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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언(序言)

 

불교(佛敎)는 석가(釋迦)의 교설(敎說)을 중심(中心)한 종교(宗敎)이며 따라서 그 신앙

(信仰)의 대상(對象)은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이외(以外)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겠으나 대승불교(大乘佛敎)가 발달(發達)함에 있어 보다 많은 불국토(佛國土)가 건설(建

設)되고 그에따라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제도(濟度)하기 위한 많은 불(佛) 보살(菩薩)의 

서원(誓願)이 있게 되면서부터 불교신앙(佛敎信仰)은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를 지니게 

된다. 특(特)히 여기에 이르면 과거(過去) 인도(印度)의 제토속신(諸土俗神)들이 호법선

신(護法善神)의 기능(機能)을 갖고 불교(佛敎)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以後) 불교(佛敎)

가 타지역(他地域)에 전파(傳播)되어 짐에 따라서는 그 지역(地域)의 토속신(土俗神)을 

포용(包容)하는 신앙형태(信仰形態)로 전개(展開)되어 그 결과(結果) 오늘날의 한국사원

(韓國寺院)에는 불보살(佛菩薩) 이외(以外)의 제신(諸神)들이 봉안(奉安)되고 그들에 의

(依)한 신앙행위(信仰行爲)가 행(行)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가 

불교사원(佛敎寺院)에서 차지하는 위치(位置)와 이들 신앙형태(信仰形態)의 구체적(具體

的) 모습이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圖說)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신중정화(神

衆幀畵)의 도설내용(圖說內容)을 구명(究明)함은 한국불교(韓國佛敎)에 대한 제토속신앙

(諸土俗神仰)과의 교섭내용(交涉內容)을 알게 할 뿐 아니라 한국불교미술(韓國佛敎美術)

의 종교적 성격(宗敎的 性格)을 파악(把握)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고(本稿)

에서는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내용(圖說內容)과 그 유형(類型) 및 변천과정(變遷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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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을 살피고 나아가 동불화(同佛畵)가 차지하는 불교미술사적(佛敎美術史的) 위치(位

置)는 어떤 것인가를 밝혀 볼까한다.

 

二. 신중(神衆)과 그 신앙형태(信仰形態)

 

제종(諸種)의 불교경전(佛敎經典) 中에는 많은 신(神)들이 나타나 있다. 즉(卽) 대범천왕

(大梵天王), 제석천왕(帝釋天王), 삼십삼천(三十三天), 사천왕(四天王), 범마왕(梵摩王), 

용왕(龍王), 십육선신(十六善神), 팔부신장(八部神將), 십이신장(十二神將), 이십오부중

(二十五部衆) 등(等)은 모두가 불법호지(佛法護持)의 선신(善神)으로서 어느 일경(一經)

의 법회(法會)가 있을 때마다 그 설법(說法)을 들은 감격(感激)에 넘쳐서 자진(自進)하

여 부처님께 서원(誓願)하기를 후세(後世)에 이 경(經)을 설(說)하는 법사(法師)가 있다

면 그 법사(法師)와 경(經)을 보호(保護)해 드리겠다고 한 신(神)들로서 이들 제선신(諸

善神)을 통칭(通稱)하여 신중(神衆)이라 하고 있다. 
1)

그런데 이와 같은 신중(神衆)에 대(對)한 신앙(信仰)은 인도불교(印度佛敎)당시 인도(印

度)의 토속신(土俗神)을 불교적 해석(佛敎的 解釋)에 의(依)한 방편(方便)으로 수용(受

容)함에 연유(緣由)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이후(以後) 시대(時代)와 지역(地域)이 달라

짐에 따라 제종(諸種)의 토속신(土俗神)과 합(迎合)하면서 보다 복잡한 신앙형태(信仰

形態)로 변천(變遷)되고 있음에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술(前述)한 제불전상(諸佛典上)의 신(神)들이 아무리 불교호지(佛敎護持)의 선신(善

神)이라 하드라도 불교원래(佛敎元來)의 모습에서 보면 미계(迷界)이며 속계(俗界)인 육

도(六道)의 천부(天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그러나 이와같은 신중(神衆)에 대한 신앙형태(信仰形態)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양(多

樣)하게 나타난다.

한국불교(韓國佛敎)에 신중신앙(神衆信仰)이 애당초 어떻게 수용(受容)되어졌는가는 분

명(分明)치 않으나 오늘날에 전(傳)하는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의 사천왕상(四天王像) 석굴암(石窟庵)의 사천왕(四天王)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 등의 

조각(彫刻)의 예(例)에서 거의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가 

이미 일찍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면 보다 다양(多樣)한 신중신앙(神衆信仰)의 형태(形

態)를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高麗史) 절요(節要)의 기록(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즉(卽)  동기록(同記錄)에 나타난 고려신중신앙(高麗神衆信仰)의 형태(形態)는 제석신앙

(帝釋信仰) 화엄신중신앙(華嚴神衆信仰) 천병신중신앙(天兵神衆信仰) 등(等)으로 그 유

형(有形)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세 유형(類型)의 신중신앙(神衆信仰)은 호법선

신중신앙(護法善神衆信仰)이란 신중신앙(神衆信仰) 본래의 일차적(一次的) 의미(意味)에

서 볼 때에는 같은 유형(類型)의 신앙(信仰)이다. 그러나 신중신앙(神衆信仰)의 수용 과

정(受容 過程)에서 경전상(經典上)의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 이외(以外)의 지역(地域)

에 따른 제토속신(諸土俗神)을 모두 호법신중(護法神衆)으로 수용(受容)하므로서 토속신

앙(土俗神仰)과 습합(習合)된 이차적(二次的)인 미묘(微妙)한 신앙형태(信仰形態)로 새

로운 전개(展開)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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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신중신앙(神衆信仰)이란 경전상(經典上)에 나타난 인도(印度)의 토속신(土

俗神) 그 이후(以後) 중국(中國)에서 첨가된 십왕(十王), 칠성(七星) 등의 도교적(道敎

的) 신(神), 한국(韓國)에 있어서의 산신(山神) 등(等)의 제토속신(諸土俗神) 등(等)을 

일괄(一括)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하는 호법(護法) 호도장신앙형태(護道場信仰形態)와 

신중(神衆) 개개(個個)의 신(神)이 토속신(土俗神)과 습합(習合)하여 개개(個個)의 독립

(獨立)된 신앙형태(信仰形態)를 갖는 이중신앙적(二重信仰的)인 구조(構造)를 갖는 것이 

신중신앙(神衆信仰)의 한 특징(特徵)으로 나타난다. 여기 전자(前者)는 화엄신중(華嚴神

衆)이라하고 후자(後者)는 제석(帝釋) 팔부신장(八部神將), 용왕(龍王), 산신(山神), 칠성

(七星), 십왕(十王) 등(等)의 별개(別個)의 신앙형태(信仰形態)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중신앙(神衆信仰)의 형태(形態)는 전자(前者)가 선행(先行)하고 후자(後者)

