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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불국사의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도 마찬가지인
경우이다. 이 불상들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금동불상으로 거론되면서 한국조각사에서 비
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요작품이다. 현재 극락전에 봉안된 금동아미타불상은 비로전에 봉안되
어있는 금동비로자나불상과 크기나 양식, 그리고 등 뒤에서 걸쇠로 광배를 연결하는 방식, 수인
을 결한 손의 위치가 반대라는 점까지 일치한다. 그래서 두 불상은 8세기 후반에 같은 장인에
의해서 동시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는 각각 극락전과 비로전에 봉안되고 있지
만 조성 당시에는 두 불상이 세트를 이루어 하나로 조합되는 도상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추측된
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두 불상
을 거론하면서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불상들이 어떤 불전에 봉안되어 어떻게
신앙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서 두 불상의 조합관계나 수인을 반대로 결한
유례없이 독특한 도상으로 표현된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 성과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
견이 많은 불상의 제작시기를 불상양식에 영향을 끼쳤을 唐代 불상 예들과 비교하면서 불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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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과정과 결부하여 새롭게 파악해 보겠다. 다음으로 이 두 불상이 수인을 반대로 결하고 있는
이유를 坐禪修行 체계와 연관하여 이해해보고, 같은 시기 주변국가에서 제작된 다른 불상 예들
과 비교하여 금동아미타불상의 존명에 대해서 재고하여, 이 불상들의 도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도상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동시에 조성되었을 이 2구의
불상들의 尊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화엄교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Ⅱ.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의 양식과 제작시기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통일신라시대 전성
기 불상양식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설과 唐末
五代의 새로운 불상양식 영향을 받은 것으로 9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전반 제작설은 불국사의 2구의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다소 세
속적인 인상, 같은 간격을 이루는 도식화된 三道, 늘씬하면서도 건장한 상반신에 비해서 하반신
이 낮아서 안정감이나 균형감이 덜하다는 양식특징을 근거로 석굴암 본존불상 보다는 늦게 조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 9세기 후반 제작설은 최치원(崔致遠, 857-?)의 ｢大華嚴宗佛國寺阿
彌陀佛像讚幷序｣, ｢大華嚴宗佛國寺毘盧遮那文殊普賢像讚幷序｣와 연관하여 이 불상들의 조성
배경을 파악하면서, 장신화된 불신의 표현에 주목하여 會昌年間(841-846)의 폐불 이후인 晩唐五
代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에 보이는 살이 올라 네모나게 각진 얼굴에 다소
세속적인 佛顔의 표현이나 불신이 상반신이 긴 장신형으로 표현되어 건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결
가부좌한 두 다리가 넓고 높지 않아서 안정감이 없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구도를
이루는 형태는 중국 山西省 太原市의 天龍山石窟 제21굴에서 전래되어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서M 새클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8세기 전반의 석조불좌상과 유사하다. 이 외에도 천룡산
석굴 제4굴 正壁의 석조불좌상, 제18굴 左壁의 석조불좌상, 천룡산석굴에서 전래된 스위스 리트
베르크박물관 소장 석조불좌상 등 盛唐期에 조성된 불상들은 불국사의 금동불상들처럼 건장한
장신의 상반신에 비해서 결가부좌한 다리는 튼실하지 않고 빈약하다. 또 발목 부근의 대의자락
이 부채꼴로 펼쳐지지 않고 양 갈래로 나뉘어서 발목을 휘감고 있는 옷주름의 표현방식도 같다.
따라서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은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불상양식이 와해되는 특징을 반영하거나 당말오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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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양식의 영향이 나타난다기 보다는 천룡산석굴의 석조불좌상들과 같은 盛唐代 불상양식의 영
향을 받아 조성되었다고 이해된다. 즉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반의 절대적인 기준작으로 석굴암
본존불상을 설정해두고 이 2구의 불상들도 같은 양식계보에 놓고 비교하면서 제작시기를 설정
하는 선행연구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이 하
버드대학교 아서M 새클러박물관 소장의 천룡산석굴 제21굴의 석조불좌상 등의 성당대 불상양
식의 영향을 받은 양식계보에 속한다면 석굴암 본존불상은 중국 河北省 正定縣 廣惠寺 華塔 내
부에 안치되어 있는 開元16년(728)명 석조불좌상과 같은 盛唐代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양식
계보에 속하는 불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반의 불상양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은 석굴암 본존불
상과는 다른 불상양식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소 세속적으로 표현된
佛顔, 다소 둔중해 보이는 불신, 번잡한 옷주름의 표현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성당양식이 토착
화되는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의 도상 再考
1. 手印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은 양손을 반대로 수인을 결하고 있는 독특한 도
상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동
아미타불상은 같은 수인을 결한 다른 불상 예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고, 수인의 정확한 명칭도
밝혀지지 않아서 中品下生印 또는 說法印의 변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금동비로자나불상이
결하고 있는 좌권인에 대해서는 覺禪鈔의 내용 중에 죠넨(奝然, ?-1016)이 宋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좌권인 불상을 보았으며, 수인을 반대로 결하는 이유는 왼쪽에 ‘惠名’ 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수인의 명칭이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覺禪鈔의 내용에 근거
해서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을 좌권인의 도상으로 표현한 이유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실천
인 혜명이 드러나도록 표현함으로써 중생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을 우위에 두면서 중시하는 중국문화의 특
성이 불상 도상에도 영향을 끼쳐서 오른손 위에 왼손을 두고 수인을 결하는 형태로 변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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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해석만으로는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금동비로
자나불상의 양손을 반대로 수인을 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천태소지관에는 인도에서부터 형성되었던 종래의 우측 위주의 좌선수행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관습을 결합하여 새로운 좌측 위주의 수행법으로
변형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처음에 선상에 이르면 바로 먼저 앉을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야 한다. 늘 안온하게 하면 오래도록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다음에는 반드시 다리를 바르게 한다. 만약 반가부좌를 한다면 왼쪽 다리를 오
른쪽 다리 위에 놓고 끌어당겨서 몸에 가까이 한다. 왼쪽 발가락이 오른쪽 허벅다리와 가지런하게,
또 오른쪽 발가락이 왼쪽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한다. 만약 완전한 결가부좌를 하려면 곧 아래에 있
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려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다음에 옷의 띠를 느슨하게 풀어 옷을
바르게 하고, 좌선할 때 벗겨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손을 편하게 두되, 왼편
손바닥을 바른편 손 위에 놓고 손을 겹쳐서 서로 대하게 하여 가지런하게 왼편 다리 위에 놓고 몸
가까이 끌어당겨서 중심에 두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지의의 중국식 좌선수행법 중에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이나 금동비로자나불상처럼 일반적인
지권인이나 설법인과는 달리 왼손이 오른손 위에 놓이도록 수인을 반대로 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세속의 관습이나 중국의 음양사상 등을 원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천태지의가 정립한 선관수행 방식은 動的인 오른쪽에 비해 靜的인 왼쪽을 우위에 두는 것으
로 기존의 인도에서 정립된 수행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이런 중국화된 선정수행 방식은 불상 도
상에도 영향을 끼쳐서 수인을 반대로 결한 불상이 조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불국사 금동아미타
불상과 금동비로자나불상도 정통의 수인에서 변형된 도상인데, 이는 당시 불교도들이 생각한 성
불을 이루게 하는 선정수행 방식에 입각해서 불상의 도상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覺
禪鈔에서 좌권인을 결한 이유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혜명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라
는 것도 지의에 의해 중국화된 선관수행 방식이 성불에 이르게 한다는 개념이 죠넨이 송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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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尊名
“경덕왕 즉위 10년 辛卯, 현세의 부모를 위해 거듭 불국사를 창건했다. 차례로 받들어 多寶와 無
影의 두 탑을 만들었으니, 무영탑은 석가여래께서 상주 설법하시는 보배로운 장소임을 보이기 위
함이며, 다보탑은 다보여래께서 상주 증명하시는 刹幢임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또 靑雲과 白雲의
두 다리를 만들었으니, 모든 불․보살께서 노니시는 階位임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연화․칠보의
두 다리는 극락도사 아미타불과 보살들이 오르고 내리시는 계단임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차례로
나머지 四聖과 沙彌, 般若, 到薩, 六道 등의 열 셋의 다리는 四聖과 六凡이 법을 청하기 위해 왕래하
는 계위의 차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즉 이것은 완연히 옛적 末會 시에 靈山 종담의 묘법의궤와 같으
며, 또한 서방 無量壽國의 분서인 구품도량과 유사하다. 이것이 이 절이 그 이름의 대의로 삼은 것
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第三重創이다”

이 佛國寺事蹟내용에는 불국사 중심불전 영역의 석가탑과 다보탑,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
교와 칠보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청운교와 백운교가 ‘모든 불․보살께서
노니시는 階位임을 보이기 위함’ 이라고 하면서, 연화교와 칠보교는 ‘아미타불과 보살들이 오르
고 내리시는 계단’ 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불국사의 대웅전구역이 석가여래의 영역이며
극락전구역이 아미타여래의 영역임을 말해준다. 게다가 불국사 건축이 묘법의궤, 즉 妙法蓮華
經과 같고, 서방정토인 구품도량과 유사하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러한 불국사사적의 내용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창건기 불국사 건축의 조영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懷忍
등의 집필자가 18세기 불교계의 신앙내용에 비추어 불국사 건축을 해석하고 석조미술품에 명칭
을 부여한 私見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불국사사적에 반영된 이런 시각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서, 금동비로자나불상은 대웅전의 주존으로 금동아미타불상은 극락전으로 주존으로
비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추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존명을 알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에서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의 수인과 유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비교의 범위를 넓혀서 8세기 중국과 일본에서 조성된 불상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
과 당시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는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유사한 형태의 수인을 결한 아미
타불상은 찾을 수 없고, 수인을 결한 손 위치나 손가락 형태가 오히려 석가모니불상이나 노사나
불상과 흡사했다. 그런 예 중 東大寺나 唐招提寺는 奈良시대의 華嚴宗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그
화엄종 사찰에서 조성된 불상들이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과 같은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이들이
석가모니불상 내지는 노사나불상이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
하면 화엄교의적 관점으로 보면 석가모니불상과 노사나불상은 不二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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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상의 비교는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의 양 손이 서로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불국사 금동아미타불
상이 결하고 있는 수인은 8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석가모니불, 노사나불(비로자나불) 등
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通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 수인은 근본적으로
는 화엄의 석가모니불 내지는 노사나불(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종래와 같이 불국사
금동아미타불상을 그대로 아미타불상으로 命名하더라도, 극락정토신앙을 배경으로 아미타구품
인을 결한 모습으로 조성된 아미타불이 아니라 華嚴一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존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Ⅳ.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금동아미타불상 조합의 도상체계에 관한
화엄교의적 해석
지엄(智儼, 602-668)은 ‘解境’ 과 ‘行境’ 의 관념을 채용해서 다음과 같이 十佛에 대해서 설명
하면서 ‘二種十佛說’ 을 제시하였다.

