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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ūtra of Great Dh raṇ  of the Uṣṇ ṣa-citt  is one of the most widely published scriptures of Esoteric Buddhism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The sutra is often referred to as a Buddhist medical scripture whose recitation is believed to allay diseases such 

as difficult birth, chest pain, and infectious and incurable diseases. It utilizes two major methods for healing: reciting and copying the 

sutra or copying the dharani and talisman which appear at the end of the text with fine cinnabar and ingesting them with aromatic 

wat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dical and historical value of this sutra,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ts 

establishment in early China and its migration to Korea in the Goryeo period.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identity and value of the 

scripture in Buddhist medical history. The oldest known printed texts of the sutra in Korea are dated to the late 11th century. Because 

of the material benefits of the text, the tradition of printing and distributing the sutra was very popular between the 13th and 19th 

centuries. Therefore, examples of the sutra having been used for medicinal purposes during rites are found in historical records. 

Finally, the study tri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eatment methods of the Sutra and those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focusing on several Korean traditional medical texts such as the Hyangyak-Jibseongbang (Compilation of Native Korean Prescriptions), 

the Donguibogam, and the Euibang-Hap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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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라니(陀羅尼)란 부처의 가르침을 함축한 원어 법문을 
번역하지 않고 음사(音寫)한 주문으로 불교 교계통에서
는 진리를 성취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신비하고 비 스런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왔다. 특히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진언과 다라니를 활용하는 불의경(佛醫經)으로는 약사경
(藥師經),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陀
羅尼經), 주치경(呪齒經), 주목경(呪目經) 등이 있다. 
이 중 의학사적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온 서적은 약사
경으로서 잔존사료가 희소한 삼국시대의 의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왔고, 약사신앙의 다양한 형태인 약
사전, 약사도량, 약사불화, 약사여래좌상 등에 대해서도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 또한 교계통 외에 한의학적 관
점에서 연구되어 온 불교의학서로는 금광명경(金光明經), 
사분율(四分律), 십송율(十誦律) 등 삼국시대에 유입되

1) 김정숙. ｢약사여래 신앙의 치유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26-63.
김연민. ｢密本의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2012;65:203-239.
길기태. ｢백제의 呪禁師와 藥師信仰｣. 신라사학보. 2006;6:69-105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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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대 한국의 불교의학적 상황을 추측하는 근거가 되는 
경전류와2)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 간이방(簡易方)
과 같이 의방유취(醫方類聚) 내에 수록된 불교의학서 등
이 있다.3)

한편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陀羅尼
經)(이하 본문에서는 불정심다라니경으로 약칭)은 고려전
기에 국내 유입된 이래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천수경(千
手經), 장수경(長壽經)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이 간행된 단본(單本) 교문헌 중 하나로서 왕실과 사찰, 민
간의 영역을 막론하고 널리 활용되었음에도 지금껏 의사학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본 경전은 치료 공덕과 치료법, 
치병례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경전으로서 교 불의경의 일
반적 치병법인 사경(寫經)과 염송 외에도 다라니와 불부(佛
符)를 주사(朱砂)로 필사하여 향수(香水)로 복용하는 등 독
특한 치법을 수록하여 고려조부터 조선조까지의 한국 불교
의학의 일면을 보여주는 의사학적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서지학 분야와 불교 교사 중심의 선행 
연구성과4)를 바탕으로 불정심다라니경의 학술적 가치와 
의사학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불의경의 최초 성립배경과 불교의학사적 위상에 대해 고찰
하고, 고려 전기 국내에 유입되어 조선조 말기까지 성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또한 이 책 안에 담겨진 주요 의학 내용과 역사 속에서 
실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록된 치병법과 당대 의학을 대표하는 의학문헌이라 할 수 
있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동의보감(東醫寶鑑), 의
방합부(意方合部)에 수록된 주요 치료법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학의 특색을 살펴보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Ⅱ. 경전의 성립과 국내유입 및 성행

1. 불정심다라니경의 성립 배경

전 세계적으로 본 경전의 현존 최고(最古)본은 돈황사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며 이 책은 인도의 산스크
리트어 경전을 한역(漢譯)한 불경이 아니라 7세기 후반 이
후 당(唐)대 중국에서 처음 제작된 위경(僞經)으로 추정된
다5). 이 경전의 최초성립에 대해 지금껏 가장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고증한 대만학자 정아차이(鄭阿財)는 경전의 성
립 배경과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교사적 상황을 근거
로 설명했다.6) 

첫째, 당대(唐代)에 관음신앙은 중국불교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신앙으로서 널리 유행하였다. 관음신앙 대승경전으
로 법화경, 화엄경, 심경, 천수경 등 80여 종에 달
하는 경전이 한역(漢譯)되어 있었고, 관세음보살의 영험함
을 보이고 전파하기 위해 24종에 달하는 위경(僞經)이 제
작되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도 이러한 관음신앙 
유행의 흐름에 맞추어 성립되었다. 경전명에서부터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관세음보살이 
다라니를 설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관세음보살이 화현하여 경전을 퍼뜨려 구제하였다는 응험
기(應驗記)가 소개되어 있다. 

둘째, 7세기경 인도에서 출현한 교(密敎)는 남북조시
대에 중국에 유입되어 당대(唐代)에는 국가지배층과 접
한 관계를 맺으며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교 다
라니 경전인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 지통(智通) 
등이 번역하여 널리 유포되었고 이는 교 관음신앙의 확

2) 관련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를 찾아볼 수 있다.
오재근, 전종욱, 신동원. ｢신라 승려의 금광명경 ｢제병품｣ 주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고대 불교의학｣. 의사학. 2016;25(3):329-372.
박민정. ｢金光明經 除病品을 통해 본 韓國佛敎醫學｣. 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석사논문. 2013:1-51.
여인석, 박형우. ｢우리나라 고대 불교의학의 한 단면 : 원효의 경우｣. 의사학. 1995;4(2):101-111.
이유진, 안상우, 김동율. ｢汗蒸法을 통해 바라본 朝鮮朝 佛敎醫學의 一面 ｣.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27-40.
[고의서산책584～585] 金光明經. 민족의학신문. 2013년 05월 09일, 05월 16일자.

3) 김성수, 강성용. ｢인도 안과의학의 동아시아 전래와 용수보살안론(龍樹菩薩眼論)｣. 의사학. 2013;22(1):217-274.
[고의서산책149] 龍樹菩薩眼論. 민족의학신문. 2003년 03월 24일자.
[고의서산책533～534] 簡易方. 민족의학신문. 2012년 04월 19일, 04월 26일자.

4)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4;60:347-379.
임기영. ｢고려시대 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서지학연구. 2014;58:395-435.
김수연. ｢고려시대 교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88.
김무봉.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한국사상문화. 2008;45:351-394.
김수연. ｢고려시대 불정도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20-24.
福田素子. ｢偽経 仏頂心陀羅尼経 の版行･石刻活動の演変｣. 東京大学中国語中国文学研究室紀要. 2012;15:1-36.
鄭阿財. ｢敦煌寫本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研究｣. 敦煌學. 2001:21-48.