가 후행(後行)하는 것이겠으나3)

 화엄신중신앙(華嚴神衆信仰)에 대(對)한 흔적은 고려사(高麗史)에 의(依)하여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즉(卽) 신중도량(神衆道場)이 고려사(高麗史)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

(始作)한 것은 고종(高宗) 4年의 일이다.4)

 이와 같은 신중도장(神衆道場)이 화엄신중(華嚴神衆)의 명칭(名稱)으로는 고종(高宗) 

36年부터 나타나기 시작(始作)한다.5)

 그리고 고려왕조중(高麗王朝中) 신중도량(神衆道場)은 원종시(元宗時)의 일건(一件)과 

공민왕시의 일건(一件)을 제(除)하고는 모두 고종시(高宗時)에 설(設)한 도량(道場)이었

고 이같은 고종시(高宗時)의 신중도량(神衆道場)은 대부분(大部分) 화엄신중(華嚴神衆)

과 천병신중(天兵神衆)의 명칭(名稱)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注目)된다.

고종시(高宗時)에 설(設)해진 화엄신중도량(華嚴神衆道場)은 고려사(高麗史)에 의(依)하

면 17회(回)에 걸치고 있는바6)

 대체(大體) 이같은 화엄신중(華嚴神衆)이란 어떤 근거(根據)를 갖는 것일까.

진역(晋譯) 60권(卷)의 화엄경(華嚴經)은 34품(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시아문(如是我

聞) 일시불재마갈국(一時佛在摩竭國) 적멸도량(寂滅道場) 시혹정각(始或正覺)”으로부터 

시작(始作)되고 있는데 여기 적멸도량(寂滅道場)이란 보제수하(菩堤樹下)에 있어서 석존

성도(釋尊成道)의 장소(場所)로서 최초(最初)의 이품(二品)은 이 적멸도량(寂滅道場)에

서 설(設)해진 것이다.

그런데 석존(釋尊)이 보제수하(菩提樹下)의 적계도량(寂溪道場)에서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동시(同時)에 일체(一切)의 도량(道場)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 된다. 화엄(華嚴)

에서 반복하여 일즉일체(一卽一切) 일성일체성(一成一切成)이라고 한 것은 이미 여기에 

개시(開示)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현(普賢) 등(等)의 대보살(大菩薩)이 무수(無

數)히 있는 것으로 이는 모두 노사군불(盧舍郡佛)의 숙세(宿世)의 선우(善友)인 것이며 

이들 보살(菩薩)은 불(佛)의 자내증(自內證)에 있어서의 선우(善友)이며 권속(眷屬)인 

것이다. 이밖에도 불(佛)의 옹호상(擁護象)과 권속(眷屬)의 금강력사 등(金剛力士 等) 무

수(無數)히 있는 것으로 이를 엽엄성상(葉嚴聖象)이라고 하는바 그 내용(內容)을 소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7)

금강력사(金剛力士)∼대서원(大誓願)을 발(發)하여 제불(諸佛)을 대위(待衛)하다

도량신(道場神)∼모두 선불(先佛)에 있어 원행(願行)을 조립(造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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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龍神)∼항상 여래(如來)를 위(爲)하여 법당(法堂)을 장엄(莊嚴)하게 하다

지  신(地 神)∼과거불(過去佛)의 곳에 있어 널리 원행(願行)을 닦다

수  신(樹 神)∼모두 대비보조(大悲普照)를 성취(成就)하다

약초신(藥草神)∼모두 대비보능(大悲普能)을 성취(成就)하다

곡 신(穀 神)∼대희(大喜)를 성취(成就)하다

하 신(河 神)∼항상 잘 정근(精勤)하여 중생(衆生)을 이익(利益)되게 하다

해  신(海 神)∼불(佛)의 무량(無量)의 공덕해(功德海)로서 스스로 충만(充滿)하다

화  신(火 神)∼모두 널리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암명(闇冥)을 조문(照門)하다

풍  신(風 神)∼모두 널리 중생(衆生)을 화합(和合)하여 분산(分散)되지 않게 하다      

  

허공신(虛空神)∼심개무구견고정묘(心皆無垢堅固淨妙)하다

주방신(主方神)∼방향(方向)을 밭은 신(神)으로 모두 능(能)히 일체(一切)의 중생(衆生)

을 비추다

주주신(主晝神)∼모두 정법(正法)의 장엄(莊嚴)을 신락(信樂)하다

주야신(主夜神)∼조도(助道)의 법(法)(불도(佛道)를 도우는 일)에 있어 심중(深重)히 애

락(愛樂)하다

아수라신(阿修羅神)∼널리 잘 교만방일(驕慢放逸)을 강벌(降伐)케 하다

가유라왕(迦留羅王)∼방편(方便)을 성취(成就)하여 널리 중생(衆生)을 섭윤(攝潤)하다

긴나라왕(緊那羅王)∼널리 중생(衆生)에게 정근근발(精勤勤發)하고 능(能)히 법악(法樂)

을 갖게 하다

마후라가왕(摩候羅迦王)∼널리 중생(衆生)을 위(爲)하여 제의망(諸疑網)을 제(除)하게 

하다

구반차왕(鳩槃茶王)∼모두 무애(無애)의 법문(法門)을 수습(修習)하다

괴신왕(傀神王)∼널리 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근호(勤護)하다

월신천자(月身天子)∼부지런히 지혜(知慧)로서 널리 중생(中生)의 무상보심(無上寶心)을 

발(發)하다

일천자(日天子)∼모두 청정선근(淸淨善根)을 성취(成就)하여 항상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요익(饒益)케 하려 하다

삼십삼천왕(三十三天王)∼실개청정(悉皆淸淨)의 선업(善業)을 구족(具足)하여 능(能)히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정정묘(淨淨妙)의 처소(處所)에 생(生)하게 하다

야애야마부왕(野摩夫王)∼개실(皆悉) 근수(勤修)하여 환희(歡喜)를 출생(出生)하고 지족

(知足)을 신락(信樂)하다

흥율천왕(興率天王)∼개실(皆悉) 염불삼미(念佛三味)를 성취(成就)하다

화락천왕(化樂天王)∼개실(皆悉) 적정(寂靜)의 법문(法門)을 성취(成就)하고 중생(衆生)

을 조벌(調伐)하다.

