)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p.232-238; 康僧鎧 譯, 佛說觀無量壽經(大正藏,
12, 344,c -345,b)
25)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109;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下(大正藏, 12,
p.273,b) “彼國菩薩 皆當究竟一生補處 除其本願 生故 以弘誓功德而自莊嚴 普欲度脫一切生”

- 20 -

을 얻느니라. 다만 일부러 타방의 五濁惡世에 태어나 중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투고
자 하는 사람은 나의 국토에 왕생하는 것에서 제외되느니라.26)

라고 성불할 때까지 무수한 무생법인과 원생을 피력하였다. 즉, 一生補處의 대표적인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다. 이 보살들은 극락에 왕생하고 난 뒤 다시 윤회의
분단생사의 業生을 받지 않고 해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생보처를 보살계위는
51階位의 等覺이라고 한다. 鈍根者는 음향인과 유순인을 성취하고, 利根者는 무생법인

을 증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워 오탁악세에 태어나기
를 원하는 보살은 願生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일생보처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극락의 대중을 일생보처로 설하면서도 제22 咸皆補處願과 보살의 32상과 대중의 32상
에서 일관되게 願生菩薩은 일생보처에서 제외한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살이
스스로 선택한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도의 길로 일부러 극락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한편 제45 供佛堅固願에서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국토의 모든 보살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모든 부처
님을 두루 뵐 수 있는 삼매(普等三昧)를 얻을 것이며,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할 때까
지 항상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일체제불을 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27)

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타방국토의 모든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보등
삼매를 얻어 성불할 때까지 모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불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뵙고 친히
26)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110;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下(大正藏, 12,
p.273, b) “彼二菩薩其號云何 佛言 一名觀世音 二名大勢至 是二菩薩 於此國土修菩薩行 命終轉化
生彼佛國 阿難 其有生生彼國者 皆悉具足三十二相 智慧成滿深入諸法 究暢要妙神通無 諸根明利 其
鈍根者成就二忍 其利根者得阿僧祇無生法忍 又彼菩薩 乃至成佛不更惡趣 神通自在常識宿命 除生他
方五濁惡世 示現同彼如我國也”
27) 韓普光 譯, 淨土三部經(여래장, 2000), p.59;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p.269, a) “設我得佛 他方國土諸菩薩衆 聞我名字 皆悉逮得普等三昧 住是三昧至于成佛 常見無量
不可思議一切如來 若不爾者 不取正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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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을 들으면 곧바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見佛은 바로 見性이
고 見道인 것이다. 이와 같이 왕생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세에서 견불하여 견성과 견도를 이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왕생하여
正定聚에 머물러 불퇴전에 올라 無生法忍을 얻고 구경에 일생보처에 올라 일생에 성불

한다는 것이다.

4. 극락왕생의 수행
염불의 공능은 대단하여 삼계를 초월한다. 그것은 애초에 菩提心을 발하여 완전한 깨
달음을 실현하기 위해 발원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왕생은 현생
에서는 見佛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된 청정한 자기 자성을 깨달은 見性을 의미하고, 극
락에 왕생하는 것은 바로 正定聚의 不退轉과 더불어 三法印을 체득하여 궁극적으로 一
生補處에 올라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왕생의 행도에 대해서 무량수경에

서는 三輩往生을 설하여 아미타불의 48대원을 향수하도록 그 내용을 설하고,28) 관무
량수경에서는 三福往生과 더불어 구품연대를 설정하여 왕생행도의 척도를 언급하였
으며, 아미타경에서는 깊은 믿음과 왕생발원을 바탕으로 一心不亂하게 執持名號하는
것을 왕생의 요체로 삼아 완전한 깨달음의 실현을 구현하도록 설하였다.29)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무량수경에서는,

설사 내가 부처가 되었을 적에 시방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려 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적어도 十念만하여도 만약 왕생하지 못하면 정각을 성취하지 않
겠습니다. 오직 오역과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설사 내가 부처가 되었을 적
에 시방의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발원한다면 임종할 때에 가령 대중과 더불어 둘러쌓아 그 사람 앞에 위요
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각을 성취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내가 부처가 되었을 적에
시방의 중생이 나의 명호를 듣고 나의 나라에 생각을 맺어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어
28) 藤田宏達, 原始淨土思想の硏究(東京: 岩波書店, 1970) 참조.
29) 한태식, ｢정토교에서 깨달음의 문제｣(淨土學硏究, 第12輯, 2009), pp.52-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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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태어나자고자 회향하여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정
각을 성취하지 않겠습니다.30)

라고 보리심의 발원과 지극한 믿음, 왕생발원, 적어도 십념의 행도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명호만
들어도 왕생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왕생행도가 聞法
과 聞名에서 稱名으로 稱名에서 念佛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명호뿐만 아니
라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하거나 그 경전의 명칭만 들어도 왕생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
다. 그래서 지극한 염불삼매에 의한 왕생은 바로 불퇴전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아미타경에서는,

사리불이여! 중생이 듣는 자는 응당 발원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길 원해야 한다. 왜
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과 더불어 모두 한곳에 모이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적은 선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 사리불이여! 만약 어떤 선남
자 선년인이 아미타불 설함을 들고 명호를 집지하여 혹 하루, 혹 이일, 혹 삼일, 혹 사
일, 혹 오일, 혹 육일, 혹 칠일 一心不亂하게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아미타
불이 모든 성스러운 대중과 더불어 그 앞에 현재한다.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마
음이 顚倒되지 않으면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31)

고 하였다. 여기서는 일심으로 산란하지 않는 염불삼매와 더불어 왕생발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에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염불과 발원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배어져
30) 康僧鎧 譯, 佛說無量壽經 卷上(大正藏 12, p.268,a-b) “設我得佛 十方衆生至心信樂 欲生我國
乃至十念 若不生者 不取正覺 唯除五逆 誹謗正法 設我得佛 十方衆生發菩提心修諸功德 至心發願欲
生我國 臨壽終時 假令不與 大衆圍遶現其人前者 不取正覺 設我得佛 十方衆生聞我名號係念我國 殖
諸德本 至心迴向欲生我國 不果遂者 不取正覺”
31) 鳩摩羅什 譯, 佛說阿彌陀經(大正藏 12, p.347,b) “舍利弗 衆生聞者 應當發願願生彼國 所以者何
得與如是諸上善人俱會一處 舍利弗 不可以少善根福德因緣得生彼國 舍利弗 若有善男子善女人 聞說
阿彌陀佛 執持名號 若一日 若二日 若三日 若四日 若五日 若六日 若七日 一心不亂 其人臨命終時 阿
彌陀佛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心不顚倒 卽得往生阿彌陀佛極樂國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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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집중된 가치체계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에 관무량수
경에서는 위제희의 현실적 고뇌를 피력한 후에 三福往生에 대해서 설하길,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부모에
게 효도하여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스런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을 닦는다. 둘째는 삼귀의를 수지하고 온갖 계를 구족하여 위의를 범하지
않는다. 셋째는 보리심을 발하여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정진하여
수행하길 권장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이름하여 정업이라고 한다. ……
이 세 가지 업은 이에 이 과거, 미래, 현재 삼세 모든 부처님의 정업인 정인이다.32)

고 정업을 피력하였다. 즉,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섬기며, 삼귀의와 재계를 갖추
고, 보리심을 발하고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정진하길 권하는 것이 삼세제불
의 정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
나려 하는가? 왜냐하면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보살을 가르쳐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특히 아직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만약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
의면 적은 공덕으로서는 방편력이 부족해서 중생을 교화할지라도 이익이 적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타락하고 만다. 이 때문에 처음 배우는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가? 앞에서 언급했던 복덕과 지혜 및 염불삼매의 수행을 제외하고, 요구되는 것은 보살
의 마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께서 구원해 주실 별원에 의해서 구원될 것임을 믿고서 부
처님을 여의지 않으려고 간절히 발원하고, 어느 곳에 태어나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
길 발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함에 반드시 보리심을 발함과
아울러 부처님의 위신력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닦은 염불의 선근을 회향하면서 왕생
을 발원하는 것이다.

32) 畺良耶舍 譯, 佛說觀無量壽佛經(大正藏 12, p.341,c) “欲生彼國者 當修三福 一者孝養父母 奉事
師長 慈心不殺 修十善業 二者受持三歸 具足衆戒 不犯威儀 三者發菩提心 深信因果 讀誦大乘 勸進
行者 如此三事名爲淨業 …… 此三種業乃是過去未來現在 三世諸佛淨業正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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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아가는 말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이것은 믿음과 왕생발원과 염불수
행에서이다. 이에 대해서 석가부처님께서는 의심이 많아 믿지 않고 죄업이 지중한 중생
을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淨土三部經에서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
로 아미타불의 본원을 확고하게 믿는 것을 전제로 왕생발원하고 염불수행해서 극락세
계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본론에서는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을 논제로
삼아서, 첫째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아미타불을 신앙해야할 당위성을 고
찰해 보았다.
둘째로 극락정토의 구성내용은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48대원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는 것이다. 즉, 현세에서 가장 최고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보물들인 칠보의 가로수
와 연못과 연꽃과 누각과 갖가지 진리를 설하는 새들의 17가지 기세간청정장엄과 12가
지 중생세간청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의미에 두 가지기 있는데, 하나는 현생에서 견불하여 견
도하거나 견성하여 자성의 본질을 깨달아 청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정정취에 머물면서 불퇴전에 올라 삼법인을 얻고 구경에 일생보
처에 이르러 성불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극락에 왕생하는 수행은 삼배와 삼복을 수행하
거나 아미타불께서 구제하려는 48본원을 지극하게 믿고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면서 극
락왕생을 발원하고 일체의 선근복덕을 회향함으로써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이 사바세계와는 다른 타방에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현재 그곳
에 아미타불께서 항상 설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이 극락정토를 건
설하게 된 동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께서 48本願을 세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셋째는 이 극락정토를 누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 중
생을 위해서 5겁 동안 사유한 끝에 48본원을 세워서 중생을 위해 조재영겁에 걸쳐 수행
하여 극락장엄의 세계를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보리심을
발하여 적어도 십념만이라도 염불하면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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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법상스님의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에 대한 논평문

한보광(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이번 본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는 지난 2010년도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순례
코스 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기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순례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한국불교는 다양한 주제로 가능하다. 인물이나 고승중심, 신앙중심,
교학중심, 시대중심, 수행중심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고승들의 행적을 따라서 순례할
수 있는 코스도 가능하다. 원효로드나 의상로드 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음신앙이나 아미타신앙, 지장신앙, 미륵신앙, 사리신앙 등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본 주제를 아미타로드로 정하였다.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33관음순
례는 이미 조계종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아미타불도량 중심의 아미
타로드이며, 그 부주제를 “극락가는 길”로 정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량에는 정토
도량이 무수히 많다. 특히 정토관련 건축물이나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 많다. 이 중에서
과거의 정토도량이나 현재 정토신행을 하고 있는 도량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런 중에서
도 현재 염불신행을 유지 계승하고 있는 곳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정토교학의 상징인
아미타불의 48대원을 근본으로 하여 48군데를 선정하였다.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학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세미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상스님의 “아미타불의
신앙과 왕생” 논문은 정토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극락정토의 불신관, 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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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원론, 신앙론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정토삼부경을 비롯하여 정토교학자
들의 논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논문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세친의 往生論
曇鸞의 略論安樂淨土義를 비롯하여 淨影寺 慧遠과 憬興의 저술까지도 비교대조하면

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왕생방법으로 정토수행과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관불삼매, 관상삼매, 일행삼
매, 염불삼매 등을 열거하면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
다.

순례란 단순한 여행이나 문화탑방과는 다르다. 정토도량 48사찰을 순례하는 염불수
행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구도행각이고, 염불수행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토사상과 신앙을 어떻게 순례행자들에게 교
육시키고, 신앙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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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한국 정토신앙 관련 문화재 현황

정우택(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목

차

1. 이제가면 언제오나
2. 극락세계；가고 싶은 정토
3. 극락의 조형
1) 아름다운 세계
2) 극락을 가슴에 담고
3) 극락 연못에 나시고
4. 극락으로 인도 하소서
1) 내손을 잡아주소서
2) 접인중생 하시고

1. 이제가면 언제오나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
한 불안감과 기대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불교에서의 극락과 지옥, 즉 선
과 악의 양극화는 물론 내세의 존재유무를 떠나 현세에서의 善行(德)과 불교에 대한 경
외심을 쌓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종교의 속성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이다. 특히, 極樂의 설정은 긍정적 사후세계의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실체적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고, 민족, 시대, 종파에 관계없이 그 신앙 또한 성행하였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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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죽음은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죽음에 긍정적인 면 또한 가지고 있다.
고대로 부터 있어왔든 재생의 믿음 때문인지도 모르며 다만 앞서가는 것뿐이라는 순차
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불교 역시 현세 구복적임과 동시에 죽
음이 없는 세계로 재생한다는 내세구복적인 성격도 강하여, 사후 세계를 선-극락, 악지옥이라는 이등분적 분류 체계를 설정하였다.

2. 극락세계；가고 싶은 정토
불교에서는 現世를 穢土라 부르는데 이는 나쁘고 더럽혀진 땅이라는 의미로 이 예토
자체가 지옥과 연결되어있다고 보고 있어 인간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현세와 연속선상에 있어 굳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갈수 있는 곳이라면 극락에 왕생하기 위하여는 自力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三國遺事에 전하는 광덕과 장엄의 내용은 현존 문헌 가운데 보이는 가장 빠른 극락

세계 왕생에 대한 인식이다.
“그들은 신라 문무왕대 경주에 살았는데, 광덕은 신발장수로 처가 있었고 장엄은 암

자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그들은 구도자로 서로 극락에 먼저가게 될 때에는 꼭 알리고
가자고 약속하였는데, 어느날 저녁 무렵 장엄은 ‘나는 이제 서방왕생하니 그대는 후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장엄이 문 밖을 보니 구름에서 천성락이 들리며 광
명이 땅에 드리워 있었다. 이후 광덕을 장사지내고 장엄의 처와 함께 살았는데 몸을 허
락하지 않아 물으니 ‘10여년간 광덕과 살았어도 한자리에 눕지 않았고, 광덕은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16관을 지었다’고 하였다. 이에 장엄은
크게 뉘우치고 일심정려 수도하여 서방왕생 하였다.”1)
광덕과 장엄은 평범한 서민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방극락세계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오직 신심과 실천만으로도 극락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내용이다.
역시 삼국유사에는 또 다른 극락왕생의 형태를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포천산 석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섯 분의 스님이 함께 살면서 아미타부처를 전
1) 삼국유사권5, 감통7 광덕장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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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하였다. 그들이 서방왕생을 구한지 몇 10년에 홀연히 성중이 서쪽에서 나타나 그들
을 맞이하니 다섯 분의 스님은 각각 연화대에 앉아 허공을 날아가다가 통도사문 밖에
이르러 유연하면서 천락을 연주하자 사승이 나와 보니 다섯 분의 스님이 무상고공의 이
치를 설하고는 유해를 벗어버리고 대광명을 발하며 서쪽으로 향하여 가 버렸다.”2)
스님들은 수행자로 미타신앙에 전념하였고 특히 서방에서 와서 그들을 맞이하러, 즉
내영하였다는 점에서 앞서의 광덕과 장엄의 서방왕생과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극락은 “마음에 더러움이 없으면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지가 않지만 性이 더러
운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3)라고 하였듯이 실상 마음에서 비
록된 것이다. 예를 들어 원묘요세(1163-1242)는, “세상을 떠날 때 定에든 마음이 곧 극
락정토다”4) 하였다.
禪風을 일으킨 나옹혜근(1320-1376)은, “서쪽을 향하여 정성스런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상품의 연화가 저절로 열릴 것이다”5)라고 서향 염불을 권하였으며, 역시 선종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함허기화(1376-1433)는, “아미타부처의 크신 원력에 힘입어 구품
연화대에 곧바로 올라 노니소서”6)라 하였듯이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선사들도 극
락과 극락왕생을 적극 권장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극락왕생 신앙은 매우 성행하여 속인들의 극락과 극락왕생에 대한
인식 역시 적지 않다.
“7겹의 보배 그물을 둘러서 장엄한 나라를 극락세계라 하고, 九品의 연꽃대를 베풀어

