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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는 익조(翼祖)인 이행리(李行里)가 관음굴에서 후사점지를 기원하여 도조(度祖)를 낳게 해준 사찰이었다. 『태조실록』 등에 

도조는 조선개창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낙산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의 본산으로 그 명성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도조의 잉태로 조선의 창업과 관련있는 사찰로 주목받았다. 도조의 낙산사 관음굴 기복잉태설은 조선후기까지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이성계(李成桂)도 낙산사에 관심을 보였고, 세조(世祖)가 강원도 순행(巡幸) 시 예종의 원찰로 중창 

하였다.

낙산사는 세조가 왕권강화 등을 위해 불교적 상서(祥瑞)와 이에 따른 사찰의 중창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던 시기에 중창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달리 낙산사 중창은 세조가 자식 예종의 무병장수 기원을 위한 신앙심의 발현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세조의 낙산사 

중창의지는 매우 강했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국가의 전폭적 후원을 받으며 중창되었다. 낙산사 중창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표면화하고 추진하였으나, 워낙 큰 공역이었으므로 중창에 필요한 물자와 비용조달에 따른 지역의 피해는 매우 컸다. 

조선왕실에서는 낙산사 중창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감동승(監董僧) 학열(學悅) 또한 비호해 주었다.

낙산사는 중창직후 왕실의 지원으로 사세가 더욱 번창하였다. 예종과 성종은 전지(田地)와 노비 등을 낙산사에 하사하고, 

강원도에서 공납하던 소금을 사급(賜給)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낙산사 경내를 보호하기 위해 낙산사 인근 

양양대로를 폐지하고, 새 길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낙산사 해안 십리의 구역에 포어(捕漁)를 금지하는 금표를 세워 민간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낙산사는 조선후기에 들어 크게 쇠락했으나 왕실의 원당보호정책 속에서 후원이 지속되었고, 원당으로서의 명맥과 

사세를 유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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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글에서 주제로 삼은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오

봉산에 소재해 있는 사찰이다. 671년(문무왕 11) 우리나

라 화엄종(華嚴宗)의 종조(宗祖)인 의상(義湘, 625~702)

이 당(唐)나라에서 귀국하여 낙산 동쪽 바닷가 굴속에 관

음보살의 진신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기도할 때 관

음보살을 친견하고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858년(헌안왕 2) 

범일(梵日, 810~889)이 중건하였고,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에 

의해 크게 중창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소규모 중창을 거

쳐 사세가 유지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6·25전쟁으로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전쟁으로 소실된 건물들은 1953년

에 다시 지어졌다. 하지만 2005년 4월 6일 양양 산불로 인

해 대부분의 전각이 다시 소실되었다. 그리고 산불로 소실

되었던 낙산사는 다시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

다. 2008년 12월 18일 낙산사 일원은 국가사적 제495호로 

지정되었다. 낙산사 경내에는 사찰의 전각뿐만 아니라 동

종,1 칠층석탑, 공중사리탑, 건칠관음보살좌상, 홍예문, 홍련

암, 원통보전의 담장 등 굴지의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낙산사의 역사성을 배가시켜 주고 있다. 

의상이 창건한 이래 낙산사는 관음성지의 본산으로 

그 명성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실과도 인과관계

가 깊은 사찰이었다. 이성계(1335~1408)의 증조인 익조 이

행리가 낙산사 관음굴에서 후사점지를 기원하여 도조를 

낳았던 인연이 있었다. 도조의 이름은 이춘(李椿, ?~1342)2

이나, 초명은 관음굴 기도 후 꿈에 나타난 승려의 예언에 

따라 ‘선래(善來)’라 하였다. 특히 『태조실록』에 도조는 조선

개창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로 기록되어 진다. 그

러므로 도조의 낙산사 기복잉태설은 조선후기까지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유명하였다. 낙산사는 조

선의 개국과 관련있는 사찰로 주목받았다. 이성계도 직접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고, 세조가 강원도 순행 시 들러 

예종의 원찰로 삼아 중창하였다.

세조는 강원도 순행 길에 정희왕후(貞熹王后)와 세자

였던 예종과 함께 낙산사에 방문하였다. 이때 세조는 낙산

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고 중창을 지시했다. 낙산사는 세조

에 의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중창되었다. 세

조의 낙산사 중창의지 또한 매우 강하였다. 중창비용은 국

가에서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워낙 큰 공역

이었으므로 소요되는 물자와 비용조달 등에 따른 지역의 

피해는 매우 컸다. 특히 낙산사 감동승이었던 학열은 조선

1 동종은 양양 산불로 소실되었다. 현재 낙산사에는 복원된 동종이 있다.

2 이후 생몰년이 모두 불분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 표기를 하지 않았다.

사진 1.   양양 낙산사 일원(문화재청). 사진 2.   양양 낙산사 관음굴의 홍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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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비호해 주었다. 낙산사는 중창직후 왕

실의 지원과 후원으로 사세가 번창하였다가, 조선후기 사세

가 피폐해지자 왕실에서 다시금 관심을 쏟은 사찰이었다. 

지금까지 낙산사에 대한 연구는 낙산사소장 개별 문

화유산,3 민속학,4 불교학,5 복원불사6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낙산사를 주제로 한 사적(史

的)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동아시아 해양 불교 교류

의 역사 현장으로서 낙산사의 의미,7 신돈의 불교정책 속에

서의 사례,8 세조의 불교정책과 왕실불교 및 왕실원당 연구 

속에서의 한 사례,9 낙산사 관련 사료와 고문서 등의 분석

을 통한 사원 경영을 살펴본 연구10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낙산사가 도조의 잉태와 관련하

여 조선개창과 인연이 있는 사찰로 조선왕실의 주목을 받

고 있었다는 점이 고증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조가 집권 

후기(세조 8년:1462) 불교적 상서를 왕권강화와 민심수습 

정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이용했고, 이를 기념함과 동

시에 상서의 재생산을 위해 상서가 일어난 사찰에 대한 중

창불사가 진행되던 시기 낙산사도 같은 맥락에서 중창되었

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1 그러나 세조는 이러한 불교정

책을 시행하면서도 낙산사 중창은 자식인 예종을 위해 발

현한 지극히 개인적 신앙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

다. 낙산사 중창과정에서 일어난 폐단도 적지 않았고, 폐단

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감동승 학열을 조선왕실에서 적극 

비호해 주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낙산사 중창과정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전기 왕실원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특혜부여  

정책 속에서 낙산사 사원경영의 내용은 밝혀졌으나, 조선후

기 왕실원당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유지되는 상황의 왕실

불교정책 속에서 원당으로서의 낙산사가 왕실의 후원 속에

서 어떻게 유지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낙산사의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그 사실

(史實)을 종합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

해 문화유산인 낙산사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와 의미를 배

가시켜 주고,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대중들이 낙산사 중창

에 담긴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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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왕실과 낙산사의 인연

낙산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춘

추로 낙산사에 사자를 보내 사흘 동안 재(齋)를 설행하여 

치성하였다. 왕건은 낙산사 치성을 항규(恒規)로 정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였다. 당시 낙산사에는 의상이 관음보살 친견

을 위해 동해바다에서 기도 중 얻었다는 수정염주와 여의

주가 보관되어 있었다. 왕건은 이 두 보주를 상시 낙산사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 전하도록 지시하였다.12 수정염주는 의

상이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낙산 동쪽 바닷가 굴속에

서 기도할 때 대성(大聖)이 내어주므로 불전을 짓고 안배하

였다전한다. 여의주는 의상이 수정염주를 받아서 굴속에서 

나올 때 바다의 용이 바치므로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

다고 전한다.13 그런데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양양이 함락되

려하자 낙산사주지 아행(阿行)이 은으로 만든 합에 두 보

주를 가지고 피난하려 하였다. 그러자 사노(寺奴) 걸승(乞

升)이 보주를 빼앗아 땅속에 묻었다고 한다. 몽고군이 물러

가자 걸승이 보주를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에게 

바치므로 감창사가 영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1258년 

11월 기림사(祇林寺) 주지 각유(覺猶)의 권유로 왕실의 어

부(御府)로 옮겨지게 된다.14 

낙산사와 두 보주의 영험함은 원(元)나라 황실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1095년 송(宋)의 자은종(慈恩宗) 승려 혜

진(惠珍)이 고려에 왔을 때 개성 보제사(普濟寺)에 머물렀

다. 그러나 자신은 낙산사 관음굴을 보고자 고려에 왔으므

로 근신(近臣)들에게 항시 가서 보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헌종(獻宗, 1084~1097)이 윤허하지 않았다.15 특히 낙산사

의 두 보주가 왕실에 봉안됨으로 인해 낙산사의 명성은 더

욱 높아졌다. 1273년에는 원나라 황후가 보고자 하였다. 고

려에서는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러 온 원 장수 마강(馬

絳)이 돌아갈 때 대장군 송분(宋玢, ?~1318)을 함께 보내 

여의주를 이송토록 조치했다.16 낙산사의 보주는 이때 원나

라로 옮겨진 것이다. 

고려후기가 되면 화엄종에서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중시되었고, 동해 낙산사는 관음성지의 본산으로 그 위상

이 더욱 커졌다. 신돈(辛旽, ?~1371)의 천거로 국사(國師)에 

책봉되었던 승려 천희(千熙, 1307~1382)도17 1336년 중국유

학에서 돌아와 동해 낙산사를 방문해 치성을 드렸다.18 천희

는 관음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공민왕(恭愍王, 1330~1374)

과 신돈 또한 관음신앙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신돈은 동

해 낙산사와 같은 이름의 사찰을 개경근처 장단(長湍)지역 

용엄산(湧嚴山)에 마련하여 자신의 원찰로 삼았다.19 공민왕

도 2차례 신돈의 원찰인 낙산사에 행차하여 기복하였다.20 

관음보살은 불가에서 현세적이고 현실적 이익을 가

장 잘 이루어준다는 성자(聖者)로 알려져 있다.21 대자대비

한 관음보살의 친화력으로 중생의 기원(祈願)을 해결해 줌

으로써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이 관음신앙이었다. 익조는 본인이 거주하던 함경도 의주

1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襄陽都護府, 佛宇條 낙산사; 『관동지』 권13, 양양부, 사찰조 낙산사.