타화자재천왕(他化自在天王)∼널리 개자재천(皆自在天)의 정법(政法)을 근수(勤修)하다

불가사의대범(不可思議大梵)∼색계(色界)의 사천(四天) 즉(卽) 초선(初禪) 이선(二禪)삼

선(三禪) 사선(四禪) 중(中) 초선(初禪)의 주(主)로 대비(大悲)를 구족(具足)하여 중생

(衆生)을 도탈(度脫)하고 숙뇌(熟惱)를 조제(照除) 청량유연(淸凉柔軟)케 함  

보음천자(普音天子)∼색계(色界) 이선(二禪)의 주로 희광적정(喜光寂靜)의 법문(法門)에 

안주(安住)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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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정천(遍淨天)∼색계(色界) 삼선(三禪)의 주(主)로 항상 중생(衆生)을 광락(廣樂)에 안

주(安住)케 하다

과실천자(果實天子)∼색계(色界) 사선(四禪)에 속(屬)하는 팔처중(八處中) 전삼처(前三

處)의 주(主)로 개실적정(皆悉寂靜)의 의문(意門)에 주(住)하다.

정거천(淨居天)∼색계(色界) 사선중(四禪中) 후(後)의 오처(五處)에 주(住)하는 성자(聖

者)는 속계(俗界)의 집착(執着)을 끊고 다시 속계(俗界)에 돌아가고 싶으므로 차처(此

處)를 정거천(淨居天)이라 하는데 무상평등(無上平等)의 법계(法界)를 수(修)하다

이상(以上)과 같은 무수(無數)한 제성중(諸聖衆)은 인도적(印度的) 토속신앙(土俗神仰)

에 의(依)한 제신(諸神)들이겠으나 석존(釋尊)이 정각(正覺)을 이루고 보니 일체(一切)

의 유정(有情)은 법계(法界)를 장엄(莊嚴)하는 것으로 불(佛)과 중생(衆生)이 주반구족

(主伴具足)하며 원융무애(圓融無애)로 되어있는 것이다. 여기 전기(前記) 성중(聖衆)은 

불(佛)의 정각(正覺)을 찬탄(讚歎)하는 것으로서 정거천(淨居天)의 선광해대자재천(善光

海大自在天)을 비롯하여 보현보살 등(普賢菩薩 等)이 각각(各各) 게송(偈頌)을 읊고 이

와 같이 자기(自己)의 법문(法門)을 송(頌)하므로서 불덕(佛德)을 찬탄(讚歎)하고 있다. 

화엄경(華嚴經)노사나품(盧舍那品)에 의(依)하면 석존(釋尊)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각각(各各) 세계해(世界海)의 여래(如來)가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 되며 석존(釋尊)이 

방광(放光)하게 됨은 각각(各各)의 여래(如來)가 방광(放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의(依)하면 세계(世界)는 불도수행(佛道修行)의 도량(道場)으로서 세계(世界)의 일체(一

切)의 것은 그를 위(爲)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8)

그러면 이와 같은 화엄신중(華嚴神衆)이 실제(實際) 신앙적(信仰的)인 면(面)에서는 어

떻게 신앙(信仰)되고 있는 것일까. 현존(現存)하고 범음집(梵音集) 석문의범(釋門儀範) 

등(等)의 신앙의례문(信仰儀禮文)에서 이를 살펴 보면 신중단의식(神衆壇儀式)에서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화엄회상(華嚴會上) 욕색제천중(欲色諸天衆)

 지심귀명귀(志心歸命歸) 화엄회상(華嚴會上) 입부사왕중(入部四王衆)

 지심귀명례(志心歸命禮) 화엄회상(華嚴會上)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

 원제천용팔부중(願諸天龍八部衆) 위아옹호불이신(爲我擁護不離身)

 어제난처무제난(於諸難處無諸難) 여시대원능성취(如是大願能成就)
9)

라 하여 우리나라 현금(現今)의 신상신앙(神象信仰)도 화엄경(華嚴經)에 의(依)한 화엄

회상(華嚴會上)의 신상신앙(神象信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 신중(神衆)은 호법(護

法) 옹호(擁護) 선신중(善神衆)으로 제재난(諸災難)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신앙(信仰)되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신중(神衆)이란 일차적(一次的)으로는 화엄신중(華嚴神衆)으로서 제

토속신(諸土俗神)의 불교(佛敎)에 수용(受容)되어졌으나 신중(神衆) 각각(各各)은 원래

적(元來的)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어 그 신중(神衆) 각각(各各)의 성격(性格)이 강조(强

調)되어 다시 여러 형태의 신중신앙(神衆信仰)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중신앙

(神衆信仰)의 여러 형태(形態)가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圖說)에 잘 나타나 있어 무

척 흥미(興味)를 끌게 한다. 이하(以下)에서 동 도설(同 圖說)의 내용(內容)과 성격(性

格)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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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圖說)

 

신중(神衆)은 일차적(一次的)으로는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서의 기능(機能)이 강조(强

調)된 신앙형태(信仰形態)를 지니고 설법도(設法圖)에 도설(圖說) 되어진다. 즉(卽) 각종

(各種) 후불정화(後佛幀畵)에 있어 사방(四方)에 도설(圖說)되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이 

그것이요, 약사정화(藥師幀畵)에 있어 십이신장상(十二神將像)이 그것이다.10)

 그리고 호도량신(護道場神)으로서는 사천왕문(四天王門)의 사천왕상(四天王像) 금강문

(金剛門) 혹(或)은 인왕문(仁王門)의 인왕(仁王) 혹은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이 도설(圖

說) 혹(或)은 조각(彫刻) 되어진다. 석굴암(石窟庵)의 인왕(仁王) 사천왕(四川王) 팔부신

장상(八部神將像)의 조각(彫刻)도 이와 같은 호법(護法) 호도량신(護道場神)으로서 조각

(彫刻) 되어진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호법(護法) 호도량(護道場)의 기능(機能)이 분명(分明)한 것은 각기

(各己) 그 기능(機能)에 따라 각각(各各)의 신중도(神衆圖)가 도설(圖說) 되다 그 기능

(機能)에 따른 도설(圖說)이 어려운 것은 모두 합쳐 신중정화(神衆幀畵)를 이루고 중단

(中壇)이란 신앙형태(信仰形態)를 갖게 되어진다.11)

 일반적(一般的)으로 말하는 신중정화(神衆幀畵)는 신중(神衆) 각각(各各)의 기능(機能)

이 강조(强調)되어 도설(圖說)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前記)한 중단(中壇)의 

제신중도설(諸神衆圖說)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제신중(諸神衆)이란 전술(前述)한 화엄

신중(華嚴神衆)을 말하는 것이겠으나 화엄경(華嚴經)에 나타난 인도(印度)의 제신(諸神)

뿐 아니라 불교(佛敎)가 전파(傳播)되는 제지역(諸地域)에 있어 여러 토속신(土俗神)도 

여기에 포함되어 진다. 이와 같이 포용(包容)된 우리나라의 제신상(諸神象)을 백사위신

중(百四位神衆)이라 하는데 해인사(海印寺)의 신중정화(神衆幀畵)가 그 대표적인 도설

(圖說)이라 할 수 있다. 이외(以外) 범어사(梵魚寺), 법주사(法住寺)의 신중정화(神衆幀

畵)도 그 좋은 예(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해인사(海印寺) 신중정화(神衆幀畵)