5) 陳燕珠. ｢房山石經中遼末與金代刻經之研究｣. 伍伍遼末單本刻經之探討. 臺北:覺苑出版社. 1995:573-574.
6) 鄭阿財. 전게서.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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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천수경은 불정심관세
음보살다라니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경(僞經)이 제작되
는 배경이 되었다. 중국학자 첸얀쭈(陳燕珠)는 일찍이 불
정심다라니경에 천수경의 경문과 다라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하였고7), 유준팡(于君方)도 본 경전이 천
수경과 청관음경 등 교 다라니류를 원형으로 하여 제
작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8). 이처럼 불정심다라니경의 
성립은 당대(唐代)에 성행했던 교 다라니 신앙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경전 제목에 들어가 있는 ‘불정(佛頂)’이라는 것은 
부처의 정수리에 도톰하게 솟아있는 육계(肉髻)로서 불지
(佛智), 즉 부처님의 지혜를 인격화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자 한 것이다. 교에서는 이를 숭상하여 불정신앙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멸죄･연명･액난 제거 등의 현세이익
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라 중앙 및 동아시아
권으로도 널리 전파되었다. 불정심다라니경 또한 그 제목
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唐代)에 유행한 불정신앙의 영향
으로 성립하였으며, 경전의 최대공덕은 질병구제로서 현세
구복의 목적으로 제작된 불정류 경전이다.

2. 불정심다라니경의 불교의학사적 정체성과 

연구가치

이처럼 불정심다라니경의 주요 성립배경에 관음신앙, 
교다라니신앙, 불정신앙이 전제되어 있다는 데에는 이견

이 없어 보인다. 다만 본 경전이 이 논문의 주제인 ‘불교의
학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불교의학 자료인가를 
논증하기 위하여 경전의 불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진행되어왔던 두 가지 논쟁점을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첫째, 이 경전은 중국 당대(唐代)에 만들어진 위경(僞經)
으로서 과연 정통성을 지닌 불교의학적 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먼저 유준팡(于君方)은 
비록 본 경전이 중국 내에서 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

적으로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 정통불교 경전의 사상과 수
지방법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기존에 
널리 신앙되던 정통적인 교경전인 천수경과 청관음경 
등의 내용을 차용하였으므로 마치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
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9) 

한편 정아차이(鄭阿財)는 위경의 문화사적 중요성을 새
로이 조명하였다. 위경 제작의 주요 대상층이 일반 민중이
었기 때문에 당시 민중의 수요와 심리를 더욱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즉, 위경 연구는 불교가 전래
되는 과정에서 경전이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체계에 
적응되어 어떻게 새롭게 개조되었는지 파악하는 근거가 된
다는 것이다.10) 또한 위경 연구의 대가였던 일본학자 마키
타 타이료(牧田諦亮)에 따르면 위경, 즉 중국찬술 경전은 
한국이나 일본에 전파되어 민중들이 의지해온 귀중한 서민
불교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유통
되었던 위경의 저술의의를 총 6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11),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은 그 중에서 ‘질병치료와 기복
신앙’의 목적을 가진 위경에 해당한다.12)

결과적으로 본 경전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제라는 현세이
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위경(僞經)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
시 민중들이 불교신앙에 기대하던 의학적 효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중국과는 같은 동아시아권 내에
서 상당수의 불교 및 의료 문화를 공유해 온 한반도의 불
교의학 상황에 대해서도 본 경전이 시사해줄 수 있는 바가 
크다. 후에 다루겠지만 이 경전은 고려 전기에 한반도에 유
입된 이래 조선시대까지 널리 유행하였던 대표적인 관음신
앙 불교의학 경전이므로, 당시 국내의 의료적 현실과 불교
의학의 활용가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
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둘째, 본 경전의 주된 치료 도구 중 하나는 권말 수록된 
비자인(秘字印, 표 3 참조)으로 이 속의 시(尸)자 형상은 
고대 중국에서 널리 활용된 도교 부적들의 고유한 특성이
다.13) 즉 불교 경전에 도교의 부적이 차용된 것이다. 그렇
다면 이 ‘비자인(秘字印)’을 활용한 치료법을 과연 도교의
학이 아닌 불교의학으로 볼 수 있는가?

7) 陳燕珠. 전게서. 573-574.
8) 于君方. ｢偽經與觀⾳信仰｣. 中華佛學學報. 1995;8:116-117.
9) 于君方. 전게서. 129.
10) 鄭阿財. 전게서. 42-43.
11) 牧田諦亮. 疑經研究. 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6:40-84.
12) 鄭阿財. 전게서. 43.
13) 도교에서는 몸속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벌레인 삼시충(三尸蟲) 사상의 영향으로 부적에 ‘尸’자와 ‘虫’자 형상이 다용되며, 부적을 씹어 삼

키면 삼시충을 제거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삼시부법(去三尸符法)이 존재한다(이원구. ｢한국 부적신앙의 일고찰｣. 동양종교학. 19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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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 고대로부터 부적을 차용한 불경의 종류는 불
정심다라니경 외에도 다양하며 가장 오래된 것은 5～6세기 
무렵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부적류의 종교적 정체성에 관해
서는 그간 연구와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문화사적 
측면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Strickmann은 
‘중국불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부적을 차용하고 변형하
였’14)으나 ‘이 부적들이 불교적인지 도교적인지에 대한 논
쟁은 무의미하다. 불교적이면서 동시에 도교적이고, 또한 
더 많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15)고 하였다. 반면 Robson
은 ‘불교경전에 차용된 도교부적은 순수하게 종교적 정체성
의 측면에서 고찰하기보다는 고대의 중국인이 신(神)적인 
존재와 소통했던 당시의 보편적인 비언어적 수단으로 보아
야 한다’16)고 주장했다. Fodde-Reguer도 돈황사본의 치료
용 부적서들 중에 종교색을 띠지 않은 서적들을 소개하면
서 치료용 부적류는 단순히 특정 종교에 귀속될 수 없으며 
고대 중국에서 ‘악귀’나 ‘병마’에 대한 보편적인 미신과 세
계관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17). 강대현은 한국의 교 의
식에서 사용되어온 부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불교의 부적
은 도교 내지 민간신앙의 부적을 흡수한 것이다. 하지만 부
적은 고대 한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한 종교만의 양상
일 수 없다. 또 부적을 통한 행위는 특정 종교행위가 아니
라 각박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안위가 주된 
목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18)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에서 부적을 통한 치유행위는 불교의 현지 적응 과
정에서 도교 내지 민간신앙의 의례를 차용한 것이지만 한
편으로는 종교적 범주를 넘어 당대 민중들의 보편적 질병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불정심다라니경의 부적과 다라
니를 활용한 치료법이 국내에 유입되어 널리 유행할 수 있
었던 까닭도 당시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
간신앙과 도교신앙의 질병인식이 선행하였기 때문이며, 질

병치료를 위해 주문과 부적을 사용한다는 유사점 덕분에 
별다른 이질감 없이 민중들의 삶에 쉽게 파고들었다. 또한 
본 경전이 도교의 부적요소를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는 사용된 치료방편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사경(寫
經)과 다라니 암송을 주요 치료 도구로 삼고 있고, 관세음 
응험기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치유력에 대한 기대와 관음신
앙을 통한 치병례를 가장 중점적으로 서술한 경전으로서 
본질적으로 불교의학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3.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의 유입과 