13 『삼국유사』, 권3 塔像 第4, 「洛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14 낙산사, 2010, 『新 낙산사』, 솔바람, pp.47~49.

15 『고려사절요』 권6, 獻宗恭殤大王, 원년(1095).

16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14년(1273); 『고려사절요』 권19, 元宗順孝大王 2, 14년(1273).

17 『고려사』 권132, 열전 45, 신돈.

18 아세아문화사영인, 1976, 『조선금석총람』 上, p.531.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19 최연식, 2014, 「신돈의 불교신앙과 불교정책」 『불교학보』 6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271~274.

20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4, 15년(1366)ㆍ16년(1367).

21 법성, 1982, 『백화도량에로의 길』, 경서원, p.58; 정병삼, 1982, 「통일신라 관음신앙」 『한국사론』 8, 서울대학교,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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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함경남도 문천군)와 근거리의 동해 낙산사를 후사점지 

발원을 위한 기복사찰로 택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실록』 

총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이곳(의주(宜州))에 거주한 지 수년 만에도 아들이 없

으므로 최씨와 함께 낙산의 관음굴에 기도했더니, 밤의 꿈

에 한 승복을 입은 승려가 와서 고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

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은 선래라고 하십시오.” 하였

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에서 아들을 낳았

으므로, 마침내 이름을 선래라고 했으니, 이 분이 도조이다. 

관음굴은 지금 강원도 양양부에 있다.22

우리 익조께서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여기에 와

서 후사를 점지하도록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가사를 

걸친 승려가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

이며 이름은 선래다.” 하였다. 얼마를 지나서 도조를 낳으므

로 드디어 선래라 이름 하였다.23

고려후기 익조가 의주에 있을 때 부인 정숙왕후와 함

께 낙산사 관음굴에서 후사를 점지해주도록 기원하여 도

조를 낳았다는 것이다. 도조의 이름은 원래 ‘춘’인데, 낙

산사 관음굴 기도 후 꿈에 나타난 승려의 예언에 따라 초

명을 ‘선래’라 하였다. 도조의 낙산사 관음굴 기복잉태설

은 조선후기의 기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관동지(關東誌)』

와 같은 관찬지리지에도 이 사실이 수록되어 있고,24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문집에도 나타나 있다.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은 조선왕실의 계보를 적은 「본조선원보록(本

朝璿源寶錄)」에,25 허목(許穆, 1595~1682)은 동계(東界)의 

「산수기」에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26 조선후기 문인 황경원

(黃景源, 1709~1787)도 이를 시문으로 남기고 있다. 황경원

은 1745년 강원도사(江原都事)로 보임되었을 때 설악산과 

동해안 일대를 유람하면서 낙산사에서 유숙하였다. 이때 

관음굴을 보고 「관음굴」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여기서 도

조의 잉태설을 말하고 있다. 

운무 속 암자 거센 물결 누르는데  雲龕壓驚瀧

날아오를 듯한 서까래 천정에 걸쳐있네  飛棟跨其頂

백길 깊은 곳에 현묘한 굴 있어  玄窟百丈深

찬 등불 밤새도록 반짝이는구나  寒燈永夜炯

용의 궁궐 바로 가까이 있고  龍宮正鄰近

교룡의 집 또한 나란히 있어  鮫室且比並

아침저녁으로 조수가 일고  早潮與暮潮

출렁이는 물은 바다 끝의 기운이네 潏潏通溟涬

단향목에 부처를 새기었는데 栴檀刻金仙

향기 어찌 그윽하게 퍼지는지  香氣何幽迥

열조께서 영험한 산에 기도하여  烈祖禱山靈

이에 하늘이 성인을 내시었네  聖人乃天挺

만년토록 왕위를 보위하고  萬年負黼扆

칠묘가 제사를 받게 되었도다  七廟饗烝鼎

누가 일렀던가 이 산신의 공이  孰謂嶽神功

위로 하늘과 같다고  上與穆淸等27

황경원은 낙산사 관음굴의 기도를 통해 도조가 잉태

되었다는 설을 알고 있었다. 관음굴을 보면서 도조를 잉태

한 것이 부처의 덕이 아니라 낙산사 오봉산(五峰山, 낙가

산) 산신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유자(儒者)로서 불가(佛家)

22 『태조실록』 권1, 총서 11번째 기사.

2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襄陽都護府, 佛宇條, 관음굴.

24 『관동지』 권13, 양양부 사찰조, 관음굴. 

25 『동각잡기』 上, 「本朝璿源寶錄」. “禱子于洛山觀音寺 生子善來 是爲度祖 諱椿小字善來”.

26 『기언』 권28 下, 山水記, 「東界東遊博物」. “襄陽洛山寺觀音窟 昔我翼祖禱嗣於此云”. 

27 『강한집』 권2, 詩 「觀音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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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험함을 직설하지 않고, 산의 신령함에 빗대어 설명하

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음굴의 기복을 

통해 도조가 잉태됨으로 조선왕실의 위(位)가 이어지게 되

었다는 것이다. 

정조는 1793년 관동 공령생(功令生)들의 응제책문(應

製策問)을 지을 때 ‘관음굴 납의의 영험함은 왕자의 생산

을 기원하는 상서에 부합하였다.’라 하였다.28 이는 도조의 

잉태가 낙산사 관음굴의 상서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이 조선왕실에 오래도록 전승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기록이다. 도조 잉태설은 『태조실록』 총서 기록을 필두

로 이후 왕실을 비롯한 세간에서도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조실록』 총서에서 도조는 조선개창의 예

언을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白龍)

입니다. 지금 모처에 있는데, 흑룡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

고 하니, 공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

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

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

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

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

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사례하기를,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

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29

도조가 백룡을 도와 흑룡을 퇴치하자 훗날 백룡이 꿈

에 나와 자손들에게 큰 경사가 있을 것을 예언했다는 내용

이다. 백룡이 도조에게 그의 자손들이 조선을 개창하게 될 

것이라 알려줬다는 것이다. 훗날 조선 창업을 영송(頌詠)한 

『용비어천가』 제22장에도 도조에게 도움을 받은 백룡이 장

차 자손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했다는 내용이 기록된다. 

『태조실록』은 1413년 편찬되었고, 『용비어천가』는 1445년 편

찬된다. 『용비어천가』의 백룡 예언 설화는 『태조실록』의 내

용을 고스란히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택당집(澤堂集)』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연려실기술』에

는 도조가 흑룡을 쏜 못을 경흥도호부의 ‘적지, 사룡연(赤

池, 射龍淵)’으로 기록하고 있다.30 이 또한 『태조실록』의 백

룡설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백룡설화는 분명 허구

이나 어느 누군가 이 설화를 상징하는 연못을 지목하고 이

름까지 붙여 후세에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못의 이름은 흑

룡의 피로 ‘붉어진 연못[赤池]’, ‘용을 쏜 연못[射龍淵]’에

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1787년 부교리 김이익(金履翼, 

1743~1830)은 정조에게 상소하여 도조가 용을 쏘아 기업

을 시작한 일을 기록한 기적비를 적지에 세우도록 건의하고 

정조는 이를 윤허하였다.31 정조는 이 기적비명에 다음과 

같이 병서한다.  

… 전략 … 왕은 흑룡을 겨냥하여 한 발을 쏘았더니 

화살이 그 용의 허리에 명중되어, 흐르는 피가 낭자하고 결

국 못 안의 물이 온통 붉어졌다. 적지는 그래서 생긴 이름

이고, 또 일명 사룡연이라고도 한다. 이는 마치 교지(交趾)

에 단지(丹池)가 생기게 된 그 유래와도 비슷한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기이한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자들은 그 용이 후손에게 경사가 있도록 보답하겠다던 말

대로 지금 그 용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후한 덕을 쌓고 인자한 은택을 베푸는 등 자랑없이 묵묵

히 실천만 하고 빛을 가리고 내비치지 않았다가, 결국 하늘

28 『홍재전서』 권51, 策問 4 「關東功令生應製」. “觀音窟之衲衣靈應 實符玄鳥之禎祥”.

29 『태조실록』 권1, 총서 18번째 기사.

30 『택당집』 권1, 詩 「鏡城」;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함경도 경흥도호부, 山川條, 赤池; 『연려실기술』 권1, 太祖朝故事本末 「璿系」.

31 『일성록』, 정조11 정미(1787),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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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을 받아 백신(百神)이 복을 내리고 만백성이 우리 쪽

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적지 이야기는 다만 선인들이 그것

을 하나의 성서로 삼으셨던 것이지 용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렇기는 하나 옛날부터 그러한 상서가 있

으면 반드시 그에 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무심한 구름

이나 새를 두고 그것으로도 기관(紀官)을 했었는데, 하물며 

지극히 신령한 용임에랴. 내 그리하여 적지 가에 비를 세우

게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뒤에다 명을 붙였다. … 후

략 …32

정조는 용이 신령한 동물이긴 하나 창업을 하게 된 것

은 용이 준 복이 아니라 가문의 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도

조 이전부터 가문에서 쌓았던 덕으로 인해 하늘이 도조에

게 창업의 명을 내렸다는 것이다. 『태조실록』이나 『용비어천

가』 등 앞서 살핀 도조의 후손창업 예언기록은 도조라는 

인물의 영웅화와 창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용의 구

출설화를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기록에서 도조는 조

선창업의 천명을 받은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조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은 낙산사가 

조선의 창업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사찰로 인식되었을 것

이라는 점을 보충해준다 할 것이다. 조선왕실이 낙산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미루어 짐

작할 수 있다. 낙산사는 조선초기 왕들도 관심을 가졌다. 