 

이같은 백사위신중(百四位神衆)은 다시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으로 분류(分

類)되어 지는데 그 대체적(大體的)인 내용(內容)을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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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위신중(百四位神衆)

(1) 상단위목(上壇位目)∼대예적금강성자(大穢跡金剛聖者) 및 팔대금강신(八大金剛神)

   사대보살(四大菩薩) 십대명왕(十大明王)

(2) 중단위목(中壇位目)∼대범천왕(大梵天王) 제석천왕(帝釋天王) 사천왕(四天王) 

   일궁천자(日宮天子) 월궁천자(月宮天子) 금강 적(金剛密迹) 마탐수라천왕(摩탐首羅  

  天王) 산지대장(散脂大將) 대변재천왕(大辯才天王) 대공덕천왕(大功德天王) 위태천    

  (韋태天神) 견뢰지신(堅牢地神) 보제수신(菩提樹神) 귀자모신(鬼子母神) 마리지신     

  (摩利支神) 사갈라용왕(娑竭羅龍왕) 염마라왕(閻摩羅王) 자미대제(紫微大帝)(北極星)  

  칠성각성(七星各星) 외보성군(外輔星君) 내필성군(內弼星君) 삼태성(三台星) 이십     

  팔숙(二十八宿) 주천열요제대성군(周天列曜諸大星君) 아수라왕(阿修羅王) 긴누라왕    

  (緊樓羅王) 긴나라왕(緊那羅王) 마후라가왕(摩후羅伽王)

(3) 하단위목(下壇位目) 

 호계대신(護戒大神) 복덕대신(福德大神) 토지신(土地神) 도량신(道場神) 가람신(伽藍   

 神) 옥택신(屋宅神) 문호신(門戶神) 주정신(主庭神) 조왕신(조王神) 산신(山神) 정신    

 (井神) 측신(측神) 등신(등神) 수신(水神) 화신(火神) 금신(金神) 목신(木神) 토신      

 (土神) 방신(方神) 공신(公神) 방위신(方位神) 일월시직신(日月時直神) 광야신(廣野     

 神)해신(海神) 하신(河神) 강신(江神) 도로신(道路神) 성신(城神) 초훼신(草卉神) 가    

 신(稼神) 풍신(風神) 우신(雨神) 진신(盡神) 야신(夜神) 무량위의최상장엄신중신(無     

 量威儀最上莊嚴身衆神) 친근여래수축불사족행신존판수요사명신(親近如來隨逐不捨足    

 行神尊判壽夭司命神) 정자량사칭신(密定資糧司稱神) 좌종주룡동선신(左從注龍童     

 善神) 우축주동장악신(右逐注童掌惡神) 행라행병이위신(行羅行病二位神) 온황고폐이    

 위대신(瘟황痼폐二位大神) 이의삼재오행대신(二儀三才五行大神)

이상(以上)은 백사위신중(百四位神衆)의 위목(位目)이나 이를 삼십구위(三十九位)로 도

설(圖說)할 경우가 있는데13)

 이 때에는 백사위(百四位)의 상단(上壇)은 모두 제외(除外)되고 그 상단(上壇)에 백사

위신중위목(百四位神衆位目)의 중단(中壇)인 천왕위목(天王位目) 십이위(十二位)를 중단

(中壇)은 백사위(百四位) 중단위(中壇位)의 팔부중팔위(八部衆八位)를, 하단(下壇)은 백

사위하단위목중(百四位下壇位目中) 십구위(十九位)의 신중(神衆)으로 구성(構成)한다. 

그리고 그 이외(以外)의 신중도설(神衆圖說)은 전기(前記) 백사위신중정화(百四位神衆幀

畵)의 제신중중(諸神衆中) 정화도설(幀畵圖說) 당시의 기능(機能)에 따라 적당히 안배하

는 형식(形式)을 취(取)하되 상(上) 중(中) 하단(下壇)의 구조(構造)를 지니게 한다는 것

을 잊지 않고 있다.14)

그런데 이와 같은 신중(神衆)에 대한 신앙(信仰)은 불구(佛救)의 상단신앙(上壇信仰)에

서는 호법신(護法神)으로서의 외호신(外護神)에 지나지 않으나 호법(護法) 옹호(擁護)란 

기능(機能)이 더욱 강조(强調)되어 그 기능(機能)이 곧 강복소재(降福消災)한다는 신앙

(信仰)으로 발전(發展)한다.

이렇게 볼 때 신중정화(神衆幀畵)는 소재회상도(消災會上圖)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화엄(華嚴)의 도리(道理)에서 생각하면 석존(釋尊)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

은 만물만상(萬物萬像)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 되므로 우주(宇宙)의 모든 신(神)은 

모두 호법신(護法神)으로 포함되어진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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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신(諸神)은 인도(印度)의 토속신(土俗神) 뿐 아니라 이후(以後)의 여러 신(神)들

이 모두 여기에 포용되어진다. 그리하여 오늘날 백사위(百四位)로 구성(構成)된 신중위

목(神衆位目)을 보면 인도(印度) 중국(中國) 한국(韓國)의 토속신(土俗神)이 모두 포함

되고 있음을 살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대체로 백사위신중중(百四位神衆中) 상단(上壇)은 불교(佛敎)의 화현신(化現神) 중

단(中壇) 일부(一部)와 하단(下壇) 일부(一部)가 인도(印度)의 토속신(土俗神)이고 중단

(中壇)의 칠성(七星) 등은 중국(中國)에서 첨가된 것이고 하단(下壇)의 대부분은 한국적

(韓國的) 토속신(土俗神)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백사위신중중(百四

位神衆中) 어떤 신중(神衆)을 중심으로 신중정화(神衆幀畵)를 구성(構成)하느냐 하는 것

은 시대(時代)에 따라 혹(或)은 지역(地域)에 따라 그 신앙(信仰)의 추이(推移)를 살필 

수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를 끌게한다. 한편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어떤 신중(神衆)을 

중심으로 신중정화(神衆幀畵)를 구성(構成)하느냐 하는 문제가 일보(一步) 전진(前進)하

여 이제는 신중(神衆) 각자(各自)가 지닌 원래적인 신(神)의 독립적(獨立的) 기능(機能)

의 분화(分化)가 이루어져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이차적(二次的) 분화(分化)를 가져 오

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四.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유형(類型)

 

신중정화(神衆幀畵)의 기본(基本) 도설(圖說)은 화엄성중(華嚴聖衆)의 도설(圖說)이며 

화엄성중(華嚴聖衆)은 석존(釋尊)의 보제수하(菩堤樹下)에서의 정각(正覺)은 곧 만물만

상(萬物萬像)이 정각(正覺)을 이룬 것으로 우주(宇宙)의 모든 신(神)이 여기에 포용된다

고 하겠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사위신중(百四位神衆)으로 대표 되어진다고 함은 

전술(前述)한 바이나 다시 이와 같은 기본(基本) 도설(圖說)은 제신중(諸神衆)과의 기연

(機緣)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유형(類型)의 도설(圖說)을 그린다.