“一乘의 입장에서는 (佛의) 온갖 공덕은 모두 二種의 十佛을 떠나지 않는다. (二種의 十佛이라
는 것은) 첫째 行境의 十佛이다. 無着佛 등으로 ｢離世間品｣에 설해진 바와 같다. 둘째 解境의 十佛
이다. (十地 중에서) 第8地의 三世間 중의 佛身과 衆生身 등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十地品｣에 설해
진 바와 같다”

즉 佛陀觀의 측면에서 ‘行境의 十佛’ 이라는 것은 ｢離世間品｣에서 설해진 바와 같이, 높은 경
지의 보살에 의해서 관찰된 10種의 부처로써 釋尊의 모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근원적인 부처 즉 깨달음 그 자체인 法身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解境의 十佛’ 은 第8智 보
살이 스스로 衆生의 誓願에 응하여 顯現하는 부처로써 현실에서 여러 형태로 몸을 나투는 부처
의 自由自在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지엄은 華嚴五十要問答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약 一乘에 의지하면 十佛이 있을 뿐이다. 실천적 시점에서 나누어 설하지만, 修生(실천적 성
과)과 本有(본래적 존재)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는다. 만약 진실한 도를 體解한다면 그 본은 一體 種
子의 本體이고, 그 상은 一體 種子의 相이고, 그 작용은 一體 種字의 作用이다. 諸方에 출현하는 부
처는 그 명칭도 敎義 내용도 모두 釋迦 海印三昧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다른 부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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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一乘에 의지하면 있는바 諸佛이 釋迦佛의 敎化로 敎綱과 名義가 顯現하는 것은 모두 釋迦
佛의 海印定의 힘이다”

즉 지엄은 十佛의 本質은 海印三昧의 주체인 釋迦라고 밝히고 있으며, 諸方의 출현하는 부처
의 명칭이나 敎義 내용도 모두 海印三昧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釋迦의 行實을 본질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엄이 二種十佛說을 제시한 이후에 화엄종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佛身論으로 인
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엄경의 주불에 관한 불신론에 비추어보자면,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
과 금동아미타불상의 조합은 智嚴의 ‘二種十佛說’ 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
각된다. 왜냐하면 지엄은 화엄경의 주불인 十佛을 ‘行境’ 과 ‘解境’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行境十佛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불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근원적인 부처, 깨달음 그
자체인 비로자나불(또는 노사나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解境十佛이라는 것은 중생의 誓願
에 응하여 顯現한 부처로서 여러 형태로 몸을 나투는 자유자재한 부처이므로 아미타불로도 표현
될 수 있는 석가모니불이기 때문이다. 즉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금동아미타불상을 지엄의
화엄불신론에 準據하여 해석해보면, 각각 行境十佛과 解境十佛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해된다. 行境十佛에 해당하는 금동비로자나불상과 解境解境에 해당하는 금동아미타불상의 조
합은 화엄경의 주존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화엄종 사찰인 불국사에서 신앙되기에 합당한 존
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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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畵本으로 본 석굴암 창건시기
한정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Ⅰ. 머리말
Ⅱ.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가?
Ⅲ. 석굴암 전실과 주실 조각의 차이
Ⅳ. 석굴암 조각과 동일한 畫本이 적용된 동아시아 불교미술

Ⅰ. 머리말
한국 고대 불교미술사 연구에서 석굴암은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절대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통일신라 불교미술품은 석굴암을 기준으로
삼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작시기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
제는 석굴암 불교미술과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작품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만 석굴암과 중첩되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라의 왕도인 경주에 국한시켜보더라
도 통일신라의 수많은 석조조각이 남아있지만 석굴암 조각과 비교하여 동시기에 제작되었다고
합의되는 작품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라문화의 최고조 전성기로 평가되는 8세기
중엽에는 석굴암 불상만 제작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석굴암 창건시기에 대해 의
심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시기적인 문제와 더불어 석굴암 조각에 비견되는 작품을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 석굴암이 8세기 중엽에 창건된 것이라면 석굴암 조각에 비견되는
작품이 많지는 않더라도 남아있을 법하다. 더구나 8세기 중엽은 신라 왕실의 능묘조각이 본격적
으로 출현하는 시기이지만 석굴암 조각에 비견되는 신라 능묘조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표자의
안목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석굴암 조각에 버금가는 능묘조각은 7세기 후반에 제작된 태종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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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의 귀부와 이수가 유일하다. 그밖에 사천왕사지 녹유신장벽전, 감은사지 사리장엄구, 월지
출토 금동판불 등 독보적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집중된다는 사실
이 석굴암 창건시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두 번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석굴암은 한국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
어 왔으며, 그에 비례하여 한국의 불교미술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주제이다.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불교조각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공예, 역사, 신앙,
설화, 복원, 보존 등 다루지 않은 주제를 찾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귀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처럼 석굴암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석굴암 불
교미술의 전체 편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100년간 석굴암 연구가 진행되
는 동안 석굴암은 8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물론 석굴암 전실 조각의 제
작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석굴암 주실과 통로의 조
각이 8세기 중엽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왜 전실의 조각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문제에 국
한된 것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석굴암 창건시기가 8세기 중엽, 더욱 구체적으로는 751년이라는 것은 삼
국유사 에 수록된 ｢대성효이세부모조｣의 불국사 창건기록에 근거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에 편찬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석굴암 창건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더
구나 대성효이세부모조의 석굴암 관련 기록은 설화 속에 담겨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비판 없이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석굴암 불교미술은 작품 자체가 1차사료이
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자료로서의 1차 사료는 없다. 이것이 석굴암 창건시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선학들이 오랜 석굴암 양식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복고적 경
향’이 본 발표의 지침으로 작용했음을 밝힌다.

Ⅱ.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가?
三國遺事 권제5 孝善편의 ｢大城孝二世父母條｣는 석굴암 창건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향전>과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불국사에 전래되던 <寺中記>를 바
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석굴암에 대한 기록은 <향전>을 인용한 내용에만 보일 뿐 <사중
기>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 창건연대인 天寶 10
년(751)년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불국사 <사중기>에서 밝힌 불국사 창건연대이지 석굴암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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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아니다.
<향전>은 삼국유사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인용되는 서목이다. <향전>과 유사한 용례로 사
용된 <古記>, <別傳>, <俗傳>, <古傳>, <諺傳>, <鄕言>, <鄕記>, <俗言> 등과 구별이 모호하
여 특정 서명이 아니라 일연 특유의 편의적인 용어로 판단되며, 민간전승의 설화를 채록한 여러
기록물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에 인용한 <향전>에 대한 찬자 일연스님의 고증은 대체로
오류를 지적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일관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향전>의 설화에
대한 삼국유사의 수용 태도는 승려라는 일연의 신분적 입장을 반영한다. 즉 불교신앙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영험담이라는 측면에서 <향전>의 내용을 수용했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사
실에 기반을 둔 객관적 사료로서의 가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따라서 <향전> 소재 설
화에 입각한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설화라고해서 모든 내용을 허구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설화는 실화를 토대로
윤색되거나 각색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화
에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설화가 형성된 시점과 기저에 깔려있는 설화의 형성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김대성 설화의 발단이 된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게 된다.”는 흥륜사 승려 점개의 말
은 고려후기에 성행했던 釋迦如來行蹟頌의 “봄에 한 알의 씨를 뿌리면, 가을에 만 알의 열매
를 거둔다.”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1) 그리고 승려의 異稱인 開士라는 용어는 주로 10-11세
기 금석문 자료에 집중되는 것으로 볼 때, 김대성 설화의 형성 시기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고 볼 수 있다.
김대성 설화에 녹아있는 六輪會, 전생과 현생, 金簡子, 살생과 참회 등의 연결고리는 고려 초
기에 성행했던 진표계 법상종 신앙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육륜회는 점찰참회법의 일종으
로 현재까지 알려진 육륜회라는 용례는 본 자료가 유일하다. 원래 육륜법은 점찰참회법의 중심
을 이루는 의식으로서 그 앞뒤에 죄업의 참회와 예배ㆍ명상 등을 곁들여서 매우 엄숙한 법회가
되도록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이 육륜법의 점괘에만 중심을 두어 점찰법회가 육륜회로 격하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김대성 설화의 도입부에 하필이면 흥륜사라는 사찰이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15
세기 후반 김시습이 폐허가 된 흥륜사 터를 찾아가 남긴 시에는 ‘모두 민가로 변하고 오직 옛 석
조와 가마솥만 남아있다는 구절이 보인다.2) 이 기록에 보이는 가마솥은 일반적인 솥이 아니라
1) 남동신,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 孝와 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0(2009), p. 79.
2) “興輪寺址 盡化閭閻 惟古槽鑊獨存”(梅月堂詩集 권12, 遊金鰲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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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미륵전과 법주사 등 진표와 연관된 사찰에 남아있는 대형 철확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용
도는 석가의 발우를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이들 철확은 백제의 봉발신앙을 계승한 진표계 법상
종과 관련된 특징적인 조형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전>의 김대성 설화는 통일신라 석
굴암 창건을 배경으로 한다기보다는 고려시대 점찰신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로 판단된다. 이
는 곧 불국사가 화엄종사찰에서 고려 초 유가종사찰로 변화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금하고 곰을 잡은 자리에 곰을 위해서 長壽寺를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원력이 더욱 두터워 이승의 양친을 위하여 佛國寺를 세우
고, 전세 부모를 위하여 石佛寺를 세워 神琳, 表訓 두 聖師를 청하여 각각 거주하게 하였다. 불상의
설비를 크게 펴서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듣
기 드문 일이다. 착한 보시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장차 石佛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하나를 다
듬어 감실의 천개석을 만들다가 돌이 갑자기 세 쪽으로 깨졌다. 대성이 분해하다가 잠들었더니, 밤
중에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이 막 일어나 남쪽 고개로 쫓아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을 공양하였다. 이로써 그곳을 香嶺이라고 하였다.3)

위에 인용한 기록을 신뢰한다면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은 장수사, 석불사, 불국사 세 사찰이 된
다. 그러나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3개의 사찰을 창건한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
렵다. 그리고 동일 발원자에 의해 인근에 창건된 사찰이라면 세 사찰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앞서는 석가탑 발견 중수문서 가운데 1024년
에 작성된 <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동참하지만 장수사와 석불사의 승려
들이 관여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38년에 작성된 <서석탑중수기>에 여러 사찰의
시주품목을 거명하는 가운데 석불사의 승려 彦應이 콩 4斗를 시주했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는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4)
석굴암 건립 당시 세 조각으로 파손된 천개석을 천신의 도움으로 완성했다는 내용은 김대성
이 석굴암을 창건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엽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하여(將彫石佛)’라는 대목은 석굴암 축조과정과 차이가 있다.
3) “…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
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勞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善施之驗 可不信乎 將彫石佛也 欲鍊一大石爲龕盖
石忽三裂 憤恚而假寐 夜中天神來降 畢造而還 城方枕起 走跋南嶺爇木 以供天神 故名其地爲香嶺 …”.(三國遺事卷5, 孝
善, 大城孝二世父母條)
4) 노명호·이승재,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 및 역주｣, 불국사 석가탑 유물2 - 중수문서(국립중앙박물관, 2009),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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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석굴암은 본존불을 먼저 봉안한 상태에서 석실 축조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
었다.5) 그리고 천개석이 세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로 시설되었다는 점도 엄정한 불교의 장엄법식
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天蓋는 불상 하부를 장엄하는 대좌와 배경을 장엄하는 광배와 더불어 불
상 상부를 장엄하는 중요한 장엄구이다. 더구나 석굴암의 천개석은 석실 장엄의 정점이기 때문
에 만약 천개석이 설치되기 전 깨졌다면 다시 만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석굴암
수리 당시 전면 해체공사였음에도 천개석만은 철테를 둘러 고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조각난 상태의 천개석을 올려놓는 작업이 석실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
라서 천개석과 관련된 설화는 석굴암 창건 이후 어느 시점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개
석에 금이 간 상태에서 파생된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6)
삼국유사에 기록된 석굴암 관련 기사는 위에 인용한 것처럼 전세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창
건했고, 천개석이 세 조각으로 깨져서 천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창건에 대한 구
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창건 과정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수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옛 鄕傳에 기재된 것은 이상과 같으나, 절의 기록에는 ｢景德王 때 大相 大城이 天寶 10년 辛卯
(751)에 처음으로 불국사를 세우다가 惠恭王 때를 지나 大歷 9년 甲寅(774) 12월 2일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이를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瑜跏의 大德 降魔를 청해 이절에 거주하게 했으며, 그를 계승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여 古傳과 같지 않으므로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 수 없다.7)