이성계는 상왕(上王)시절인 1400년 아무도 모르게 강원도 

오대산과 낙산사에 홀연히 다녀왔다.33 이어 태종은 1403년 

재이(災異)가 발생하자 선공소감(繕工少監) 김계란(金桂欄)

을 낙산사에 보내어 도량을 베풀었고, 1404년에는 장마가 

계속되자 내신(內臣)을 낙산사에 보내어 기청(祈晴)법회를 

베풀기도 했다.34 낙산사의 영험함에 대한 조선왕실의 관심

은 호불왕(好佛王)이었던 세조가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아 대대적으로 중창하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Ⅲ.   세조의 낙산사 거둥과 중창의 성격

세조가 낙산사 중창을 지시한 것은 1466년(세조 12) 

강원도 순행 시 낙산사를 방문했을 때이다. 세조는 즉위 초

부터 적극적인 순행의지를 보였다. 집권한 왕위계승에 대

한 정통성 확보와 집권력 강화 등을 위해 민심을 파악하려

는 의도가 있었다. 조선시대 국왕의 순행은 어가의 호위문

제, 재해발생, 농사의 피해, 순행지방에서의 공돈마련 등의 

문제로 쉽게 결행하지는 못했다. 국왕이 순행의사를 밝히면 

정지를 청하는 간원들의 상소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수하고도 원거리 순행을 가장 많이 한 국왕은 세조로 재

위기간 중 총 네차례 순행을 실시하였다.35 그 중 세차례의 

순행에서 사찰을 방문하였다. 

1460년 서북면 순행 때 연경사(衍慶寺)와 왕륜사(王

輪寺)를 방문하였다.36 1464년 충청도 순행에서는 속리사

(俗離寺)와 복천사(福泉寺)를 방문하였다.37 1466년 강원

도 순행에는 일정 대부분이 사찰방문이다. 강원도 순행은 

1466년 3월 16일 고성 온천 거둥으로 시작되었다. 세자(예

종)와 정희왕후가 동행하였다. 1466년 3월 16일 도성을 출

발하여 어가가 도성에 들어가는 윤3월 24일까지 약 38일

간 순행을 단행하였다. 세조는 자신의 신병치료 발원을 위

32 『홍재전서』 권15, 碑 「慶興府赤池紀蹟碑銘幷序」. 

33 『정종실록』 권6, 2년 10월 24일(乙卯).

34 『태종실록』 권6, 3년 8월 1일(丙午); 『태종실록』 권8, 4년 7월 25일(甲子).

35 첫 번째는 1460년(세조 6)에 약 한 달간 실시한 평안도와 황해도 순행이었다. 두 번째 순행은 1464년(세조 10)에 약 한 달간 실시한 충청도 온양으로의 순행

이었다. 세 번째 순행은 1466년(세조 12) 약 38일간의 강원도 순행이었다. 네 번째 순행은 1468년(세조 14)에 약 45일간의 충청도 온양 지역의 순행이었다. 

36 『세조실록』 권22, 6년 10월 7일(己酉)ㆍ8일(庚戌).

37 『세조실록』 권32, 10년 2월 辛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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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미(信眉)와 그 제자 학열(學悅)로 하여금 중창시킨 상

원사의 낙성식을 미리 준비시켜 놓고,38 그 기일에 맞추어 

강원도 순행을 실시하였다. 금강산에 들려 정양사(正陽寺)

·장안사(長安寺)·표훈사(表訓寺)·유점사(楡岾寺)를 방문하

고, 1466년 윤3월 17일 상원사 낙성식에 참석하였다.39 『세

조실록』 강원도 순행기록에서 파악되는 방문사찰은 정양

사·장안사·표훈사·유점사·낙산사·상원사이다. 도성에 돌

아와 일본국 사자로 온 승려 수란(守藺)을 통해 순행 중 

일어났던 상서를 적은 국서를 일본국왕에게 보냈는데, 이 

국서에 월정사(月精寺)·서수정사(西水精寺)·용문사(龍門

寺) 등 세 곳의 사찰을 더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어40 총 9

곳의 사찰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 순행은 

세조의 성지순례와 같은 인상을 심어줄 정도로 사찰방문

이 많았다.

세조의 숭불은 즉위 초부터 계속되었다. 왕권과 재력

을 통해 불사를 일으키고 사찰을 보호·육성하였다. 세조는 

불·법·승에 대한 존숭을 표방했고, 『대장경』 50부 간행을 

추진하였다.41 1461년(세조 7)에는 궁중에 간경도감을 설치

하여42 불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였고, 재위기간동안 사찰

중창 등 불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조는 만

년에 더욱 독실하게 불교를 신봉하였다. 계유정난 등 즉위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병, 아들인 

의경세자의 죽음 등은 세조에게 분명 큰 고통이었으므로 

종교적 신념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세조는 불교를 개인적으로 숭상하기도 했지만, 왕권

강화 차원에서 불교정책을 시행한 인물이었다. 신료와 백

성, 혹은 외국 사신 등 대·내외에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백

성들을 위무해줄 수 있는 상징체계가 필요했는데 이에 부

합하는 것이 자신이 신봉하는 불교였다. 불교는 백성들에

게 익숙한 종교였다. 세조의 불교를 통한 정치적 행위는 자

신이 겪은 불교적 상서가 나타날 때마다 사유(赦宥)와 은전

(恩典)을 내리는 것이었다. 불교적 상서가 집중적으로 일어

나는 시기는 세조 8년(1462) 이후 중앙집권화 정책이 강력

하게 추진되던 시기였다. 세조는 상서를 통해 국왕의 초월

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자신이 추진한 강력한 인신지배 정

책의 불만을 사유와 은전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불교적 상서에 따른 은전은 백성들에게까지 자신의 

권위를 알리는 동시에 그들을 위무하는 대민정책의 일환이

었다. 세조의 불사행위도 기복을 위한 불사라는 단순 의미

를 넘어 초월적 절대왕권의 상징으로 이용했던 불교적 상서

를 기념하기 위한 것 중 하나였다. 불교적 상서가 일어난 사

찰을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또 그 사찰에서 왕의 권위인 상

서를 재생산해 내었다.43 

세조가 순행지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조가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불교를 이용했다

는 측면에서 강원도 순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

원도 순행은 다른 순행보다 불교적 상서가 유독 많았고, 상

서 때마다 사유 또는 은전이 내려진다. 세조의 강원도 순행 

시 일어난 불교적 상서는 다섯 번이었다. 상서의 내용과 이

38 김수온(金守溫)의 「상원사중창기」에 보면 세조는 상원사 중창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쌀 5백석과 포 1천필을 내려주고 옷과 바리때, 좌구(坐具), 탕약(湯藥) 

등을 갖추어 놓게 하였다. 그리고 시승 52명을 모아 낙성회(落成會)를 크게 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해에 세조는 강원도 순행 시 어가를 산(오대산) 아래 성

오(省烏)뜰에 머무르고 정희왕후, 왕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상원사에 거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식우집』 卷2, 記類. “世祖聞寺功巳畢 賜米五百石

布一千匹 使衣鉢座具湯藥四事咸備 聚韻釋五十二員 大說落成會 是年 世祖巡行江原 駐蹕於山下省烏之原 與太王太妃殿下及王世子 扈從文武群僚 幸上

元寺 是日 適落成開堂”. 

39 세조의 강원도 순행여정과 목적의 상세 내용은 이상균, 2011, 「세조의 강원도 순행과 그 목적」 『박물관지』 18,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참고.

40 『세조실록』 권38, 12년 윤3월 28일(己亥).  

41 『세조실록』 권8, 3년 6월 26일(戊午). 

42 『세조실록』 권24, 7년 6월 16일(乙酉).

43 이정주, 2006, 「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상서와 은전」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박세연, 2013,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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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사유와 은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다섯번의 불교적 상서에서 네 번의 사유와 한 번의 

은전을 내렸다. 불교적 상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는 세조 8년 이후 세번의 순행 중 불교적 상서는 1464년 충

청도 순행과 1466년 강원도 순행에서였다. 충청도 순행 시 

속리산 법주사에서 사리분신이 있어 한 번의 사면령을 내

렸다.49  강원도 순행은 이에 비해 많은 상서가 기록된다. 특

히 금강산 표훈사의 상서는 사면령 외에 다음과 같은 대대

적 은전이 베풀어졌다.

백 관이 진하하였다. 전교를 내려 살인 및 도둑과 형

벌을 함부로 한 관리 외에 유형 이하의 죄를 사유하고, 의

창(義倉)의 곡식이 미수(未收)된 것은 5년 이상은 전부 면

제하고, 3년, 4년은 반을 면제하되, 강원도는 전부 면제하

며, 공처(公處)의 관물(官物)을 사사로이 소비한 것은 3분

의 1을 감하고 전세 및 조운의 부족된 것은 반으로 감하며, 

노비의 신공(身貢)이 미수된 자는 5년 이상을 면제하게 하

였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3년을 한정하여 세공군기(歲貢

軍器)를 면제하고 금년 전세의 반을 면제하며, 금년 신세포

(神稅布)를 면제하게 하였다. 호가(扈駕)하는 백관과 군사

들은 각각 1자급을 더하고 자궁(資窮)인 자는 대신 가자

(加資)하게 하며, 가자할 수 없는 자에게는 1년을 급복(給

復)하게 하였다. 경기·강원도의 노인 70세 이상은 1자급을 

가하고 80세 이상은 2자급을 가하며, 자궁인 자는 대신 가

자하게 하였다.50 

세조는 금강산 정양사 등의 사찰을 방문하고 효령대

군에게 표훈사에 머물며 수륙재를 베풀도록 하였다. 효령

대군이 이때 일어난 사리분신 등의 상서를 세조에게 보고

하자 위와 같은 사유와 대대적 은전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금강산은 고려시대부터 불(佛)세계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조선 제일의 불교성지였다. 세조는 순행의 목적인 민심수습, 

국왕의 권위와 자비로움을 알리고자 금강산에서의 불교적 

상서를 적극 이용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서를 기념하

기 위해 유점사 중창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조는 강원도 순행 시 방문한 9곳의 사찰 중 유점사

와 낙산사의 중창을 지시한다. 세조는 1466년 윤3월 6일 

유점사를 방문했다.51 유점사 방문 시 불교적 상서가 일어

났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유점사 방문 전 금강산에 갔

을 때 담무갈보살의 현상이 보이고, 사리를 분신하는 등 여

44 『세조실록』 권38, 12년 3월 21일(壬戌)ㆍ3월 22일(계해)ㆍ윤3월 28일(己亥). 