현전판본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
대상서인 불정심다라니경의 유입 및 성행 시기, 각종 판
본별 특징과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해 볼 필요
가 있다.19)

현존하는 불정심다라니경의 국내 최고본은 고려 초기
인 문종 35년(1081)에 사성(寫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절첩
본 불설도액경(佛說度厄經)과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
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내에 수록된 상･중･
하권, 그리고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권하이다.20) 
고려 전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교 경전의 대대적 수집과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21) 아마도 현존 최고의 사
경본이 성립되었던 고려 전기 무렵 한반도 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종 16년(1485) 간행된 불정심경
언해(佛頂心經諺解)의 발문에 당본(唐本)을 본따 삽화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고22), 경전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관음
신앙, 교, 불정신앙 모두가 이미 삼국시대에 국내에 유입
되어 있었으므로 고려 이전에 당대(唐代) 판본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삼시충 사상은 고려시대에도 민속 깊숙이 자리잡았는데 삼시충이 수명을 단축시키지 못하도록 庚申日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수경신
(守庚申)이라는 도교풍속이 있었다. (김철웅. ｢고려시대의 도교 세시풍속｣. 민속학연구. 2018;43:27-47)

14) Michel Strickmann. Chinese Magical Medicine. 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 2002:71.
15) Michel Strickmann. ｢The Seal of the Law: A Ritual Implement and the Origins of Printing｣. Asia Major. 1993;6(2):82.
16) James Robson. ｢Signs of power: talismanic writing in Chinese Buddhism｣. History of Religions. 2008;48(2):133-138.
17) Anna Alexandra Fodde Reguer. ｢Divining Bureaucracy: Divination Manuals as Technology and the Standardization of Efficacy in Early China｣.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학위논문. 2014:94-109.
18) 강대현, 권기현. ｢불교의식집에 나타난 符籍과 그 역할｣. 동아시아불교문화. 2018;35:458.
19) [표 1]과 [표 2]의 현존하는 유물 조사는 다음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남권희. ｢韓國 記錄文化에 나타난 眞言의 流通｣. 교문보. 

2005;7:89. 임기영. 전게서. 420-427.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4;60:353-363. 남권희. 高
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淸州古印刷博物館. 2002:347-350. 김수연. ｢고려시대 교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85-102. 
김수현. ｢朝鮮中後期 觀音經典 刊行 研究｣. 문화사학. 2005;24:137-158. 우진웅. ｢朝鮮時代 密敎經典의 刊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1;49:235-273.

20)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淸州古印刷博物館. 2002:347-349.
21) 임기영. 전게서. 402.
22) 諺解 觀音經･阿彌陀經. 서울:正陽社. 1951:49. “命工人效唐本詳密而圖之楷正而寫之鏤而刊之以壽其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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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3세기 초부터 고려 중기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였던 최충헌(崔忠獻, 1149～1219) 3父子의 호신을 위하여 
제작된 호신용 수진본(그림 1)을 필두로 하여 본 경전은 
간행횟수, 판본의 종류, 관련된 국가의례 등의 여러 측면에
서 간행 기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그 추세는 고려 말기

까지 이어진다(표 1 참조). 이는 무신집권기에 외적의 침입
과 정치적 혼란, 가뭄과 역병 등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현
세구복적 교신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당시의 불교
사적 상황과 흐름을 같이한다고 판단된다.23)

시기 경명 내용상 특징 간행자 비고
1 문종35(1081) 佛說度厄經 內 수록 전권 수록 묵서경･필사본･절첩본
2 문종35(1081) 佛頂心陀羅尼經 卷下 하권만 수록 묵서경･필사본･절첩본
3 문종35(1081)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內 수록 전권 수록 묵서경･필사본･절첩본
4 희종2-고종6

(1206-1219)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崔忠獻
일가

崔忠獻 一家 호신용 수진본
보물691호

5 13세기 전반 
(1219-1249)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李紘

崔瑀 一家 壽福기원
용주사 소장. 보물 

1095-8호
6 충렬왕13(1287) 大華手經 內 수록 비자인(佛頂心印)만 수록 僧齊色
7 충렬왕27(130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다라니만 수록 權惲 낱장. 梵字･漢文 병기
8 충렬왕32(1306) 佛頂心呪經 다라니만 수록 高敞郡

夫人
수진본. 낱장. 은합

梵字･漢文 병기
9 충숙왕 

복위4(1335)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제 1권 다라니, 핵심공덕, 
비자인만 수록

御梅縣
거주민

1장 단면 목판
해인사 소장. 보물 

734-10호
10 충숙왕 

복위8(1339) 金剛般若波羅密經 內 수록 다라니, 
비자인(救産難符)만 수록 姜金剛 보물 1095-1, 775호

11 고려 후기 佛頂心陀羅尼經 사가판 소형 권자본

표 1. 고려시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현전 판본

그림 1. 최충헌(崔忠獻) 일가 호신용 수진본 불정심관세음
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보
물691호)24)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쟁과 천재지변 및 전염병 등을 
물리치기 위해 소재도량(消災道場)과 불정도량(佛頂道場), 
관정도량(灌頂道場) 등의 교의례가 잦아졌고, 불안한 민심
을 달래기 위해 교의 경향도 교리의 이해와 연구보다는 
질병치료와 위험구제에 목적을 둔 개인적 차원의 다라니 

신앙이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려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
기까지 간행된 교 문헌 중에는 불정심다라니경, 불설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등 현세구복적인 다라니경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백성들의 생활 전반으로 
파고들었다.25) 임기영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 후기로 갈수록 

교의식이 일상화되고 현세구복적인 다라니 신앙이 증가
하여 고려시대 사가 및 사찰에서 유통된 교문헌의 현전 
자료수는 11세기 6종, 12세기 5종, 13세기 13종, 14세기 
25종으로 점차 늘어난다. 그 중 불정심다라니경은 불설
도액경이나 대화수경 속에 일부로서 수록된 경우들을 제
외하고도, 고려시대 사가나 사찰에서 판각된 교 문헌 중 
장수경과 범서총지집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많은 간행
횟수를 보여준다.26)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의 사회경제
23) 서윤길. ｢고려 교신앙의 전개와 그 특성｣. 불교학보. 1982;19:219.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5) 임기영. 전게서. 402-404.
26) 임기영. 전게서. 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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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토대가 붕괴되고 세종 6년(1424) 선교양종으로 통폐합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교계 전체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된
다. 고려 때 크게 유행하던 교 또한 태종 17년(1417)에 
진언 주경, 다라니집 등의 교계통 서적들이 대대적
으로 불살라지며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16～17세기에 
들어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자연재해,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왕실 및 민간에서 수륙재 등의 교의식이 
성행하였고, 이를 위한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일반에 배포되면서 교 신앙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27)
이처럼 조선시대의 교는 억불정책 속에서도 신앙면에