삼국유사 편찬 당시 불국사에 전래되던 <사중기>를 인용한 위의 기록은 석굴암 창건시기
를 천보 10년(751)으로 상정하는 근거로 인용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석가탑에서 발견
된 <중수문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향전>을 전거로 작성된 전반부의 내용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불국사
창건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기록상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을 동일시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석가탑에서 발견된 <중수문서>에도 김대성이 불국사 개창 이후 끝내
지 못하고 물러나자 혜공왕대에 마무리했다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의 기사가 불국사
창건에 국한된 기록임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기록의 말미에서 찬자 일연은 “古傳(=향전)과 같지

5) 신영훈, ｢석불사 석실금당 구조론｣,정신문화연구15(1992), pp. 37-38.
6) 김기흥, ｢깨어진 석굴암의 천개석｣, 역사와 현실74(2009), p. 393.
7) …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
之 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不同 未詳孰是. (三國遺事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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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는 당시 일연의 입
장에서 <향전>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향
전>을 인용할 경우 보편적으로 취하는 기술방식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사중기>에 기록된 천보 10년(751)은 석굴암 창건연대가 아
닐 뿐만 아니라 대력 9년(774)에 김대성이 사망하자 국가에서 완성했다는 것도 불국사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현재 위의 기록을 근거로 석굴암이 완공되기까지 2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사중기>에 언급한 공사기간은 불국사에 대한
기록이지 석굴암 공사에 소요된 기간이라는 근거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
는 석굴암의 구체적인 창건시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석굴암 창건시기
가 751년으로 고착된 원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국사 창건과 동시에 석굴암이 창건되었다고 이
해한 결과이다. 그러나 설령 석굴암과 불국사가 김대성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
규모의 사찰조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사찰이 동
시에 건립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석굴암이 완공된 이후 불국사 창건에 착수했다는 견해에 공감이
간다.8) 그리고 불국사 창건에 앞서 석굴암이 완공되었다는 시각에서 최근 공개된 <불국사서석
탑중수기>의 다음 기록은 석굴암 창건시기를 더 올려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

… 앞의 탑을 중수한 일은 신라 제35대 경덕대왕의 第一相公인 大城角干이 왕이 즉위한 天寶원

년 壬午년부터 개창□□하신 일이 있으나 끝내지 못한 채 물러나시므로 태자인 혜공대왕의 □□□
끝내어 만들어 세우신 일이 있었거늘 …9)

위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중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불국사 창건시점을
天寶 10년보다 10년 앞선 천보 元年(742)으로 기록하였다. <불국사서석탑중수기>는 삼국유사
 보다 약 250년 정도 앞선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불국사 창
건에 앞서 석굴암이 완공되었다는 견해를 적용하면 석굴암은 742년 이전에 완공되었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불국사 창건 시점이 1038년에 기록된 <불국사서석탑중수기>의 742년과 삼국유사에 인용
된 <사중기>의 751년으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불국사의 창건이 경덕왕의 즉위와 연관된 왕실
사찰에서 점차 김대성 중심의 사찰로 윤색되었음을 반영한다. <사중기>에 기록된 천보 10년은
8) 신영훈, 앞의 논문(1992), p. 34.
9) 노명호·이승재, 앞의 논문(2009), pp. 66-67; "…右塔重修向事之段新羅第三十五代 景德大王矣第一相公大城角干亦王矣則
位天寶元年壬午元開刱□□敎事是在亦未畢爲敎第亦中退敎在等以太子是賜 惠恭大王矣□□□已訖成立爲敎事是在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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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이 중시에서 물러난 이듬해로 이때 불국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면 불국사는 왕실사찰이
아닌 김대성 개인발원의 사찰로 둔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중기>의 기록에는 774년 김대성이
죽자(卒) 나라에서 완성했다고 한 것과 달리 <불국사서석탑중수기>에는 그 시기를 밝히지 않고
김대성이 물러나자(退) 태자인 혜공왕이 만들었다고 기록하여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
역시 김대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불국사서석탑중수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성이 불국사를 건립하는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고, <사중기>의 기록대로라면 김대성
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불국사 건립에 매진한 인물로 비중이 달라진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
려후기에 이르러 불국사의 창건이 김대성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불국사 인근에 위치한 장수사, 석불사 등도 김대성의 일대기에 가탁되어 설화의 소재가 되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향전>의 설화를 전거로 한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
록은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역사적 인물로 父子가 모두 中侍를 역임했던 김문량
과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 창건과 연관된 설화의 원천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Ⅲ. 석굴암 전실과 주실 조각의 차이
석굴암 주실과 통로에 조각된 보살상과 신장상의 가장 큰 양식적 특징 중에 하나는 천의 자락
이 대좌 아래로 길게 드리워지고, 대부분의 상이 대좌에 흘러내린 천의를 발로 밟는 모습으로 표
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의자락을 길게 표현하는 것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초기의 보살상, 중
국의 수·초당대 보살상 그리고 일본 아스카시대 보살상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러한 천의 표현은 8세기 중엽 이후 천의의 끝이 반전되어 연화좌에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이
또한 짧게 표현된다.
석굴암 주실과 통로의 신장상 조각과 달리 석굴암 전실의 팔부중상은 천의가 짧아지고, 주실
과 통로의 조각에 비해 선이 무디어지고, 세부 표현이 약화되는 양식과 조각수법의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변화는 조각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조각시기의 차이
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석굴암 전실과 주실 조각의 차이를 시기의 차이
로 이해하는 기저에는 석굴암이 완공되기까지 24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시
말해 주실과 통로의 조각은 8세기 중엽 조각양식이 반영된 것에 비해 전실은 8세기 후반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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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양식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굴암이 완공되기
까지 24년 이상 걸렸다는 근거는 없으며, 고대 토목공사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시각이다. 동원되
는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찰 사천왕사와 감은사가 완공되기까
지의 공사기간을 합해도 불과 8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석굴암 공사에 24년 이상 소
요되었다는 예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공사기간보다 훨씬 단기
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굴암 주실과 전실 조각의 차이를 해석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원래 석굴암 창건 계획에는
금강역사상까지만 포함되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10) 이들 주장은 현재 석굴암 금강역사상이 중
수과정에서 교체된 것이고, 일제강점기 석굴암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금강역사상편을 초창당시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금강역사는 불국토의 입구를 지키는 위격을 지니고, 팔부신중은
불보살의 주위에서 수호 또는 공양하는 존격으로 현재 전실 팔부중상과 금강역사상의 배치는 불
교교리에 어긋나는 배치라는 점을 근거로 팔부중상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했다.11) 이러
한 주장은 조각의 양식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실과 주실 구조의 차이를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주실과 통로의 조각상과 달리 팔부중상이 새겨진 전실의 판석에는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두르지 않아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받침석에 새겨진 안상의 곡선도 차이가 있
으며, 주실과 통로의 받침석 상면에는 얕은 턱을 마련하여 판석을 고정했지만 전실의 받침석에
는 턱이 없다. 특히 사천왕상의 바침석 끝단에는 주실에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받침석이 어색
하게 마감되어 있어 중수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석굴암 창건 계획에
는 전실의 팔부중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실에 남아있는 연화문이 새겨진 용도불
명의 팔각초석은 석굴암 창건당시 전실의 원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4년 석굴암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금강역사상편은 석굴암 전체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시 발견된 금강역사상편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머리와 손가락
마디를 구부린 왼손 1개, 그리고 주먹이 부러진 채로 발견됐지만 팔뚝까지 남아있는 왼팔 1개가
수습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밖에 가슴부위가 석굴암과 가까운 계곡 사이
에 누여져 있었다고 전하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12)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금강역사상편들은 석굴암의 수리를 위해 석굴 바깥면의 돌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훔형
10) 柳宗悅, ｢石佛寺の,彫刻に就いて｣, 藝術6(1919), p. 240; 박형국, ｢慶州 石窟庵 諸佛像에 관한 佛敎圖像學的 考察｣, 신
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21(2000), p. 66.
11) 박형국, 위의 논문(2000), pp. 64-66.
12) 柳宗悅, 위의 책(1919),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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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역사상 뒤쪽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머리는 비록 1점만 남아있지만, 2
개의 손이 모두 왼쪽이라는 점은 석굴암 안의 금강역사상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한 쌍을 더 만들
었음을 알 수 있다.13)
이들 파편의 폐기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크게 제작과정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설과 재난으로 조각이 파손되었다는 설로 압축된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제작에 실패
한 것이라는 의견은 왼손이 2개라는 사실에 근거하면 결과적으로 한 쌍이 모두 실패했거나 한
개체가 2번 실패한 것이 되므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금강역사상편들이 폐기된 원인은 재
난으로 인해 파손된 조각상을 중수하면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각상이 파손된 원
인은 8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 경주지역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진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천개석이 세 조각으로 깨진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실과 통로의 조각
상들은 구조적으로 서로 물려있어서 지진에 안전한 구조이지만 팔부중상이 조성되기 이전까지
가장 외곽에 배치되어 있었던 금강역사상은 지진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파편으로 발견된 금강역사상이 현재의 금강역사상보다 조각이 더욱 섬세하고 사실적이며, 전
실과 주실의 조각에 가깝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14) 따라서 석굴암 창건 이후 재난으로 조각
이 파손된 뒤에 새로 현재의 금강역사상이 조성되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15) 다음 장에서 자
세히 살펴보겠지만 창건 당시 조성된 금강역사상은 현재의 금강역사상과는 자세도 달랐을 가능
성이 있다.