45 『세조실록』 권38, 12년 3월 29일(庚午). 

46 『세조실록』 권38, 12년 윤3월 13일(甲申); 이능화, 1992, 『조선불교통사』(1992년 민속원 영인본), 「양양낙산사동종명」.

47 『세조실록』 권38, 12년 윤3월 17일(庚午).

48 『세조실록』 권38, 12년 윤3월 27일(戊戌)ㆍ윤3월 28일(己亥).

49 『세조실록』 권32, 10년 3월 21일(甲戌). 

50 『세조실록』 권38, 12년 3월 10일(辛未). 

51 『세조실록』 권38, 12년 3월 6일(丁丑).

표 1. 1466년 세조의 강원도 순행시 나타난 불교적 상서와 이에 따른 사유와 은전

월일 장소 상서내용 사유와 은전

3월 21일 금강산 담무갈보살 현상, 감로(甘露), 우화(雨花), 쌍학(雙鶴), 사리분신44 강도·절도 외의 죄를 사유

3월 29일 표훈사 상운(祥雲), 서기(瑞氣), 우화, 사리분신45 살인ㆍ절도 및 남형(濫刑)한 관리 외에 유형(流刑) 이하  

죄 사유, 조세탕감, 구휼, 가자(加資)

윤3월 13일 낙산사 관음보살에 예불하자 사리분신46 -

윤3월 17일 상원사   사리분신47 군중(軍中) 범죄자 사유

윤3월 27일 도성 감로, 수타미(須阤味), 사리분신48 살인ㆍ절도 및 남형한 관리 외에 유형 이하 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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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상서가 일어났다. 금강산의 많은 사찰 중 유독 유점사에 

대한 중창지시를 한 이유는 도성에 돌아와 일본국왕에게 

보낸 국서에 잘 드러나 있다. 금강산 사찰 중 창건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고, 가람이 가장 좋은 사찰이 유점사이기 때

문에 중창사찰의 선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점사 

중창의 이유는 백성을 위할 뿐더러 일본을 위하여 선인(善

因)을 심어 같이 태평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다.52 이는 일

본이 불교를 신봉하는 국가라는 것을 이용한 세조의 의도

가 다분히 드러나 있다. 일본에 자신을 생불(生佛)과 같은 

신적 존재임을 과시하여 그 위엄을 드러내고자 자신에게 

나타난 불교 상서와 유점사의 중창을 내세운 것이다.53 조

선시대 유점사는 1452년(단종 원년)에 소실되어 효령대군

을 위시한 왕실에 의해 크게 중창되었다. 이후 세조가 순행 

중 금강산에서 상서가 일어나자 다시 학조(學祖)로 하여금 

어실(御室)을 짓고, 수천 칸으로 중창하도록 하는 것이다.54 

세조는 금강산에서 일어난 불교적 상서와 그에 따른 기념

으로 유점사를 중창하고, 일본과의 대외관계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조실록』에는 낙산사를 중창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세조는 상원사 낙성식 참석에 앞

서 1466년 윤3월 13일 낙산사를 방문한다. 『세조실록』에는 

순행 시  낙산사에 거둥하였다.”는 한 줄의 단편적 기사만 

나타난다.55 『연암집(燕巖集)』을 보면 이때 세조가 낙산사에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하룻밤 묵어갔음을 알 수 있다.56 그

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세조가 이 절에 행차하

였다가 전사(殿舍)가 비좁고 누추하자 신축하도록 명하여, 

매우 굉장하여졌다.”라고 하였다.57 세조가 낙산사에 묵으면

서 중창지시를 했던 것이다.

세조의 낙산사 중창은 단순히 불우가 낡았다는 이

유에서가 아니었다. 낙산사 중창의 구체적 이유는 성종이 

1470년 낙산사에 내린 2건의 교지,58 1477년 강릉대도호부

에서 상원사에 발급한 입안(立案)과 1481년 내수사에서 상

원사에 발급한 입안에59 잘 나타나 있다. 성종은 1470년 4

월 교지를 내려 낙산사의 잡요(雜徭)와 염분세의 면제를 

명했고, 같은 해 6월 낙산사에 노비를 하사하고 영세토록 

전한다는 교지를 내린다. 4월 잡역을 면제한 교지의 서두에 

“양양 낙산사는 세조대왕이 예종을 위하여 특별히 명하여 

중수시키셨다.”고 적고 있다.60 1477년 입안은 예종의 원찰

인 낙산사와 세조의 원찰인 상원사를 분속(分屬)과 지계승

인(持戒僧人)에 의해 대를 이어 지수(持守)할 것을 전한다

는 내용이다. 1481년 입안에 “상원사는 세조를 위해, 낙산

사는 예종을 위해 중창한 사찰로 다 같이 중하므로 낙산사

에서 거두어들인 포물(布物)·면화(綿花)를 세입이 적은 상

원사에 반분(半分)하라”는 내용이 있다.61 여기서 낙산사가 

52 『세조실록』 권38, 12년 3월 28일(己亥).

53 박세연, 2013, 앞의 논문, pp.58~59.

54 오경후, 2013, 「朝鮮後期 楡岾寺의 法脈과 修行傳統의 價値」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 p.177; 학조의 유점사 중창참여의 세부내용은 박현숙, 

2002, 「朝鮮初期 寺刹造營에서 僧 學悅, 學祖의 監董活動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55 『세조실록』 권38, 12년 윤3월 13일(甲申).

56 『연암집』 권3, 孔雀館文稿 「上巡使書」. “光廟丙戌 洛山爲駐蹕之所”.

5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양양도호부, 佛宇條, 낙산사.

58 이 2점의 교지는 현전하지 않으나, 1912년에 낙산사 유물조사를 실시한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

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1916년 불교진흥회에서 발간한 월보의 기사(7.23일자)에 낙산사의 보물로 성종의 교지 2점이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지

의 녹문(錄文)은 1928년 한용운이 편찬한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의 「洛山寺古記錄」에 전재되어 있다.

59 1477년 강릉대도호부 발급 입안과 1481년 내수사 발급 입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997, 『조선시대 고문서』, pp.197~198

에 수록되어 있다.

60 “襄陽 洛山寺段 世祖大王 爲 睿宗大王 特命重修”. 이 두 점의 교지에 대한 발견경위, 판독문, 내용 등은 川西裕也, 2014, 앞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61 1477년과 1481년 상원사에 발급한 입안의 내용과 번역문은 박성종ㆍ박도식, 2002, 앞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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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의 원찰로 중창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1469년

(예종 1) 주조된 낙산사 동종의 명문에 낙산사 중창의 이유

를 소상히 적고 있다. 

… 전략 … 우리 태상대왕(세조)께서 재위 12년(1466) 

동쪽으로 순행하여 금강산에 올라 담무갈보살에 예배하시

었다. 바다를 따라 남으로 내려와 이 절에 친히 행행하시었

다. 왕대비와 우리 주상전하가 관세음보살상에 우러러 예배

하시니 사리가 분신하여 오색 고운 빛깔이 맑게 빛났다. 이

에 태상대왕께서 큰 서원을 발하시어 선덕(禪德) 학열에게 

명하여 중창하게 하시고 우리 전하의 복을 비는 원찰로 삼

도록 하셨다. 전하께서 그 큰 서원을 추념하니 이어 글 짓

는 것이 더욱 경건해진다. 절이 다 이루어지니 무릇 백 여 

칸인데 장엄함과 수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아울러 온갖 비

품을 갖추었으니 이 종도 그 중의 하나이다. … 후략 …62 

앞서 살핀 교지와 입안에는 낙산사가 예종의 원찰로 

중창되었으므로 재정적 지원과 특혜를 준다는 내용뿐 상서

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 문건을 가지고 낙산사가 예

종의 원찰로 중창되었다는 이유 외에 유점사와 같이 순행 

중 일어난 불교적 상서에 대한 기념비적 성격으로 중창되었

는지 등의 이면적 이유를 파악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순행 

이후의 정황들에서 낙산사는 유점사와 달리 예종의 기복

을 위해 세조의 개인적 신앙심과 서원(誓願)에 의해 중창이 

지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세조의 낙산사 방문 시에도 불교적 상서는 있었다. 앞

서 제시한 「낙산사동종명」에 보면 세조가 낙산사 관음보살

에 예배할 때 사리가 분신하는 상서가 있었고, 이에 세조가 

낙산사 중창을 지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동종명은 

예종 때 작성된 것이고, 당시 세조의 행적을 기록한 『세조

실록』에는 낙산사 상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강원

도 순행 중 다른 곳에서 일어난 모든 불교적 상서에는 사면

이나 은전의 후속조치가 있었으나 낙산사와 관련된 조치는 

없었다. 이는 금강산이나 표훈사에서 일어난 상서의 조치로 

사면과 조세감면, 가자 등의 대대적 은전이 낙산사 방문 직

전까지의 짧은 기간 전에 이미 취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낙산사 방문 직후 이어지는 오대산 상원사에

서의 상서에서 사면령을 내렸고, 강원도 순행을 마치고 도

성에 입성할 때 상서가 나타나자 또다시 사면령을 내린다. 