서 맞아주는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 한다”7), 라는 극락의 정경을 서술하는 내용을 비
롯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부처가 되게 하여 주소서”8), “仙靈께서 극락국토에 왕생
하시어 여러 보살과 함께 놀으시며 친히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수기를
2) 삼국유사권5, 피은8, 포천산 오비구
3) 정혜결사문27장 후(권기종, ｢고려시대 선사의 정토관｣, 한국정토사상연구, 동국대학교불교
문화연구원, 1985년, 10월, p.125 재인용)
4) 동문선권117, ｢만덕산 백련사 원묘국사 비명｣
5) 한국불교전서제6책, ｢나옹화상가송｣
6) 함허어록(이재창, ｢조선시대 선사의 염불관-기화와 휴정을 중심으로-｣, 한국정토사상연구,
1985년, 10월, p.247 재인용)
7) 동문선제112권, ｢미타재소｣
8) 동문선제111권, ｢김제학천처칠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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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소서”9), 나아가 “육도의 윤회를 벋어나서 上上品으로 태어나 극락의 연못 가운데
서 부처님을 친견하고…”10), “오래 훈습한 것을 나타내서 9품의 연화대 위를 한 걸음에
바로 오르고 7겹의 보배 그물 속에서 여러 성형들과 더불어 같이 놀으소서”11)라 하였
듯이 극락 구품의 왕생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한편, 극락정토왕생의 바램은 불화의 발원 공덕을 통하여도 희구하였음을 적지않은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일본에 전하고 있는 고려불화 가운데, 도쿄국립박물관의
1286년 아미타여래도와 隣松寺의 1323년 觀經十六觀變相圖에는 “나의 목숨이 다할 때

모든 장애를 없애고 더불어 고난에서 벋어나 아미타부처님을 만나 지체 없이 극락세계
에 왕생하기를 바라 옵니다”(願我臨欲命終時 盡除一切諸障碍 兼及己身不逢楛難 面見彼
佛阿彌陀 卽得往生安樂刹)라고 하여 적극적인 불화 발원 공덕을 표현하였다. 또한, 根
津미술관의 1306년 아미타여래도에는, “법계의 모든 성정과 내가 안양세계에 다시 태

어나기를”(法界生生兼及己身超生安養), 知恩院의 1323년 관경십육관변상도에는, “이러
한 공덕으로 나와 여러 중생들이 극락국에 태어나기를”(願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等與
衆生 盡生極樂國)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조선불화에도 역시 정토 왕생을 바라는 내용의 화기가 적지 않게 보이는데, 지온인의
1465년 관경십육관변상도는 삼도에서 벋어나 上品으로 아미타여래의 접인을 받아 극

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하여 그렸으며, 역시 지온인의 1550년 觀音三十二應身圖는
왕비가 仁宗의 선가가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여 발원 한 그림이다. 또한, 라이고지
(來迎寺)의 1582년 아미타정토변상도는 비구니 스님이 惠嬪鄭氏의 극락 왕생을 기원

하여 발원한 純金 西方九品龍船接引會圖이다.
한편, 조선시대 17세기 이후에도 불화의 발원 공덕으로 극락 왕생 기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문구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거나 몇 개의 字句를 달리하는 정도이
다. 예를들어 고방사의 1688년 아미타설법도의 “이러한 공덕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중
생들이 극락에 태어나 함께 아미타부처를 뵙고 모두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 합니다”(願
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等與衆生 當生極樂國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라는 발원문은 조

9) 동문선제111권, ｢대이화녕천망구소｣
10) 동문선제111권, ｢대우판사천망처백일재소｣
11) 동문선제112권, ｢천박량최선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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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후기 불화의 극락왕생 발원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문구이다. 그리고 이 문구를 적
절하게 각색한, 願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等與衆生 極樂國(정수사1878년과 청암사 수
도암 1906년 아미타설법도 등), 願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等與衆生 同見無量壽 皆共成
佛道(백련사 1908년 아미타설법도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많지는 않으나 통도사

의 1878년 아미타설법도의 “이러한 인연과 공덕으로 오래 살아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한다(以次因緣 功德生前壽福 死後同往極樂之大願)와 같이 앞서
와는 다른 문구를 사용 한 경우도 있다.
한편, ‘願以此功德’ 으로 시작하는 극락왕생 발원 문구는, 장곡사 괘불화(1673년), 파
계사 釋迦說法圖(1707년), 쌍계사 甘露王圖(1728년), 통도사 阿彌陀說法圖(1740년)
를 비롯하여 불암사 現王圖(1846년), 송광사 觀音圖(1847년), 청암사 수도암 獨聖圖
(1862년), 직지사 神衆圖(1886년), 보광사 八相圖(1915년) 등 주제를 불문하고 사용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후기 불화의 가장 보편적인 화기의 관용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불화 발원문의 전통과 보수성의 일면 역시 짐작할 수 있다.

3. 극락의 조형
1) 아름다운 세계
극락의 정경을 묘사한 경전은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정토관련 경전인아미타경阿
彌陀經의 내용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의 佛土를 지나면 극락이 있는데, 그곳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한다. 그곳의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고 단지 수 많은 즐
거움만을 즐길 수 있어 極樂이라 부르는 것이다.”라 하였다. 극락은 極樂淨土, 極樂世
界, 安養世界, 안양정토, 안양국, 안락세계, 또는 서방정토, 서방세계 등으로 불리는데

그야말로 三途苦難이란 말 조차 없고 자연쾌락의 소리만 있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즐
거운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극락의 정경은, “극락국토는 微妙綺麗하여 시방일체의 불국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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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七寶로 된 못이 있어 八功德水가 넘쳐나며, 못의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려있고 못
주변 길은 金, 銀, 琉璃 등으로 꾸며져 있다. 그 길 위에는 금, 은, 유리, 마노 등 각종의
보석으로 장식 된 누각이 있다. 극락에는 항상 天樂이 있고 땅은 황금이며 낮밤 6시에
는 만다라 꽃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여 최상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장엄과 고귀함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백가지 맛의 음식이 넘쳐나는데 먹고자 하는 생각만으로도 자연
히 배가 부르고 각종의 아름다운 음악이 감돌며 끝없는 빛이 모든 곳을 비춘다.”고도 하
였다.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부처는 無量光, 無量壽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한량없는 빛으로 시방을 비추어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극락의 모든 중생의 수명은 한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극락을 가슴에 담고
淨土三部經 가운데 하나인 觀無量壽經은 중생이 아미타부처의 인도를 받아 극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연유와 방법과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정토왕생 신앙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경전은 序分과 本分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서분은 경전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분을 설하게 되는 경위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서분은 고대 인도의 마가
다라는 나라의 빈비사라라는 왕과 위데희 부인 그리고 아사세 태자 세 사람에 얽힌 비
극적인 내용이다. 일본 西福寺에 있던 고려 14세기의 觀經序分變相圖는 서분의 내용을
충실하게 시각화한 대표적인 불화이다.
관무량수경의 본분은 석가여래가 위데희부인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벋어나게 하기

위하여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13가지의 방편과 극락왕생의 인연과 과정, 방법 그리고
왕생자의 불심에 다른 세 종의 등급의 존재 등 합하여 모두 16관을 설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3관은 지는 해를 관상하는 방법인 日想觀을 비롯하여, 水想觀, 寶
地觀, 寶樹觀, 寶池觀, 寶樓觀, 華座觀, 想像觀, 眞身觀, 觀音觀, 勢至觀 그리고 마지막

13번째인 아미타삼존을 관상하는 雜想觀으로, 모두 극락에 있는 자연의 장엄물과 관념

그리고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부처와 대표적인 협시보살인 관음, 세지보살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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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는 이 열 세가지의 관상법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은 위데희부인에게 나머지 세 개인 14, 15, 16관 즉, 上輩, 中輩, 下輩
에 관하여 설법하였다. 上․中․下는 속세의 선업에 따라 정토왕생자의 등급을 셋으로
나눈 것으로 다시 상배를, 上品上生, 上品中生, 上品下生으로, 중배를 中品上生, 中品中
生, 中品下生으로, 하배를 下品上生, 下品中生, 下品下生의 九品으로 분류하여 극락에

이르게 되는 인연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죽은자는 생전에 닦은 선업에
따라 迎接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저절로 갈 수 있는 지옥과는 달리 극락왕
생은 아미타여래의 내영 또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여야만 한다는 타력 왕생을 시사하
는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관무량수경 극락왕생의 정경은 이미 많은 신이의 설화와 경설에 등
장하는데, 이미 앞서 살펴 본 포천산 다섯스님 내용 중 “다섯비구는 각각 연화대에 앉아
허공을 날아가다…” 또는 “비록 그러한 경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미타불의 대비원력
에 힘 입어서 九品蓮花臺 중에 공덕 따라 왕생 할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는 加持를 입어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當來에는 接引을 받
아 극락왕생하여 부처님을 뵙게하여 주소서”12) 등을 산견 할 수 있다.
일본 隣松寺와 知恩院의 1323년 觀經十六觀變相圖는 관무량수경 본분의 내용을 충
실하게 회화화한 대표적인 고려불화이다. 이러한 고려의 관경십육관변상도는 1465년
의 일본 지온인, 1434년 제작으로 짐작되는 知恩寺의 관경십육관변상도 처럼 조선조로
계승되었다. 또한 이 도상은, 실상사판(1611년), 내원암판(1853년)과 같이 판본으로
도 만들어 졌고, 개심사의 1767年 관경16관변상도의 사례로 짐작하여 볼 때, 조선조
후반에도 제작이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세기 관경16관변상도는 물론 애석
하게도 근세 이전의 작품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어찌되었든, 조선시대는 “극락에 부처가 있는데 아미타라 하며, 지금 설법을하고 계
신다”. 라는 아미타경에 의거한 극락의 교주인 아미타여래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아
미타설법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인다. 그 대표적인 첫 사례가 무위사 극락전의 후
불벽화인 <아미타삼존도; 국보제313호>이다. 이 벽화는 1476년에 그려졌는데, 아미타
여래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윗부분에 수행자를 표현
12) 동문선제112권, ｢미타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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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설법도상이지만, 현존 국내 최고의 벽화임과 동시에 설법도
로, 당시의 설법도형식의 도상과 벽화양식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아미
타여래설법도는 이후 매우 성행하여,1699년 대구 동화사(보물 제1610호), 1713년 안
동 봉정사(보물 제1643호), 1740년 양산 통도사(보물 제1472년), 1766년 구례 천은
사(보물 제924호) 등과 같이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유형문
화재는 20여점에 이른다.(표,참조)

3) 극락 연못에 나시고
관무량수경에서는 인간을 근기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품

을 다시 셋으로 세분하여 모두 九品으로 나누고 있다. ‘극락구품도’는 바로 경전에서 말
하고 있는 구품으로 분류한 중생들의 극락정토 왕생의 정경을 묘사한 그림이다. 본격적
인 극락구품도상은 현존의 작품을 통하여 볼 때 조선조 후기인 18세기 이후에 성립된
듯하다. 도상 성립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화면구성이 복잡하고 관념
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려의 관경십육관변상도보다는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내
용 또한 알기 쉬워 불교의 대중적 교화에 훨씬 적절하여 실용성에서 뛰어났기 때문으로
짐작한다.
극락구품도의 대표적인 작품은 1841년의 동화사 그림으로, 윗부분에 아미타삼존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53여래를, 화면의 중앙에 구품왕생의 정경을, 그리고 화면 아래의
중앙에 일상관을 의미한 해와 보수(寶樹)를, 그 좌우에는 주악천중과 碧蓮臺가 묘사되
어 있다. 이 그림은 앞선 시기의 관경십육관변상도와는 전혀 다른 구성으로 아미타삼존
과 구품 연못 또는 왕생자의 정경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즉, 이 그림은 극락에 연화 화
생하는 모습을 극대화 시킨 도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품연못의 가운데에는 아미타여래를 향하고 있어 등을 보이는 보살형의 인물
이, 연지 좌우 세 곳에 합장을 한 비구형의 인물이 그리고 좌우 횡으로는 모두 11구의
속인형 인물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은 각각 보살형은 상품을, 비구형은 중품을, 속인형
은 하품을 상징한 것으로 짐작되어, 여기가 곧 극락 구품 연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극락구품도는 화면 구성 요소와 배치를 통하여 볼 때,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요소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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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극락구품 왕생을 주제로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극락 왕
생의 정경을 대중에게 보다 쉽게 이해, 설명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도상으로
짐작된다. 극락구품도는 이 이외에도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는
데, 1883년 운문사본과 같이, 오른쪽의 벽연대 위에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으나 극락의
연못을 가로질러 건너온 반대쪽의 벽연대 위는 비어 있어 왕생자를 구품연지에 내려놓
았음을 암시하는 듯한 도상도 만들어 졌다.
한편, 극락과 구원, 왕생을 표현한 도상으로 화면을 아홉 등분한 소위 ‘구품왕생도’가
있다. 이 도상 역시 조선조 19세기에 들어서 제작이 성행하였던 듯하며, 중국 청대 도
상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 도상의 불화는 조선말기 정토 신앙
의 일면을 짐작하는 단서가 되며, 현재 5,6점 정도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19세기의 ‘극락구품도’ 또는 ‘구품왕생도’는 관무량수경에서 말하는 1관
에서 13관에 이르는 觀想의 장면을 생략하는 대신에 구품연지의 왕생을 강조하는 경향
이 강하게 엿 보인다. 이는 당시의 대중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적인 관상보다는 시각적
즉시적 왕생실현이 훨씬 현실적이며 나아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4. 극락으로 인도하소서
1) 내 손을 잡아주소서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는 아미타여래의 내영 즉, 접인중생接引衆生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가 극락에 다시 태어나고자 할 때 용맹정진하였기 때문에 아미타여래가 관음, 세

지보살, 무수한 화불, 수많은 비구 성문 그리고 무수한 제천과 칠보궁전과 함께 金剛臺
를 든 관세음보살과 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왕생자 앞에 나투신다. 그 때 아미타여래는
큰 빛을 놓아 왕생자를 비추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뻗어 그를 영접하니 무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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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들이 그를 찬탄하며…”
고려불화의 내영도는 관무량수경의 내용과는 달리 관음보살이 왕생자를 태울 대
좌를 들고 있지 않으며 아미타여래가 큰 빛을 놓는 모습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
미타여래가 손을 아래로 뻗고 있으며 약간 측면의 입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왕생자는 없으나 그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적 또는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불화의 암시적, 관념적 성격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모든 주제의 불화
에 공통적으로 설명적, 구체적으로 바뀌는데, 이는 불화의 향유 대상이 귀족계층의 개
인에서 사찰 봉안이라는 불특정다수인 대중으로 까지 넓어졌기 때문이다. 무위사 극락
전의 1476년 아미타성중내영도 벽화(보물 제1315호)는 내영도상이 조선조에 들어서
설명적, 대중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가
여덟의 보살과 성중들을 거느리고 마치 구름을 타고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즉 존상들은 허공에 정지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보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듯한 실재감 또한 느껴질 만큼 설명적이다.