Ⅳ. 석굴암 조각과 동일한 畫本이 적용된 동아시아 불교미술
7세기 중엽 중국 불교미술은 새로운 불교도상의 유입으로 전환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변화의
발단은 645년 인도 순례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온 玄奘의 귀국에서 시작된다. 현장은 불교 교학
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그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여러 존상들은 당시 불교미술의 도상
과 양식 변화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장의 귀국을 통해 대두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도상이
바로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상이다. 그가 인도 순례 중에 기술한 大唐西
域記에는 석가의 성도지인 부다가야 成道像에 대해 자세, 수인, 좌향, 크기에 이르기까지 상세

13) 임영애, ｢석굴암 금강역사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라문화32(2008), p. 211.
14)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 비교연구(문예출판사, 2003), pp. 305-306.
15) 황수영, 석굴암(열화당, 1989),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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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록하였다.
현장의 귀국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도상의 수용은 이후 당 태종의 勅使였던 王玄策이 쓴
旅行記에서도 확인된다. 여행기는 성도상에 대해 대당서역기와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
으며, 특히 왕현책은 동행했던 송법지로 하여금 상을 그리게 하여 장안으로 가져왔고, 이를 승려
와 俗人들이 모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져온 이러한 도상을 모아서 658년에 10권의
책으로 출간하였고, 666년에는 칙령에 의해 工匠과 百官, 學士들이 참여하여 畵卷 40권을 포함
한 西國志 100권을 만들었다.16) 당시 인도 구법승들에 의해 유입된 신양식의 불상과 이를 바
탕으로 간행된 도상집은 당대 불교조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변화는 신라와 일본
의 견당사와 유학승들에 의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에 유포된 새로운 도상과 신양식의 불교미술은 소형 불상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
만 화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에서 유통된 화본은 선묘로만 그린 밑그림도 있지만 예
배용 채색 완성품들도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17) 그리고 불상을 그림으로 옮겨서 유통, 제작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 말하는 畵本은 동일한 이미지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제작될 수 없는
두 작품을 동일 화본의 범주에 넣어 해석하였다. 화본을 통해 유포된 불교조각은 주로 원각상보
다는 정면 위주의 부조상으로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 석굴암 불교조각과 동일한 화본에 의해 제
작된 작품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역사상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석굴암 출토 금강역사상의 왼팔은 주먹 쥔 팔을 구부려 손등이 벽면을
향하도록 조각하였다. 그리고 주먹 쥔 손등의 소지와 약지 부분에는 벽면에 부착되었던 흔적이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팔의 각도는 현재 석굴암 금강역사상과 같이 팔꿈치를 어깨 위로 들어 올
리는 자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팔을 구부려 공격 자세를 취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자세는 690
년에서 705년 사이에 개착된 용문석굴 高平郡王洞 입구 좌우에 부조된 금강역사상과 일치한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구부린 또 다른 왼손도 현재의 금강역사상과 달리 손등과 손바닥 면을 모
두 조각하여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문석굴 고평군왕동 입구 향 우측 금강역사상의 왼손과
같은 자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굴암 창건 당시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은 7세기 후반에
16) 김리나, ｢石窟庵 佛像群의 名稱과 樣式에 관하여｣, 정신문화연구15(1992), p. 8-9; 동저, 韓國古代佛敎彫刻 比較硏究
(문예출판사, 2003), p. 288; 배진달,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p. 250.
17) 소현숙, ｢고대 동아시아 불교조각과 화본｣, 불교미술사학23(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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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세기 초에 걸쳐 용문석굴 일대에서 성행했던 畵本을 바탕으로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석굴암 창건시기를 판단하는 새로운 근거가 된다.

2. 사천왕상
석굴암 사천왕상 가운데 동방지국천왕상은 661년-663년 사이에 조영된 용문석굴 경선사동의
사천왕상과 본이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 선학들이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석굴암 북방다문천왕
상은 일본 호류지 橘夫人廚子의 문비에 그려진 북방다문천왕도와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된다. 주자의 제작 시기는 주자에 안치된 아미타삼존상과 주자 궁전부의 문비 및 수미좌에
그려진 회화의 양식을 통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사천왕도를 비롯한 문
비의 그림은 733년 주자를 개조할 당시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
으며, 개조 당시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기존 다른 주자의 문비를 재사용한 것으로, 재사용된 문
비와 橘夫人廚子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18) 귤부인주자의 북방다문천상은
석굴암 다문천상과 자세나 보탑의 형태가 동일하여 같은 화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굴암 사천왕상 보탑 형태는 아육왕탑으로 원원사 석탑 등 8세기 중후반에 조각된 사천
왕상 불탑의 형태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19) 신라의 조각승 양지가 주석했던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사천왕상편도 석굴암 북방다문천상과 같은 계열의 화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3. 감실의 보살상
석굴암 감실에 봉안된 보살상 가운데 제 9감실의 보살상은 호류지 금당 제 2호벽의 반가형보
살도과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이다. 물론 석굴암 제 9감실의 보살상은 왼손에 금강저를 바쳐
들고 있어서 왼손에 연꽃줄기를 들고 있는 호류지 벽화와 차이가 있지만 오른손의 수인과 자세,
천의자락의 표현은 동일한 화본이 적용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석굴암 제 5감실에 봉
안된 보살상은 호류지 금당 제 5호벽의 문수보살도는 서로 반전된 방향이지만 자세, 수인, 천의
표현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동일한 화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8) 임남수, ｢伝橘夫人念持仏廚子｣, 法隆寺美術論爭の視點(グラフ社, 1998), pp. 301-302.
19)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37(2011),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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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대제자상
지금까지 석굴암 10대제자상과 도상적으로 일치하는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 최근 공개된
호류지 금당벽화 화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류지 금당 제 1호벽의 釋迦淨土圖에 등장하는 10
대제자 중에 석굴암 10대제자상과 유사한 도상이 일부 확인되었다. 호류지 금당벽화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이 비교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석가정토도 향좌측 상단에 위치한 제자는 두루마
리 경권을 입가에 대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도상은 석굴암 제자상 중에 제4 제자상과 일치하
여 동일한 화본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굴암 조각상 가운데 동일한 화본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
례는 7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석굴암 조각상과 비교한 작품은 모두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
로 편년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하쿠호시대에 제작된 호류지
전래 작품들 중에 석굴암과 동일한 화본이 적용된 사례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석굴암 불교조각을 제외한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신장벽전과 감은사지 석탑 금동사리외함의
사천왕상, 월지 출토 금동삼존판불 등은 중국이나 일본의 동시기 미술양식과 시기적으로 큰 차
이가 없어서 7세기 후반 중국의 새로운 문화가 동아시아에 신속하게 전래되었음을 보여준다.20)
아울러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광명최승왕경이 신라에 유입되는 시기를 통해서도 당시
문물의 유입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4년 彌陀山에 의해 번역된 이후
불과 2년 후인 706년에 통일신라 왕실발원 석탑인 전 황복사지 삼층석탑에 납입되었다. 그리고
금광명경최승왕경의 경우 703년 중국에서 번역되고, 다음해인 704년에 신라에 전래된다.21)
이러한 사례들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 당과 신라 사이의 문화교류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
행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보면 유독 8세기 중엽 석굴암 불교미술에 이르러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당과 신라의 긴밀한 교류관계와 통일
신라 불교미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새로운 도
상 및 양식의 유입과 전개가 일본의 불교미술보다도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여 석굴암 창
건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에서 벗어나 석굴암 불교미술을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해석하
20) 김리나,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불교조각 양식｣, 고고미술154·155(1982), pp. 70-74.
21) 삼국사기 권제8, 신라본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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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석굴암 창건시기는 8세기 중엽이 아니라 8세기 초반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
으로 접근한다면 전 황복사지 삼층석탑에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했던 706년을 전후한 시기
로 짐작되며, 늦어도 710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석굴암 조각양식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보수적, 고식, 복고적이라는 개념은 제작시기가 명확할
때 적용되는 정의이다. 석굴암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
로 파악되었다시피 삼국유사의 기록과 석굴암을 분리시켜 접근한다면 석굴암 조각의 보수적
인 경향은 보편적인 시대양식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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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화승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
- 민화와 관련하여

최 엽(추계예술대학교)

Ⅰ. 화승들의 회화 활동 기록
Ⅱ. 화승들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
Ⅲ. 화승들의 민화 제작 가능성

Ⅰ. 화승들의 회화 활동 기록
근대기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저서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1928)은 우리나라 각
시대별 역대 서화가의 사적과 평전을 내용으로 한다. 이 중 화승(畵僧) 혹은 그림을 잘 그렸던 승
려들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승려화가는 일반 서화가의 수에 비하면 매우 희소하고, 그나마 고려
때까지의 화승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에 비해 시대 상황 상 사찰 내에서 불교미술
을 담당하거나 화명이 높았던 승려들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1)
이 서적에서는 삼국시대 오경(五經)에 능통하고 그림에도 정통하여 종이와 먹, 채색(안료)
을 만든 고구려의 승려 담징(曇徵)을 시작으로 하여 흥륜사(興輪寺) 보현보살도(普賢菩薩圖) 벽
화를 그린 통일신라의 정화(靖和), 홍계(弘繼), 그리고 조선후기 수원 용주사(龍珠寺) 불화를 그
린 민관(敏寬)과 상겸(尙謙)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화를 잘 그린 화승으로 소
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몇몇 기록은 불화승들이 불화 이외에 다른 분야의 그림에도 실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어 주목된다.