일본국왕에게 보내는 서계에는 주로 금강산에서의 상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상원사의 상서도 간략하게 적

고 있다. 하지만 낙산사의 상서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상

원사의 상서와 사면령의 경우도 금강산 상서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상원사는 세조가 순

행 전 자신의 신병치료를 위한 원찰로 중창을 지시했고, 순

행을 단행하여 낙성식에 참석한 곳이다. 상원사 상서에 따

른 사면령도 정치적 의도보다 자신의 원찰인 상원사의 영

험함을 부각시키고, 또한 자신의 신병치료를 염원하는 바

람이 더 컷을 것으로 파악된다. 세조는 낙산사에 나타난 상

서의 현상은 일체 자신의 치세에 이용하지 않았다. 순행 중 

일어난 불교적 상서에 대한 기념비적 조치로 사면령, 은전, 

유점사 중창 등의 조치는 이미 취해져 있었다. 낙산사 중창

은 자식인 예종을 위해 세조와 정희왕후가 발현한 지극히 

개인적 신앙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강원도 순행 중 큰 불교적 상서가 나타난 사

찰을 두고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

까? 이는 앞서 살폈듯이 낙산사는 관음신앙의 본산이었다. 

양양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금강산에서 상원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했다. 도조를 잉태하게 한 영험 

있는 사찰이었고, 현세의 기복을 가장 잘 들어준다는 관음

보살의 상주처였다. 세조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낙산사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순행 중 숙소

62 “太上大王 在位之十二年 東巡登金剛山 禮曇無竭 竝海而南親幸是寺 與王大妃及 我主上殿下 瞻禮觀世音大士相 于時捨利分身 五彩晶烱 太上王發大誓

願 命禪德學悅重創 以爲我殿下資福之刹 殿下追念大願 繼述益虔 寺旣成凡百餘間極其壯麗 百用皆備 而鐘其一焉 鳴呼”. 낙산사 동종의 원문과 번역문은 

낙산사, 2010, 앞의 책, pp.148~1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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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 정희왕후와 함께 관음보살에 예불하고, 예종의 원

찰로 삼아 중창을 지시한 것이다.

원찰에서 기복하는 것 중 무병장수는 가장 기본적이

긴 하나,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았던 것은 이것이 가

장 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의 첫째아들 의경세

자도 요절하였고, 둘째인 예종 또한 재위 13개월 만인 20

살에 사망했다. 또한 예종과 첫째부인인 한명회(韓明澮, 

1415~1487)의 딸 한씨 사이에서 낳은 원자도 사망했다. 세

조의 두 자식은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병 치례가 많았

다.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게된 것도 자신의 신병치료 발

원을 위해서였고, 상원사 낙성식 참석 전 들렸던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은 목적도 관음보살에게 병약한 예종의 

무병장수를 서원하기 위해서였다.

Ⅳ.   조선왕실의 낙산사 감동승 학열의 

비호

세조의 낙산사 중창 의지는 매우 강했다. 1467년(세조 

13) 함길도에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도 낙산사 

중창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세조는 1467년 5월 17

일 ‘이시애 난’의 전말을 보고 받았다.63 이후 열흘 뒤 세조

가 도승지 윤필상(尹弼商, 1427~1504)에게 유점사와 낙산

사가 함길도와 가까우므로 역사를 중지하고, 중창을 위해 

비축해 놓은 물자를 군수(軍需)로 사용하기 위해 안변으로 

옮길 뜻을 말했다. 윤필상은 ‘이시애의 난’은 금방 진압될 

것이며 이시애 같은 소인의 무리들 때문에 국가에 복이 될 

사찰의 역사를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자 세조가 크

게 기뻐했다.64 그러나 ‘이시애의 난’은 윤필상의 말처럼 금

방 진압될 상황이 아니었다. 난은 개전초기부터 심각했고, 

약 4개월에 걸쳐 끝이 난다. 국가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를 평정하는 것보다 선결과제는 없다. 윤필상도 이러한 사

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세조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을 알

고 중창 중단을 건의하지 못한 것이다. 세조는 윤필상의 뜻

에 매우 흡족해했다. 세조 심중의 낙산사 중창 의지가 얼마

나 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세조는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은 즉시 간경도감

(刊經都監)의 미포(米布)를 공양보시 하였고,65 낙산사의 

방근(傍近)에 위치하고 있던 논 30여 석을 사급하여 승려

들로 하여금 경작해 먹도록 하였다.66 세조는 낙산사를 국

가예산으로 중창하여 민폐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으

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강원도는 낙산사 중창에 소비되는 물자조발에 수령들

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67 중창에 쓸 물

자는 경상도에서도 조발하였다. 연산군대 의정부에서는 경

상도에서 함경도에 물건을 보낼 때 배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사례로 유점사와 낙산사 중

창에 쓸 곡물을 경상도에서 배로 운반한 것을 들었다. 경상

도에서 양 사찰의 중창에 쓸 곡식을 운반하면서 배가 뒤집

힌 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68 조정에서는 

중소 맹선(孟船)으로 경상도의 미면(米麪)과 철물을 유점사

와 낙산사 중창을 위해 운반하였다.69 경상도의 엄청난 양의 

곡물이 유점사와 낙산사 중창을 위해 운반되었던 것이다. 

낙산사 중창역사는 당시 승려들 사이에서도 떠들썩했

다. 승려들 중 자신이 낙산사 영건의 화주승(化主僧)이라 

63 『세조실록』 권42, 13년 5월 16일(庚辰).

64 『세조실록』 권42, 13년 5월 27일(辛卯).

65 박성종ㆍ박도식, 2002, 앞의 논문, p.8. 강릉대도호부 발급 입안내용.

66 『성종실록』 권94, 9년 7월 24일(癸未).

67 『세조실록』 권45, 14년 1월 23일(甲申).

68 『연산군일기』 권40, 7년 2월 12일(甲午).

69 『중종실록』 권15, 7년 4월 14일(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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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자하며 모연문(募緣文) 등을 뿌려 민간에게서 시물(施

物)을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당

시 신미와 함께 활동했던 승려 수미(守眉)가 전라도에 있으

면서 세조에게 이같은 폐단을 봉서(奉書)하였다.70 이에 세

조는 손소(孫昭, 1433~1484)에게 사목을 내리고, 낙산사 

화주승이라 빙자하는 승려를 잡아다 국문케 하였다. 수령

들이 화주승의 말을 믿고 관원을 보내 민가에서 돈을 추렴

하여 거두면 수금하여 추국하되, 만약 당상관과 공신·의친

이 그러면 계문하여 수금하도록 하였다. 지휘고하를 막론하

고 이러한 작폐를 엄단할 것을 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승려

들이 민간에게 폐단을 끼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관찰사·도

사 등이 일찍이 발각하여 검거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추

국하게 하였다. 특히 낙산사를 영건하는데 판비하는 것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사사로이 모연문을 가진 자가 

있다면 모두 다 수취토록 하고, 아울러 전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도에도 이문하여 수취토록 명령했다.71 

세조는 낙산사 중창의 소임을 학열에게 맡겼다.72 학

열은 낙산사 중창에 앞서 오대산 상원사 중창을 완수해

낸 승려였다. 세조가 유점사와 낙산사의 중창을 맡긴 학조

와 학열은 신미의 제자였다. 신미는 동생 김수온(金守溫, 

1409~1481)과 세종을 도와 내원당(內願堂)을 궁 안에 짓

고 법요(法要)를 주관하는 등 불교중흥에 노력하였다.73 문

종대에 선교도총섭(禪敎都摠攝)에 임명되었고,74 세조 때는 

왕사(王師)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신미를 경애하였다.75 왕위에 오르자 그를 존경하며 

불교중흥의 주역으로 삼았다. 신미의 제자였던 학조와 학열

도 세조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들은 조선전기 삼화상(三和

尙)으로 불리며 세조~중종연간 왕실불교의 중흥과 원당불

사를 주관하였다. 세조는 유점사 중창을 학조에게 맡겼으

므로, 낙산사 중창은 상원사 중창을 끝마친 학열에게 맡긴 

것이다. 학조와 학열이 중창불사를 많이 맡았던 것은 단순

히 왕들의 신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사찰 조영의 규

범과 법식을 잘 알고 있었고, 건물의 수준을 분간할 수 있는 

높은 식견과 안목이 있었다. 부재의 세부규격, 치목(治木)과 

마감상태 등 세부적인 공사방법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76

학열은 왕실의 신임으로 그 위세도 대단했다. 세조는 

학열에게 낙산사 중창에 역의 말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양양부사에게 지시하여 마문

(馬文)을 발급해줄 것을 지시하였다.77 학열은 세조 사후에

도 구례(舊例)에 따라 강원도 역에서 말을 함부로 조발하

여 썼다. 이에 강원도 보안현 찰방 김종(金鍾, ?~1469)이 역

리(驛吏) 신의징(申義澄) 등의 상고(狀告)에 의거하여 학열

의 부당함을 예종에게 치계했다. 세조가 학열에게 주었던 

역마 조발권한은 1468년 예종의 명에 의해 폐지되었다.78 

그럼에도 학열은 역마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

열이 역마를 타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말을 절에 두고 

사사로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역

마를 역리로 하여금 자신이 지나는 역에서 먹여 기르게 하

는 등 학열로 인한 역로(驛路)의 피해가 심하였다. 예종은 

보안현 찰방 김종을 부르는 동시에 학열이 주석해 있던 낙

70 『세조실록』 권46, 14년 5월 4일(癸亥).