2) 접인중생 하시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지옥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찌보면 자연히 가는 곳이지만 극락
은 우선 자격을 갖춰야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만이 갈 수 있는 별도의 세계
이다.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누군가가 곧 아미타여래이며 연화대좌에 왕생
자의 혼을 태워 가기도 하지만 신앙과 신앙자의 다변화에 따라 또 다른 왕생 방법도 고
안하였다. 즉, “龍船”으로 극락 인도하는 방법이다. 관무량수경등 기존의 극락왕생이
개별적, 제한적이라면 탈것인 ‘배‘는 이미 다수 또는 동시적 많은 구원을 의미하며, 더
욱이 배라는 것은 쉽게 연상되는 친근한 사물인 만큼 현실감이 뛰어나며 극적인 장면
연출이 용이하다고 생각한 듯 하다. 龍船接引圖는 바로 용선과 특히 서민의 극락왕생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고려시대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도상에서도 볼 수 없는 조선시대에
독자의 특이한 극락왕생 도상이다.
용선접인의 내용이 삽입된 최초의 사례는 일본 法輪寺의 조선초 관경십육관변상도로
阿彌陀如來와 열명의 往生者를 태운 돛이 달린 龍船이 화면을 향하여 볼 때 왼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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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듯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그림의 일부 였던 용선접인도상은 당시 사람들의
과정보다는 결과, 즉 서방정토의 觀想이 아니라 왕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점차 강조, 확대되었다. 즉 이 도상은 은해사의 1750년 念佛往生捷經圖를 거쳐
이윽고, 은하사나 통도사의 1896년 용선접인도와 같은 도상을 만들어 내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생명체이다. 죽음에 이르면 두렵고, 가능
하다면 고통없이 명을 다하며, 그가 佛子이든 아니든 현세보다는 나은 이승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역사 기록과 남겨진 조형물을 통하여 증명되었고, 지금
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토신앙과 관련된 유형의 조형물은 상당히 많으며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고 때로는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문
화재로 지정 된 유물 각각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그 신앙의 형태와 조형물들의 제작 배
경을 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유물들의 가치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존 정토관련 문화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시기에 걸쳐 전국에 산재하며,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지만 보호, 선양하여 원래적 기능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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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정토관련 작품 지정현황(불화)- 국보․보물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관리자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
(阿彌陀三尊圖)

14세기 견본채색 110.0×51.0

보물 제1238호

아미타여래도
(阿彌陀如來圖)

14세기 견본채색 203.5×105.0 1폭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1476년 토벽채색 270.0×210.0 1점 강진 무위사
(康津 無爲寺 極樂殿 阿彌陀如來三尊壁畵)

보물 제1315호

무위사극락전내벽사면벽화
(無爲寺極樂殿內壁四面壁畵)

15세기 토벽채색

보물 제1610호

대구동화사아미타회상도
(大邱桐華寺阿彌陀會上圖)

1699년 견본채색 300.0×249.0 3폭 대구 동화사

보물 제1643호

안동봉정사아미타설법도
(安東鳳停寺阿彌陀說法圖)

1713년 견본채색 317.0×384.5 1폭 안동 봉정사

보물 제1472호

통도사아미타여래설법도
(通度寺阿彌陀如來說法圖)

1740년 견본채색 235.0×295.0 1폭

보물 제670-2호

아미타회상탱화
(阿彌陀會上幀畵)

1744년 견본채색 610.0×240.0 1폭 김천 직지사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화
(泉隱寺極樂殿阿彌陀後佛幀畵)

1766년 견본채색 360.0×277.0 1폭 구례 천은사

보물 제924호

1폭 삼성미술관

용인대
박물관

29점 강진 무위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2. 정토관련 작품 지정현황(불화) - 유형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관리자

경남유형문화재 통도사아미타극락회상탱
제371호
(通度寺阿彌陀極樂會上幀)

18세기 견본채색 283.5×222.5

1폭

통도사
성보박물관

경남유형문화재 통도사건륭17년아미타후불탱
(通度寺乾隆十七年阿彌陀後佛幀)
제372호

1752년 견본채색 145.0×139.0

1폭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남유형문화재 장성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
1775년 견본채색 351.5×236.0
제289호
(長城 白羊寺 極樂殿 阿彌陀會相圖)

1폭

백양사
성보박물관

경남유형문화재 쌍계사국사암아미타후불탱
제386호
(雙磎寺國師庵阿彌陀後佛幀)

1781년

견본
155.5×113.7
주지채색

1폭 하동 쌍계사

충북유형문화재 단양구인사아미타회상탱화
제210호
(丹陽救仁寺阿彌陀會上幀畵)

1786년 견본채색 215.0×240.0

1폭 단양 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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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관리자
직지
성보박물관

경북유형문화재 상주황령사아미타후불탱
제337호
(尙州黃嶺寺阿彌陀後佛幀)

1786년 견본채색 185.0×178.0

1폭

충남유형문화재 서산천장사아미타후불탱화
(瑞山天臧寺阿彌陀後佛幀畫)
제186호

1788년 견본채색 138.0×156.0

1폭 서산 천장사

대전유형문화재 고산사아미타불화
제33호
(高山寺阿彌陀佛畵)

1815년

경기유형문화재 고양군흥국사극락구품도
(高陽郡興國寺極樂九品圖)
제143호

19세기 견본채색 123.0×191.0

견본
주지은니

충북유형문화재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
19세기 토벽채색
(堤川 神勒寺 極樂殿 壁畵 및 丹靑)
제301호

1폭 대전 고산사
1폭 고양흥국사
136점 제천 신륵사

경남유형문화재 양산내원사아미타삼존탱
제406호
(梁山內院寺阿彌陀三尊幀)

1857년 견본채색 205.0×216.0

1폭 양산 내원사

경남유형문화재 표충사아미타후불탱
제468호
(表忠寺阿彌陀後佛幀)

1861년 견본채색 178.5×235

1폭 밀양 표충사

강원유형문화재 속초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1874년
(束草 新興寺 安養庵 阿彌陀會上圖)
제165호

1폭 속초 신흥사

서울유형문화재 아미타괘불도
제123호
(阿彌陀掛佛圖)

1882년 마본채색 570.0×329.0

1폭

경남유형문화재 표충사아미타구품탱
제467호
(表忠寺阿彌陀九品幀)

1882년 견본채색 269.0×182.1

1폭 밀양 표충사

경남유형문화재 표충사아미타삼존탱
(表忠寺阿彌陀三尊幀)
제466호

1885년 면본채색 225.0×183.5

1폭 밀양 표충사

경기유형문화재 남양주내원암괘불도
제197호
(南楊州內阮庵掛佛圖)

1885년 면본채색 548.0×353.5

1폭

서울유형문화재 안양암아미타불도
제185호
(安養庵阿彌陀佛圖)

1889년 견본채색 108.0×204.0

1폭 서울 안양암

서울유형문화재 지장사아미타불도
(地藏寺阿彌陀佛圖)
제114호

1893년 견본채색 138.0×223.5

1폭 서울 지장사

서울유형문화재 지장사극락구품도
(地藏寺極樂九品圖)
제115호

1893년 면본채색 165.5×171.0

1폭 서울 지장사

경남유형문화재 통영법륜사구품탱
(統營法輪寺九品幀)
제484호

1898년 견본채색 168.3×155.5

1폭 통영 법륜사

서울유형문화재 수국사아미타불화
제242호
(守國寺阿彌陀佛圖)

1907년 면본채색 178.6×244.6

1폭 서울 수국사

서울유형문화재 수국사극락구품도
제244호
(守國寺極樂九品圖)

1907년 면본채색 168.3×155.5

1폭 서울 수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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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미술박물관

남양주
내원암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관리자

서울 유형문화재 안양암아미타괘불도
제189호
(安養庵阿彌陀掛佛圖)

1919년 견본채색 690.0×324.0

1폭 서울 안양암

부산유형문화재 복천사아미타극락회상도
(福泉寺阿彌陀極樂會上圖)
제62호

1921년 면본채색 117.5×253.5

1폭 부산 복천사

경남유형문화재 진해정암사아미타후불탱및초본
20세기
제434호
(鎭海 淨岩寺 阿彌陀後佛幀 및 草本)

1폭 진해 정암사

3. 정토관련 작품 지정현황 - 기타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수량

관리자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 불설아미타경(陜川
1251년 목판본
海印寺 高麗木板 - 佛說阿彌陀經)

3판 합천 해인사

보물 제1320호

예념미타도량참법권7
(禮念彌陀道場懺法卷7)

1376년 목판본 31.0×19.8

4권 계명대
1책 동산도서관

보물 제949호

예념미타도량참법권1-10
(禮念彌陀道場懺法卷1-10)

1474년 목판본 37.3×23.6

10권 국립중앙
2책 박물관

보물 제1144호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禮念彌陀道場懺法卷6-10)

1474년 목판본 37.3×23.6

5권 목아
1책 불교박물관

보물 제1165호

예념미타도량참법권3-4,7-8
(禮念彌陀道場懺法卷3-4․7-8)

1474년 목판본 37.3×23.6

4권 대전대덕구
1책 김영래

1464년 목판본 30.4×18.7

1책 단양 구인사

1503년 목판본

5권 직지
1책 성보박물관

국보
제206-12호

보물 제1050호 불설아미타경언해(佛說阿彌陀經諺解)
보물 제1241호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禮念彌陀道場懺法卷6-10)

보물 제421호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미상
(南原 實相寺 藥水庵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목조

181.0×
183.0

1점

금산사
성보박물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
보물 제575호 문서(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및 미상
關係文書)

목조

256.0×
280.0

일괄

문경
대승사

미상

목조

177.0×
176.0

1점

서울
경국사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미상
(尙州 南長寺 普光殿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목조

195.0×
162.0

1점

상주
남장사

보물 제748호
보물 제922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慶國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용천사판 불설아미
강원유형문화재
타경(原州 古版畵博物館 所藏 龍泉寺版 佛說 1577년 목판본
152, 153호
阿彌陀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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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1책 고판화
박물관

4. 정토관련 작품 지정 현황- 조각
지정번호

크기

수량

국보 제27호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慶
통일신라 금동 높이1.66m
州 佛國寺 金銅阿彌陀如來坐像)

1구

불국사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榮州 浮
고려시대 소조 높이2.78m
石寺 塑造如來坐像)

1구

부석사

국보 제82호

경주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慶
720년 석조 높이1.74m
州 甘山寺 石造阿彌陀如來立像)

1구

국립중앙
박물관

국보 제106호

높이 43㎝, 너비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
673년 석조 26.7㎝, 옆면 너비
氏阿彌陀佛碑像)
17㎝

1구

국립청주
박물관

국보 제109호

본존 높이2.18m,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軍威 阿
왼쪽 보살상 1.8m,
통일신라 석조
彌陀如來三尊 石窟)
오른쪽 보살상
1.92m

3구

군위군

3구

경주시

본존3.32m 왼협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慶州
통일신라 석조 시2.45m 오른쪽
栗洞 磨崖如來三尊立像)
협시2.22m

1구

경주시

높이57.5cm, 두께
8.5cm

1구

국립청주
박물관

높이 88.5m,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華 1362년
목조 머리 높이 31cm,
城 鳳林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하한
무릎 너비 78cm

1구

봉림사

보물 제989-1호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84년 목조
(醴泉 龍門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1구

용문사

보물 제989-2호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84년 목조
(醴泉 龍門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1구

용문사

14세기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江
높이 51.5cm, 머
후반~15 철
華 白蓮寺 鐵造阿彌陀如來坐像)
리 높이 15.5cm
세기 초

1구

백련사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榮
9세기
州 毘盧寺 石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비로사

보물 제62호

보물 제122호

보물 제367호

보물 제980호

보물 제994호

보물 제996-1호

지정명칭

시대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慶州
西岳洞 磨崖如來三尊立像)

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銘阿彌陀
佛碑像)

재질

7c중엽 석조 높이7m

통일신라 석조

석조 높이 1.13m

관리자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梁 8세기
석조
山彌陀庵 石造阿彌陀如來立像)
중후반

1구

미타암

보물 제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麟蹄 百潭寺 木造阿彌陀如 1748년 목조 높이 87cm
來坐像및 腹藏遺物)

1구

백담사

- 43 -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

수량

관리자

보물 제1312호

<아미타>
높이 122㎝, 머리
높이 34㎝, 어깨너
비 48㎝, 무릎너비
85㎝
<지장>
높이 140㎝, 머리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康
1476년 목조 높이 30㎝, 어깨너
津 無爲寺 阿彌陀如來三尊坐像)
비 43㎝, 무릎너비
62㎝
<관음>
높이 146㎝, 머리
높이 40㎝, 어깨너
비 46㎝, 무릎너비
63㎝

보물 제1507호

불상1,
전적류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높이 87cm, 어깨
1388년
10 직물
복장유물(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如
목조 너비 38cm
이전
류57점,
來坐像 및 腹藏遺物)
금속/ 기
타14

자운사,
송광사
성보박물
관

보물 제1517호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및
높이 132cm,
복장유물(南原 善國寺 乾漆阿彌陀如 고려시대 건칠
폭 93cm,
來坐像및 腹藏遺物)

1구

금산사
성보박물
관

보물 제1544호

높이 1.32m 머리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羅
고려시대 건칠 높이 47㎝, 가슴 너
州 尋香寺 乾漆 阿彌陀如來坐像)
비 66㎝

1구

심향사

보물 제1565호

아미타여래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높이 5.5m 관세음
1633년 소조
보살 4.8m, 대세
(扶餘無量寺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지보살 4.8m

1구

무량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1239년
복장유물(서울 守國寺 木造阿彌陀如
목조
추정
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606호

아미타여래 125㎝,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5년 석조 관음보살 101.5㎝,
(漆谷 松林寺 石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지장보살 103.5㎝

3구

송림사

보물 제1615호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74년 목조 높이 77cm
(慶州 王龍寺院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윤시연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瑞 1280년
목조
山 開心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이전

1구

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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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무위사

불상 1점,
복장유물 수국사
36종 84점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보물 제1633호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龜
尾 大芚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14c

목조

보물 제1634호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1301년
금동
복장유물(聞慶 大乘寺 金銅阿彌陀如
전후
來坐像 及 腹藏遺物)

보물 제1635호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목조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3구

남장사

보물 제1637호

높이 89㎝, 머리 높이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醴
31㎝, 무릎 높이 3.5
16c 전반 목조
泉 龍門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무릎 폭 57.5㎝,
어깨 폭 39㎝

1구

용문사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서울 開運寺 木造阿彌陀如來 13c전반 목조
坐像 및 發願文)

보물 제1686호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晉
1612년 목조
州 月明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월명사

보물 제1690호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居
1640년 목조
昌 尋牛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심우사

보물 제1691호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咸
1657년 목조
陽 法印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법인사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본존 높이
1651년 목조
(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약 162㎝

3구

신흥사

본존높이 0.68m
석조 두 협시불 높이 0.77m,
광배 높이 2.12m

3구

태봉사

울산광역시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文殊寺
1787년
유형문화재 제15호 石造 阿彌陀如來坐像)

높이 28.3㎝

1구

문수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금당사 목불좌상(金塘寺木佛坐像)
제18호

높이 169㎝,
너비 239㎝

1구

금당사

철 높이 1.03m

1구

대복사

1구

제주시

1구

문수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태봉사삼존석불(胎峰寺三尊石佛)
제12호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대복사 철불좌상(大福寺鐵佛坐像)
제23호
제주특별자치도
월계사 소장 목조아미타불 좌상
유형문화재 제24호

백제

17c후반 목조

미상

크기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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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대둔사

불상1구, 개운사 ,
발원문 3 불교중앙
장
박물관

1661년 목조

17c

관리자

불상1 구 ,
복장 4건 대승사
13점 1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문수사 금동여래좌상(文殊寺金銅如
1346년 금동 높이 69cm
來坐像)
제34호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
부산광역시
유물일괄(仙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
유형문화재 제95호
像 및 服藏遺物 一括)

수량

불상1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

수량

관리자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및복장유물(楊口深谷寺木造阿彌陀三 1716년 목조
제125호
尊佛坐像및腹藏遺物)

3구

심곡사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및복장유물(束草神興寺木造阿彌陀三 1651년 목조 본존 높이 약 162㎝
제143호
尊佛坐像및腹藏遺物)

3구

신흥사
주지

본존전체 높이 77
㎝, 머리 높이 25
강원도 유형문화재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 어깨 폭 38㎝,
조선시대 목조
(三陟 天恩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무릎 높이 16㎝ 양
제147호
협시불전체 높이
94㎝

3구

천은사

불상 높이 89㎝, 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봉화 오전리 석조아미타여래좌상(奉
좌 높이 84㎝, 어깨
9c전반 석조
化梧田里石造阿彌陀如來坐像)
제154호
너비 48㎝, 무릎 너
비 48㎝

1구

봉화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靜水
높이 137∼140㎝,
1652년 목조
寺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제167호
어깨너비 48∼50㎝

3구

정수사

서울특별시
금동불좌상(아미타불)(金銅佛坐像
고려시대 금동
유형문화재 제168호 (阿彌陀佛))

1구

서울역사
박물관

높이 66㎝, 머리높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문수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文殊寺
이 22 ㎝어깨너비
1715년 목조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78호
31㎝무릎너비43
㎝무릎높이11㎝

1구

문수사

높이 약 122㎝,
몸통 높이 약 92㎝,
경기도 유형문화재 쌍계사목조여래좌상(雙溪寺木造如
18c추정 목조 머리 높이 약 33㎝,
來坐像)
제181호
어깨 폭 약 37㎝,
다리 폭 약 52.5㎝