1) 삼국 및 통일신라의 경우 총 23명 중 승려는 8명이며, 그 중 글씨가 아닌 그림 혹은 조각 관련은 4명이다. 고려는 169명 중 서
화관련 승려 31명, 그 중 그림 관련은 11명, 조선은 초기 221명, 중기 279명, 후기 371명이며 총 871명 중 서화 관련 승려는
11명, 그림 관련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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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때의 화승인 귀일(歸一)은 보제사(普濟寺) 청사(廳事)의 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이를 보고 이규보(李奎報, 1168-1241)가 찬을 짓기를 ‘(상략) 유명한 화공의 손을 빌어 이 소나
무를 그리게 하니 쓸쓸한 절간이 청산(靑山)으로 화했구나. 샘덩쿨 담쟁이덩쿨이 얼키고 설켜
늙은 줄기가 용처럼 서렸구나.(하략)’라고 하였다. 또한 이규보는 귀일이 그려 김인경에게 준 늙
은 전나무 병풍에 대해서도 전나무의 생생함과 사실적인묘사에 대해 언급하며 귀일이 소나무 그
리기를 좋아하였고, 만년에는 전나무 그림을 가장 뛰어났다고 하였다. 김인경과 이규보 모두 귀
일이 그린 그림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제사의 벽에 그린 소나무나 병풍
에 그린 전나무 모두 이전 시대의 전통을 이은 채색의 청록산수풍이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선원사비로전단청기(禪源寺毗盧殿丹靑記)｣에는 노영(魯英)과 학선(鶴仙)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나오는데, 노영이 그린 흑칠 소병(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현전하고 있어 불교 존상
외에도 산수를 잘 그렸던 그의 필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역시 고려 때의 행(行)이라는 승려는
묵죽 12폭 병풍을 그린 기록이 전한다.2) 전문적인 화승은 아니지만 나옹혜근(懶翁慧勤, 13201376) 역시 수묵 산수를 잘 그렸다 하며, 그가 흥이 나서 그린 수묵의 평원산수(平遠山水)에 대
한 내용은 나옹 혜근이 묵희를 즐겼음을 알게 해준다. 이상의 근역서화징의 내용은 단편적이
긴 하지만, 채색과 수묵의 산수 및 수목을 그린 화승과 승려들의 회화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중국의 오대북송 시기를 통해 발전하게 되는 수묵 산수화와 평원법에 근거해 그리는 산수화, 문
인화와 문인화 이론이 고려에도 유입되어 성행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승려들도 이러한 회화 경
향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승들이 각 시대의 주요한 회화 경향에 동참하고 있었음은 다
음 장에서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 말과 조선 초를 통해 성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산백운도(靑山白雲圖)와 운산도(雲山
圖) 계열의 산수화는 조선 초의 작품들이 몇 점 전하지만 고려 문인들의 찬시를 통해 이미 고려
때부터 북송대 문인화가 미불(米芾, 1051-1107) 화풍의 산수도가 빈번히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 문신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한 승려가 그린 산수도에 제하며 ‘운산
(雲山)’을 그린 것을 특히 언급한 점도 눈에 띤다(속동문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는 시골승(鄕僧) 지암(止庵)이 고려 말 학자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초상을 그려 준 것이다(도은집). 고승들의 초상은 기록을 통해 일찍부터 활발하
게 제작되었다. 때로는 원묘국사(圓妙國師, 1163-1245)의 예처럼 박보(朴輔)라는 화공을 시켜
그 초상을 그리게 하기도 하였지만(만석산 백련사 원묘국사비명), 대체로 사찰에 속한 화승들이
2) 고려 때 ‘풍(豐)’이라는 승려도 묵죽을 잘 그린 것으로 이름이 난 듯하다. 누각이 완성되자 박공(朴公)이 풍에게 명하여 누각
의 동·서 벽에 대나무를 그리게 하였다(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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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요에 대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 반대로 불교진영을 빈번하게 제작했던 화승들에게 이
숭인과 같이 사찰 외부에서 초상을 의뢰하는 일도 있었던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실력 있는 화승들이 공역에 차출되어 회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로 왕실의궤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 중기인 1648년, 창덕궁의
동궁 처소인 저승전(儲承殿) 중수공사를 들 수 있다. 이 때 당시 유명한 화원 김명국(金明國,
1600년경-1663년 이후)이 화원과 화승들을 데리고 약 50일 간 단청작업을 지휘하였는데, 화원
은 김명국을 포함해 7명, 화승은 모두 66명이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화승들이 단청의 상당 부
분을 담당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화성 성역에 종사한 각 지역의 화승들도 의궤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 의궤에는 당시 참여한 여러 분야의 장인들이 기재되었는데, 다른 분야는 화
승들의 참여가 없거나 희소한 반면, 화공(畵工) 분야에 속한 화승들의 수가 월등히 많은 점은 주
목을 요한다. 이는 특히 채색을 위주로 하는 단청의 특성상 사찰 내에서 단청을 담당했던 화승들
의 단련된 기술이 화성 성역 단청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화승들의 이러
한 활동은 뒤에 살펴볼 왕실 미술과의 연결고리의 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Ⅱ. 화승들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
이상 기록을 통해 화승, 혹은 승려들의 회화 활동의 단편들을 모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
제 현전하는 시각자료를 통해 화승들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의 불화 중에는 배경으로 청록 혹은 수묵담채 등의 산수나 화조, 동물들이 등장하는 경우
도 적지 않고, 시왕도나 불교진영의 배경으로 수묵산수를 그린 병풍이 등장하기도 한다. 불화는
공동작업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세부 표현이 어느 화승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다음의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몇몇 사례는 화승들의 다양한 회화적 역량과 영역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사례
* 경남 고성 옥천사 <괘불도>
* 전남 순천 송광사 관음전 내부 벽화
* 경기 남양주 흥국사 <시왕도>
* <자화상>
* <달마도>, <혁필문자도>, 통도사 <십육나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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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제작자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현전하는 사찰 벽화들 가운데는 단독으로 떼어
놓고 보면 통도사 명부전의 내부 벽화처럼 누구라도 민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 다수 존재
하여 화승들이 불화 이외에 다양한 회화 제작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밑그림에서 보이는 모티프들 뿐 아니라 표현기법 상에 있어서도 불화에서 금속 부분에
자주 쓰이는 금박이나 고분법(高粉法) 등의 일정한 기술을 요하는 기법이 책거리 주제의 그림에
사용되기도 하고 서양화법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밑그림이나 표현기법 상에 있어 불화와 일반회화, 그 중에서도 민화와의 교집합이 분
명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화 중에서는 궁중회화와의 경계가 모호한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도 존재하는데, 불화 속 화풍으로 미루어 보아도 높은 회화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부터 그
야말로 민간 취향의 소박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군들까지 다양한 수준들을 엿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일부 화승은 이러한 화풍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여 아예 다른
화풍으로 제작한 불화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Ⅲ. 화승들의 민화 제작 가능성
그렇다면 화승들은 민화를 주도적으로 제작하였을까? 이 문제의 결론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고
대부터 사찰의 단청과 회화를 주도적으로 제작했을 화승들의 채색화 제작 역량은 매우 뛰어났을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채색 안료 등 재료를 다루는 기술도 능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신라는 채색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으며, 통일신라 때인 8세기 중엽 신라 왕자 김태렴
(金泰廉)이 사절단과 함께 일본에 갔을 때에도 채색(안료)가 주요한 교역품이었다고 한다. 불교
미술의 유입과 성행에 따른 삼국과 통일신라 미술의 발전은 불교가 주요한 종교였던 고려시대
때에도 계속되었을 것이고 왕궁에 비견될 정도의 수준으로 사찰 미술을 담당했던 화승들의 우수
한 회화 역량, 특히 채색을 중심으로 한 단청 전통과 불화를 채색으로 그리는 전통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도 궁궐 등의 단청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화승들은 채색과 수묵의 산수, 묵죽, 초상, 화조, 동물화 등 다양한 영역의 회화를 우수하게 그
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였지만,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찰 밖 민간 수요의 그림들을 제작했
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고려나 조선의 화승들이 초상이나 산수, 묵죽을 그린 것
은 대개 개인적 친분이나, 의뢰, 특별한 명에 의한 것이었고, 근대기 화가가 화승들이 궁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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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경제를 돕기 위해 민화를 그렸다고 증언한 내용이나 근현대 화승 일섭의 기록에서 보듯
이 점집이나 다른 종교화를 그린 사례들 역시 민간 수요 유통을 위해 화가로서의 활동을 했다기
보다는 사찰의 경제회복을 위한 부득불의 상황에서 혹은 개인적 친분 등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화승들의 주요 회화활동은 사찰 내 건축 단청과 불화 제작이 우선
시 되었을 것이 당연하고 수행을 목적으로 그려지는 선종화나 인적 교류와 친분에 의한 수묵화
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시대의 회화 경향에 동참했던 화승들은 당
시 유행했던 주제나 화풍을 사찰 내 회화에도 적용해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
로 화승들은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화제나 화풍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화승들도 분명 있었으며 작품을 제작한 사례도 있었지만, 한편 모든 화승들
이 민화를 실제 제작하거나 그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승
들은 사찰 내 회화 작업이 우선이 되었을 것이고, 민화 혹은 일반회화 작가로서의 활동이 주 목
적이 되기보다는 보사 활동, 혹은 인적 교류에 의한 회화 활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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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불화
: 일본 고쇼지(興正寺) 소장 조선 16세기 <석가설법도>*

신광희(중앙승가대학교)

Ⅰ. 머리말
Ⅱ. 고쇼지(興正寺) 소장 <석가설법도>의 개요
Ⅲ. 16세기 석가설법도와 고쇼지(興正寺) 소장본
Ⅳ. 양식의 이중성과 의미

Ⅰ. 머리말
조선전기, 즉 15-16세기 불화는 현재 일본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다. 대부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탓에 정보 취득과 실견 조사가 어렵지만, 1990년대부터 동아대 박은경 교수의 노
력과 성과로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이를 토대로 몇몇 연구자들이 조금씩 보완, 확장
해 나가고 있다. 조선전기 불화는 현재 150여 점이 알려져 있다.1)
한국 불화의 범주에서 ‘조선전기’ 불화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고려
불화를 계승하면서도 대명(對明) 교섭을 통해 신경향을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와 화
풍이 새롭게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임란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불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일부 작품들은 규범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불화를 바르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전기 불화의 실체를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전기 불화는 크게 ‘왕실발원’과 ‘민간발원’ 불화로 나누어 언급되었다.2)
* 이 발표 요지문은 필자의 허가없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
1) 현황 및 성과는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2008) 참조. 이 책의 pp. 26-29 <표 1-1> 작품 목록에는 120여 점이 올
라있으나, 이후 30여 점 정도 더 확인되었다.
2) 왕실발원 불화는 왕실의 비빈이나 대군, 혹은 그 측근 인물들에 의해 발원된 작품을 의미하며, 민간발원 불화는 일반 사대부
나 중인계층, 혹은 사찰의 승려 등에 의해 발원된 작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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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에는 양 계층별로 제작 집단, 바탕 재질, 화풍, 화기의 서식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3)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필자 역시 기존 연구에
서 이에 바탕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조선전기 불화 중에는 기존의 시각 틀로는 해결되지 않는 작품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화격이 우수하고 궁정 화풍에 근접해 있는데 민간에서 발원해 화승이 그린 작품, 혹은
저비용의 ‘마본’ 불화인데 조형성은 왕실 불화와 맞닿아 있는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 고쇼지(興正寺) 소장 <석가설법도>도 그중 하나이다. 이 작
품에 대해서는 필자가 2009년 논문에서 ‘민간발원 불화로 추정하지만, 궁정화풍이 보인다. 궁정
화풍에 관한 이해가 풍부한 화원에 의해 그려졌거나 왕실불화 제작에 참여했던 화원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4) 그리고 정우택교수는 2011년 논문에서 ‘삼베임에도 궁정화
풍을 지닌 불화로 이중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5) 본 발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식적 복층성이 존재하게 된 배경과 그 의
미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고쇼지(興正寺)소장 <석가설법도>의 개요
1. 화면 구성과 표현 기법
일본 아이치현(愛知縣) 나고야시(名古屋市)에는 진언종(眞言宗) 계열의 사찰인 고쇼지(興正
寺)가 있다. 이곳에 우리 불화가 한 점 전해진다. 세로 278.3cm, 가로 276.1cm의 그림으로, 조선
전기 탱화 중에서는 일본 시텐노지(四天王寺) 소장 <석가설법도>(1587) 다음으로 크기가 크다.
바탕은 ‘삼베’인데 세로로 8장, 가로로 2장을 이어서 만들었으며, 맨 위와 아래에 나무 축이 있는
족자 형식의 그림이다.6)
이 그림은 석가여래의 영취산 설법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이다. 화면 중앙에는 석가
삼존이 자리하며 그 좌우에 십대제자, 화면 아래에는 청문자(聽聞者)와 사천왕, 8위의 보살, 위
3) 박은경, 앞의 책, pp. 142-225의 ‘제2부 조선 전기 불화의 소재와 화법’ 참조.
4) 신광희, ｢朝鮮 前期 明宗代의 社會變動과 佛畵｣, 미술사학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pp. 339-340.
5) 정우택, ｢日本 아이치 현(愛知縣) 지역 조선시대 전기 불화의 조사 연구｣, 미술사논단33 (한국미술연구소, 2011), pp. 257-258.
6) 불화의 뒷면에는 일본에서 기록한 묵서가 있다. “御寄附 從二位權大納言 源光友卿 大日本國尾陽愛知郡 八事山邊照院 興
正律寺 寶藏御本尊 峕元祿十一戊寅歲八月吉祥三日 當山本願中興天瑞圓照 拜誌” 즉, 주지 天瑞圓照가 1696년에 기록한
것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徳川光友이 興正寺에 기증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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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는 팔부중이 배치되어 있다. 석가여래는 편단우견 차림으로 항마촉지인을 결한 채 높은 대
좌 위에 앉아 있다.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 모두 좌상이며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다.
문수와 보현보살은 연화 가지를 들고 주존을 향해 자세를 약간 튼 채 앉아 있다. 석가여래의 앞
에는 소위 ‘보살형’ 청문자가 자리한다.7) 청문자는 보발을 어깨와 등 뒤로 늘어뜨린 채 무릎 꿇
고 앉아 설법을 듣고 있다. 8위의 보살 중 안쪽의 두 보살은 각기 연화 가지와 경책을 들고 있으
며 그 외에는 모두 합장했다. 십대제자와 팔부중 역시 합장한 채 석가모니를 향해 서 있다.
표현과 기법을 살펴보면, 석가여래는 신체에 비해 작은 얼굴에 높고 뾰족한 육계를 지녔다.8)
여래뿐만 아니라 보살과 제자 등도 얼굴이 작고 신체는 길다. 또한, 입이 매우 작고 눈은 양쪽으
로 치켜 올라갔다. 불·보살의 백호는 백색을 이용해 나선형으로 그렸으며 십대제자의 민머리는
발묵했거나 짧은 선으로 처리했다. 석가여래를 비롯한 제존의 눈동자는 진한 먹으로 매우 선명
하게 그려 넣었다.
주조색은 붉은색, 녹청색, 그리고 백색이며, 금니의 사용도 많다. 특히 붉은색이 두드러지며
주로 복식에 사용했다. 녹청색은 두광과 옷자락에 주로 사용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상당 부분
박락되어 있다. 존상들의 윤곽선은 먹으로 그린 후 그 위에 붉은색으로 한 번 더 진하고 굵게 그
렸고, 불·보살의 몸체는 전면을 금니(金泥)로 칠했다. 문양은 석가여래의 법의에만 그렸는데, 금
니로 연화당초원문(蓮華唐草圓文)을 시문했다. 불·보살의 상호를 금니로 채운 것과 달리, 제석
천과 범천, 십대제자 등은 얼굴을 백색으로 칠해 존격의 차이를 시각적으로도 명확히 구분했다.
십대제자와 사천왕은 이마와 미간의 주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실재감을 높였다.