1) 대예적금강신(大穢跡金剛神)을 주축(主軸)으로 한 신중정화(神衆幀畵)

용주사(龍珠寺), 전등사(傳燈寺), 정수사(淨水寺)의 신중정화(神衆幀畵)가 이같은 유형

(類型)에 속(屬)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용주사(龍珠寺) 도설(圖說)의 내용을 보면 제작년

대(製作年代)가 1913年으로 연대적(年代的)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우수

한 작품이라 하겠는데 그 구도(構圖)는 중앙에 대예적금강상(大穢跡金剛像)을 화폭(畵

幅)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도설(圖說)하고 그 향좌(向左)에 제석천왕상(帝釋天

王像)(유두광(有頭光)) 향우(向右)에 대범천왕상(大梵天王像)(유두광(有頭光)) 대예적금

강(大穢跡金剛) 바로 하방(下方)에는 동진보살(童眞菩薩) 일명(一名) 위태천신(韋汰天

神)(유두광(有頭光))을 도설(圖說)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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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주사(法住寺) 신중정화(神衆幀畵)

 

3) 완주송광사(完州松廣寺) 신중정화(神衆幀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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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주사(龍珠寺) 신중정화(神衆幀畵)

 

5) 전등사(傳燈寺) 신중정화(神衆幀畵)

 

그리고 제석천왕상(帝釋天王像) 유두광(有頭光) 향좌(向左)에 칠원성군중일위(七元星君

中一位) 그 하방(下方)에 명왕상(明王像) 그 향좌(向左)에 신장(神將) 그 상방좌우(上方

左右)에 신장이위(神將二位) 그 상방(上方) 좌우(左右)에 천녀상이위(天女像二位) 천녀

상(天女像)과 제석두광(帝釋頭光) 사이에 청제재금강상(靑除災金剛像)으로 보이는 상

(像)이 위치(位置)한다. 대범천왕(大梵天王) 주위의 제상(諸像)도 제석천왕주위(帝釋天王

周圍)의 상과 비슷하고 동진보살(童眞菩薩)을 중심(中心)으로는 그 향좌(向左)에 신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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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神將像二位) 그 우(右)에 금강력사상이위(金剛力士像二位) 그 상방좌(上方左)에 명

왕상(明王像) 우(右)에 신장상(神將像) 그 상방(上方)에 신장상이위(神將像二位) 그 상

방(上方)에 금강상(金剛像) 그좌(左) 하방(下方)에 천녀상이위(天女像二位)로 도설(圖說) 

내용(內容)을 이루고 있다.

 

 

6) 천은사(泉隱寺) 후불정화(後佛幀畵)

 

7) 대흥사(大興寺) 신중정화(神衆幀畵)

 

본(本) 도설(圖說)의 구조적(構造的) 특성(特性)을 보면 상단신중(上壇神衆)으로 대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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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大穢跡金剛)과 그 두광(頭光) 좌우(左右)의 팔부금강(八部金剛) 중(中)의 이부금강

(二部金剛)과 십대명왕중(十大明王中) 이대명왕상(二大明王像)을 중단신중(中壇神衆)으

로는 대범(大梵) 제석(帝釋) 동진보살(童眞菩薩)(위태천신(韋汰天神))과 금강력사(金剛

力士)를 하단신장(下壇神將)으로는 제신장(諸神將)과 천녀사상(天女四像) 등(等)으로 도

설(圖說)하고 있다.

전등사(傳燈寺)의 도설(圖說)도 같은 구도(構圖)의 것으로 볼수 있으나 대예적금강(大穢

跡金剛) 제석(帝釋) 대범동진보살(大梵童眞菩薩) 이외(以外)의 팔부금강(八部金剛) 제신

장(諸神將) 천녀등상(天女等像)의 수(數)가 줄어들고 있음이 다르다. 정수사(淨水寺)의 

것은 좀 더 줄어들어 대예적금강제석(大穢跡金剛帝釋) 대범(大梵), 신장이위(神將二位) 

천녀이위(天女二位) 만으로 도설(圖說)되고 있음을 보아 본(本) 도설(圖說)의 기본구조

(基本構造)는 대예적금강(大穢跡金剛) 대범(大梵) 제석(帝釋) 신장(神將) 이위(二位)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천은사(泉隱寺) 신중정화(神衆幀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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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곡사(靑谷寺) 제석정화(帝釋幀畵)

 

 

 

2) 제석(帝釋) 대범(大梵) 동진보살(童眞菩薩)을 중심(中心)한 신중정화(神衆幀畵)

대흥사(大興寺) 승주선암사(昇州仙巖寺) 봉정사(鳳停寺) 신륵사(神勒寺) 봉녕사(奉寧寺) 

봉은사(奉恩寺) 직지사(直指寺) 등(等)의 신중정화(神衆幀畵)가 여기에 속(屬)하는 것이

라 하겠는데

신륵사신중정화(神勒寺神衆幀畵)의 도설(圖說)에서 그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중앙(中

央)에 동진보살(童眞菩薩)(위태천신(韋汰天神))을 중심(中心)으로 그 좌우(左右)에 각각

(各各) 일위(一位)씩 신장상이위(神將像二位) 동진(童眞) 향우(向右)에 사자상일위(使者

像一位) 그 우(右)에 십왕상(十王像)으로 보이는 상(像) 삼위(三位) 그리고 또한 동진(童

眞) 향우(向右) 하단(下段)에 신장상칠위(神將像七位) 향우(向右) 상단(上段) 동진(童眞) 

두광(頭光) 향상좌(向上左)에 금강상일위(金剛像一位) 그 상우(上右)에 금강상이위(金剛

像二位) 그 우(右)에, 칠성상(七星像)? 그 우(右)에 금강상일위(金剛像一位)로 구성(構

成)되어 있으며 한편 본(本) 도설(圖說)을 좌우(左右)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도설(圖說)

을 향우(向右)의 도설(圖說)로 하고 향좌(向左)에 또한 제석(帝釋) 대범(大梵)을 중심(中

心)한 도설(圖說)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즉(卽) 향좌(向左) 도설(圖說)의 상단(上段)의 

향좌(向左)에 제석천왕(帝釋天王)(유두광(有頭光)) 향우(向右)에 대범천왕(大梵天王)(유

두광(有頭光) 및 광배(光背)) 그 향우(向右) 상단(上段)에 동자상이위(童子像二位) 향좌

(向左)에 천녀상(天女像) 그리고 그 하단(下段)에 제천녀(諸天女) 동자상(童子像)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본(本) 정화(幀畵)의 도설(圖說) 내용(內容)이 지니는 특징(特徵)