1구

쌍계사

높이 196cm, 어깨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연기 비암사 소조아미타불좌상(燕岐
고려시대 소조 폭 89cm, 무릎 폭
卑岩寺 塑造阿彌陀佛坐像)
제183호
132cm

1구

비암사주
지

1구

현등사

높이 73㎝, 무릎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北固寺
1657년 목조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83호
비 54㎝

1구

북고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금산 신안사 아미타삼존불상(錦山身
安寺阿彌陀三尊佛像)
제187호

목조

3구

신안사
주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홍성 고산사 아미타불좌상(洪城高山
1543년 소조
寺阿彌陀佛坐像)
제188호

1구

고산사
주지

경기도 유형문화재 현등사 목조아미타좌상(懸燈寺木造 1759년
목조 높이138㎝
阿彌陀坐像)
제183호
이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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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高陽
1713년 목조
祥雲寺木造阿彌陀三尊佛)
제190호

수량

관리자

3구

상운사

3구

안동권씨
감은사

서울특별시
도선사 목 아미타불․대세지보살상
조선시대 목조
유형문화재 제191호 (道詵寺 木 阿彌陀佛·大勢至菩薩像)

2구

도선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용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龍巖寺
1651년 목조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93호

1구

용암사

본존불 높이 3m,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慶州東
통일신라 석조 좌협시2.35m,
川洞魔崖三尊佛坐像)
제194호
우협시 2.3m

3구

백률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佛住寺
1666년 목조 높이 90㎝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94호

1구

불주사

2구

화운사

아미타여래 높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안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安國寺
67cm, 관음보살상
조선시대 목조
木造阿彌陀三尊佛像)
제201호
높이 63cm, 세지
보살상 높이 61cm

3구

안국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천 무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堤 1740년
높이 100㎝, 어깨
목조
川霧岩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214호
추정
너비 60㎝

1구

무암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천 백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堤
1736년 목조 높이 75cm
川白蓮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217호

1구

백련사

서울특별시
환희사 목불좌상(아미타불)(歡喜寺
17c중엽 목조 높이 40cm
유형문화재 제217호 木佛坐像(阿彌陀佛))

1구

환희사

서울특별시
정각사 목아미타불좌상(正覺寺 木 阿
18세기 목조 높이 29.2cm
유형문화재 제223호 彌陀佛坐像)

1구

아미타높이 124㎝,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머리높이 43㎝, 어
1678년 목조
(木浦達聖寺木造阿미陀三尊佛坐像)
제228호
깨너비 57㎝, 무릎
너비 78㎝

3구

달성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흥사 목조 삼존불좌상(慶興寺木造
아미타 높이 1.58m,
1644년 목조
三尊佛坐像)
협시 1.2m
제246호

3구

경흥사

화순 쌍봉사 극락전목조아미타여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좌상(和順雙峰寺極樂殿木造阿彌陀如 1694년 목조 높이 165cm
제252호
來坐像)

1구

쌍봉사

안양암 대웅전 삼존불상(아미타불,관
서울특별시
음보살,지장보살) (安養庵 大雄殿 三尊
유형문화재 제190호
佛像(阿彌陀佛,觀音菩薩,地藏菩薩))

17c

아미타높이 60cm
금동 관음높이 57cm
지장높이 48.5cm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약사)
경기도 유형문화재
조선
좌상 (龍仁華雲寺木造如來(阿彌陀,藥
목조
제200호
1628년
師)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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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

수량

관리자

본존 높이 122cm,
곡성 도림사 보광전목조아미타삼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관음 높이 119.0
불상(谷城道林寺普光殿木造阿彌陀三 1665년 목조
㎝, 대세지 높이
제271호
尊佛像)
117.0㎝

3구

도림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음성 보현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陰
전체 높이 113㎝,
고려시대 석조
城 普賢庵 石造阿彌陀如來坐像)
불상의 높이 79cm
제284호

1구

권순성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淸
道合川里石造阿彌陀如來立像)
제287호

석조 높이 162cm

1구

청도군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목조아미타여
16c 후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목조 높이 약 2m
래좌상(長城 白羊寺 極樂寶殿 木造阿
제289호
-17c전반
彌陀如來坐像)

1구

백양사

서울특별시
개운사 목 아미타불좌상 복장일괄
유형문화재 제291호 (開運寺 木 阿彌陀佛坐像 腹藏一括)

9c

13c

목조

높이 114㎝, 무릎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羅
조선시대 건칠 폭 83.8㎝
州 竹林寺 乾漆 阿彌陀佛坐像)
제298호

불상1구
복장 16 개운사
건 33점
1구

죽림사

불상 가슴 높이 32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승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무릎 너비 23
및 지감(大乘寺潤筆庵木造阿彌陀如 고려시대 목조
불상1구
윤필암
제300호
㎝, 어깨 너비 16
來坐像및紙龕)
㎝, 머리 높이 11㎝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법주사 복천암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조선
목조
제305호
(法住寺 福泉庵 木造 阿彌陀三尊佛像) 1737년

3구

법주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龜
높이 131㎝, 어깨 폭
1649년 목조
尾水多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52㎝ 무릎 폭 89㎝
제334호

1구

수다사

전체높이 132cm,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의성 옥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義
불두높이 25cm,
조선시대 목조
城玉連寺木造阿彌陀如來坐象)
무릎높이 25cm,
제355호
무릎너비 93cm

1구

옥련사

아미타높이 123.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산청 율곡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7c전반 목조 관음 높이 107.7㎝
제373호
(山淸栗谷寺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대세지 높이 107.7㎝

3구

율곡사

의령 수도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178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석조 아미타 95cm
과족장유물일괄(宜寧修道寺石造阿
제417호
이전
彌陀如來三尊像과腹藏遺物一括)

3구

수도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양산 원효암 마애아미타삼존불입상
1906년 석조
(梁山元曉庵磨崖阿彌陀三尊佛立像)
제431호

3구

원효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창녕 도성암 석조아미티여래좌상(昌
17c후반 석조
寧道成庵石造阿彌陀如來坐像)
제437호

1구

창녕
도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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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대

재질

크기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장물일괄(咸陽法印寺木造阿彌陀如來 조선시대 목조
제441호
坐像 腹藏物一括)

수량

관리자

불상 1구,
법인사
복장물 4점

전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함양 안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咸
높이 100.5cm
조선시대 목조
陽安國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무릎폭
제444호
67cm

1구

안국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남해 용문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南海龍門寺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제446호

목조

3구

남해 용
문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표충사 목조삼존여래좌상(表忠寺 木
18c전반 목조
造三尊如來坐像)
제457호

3구

표충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진주 연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晋
조선시대 목조 높이 약 1m
州 蓮華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제462호

1구

연화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창녕 청련사 목조아미타삼존여래좌상
17c말
제463호
(昌寧 靑蓮寺 木造阿彌陀三尊如來坐像)

3구

청련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통영 약수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統
조선시대 목조 높이 58.3㎝
營 藥水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465호

1구

약수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밀양 부은사 석조아미타불좌상(密陽
1688년 석조
父恩寺 石造阿彌陀佛坐像)
제476호

1구

부은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咸
1674년 목조
陽 白雲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498호

1구

백운암주
지 본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청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河
조선시대 목조
東 淸心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512호

1구

청심사

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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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논평문

<한국 정토신앙 관련 문화재 현황>에 대한 질의서

신광희(동국대학교 강사)

한국 정토계 미술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우택 교수님의 <한국 정토신앙 관련 문화
재 현황>이라는 주제의 이번 발표는 불교회화를 전공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불교계,
미술사학계 전반에 이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극락정토의 개념과 조형, 그리고 관련 작품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중 관련 그림들을 극락정토도, 아미타설법도, 관
경변상도, 래영도 및 용선접인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 불화
가 경전의 내용을 일반 신도 및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문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토관련 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 세
부적으로 분류해 주셨는데, 이는 기존에는 간과되어 왔던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적 특
성과 시기별 특성 등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정토관련 지정문화재를 살펴보니 지역
적으로는 특히 경상도 지역에 많은 작품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토계 불화 중 보물의 대부분, 유형
문화재 중 50% 가량, 그리고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대다수가 경북의 사불산이나 팔공
산 인근 사찰, 경남의 통도사나 인근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이 지역의 정토문화재를 부각, 정토 순례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
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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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정토 관련 지정문화재의 작품 명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동일한 용
도의 불화의 경우도 ‘○○탱’, ‘○○탱화’, ‘○○도’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일한 주제의
작품도 ‘아미타극락회상도’ ‘아미타회상도’, ‘아미타구품도’, ‘아미타불화’ 등으로 기록되
어 있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불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이
정토문화재를 접했을 때 어렵게 느끼거나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
다. 물론 이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
집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에 관한 개선 방안 등 교수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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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국 정토신앙 관련 사찰의 분류조사

이홍구(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일반연구원)

목

차

Ⅰ. 여는 말
Ⅱ. 현대 한국불교의 성지순례
Ⅲ. 정토신앙 관련 현지조사의 범위와 방법론
1. 정토사찰 조사방법
2. 현지조사답사 사찰
Ⅳ. 48사찰의 최종 선정
1. 수도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강원도-경기도-서울(16곳)
2. 서남권 순례코스: 전라도(8곳)
3. 중부권 순례코스: 충청도(8곳)
4. 동남권 순례코스: 경상도(16곳)
Ⅴ. 향후과제와 닫는 말

요약
전 국토를 고속도로가 아닌 걷고 싶은 길로 복원하고 있는 문화현상은 우리 불교계에
서 성지순례의 길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의 성인들이 걸었
던 길을 따라 걷는 다는 것은 곧 역사속의 성인을 만난다는 의미이자 그에 대한 경배의
과정이고, ‘나’를 찾아 가는 성숙과 수행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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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에서 행해지는 성지순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
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찰순례가 공덕 쌓기식이 중심
이었다면, 현재 순례는 새로운 신앙결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08산
사 순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찰순례를 통해 사바세계 108번뇌를 정화해 가는 구도
의 과정으로 승화해 낸 것이다.
정토사찰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방법의 원칙으로 첫째, 전통사찰총서 전21권의 내
용을 바탕으로 정토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찰 359곳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대
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한국의 전통사찰’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발행한 ‘한
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을 1차 문헌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셋째, 1차
조사를 토대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통사찰종합관광정보,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대한불교진흥원, 108산사순례기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사업단 템플
스테이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1차 97곳을 답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지(全紙) 사이즈에 해당하는 전국지도
를 펼쳐놓고 각 사찰을 지도상에 태그용 용지로 일일이 표시하여 한눈에 전체사찰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사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2010. 0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차에 걸쳐 86사찰을 조사 및 답사하였는데, 현

지조사 답사를 수행하고 각 사찰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은 답사보고 시트를 작성하였
다.
한국 정토사상을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토대로 잡고 순례코스 대상의 최종 선정 원칙
하에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지향점을 고려하여 1차 답사 대상으로 삼은 사찰을 선
별하고 지역별로 묶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답사 대상으
로 정하고 답사를 수행한 사찰48곳을 ‘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로 각 권역별로 4대
권역으로 나누었다. 권역별 구분은 ① 수도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강원도-경기도-서
울(16곳) ② 서남권 순례코스: 전라도(8곳) ③ 중부권 순례코스: 충청도(8곳) ④ 동남
권 순례코스: 경상도(16곳) 코스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의 모습은 정토신앙이라는 테마중심의
길이 되어야 하며, 삶을 돌아보는 웰다잉의 길이어야 하며, 아미타불 48대원을 본 받아
서원으로 만나는 자신의 길이어야 하며, 템플스테이로 머물면서 불교문화와 정토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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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험하는 길이어야 하며, 극락가는 여권을 마련하는 스탬프 랠리의 길이어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이번 정토순례길을 분류, 조사, 답사하면서 느낀 필자의 제한적 한계는 시
간적 한계로 인해 각 사찰에서 충분히 현장을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남아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정토신앙과 연관된 신앙형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
고 해외순례코스와 종교화합의 길 같은 국내의 다양한 길과 순례코스를 직접 체험은 못
하고 문헌적인 조사와 간접적인 조사의 한계로 인해 현 시대에 걸맞는 정토신앙의 순례
길에 대한 좌표를 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 주제어

정토신앙, 사찰순례, 신앙결사, 순례코스,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불 48대원, 수도
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서남권 순례코스, 중부권 순례코스, 동남권 순례코스

Ⅰ. 여는 말
현재 우리 시대에는 걷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의 형태로 여
러 곳을 패키지로 묶어서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건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
대로 쉬엄쉬엄 걷는 도보여행이 각광을 받고 추세이다. 이에 대한 열풍을 이끌어 낸 것
은 2007년 9월 첫 선을 보인 제주올레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는 관광객 대신 올레
꾼들이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데, 여행업계와 서점가에는 도보여행 관련 상품이 주목받
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걷기 중심의 변화 과정은 광속도로 변화해가는 현대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성
찰, 건강에 대한 관심의 확산, 여가 생활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수준의 소비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걷기를 중심으로 한 ‘길’의 복원과 길에
담겨있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엮어 함께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 55 -

그리고 제주올레길1)을 필두로 최근에는 지리산 길2), 퇴계가 산책하던 봉화 청량산
의 ‘퇴계 오솔길’ 등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 국토를 고속도로
가 아닌 걷고 싶은 길로 복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서 성지순례의 길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의 성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다는 것은,
곧 역사속의 성인을 만난다는 의미이자 그에 대한 경배의 과정이고, ‘나’를 찾아 가는 성
숙과 수행의 과정이다.
성지순례의 기원은 부처님 당시 비구들이 안거를 보내고 연례적으로 부처님을 방문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순례의 과정에서 순례자는 존경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회상함으
로써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거나 굳게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
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는[生天]는 것이다. 성지순례의 목표는 열반의
증득이 아닌 생천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경으로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공덕을 가져오는 성지순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현대 한국불교의 성지순례
불교의 역사와 수행은 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어
머니인 마야부인이 당시의 풍습에 따라 출산을 위해 친정인 콜리국으로 가는 길에서 룸
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카필라성문의 네 곳을 돌아보는 길에서 세상의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과 출가 수행자를 목격한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출가를 결심하셨으
며, 성도한 이후에도 가야성에서 바라나시까지 길을 걸어 첫 설법을 하시고, 평생 길을
걸어서 가르침을 베푸시다가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의 사라나무가 있는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또한 원효도 당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상주에서 경주로 오는 길에서 3
일 동안 금강삼매경에 주석을 썼다고 전하며, 원효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길에
서 나온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무아미타불 염불로 천촌만락을 떠돌며, 불
1) http://www.jejuolle.org/
2) http://www.tra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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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대중화하고 삼국통일 이후 치열한 전쟁의 후유증을 화해와 소통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길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여정이자 세
상과 소통의 통로이자,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대중을 교화한
보살행3)의 수행도량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불교에서 성지순례는 과거 성지순례의 전통을 이어 각자 자신의 신앙의 형태와
기원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사순례, 삼보사찰, 관음성지, 적멸
보궁 등으로 진행되면서 정착되어 왔다. 또한 인도, 중국, 티벳, 동남아 등의 불교성지
순례가 조직화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현대 한국에서 행해지는 성지순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
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찰순례가 공덕 쌓기식이 중심
이었다면, 현재 순례는 새로운 신앙결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08산
사 순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사찰순례를 통해 사바세계 108번뇌를 정화해 가는 구도
의 과정으로 승화해 낸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도선사의 ‘108산사 순례 성지기도회’,
부산 홍법사의 ‘걸망을 메고 떠나는 108산사 순례’, 울산 영묘사의 ‘108사찰 기도 성지
순례’ 등이 있는데, 순례 과정에서 농촌살리기, 환경지키기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와 소통의 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은 순례기간 중 각 산사로부터 사찰 이름이 들어간 염주알을
한 알씩 받게 되는데, 한 곳도 빠트리지 않아야 108염주를 만들 수 있어 참여열기가 높
다.4) 또한 2009년 MBC에서는 108산사를 찾아 순례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를 제작, 방송한 적이 있다.5)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08년 6월 ‘33관음성지 순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성지순례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관음신앙 관련 사찰과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 137개의 사
3) 三國遺事 권4, ｢義解｣ 5, ｢元曉不覊｣(대정장 49, p.1006b).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
樞瓮牖玃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4)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 이끄는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불교신문 2261호, 2006-9-13일자.
5) 2009년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특집다큐멘터리> ‘선묵혜자스님의 나를 찾는 108산사’
가 방영.(http://cu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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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템플스테이 유무, 숙박가능여부, 관람료 유무, 문화관광체육부 추천, 관광공사 선
호성지, 여행순례상품으로의 가치성 등을 세부기준으로 최종 33개의 관음성지를 선정
하였다.6) 2009년 11월에는 ‘한국33관음성지순례’사업 출시 1년 만에 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첫 일본인 10명이 탄생했다.7) 이는 한일 불교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한국 관광
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정토신앙 관련 현지조사의 범위와 방법론
1. 정토사찰 조사방법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외연을 가지고 있고, 파급력이 큰 것은 불교문화이
다. 한국불교문화의 핵심은 신앙과 실천 및 체험에 있는데, 한국불교문화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염불신앙을 통해 왕생정토를 이루려는 소망에서 출발하는 정토신앙이
다.
정토신앙에서 정토는 단순한 극락정토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을 정토로 인식하
고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와 산하, 사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현실정토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정토 속에서 개인의 염원을 담아, 내면의 성찰과 관련 장소
의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순례코스는 ‘Story Telling’을 통해 목적과 지향을 하나로
엮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토사찰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방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적 문헌 조사방
법으로 한국사찰연구원, 전통사찰총서 전21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미타불과 극락
전 및 정토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찰 359곳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대한불교조
계종 총무원에서 2010년 발행한 2010 전국전통사찰 현황조사 보고서인 ‘한국의 전통
사찰’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발행한 ‘한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을 1차 문헌에 대한
6) http://www.koreatemple.net/board/board_view.asp?board_id=1&article_id=104
page= 1&search_key=&search_value=
7) <한국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일본인 10명 탄생>, 붓다뉴스 2009년 11월 11일자.
(http://news.buddhapia.com/news/BNC002/BNC0021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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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셋째, 1차 조사를 토대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통사찰종합
관광정보,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대한불교진흥원, 108산사순례기
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찰넷, 마니주, 사자후닷컴, 한국불교
문화종합시스템,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원, 국가기록유산,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
국학자료센터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1차 97곳을 답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지(全紙) 사
이즈에 해당하는 전국지도를 펼쳐놓고 각 사찰을 지도상에 태그용 용지로 일일이 표시
하여 한눈에 전체사찰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사찰에 대한 필요한 정보
를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6사찰을 현지 조사 답사하였다.