2. 제작 시기
이 불화는 화면 하단 중앙에 붉은색의 화기란을 마련했으나 현재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 기록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원 시주자 및 화사, 그리고 제작 시기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
다. 제작 시기와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는 ‘15세기말-16세기 중반’, ‘16세기’, ‘16세기 중반’ 등으
로 언급되었다. 정우택교수는 ‘존상들의 신체가 길고 세장한 점, 여래의 육계가 높이 솟은 점, 보
살의 천의 등을 붉은색과 백색으로 이중 채색한 점, 금니의 연화당초원문이 시문된 점 등이 15세
7) 조선시대 석가설법도의 청문자 도상은 형상에 따라 통상 ‘비구형’과 ‘보살형’으로 나누며 이들의 존명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기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김자현, ｢조선시대 <석가설법도>를 통해 본 청문자 도상의 연원과
수용｣, 동악미술사학23 (동악미술사학회, 2018) 참조.
8) 상호에서 보발과 육계 부분에서 일부 고쳐 그린 흔적이 있다. 제작 당시에는 이를 녹청색으로 덮어 채색해 단정하게 보였을
것인데, 후대에 녹청색이 박락되면서 고친 부분이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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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에서 16세기 중반 무렵 제작된 불화들과 유사성이 엿보인다’고 언급했으며, 박은경교수는
16세기로 제시했다. 필자는 16세기 중반으로 추정한 바 있다.9)
필자가 ‘16세기 중반’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특히 명종대(1545-1567) 불화와 친연성이 두드러
지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우선 상호의 형상과 표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온인(知恩
院) 소장 <관음삼십이응신도>(1550), 개인 소장 금선묘 <석가설법도>(1560), 엔츠지(圓通寺)
소장 금선묘 <약사설법도>(1562) 등에서 주존 및 보살의 얼굴, 특히 작고 둥근 얼굴의 윤곽, 치
켜 올라간 눈, 작은 입술과 그 형상 등이 매우 비슷하다.10) 또한, 제자들의 얼굴 형상, 주름진 골
상과 표정의 묘사 등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1562)와 매우 흡사하다. 붉은색과 백
색을 겹쳐 칠하는 ‘이중채색’ 기법은 보살의 복식과 연화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관음삼십이
응신도>(1550)나 <사불회도>(1562)와도 유사하다.
물론 얼굴의 형상이나 이목구비, 연화당초원문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말엽, 즉 선조대 불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쇼지 소장본과 같은 나한 표현, 채색 운용, 작은 얼굴에 세장한 신
체 표현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존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불화와 비교해 상대적
으로 어깨가 넓고 상체가 크다. 그리고 불·보살의 형상, 나한의 상호 및 주름진 골상 등에서 현저
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사이라이지(西來寺) 소장 <육불회도>(홍치(弘治) 연간)에서는 합
장한 보살들의 손이 매우 길고 나한의 상호가 둥글고 주름이 간략하다.
이렇듯 고쇼지 소장본은 16세기 중반, 그중에서도 특히 왕실발원 불화의 화풍과 비슷하다. 이
는 고쇼지 소장 불화 제작에 궁정 화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Ⅲ. 16세기 석가설법도와 고쇼지(興正寺) 소장본
1. 16세기 석가설법도의 발원 주체
현존하는 한국의 석가설법도는 16세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11) 고려의 경우는 주로 벽화로
9) 정우택, 앞의 논문, p. 241; 박은경, 앞의 책, p. 42; 신광희, 앞의 논문, p. 339.
10) 조선 16세기 불화의 화풍 전반에 대해서는 박은경, ｢朝鮮前期의 기념비적인 四方四佛畵: 日本 寶壽院 소장 <약사삼존도>
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7 (한국미술연구소, 1998); 박은경, 앞의 책, pp. 150-208;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전기 궁정화
풍 불화의 연구｣, 미술사학1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9); 정우택, ｢日本 四國地域 朝鮮朝 前期 佛畵 調査 硏究｣, 東
岳美術史學9 (동악미술사학회, 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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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불전의 소실과 함께 사라진 상황이다.12) 그리고 조선 15세기에
는 왕실 주도로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실 인사의 왕생 추복 관련 불화, 예를 들어 아미타,
관음과 지장 관련 그림이 집중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13) 물론 15세기에도 묘법연화경(妙
法蓮華經)이 활발히 간행되었고, 일부 기록을 통해 석가 관련 그림의 제작 사례가 확인되긴 한
다.14) 하지만 불전 봉안용 석가설법도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 무렵인 명종
연간에 이르러서이며, 이러한 양상은 기본적으로 명종대 불교계의 동향과 연관이 있다.
주지하듯이,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는 불심이 매우 깊었던 인물이다. 그녀는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면서 선교 양종과 도첩제를 부활시켰고 승과(僧科)를 실시했으며 왕실 내원당(內
願堂)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렸다.15) 그러한 기조 속에서 불교계는 이전 국왕들의 탄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점차 불사의 동력도 회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
종실록에서는 ‘양종(兩宗)을 세우고 내원당을 설치하면서부터 여러 산의 사찰에 단청이 눈부
셨고 도성 안에는 범패의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16)
이 무렵 사간판(寺刊版) 불서 및 사찰과 민간발원의 불교미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7) 불화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때는 문정왕후 등 왕실 발원의 불화
수량도 증가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찰 주도의 민간발원 불화가 많이 제작되며 그 과정에서 석
가설법도의 수량도 증가한다. 현존하는 16세기 석가설법도 중에서 문정왕후가 발원한 금선묘
<석가설법도>(1560)과 <석가삼존도>(1565)를 제외한 10여 점이 대부분 민간발원이다. 법화(法
華) 신앙의 토대 위에 사찰 내 주불전으로 대웅전이 상당수 자리하게 되면서 그 내부에 봉안하기
위한 상단 불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는 사찰 주도로 민간의 시주를 받아 제
작한 그림으로, 사찰의 주불전에 봉안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이 그림의 바탕 소
11) 조선 16세기 석가설법도의 현황 및 유형은 박은경, ｢일본 소재 조선 전기 釋迦說法圖 연구｣, 석당논총50 (동아대학교 석
당학술원, 2011); ｢조선 釋迦說法圖의 範本: 일본 四天王寺 소장 1587년 <석가설법도>｣, 정신문화연구35(2) (한국학중
앙연구원, 2012) 참조.
12) 현존 고려불화는 대부분 귀족의 원당 봉안용이다. 일반 사찰의 불화는 주로 벽화의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헌 자
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현존 고려불화 중 석가여래도가 거의 없는 것은 관련 그림이 대부분 벽화였을 가능성
을 짐작케 한다.
13) 15세기의 경우 안동 봉정사 <석가설법도> 벽화만이 남아 있다.
14) 인수대비는 1482년에 법화경, 대미타참, 지장경, 육경합부 등을 간행하면서 영산회상도, 약사회도, 서방회도, 천불도, 관음
보살도, 십육나한도, 시왕도 등을 함께 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법화경(1482)의 발문에서 구체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15) 16세기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책과 불화 불사에 관해서는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미
술사학연구231(한국미술사학회, 2001) 참조, 그리고 16세기 석가설법도의 성행과 수요에 관해서는 신광희, 앞의 논문
(한국미술교육학회, 2009), p. 334.
16) 명종실록권18, 10년 2월 乙亥.
17) 16세기 사찰 간행 불전의 현황은 김자현, 앞의 책, pp. 40-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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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삼베’인데, 삼베에 그린 사례는 왕실발원 불화 중에서는 사례가 없고 민간발원 불화에서만
주로 보인다. 석가설법도 중에서는 조주인(長壽院) 소장본(1553), 쇼소지(正宗寺) 소장본(1561),
소겐지(曹源寺) 소장본(1562), 지후쿠지(持福寺) 소장본(1563), 동아대박물관 소장본(1565), 한
국 개인 소장본(1569) 모두 마본 불화이다. 그리고 고쇼지 소장본은 화면의 크기가 세로 ２
78.3cm, 가로 276.1cm로 다른 그림들에 비해 매우 크다. 그래서인지 안료를 두껍게 다량 사용하
지 못하고 연하게 올렸다. 이 역시도 제한된 비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므로 이 그림의 제작 주
체가 민간이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2. 변상판화 도상의 수용과 조합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의 발원 주체는 민간이지만, 이 그림의 도상은 왕실간행 판본과 밀
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15세기 조선 왕실에서는 불서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조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
해 본격적으로 간행 사업을 시작했으며, 인수대비는 법화경, 오대진언, 불정심다라니경
을 비롯한 수십여 건에 이르는 다량의 불서를 간행했다. 그 외에도 효령대군, 안평대군, 정희왕
후, 정현왕후, 광평대군 부인 신씨 등 많은 왕실 인사들이 발원, 시주했다. 당시 간행된 불전은 종
류도 매우 다양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18)
이때 간행된 묘법연화경의 변상도(變相圖)를 보면, 고려본을 계승, 변용한 도상도 있고 명
(明)에서 유입된 도상을 차용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이
후원해 제작한 법화경(1422, 대자암본), 후자는 광평대군(廣平大君) 부인 신씨(申氏) 발원 법
화경(1459, 견성암본)을 꼽을 수 있다.19) 전자인 대자암(大慈庵) 간행본은 석가삼존이 모두 원
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앉아 있으며 다수의 보살, 십대제자, 그리고 사천왕과 팔부중이 표현
되어 있다. 후자인 견성암 간행본은 전자와 달리 좌우 보살이 시립하고 있고 석가모니의 앞에
‘보살형’ 청문자가 표현되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쇼지 소장본의 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현존 석가설
법도 중 고쇼지 소장본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는 일본 조주인(長壽院) 소장본(1553), 문
정왕후 발원 개인 소장본(1560), 일본 쇼소지(正宗寺) 소장본(1561), 일본 소겐지(曹源寺) 소장
18) 김자현, ｢朝鮮前期 佛敎變相版畵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1-40.
19) 김자현, 앞의 논문 (2017), pp. 85-93; 광평대군 부인 신씨 발원 법화경은 현재 일본 사이라이지(西來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변상판화 말미에 ‘內出唐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명나라에서 간행한 법화경을 저본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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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1562), 일본 지후쿠지(持福寺) 소장본(1563),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본(1565), 미국 호놀룰
루미술관 소장본(16세기 중반) 등이 있다.20) 이 중에서 고쇼지 소장본의 경우처럼, 석가모니와
보살, 그리고 제자들 외에 사천왕과 팔부중까지 등장하는 작품은 문정왕후 발원본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있다. 하지만 이 두 점의 석가설법도에는 청문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소장 금선묘 <석가설법도>에는 ‘보살형’ 청문자가 등장한다. 이 그
림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제보살과 십대제자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앞에는 사천왕과 청
문자가 자리한다. 화기는 없지만, 석가모니 및 제 권속들의 형상과 구름 표현 등이 문정왕후 발
원 금선묘 <석가설법도>(1560)와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왕실발원의 16세기 중반작으로 보고 있
다.21) 이렇듯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소장 <석가설법도>은 고쇼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중반 작품으로, 청문자 도상이 수용된 석가설법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두 점
모두 왕실 간행 법화경 변상 판화에서 주로 확인되던 보살형 청문자 도상이 수용된 16세기 중
반작이라는 점에서 친연성을 지닌다.
다만, 고쇼지 소장본이 좌우 협시보살의 자세와 도상 등에서 좀 더 판본 도상을 적극적이면서
도 구체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문자 표현에서도 판본
에 보이는 의습선과 장신구 등이 좀 더 판본 도상과 가깝다. 고쇼지 소장본의 이러한 특징은 이
그림의 화사가 세부 표현과 기법뿐만 아니라 왕실본 변상판화 도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가능
성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Ⅳ. 양식의 이중성과 의미
1. 마본(麻本)의 궁정화풍 불화
일본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는 ‘삼베’ 바탕에 채색된 일명 ‘마본 불화’이다. 고려에서는 확
인되지 않던 바탕감인 삼베는 조선 16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그 불화들은 모두 민간발원인