71 『세조실록』 권46, 14년 5월 6일(乙丑).

72 『세조실록』 권45, 14년 1월 23일(甲申).

73 『세종실록』 권121, 30년 9월 8일(辛卯｣).

74 『문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16일(戊午).

75 『세종실록』 권121, 30년 7월 26일(庚戌｣).

76 박현숙, 2002, 앞의 논문, pp.30~32.

77 『세조실록』 권45, 14년 1월 23일(甲申).

78 『예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2일(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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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에 환관을 보내어 학열에게 사실경위를 물어오게 했

다. 학열이 예종에게 글을 올려 자신은 역마를 타고 상원사

에서 수륙재를 베풀고, 승려 시봉(侍奉)에게 역마를 주어 

안동의 종을 운반하게 했을 뿐,79 역마를 함부로 사용한 적

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안현 찰방 김종에게 자신의 일

을 상고한 역리 신의징의 서간을 받아 예종에게 함께 보냈

다. 학열이 예종에게 보낸 서간 내용은 신의징이 상관인 김

종의 억압에 못 이겨 학열 등의 일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이

에 예종은 학열의 죄는 묻지 않고, 찰방 김종이 학열을 무

고하였다 하여 그를 참하였다. 그리고 3일 동안 사람이 가

장 많이 다니던 운종가(雲從街)에 김종의 머리를 효수하고 

자손을 금고(禁錮)에 처하였다.80

이밖에도 학열은 낙산사 중창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

당하기 위해 강원도의 민간에서 물자를 무리하게 거둬들

여 큰 원성을 사고 있었다. 강릉인 선략장군 남윤문(南允

文)과 생원 김윤신(金閏身) 등이 학열이 연화(緣化)를 칭

탁하여 재화를 늘리려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는 등의 내용

을 상소하자 예종은 오히려 이들을 잡아다 추국하게 하였

다.81 1469년 윤2월에는 흰 까마귀가 궁궐 후원에 날아들자 

예종은 이에 대한 구언교서(求言敎書)를 반포하였다.82 재

이나 해괴한 현상에 대한 국왕의 구언교서는 언로를 개방

하여 백성들의 간언을 듣고, 공구수성(恐懼修省)하기 위함

이었다. 구언은 재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올바르고 다양

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국왕의 의지를 대

외에 알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구언교서에 대한 응지소(應

旨疏)는 그 내용이 비록 국왕의 뜻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문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강릉 사람 최소남

(崔召南) 등 10여 인이 응지소를 올려 학열이 강원도 사람

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강릉의 사전(私田)을 함부로 탈점하

는 폐단을 고하였다. 학열의 실정을 논죄하지 않아 하늘이 

해괴한 현상을 보인다는 뜻이었다. 예종은 비록 구언하였을

지라도 간할 만한 일이 없어서 승가의 일을 들먹인다며 최

소남 등을 잡아다 국문하였다. 그러나 최소남의 상소는 구

언에 따른 응지소이므로 학열의 일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으로 하고, 최소남도 용서해 주었다. 사관(史官)은 이일에 

대한 논찬(論贊)을 통해 “학열이 낙산사 중창을 명분으로 

민간에서 물자를 마구 징발하여 원성이 벌떼처럼 일었고, 

더욱이 자신을 죄주려 했던 보안현 찰방 김종이 참수 당하

자 더욱 기고만장 하였다.”고 비판하였다.83 

학열은 강원도관찰사에게 낙산사 중창에 사용할 물자

나 비용 등을 충당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예종은 

즉위직후 세조의 명과 같이 낙산사 중창으로 민간에 폐가 

가지 않도록 유시하였다. 그리고 의금부경력 허준(許峻)을 

보내어 낙산사 중창으로 민간에 폐를 끼친 강원도관찰사 

김관(金瓘, 1425~1485)을 잡아오도록 했다.84 예종은 김관

을 즉시 파직하고 추국하였다. 김관은 낙산사의 감동관이었

다. 김관은 국문에서 학열의 요청에 따라 그리한 것이라 항

변하였다. 학열이 낙산사 중창에 필요한 물건들이 적힌 사

목을 주면서 일일이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

다. 김관은 그 중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은 여러 고을

로 하여금 적당히 준비해 주게 하고, 준비가 어려운 물건은 

예종의 유시에 따라 민간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므로 준

비가 어렵다고 학열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러자 학열은 예

종이 민간에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백성들을 사역시키

지 말라는 뜻이므로 자신이 적은 모든 물목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만들어 수령들에게 주고, 수령들이 준비하는 것을 

79 현재 국보 제36호로 지정된 평창 상원사 동종은 이때 학열이 안동에서 상원사로 옮겨온 것이다.

80 『예종실록』 권4, 1년 윤2월 25일(庚辰).

81 『예종실록』 권4, 1년 윤2월 30일(乙卯).

82 『예종실록』 권4, 1년 윤2월 28일(庚辰).

83 『예종실록』 권4, 1년 3월 3일(丁亥).

84 『예종실록』 권1, 즉위년 10월 29일(乙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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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결국 김관이 학열의 말

에 따라 수령들에게 내린 명으로 인해 민간에서 무리하게 

물자가 징발되었고,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이다. 예종

은 김관의 항변을 들은 후 김관의 항쇄를 풀고 궐내에 안치

하도록 명하였다.85 그리고 김관이 선왕 세조의 숙원이던 낙

산사 중창을 도맡은 공이 있으므로 학열의 말을 따른 죄를 

특별히 면해주었다. 이는 예종이 김관의 일을 용서해 준 것

이기도 하나 학열의 행태를 눈감아준 것이기도 하다. 이일

을 기록한 사관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학열이 세조의 밀지를 받고 주상을 위하여 낙산사를 

창건하였는데, 관찰사 김관이 학열의 말을 따라서 함부로 

민간에서 거두어 들여, 심지어 숟가락이나 젓가락까지도 

취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니,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

하지 못하여 많이 원망하였다. 김관이 임금의 근심을 나누

는 직책을 맡아서, 마땅히 백성들을 구료(救療)하는데 우선

해야 하나 능히 일에 따라 그 폐단을 아뢰고 민폐를 없애는 

데에는 힘쓰지 않고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죄

를 짓고, 학열에게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학열이 구하

는 바는 비록 성상의 뜻이 없더라도 모두 곡진하게 취하여 

주었다. 뒤에 과연 학열 때문에 2품에까지 이르게 되었으

니, 비루하다고 하겠다.86

김관은 학열의 위세를 믿고, 그가 요청하는 말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사관의 논찬과 같이 낙산사 중창에 들어가

는 비용충당으로 강원도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

관은 국왕의 뜻 없이 학열이 개인적으로 요구해도 모두 다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예종은 김관의 죄를 면책해 주는 동

시에 즉시 서용할 것을 이조에 명한다.87 학열의 지시에 따

라 김관이 그리한 것이라는 항변을 들었고, 더구나 낙산사

는 자신의 원찰이었기 때문이다. 예종은 1469(예종 1)년 6월 

17일 파직되었던 김관을 부호군으로 다시 서용하고,88 같은 

해 7월 3일 가선대부의 품계를 준다. 김관의 재서용과 가자

(加資)는 낙산사 중창이 완료된데 대한 논공행상이었다.89 

김관의 재서용과 낙산사 동종 명문에 기록되어 있듯

이 낙산사가 불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공식적으로 완공

된 것은 1469년 6월이다. 낙산사의 중창은 명목상 국가의 

주관으로 시행했다고는 하나 중창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충

당 등으로 폐단이 발생하였고, 폐단의 중심에 있었던 학열

은 왕실이 나서서 두둔해 주었다. 학열의 위세는 성종대에

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강원도관찰사가 부임할 때 도 경계

에 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학열을 방문하고, 수령은 하루에 

한 번씩 문안할 정도였다고 한다.90

Ⅴ.   낙산사 중창이후 조선왕실의 낙산

사 후원

낙산사 중창이후 예종과 성종은 낙산사에 후원을 아

끼지 않았다. 낙산사 운영을 위한 전지와 노비 등을 하사

하였다. 예종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된 남이(南怡, 

1441~1468)의 삼가전(三嘉田)·청도전(淸道田)을 낙산사에 

사급하였고, 성종은 경상도의 삼가전 200결의 수조지를 낙

산사에 사급하였다. 낙산사는 이곳 전지에서 전세로 해마

다 거둔 포물·면화를 팔아 경비가 매우 풍족하였다.91 

85 『예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9일(乙丑).

86 『예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10일(丙寅).

87 『예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10일(丙寅).

88 『예종실록』 권6, 1년 6월 17일(己巳).

89 『예종실록』 권6, 1년 7월 3일(甲申).

90 『성종실록』 권88, 9년 1월 5일(戊辰).