2. 현지조사답사 사찰
2010. 0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차에 걸쳐 86사찰을 조사 및 답사하였는데,

현지조사 답사를 수행한 답사출장 과정과 답사보고 시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답사출장 내역(86 사찰)

제1차 경상북도 2010.09.06~08 (2박3일) 13사찰.
제2차 전라남도 2010.09.12~14 (2박3일) 11사찰.
제3차 충청도 2010.09.12~15 (3박4일) 18사찰.
제4차 강원도 2010.10.04~06 (2박3일) 11사찰.
제5차 경기도 2010.10.11~13 (2박3일) 9사찰.
제6차 경남북 일원 2010.10.25~27 (2박3일) 10사찰.
제7차 경남, 전라남북 일원 2010.11.01~03 (2박3일) 9사찰.
제8차 서울, 경기 일원 2010.11.02~03 5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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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답사보고 시트 양식

답사보고서 ID. 4-4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
사명

ID

건봉사
면담자

기본
정보

전00 사무장

지역

답사일시

강원도

2010.10.4(월)

답사자
박00, 이00

연락처 033-682-8100~2

메일

사명

건봉사

지역

강원도

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전통
사찰

제 26 호

지정일

1988.5.28

소속

제3교구 신흥사

창건
시기

520년

창건주

아도(阿道) 스님

주지

법명: 도후스님

사찰
건물

대웅전을 중심으로 관음전ㆍ사성전(四聖殿) 수용 가능
ㆍ명부전ㆍ독성각ㆍ산신각ㆍ대지전(大持 인원
殿)ㆍ동지전(東持殿)ㆍ어실각(御室閣)ㆍ범
종각ㆍ만일원(萬日院)ㆍ보안원(普眼院)ㆍ 화장실샤
워
선원(禪院)ㆍ수침실(水砧室)ㆍ봉서루(鳳捿
시설
樓)ㆍ요사 등

홈
페이지

유

URL

템플
스테이

유

입장료

접근성

중

공양 100명
숙소 200명

대중 스님

4+1
(행자스님)

장애인용 화장실 구비
공용 샤워실 구비

http://www.geo
033-682-8100-2
전화
nbongsa.org
fax: 033-682-5994

무

이메일

대중 교통 하

주차장 유(규모 300대)

금강산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끝자락을 이룬 곳에 있는 건봉사는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4대사
찰의 하나로 꼽던 대찰이자 31본산의 하나로서 명망을 떨쳤던 곳이다. 건봉사는 520년 아도(阿道) 스님이
창건하였으며, 758년(경덕왕 17)에 발징스님이 중건하고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열었는데, 이것이 한국
에서의 만일회의 시초다.
사찰 신라 말에는 도선 국사가, 그리고 고려 말에는 나옹 스님이 중수하는 등 당대 최고의 명망 있는 고승들이 건봉
연혁 사와 인연을 맺었다.
조선시대에도 15세기 이래 어실각(御室閣)을 짓고 역대 임금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그 뒤 사명(四溟)
대사가 부처님 진신사리와 치아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절은 폐허가 되었고, 장소가 민통선
안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었다. 다행히 1992년 여름부터 이곳의 출입이 가능해져서 누구나가 옛
성지를 방문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유산

국보,
능파교(보물 제1336호)
보물급

정토신앙
역사

지방 문화재

불이문(강원문화재자료 35), 건
봉사지(시도기념물 제51호)
프로 매년 12월 염불만일회
그램 불자들이 기도

한국염불만일회의 최초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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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관광 명소

6월부터 9월말까지 문화유산해설사에 의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노인요양원 준비중- 2011년 개원 예정

대중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건봉사를 찾기는 조금 힘든 편이다. 일단 간성 읍에서 다니는 관내
버스를 타고 해상리마을 입구에서 내려야 한다. 여기부터 8.5㎞를 걸어야 한다. 산길은 없
지만 인적이 드물고 해서 대체로 택시나 법회일에 사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자가용

서울 방면에서 간다면 인제와 원통을 지난 뒤 46번 국도를 따라 설악산 백담계곡 입구를
지나 진부령을 넘어 간성에 닿기 1km 전 교동리마을에서 왼쪽으로 건봉사로 들어서는 갈
림길이 있다. 갈림길 입구에 건봉사와 해상리를 가리키는 안내판이 있다. 이곳 갈림길에서
건봉사까지는 약 8.5km 거리가 된다. 해상리마을에서 군부대와 사격장을 지나면 삼거리
가 나오는데, 왼쪽 길은 탑평리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가파른 언덕을 내려서
게 된다. 급경사길 아래로 검문소가 있고 그 앞에서 이어지는 왼쪽 길이 건봉사로 이어진다.

접근 방법

Ⅳ. 48사찰의 최종 선정
보광스님에 따르면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8) 첫째, 한
국 정토사상은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골고루 연구되었다. 신라시대 대부분의 정토 교
가들은 정토삼부경을 골고루 다루고 있지만, 단지 현존 자료 중에 관무량수경의 주석
서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반주삼매경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
상적 기반 위에 한국의 만일염불결사가 성립되었다.
둘째, 48대원을 중시하였다. 48대원을 호칭한 것은 정토사상의 일대변혁으로, 이러
한 원명의 호칭이 현대까지 한국불교에서 장엄염불로 남아 널리 애송되고 있다.
8) 한태식(보광), ｢한국정토사상의 특색｣, 정토학연구 제13집, 한국정토학회, pp.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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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십념(十念)을 중시하였다. 특히 48대원 중에서도 제18원․제19원․제20원을
중시하였고, 이 중 십념염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다.
넷째, 유심정토 중심의 염불선(念佛禪)을 중시하였다. 고려시대 이후 선불교의 번창
으로 정토교학은 자취를 감추고, 선종에 흡수되어 선수행의 방편으로 행해지기도 하였
다. 중국의 영명연수의 염불선이 도입되어 현대에까지 한국불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다섯째, 한국에서는 종파로서의 정토종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정토사상과 신
앙이 너무 보편화된 까닭에 종파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섯 가지 한국 정토사상을 정토신앙의 순례코스를 만드는데 토대로 잡고, 가장 대중적
인 신앙의 형태인 염불신앙을 통해, 극락으로 인도하는 정토신앙과 관련된 사찰을 선정
하였다. 이를 정토신앙의 핵심인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상징하는 사찰을 권역별로 선정
하여 ‘정토로 가는 길(가칭)’ 48곳을 성지 순례코스로 최종 개발하였다.
순례코스 대상의 최종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 정토신앙관련 유물과 유적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① 사찰의 주존불이 아미타불인 경우를 먼저 선정한
다. ② 정토사상과 관련한 극락전, 무량수전, 수광전 등의 건물이 있어야 한다. ③ 정토
신앙관련 신앙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둘째, 답사 순례 코스로 할 만한 접근
성이 우수한 곳을 먼저 선정한다. 셋째, 답사 후 코스 개발이 우수하여 주변에 관광 여
건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지향점은 정토신앙이라는 테마중심의
길이 되어야 하며, 삶을 돌아보는 웰다잉의 길이어야 하며, 아미타불 48대원을 본 받아
서원으로 만나는 자신의 길이어야 하며, 템플스테이로 머물면서 불교문화와 정토신앙
을 체험하는 길이어야 하며, 극락가는 여권을 마련하는 스탬프 랠리의 길이어야 할 것
이다.
위와 같이 한국 정토사상을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토대로 잡고 순례코스 대상의 최종
선정 원칙하에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지향점을 고려하여 1차 답사 대상으로 삼은
사찰을 선별하고 지역별로 묶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답
사 대상으로 정하고 답사를 수행한 사찰48곳을 ‘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로 각 권역
별로 4대 권역으로 나누었다. 권역별 구분은 ① 수도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강원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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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울(16곳) ② 서남권 순례코스: 전라도(8곳) ③ 중부권 순례코스: 충청도(8곳)
④ 동남권 순례코스: 경상도(16곳) 코스로 개발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참고 3. 정토로 가는 길 48 사찰
No.

권역

사찰명

주소

선정요인

1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758년 발징, 한국 최초 만일염불회 개최

2

신흥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설악산

극락보전(강원 유형문화재 14호)

3

백담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

극락보전

4

천은사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58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

5

보덕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3반
극락보전 염불암
1110

6

연화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

만일염불결사

7

청평사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극락보전

경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753

경국사목각탱(보물 제748호) 아미타불, 극락
보전

보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506

만일염불결사

10

미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395

1115년 극락전. 1827년 무량수전, 1862년 극
락전 중창 아미타후불탱화

11

백련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

무량수전

8
9

수도권
및
동북권

동산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염불회

12

만일염불결사

13

정토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상적동 338

만일염불결사

14

청계사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11

극락보전

15

쌍계사

경기도 안산시 북동 1058

극락보전, 목조아미타불좌상, 아미타후불탱화

16

봉림사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북양2리 642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980호)

17

개심사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1

18

부석사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60 극락전․안양루․무량수각

보덕사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277 극락전(충남유형문화재 제145호)

용봉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0 1689 아미타삼존불

21

무량사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극락전(보물 제356호)

22

미타사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 극락후불탱화
874-2

19
20

중부권

- 63 -

무량수각․안양루․아미타삼존불

No.

권역

사찰명

주소

선정요인

23

대원사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269

아미타불(보물 제98호 충주철불좌상), 무량수
전, 극락전

24

복천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극락전, 공민왕친필 무량수 편액

25

화암사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하앙식 화암사 극락전(보물 663)

26

안국사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934 극락전(전북 유형문화재 42호)

27

금당사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41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전북유형문화재
18호)

28

정수사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137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전북유형문화
재 167호)

29

백양사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극락전(極樂殿:지방유형문화재 32)

30

달성사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17 유달산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전남 유형문화재 228호)

31

무위사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극락보전(국보 13호)

32

천은사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

극락보전(전남유형문화재 50), 아미타후불탱
화(보물 924)

33

내원암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803

경북문화재자료 제342호, 아미타불 좌상

34

백련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2 만일염불결사(통도사 말사)

35

홍법사

부산 금정구 두구동 1220-1

동양 최대 아미타불 좌상, 만일염불결사

36

수도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636

662년 원효 창건.극락전 중심, 절 입구 극락교

37

원당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만일염불결사

38

도리사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극락전(경북문화재자료 318호)

39

용흥사

경북 상주시 지천동 722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삼존불

40

남장사

경북 상주시 남장동502

念佛堂(1907), 극락보전, 보광전

운암사

경북 문경시 불정동 산 65

678년 의상 창건, 극락전

42

부석사

경북영주시부석면북지리148

무량수전(국보 18)

43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901

극락전(국보 15호)

44

보문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158

극락전(경북문화재자료203)

45

인각사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일연성사중창, 삼국유사 저술. 극락전

46

은해사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

41

47
48

서남권

동남권

제이석굴암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302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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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존석굴(국보 제109호);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보살.
극락전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27호)

이상과 같이 선정한 사찰은 본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향후 성지순례의 실행과정
에서 종단의 협의와 사찰의 의향 및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하며, 사
찰별 세부정보 예는 아래 도표에서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 4. <정토로 가는 길> 사찰별 ID. 01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01

건봉사

동북권
연락처

선정
이유

033-682-8100-2

만일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만일염불회를 처음 시작한 사찰임.
-. 건봉사는 520년 아도(阿道) 스님이 창건. 758년(경덕왕 17)에 발징스님이 중건하고 염불만일회(念佛
萬日會)를 열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만일회의 시초임. 신라 말에는 도선 국사가, 그리고 고려 말에는
나옹 스님이 중수함.

설명

-.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 이 염불만일회에는 31인의 승려와 신도 1,820인이 참여하였는데, 신도 중 120인
은 의복을, 1,700인은 음식을 담당하여 염불승에게 베풀었음. 특히 의복을 맡은 신도는 매년 포(布) 한
단(端)씩을, 음식을 맡은 신도는 매년 백미 한 말과 깨끗한 기름 한 되씩을 헌납하였다는 기록이 건봉사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시물(施物) 및 공양풍습을 알 수 있게 함. 그 결과 1만일을 채운 757년
(원성왕 3)에는 염불만일회에 참여했던 염불승 31인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극락에 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많은 신도들이 차례로 극락왕생하였다고 함.
-. 한국염불만일회의 최초 사찰, 매년 12월 염불만일회 불자들이 기도하러 방문 함. 건봉사 산사체험 운영.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음.