20) 조선전기 석가설법도의 화면 구성에 따른 유형 분류는 박은경, 앞의 논문 및 신광희, ｢朝鮮時代 釋迦說法圖의 範本: 日本
四天王寺 所藏 1587年 <釋迦說法圖>｣, 정신문화연구12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참조.
21) 정우택은 ｢미국 소재 한국 불화 조사 연구｣, 동악미술사학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p. 49를 통해 호놀룰루미술관 소장
본을 왕실 인사가 발원한 궁정화풍의 불화로 보았으며 제작 시기는 16세기로 보았다. 그리고 김형곤은 ｢Honolulu Museum
of Art 소장 <金線描釋迦說法圖>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29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8), pp. 29-34에서 16세기 중반의
궁정화풍 불화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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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마본 불화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세부 묘사보다는 형태의
명료함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문양은 간략하거나 생략되어 있다는 점 등을 꼽
을 수 있다.22) 또한, 비용 때문인지 금니의 사용이 적고 황토색이나 먹의 사용이 많고 전체적으
로 채색의 옅은 편이다.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 역시 삼베 소재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윤
곽선은 굵고 진한 편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앞서 언급한 도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표현과 기법은 마본불화의 전형에
서 벗어나 있고 오히려 궁정화풍에 가깝다. 다시 말해 바탕 소재와 화풍의 불일치, 즉 ‘양식의 이
중성’이 존재한다.
물론 혹자는 ‘왕실에서도 삼베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민간에서도 궁정 소속의 화사를 초빙해
불화 제작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
선 ‘최상의 사회 집단’인 왕실에서 비단 대신 저가의 삼베에 불화를 그리게 했을 가능성은 희박
하며, 왕실 인사가 발원한 불화 중 삼베에 그려진 사례는 없다. 또한, 현존하는 민간발원 불화들
은 대부분 지역 내 사찰의 화승이 그렸다.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상 유능한 화사를 선택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한다.23)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기존에 왕실발원 불화는
궁정의 화원이 그렸으며 이 그림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화법을 일명 ‘궁정화풍’이라고 언급해 왔
다. 반면, 민간발원 불화들은 화승이라는 단일 성격의 집단에 의해 그려지긴 했지만, 이들이 특
정한 사찰에서 양성, 일괄 배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생한 것이다 보니 화풍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또한, 궁정 불화와 유사한 기법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표면적 현상 수용, 즉
모사 단계의 수준에 불과하며 화격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가 궁정화풍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궁정화원이 참
여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시각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도상적인 측면이다.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이 그림의 도상은 왕실발원으로 간행된
묘법연화경의 변상판화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도상이 조합되
면서 새로운 하나의 도상이 창출되었다. 이는 왕실 판본 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기량이 있
어야 가능한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화승들이 그린 불화들, 예를 들어, 화승 언해(彦海)가 그린
일본 조주인 소장 <석가설법도>(1553)을 보면, 석가여래와 육대보살, 그리고 십육나한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보살들의 모습이 모두 같고 십육나한 역시 표정이나 자세가 부자연스럽다. 그리
고 화승 탄원(坦圓)이 그린 동아대박물관 소장 <석가설법도>(1565) 역시 불보살과 제자 외에 호
22) 박은경, 앞의 책, pp. 180-185.
23) 정우택, 앞의 논문 (한국미술연구소, 2011), p. 257.

- 42 -

‘경계’의 불화 : 일본 고쇼지(興正寺) 소장 조선 16세기 <석가설법도> | 신광희

법신중들이 등장하긴 하나 주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이 시각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전면의 사천
왕은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 있다.
두 번째, 형상의 유사성이다. 특히 불·보살과 나한의 표현이 궁정불화의 형상과 매우 닮아있
다. 부처의 얼굴 형상과 자세는 도갑사 <관음삼십이응신도>(1550), 개인 소장 <석가설법
도>(156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1562), 그리고 미국 라크마 소장 향림사 <나한
도>(1562)와 거의 같다. 특히 부처와 보살의 입술, 가섭존자의 형상 등은 동일인이 그렸다고 보
아도 좋을 정도로 흡사하다. 예를 들어, 향림사 <나한도>의 덕세위존자와 고쇼지본의 가섭존자
를 비교해 보면, 얼굴의 골상과 이목구비 표현, 그리고 민머리를 백색안료를 사용해 점을 찍듯이
표현한 것이 동일하다.24) 이에 반해 조주인 <석가설법도>나 화승 성운(性云)이 그린 <삼장보살
도>(1550), 공의(供儀)가 그린 <석가설법도>(1563) 등은 형상 표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세 번째, 문양의 동질성이다. 일본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에는 석가여래의 법의에 금니로
연화당초원문이 그려져 있다. 연화당초원문은 고려불화의 주 문양인 동시에 조선 15-16세기 궁
정불화에서만 확인되는 문양이다.25) 따라서 이 그림에 금니 연화당초원문이 시문되어 있다는
점은 이 그림을 궁정화원이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
아대 박물관 소장 <석가설법도>(1565)에도 유사한 문양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외형을 모사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런데 문양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다. 바로 안성 청룡사 <석가모니괘불
도>(1658)이다. 이 그림은 비록 고쇼지 소장본보다 100년 정도 후대의 작품이기는 하나, 조선후
기 불화 중 화기에 궁정화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청룡사 <석가모니괘불
도>는 총 5명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맨 앞에 사과(司果) 박란(朴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의
4명은 화승이다.26) 사과는 정6품격인 화원의 직급이기 때문에 박란은 궁정의 화원임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 그림에 연화당초원문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고쇼지 소장본이 궁정의 화원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
해준다. 조선전기 민간발원의 마본 불화가 모두 사찰의 화승들에 의해 그려졌을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명확한 시각자료인 셈이다.