서 의연한 발전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되는데,28) 다라니, 
진언류 등의 교경전류는 조선 중후기에 간행된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29) 이러한 
불교사적 특징은 현세이익적 교경전에 해당하는 불정심
다라니경이 배불(排佛)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역
에 걸쳐 널리 유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시기 경명 수록 특징 간행자 비고
1 세조7(1461)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尹希 外 수진본, 묘덕사 소장
2 성종16(1485) 佛頂心經諺解 한문본･언해본 합철

삽화 수록 인수대비 王室發願本. 목판본
보물 1108호

3 명종8(1553) 佛頂心陀羅尼經 언해본 포함 深源寺
4 명종16(1561) 佛頂心陀羅尼經 언해본･삽화 수록 解脫庵 王室發願本 계열
5 선조3(1570) 佛頂心陀羅尼經 한문본 熊岾寺
6 인조9(1631) 佛頂心陀羅尼經 언해본 수록 奉佛庵 언해 부분은 王室發願本을 번각
7 인조14(1636)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通度寺
8 인조20(1642) 佛頂心陀羅尼經 한문본 梵魚寺 판각 당시 1000권 배포
9 숙종37(1711) 佛頂心陀羅尼經 언해본･삽화 수록 新光寺 王室發願本 계열
10 고종13(1876) 佛頂心陀羅尼經 경문에 모두 음역

언해본 수록 寶晶寺 목활자본. 판각 당시 100권 배포
11 고종18(1881) 佛頂心陀羅尼經 三聖菴 판각 당시 500권 배포
의
식
집
類

선조2(1569) 諸眞言集 內 수록 國･漢･梵 포함 安心寺 安心寺本
효종9(1658) 諸眞言集 內 수록 國･漢･梵 포함 神興寺 安心寺本 계열
숙종14(1688) 諸眞言集 內 수록 國･漢･梵 포함 佛影臺 安心寺本 계열
정조1(1777) 諸眞言集 內 수록 國･漢･梵 포함 萬淵寺 安心寺本 계열
정조24(1800) 諸眞言集 內 수록 國･漢･梵 포함 望月寺 安心寺本을 증보
고종19(1882) 日用集 內 수록 救産符만 수록 井幸

표 2. 조선시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현전 판본

숭불과 배불의 정책이 교차되었던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본 경전이 왕실과 지방관료의 주관으로 간행 및 사경되었던 
사례들이 남아있다. 세종 28년 광평대군이 창진(瘡疹)으로, 
다음 해 평원대군이 두창(痘瘡)으로 사망하고 세자의 건강
마저 악화되자 세종대왕이 재위 32년(1450) 용문산 상원

사(上院寺)에서 구병수륙재(救病水陸齋)를 열어 불정심타
난리(佛頂心陁難哩)를 간행하고 승려들을 모아 사경 및 
독송하게 한 기록이 있다.30) 세종은 한 해 전에도 세자, 즉 
문종의 치병을 위해 대자암(大慈菴)에서 약사재(藥師齋)와 
수륙재를 개설한 일이 있었다31). 이는 조선 초기에 불정

27) 남희숙. ｢16～18세기 佛敎儀式集의 간행과 佛敎大衆化｣. 한국문화. 2004;34:143.
28) 서윤길. ｢조선조 교사상연구｣. 불교학보. 1983;20:109-125.
29) 김수현. ｢朝鮮中後期 觀音經典 刊行 研究｣. 문화사학. 2005;24:141.
30)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4일 庚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http://sillok.history.go.kr> (accessed 2019.05.05.) “소윤(少

尹) 정효강(鄭孝康)을 용문산(龍門山)의 상원사(上元寺)에 보내어 구병 수륙재(救病水陸齋)를 베풀게 하였다. 임금이 불정심타난리(佛頂心陁
難哩)를 베껴 써서 중들로 하여금 독송(讀誦)하게 하려고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김흔지(金俒之)가 아뢰기를, 신의 집에 판본(板本)을 간수
한 것이 있습니다하매, 곧 명하여 박게 하였다.”

31)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1월 1일 丁丑.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http://sillok.history.go.kr> (accessed 2019.05.05.) “세자의 병
으로 약사재･수륙재를 행하게 하다. 수양 대군(首陽大君)･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약사재(藥師齋)를 불당(佛堂)에서 행하게 하니, 
병조 정랑 김수온(金守溫)이 이에 따르고,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수륙재(水陸齋)를 대자암(大慈菴)에서 행하게 하니, 소윤(少尹) 
정효강(鄭孝康)이 이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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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다라니경이 약사경과 더불어 치병을 위한 대표적 
교 경전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조 7년(1461) 전라북도 고창 장사현의 감무(監
務)였던 윤희(尹希) 등이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
해 판각한 수진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이 남아있
고, 성종 16년(1485) 선승 학조(學祖)가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편찬한 왕실발원본 불정심경언해가 전해져 온다. 이
때 언해된 판본은 한문을 읽을 수 없는 일반 백성에게도 
본 경전을 널리 사경 및 독송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
던 듯하다. 이후 발행된 판본들은 크게 이 인수대비의 언해
본을 본따 제작한 왕실발원본 계열과 그 외 한문 경문, 언
해, 음역본의 형태로 제작된 독자적 판본들로 나뉘어지며 
조선 중기부터는 대부분이 民의 발원으로 지방 사찰에서 
판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일부 판본들의 발원문에는 최
대한 많은 이들이 수지독송의 공덕을 누리도록 판각과 동
시에 적게는 100권에서 많게는 2000권까지 인출하여 유포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본 경전의 파급력과 유행 정
도를 짐작할 수 있다.32)

그림 2. 해탈암본(解脫庵本) 왕실발원본 계열 불정심다라
니경(佛頂心陀羅尼經)

그 외에도 단본(單本) 경전은 아니지만 1569년 여러 가
지 불교진언을 모아 제작된 제진언집(諸眞言集)에 불정
심다라니경이 전권 수록되어 있다. 이 진언집은 초간본인 

안심사본(安心寺本) 이후 신흥사(神興寺), 불영암(佛影臺), 
만연사(萬淵寺), 망월사(望月寺) 등에서 수차례 번각, 증보
되어가며 간행될 정도로 유행하였다.33) 또 고종 6년(1882
년) 승려 추담정행(秋淡井幸)이 불가의 전통문화를 보존하
고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사찰의식과 규범, 주문, 염송, 
부적 등을 모아 간행한 일용집(日用集) 내에도 본 경전
의 비자인이 구산부(救産符)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전해
진다.34) 이처럼 조선 중후기에는 본 경전의 진언과 다라니
의 효험이 더욱 신봉되어 다수의 불교의식집에 수록되었고 
민간의 치병을 위한 불교의례에서 사경, 독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범어사본(梵魚寺本)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
經)35)

불정심다라니경의 현존 판본 종수는 조선시대에 간행
된 단본 관음신앙 다라니, 진언류 경전 가운데 천수경과 
더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36), 결과적으로 
본 경전은 조선시대에 유행한 관음계통 불교의학 경전으로
서 가히 대표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32) 1642년 범어사(梵魚寺)본의 시주질에는 판각 당시 1000여권을 인출하였고, 영정사(靈井寺)에서도 2000여권을 인출해 유포한다는 기록이 있
어 당대 불정심다라니경의 성행사실을 암시한다.(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尼經.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釜山:梵魚寺. 1659:25-27)