건봉사 전경

주변
관광
명소

아미타불

만일염불원

화진포-화진포는 동해와 연접해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면적 72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호수 주위에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펼쳐진 국내 최고의 석호임.
삼포간이해변-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희고 고운모래와 4,000여평의 백사장으로 가족단위 피서객과 직능단
체의 하계수련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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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과제와 닫는 말
관광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광의 트렌드는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문화유적과 같은 볼
거리 중심의 ‘하드관광(hard tourism)에서 관광자원(resources)의 시설과 소프트웨
어를 부가시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콘텐츠중심의 소프트관광(soft
tourism)으로 넘어가고 있다. 즉, 다른 측면으론 ‘가치를 중심에 둔 관광(value
oriented tourism)’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며 관광을 즐기려는 자유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만든 근본바탕의 하나인 참살이(Well-being)의 열풍은 건강한 삶
의 추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화향유의 경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재는 참살
이를 넘어서 삶의 성찰과 아름다운 마무리(Well-dying)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시니어계층이 새로운 경제 가치창
조의 견인력이 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마무리를 통한 유
언장 남기기, 기부의 확산, 새로운 장례문화 등은 벨류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정착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큰 흐름 가운데 걷기 문화의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
의 보편적 문화 현상이다. 걷기 열풍은 걷는 가운데 문화적 요소와 매력적인 이야기가
그곳에 스며있기 때문에 장소에 기반한 성지의 방문과 새로운 체험이 되어야 하며, 향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관조를 통한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맥락하에서 정토신앙의 순례길은 걷기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순례길은 지
역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생활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특성과 고유
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의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한다. 셋째, 순례길 형태
의 걷기가 보편적 문화현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48대원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과 의미부여를 통해 정토신
앙의 순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다운 삶의 길을 바로 정토신앙의 순례코스에서 찾
고 만들어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제주올레’, ‘제주오름트레킹’, ‘지리산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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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유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
국과 4개 권역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태마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각각 48사찰의 장
단점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는 개발과 함께 특정 대상별 맞춤형 순례코스가 교계나 종
단, 학교 연구소, 단위 사찰에서 공동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
은 준비하는 측면에서 미리 기본 기획안을 내놓고 인트넷 시대에 걸맞게 웹이나 앱상에
서 상호교류로 만들어 가는 순례코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정토순례길을 분류, 조사, 답사하면서 느낀 필자의 제한적 한계는 시
간적 한계로 인해 각 사찰에서 충분히 현장을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남아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정토신앙과 연관된 신앙형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
고 해외순례코스와 종교화합의 길 같은 국내의 다양한 길과 순례코스를 직접 체험은 못
하고 문헌적인 조사와 간접적인 조사의 한계로 인해 현 시대에 걸맞는 정토신앙의 순례
길에 대한 좌표를 정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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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한국정토 신앙관련 사찰의 분류조사에 대한 논평문

고상현(동국대 박사수료)

본 세미나에 토론요청을 받고는 정토신앙의 전공도 아닌데 하는 망설임이 없지 않았
다. 성지순례의 시작은 어떤 곳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기획하는 단계
부터이다. 그런 만큼 정토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운용했던 경
험과 성보(聖寶) 조사를 위해 전국의 많은 사찰을 찾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맡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럼 발제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의와 보완점 내지 궁금한 점 몇 가
지를 제시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발제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현대 한국불교의 성지순례, 둘째
는 정토신앙 관련 현지조사의 범위와 방법론, 셋째는 최종 선정된 48개 사찰과 권역별
순례코스이다.
기존의 성지순례가 신행활동 차원에서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구산선문, 관음신
앙, 유명 기도처 순례 등 짧은 테마를 가지고 행해져 왔다. 그러면서 불보살의 본원에
맞춘 순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코스를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본 발제
문은 아미타불의 48원을 바탕으로 하여 코스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
다. 성지순례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전통사찰이나 유형의 문화재가 있는 곳만을 생각
하기 쉽다. 그러나 발제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산만일염불회, 정토사, 홍법사
등 현대에 들어 정토신앙이 활발하게 신행되는 곳도 포함한 것이 두 번째 의의이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보완점이나 궁금한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 한국불교의 성지순례’에서는 주로 최근에 108산사순례나 33관음성지순례
를 언급하고 있다. 발제자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일선 사찰의 신행활동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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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구산선문, 관음신앙, 유명 기도처 순례 등 짧은 테마이긴 하나
다양한 형태의 성지 순례가 있었고 지금도 순례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발제자가 언급한
예처럼 몇 년간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하였지만, 본
사급 사찰이나 활발하게 성지순례가 이루어지는 사찰의 예를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발제자가 언급한 성지순례가 자칫 불교성지순례의 흐름
을 또 다른 측면의 상업화, 대형화를 부추기게 될 우려 때문이다.
둘째는 ‘정토로 가는 길’(가칭) 48곳의 사찰 분류에 대한 것이다. 발제자는 48곳의 권
역을 “① 수도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강원도-경기도-서울(16곳) ② 서남권 순례코스:
전라도(8곳) ③ 중부권 순례코스: 충청도(8곳) ④ 동남권 순례코스: 경상도(16곳) 코
스로 개발”한다고 하였다. 먼저 이 코스 중 ①은 하나의 코스로 묶기에는 지역적인 연계
성을 살펴볼 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④의 경우도 부산ㆍ경남 4군데를 제외하고
는 모두가 경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코스를 광역권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
셋째는 정토신앙의 특성으로 인해 순례코스의 지향점을 ‘웰다잉의 길’, ‘자신의 길’,
‘체험의 길’, ‘스탬프 랠리의 길’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마지막은 ‘극락 가

는 여권을 마련하는 스탬프 랠리의 길’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현재
한국 불교가 사십구재를 통한 재받이 내지 일본불교처럼 장례불교로 변하고 있다는 우
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본질과는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
킬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네 번째 코
스를 앞의 세 가지를 아우르는 ‘총원을 성취하는 스탬프 랠리’로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넷째는 발제자가 제시한 것처럼 관광의 트렌드는 ‘하드관광에서 콘텐츠중심의 소프
트관광’으로, 가치 중심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 발제문에서는 48
개 사찰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순례코스의 선정 취지가 아미타
불의 48원에 따른 정토로 가는 길인 만큼 각 사찰과 48원의 관계성을 어떻게 추출하여
순례자(관광객)들에게 제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순례자
가 각각의 사찰을 순례할 때마다 48원 중 하나의 서원을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신
앙심을 한층 더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8원과의 관계성에 맞는 최소한 48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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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콘텐츠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종단과 각 시도 지자체
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초 원효대사의 순례길을 개발해 이를 세계적인 관광상품
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유엔 세계
관광기구인 스텝재단, 경상북도 등이 공동으로 ‘원효대사 순례탐방 관광상품화 론칭
(출발)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효길 복원 용역을 수행했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살리려는 움직임은 없었다(경인일보, 2010.11.19). 이처럼 이 발제문에서 제시
된 연구가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종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자
체나 단체의 지원과 독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48개 순례코스를 현재의 분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남한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남한의 48개 사찰은 그대로 두되 북한 지역의 황해
남도의 월정사 극락보전, 평안남도 평원 법흥사 극락전 등 정토신앙처를 하나의 코스로
제시하는 방안도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북측과 협의하
여 현지답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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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한국 정토신앙 관련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언

이재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목

차

Ⅰ. 서 언
Ⅱ. 성지순례와 정토신앙
1. 성지순례에 대한 불교적 함의
2. 한국정토신앙의 성격과 아미타불의 48대원
3. 현재 한국불교의 성지순례
Ⅲ. 종교관련 순례코스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1. 해외의 사례 조사
2. 국내의 순례길
3.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Ⅳ.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안
1. 정토로 가는 길 48사찰의 선정
2. 정토로 가는 길 순례코스 제안
3. 순례코스 실행단계
Ⅴ. 결 어

Ⅰ. 서 언
본 논의는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과제인
<전통문화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 한국정토신앙 48사찰을 중심으로>의 수행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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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순례코스의 개발은 정토신앙과 성지를 순례라는 체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하는 살아있는 실천이다. 또한 문화관광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가
치를 제공하는 ‘가치장초’의 작업으로 활용될 것이다. 순례코스는 관광이라는 범주를
통해 외화될 수 있다.
현재 관광의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과거의 점형 장소 중심의 단순관광에서 문화․생
태․종교 등 다양한 테마가 부여된 연결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선형 관광으로 관광 패턴
이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보형 순례여행 및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찾아 학습과
체험을 중시하는 체험형 도보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드관광(hard tourism)에서 소프트 관광(soft tourism)으로 넘어가 있다. 즉 아
름다운 자연풍경과 문화유적과 같은 볼거리 중심의 관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광
자원(resources)에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부가시켜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는
상품으로 구축해 콘텐츠중심을 지향한다. 더욱이 기존 관광자원과 상품에 새로운 문화
적 가치를 더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 관광(value oriented tourism)’
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에 둔 관광은 관광지의 지역성과 문화를 테마를
중심으로 묶어 연계하는 주변 연계관광을 지향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천천
히 살펴보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인의 염원을 담아
내면의 성찰과 관련 장소의 체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순례코스는 Story Telling을 통
해 관광이 지향하는 목적과 지향을 하나로 엮어서 제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외연과 큰 파급력으로 문화적 가
치가 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의 핵심은 신앙과 실천 및 체험에 있다. 한국불
교문화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염불신앙을 통해 왕생정토를 이루려는 소망에서 출
발하는 정토신앙이다. 예컨대 한국불교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역사문화인물로 신라
시대 원효(元曉)대사를 손꼽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무아미타불 염불로 천촌만락
을 떠돌며, 불교를 대중화하고 삼국통일 이후 치열한 전쟁의 후유증을 화해와 소통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정토신앙에서 정토는 단순한 극락정토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을 정토로 인식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와 산하, 사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 76 -

현실정토를 지향한다. 가장 대중적인 신앙의 형태인 염불신앙을 통해 극락으로 인도하
는 정토신앙과 관련된 사찰을 선정하고, 이를 정토신앙의 핵심인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상징하는 사찰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정토로 가는 길(가칭)’ 48곳을 성지 순례코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순례코스의 선정과 운영, 이를 다양한 방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문화상품으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였다.

Ⅱ. 성지순례와 정토신앙
1. 성지순례에 대한 불교적 함의
성지순례의 기원은 부처님 당시 비구들은 안거를 보내고 연례적으로 부처님을 방문
하는 데서 시작한다.1) 열반경에 의하면, 여름 안거를 보내고 나서, 비구들은 붓다를
친견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었다고 전한다.2) 그러나 이는 성지의 관념과 결부된 의
미의 성지순례라고 보기에는 다른 차원의 성격에 속한다. 순례의 과정에서 순례자는 존
경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회상함으로써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
거나 굳게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는[生天] 것이
다. 성지순례의 목표는 열반의 증득이 아닌 생천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
경인데,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공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통상적으로 성지를 이야기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성도․초전
법륜․열반 등과 관련된 네 곳의 유적지를 4대성지라고 한다.
1) 안양규,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2집(한신인문학연구소, 2000),
p.116.
2) 大般涅槃經 권중(대정장 1, p.199b). “부처님께서 옛날 비야리성에 계실 때나, 왕사성에 계실
때나 사위국에 계실 때나 다른 여러 곳에 계실 때 안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비구 대중들이 사방으
로부터 부처님께 안부를 여쭈러 왔다. 世尊 昔日 或在毘耶離城 或在王舍城 或在舍衛國 并及餘處 安
居訖已 諸比丘眾 從四方來 問訊世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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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처님 탄생지: 카필라바스투(迦毘羅衛  Kapilāvastu) 룸비니동산(藍毘尼
園  Lumbinī), 둘째, 성도지: 가야성(伽耶  Buddhagayā)의 보리수 아래, 셋째,

초전법륜지: 바라나시(波羅奈斯  Vārāṇasī)의 녹야원(鹿野苑  Mṛgadāva), 넷째,
열반지: 쿠시나가라성(拘尸那揭羅  Kuśinagara)의 사라쌍수 숲, 다섯째, 8대성지:
4대성지에 사위성(舍衛城  Śrāvastī)․승가시(僧伽施  Saṅkāśya)․왕사성(王舍
城  Rājagṛha)․비사리(毘舍離  Vaiśālī) 등 석가모니 부처님과 교교화의 인연이

깊은 곳과 4대성지를 추가하여 이를 팔대처(八大處  aṭṭja-mahātthānāni) 또는 8대
성지라고 한다.
장아함 유행경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아난에게 이렇게 당부하신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족성(族姓)의 자제들에게는 항상 4념(念)이 있어야 한

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 둘째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이룩한 곳 … 셋째는 부처님이 법륜(法輪)을 굴리신 곳 … 네 번째는 부처님이
반열반[般泥洹]하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하고 기억해 잊지 않고 사
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난아, 내가 반열반에 든 뒤에 모든 족성의 남녀들이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의 공
덕은 이러했고, 부처님이 도를 이룩하셨을 때의 신력(神力)은 이러했으며, 부처님이
법륜을 굴렸을 때 구제한 사람은 이러했고, 멸도에 다다랐을 때 남긴 법은 이러했다
는 것을 생각하여 각각 그곳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탑사(塔寺)를 예경하면 그들
은 죽어 모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단 도를 얻은 자는 제외된다.”3)

이는 사대성지를 늘 생각하고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것은 곧 재가신자
에게 내리신 유훈이라는 것이다.
또한,

“또 너희 비구들은 이 지방에 네 곳이 있는데, 만약 어떤 청정한 믿음을 지닌 남자

와 여인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항상 마음을 다잡아 공경심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어
3) 長阿含經 권4, ｢遊行經｣(대정장1, p.26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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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것이 네 곳인가, 첫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둘째 정각을 이루신 곳, 셋째 처음
으로 법륜을 굴리신 곳, 넷째 열반에 드신 곳이다. 만약 이 네 처소에 자신이 직접 예
배하거나 혹은 멀리서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여 청정한 믿음
을 일으켜 늘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있다면 목숨을 마친 후 반드시 천상에 태어날 것
이다.<이곳은 서쪽(인도)에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50여년을 머무셨던 곳을 친견할 수 있
다. 그 여덟 곳은 첫째 본생처(本生處), 둘째 성도처(成道處) 셋째 전법륜처(轉法輪處), 넷째 취봉산
처(鷲峯山處  Gṛdhrakūṭa,  Gijjhakūṭa), 다섯째 광엄성처(廣嚴城處  Vaiśāli), 여섯째 종천
하처(從天下處：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도솔천에서 석달 동안의 설법을 하고 내려오
신 僧伽施  Sāṃkāśya,  Saṃkassa), 일곱째 기수원처(祇樹園處  Jetavana- anāehapiṇḍasy
ārāṃa), 여덟째 쌍림열반처(雙林涅槃處) 등이다. 앞의 네 곳은 정해진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해진

것이 아니다.>”4)

출가 수행자는 오로지 깨달음을 위한 수행에 전념하라고 하신 것이고, 온전히 수행에
몸을 던질 수 없는 재가신자들을 위해서 성지순례는 재가신자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이
다.
부처님은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인 숭배를 거부하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을 가르쳤기 때문에, 출가수행자들에게 직접 4대 성지를 방문하여 공덕을 축적하고 직
접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순례 수행은 아쇼카왕의 성지순례 이후에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5) 아쇼카왕은
부처님의 4대 성지를 순례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불탑과 석주(石柱)를 세웠다. 법
현 현장과 같은 중국승려, 신라의 혜초와 같은 순례자들이 불법을 구하기 위하여 인도
를 순례하고 순례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2. 한국정토신앙의 성격과 아미타불의 48대원
불교의 본래 취지는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하라”[法歸依 自歸依]는 붓다의 유훈
4) 有部律雜事 권38(대정장24, p.399a9).
5) 안양규, 앞의 논문,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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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처럼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과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자력구원(自力救援)의 종교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승불교시대에 불교가 대중적인 종교로 발전하면서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이념이 자리잡고, 붓다와 보살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한 중생구제라는
사상이 싹이 텄다고 본다. 아울러 신앙의 실천과 함께 자리(自利)가 곧 이타(利他)라는
사상적 토대에서 타력구원(他力救援)의 사상이 정토신앙의 특징이 있지만, 정토신앙
역시 여타의 불교 신앙과 같이 자력신앙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약 600부의
대승경전 중 200여 부가 정토신앙과 관련된 경전이다.
정토사상 계열의 대표적 경전으로 아미타경(阿彌陀經) 1권, 무량수경(無量壽經)
2권,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1권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등이 있다.6) 이들 정

토계 경전은 극락정토의 성립 배경과, 정토의 안락함,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정토계 경전의 목적은 주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본원력(本願
力)에 의지하여 극락정토(極樂淨土)에 왕생함으로써 불퇴전(不退轉)의 경지에 도달하

고, 궁극적으로 무상의 보리와 열반의 증득하는 것이다.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자면,7)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한국 정토사상은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골고루 연구되었다. 신라시대 대부분
의 정토교학자들은 정토삼부경을 골고루 다루고 있지만, 단지 현존 자료 중에 관무량
수경의 주석서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반주삼매경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 한국의 만일염불결사가 성립되었다.
둘째, 48대원을 중시하였다. 48대원을 호칭한 것은 정토사상의 일대변혁이다. 이러
한 원명의 호칭이 현대까지 한국불교에서 장엄염불로 남아 널리 애송되고 있다.
셋째, 십념(十念)을 중시하였다. 특히 48대원 중에서도 제18원․제19원․제20원을
중시하였고, 이 중 십념염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다.
넷째, 유심정토 중심의 염불선(念佛禪)을 중시하였다. 고려시대 이후 선불교의 번창
으로 정토교학은 자취를 감추고, 선종에 흡수되어 선수행의 방편으로 행해지기도 하였

6) 坪井俊映 저, 韓普光 역, 淨土敎槪論, 弘法院, 1984, pp.53～58; 한보광 국역, 정토삼부경,
여래장, 2001참조.
7) 한태식(보광), ｢한국정토사상의 특색｣, 정토학연구 제13집, 한국정토학회, pp.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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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영명연수의 염불선이 도입되어 현대에까지 한국불교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다섯째, 한국에서는 종파로서의 정토종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정토사상과 신
앙이 너무 보편화된 까닭에 종파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토사상의 중심에 있는 아미타불의 특징을 대변하는 용어는 바로 48대원이다. 이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정토사상의 사상적인 근거가 된다. 무
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이 법장비구였을 때 세웠던 이 서원들 가운데 제18원은 미타본원
(彌陀本願)이라 하여 특히 중시된다.