은 도설(圖說)을 좌우(左右)로 나누어 향좌(向左)는 천상(天像)을 중심(中心)으로 향우

(向右)는 신장금강상(神將金剛像) 등을 중심(中心)한 이중구조(二重構造)를 이루고 있음

이 특이(特異)하다고 하겠다. 한편 제석(帝釋) 대범(大梵)을 중심(中心)한 제천상(諸天

像)의 도설(圖說)과 동진상(童眞像)을 중심(中心)한 제신장상(諸神將像)의 도설(圖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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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左右)로 하여 형성(形成)된 도설(圖說)은 제천상(諸天像)을 상단(上段)으로 제신장

(諸神將)을 하단(下段)으로 하여 형성(形成)되는 경우도 있다. 신륵사(神勒寺) 봉은사(奉

恩寺) 대흥사(大興寺)의 도설(圖說)은 전자(前者)이고 선암사(仙巖寺) 직지사(直指寺) 봉

녕사(奉寧寺)의 도설(圖說)은 후자(後者)에 속(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설(圖說)은 

천상(天像)이나 신장상(神將像)의 수(數)는 경우에 따라 느리거나 줄이기도 하나 제석

(帝釋) 대범(大梵) 동진보살(童眞菩薩)(위태신(韋汰神)) 상(像) 만은 기본(基本)으로 하

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천신(天神)의 경우는 대범(大梵) 제석중(帝釋中) 어느 

하나를 택하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제석(帝釋)으로 한다.

이같이 기본상(基本像) 만으로 된 도설(圖說)의 대표적(代表的)인 것으로는 봉정사(鳳停

寺)의 신상정화(神像幀畵)를 들 수 있고(도(圖)) 천신신장(天神神將)의 수(數)를 많이 하

여 장엄(莊嚴)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는 완주(完州) 송광사(松廣寺)의 신중정화(神衆幀

畵)를 들 수 있다.

 

10) 봉은사(奉恩寺) 신중정화(神衆幀畵)

 

3) 제석대범(帝釋大梵)을 중심(中心)한 신중정화(神衆幀畵)

통도사(通度寺) 대웅전(大雄殿)의 신중정화(神衆幀畵) 진양청곡사(晋陽靑谷寺)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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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雄殿)의 신중정화(神衆幀畵)가 그 좋은 예(例)로 들 수 있는데 본도설(本圖說)은 제

석대범(帝釋大梵)을 혹(或)은 제석(帝釋) 대왕(大王)만을 중심(中心)으로 그 주위(周圍)

에 제천상(諸天像)을 도설(圖說)하는 구도(構圖)를 지니는 정화(幀畵)이다. 이같은 도설

(圖說)은 일명(一名) 제석정화(帝釋幀畵)라고도 한다.

 

11) 신륵사(神勒寺) 신중정화(神衆幀畵)

 

12) 정수사(淨水寺) 신중정화(神衆幀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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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송광사(松廣寺) 신중정화(神衆幀畵)

4) 동진보살상(童眞菩薩像)만을 중심(中心)으로 한 신중정화(神衆幀畵)

이 경우의 도설(圖說)은 동진보살(童眞菩薩)(위태천신(韋汰天神))을 중심(中心)으로 좌

우(左右) 상하(上下)에 팔부신장십이신장등(八部神將十二神將等)의 신장상(神將像)만을 

도설(圖說)의 내용(內容)으로 하는데 그와 같은 연유(緣由)로 일명(一名) 신장정화(神將

幀畵)라고도 한다.

 

14) 봉정사(鳳停寺) 신중정화(神衆幀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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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암사(仙巖寺) 신중정화(神衆幀畵)

 

 이상(以上)에서 보면 한국신중정화(韓國神衆幀畵)는 백사위신중정화(百四位神衆幀畵)를 

비롯하여 오류형(五類型)의 것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는데 그 이외(以外)에도 팔대용왕

(八大龍王), 팔부금강(八部金剛)을 중심(中心)으로 한 도설(圖說)도 살필 수 있어 신중정

화(神衆幀畵)의 다양(多樣)한 성격(性格)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五.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성격(性格)

 

불교(佛敎)에서 제토속신(諸土俗神)을 포용(包容)한다는 것은 제토속신(諸土俗神)에 대

(對)한 신앙형태(信仰形態)의 불교적(佛敎的) 전개(展開)를 의미(意味)하고 이는 결국(結

局) 교(密敎)의 발전(發展)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원(韓國寺院)의 제

불화(諸佛畵)에 신중(神衆)이 도설(圖說)된다는 것은 한국불교(韓國佛敎)에 교(密敎)

가 수용(受容)된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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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지사(直指寺) 신중정화(神衆幀畵)

 

17) 대흥사(大興寺) 신중정화(神衆幀畵) Ⅱ

 

비a 교(密敎)의 신앙체계(信仰體系)는 상징체계(象徵體系)이며 그 체계(體系)를 일러 

만다라(曼茶羅)라 한다. 신중정화(神衆幀畵)가 제신중(諸神衆)을 무질서(無秩序)하게 도

설화(圖說化) 하지 않고 상단(上壇) 중단(中壇) 하단(下壇) 구조(構造)에 의(依)하여 도

설(圖說)하거나 제석(帝釋) 대범(大梵) 등(等)을 중심(中心)한 제천상(諸天像) 위태천신

(韋汰天神)을 중심(中心)한 제신장(諸神將) 등(等)으로 질서(秩序)지워 도설(圖說)함은 

신중정화(神衆幀畵)가 하나의 만다라(曼茶羅) 임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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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述)한 대로 한국신중정화(韓國神衆幀畵)의 유형(類型)이 여러 가지 형태(形態)로 나

타남은 신중(神衆)에 대(對)한 다양(多樣)한 신앙체계(信仰體系) 즉(卽) 다양(多樣)한 만

다라(曼茶羅)를 지니고 있음을 일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일차적(一次的)으로는 모든 우주(宇宙)의 제신(諸神)은 호법선신(護法善神)이란 신

앙형태(信仰形態)가 백사위등(百四位等)의 신중정화(神衆幀畵)를 도설(圖說)하고 중단

(中壇)이란 불단(佛壇)을 설(設)하여 이를 중심(中心)으로 신앙행위(信仰行爲)를 행(行)

한다.
16)

 그러나 이와 같은 제신중(諸神衆)은 신중(神衆) 각각(各各)의 원래적(元來的)인 성격

(性格)을 지니고 있어 이들 성격(性格)이 강조(强調) 되어질 때는 또한 다른 유형(類型)

의 신중정화(神衆幀畵)를 도설(圖說)한다. 제신중(諸神衆)의 일반적(一般的) 기능(機能)

이 호법(護法) 호도량(護道場)이란데있고 개개(個個)의 신중(神衆) 원래(元來)의 성격(性

格)이 수호신(守護神) 수문신(守門神)의 기능(機能)이 강조(强調)될 때 이들 개개(個個)

의 신중(神衆)은 독립(獨立)해서 신중정화(神衆幀畵)를 형성(形成)하고 원래적(元來的)

인 기능(機能)이 신앙(信仰) 되어진다. 사천왕문(四天王門)은 사천왕정화(四天王幀畵) 

인왕문(仁王門)의 인왕정화(仁王幀畵) 금강문(金剛門)의 금강력사(金剛力士) 혹(或)은 

신장정화(神將幀畵) 등(等)이 그 좋은 예(例)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8) 선운사(禪雲寺) 신중정화(神衆幀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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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운사(禪雲寺) 칠성정화(七星幀畵)

 

석굴암(石窟庵)의 인왕(仁王) 사천왕(四川王) 팔부신장상(八部神將像) 등의 조각(彫刻)

은 이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가 특(特)히 시대적(時代的) 요청(要請)에 응(應)하여 형

성(形成)된 신중(神衆)이라 생각되어 주목(注目)되는 것이다.