33) 우진웅.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4;60:362-363.
34) 강대현, 권기현. ｢불교의식집에 나타난 符籍과 그 역할｣. 동아시아불교문화. 2018;35:432.
35) 그림 2, 3은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이미지.
36) 김수현이 선행 관음경전 연구자료들과 고서목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선시대 관음경전 현존판본 목록에 따르면, 千手經은 22종, 佛頂心陀

羅尼經은 27종이 존재한다. 이는 조선중후기에 가장 성행했던 불교 신앙이었던 교관음신앙 경전류의 판본종수만을 정리하여 일별한 결과로
서 諸眞言集, 日用集과 같이 경전이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의 일부분으로 수록된 경우는 제외하고 單本만 헤아린 것이다.(김수현. ｢朝鮮中後
期 觀音經典 刊行 研究｣. 문화사학. 2005;24: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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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치병법의 실제 적용사례

불정심다라니경의 전체 구성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분량이 비교적 적은 소경(小經)에 속한다.37) 
상권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일체중생의 병고와 악업 중죄를 
소멸코자 발원한 뒤 ‘박가범연화수자재심왕인(薄伽梵蓮花手
自在心王印)’ 다라니를 설하고(표 3 다라니1) 이를 수지독
송할 때의 공덕을 소개하였다. 중권 불정심료병구산방(佛
頂心療病救産方)에서는 난산이나 중병에 경전을 암송하고 
주사(朱砂)로 다라니와 비자인을 종이에 써서 향수(香水)
에 섞어 마시는 구체적인 치법을 소개하였다. 하권 불정심
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에서는 4종의 관세음 응험기
를 제시함으로써 경전의 치료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
으며, 권말에 다라니 2주와 비자인 1개를 수록하였다(표 3 
참조). 다라니 2주의 명칭은 각각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
頂輪王陀羅尼)’와 ‘자재왕치온독다라니(自在王治瘟毒陀羅尼)’
이며, 권말수록 비자인은 판본에 따라 비자인(秘字印), 불
정심인(佛頂心印), 구산난부(救産難符), 구산부(救産符)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권에서 서술
하고 있는 치병법과 의학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간략히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다라니 1. 薄伽梵蓮花手自在心王印 비자인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알리야 
바로기뎨 새바라야 모디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 로니가야 다티타 
아바다 아티타 바리바뎨 인혜혜 다디타 
살바다라니만다라야 인혜혜바라 
마슈다모다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디리야 다디타 바로기뎨 새바라야 
살바돗따오 하야미 사바하38)

다라니 2. 一字頂輪王陀羅尼
唵 齒臨(옴 치림)

다라니 3. 自在王治瘟毒陀羅尼
唵 部臨(옴 부림)
一氣念二十一遍(호흡 1회에 21번씩 외
우라)

표 3. 佛頂心陀羅尼經 수록 다라니와 비자인 

번호 병적 상태 치료방법
1 괴이한 꿈을 꾸고 질병이 몸에 침입하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 다라니를 독송한다 卷上
2 악귀가 난산을 일으켜 산모가 고통으로 절규할 때 좋은 朱砂로 다라니와 비자인을 써서 香水로 마시면 

즉시 해산한다

卷中
3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배출되지 않아(胎衣不下) 

산모가 위독하거나, 난산으로 모자가 모두 위독할 때
朱砂로 정륜왕다라니와 비자인을 써서 香水로 삼키면 
곧 죽은 태아가 나오게 된다

4 임신했을 때 개고기, 선어, 참새 등 생명있는 것을 먹지 말고 날마
다 보월지엄광음자재왕불을 생각하라

5 중병으로 수년간 누워 유명한 약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

朱砂로 다라니와 비자인을 써서 불전을 향하여 茅香水
로 삼키면 낫는다

6 갑자기 心痛을 앓는데 이유를 알지 못할 때 朱砂로 다라니와 비자인을 써서 靑木香과 좋은 茱萸를 
달인 물에 섞어 먹으면 일체 병환이 낫지 않음이 없다

7 옛날 罽賔陀國에 전염병(時疫流行)이 나라 안에 널리 
퍼져 하루 이틀 만에 이미 죽은 이가 있던 경우

관세음보살이 백의거사의 몸으로 화하여 대비심으로 
집집마다 돌며 이 법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속히 다라
니경 三卷을 필사하여 진심으로 공양 올리게 하니 때
에 맞추어 병이 사라졌다

卷下
8

波羅奈國에 재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자의 아들이
십오세에 갑자기 병을 얻어 百藥과 醫師로도 낫지 않
고 죽어가던 경우

가족들에게 불정심다라니경 三卷을 써서 불전 앞에 향
을 피우고 일념으로 염송하게 하니 병이 즉시 물러가
고 90살까지 수명이 연장되었다

9 한 부인이 三生 전에 살인한 원귀가 붙어 난산하고 출
산한 아이도 2년 만에 죽기를 여러 번 반복하던 경우 

신심을 가져 항상 불정심모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며 
공양하니 원귀가 원한을 잊고 좋은 세계로 갔다

표 4. 佛頂心陀羅尼經 수록 치법 및 치험례

37) 본 연구의 의학적 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성종 16년(1485) 간행된 佛頂心經諺解 원간본을 正陽社(1951)에서 영인하여 발행한 諺解 觀音
經･阿彌陀經을 저본으로 삼아 진행하였다.

38) 다라니 서두의 ‘나모라～로니가야’ 부분은 ‘삼보에 귀의합니다. 관음보살님, 대보살님, 대자대비의 존재자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에서 차용한 것이다. (안영희. ｢眞言의 한글 표기법 연구 :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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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바탕으로 불정심다라니경에 나타난 치료의 
적응증을 다음의 5종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① 전염병 ② 
난산 ③ 중병을 의술로 치료하기 어렵던 경우 ④ 악귀가 
일으킨 병 ⑤ 심통(心痛), 악몽 등 심(心)관련 증상이다. 
먼저 표 4의 7번 사례는 전염병 치료에 활용한 경우에 해
당하며, 2･3･9번 사례는 난산에 활용한 경우, 1･5･6･8번 
사례는 중병을 의술로 치료하기 어렵던 경우, 2･9번 사례는 
악귀가 질병을 일으켰다고 당시 통속에서 믿어지던 경우, 
1･6번은 심통(心痛), 악몽(惡夢) 등 심(心)관련 증상에 본 
경전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 몇몇의 적응증들에 
대해서는 문헌 속에서 실제 활용된 치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고려 고종 42년(1255)에 시행된 국가적 불교신앙 
의례인 불정심도량(佛頂心道場)39)은 불정심다라니경을 소
의경전으로 하는 불교의례로서40) ‘전염병 치료를 위해 경전
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려 교사와 불정도량을 집
중적으로 연구해 온 김수연은 불정심도량의 개설 이유가 
동왕 41, 42년에 걸친 전염병의 유행41)으로 추정되며, 본 
경전 상에도 전염병 퇴치의 공덕을 서술하고 있어 관련성
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42) 고려시대에는 불정심도량(佛
頂心道場), 반야경도량(般若經道場), 역귀제(疫鬼祭) 등 다
양한 국가적 종교의례를 통하여 역병을 극복하려 했던 사
례가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전염병의 원인을 여귀(厲
鬼)나 원기(寃氣)로 인식하여 치료에 무속인과 승려가 상
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3)