“시방중생이 지심(至心)으로 신락(信樂)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십

념(十念)만 해도 될 것이니, 그런데 그들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
각(正覺)을 이루지 않겠다.”

정토왕생은 쉬운 길[易行道]로서 대역죄를 범했거나, 극한상황에 처해 있는 중생이
라도 ‘나무아미타불’만 10번 염송하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화의 아미타불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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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전남 구례 천은사의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계에서 대

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아미타후불탱화>(보물 제924호)가 걸려 있다. 여기에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을 ‘ 밝은 빛을 두루 비추고 수명이 헤아리기 어려우며, 48대원을
일으키신 아미타부처님[光明普照壽命難思四十八大願無量壽如來佛]’이라고 설명한 것
으로 48대원은 곧 아미타불을 대표하는 상징이며, 극락에 가는 원동력으로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미타불의 48대원에 주목하고, 이를 정토신앙의 핵심동력으로 보아
여기에서 정토신앙 관련 사찰을 선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림 2. <아미타 삼존 내영도>(용인 호암미술관 소장, 14세기)

<그림 2>의 고려시대 <아미타 삼존 내영도>는 아미타불은 극락정토에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하고 염불행자를 맞이해 가려고 하는 역동적인 순간을 표현한 장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미타불의 백호로부터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와 염불행자를 비추고
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염불행자를 극락정토로 이끄는 원동력임을 표현한 것이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려면,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절
히 염불해야 한다. 그러면 아미타불이 직접 그의 권속과 함께 마중 나와 영불행자를 서
방극락으로 맞이해 간다고 한다. <아미타 삼존 내영도>에서는 관음보살이 몸을 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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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대좌를 들고 염불행자를 연화대좌에 태워 극락정토로 데려가는 찰나의 순간을 묘
사하였다.
대자대비의 관음보살이 본존인 아미타불의 한발 앞에 나와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염불
행자에게 두 손을 뻗어 손 위에 올려놓은 연꽃 대좌 위로 맞아들이려는 자세이다. 지옥
에 떨어진 마지막 한 명의 중생까지 모두 건져내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지
장보살은 보주를 들고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이 불화에는 관음과 지장의 도움으로 극락
정토에 왕생하고 싶은 염원이 반영되었다.

3. 현재 한국불교의 성지순례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상주에서 경주로 오는 길에서 3
일 동안 금강삼매경에 주석을 썼다고 전하며, 원효대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길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길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여정이
자 세상과 소통의 통로이자,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떠돌아 다니면서 수많은 대중을 교
화한 보살행의8) 수행도량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성지라고 하는 공간은 성스러운
행위인 신앙과 수도를 통해 장소의 성격이 변화된 특정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누가 선
언하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공업에 의해 창조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살아있는 공간에 중생이 순례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담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연기
적 관계로 사회성을 획득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불교에서 성지순례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각자 자신의 신앙의 형태, 기원의 양
상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삼사, 삼보사찰, 관음성지, 적멸보궁 등의 순례로 정착되어
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 중국, 티벳, 동남아 등의 불교성지순례가 조직되어 하나의 문
화로 정착되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
다. 과거의 사찰순례가 공덕쌓기식이 중심이었다면, 현재 순례는 새로운 신앙결사의
8) 三國遺事 권4, ｢義解｣ 5, ｢元曉不覊｣(대정장 49, p.1006b).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
樞瓮牖玃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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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08산사 순례이다. 사바세계 108번뇌를 사
찰순례를 통해 정화해 가는 구도의 과정이다. 서울 도선사의 ‘108산사 순례 성지기도
회’, 부산 홍법사의 ‘걸망을 메고 떠나는 108산사 순례’, 울산 영묘사의 ‘108사찰 기도성
지순례’ 등이 있다. 또한 순례 과정에서 농촌 살리기, 환경 지키기 등으로 도시와 농촌
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단은 순례기간 중 각 산사로부터 사찰 이름이 들어간 염주알을
한 알씩 받게 되는데, 한 곳도 빠트리지 않아야 108 염주를 만들 수 있어 참여열기가 높
다.9) 또한 2009년 MBC에서는 108산사를 찾아 순례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를 제작, 방송한 적이 있다.10)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08년 6월 ‘33관음성지 순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성지순례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관음신앙 관련 유․무형 문화재가 있는 137개의 사찰 외에
지역, 템플스테이 유무, 숙박가능여부, 관람료 유무, 문화부 추천, 관광공사 선호성지,
여행순례상품으로의 가치성 등을 세부기준으로 최종 33개의 관음성지로 선정하였
다.11)
2009년 11월에는 ‘한국33관음성지순례’사업 출시 1년 만에 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첫 일본인 10명이 탄생했다.12) 이는 한일 불교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한국 관광에 대
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다.

Ⅲ. 종교관련 순례코스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그동안 관광의 형태가 여러 곳을 패키지로 묶어서 돌아보는 것에서 건강과 문화에 대
9)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 이끄는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 불교신문 2261호, 2006-9-13일자.
10) 2009년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특집다큐멘터리> ‘선묵혜자스님의 나를 찾는 108산
사’가 방영.(http://cue.imbc.com/)
11) http://www.koreatemple.net/board/board_view.asp?board_id=1&article_id=
104&page=1&search_key=&search_value=
12) <한국 33관음성지 모두 순례한 일본인 10명 탄생>, 붓다뉴스 2009-11-11일자.
(http://news.buddhapia.com/news/BNC002/BNC0021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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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의 증대로 쉬엄쉬엄 걷는 도보여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걷기 중
심의 변화의 과정은 광속도로 변화해가는 현대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성찰, 건강에 대한
관심의 확산, 여가 생활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수준의 소비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걷기를 중심으로 한 ‘길’의 복원과 길에 담겨있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엮어 함께 소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올레길13)을 필두로 지리산 길14), 퇴계가 산책하던 봉화 청량산의 예
던 길 등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 사업이 전 국토를 고속도로가 아닌 걷고 싶은 길로 복
원되고 있다.

1. 해외 사례 조사
1)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표 2.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제목

산티아고 길/ 세인트 제임스 길

지역

스페인 북서부지역 코루냐 지방

성격

기독교 성지순례의 길

주체자

Camino de Santiago Tours, Casa Santo Estevo, Budget Europe Coach Tours

홈페이지

www.caminodesantiago.me.uk

카미노 산티아고 또는 영어의 세인트 제임스(예수의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곱)
의 길로 알려져 있는 순례자의 길(Camino de Santiago)15)은 모든 유럽의 순례자의
길의 대명사이다.
13) http://www.jejuolle.org/
14) http://www.trail.or.kr/
15) 카미노Camino란 말은 스페인어로 ‘길’을 뜻하며,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야곱의 길 또는 산티아고의 길이라는 뜻이다.
야곱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걸어왔다고 한
다. 9세기 초, 어느 기독교 수행자가 야곱의 유골을 발견하면서 그곳은 ‘별들의 들판’ 이라는 뜻의
캄푸스 스텔레로 불리다가 후에 콤포스텔라가 된다. 그 후 9세기에 기독교사회는 산티아고로의
성지순례를 시작했고, 11세기와 12세기에는 순례가 절정을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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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유럽 연합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유럽의 첫 번째 문화유산으로 선포하였

고, 1993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제정하여, 감소하던 순례자들의 수가
다시금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다. 모든 길은 스페인 북서쪽의 최종 목적지(Santiago
decompostela)에서 만나게 되어 있으며, 1,00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순례자들은 카

미노 산티아고를 걸어옴. 총 800km 길이의 순례길은 하루에 30km씩을 진행한다고 했
을 때 대략 1달이 걸리는 긴 여정. 투어상품은 보통 4주 이상이 걸리는 여행을 9박 10
일 일정의 스케줄로 구성하여 관광 상품화하였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카미노 프란시스(The Camino Frances), 카미노 델 노르테
(The Camino del norte), 비아 드라 플라타(The Via De La Plata) 등 많은 순례자

의 길을 총칭하는데, 주로 카미노 산티아고는 이 중에서 카미노 프란시스(The
Camino Frances)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림 3. 카미노 산티아고의 지도

카미노 프란시스(Camino Frances)는 전통적으로 생장피드포르(St. Jean Pied de
Port)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에서 끝마치게 되는데, 이는 780km나 되는

먼 거리이다.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는 유럽의 문화도시로 스페인 북서부지역 코루냐
지방에 위치하였으며, 갈리시아의 수도이다. 최근 카미노 산티아고에 변화의 바람이 불
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인 방문객 수와 관광객 형태의 방문객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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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노 산티아고는 관광지가 아닌 순례자의 길이며, 순례자 개별적으로 길의 역사와 의
미를 찾는 사색의 길로써 유명. 그러나 여행 마니아들의 입소문과 국내에서는 관련 서적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점차 방문객의 수가 늘고 있다. 1985년 2,491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19,821명으로, 2005년에는 93,92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도 변

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사들의 관광상품 판매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총 800km 길이의 순례길은 하루에 30km씩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략 1달이 걸리
는 긴 여정. 투어상품은 보통 4주 이상이 걸리는 여행을 9박 10일 일정의 스케줄로 구
성하여 관광 상품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편하게 카미노 산티아고를 경험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는 본래 순례자의 길에 관광의 성격이 부여되었다. 또한 순례길을 걷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마을별 다양한 전설과 종교적 역사에 바탕을 둔 건축물은 매력적인 볼거리
이다. 축제를 좋아하는 스페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때때로 방문지역의 정열적인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순례자의 길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엄숙하고 감동적
인 축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통한 문화체험도 가능하다.
상품을 구성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투어상품의 기준인 지역별 프로그램이나 특성보
다는 순례자의 길 자체가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대신 투
어상품은 일반 순례자들과 달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2. 투어에 포함되는 사항들
항목
가이드
그룹인원 제한
숙박시설
식사

내용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가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에 동행
투어의 그룹인원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최대인원은 14명 정도로 제한
프레스코 투어는 3-4 성급 호텔을 이용. 모든 객실에는 욕실 제공. 투어 가격은 더블을 기본으로 함
모든 아침,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 음식은 그 지역 문화체험의 일환이기도 함

차량지원

차량지원과 함께 순례길 루트에서의 상황에 따른 픽업 옵션은 매일 설명

교통수단

프레스코 투어의 시간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지상 교통수단이 제공
투어 시작과 끝의 전후에 여행일정을 위한 정보제공

수하물 서비스
이벤트

수하물의 호텔간 이송 서비스(단 작은 사이즈로, 일인당 한 개로 제한)
Wine tastings(와인테스팅), garden tours(가든투어), concerts(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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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항목

항공료와 공항 세금 / 출발비용, 비자, 또는 개인 본래의 아이템 - 세탁, 전화, 화물 흑자 청구,
의료비용, 바, 팁 등이며, 개인맞춤 투어 및 일정 조정이 가능

카미노 산티아고의 운영 특성 중 하나는 알베르게(alburgues)라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순례길 중간에 ‘HOSTEL=refugio’ 또는 ‘알베르게(alburgues)’라는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기부금 형식의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
설이다. 순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2단 침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간단한 조리시설도 설
치되어 있어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
숙소 이용을 위해서는 순례자 패스포트(pilgrim passport)인 순례자 증명서 크레덴
시알(Credencial)이 필요하며, 순례길을 걷는 동안 숙박할 때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스탬프를 찍는다. 카미노 산티아고에서는 크레덴시알(Credencial)에 일정한 스탬프
수를 확보하게 되면 순례자의 길을 완주했다는 일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방문자
가 순례자의 길을 순례했다는 증거이자 가치 있는 행위로써의 의미를 부여한다.
카미노 산티아고는 가리비 조개 모양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카미노 산티아고의 길
을 걷는 동안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방향을 안내하고 순례자가
카미노 산티아고에 있음을 인지를 시켜주는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전설적 의미도 내포하
고 있다.16)

그림 4. 크레덴시알의 스탬프
그림 5. 순례자 인증서
16) 중세 때부터 순례객들은 모두 가슴에 조개를 달고 순례에 참여, 이는 기독교에서의 동정녀 마리
아의 무염시태를 상징한다는 설과 산티아고의 무덤에서 조개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하는 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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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카미노 산티아고의 상징 : 가리비 조개 모양

2) 일본 시코쿠 순례길

표 3. 일본 시코쿠 순례길 요약
제목

시코쿠 순례길

지역

일본 시코쿠 섬

성격

불교 성지 순례길

홈페이지

www.shikokuhenrotrail.com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네 개의 본섬 중에 가장 작은 섬 시코쿠에는 그 섬에 천이백 년
간 이어져 온 불교 성지 순례길이 숨어 있다. ‘헨로 미치’라 불리는 길은 번호가 붙은 88
개의 절을 순서대로 돌아 1번 절로 돌아오는 1,200킬로미터의 장거리 순례길이다. 시
코쿠에서 태어나 시코쿠에서 깨달음을 얻은 홍법대사(774년-835년)의 발걸음을 좇는
순례로 일본인들이 이 길을 순례하기 시작한 건 이미 17세기부터이다.
지난 1,200년간 순례자들은 홍법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을 간구하거나, 간절
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이 길을 걸어왔다. 현대적인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 험한 길을
걸어서 순례할 수밖에 없던 순례자들은 이 길에서 삶을 마감한다. 순례자들의 전통 의
상인 흰 옷은 길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 때 수의로 사용하기 위해 유래한다. 오늘날 대
부분의 순례자들은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한 절에서 다음 절로 이동하며 4-5일 만에 순
례를 마친다.
순례는 시코쿠 동북쪽에 위치한 1번 절 료젠지에서 시작해 88번 절 오쿠보지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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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다시 1번 절로 돌아옴으로써 완성한다. 섬을 한 바퀴 일주하는 이 형식은 깨달음
을 향한 중단 없는 추구를 의미이다. 갈림길마다 빨간 화살표와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순례자의 그림이 길을 알려주기에 어지간한 길치도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다. 순례
자들은 절에 들어서면 정해진 순서대로 참배를 행한다. 먼저 수돗가에서 손과 입을 헹
굼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혼도라 불리는 본당으로 간다. 향과 초를 바치고 반
야심경을 읊은 후 이름과 주소 등을 적은 종이 오사메후다를 바치며 시주한다. 다음은
홍법대사를 기리는 대사당에서 같은 순서로 참배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납경소에 가서
납경장이라 불리는 공책에 도장과 서명을 받음으로써 순례의 의식이 끝난다. 전 구간을
완주하면 순례자 교류 센터에서 완주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림 7. 시코쿠 순례자의 물품

그림 8. 순례자들의 순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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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 순례자들은 ‘오헨로상’이라 불리는 대개 비슷한 옷차림으로 머리에 삿갓을 쓰
고, 흰옷을 입고, 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삿갓은 관 뚜껑, 흰옷은 소복, 나무 지팡이는
묘비를 상징한다. 순례 중에 길에서 죽더라도 누군가 대신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순례자는 88개 사찰을 모두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일본에서는 이미 매년
15만명 이상이 이 길을 걸을 만큼 대중적인 순례코스로 1,200Km의 길을 혼자 걷는다

해도 결코 혼자는 아니다. 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 적힌 팻말
처럼 홍법대사가 내내 함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코쿠의 주민들이 순례자들에게 건네
는 작은 정성인 ‘오세타이’가 있어 내내 따뜻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오세타이는 말
그대로 마을 주민이 순례자에게 베푸는 ‘접대’이다. 순례자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100
엔짜리 동전을 쥐여주는 식으로 ‘나 대신 오헨로 순례를 잘 마쳐달라’는 의미로 순례자
에게 보내는 응원한다.
순례자들은 순례 전이나 순례 후 와카야마현의 고야산으로 간다. 홍법대사가 입적한
오쿠노인을 참배하며 홍법대사님께 순례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린
다. 최근에는 순례를 마친 후에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늘고 있다.