91 박성종ㆍ박도식, 2002, 앞의 논문,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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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에 대한 왕실의 후원은 전지에 국한되지 않

았다. 성종은 1470년 4월과 6월 사패교지(賜牌敎旨)를 내

려 낙산사의 잡요와 염분세를 면제하고, 예종이 내린 노비

에 가사(加賜)하여 추가 노비를 내려 영세토록 전하도록 하

였다.92 더불어 강원도 백성들이 관에다 구워 바치는 소금 

200석을 낙산사에 사급하도록 하였고, 직접 낙산사에 가져

다주도록 하여 운반의 폐단도 심하였다.93 그리고 정희왕후

의 명으로 해마다 경창미(京倉米) 100석을 지급하였다.94 실

물로 고문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록상 소금 사급 또한 

성종이 별도의 사패교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낙산사 

소금지급 중단문제는 연산군대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데,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이 논의과정을 보면 소금은 성종

의 수결이 있는 사패에 따라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5 

뿐만 아니라 조선왕실의 지시로 낙산사의 근로(近路)

인 양양대로를 폐지하고, 새 길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낙산

사 해안 10리까지의 구역에 포어(捕漁)를 금지하는 금표를 

세워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구로의 폐지이유는 국가

에서 큰 공역을 들여 중창한 낙산사가 근로에 다니는 행인

들이 기생을 끼고 노는 행락으로 경내가 혼탁해진다는 것

과, 취사행위 등으로 불이 날까 염려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낙산사는 유람명소로 이름나 있어 유람객들이 들끓었다. 이

러한 현상은 조선전기뿐만 아니라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

는데, 특히 사대부 유람객을 비롯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사

자(使者)들이 양양을 방문하면 낙산사에 기생들을 데리고 

와서 방일(放逸)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사간 안관후(安寬

厚, 1417~?)가 성종에게 폐지했던 낙산사의 구로를 열어줄 

것을 청하자 성종은 “양양을 왕래하는 사자들이 기생을 탐

하여 낙산사 주변에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

니다가 불을 낼 염려가 있으므로 구로를 다시 연다면 양양

의 관기를 없애버리겠다.”며 반대하였다.96

해안금표 설치는 낙산사 해안을 방생(放生)법회를 위

한 장소로 사용한다는 명분이었다. 낙산사 구로의 개폐논

의와 해안금표의 폐지문제는 성종대에 집중적으로 논의되

나 낙산사를 위해 처음 이 정책을 지시한 것은 세조였다. 

세조는 낙산사 거둥에 배행한 노사신(盧思愼, 1427~1498)

으로 하여금 행로가 낙산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낙산사에 접해있는 해안에 금표를 설치하여 어채를 금지토

록 지시한 것이다.97 그리고 성종대 정희왕후가 수렴청정(垂

簾聽政)하면서 재차 폐쇄한 구로의 통행을 금지시킬 것을 

지시하였다.98 이로 인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

야 하는 행인들의 불편함과 어채를 생업으로 한 양양 어민

들의 원성이 컸다. 더욱이 낙산사는 금표가 설정된 해안의 

해산물 채취와 고기포획을 독점하였다. 소속 사노(寺奴)들

로 하여금 채취·포획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치부하기도 

하였다.99

낙산사 중창의 주역이었던 정희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성종 초기의 낙산사는 왕실의 철저한 비호를 받았고, 성종

도 낙산사 비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밖에도 성종이 낙

산사 후원을 위해 발급한 문서나 친필이 굉장히 많았던 것

으로 보인다. 1801년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양양부

92 『성종실록』 권4, 1년 4월 6일(甲寅); 川西裕也, 2014, 앞의 논문, p.64. 성종의 사패교지 번역문.

93 『성종실록』 권92, 9년 5월 26일(丁亥). 낙산사에 주는 소금이 200석이라는 것은 『연산군일기』 권45, 8년 8월 12일(辛亥)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94 『성종실록』 권208, 18년 10월 5일(辛未).

95 『연산군일기』 권12, 2년 1월 1일(庚辰); 권13, 2년 3월 4일(壬午). 낙산사의 소금지급의 중단은 연산군대 여러 번 논의되었으나 연산군대에는 결국 중지하지 

못하였다. 『중종실록』에 소금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종반정 이후 소금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96 이상균, 2012, 「조선시대 사대부 유람의 관행 연구」 『역사민속학』 38, 한국역사민속학회; 『성종실록』 권94, 9년 7월 23일(壬午).

97 『성종실록』 권94, 9년 7월 28일(丁亥).

98 『성종실록』 권9, 2년 2월 8일(辛亥).

99 『성종실록』 권120, 11년 8월 9일(丙辰). 낙산사 인근의 민가 철거, 낙산사 舊路 개폐와 해안금표의 치폐논의 기사는 『성종실록』에 산견되나 김갑주(1969, 앞

의 논문)와 한우근(1993,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pp.280~283)이 핵심적인 부분을 소상히 다루었으므로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논의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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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임시절 신흥사(神興寺)100 승려들의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순찰사에게 청원한 내용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

어 있다. 

박지원이 순찰사에게 편지를 보낸 전후사정은 당시 신

흥사에 있던 승려 창오(暢悟)와 거관(巨寬)의 작폐를 중앙

에 고하기 위함이었다. 이 두 승려는 1801년(순조 1) 신흥사

의 용선전(龍船殿)을 창건하고 열성조의 위패를 봉안하였

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신흥사의 잡역을 면제토록 하였다. 

그런데 신흥사에서는 양양부 관원들이 오히려 종이와 같은 

잡물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불법징수해 간다고 예조에 부

당함을 청원하였다. 예조에서는 신흥사의 청원을 보고 강

원감영에 관문(關文)을 보내 양양의 수향리(首鄕吏)를 잡

아다 엄명에 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박지원은 신흥사의 

승려 창오와 거관의 작폐가 매우심하고, 불법과세 또한 거

짓이므로 순찰사에게 서신을 보내 비변사에 고하거나 장계

를 올려 조사해 주도록 청원한 것이다. 특이 신흥사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내수사에서 내린 관문을 고치고, 여기에 

용동궁(龍洞宮)101의 수본(手本)을 첨부하여 강원감영에 제

출하기도 했다. 이 내용 서두에 신흥사는 바로 열성조의 구

적이 봉안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수령이 신흥사를 받들지 

않은 죄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박지원이 이를 보고 양양에 

있는 열성조의 구적은 신흥사가 아니라 낙산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낙산사에 열 겹이나 쌓여 있는 성종

의 친필, 숙종어제 현판,102 낙산사 동종 등의 사적을 열거

하고 있는 것이다.103 박지원의 양양부사 재임시절인 1800

년대까지도 낙산사에는 성종의 친필 등 왕실관련 유물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낙산사

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료에서 보이는 그 이상으로 왕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유교통치의 이념에 따라 사원성장의 억제정책

을 시행했다. 1516년(중종 11) 사사전(寺社田)과 사노의 속

공이 공식화되고, 이후 왕패로 지급받은 토지와 노비 여하

를 불문하고 속공하도록 하는 사원정책이 시행된다.104 그럼

에도 낙산사는 조선전기 만큼은 아니나, 조선후기에도 왕실

원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왕실의 후원은 계속되었

다. 이는 조선후기 왕실불교정책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불교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더 많은 왕실원당이 지정되었고 후원 또한 지속되었다.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 앞에서 불교를 비판했으나 비공식적

인 방법으로 불사의 지원이나 왕친(王親)의 원당건립을 묵

인 또는 허용하였다. 내명부 등 왕실 내에서 불교신앙이 지

속되었고, 왕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비빈(妃嬪)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불교에 호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

다. 왕들은 원당의 설립과 지원 등이 선왕(先王)을 위한 시

설물 내지 내명부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방관 또는 협조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내명부에서는 왕자

탄생 등의 기복을 위해 너도나도 원당을 설치하였고, 능원

묘(陵園墓)를 담당하는 조포사(造泡寺)라는 원당까지 생겼

다. 또한 왕실원당은 궁방의 재정원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전기 왕실원당은 국가의 잡역면제와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조선후기에 오면 내수사에 소속된 사찰들은 조세감면을 받

고 대신 내수사에 전세를 납부하였다. 궁방들은 각지의 사

100 현재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에 소재해 있는 사찰이다. 원래의 명칭은 ‘神興寺’였으나, 1995년 ‘新興寺’로 한자명을 변경하였다. 

101 명종 때 세자궁(世子宮)으로 설치되었다. 한양의 황화방(皇華坊)에 있었다. 명례궁[德壽宮]ㆍ어의궁(於義宮)ㆍ수진궁(壽進宮)과 함께 4궁이라 불렸다. 토지

를 약탈ㆍ매입하거나 면세특권을 이용하여 수세지(收稅地)를 확대하는 등으로 재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폐단이 많았다.

102 숙종어제의 내용은 “상쾌하게 남쪽 마을 낙가봉(洛伽峯)에 오르니, 바람은 구름 걷어 달빛만 짙구나. 득도한 부처의 이치 깨닫고 싶은데, 때때로 파랑새 꽃 물

고 사람 맞으러 온다.”이다. 『관동지』 권13, 양양부 사찰조, 낙산사.

103 『연암집』 권3, 孔雀館文稿 「上巡使書」. “列聖舊蹟云者 本府所在洛山寺之謂也 非神興寺也 光廟丙戌 洛山爲駐蹕之所 而成廟宸翰十襲寶藏 肅廟御製 紗籠

板揭 至今寶墨 煌煌雲漢昭回 成化五年所鑄大鍾 俱有當時名臣承命銘述 爲一寺重器 此皆洛山古寶也 新刱於崇禎甲申 百餘年間 列朝遺文 本無有在 而乃

敢漫漶引重 瞞囑宮屬 圖出手本 若是容易 則他尙何說”.