고려시대에 불교의학의 치병법은 한의학적 방법과 더불
어 전염병 치료의 일부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는 태조대부터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을 중시
하여 각종 종교의례 뿐 아니라 다양한 한의학적 접근방법
을 시행하였다. 고려 초기 제위보(濟危舖)를 설치하고, 동

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운영하였으며, 역병이 돌면 의원을 
파견하고 해당 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자 하였다.44) 또
한 고종 연간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발행된 향약구급
방(鄕藥救急方)에는 완두창(豌豆瘡)･소아시기병(小兒時氣
病)･학질(瘧疾) 등 일부 전염병에 대해 민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내산 약재인 ‘향약(鄕藥)’ 처방을 제시하였다. 한편 
아쉽게도 당시 가장 흔했던 역병인 온역(瘟疫)과 장역(瘴
疫)에 대한 처방은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다.45) 이러한 상
황에서 불정심다라니경은 당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하여 값비싼 한약재를 
구할 수도 없었던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불교의학적 
방법으로서, 전염병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위급한 상황
에서 불안 심리를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기능을 함께 했으
리라 짐작된다.

또한 불정심다라니경은 중국 송대(宋代)로부터 난산
(難産)의 요방(要方)으로 유명했던 듯하다. 홍매(洪邁)가 엮
은 宋代의 설화집 이견지(夷堅志)에는 본 경전을 매일 
아침 독송한 산모가 난산을 극복하고 순산한 일화가 제시
되어 있다.46) 특히 국내에서 난산의 치료에는 권말수록 비
자인이 중시되었는데, 비자인 주변에 ‘난산을 치료하는 부
적’이라는 뜻의 구산난부(救産難符), 구산부(救産符), 능구
산난(能救産難) 등의 별칭이 판본에 따라 다양하게 붙어있
기도 하다. 충숙왕 복위 8년본(1339) 금강경 권말수록 
비자인에는 구산난부(救産難符)라는 명칭이 붙어있고, 선조 
2년(1569) 간행된 제진언집 내에는 구산부(救産符)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고종 19년(1882) 제작된 일
용집의 ｢제부(諸符)｣편에는 당시에 널리 유행하였던 불교
부적 24종이 수집되어 있는데 불정심다라니경의 비자인
을 구산부(救産符)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다.47) 이는 옛사
람들이 본 경전의 비자인을 난산 치료방으로 인식했던 증

39) 고려사 1255년 3월 27일(음) 甲子.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DB <http://db.history.go.kr/KOREA/> (accessed 2019.05.05.) “왕이 친히 
불정심도량(佛頂心道場)을 열었다.” 

40) 김수연. ｢고려시대 불정도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20-24.
41) 고려사 1254년 6월 미상(음). “개경에 전염병이 창궐하다.”, 1255년 미상(음). “겨울인데 눈이 오지 않고 큰 전염병이 돌다.” (이상 국사편찬위

원회 고려시대史料DB <http://db.history.go.kr/KOREA/> (accessed 2019.05.05.)) 
이현숙에 따르면 고려사, 금석문, 문집 등 고려 사료를 바탕으로 총 37회의 전염병 유행기록이 남아있는데, 특히 고려 중기는 역병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근 10년마다 한번 꼴로 전염병이 유행하였다.(이현숙. ｢특집: 전염병의 문화사: 고려사회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전염
병, 치료, 권력 - 고려 전염병의 유행과 치료｣. 이화사학연구. 2007;34:1-52)

42) 김수연. 전게서. 13.
43) 장인성.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00;20:251-288.
44) 이현숙. 전게서. 12.
45) 이현숙, 권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 사학연구. 2007;88:607.
46) 洪邁 撰. 夷堅志 1. 北京:中華書局. 2006:13. “江蘇 江陰에 사는 齊三의 처 歐氏는 출산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여섯 살 난 아

들 宜哥는 어머니를 위해 노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道家의 九天生神章과 釋敎의 佛頂心陀羅尼가 최상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의가가 이 경들
을 구해 매일 아침 열 번씩 외우기를 2년 동안 하였다. 紹熙 원년(1190)에 그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하였는데, 열 달 뒤에 어려움 없이 출산
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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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다. 예로부터 난산(難産)은 산모와 아기의 목숨을 앗아
가는 흔한 사망원인이었으며 이때 산모의 심리적 안정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불정심다라니경의 부
주법(符呪法)은 출산 시 신적인 존재의 가호(加護)를 비자
인이라는 물리적 표현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산모의 마음의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재위 32년(1450) 세자에게 종기
가 생겨 여러 명의를 동원하여 백약을 써봐도 낫지 않자 
용문산 상원사(上院寺)에서 구병수륙재(救病水陸齋)를 열
어 불정심다라니(佛頂心陁難哩)를 간행하고 승려들을 모
아 사경 및 독송하게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적
응증 분류 중에서 ‘중병을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세종이 의약의 중요성
을 앞세우고 불교적 치병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이다. 치병을 위해 종교적 수단만을 맹신하지 않고 당시 최
선의 의학을 동원하는 합리적 관점은 본래 불교의 의학관
에도 드러난다. 부처님 자신도 출가 전에 의방명(醫方明), 
즉 당대 최고의 의학을 수학했으며, 승단 설립 뒤에도 병든 
비구를 의사에게 보인 뒤 진단결과에 따라 계율을 조정하
는 등 의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불정심다라니경 
상에도 ‘질병이 몸에 침입하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1
번 사례)’의 경우나 ‘갑자기 병을 얻어 백약(百藥)과 의사
로도 낫지 않고 죽어가는 경우(5번 사례)’처럼 의학적 처치
가 불가능한 경우에 다라니와 비자인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본 경전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의약(醫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암시한다.

Ⅳ. 불정심다라니경 치병법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불정심다라니경의 치병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는 경전에 수록된 다라니 또는 경전 전체를 지극한 마음
으로 암송하거나 필사하는 법이며, 둘째는 본 경전에 수록된 

다라니와 비자인을 상품(上品)의 주사(朱砂)로 필사하여 향
수(香水), 모향수(茅香水), 청목향(靑木香), 수유(茱萸) 등을 
달인 물에 섞어 복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본 경전에서 적응
증으로 삼고 있는 질병군은 난산, 전염병, 난치병, 심통(心
痛), 악몽 등을 위주로 한정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
다면 이러한 불교의학적 부주법(符呪法)을 경전이 활용된 
당시 우리나라의 주류의학이었던 한의학의 치료법과 비교
해보면 어떠한 연관성을 보일까?