2. 국내의 순례길
국내 순례길의 특성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국내 순례길 일람표
No..

이름

성격

지역

1

아름다운 순례길

종교

전북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2

지리산 둘레길

도보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3

소백산 자락길

도보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

4

서울 성곽길

도보

서울 종로구 부암동

5

무등산 옛길

산악

광주 동구 지산동

6

부산 해안길

도보

부산 강서구 가덕도～기장군 장안읍

7

하늘재 옛길

도보

충청도 충주와 경상도 문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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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도 갯길

도보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광양시 진월면

9

금호강변 길

도보

대구 금호강변

10

대관령 옛길

도보

강원도

11

여강길

도보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12

영남 옛길

도보

경북지역(개발중)

13

북한산 순례길

도보

서울 북한산자락

14

경주 왕의 길

도보

경주지역

16

진안고원 마실길

도보

전북 진안군

17

충남연가

도보

충남지역(개발중)

18

강화 둘레길

도보

강화도

19

백두대간 종주길

산악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20

제주 올레길

도보

제주도

이 가운데 대표적인 순례코스인 제주 올레길에 주목하고자 한다. 올레는 제주 방언으
로 좁은 골목을 뜻하며, 큰길에서 집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의미한다. 올레길은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로 언론인 서명숙씨를 중심
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개발한 것이다.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시흥초
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km)가 개발된 이래, 2010년 8월까지 총 21개의 코스가
개발되어 있으며, 총 길이가 약 350km에 달한다.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 평균 소요시간이 5-6시간 정도이다.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자.
올레군들의 입소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걷는 문화’에 대한 즐거움을 대중에
게 인식시킨 좋은 사례이다.

표 5. 제주 올레길 특징
제목

제주 올레길

지역

제주도

성격

도보

주체자
특징 (벤치마킹)

사단법인 제주올레
계획적인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도보여행지로 성공한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관광사업
에 크게 기여, 전국적으로 도보여행 열풍을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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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도보여행지로 성공.
인공적 구조물 설치 최소화하고 인공구조물인 도로는 우회하여 탐방객 안전 보장.
길에 대한 역사성(과거 해녀들, 마을 주민들이 활용했던 옛길 복원 등)에 주목.
홈페이지

제주올레(http://www.jejuolle.org/)

그림 9. 제주 올레길 탐방지도

종교와 관련한 아름다운 순례길은 어느 하나의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
화가 더불어서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세계가 눈길을 모을만한 발걸음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교단은 전북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와 함
께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모델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성지를 연계하는 ‘순례의 길’을
조성하였다. 이를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아름다운 순례길 특징
제목

아름다운 순례길

지역

전북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성격

종교

주체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4대 교단, 사단법인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의 주관과 전라북도, 전
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원불교전북교구, 전북불교연합, 전북기독교연합, 천주교전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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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후원
특징
(벤치마킹)
홈페이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코스개발, 문화유산과 성지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 교단별 수련프로그램 개발.
아름다운 순례길(http://www.sunryegil.org/)

그림 10. 아름다운 순례길 코스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각 순례길의 성격을 분석하여 벤치마킹의 지점을 포착하였
다.

3.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걷기 열풍은 걷는 가운데 문화적 요소와 매력적인 이야기가 그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장소에 기반한 성지의 방문과 새로운 체험, 향후 자신의 삶의 관조를 통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발전해 정착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순례길을 조사, 분석하여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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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킹을 위한 시사점을 포착하였다.

그림 11. 벤치마킹 개념도

표 7.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성지순례의 대명사 선정>

<국내 다양한 길 검토>
- 종교화합의 길: 아름다운 순례길
- 산자락 따라 가는 길: 지리산 둘레길
- 과거를 있는 길 : 하늘재 옛길
- 신라 금관길 : 경주 왕의 길
- 걷기 열풍의 길 : 제주올레길

- 기독교 성지순례의 길: 산티아고 길
- 홍법대사의 깨달음을 따라 가는 길,
불교 성지순례의 길: 시코쿠 순례길

<벤치마킹 시사점>
- 테마 중심 : 한국 정토신앙
- 웰다잉으로 : 삶을 돌아보는 길
- 아미타불 48대원 : 서원으로 만나는 자신
- 아름다운 사찰 : 템플스테이와 함께
- 스탬프 랠리 : 극락가는 여권

국내외의 사례 고찰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례는 걷기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개성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순례는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생활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
서 지역 특성과 고유성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셋째, 순례 형태의 걷기가 보편적 문화현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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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주올레’, ‘제주오름트레킹’, ‘지리산길’과 같이 고유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인
지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이야기의 개발과 함께 특정 테마 중심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통해 순례코스 개발에 참조하였다.

Ⅳ.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안
1. 정토로 가는 길 48사찰의 선정
이미 답사한 현지 조사를 결과를 반영하여, <정토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순례코스를
개발하였다. 이때 이미 밝힌 대로 한국의 정토신앙에서 아미타불의 48대원에 착안하여
48곳의 사찰 선정하였다. 특히 아미타불과 극락전, 정토신앙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의 본존불이 아미타불, 본당이 극락전, 아미타불인 경우를 우선 선정하였
다.
둘째, 관광의 매력물이 있는 정토신앙 관련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을 우
선 선정하였다.
셋째, 주변 관광여건이 우수한 사찰을 우선 선정하였다.
넷째, 정토신앙을 실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찰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선정된 48사찰은 본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완결된 형태는
아니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성지순례의 실행과정에서 종단의 협의,
사찰의 의향 및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 사찰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를 지도로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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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토로 가는 길 48 사찰 전국 분포도

정토로 가는 길 48 사찰을 각 권역별로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코스를 개발하였다. 이
러한 코스는 순례의 편의성을 생각하여 임의적으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3. 수도권 및 동북권 순례코스: 강원도 - 경기도 - 서울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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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봉사 ⇒ 2. 신흥사 ⇒ 3. 백담사 ⇒ 4. 천은사 ⇒ 5. 보덕사 ⇒ 6. 연화사 ⇒ 7.

청평사 ⇒ 8. 경국사 ⇒ 9. 보국사 ⇒ 10. 미타사 ⇒ 11. 백련사 ⇒ 12. 동산만일염불회
⇒ 13. 정토사 ⇒ 14. 청계사 ⇒ 15. 쌍계사 ⇒ 16. 봉림사

2. 정토로 가는 길 순례코스 제안
순례코스 노선의 형태를 살펴보면 각 거점 간의 연결고리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대부분 걷기의 순례로의 노선형태는 순환식(loop trail), 중복 순환식(stacked trail),
통과형(lineartrail), 위성형 순환식(satellite trail), 8자형(8 type trail), 거미줄형
(spoked trail) 등이 있다.17)

정토신앙 순례코스는 거점 중심이므로 한 번 통과한 지역은 다시 통과하지 않도록 하
는 통과형(linear trail) 노선을 고려하였다. 통과형의 경우 순례객이 거점지역을 출발
하여 순례한 이후 회귀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음 지역으로 향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순례노선의 계획 시 순례활동 이후 거점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례코스와 대중교통수단과도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14. 일본 치바현 장거리자연보도 2코스

17) Flink, C., and R. Searns, Greenways: A Guide to Planning, Design and Development,
The Conservancy Fund. Island Press, Washington, D.C,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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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일본 치바현 장거리자연보도의 경우 단일구간의 시종점을 철도역과 철도
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순례객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통과형의 노
선구조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례객으로 하여금 순례활동 종료 후 거점지역
으로 회귀하고자 할 경우 교통편 확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어 순례활동에 전
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각 거점과 거점 간의 자연스러운 길의 형태가
필요하다.18)
순례코스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의 우수성이다. 순례자가 얻을 수 있는 문화자원의 매력 및 대표성, 정토
신앙 관련 문화재의 우수성,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행의 쾌적성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우선으
로 고려, 노약자도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형성이 필요하다. 지역(광역)순례 네트워크 형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거점(서비스)지역과의 연결성, 대중교통으로 접근
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넷째, 도보순례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로(국도, 지방도 등)로부터의 안전
성, 노선형태를 연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 순례코스 실행단계
향후 실행 단계에서 <정토로 가는 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개발 프로세스와 가이드
라인은 표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순례코스 실행 사업의 단계
- 정토로 가는 길 사업단 TF팀을 구성

제1 단계

- 정토로 가는 길 추진 체계 및 예산 책정
- 현장조사팀, 프로그램개발․운영팀 조직

18) 김보국,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 전북개발연구원,
2009,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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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 사찰 현장 조사 및 행사 일정 설계
-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제2 단계

- 정토로 가는 길 순례단 모집
- 사찰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 첫 번째 순례 홍보
- 행사 세팅 준비

- 정토로 가는 길 순례실행

제3 단계

- 문제점 피드백, 개선
- 두 번째 정토로 가는 길 순례단 준비

- 정토로 가는 길 순례단 사업 민간에게 위임

제4 단계

- 민간의 자발적 순례지 활용 프로그램 독려․지원
- 순례지 국민들에게 친근한 역사문화공간화

이상과 같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주체를 세우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행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이야기가 있는 사찰
- 각 사찰의 이야기를 사전에 녹음한 프로그램 또는 파일 준비.
- MP3 준비. 스마트폰이 있는 참여자는 본인 핸드폰으로 다운 받아 이용.
-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를 위해 운영 요원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 개별 참여자들이 있을 시 MP3 보증금 1만원 수령.

2) 걸으면서 명상하는 염불 코스 개발
- 걷기 명상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2-30여명 정도가 적정 인원.
-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
- 걷기 명상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아이 동반 참여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

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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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락정토 승시
- 향후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대규모의 순례단을 맞을 경우 순례객 상호간의 대

중적인 집회를 통해 나눔의 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임.
- 염주, 동자승 인형, 모형 탑, 불상, 차, 초, 향, 승복, 경전, 불교 서적 등 물품별로

전시.
- 걷기 명상 시간을 이용하여 승시 판매대를 설치하여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준비.
- 판매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진행요원이 담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순례코스의 실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단은 48사찰과 협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출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재 만일염불 결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본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순례코스의 개발과 실
행의 과정에서 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도입과 기획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순례코
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순
례코스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48사찰의 특성을 담은 스탬프와 여권 등의 도입을 통
한 브랜드의 구축과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15.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순례로 <도보여행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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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어
본 논의를 통해 한국 정토신앙과 관련한 성지 순례코스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대하다. 단순한 조사연구에 머
물지 않고 구체적인 순례코스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 및 종교문화의 실제적인
이해와 활용 및 이를 통한 종교간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적 다종교 상황에
서 새로운 종교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순례코스 <정토로 가는 길>은 정토신앙과 연계되는 사찰을 순
례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국내외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안된 순례코스는 지역성에 맞는 생동감 있는 구간별 길을 권역별로 하루, 1
박 2일, 2박 3일 형태의 단품으로 주변 문화자원과 결합되어 파생상품 창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식 <정토로 가는 길> 개발이 우선적으로 선
행되어야 한다.
향후 종단, 지역자치단체, 산업계에 맞는 각각의 영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순례코스 개발은 결국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와의 소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대외적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정토로 가는 길> 48사찰은 시설 도입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엮어 다

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시설의 안락함과 평온
함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이다. 그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반드시 감동과 연관된 콘텐츠이며, 그 핵심은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의 결과이다.
<정토로 가는 길>의 제안은 기존의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재발견하고, 엮어낼 수 있는

인적 관계망과 무형의 자산을 엮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과제로 남긴다.
첫째,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보창구가 필요하다. 정토신앙과 관련 있는 사찰
은 수행 도량인 경우 속세와 단절되어 치열한 구도를 위한 기도도량도 있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려진 사찰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의 재정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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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내면과 극락왕생이라는 평화와 만나 대화 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터전이 개
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사찰이 각자의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
기는 어렵더라도,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탐방객들과 소통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 참여자들이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 사찰에 정보센터과 같은 중심을 설정하고 안내, 순례
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기념품, 지역특산물 홍보 및 숙식 안내 등의
복합정보와 연계해 지역교류의 장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토로 가는 길>은 정토신앙과 연계되는 우리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길이다. 각 지

역과 연계되는 지역문화의 산실인 사찰에 구체적인 장소성이 발현된다. 향후 지역성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엮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살아있는 이야기, 상상력으로 만
나는 길을 새롭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 제안한 순례코스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임을 고려할 때 정토
신앙 관련 사찰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실행사업의 과정에서 신앙이 문화
가 되고 대중화 될 수 있는 불교계의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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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

한국 정토신앙 관련 순례코스 개발을 위한 제언

고미라(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전임연구원)

한국 정토신앙의 순례코스 개발방안에 관한 이재수 선생님(이하 연구자)의 논문을
잘 보았습니다.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 별다른 조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로 불
러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토론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
탁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 성지순례와 정토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국내외
순례코스 사례들에 대해 새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
간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순례코스가 개발되면 꼭 참석하고픈 심정으로
이 논문에 대해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우선 본 학술세미나에서 순례코스 개발 방안이라는 가장 어려운 주제를 맡으셔서 노
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앞선 다른 주제들을 다 소화한 다음에서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엔 반대로 다소 뻔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란 무엇이고 이것이 정토신앙과 연결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가? 라
는 질문을 통해 본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순례코스에 대한 기본철학을 정립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2장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
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론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이후의 4장의 개발 방안도 그
런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을 조금 더 분
석함으로써 순례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뽑아
내는 작업을 했더라면 ‘순례코스 실행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순례와 관광 사이에서 무게중심과 균형을 잘 잡아내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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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순례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
품을 개발함에 있어 타겟 대상과 그들의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선행되지 않는다
면 주어진 자원을 적당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상품의
독자적인 가치와 효용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만이 사찰 선정과 코스의 기준도 보
다 정교해지리라고 봅니다.
필자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정토신앙과 관련된 순례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고
민해야 할 것은 정토신앙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위해서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순례 대상을 찾아내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는
순례 대상이 반드시 사찰이어야만 한다는 생각도 한번쯤은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제와 컨셉을 먼저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상품의 성공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제와 컨셉을 잡는 작업 자체가 순례코스 개
발 방안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찰을 권역별로 선정하는 일조차 어쩌면 재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치를
중심에 둔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치의 수준과 층위에 대한 기획이 가장 중
요한 연구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사찰의 본존불이 아미타불인 경우 등등을
기준으로 주변 관광여건과 순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스를 마련하는 경우가 가장 관
광지향적인 낮은 수준이라면, 정토신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스토리와 체험을 중심으로
짜여진 코스는 보다 순례중심적인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이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목
적지향적인 여행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토로 가는 길>이라
는 주제를 생각한다면 맨 마지막 도착지를 건봉사의 31인의 만일결사를 상징하는 등공
탑으로 설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긴 순례과정을 통해 순례자가 극락왕생에 대한 성취감
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의 결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사업단 TF팀에서 할 법한 자료조
사 수준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한국의 정토신앙과 관련된 순례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 좋을지, 기존의 한국불교 성지순례 맥락
속에서 정토신앙 순례는 어떤 고유하고 독자적인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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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추상수준에서의 이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4장 2절 정토로 가는 길 순례코스 제안]에서 제시한 ‘순례코스 선정 시 우선적
으로 고려할 사항’의 내용(자원 우수성, 보행 쾌적성, 네트워크 형성, 도보 연속성)은
관광중심적인 도보여행에서 누구나 고려할 법한 사항이지 정토신앙이라는 본 주제와
연관 지워서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일단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자는 국내
외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냈고 많은 고민의 결과로 마지막에 다
양한 활용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셨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정토로 가는 길>에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견들을 덧붙이며 저의 부족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 선정된 사찰들을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2차 분석을 한 후, 수요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효용’을 중심으로 코스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방의 요소와 수행적 계기들을 재현하는 요소들이 잘 의미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여겨집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참회의 구간’에서는 보행의 쾌적성이 포기되
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기승전결의 테마가 약할 경우, 순례코스는 다만 지도에
표시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권역별이 아닌 단계별로 코스를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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