즉(卽) 신라시대(新羅時代)에는 교(密敎)의 비법(秘法)으로 외환(外患)을 물리친 많은 

기록(記錄)을 남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로 명랑법사(明朗法師)의 국난

(國難)에 처(處)한 교(密敎)의 활용(活用)과
17)

 사천왕사(四天王寺)의 건립(建立)에 의(依)한 외환(外患)의 대처(對處) 등(等)을 들수 

있을 것이다.18)

 여기 석굴암(石窟庵) 제신중(諸神衆)의 기능(機能)도 같은 의미(意味)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신중(神衆)의 불교적(佛敎的) 수용(受容)은 원래(元來) 제토속신(諸土俗神)을 포용(包

容)하는 방편(方便)이었으나 그 방법(方法)을 호법신(護法神)으로 한데서 수호(守護)의 

기능(機能)을 갖는 각(各) 신(神)은 신중(神衆)이란 이름 아래 다시 원래(元來)의 신앙적

(信仰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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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화사(桐華寺) 지장정화(地藏幀畵)

 

21) 천은사(泉隱寺) 삼장정화(三藏幀畵)

 

한편 이렇게 되면 신중(神衆)에 참여(參與)한 각신(各神)은 각종(各種)의 신앙적(信仰

的) 요청(要請)에 따라 다시 분화(分化) 되어 새로운 신앙형태(信仰形態)를 형성(形成)

한다. 제석정화(帝釋幀畵) 칠성정화(七星幀畵) 지장정화(地藏幀畵) 십왕정화(十王幀畵) 

산신정화(山神幀畵) 등이 그 좋은 예(例)로 지적(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제석(帝釋)과 

칠성(七星)은 백사위신중정화(百四位神衆幀畵)의 제석(帝釋) 칠성(七星)이 농업신(農業

神)에 대(對)한 신앙적(信仰的) 요청(要請)이 제석(帝釋)을 수명신(壽命神)에 대(對)한 

신앙적(信仰的) 요청(要請)이 칠성(七星)을 분화(分化)시켜 새로운 도설(圖說)을 형성(形

成)하게 되고19)

 지장(地藏)과 십왕(十王)은 백사위신중정화(百四位神衆幀畵)의 염마왕(閻魔王)이 명계

(冥界)에 대(對)한 신앙적(信仰的) 요청(要請)으로 지장정화(地藏幀畵)와 십왕정화(十王

幀畵)를 형성(形成)하고 새로운 신앙형태(信仰形態)를 전개(展開)시켜 나간다.

산신(山神)의 경우에도 불교적(佛敎的) 의미(意味)로는 일차적(一次的)으로 신중(神衆)

이나 다시 산신(山神) 개유(個有)의 성격(性格)이 강조(强調)되어 오늘날의 산신각(山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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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이 사원내(寺院內) 전승(傳承)되고 있는 것이다.

 

22) 산신정화(山神幀畵)

 

이상(以上)에서 본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분화(分化)는 다시 두 가지 유형(類型)으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卽) 그 하나는 사천왕정화(四天王幀畵) 인왕정화(仁王

幀畵) 등이고 다른 하나는 칠성(七星) 지장(地藏) 십왕(十王) 산신(山神)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전자(前者)는 분화(分化) 전후(前後)가 신중(神衆)의 기능(機能)인 호법신

(護法神)이란 성격(性格)을 같이 하는데 후자(後者)는 분화이후(分化以後)에는 성격(性

格)이 전연 다른 신앙형태(信仰形態)로 전개(展開)되고 있음이 다르다. 그리고 제석(帝

釋)은 두 형태(形態)를 공(共)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多樣)하게 전개(展開)되는 신중정화(神衆幀畵)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理解)할 수 있을 것인가. 전술(前述)한대로 이는 교(密敎)의 신앙(信仰) 체계(體

系)이다. 교(密敎)의 신앙체계(信仰體系)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통일신적(統一神

的) 다신수(多神數)의 형태(形態)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20)

 여기 분화(分化)된 각신앙형태(各信仰形態)는 교(密敎)에서 말하는 소통일(所統一)의 

객체(客體)이다. 소통일(所統一)의 객체(客體)는 능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인 불(佛)

에 의(依)하여 통섭(統攝)되어지는 것이나 중생(衆生)의 요청(要請)에 널리 응용(應用)

한다는 신앙적(信仰的) 의미(意味)를 지닌다.21)

그리고 신중정화(神衆幀畵)가 분화(分化)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역(逆)으로 생각하면 능

통일(能統一)의 객체(客體)인 불(佛)에 의(依)해 통섭(統攝)되어지는 것이다. 

즉(卽) 신중각각(神衆各各)의 정화(幀畵)에서 백사위신중(百四位神衆)으로 그리고 후불

정화(後佛幀畵)의 신중(神衆)으로 통섭(統攝)되어 결국(結局)에는 불(佛)의 경지(境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特)히 여기서 주목(注目)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은 교(密敎)의 신앙체계(信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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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系)는 정화(幀畵)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원(韓國佛敎寺院)의 가람배치(伽藍配置) 

혹(或)은 각불단(各佛壇)의 설단(設壇)에도 잘 반 (反映) 되어 있다는데 주의력(注意

力)을 기우려야 된다는 것이다.  즉(卽)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신앙구조(信仰構造)는 삼

단분단법(三壇分壇法)에 의(依)해 이룩되어 있는데
22)

 정화(幀畵)의 이해(理解) 가람배치(伽藍配置)의 이해(理解)는 이같은 신앙구조(信仰構

造)를 통(通)하여 보다 쉽게 이해(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現在) 한국(韓國)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성격(性格)은 또 다른 면(面)에서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전술(前述)한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유형(類型)을 살핌에 있어 ① 

천상(天像)과 신장상(神將像)을 중심(中心)한 신중(神衆) ② 천상(天像)만으로 된 신중

(神衆) ③ 신장(神將)만으로 된 신중(神衆)의 도설(圖說)이 가장 많다고 하 거니와 여

기 천상(天像)의 도설(圖說)은 한국재래(韓國在來)의 숭천사상(崇天思想)과 결합(結合)