본 장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불정심다라니경
에 수록된 치료방법과 적응증을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표적
인 고전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부주법과 비교함으로써 양
자 간의 연관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불정심다라니경의 
치료법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주법류의 처방들은 
역대 한의학 문헌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껏 
한의학의 부주법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따라서 한
의학 전반의 부주법과 불정심다라니경의 부주법을 비교
하기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와 중
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대표 의서인 향약집성방과 동의
보감, 그리고 조선 후기 민간경험방인 의방합부에 등장
하는 부주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향약집성방에서 부주법을 활용한 치법은 산난문(産難
門), 소아과문(小兒科門), 제구급문(諸救急門)에서 발견된다. 
먼저 産難門에서는 난산 치료의 大法이 ‘약을 복용하고, 적
절한 시술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신이 온전해야만 해
산할 때 편안함’을 명시하였다.48) 이에 따라 최생(催生)을 
위한 수십 종의 의약 처방 외에도 상당수의 부주법이 등장
한다. 왕악산서(王嶽産書)를 인용하여 3종의 부적을 모향
탕(茅香湯)으로 복용하는 법49), 8종의 난산부(難産符)를 종
이에 써서 복용하거나, 산모방의 벽에 붙이거나, 출산하는 
요 밑에 넣어두는 등 활용방법도 다양하다.50) 이러한 부주
법이 실제 물리적인 치료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산모의 심
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주위 환경을 정돈하고 경건히 하
는 효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아과문에서는 소아객오(小兒客忤)와 소아야제(小兒夜
啼)에 부주법을 활용하였다. 소아객오란 어린아이가 갑작스
레 발작하는 증상으로, 아이가 이상한 물건을 보았거나 귀

47) 井幸 編. 日用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882:60.
48) 신민교, 박경, 맹웅재 공역. 國譯 鄕藥集成方 中卷 卷第六十二 産難門 催生. 서울:영림사. 1998:1380.
49) 鄕藥集成方 卷第六十二 産難門2 催生.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62#content_115> (accessed 2019.05.05.)
50) 鄕藥集成方 卷第六十一 産難門 難産符.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61#content_128> (accessed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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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악기(惡氣)에 감촉되었기 때문인데, 그 치료법으로 16
종의 약방과 함께 1종의 부주법이 수록되었다.51) 또한 소
아야제란 아이가 밤에 심하게 우는 증상인데, 아이가 금기
를 범하여 발병한 경우에는 법술(法術)로 치료해야 한다고 
서술하였으며, 관련 부주법을 수록하였다.52) 제구급문에서
는 ‘卒魘(졸염)’, 즉 꿈속에서 귀신의 사기(邪氣)에 눌려서 
생긴 가위눌림에 대해 여러 의약 처방과 더불어 부주법을 
처방하였다.53) 정리해보자면 향약집성방에서 부주법이 
활용된 적응증은 난산(難産), 소아객오(小兒客忤), 소아야
제(小兒夜啼), 졸염(卒魘)에 한정되며, 환자의 심리적 안정
이 치료의 관건이거나, 귀신의 탓으로 여겨지던 질병이거
나, 사회적 금기를 범한 탓에 병이 된 경우에 부주법이 활
용되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에서 부주법을 처방한 사례는 부인
문(婦人門)과 사수문(邪祟門)에서 발견된다. 부인문에서는 
난산에 대하여 최생여성산(催生如聖散), 달생산(達生散), 자
소음(紫蘇飮) 등 십수 종의 의약 처방과 더불어 산모의 심
리적 안정을 위한 부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거
처하는 방 안에 주묵(朱墨)으로 ‘안산방위도(安産方位圖)’, 
‘최생부(催生符)’ 등을 써서 붙인 뒤, ‘산모가 편안히 거처
하고 장애가 없게 하며 여러 신들이 보호하여 온갖 악귀를 
물리쳐’ 달라는 주문을 외우라고 하였다.54) 또한 주사로 ‘최
생부(催生符)’를 그린 종이를 태워서 따듯한 물에 섞어 마
시게도 하였다.55) 또 사수문에서는 당시 통속적으로 ‘귀신
들린 병’이라고 믿어지던 정신질환의 일종인 ‘사수(邪祟)’의 
치료에 벽사단(辟邪丹)･소합향원(蘇合香元) 등의 의약 처
방과 더불어 만병회춘(萬病回春)의 부주법 처방을 짧게 
인용하였다.56)

그림 4. 동의보감 부인문(婦人門) 최생부(催生符).

마지막으로 의방합부에서는 고독(蠱毒)과 학질(瘧疾)
에 부주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고독(蠱毒)’이란 뱀, 지네, 
두꺼비 등 유독성 독물의 독에 중독되어 복통과 토혈을 일
으키는 병이다. 의방합부에서는 해독을 위한 침구법, 탕
약 처방과 더불어 고독의 예방법으로서 ‘진택부(鎭宅符)’를 
써서 대청 위나 방문 안에 붙여 두는 부주법을 제시하였
다.57) 대부분의 독충들이 외부에서 대청과 방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므로 외부와의 경계선에 부적을 붙임으로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또
한 고독은 고대로부터 독을 이용한 사악한 주술행위인 ‘고
독술(蠱毒術)’의 결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므로58) 주술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주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질(瘧疾)은 오한과 발작을 번갈아 일으키는 

51) 鄕藥集成方 卷第六十八 小兒科2 小兒客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68#content_52> (accessed 2019.05.05.)

52) 鄕藥集成方 卷第六十八 小兒科2 小兒夜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68#content_108> (accessed 2019.05.05.)

53) 鄕藥集成方 卷第五十三 諸救急門 卒魘 治卒魘寐久.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
<https://mediclassics.kr/books/93/volume/53#content_113> (accessed 2019.05.05.)

54)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十 婦人門 安産方位圖. 서울:남산당. 1981:626. “産圖, 及催生符ㆍ借地法, 幷以朱書, 於産母房內北壁上, 先貼産圖, 
次貼催生符, 次貼借地法, 讀呪借地法三遍而止.”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十 婦人門 安産方位圖. 서울:남산당. 1981:627. “呪曰, 東借十步, 西借十步, 南借十步, 北借十步, 上借十步, 下借十
步, 壁房之中, 四十餘步, 安産借地, 恐有穢汚, 或有東海神王, 或有西海神王, 或有南海神王, 或有北海神王, 或有日遊將軍, 白虎夫人, 遠去十丈. 軒
轅招搖, 擧高十丈. 天符地軸, 入地十丈. 令此地空閑. 産婦某氏, 安居無所妨碍, 無所畏忌, 諸神擁護, 百邪逐去, 急急如律令勑, 讀三遍.”

55)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十 婦人門 催生符. 서울:남산당. 1981:627. “右符, 以朱砂書之, 貼於房內北壁上, 遇坐草之時, 箚於鍼上, 就燈燒之, 
不得飛揚, 溫水調服, 妙.”

56)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七 邪祟門 脈法. 서울:남산당. 1981:531. “有人得病之初, 便譫言或發狂, 六部無脈, 然切大指之下寸口之上, 却有動
脈者, 此之謂鬼脈, 乃邪祟爲之也. 不須服藥, 但宜符呪治之.”