104 손성필, 2013, 「조선 중종대 불교정책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상사학』 44, 한국사상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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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원당으로 삼아 면세특권을 제공하는 대신 원당의 

수조권을 가졌다. 당쟁이 심했던 숙종, 영조, 정조대에는 태

조의 원당을 대대적으로 보호하고 태조에 대한 추숭을 통

해 왕권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영조는 숙빈 최씨, 정

조는 사도세자의 원당을 곳곳의 사찰에 설치하였으므로, 

세조에 이어 원당을 가장 많이 설치한 왕이었다.105 

이처럼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유지정책 속에서 정조는 

원당비호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정조대에 오면 낙산사의 사

세는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다. 낙산사는 국초부터 국가에

서 금표를 설정해 주었던 낙산사 앞바다에서 나는 미역과 

절에서 키웠던 생리(生梨)를 해마다 명례궁(明禮宮)에 바쳤

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수백년 동안 생리와 미역을 진상하

였다. 그러나 정조대에는 배나무가 남아있지 않았고, 바다

가 해금되었음에도 미역을 진상하여야 하므로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진상하는 폐단이 있었다. 1785년 우승지 서정수

(徐鼎修, ?~1804)가 강원도 방문 시 낙산사 승려에게 이 사

정을 전해 듣고, 정조에게 건의하여 생리와 미역을 진상하

는 것을 경감해 주기도 하였다.106 이어서 같은 해에 강원감

사 이시수(李時秀, 1745~1821)가 낙산사의 조곽(早藿) 진

상에 따른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해 달라고 건의하

였다. 정조는 낙산사가 쇠잔해졌고, 미역값이 뛰었으니 전

례를 고집하지 말고 궁납(宮納)하는 미역 진상을 즉시 탕

감해주도록 했다. 또한 낙산사는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명찰이므로 열조에서 하사해 준 전토(田土)와 노비, 염전 

등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였는데, 근래 대부분 유실되어 장

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폐

단을 없애 낙산사를 소생시킬 방도를 묘당에서 강구토록 

지시하였다.107

1788년에는 내수사에서 금강산 사찰들이 쇠잔해지고 

있는 사정을 정조에게 보고했다. 정조는 각 사찰의 승도가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을 바로잡으라고 명한다. 내수사에서 

표훈사, 정양사, 장안사, 유점사, 건봉사, 화암사, 월정사, 낙

산사, 명주사 등 총 9개의 사찰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이 중 

월정사와 양양의 명주사를 제외한 7개 사찰이 왕실원당이

었다.108 이 사찰들은 대부분 잡요와 이에 대한 절가(折價)

의 폐단으로 쇠잔해지고 있었다. 낙산사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낙산사의 사정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현의 낙산사 - 1.사고(史庫)의 번승(番僧)을 3명

이 윤번으로 하는데 양료(粮料)가 없다고 합니다. 1.노비의 

성책 및 순영에 인정(人情)으로 납부하는 지지(紙地)를 무

려 30여 냥의 돈으로 마련하여 납부하고 있고, 춘추의 순

행(巡行) 때 드는 잡비가 또한 100냥이 넘으며, 삼척의 진

영에 납부하는 지가(紙價)와 본관의 연분지가(年分紙價)

가 또 있으니, 이것이 모두 폐단의 단서라고 합니다. 1.본사

의 사패전답을 평릉역(平陵驛)에 빼앗긴 것이 9석락이라고 

합니다. 또 삼가에 있는 것이 33결이고, 의령에 있는 것이 6

결이고, 청도에 있는 것이 7결인데, 중간에 화재로 전안(田

案)이 소실되었으니, 해조에서 문적(文蹟)을 고출(考出)하

여 도로 본사에 소속시키고, 부근의 읍으로 바꾸어준 뒤에

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109

여기 주목되는 것은 앞서 예종대에 사패로 지급한 삼

가전·청도전 전부가 국가에 속공되지 않고 일부가 낙산사

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산사 사패전답 9석락

이 평릉역110에 빼앗겼다고 했는데, 이 사패전답이 어느 곳

105 조선후기 왕실불교 정책과 왕실원당에 대해서는 최재복(2010, 앞의 논문)과 탁효정(2011, 앞의 논문)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106 『일성록』, 정조 9년 6월 21일(戊戌). 

107 『일성록』, 정조 9년 11월 12일(戊午). 

108 9개 사찰의 원당설치 여부는 탁효정, 2011, 앞의 논문에서 ‘조선시대 왕실원당표’를 참조하여 대조.

109 『일성록』, 정조 12년 10월 23일(辛亥). 

110 현재의 행정구역은 강원도 동해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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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답인지 알 수는 없으나 당시 낙산사 사패전답이 모두 

속공되지 않고 그 일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화재로 삼가·의령·청도의 전안이 소실되었으므로 조정에

서 문적을 출고하여 낙산사에 소속시키는 등의 조처가 있

어야만 낙산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내

수사에서는 국가에 속공되지 않은 낙산사 토지를 오히려 

되찾아주려 하고 있다. 내수사에서 사패지의 낙산사 귀속

을 거론한 것은 재원 충당을 위해 징수하여야 할 전세를 염

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

은 낙산사를 비롯한 조선전기 왕실원당이 왕패로 지급받은 

토지는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보호정책 속에서 국가에 모두 

속공되지 않고 일부 존속이 허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낙산사는 조선후기에도 왕실의 후원이 계속

되었다. 더욱이 앞서 살핀바와 같이 정조는 응제책문에 낙

산사에서의 도조 잉태설을 언급하는 등 낙산사에 큰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낙산사

의 궁납(宮納)을 감면시켜 주고, 낙산사를 소생시킬 방도를 

지시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었다. 정조대 급격히 

쇠락했던 낙산사가 왕실원당으로 지위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 왕실원당 보호정책 속에서의 왕실후

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낙산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의 본산으로 꾸준히 그 

명성이 이어져 왔으며, 익조가 후사점지를 기원하여 도조

를 낳게 해준 사찰이었다. 도조는 조선왕실에서 조선개창

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받은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조

의 낙산사 관음굴 기복잉태설은 조선후기까지 왕실과 사대

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러므로 낙산사는 조선의 창업

과 관련있는 사찰로 주목받았다. 이성계도 직접 찾아가는 

등의 관심을 가졌고, 세조가 강원도 순행 시 예종의 원찰로 

삼아 중창하였다.

세조는 강원도 순행 길에 정희왕후와 세자였던 예종

과 함께 낙산사를 방문했다. 이때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아 중창을 지시했다. 세조는 개인적으로도 불교를 숭상

했지만,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통치 차원에서 불교정책을 

시행한 인물이었다. 자신이 겪은 불교적 상서로 국왕의 초

월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이에 따른 사유와 은전의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세

조의 적극적인 불사행위도 절대왕권의 상징으로 이용했던 

불교적 상서를 기념하려는 정치적 의도 중 하나였다. 강원

도 순행 중 금강산에서 일어났던 불교적 상서에 대한 기념

은 유점사 중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낙산사 중

창은 세조 개인적 신앙심의 발현이었다. 세조의 첫째아들 

의경세자와 둘째인 예종은 요절했다. 세조가 상원사를 중

창하게된 것도 자신의 신병치료 발원을 위해서였고, 상원사 

낙성식에 참석하기 전 들렸던 낙산사를 예종의 원찰로 삼

은 주된 목적도 병약했던 예종의 무병장수 발원을 위해서

였다. 세조는 현세적 기복을 가장 잘 들어준다는 관음보살 

최고의 성지인 낙산사를 원찰로 삼아 자식의 안녕을 기원

하고자 한 것이다. 

세조의 낙산사 중창의지는 매우 강했다. 낙산사는 국

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 중창되었다. 1466년 세조

대 시작된 낙산사 중창은 예종대인 1469년 6월경 공식적

인 낙성을 보았다. 중창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충당하는 것

으로 표면화하고 추진하였으나, 워낙 큰 대역사였으므로 물

자와 비용조달 등에 따른 지역의 피해도 매우 컸다. 낙산사 

감동승 학열은 중창에 필요한 물자들을 무리하게 조발하

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그럼에도 조선왕실은 학열을 비

호해 주었다. 낙산사 중창이후 낙산사에 주석했던 학열의 

위세는 세조와 예종의 사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성종도 

학열을 비호해 주었다. 

낙산사는 중창직후 조선왕실의 후원으로 사세가 더욱 

크게 번창하였다. 예종과 성종은 전지와 노비 등을 낙산사

에 하사하고, 강원도 백성들이 공납으로 바치는 소금을 사

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낙

산사 경내의 보호를 위해 낙산사 인근에 개설되어 있던 양

양대로를 폐지하고, 새 길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낙산사 해

안 10리 구역에 포어를 금지하는 금표를 세워 민간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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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들어 사찰이 피폐해졌을 

때는 조선왕실의 원당보호정책 속에서 왕실후원을 받아 사

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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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ansa Temple was famous for a miracle temple where Lee Haeng-ri(李行里), King Ikjo(翼祖), had prayed 

for offspring and soon begat King Dojo(度祖). According to the First King’s Annals(『太祖實錄』), King Dojo 

was the person who directly received prophecy of founding a Joseon. For these reasons, Naksansa Temple 

received attention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Joseon. The birth story of King Dojo and his father’s prayer at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cave(觀音窟), Naksansa Temple, was well known among the noblemen and royal 

families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Lee Seoung gye(李成桂)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aksansa Temple, 

and King Sejo(世祖) also made people rebuild the temple when he went for a royal tour in Gangwon-do. 

Naksansa Temple was built during the time when King Sejo made many templ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King Sejo made people extensively rebuild the temple, praying for health and longevity of 

King Yejong(his son). King Sejo’s will of rebuilding the Naksansa Temple was very strong. The residents of the 

area had to pay a huge cost because the rebuilding of the Naksansa Temple was a big construction. Hak-yeol(學

悅), who had a responsibility of rebuilding the Naksansa Temple, forcedly obtained supplies as he received 

protection from the royal family. 

Naksansa Temple thriv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royal family after rebuilding. King Yejong and 

Seongjong gave Naksansa Temple slaves and fields(田地). He also bestowed upon the temple the salts which was 

the tribute paid by Gangwon-do. In order to protect the precincts of the Naksansa Temple, the government 

closed the Yang Yang Main Street near Naksansa Temple and built a new road. And the signs of preventing 

fishing(捕漁) was built along the coast of Naksan in four kilometers in order to keep people out. Although the 

Naksansa Temple declined in the late Joseon period, it still received support under the protection policy and 

maintained its reputation as an original Buddhist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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