되고 신장상(神將像)의 도설(圖說)은 재래지지신앙사상(在來地祗信仰思想)과 결합(結合)

되고 있다는데 한국(韓國) 특유(特有)의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성격(性格)을 살필 수 있

는 것이다.23)

신중정화(神衆幀畵)와 같은 성격(性格)의 삼장정화(三藏幀畵)란 도설(圖說)이 오늘날 중

요사원(重要寺院)에 보존(保存)되고 있는데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圖說)이 상단(上

壇) 중단(中壇) 하단(下壇)의 삼단구조(三段構造)에 의해 도설(圖說)되어진데 반(反)하여 

이는 천상(天上) 지상(地上) 명계중(冥界衆) 즉(卽) 천장지지(天藏持地) 지장(地藏)의 삼

장구조(三藏構造)에 의(依)해 도설(圖說) 되어 있음이 다르다.24)

 그런데 삼장정화(三藏幀畵)에 있어 천장회상중(天藏會上衆)의 도설(圖說)은 제석정화

(帝釋幀畵)의 구도(構圖)와 같고 지지회상중(持地會上衆)의 도설(圖說)은 신중정화(神衆

幀畵)의 구도(構圖)와 같다. 그리고 지장회상중(地藏會上衆)은 지장정화(地藏幀畵)의 도

설(圖說)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장정화(三藏幀畵)의 도설(圖說)은 천상계(天上界) 지상계(地上界) 

지하계(地下界)의 삼계우주관(三界宇宙觀)을 갖는 재래신관(在來神觀)과 잘 부합되고 있

어 흥미(興味)를 끌게 하는 것이다. 신중정화(神衆幀畵)의 도설(圖說) 역시 이같은 성격

(性格)의 것이란데서
25)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재래신앙(在來信仰)과의 교섭내용(交涉內容)을 여기서 찾을 수 

있고 한편 여러 신앙형태(信仰形態)를 포용(包容)하는 한국불교(韓國佛敎)의 신앙체계

(信仰體系)가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六. 결언(結言)

 

신중신앙(神衆信仰)은 재래(在來) 토속신앙(土俗信仰)의 불교적(佛敎的) 전개(展開)를 

의미(意味)하고 그 신앙(信仰)의 기능(機能)은 호법선신(護法善神)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중(神衆)의 기능(機能)은 가람배치(伽藍配置)에도 참여(參與)하고 신앙구조(信仰構造)

에도 참여(參與)하여 한국특유(韓國特有)의 불교신앙형태(佛敎信仰形態)를 형성(形成)하

다.

신중정화(神衆幀畵)는 이상(以上)과 같은 신앙형태(信仰形態)의 도설화(圖說化)인 것이

다. 그러나 신중(神衆)은 호법선신(護法善神)이란 신앙기능(信仰機能)과 함께 신중(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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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 각각(各各)의 원래(元來)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 각신중(各神衆)의 기능(機

能)에 따라 여러 유형(類型)의 신중정화(神衆幀畵)가 도설(圖說) 되어진다. 현존(現存)하

는 신중도설(神衆圖說)에서 보면 백사위신중정화(百四位神衆幀畵)는 제신(諸神)을 불교

(佛敎)의 호법백신(護法百神)으로 포용(包容)한다는 성격(性格)을 지니고 여기서 신중

(神衆) 각각(各各)의 성격(性格)이 다시 강조(强調)되어 신중정화(神衆幀畵) 제석정화(帝

釋幀畵) 금강정화(金剛幀畵) 사천왕정화(四天王幀畵) 등(等)이 도설(圖說)되고 어떤 경

우에는 이들 기능(機能)이 혼합(混合)되어 도설(圖說)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설(圖說)은 신중정화(神衆幀畵)의 일반적(一般的) 의미(意味)를 상실하거나 변화를 가

져오게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중정화(神衆幀畵)가 특수성(特殊性)을 지니게 되는 것

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같은 특수성(特殊性)은 한국적(韓國的) 특수성(特殊性)으로 이해

(理解)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신중(神衆)

에 참여(參與)한 개별적(個別的)인 각신(各神)이 호법신(護法神)으로서의 의미(意味)보

다는 개유(個有)의 성격(性格)이 강조(强調)될 때에는 새로운 신앙적(信仰的) 전개(展

開)가 있게 되는데 이같은 의미(意味)의 도설(圖說)로 지장정화(地藏幀畵) 십왕정화(十

王幀畵) 칠성정화(七星幀畵) 산신정화(山神幀畵) 등(等)을 들 수 있게 된다.

 

〈註〉

1) 拙稿 佛敎儀式에 나타난 諸神의 性格 韓國民俗學創刊號 

2) 前揭註 參照

3) 拙稿 韓國寺院傳來의 佛畵內容과 그 性格, 文化財 十號, 文化財管理局

4) 高麗史 卷 23 五月乙酉 幸王輪寺 設神衆道場 

5) 高麗史 卷 24 戊辰 親設華嚴神衆道場

6) 高麗史 神衆道場關係條 拔萃 

7) 末綱恕一 華嚴經の 世界 p. 14-15

   釋門儀範 神衆請 中壇勤供篇 參照

8) 前揭註 參照

9) 梵音集 中壇勸供篇 釋門儀範 神衆壇篇

10) 通度寺 藥師殿 後佛幀畵의 十二神將의 例를 들 수 있다. 

11) 拙稿 韓國寺院傳來의 佛畵內容과 그 性格 文化財 十號 文化財管理局

12) 釋門儀範 神衆壇 百四位神衆位目篇 參照

13) 前揭書 三十九位神衆位目篇 參照

14) 前揭書 11) 參照

15) 華嚴經 寂滅道場會 世間淨眼品第一 末綱恕一 華嚴經の世界

16) 拙稿 韓國佛敎樣式의 三段分壇法 文化財 九號 文化財管理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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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將襲滅新羅 羅人覺之 發兵拒之 高宗聞之赫恕 命薛邦興師將討之 文武王聞之懼 

請師開秘法之禳」

     "三國遺事 卷第五 明朗神印條"

18) 「作文豆婁秘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恕起 唐舡 皆沒於水 後改창寺 名四天王寺」

     "三國遺事 卷第一 文虎王法敏條"

19) 拙稿 韓國寺院傳來의 佛畵의 內容과 性格 文化財 十號, 文化財管理局

20) 拙稿 韓國佛敎儀禮の硏究 隆文관 東京 1977.

21) 前揭書 密敎信仰篇

22) 拙稿 韓國佛敎樣式의 三段分壇法 文化財九號, 文化財管理局

23) 拙稿 三藏幀畵에 對하여, 曹 佐鎬 博士 頌壽記念

    "現代史學의 諸問題"

24) 前揭書 參照

25) 前揭書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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