57) 국역 의방합부Ⅰ 狂癇部 村救 蠱毒 鎭宅符.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376.
58)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九 解毒門 蠱毒畜養家. 서울:남산당. 1981:585. “蠱者, 人取三蟲之類蝦蟆･蜈蚣･蛇虺也, 以器皿盛之蠱字, 從蟲從皿, 

使其自相啖食, 餘一存者, 名爲蠱而能變化. 人有造作敬事, 以酒肉祭之, 取出放毒於飮食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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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증세가 심각하고 위급한 질
환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의방합부 학질부에서도 약방과 
침구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다른 병증문보다 유달리 많은 
종류의 부주법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수년간 치료해도 낫
지 않는 경우를 ‘귀학(鬼瘧)’, 즉 귀신으로 인한 학질로 명
명했고, 발바닥에 귀신 귀(鬼)자를 쓴다든지, 수탉을 거세
게 껴안는다든지, 주사로 주문과 부적을 써서 몸에 붙이거
나 옷 속에 지니는 등 방법도 다양했다.59) 이는 전통사회
에서 의술로 치료하기 어렵던 전염병의 원인을 흔히 악귀
의 탓으로 보았던 당시의 전염병 인식을 반영한다.

이상 3종 한의서 상에서 부주법이 활용된 사례를 정리해
보면, 난산처럼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질병, 사수(邪
祟)･소아객오(小兒客忤)･졸염(卒魘)과 같이 귀신이 소행으
로 여겨지던 질병, 금기를 범해서 법술(法術)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 학질처럼 당시 의술로 치료하기 어렵던 전염병
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적응증들을 앞서 살펴본 불정
심다라니경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된
다. 즉, 앞서 살펴본 한의서와 불정심다라니경 모두 당시
의 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강력한 심리요법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당시의 종교문화적 믿음에 근거하여 귀신
의 소행으로 여겨지던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주법을 
동원했으며 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부주법을 사용한 사례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요법에서 두통･위
통･한기･소변불통･악창 등 온갖 질병에 대해 치병부가 존
재했고 부주법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어온 것60)과 차별
화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불정심다라니경에 사용된 주요 약재의 한의
학적 효능 주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경전의 다라니와 비
자인을 필사하여 복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약재는 수비(水飛)를 거쳐 법제(法製)한 주사(朱砂)이다. 동
의보감 탕액편에서 주사의 효능은 ‘정신을 기르고 혼백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며, 얼굴에 윤기가 돌게 하고 혈
맥을 통하게 하며,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도깨비와 악
귀를 몰아내는’ 것이다.61) 또한 동의보감 전체를 통틀어 
주사가 단방으로 등장하는 병증문은 신문(神門), 심장문(心
臟門), 면문(面門), 온역문(瘟疫門), 사수문(邪祟門), 옹저

문(癰疽門), 부인문(婦人門) 등이다. 즉 심신을 안정시키거
나(神門･心臟門), 혈색을 좋게하며(面門), 온역, 악귀, 사기 
등을 쫓고(瘟疫門･邪祟門), 종기 속의 독을 독으로써 공격
하거나(癰疽門), 산후에 정신이 산란할 때(婦人門)에 단독 
처방으로 쓰일 만큼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였다. 즉, 동의
보감에서 주사의 한의학적 효능은 심신 안정의 기능에 집
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귀신의 소행으로 여겨지던 사
수, 온역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는데, 이를 앞서 살펴본 불
정심다라니경의 치료 효능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정심다라니경과 3종 한의서 상의 부주법을 
비교한 결과 적응증, 약재의 효능, 활용방법 상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특수한 적응증에 한정하여 부주
법을 동원했으며, 부주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약처치를 우
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성 또한 공통점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유사한 면모를 띠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본래 의학이란 동시대의 
사회문화상을 반영하므로 불정심다라니경을 비롯한 불교
와 도교의 부주법이 한의서 상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 한편으로는 불정심다라니경에서 실제 의학적인 치
료효과를 반영하여 적응증과 치료방법을 구성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성의 원인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려면 불교의학과 고대 의학 전반에 걸쳐 잔존해 있는 
부주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
서는 불의경에 나타난 불교의학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국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Ⅴ. 결론

불정심관세음보살다라니경은 7세기 후반 이후 당대(唐
代) 중국에서 처음 제작된 위경(僞經)으로 관음신앙, 교 
다라니신앙, 불정신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천수경과 
청관음경 등의 교 다라니 경전류를 원형으로 하여 제

59) 국역 의방합부Ⅰ 狂癇部 村救 蠱毒 鎭宅符.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377-396.
60) (우리나라의) 병을 물리치는 병부(病符)가 있다. 병부에는 모든 질병을 소멸시키는 부적도 있고, 질병 종류에 따르는 수많은 부적이 있다. 예

컨대 두통부(頭痛符)･위통부(胃痛符)･복통부(腹痛符)･한기치료부(寒氣治療符)･소변통리부(小便通痢符)･악창치료부(惡瘡治療符) 등과 눈･코･귀 
등의 질환, 치과･인후의 병, 부인병･소아과 등 질환을 치료하는 부적 등 무수히 많다. 심지어 피로회복부, 식욕촉진부 같은 것도 있다.(“부적” 한
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102> accessed 2019.05.05.)

61)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卷之三 石部 朱砂. 서울:남산당. 1981:747. “性微寒一云涼, 味甘, 無毒一云微毒. 主百病, 養精神, 安魂魄, 益精神, 明目, 
悅澤人面, 通血脈, 鎭心安神, 殺精魅邪惡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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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경전의 최대공덕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제이며 사
경(寫經)과 다라니 암송, 불부(佛符)를 주요 치료도구로 삼
고 있고, 치료공덕과 치료법, 치병례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불교의학 경전이다.

국내에는 고려 전기에 유입된 이래 조선시대까지 널리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의 현전 
판본은 사가 및 사찰본 교문헌 중에서 장수경과 범서
총지집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남아있어 그 유행정도를 짐
작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관음신앙 다라니 경전 가운
데 천수경과 더불어 가장 많은 현전 판본 종수를 차지하
고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상권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중권 불정심요병구산방, 하권 불정심구난신험경 등 3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난
산, 전염병, 난치병, 악귀가 일으킨 병, 心관련 질환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전의 치법을 활용한 사례는 고려 
고종 42년(1255)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불정심도량
(佛頂心道場), 세종 32년(1450) 세자의 종기 치료를 위해 
시행된 구병수륙재(救病水陸齋)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권말에 수록된 비자인(秘字印)은 난산의 요방으로 널
리 알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정심다라니경의 부주법을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합부에 수록된 부
주법과 비교 고찰한 결과, 적응증, 약재의 효능, 활용방법 
상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관성의 배경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후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불정심다라니경은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
기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교 관음신앙 불교의학 경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치료법은 비록 오늘날 비과학적으로 여겨지
는 부주법과 종교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치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산 
및 정신질환처럼 특수한 경우에 주로 활용했다는 점과 시
대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합리성을 보인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본 경전은 당시 의약으로 치료되지 않
았던 원인불명의 중병과 전염병, 난치병의 경우에 이용하도
록 권고되었고, 실제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적용사례에서도 
의약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군에 대한 치료수단으로서 사
용되었다. 이처럼 불정심다라니경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경제상황으로 인해 의료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민중들에

게 심리적 안정과 종교적 의지처가 되었던 한국 불교의학
의 일면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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