24) 신광희, 앞의 논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p. 340.
25) 정우택, 앞의 논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9) 참조.
26) 화기 부분: ‘順治十五年戊戌五月日造成…畵員司果朴蘭 明玉比丘 應尙比丘 淨心比丘 法能比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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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원의 활동과 명종대 내원당
조선시대 화원은 궁정화원(宮廷畵員), 사화원(私畵員),27) 그리고 화승(畵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화의 경우는 특히 궁정 도화서(圖畵署) 화원과 사찰의 화승들이 크게 활약했다. 궁정 화
원 중 불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최경(崔涇), 이맹근(李孟根), 이상좌(李上佐), 이자실
(李自實), 이흥효(李興孝), 이정(李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맹근은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관경변상도>(1465)를, 이자실은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도갑사 <관음삼십이응신도>(1550)
을 그렸다.28) 그리고 최경은 세종실록에 ‘부처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이상좌
는 중종의 어진을 그렸던 화원으로, 불화에도 능했다고 전해진다.29) 또한, 이흥효(1537-1593)는
금강산 도솔원 미타전에 <용선접인도>를 그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30) 이정(1578-1607)은
장안사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31)
하지만 현존하는 궁정화풍 불화를 보면 화원의 실명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양공’으로
만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누가 어느 그림을 그렸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그들의 활
동 범위에 대한 대강의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왕실의 화원들은 불화를 제작할 때 기관에서 제작해 봉안처로 보내기도 했고, 때론 해당 사찰
에 가서 그리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불화의 화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갑
사 <관음삼십이응신도>(1550)의 화기에는 ‘觀世音菩薩三十二應幀一面送安于月出山道岬寺之
金堂’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1562)의 화기에도 ‘西方阿弥陁佛
一幀彩畵四會幀一面彩畵中壇幀一面送安咸昌地上院寺’라고 쓰여 있다. 한편 후자, 즉 화원들
이 직접 가서 작업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들이 있다. 우선,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 17년
인 1417년에는 화원 15인을 각림사(覺林寺)에 보내 낙성에 맞춰 단청을 하게 명했다는 내용이
보인다.32) 또한, 세종실록을 보면 화공 20여 명이 와서 사리각에 석가상을 그리고 동우(棟宇)
와 종루(鍾樓)에 단청을 했다고 한다.33) 명종대에도 관련 기록이 보이는데, 보우가 쓴 나암잡저
27) ‘畫員 不但在圖畫署 私畫員亦多有之 富商大賈中 不無如此之輩’ (중종실록 75권, 중종 28년 7월 13일).
28) 이자실은 소속 혹은 직급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도화서 화원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왕실발원 불화를 그렸고 화풍이 당
시 궁정화풍과 동일하여 궁정 화원으로 판단한다.
29) 李上佐 佛畵墨草六 其一公子郞善君愛畵救取之 畵本紙前後 皆有之共一十二 自我中名以前 言名於畵者 絶(顧)仁安堅畵
山水 李上佐 畵人物稱神妙老人得上佐佛畵墨草 殆千古絶畵 不得鬼神之妙其能此乎 百代之下 必有知此畵者 知愛之也
重光大淵獻南宮旁死魄眉叟書 (記言別集 卷10 跋-｢李上左佛畫墨草跋｣).
30) ‘又命畫士李陪連及其子興孝 以金繪引接龍舟會於紅綃 爲大幀縣之西壁’ (惺所覆瓿藁 제16권, ｢重修兜率院彌陀殿碑｣).
31) ‘長安寺를 改搆할 때에 寺壁에 山水와 佛影을 多畵하얏고’ (개벽61호(1925년)에 수록된 高羲東의 ‘朝鮮의 十三大畵
家’) .
32) ‘命遣畫員李原海等十五人于覺林寺以寺告成也 且賜諸彩色’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4월 2일).
33) ‘興天寺舍利閣畫工二十餘人圖畫 釋伽像 丹雘棟宇及鍾樓之役則猶不輟’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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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懶庵雜著)의 ｢청평사제석탱중수기(淸平寺帝釋幀重修記)｣를 보면, ‘무오년 여름 일국의 유명
한 이모(李某) 화사가 국왕 어머니의 교지를 받들어 이 절에 와서 단청 등을 감독하고...제석천도
를 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34)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는 아마도 후자의 사례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해당 사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인근에서 제작해 사찰에 봉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불화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의 주도로 민간의 후원을 받아 제작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성격의 불화를 궁정 내에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고쇼지 소장본은 어떤 사찰에 봉안되었던 것이며 궁정화원이 참여할 수 있었던 배
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가 왕실에서 지정한 내원당 중 한 곳에 봉안되
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명종대의 내원당은 필자가 기존 연구에서 주장했듯이, ‘궁궐 내 원당’ 혹은 ‘왕실의 특정 원찰’
만이 아닌 ‘문정왕후가 지정한 전국 각지의 기도 도량’을 의미한다. 명종대는 왕실에서 지정한
내원당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400여 개소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35) 당시 왕실로부터 내원
당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서 사찰 앞에 한잡인(閑雜人)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禁標)가 붙어 외
부로부터 사역(寺域)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사찰 승려들의 잡역이 면제되었다. 그래서
일부 사찰에서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사를 거행하고, 사원전(寺院田) 일부를 왕실에 귀속
시켜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의 관리를 통해 중앙에 청탁을 넣어 왕실의 내원당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기도 하였다.36)
물론 400여 개소에 이르는 내원당의 불사를 모두 왕실에서 지원받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는 특정 원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
원당 사찰들은 불사의 상당 부분을 민간계층으로부터 시주를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된 일례로, 중종대부터 내원당으로 지정되었던 쌍계사(雙磎寺)에서도 ‘혜수(慧修)라는 스
님이 사찰 중창의 뜻을 세운 후 몇 해 동안 널리 시주를 모아 불사를 이루고 낙성하였다’고한
다.37) 불화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시주로 그려진 불화
중 일부가 당시 내원당에 함께 봉안되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내원당과 관련해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관리를 내수사(內需司)에서 맡고 있었다
는 점이다. 내수사는 왕실 내탕금을 관리하는 궁궐 내 왕실 직속 기관인데, 명종대에는 특히 내
34) ‘戊午夏李某○國之名畵士也欽承 慈㫖來監丹臒于’ (懶庵雜著, ｢淸平寺帝釋幀重修記｣).
35) 명종실록권10, 명종5년 3월 乙亥; 명종실록권16, 명종9년 5월 戊午; 명종실록권31, 명종20년 6월 癸酉.
36) 신광희, 앞의 논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p. 333.
37) ‘雲水釋慧修...癸卯夏旣見眞鑑之古刹志欲重創廣募檀越…’(｢智異山 雙磎寺 重創記｣, 淸虛堂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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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사찰에서 이루어지던 불사들을 관리 감독했으며 심지어 사찰의 주지까지 임명할 정도로 막
강했다.38) 따라서 내수사에서 왕실 불사에 동원할 화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39)
고쇼지 소장 <석가설법도>의 경우 내수사 환관과 사찰 승려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렇지 않으면 내수사와 대시주(大施主)와의 친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
지만,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명종대 내원당 지정 사찰 중의 한 곳에서 발원 시
주하고 내수사를 통해 궁정의 화원이 초빙되어 와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38) 내수사와 관련해서는 張熙興, ｢朝鮮 明宗代 宦官 活動-內需司 運營과 寺刹 管理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사학38, (동국
대학교 사학회, 2002), 宋洙煥, ｢조선전기의 內需司｣, 朝鮮前期 王室 財政 硏究(集文堂, 2002) 참조.
39)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미술사학연구 231 (한국미술사학회, 2001),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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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양산 통도사에는 獅子目이라 불리는 언덕에 오층석탑이 위치해 있다(이하 사자목 오층석탑으
로 칭함). 이 탑은 최근까지 倒壞된 상태로 있었으나, 주변에 散材되어 있던 일부 탑재들과 新材
를 보강하여 1991년에 복원하였다.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고, 현재까지 그 法脈
이 이어져 오지만, 창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사자목 오층석탑은 현재
羅末麗初에 제작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복원 당시, 이 탑의 보고서는 물론 문헌자료도 전무
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그리고 현재 경내 곳곳에 사자목 오층석탑의 원
부재들로 추정되는 탑재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비롯, 어떠한 언급도 없
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사자목 오층석탑의 원부재들을 파악‧정리하고, 그 부재들을 통해 석탑
의 원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자목 오층석탑의 특징들을 통해 제작 시기와 조성 목적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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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원된 석탑의 구조와 현상
사자목 오층석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양산천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계류가 만
나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통도사 경내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산 사자목 오
층석탑이라고도 불린다. 1991년 복원되기 이전의 상황과 塔材의 모습은 1987년 통도사성보박
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名刹 통도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진상으로는 상층기단의 면석 일
부와 초층 탑신받침석 그리고 표면에 線刻으로 부조상을 새긴 半破된 부재 등이 실려 있다. 그러
나 초층 탑신받침석을 받치고 있어야 할 상층기단 내부의 積心이 무너져 내리고 결실된 상태로
보아 대부분의 탑재 역시 원위치에서 이탈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1
층 탑신받침석은 4매로 결합하되, 그 중앙에 별도의 방형의 석재를 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흐릿
하지만 4매의 석재에는 은장홈이 관찰되며, 초층 받침석 중앙에 위치한 방형 석재의 上面에는
사리공을 구비하고 있어 사자목 오층석탑의 사리공이 1층 탑신받침석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석탑을 복원할 때 새로운 사리장엄구와 함께 황룡사 목탑터에서 수습된 사리 2과를 봉안하였다.
사자목 오층석탑은 방형의 이중기단과 5층 탑신부로 제작, 탑신부에 비해 기단부의 규모가 크
며, 여러 매의 석재를 결합하여 복원되었다. 하층기단의 면석은 총 17매, 갑석은 총 14매로 이루
어졌는데, 舊材인 원부재는 각기 3매, 1매가 사용되었다. 하층면석은 지대석을 함께 治石하지 않
고 면석을 암반 위에 바로 올렸으며, 하층면석에 면한 사방으로는 塔區와 같이 가공한 판석을 둘
렀다. 서쪽면의 경우 돌출된 암반은 그대로 두고 그 주변으로 판석을 깔았다. 하층면석은 석재들
을 맞대어 결합하고, 모서리 부분에서는 석재를 서로 엇물리도록 결구하였다. 하층면석에 우주
는 模刻했지만, 탱주는 표현하지 않았다. 하층갑석 역시 석재를 잇대어 조합했는데, 모서리 부재
는 우주와 닿는 부위를 그 형태를 따라 ‘ㄱ’자형으로 다듬어 결합하기 容易하도록 하였다. 하층
갑석에 사용된 1매의 원부재는 좌우측면에 각기 1개씩 은장홈이 있다.
상층기단의 면석과 갑석은 총 18매, 24매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면석의 원부재는 8매, 갑
석의 원부재는 1매이다. 상층면석은 우주를 別石으로 제작했으며, 장방형의 石柱形 우주로 제작
한 것이 아니라 우주 좌우에 이어서 약 4cm 너비의 면석을 하나의 돌에 함께 치석한 방식으로 복
원하였다. 이는 현재 남동면에 배치된 우주가 원부재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복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주와 함께 다듬은 면석 높이는 71cm인데 반해 우주 높이는 67.5cm로 크기가 다
르다. 즉, 면석의 하단 부분에서 약 3.5cm 띄운 상태에서 우주를 모각한 것으로, 우주 아래쪽 약
3.5cm에 하층갑석이 결합되는 구조이다. 상층갑석은 갑석의 斷部과 부연이 약 22cm로 그 두께
가 거의 동일하다. 부연을 가진 갑석 부재는 외곽으로 16매, 이것과 1층 탑신받침석 사이에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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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를 두어 복원하였다. 현재 북서모서리에 1매의 원부재를 배치하였는데, 상면에 은장홈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층 탑신받침석은 모두 원부재이다. 탑신받침석 상면에는 얕은 홈을 새겨 1
층 탑신석의 석재가 밀리지 않고, 고정되도록 하였다. 초층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기 6매와 2매
석재로 조성되었으며, 모두 신부재이다. 초층 탑신석 남면과 북면은 우주와 면석을 한 돌로 치석
한 석재를 좌우로 2매씩 배치했으며, 동면과 서면에는 면석을 별석으로 처리하여 각기 1매씩 두
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서 초층 탑신을 정면인 남면에서 바라봤을 때 향좌측 우주를 기점으로 남
면과 서면에 면석이 하나의 돌로 치석되었다. 남면의 면석 너비는 약 53cm 서면의 면석은 약
13cm로 그 크기는 다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의 탑재를 남면에 나란히 2매 배치하고 북면에
도 같은 형식으로 치석하여 2매를 배치할 때, 서면과 동면에는 각기 좌우에 약 13cm의 면석과 우
주가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앙에 1매의 석재가 별도로 삽입되는 구조로 제작․복원하였다.
우주에 면석의 일부를 한 돌에 치석한 방식은 상층기단의 것과 동일하며, 현재 남면의 면석에는 2
구의 금강역사상을 양각으로 새겼다. 2매로 결합된 1층 옥개석은 낙수부와 옥개받침을 함께 제작
했으며, 4단의 옥개받침은 낙수면과 비교했을 때 그 두께는 얇은 편이며, 전각의 반전은 심하다.
2층 탑신석과 옥개석은 4매와 2매로 구성, 탑신석과 옥개석 모두 1매석만 원부재이다. 탑신석
은 현재 남동면 석재가 원부재이며, 남면에는 眼象紋이 반쪽 새겨져 있다. 2매로 구성된 3층 옥
개석을 제외한 3층 탑신석, 4·5층 탑신부는 각기 1매의 통돌로 제작되었다. 3층 옥개석 1매 석재
를 제외한 3층, 4층, 5층 탑신부와 노반 및 상륜부는 모두 신부재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5층 옥개
석에만 풍탁을 달았다. 복원된 탑에 사용된 원부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자목 오층석탑에 사용된 원부재의 수
기단부
하층기단

탑신부

상층기단

1층

2층

3층

4층

상륜부

5층

면석 갑석 면석 갑석 1층 받침석 탑신 옥개석 탑신 옥개석 탑신 옥개석 탑신 옥개석 탑신 옥개석
4

1

8

1

4

0

0

1

1

0

1

0

0

0

0

0

Ⅲ. 석탑의 舊材와 原形 추정
전술했듯이 복원된 사자목 오층석탑의 부재 중에서 원부재는 <표 1>과 같이 적은 편이다. 그
러나 남아 있는 기단부 부재를 통해 사자목 오층석탑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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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할 때, 상층기단 면석의 위치와 하층갑석의 폭, 지표상의 흔적 등을 통해 지금의 기단부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사용된 기단부 석재의 수, 초층 탑신석 주변으로 삽입된 상층갑석의
수와 형태 등은 원형과 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상층기단이
넓은 이중 기단의 형식이라는 점은 석탑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데 탑신부의 경우 잔존한 탑재를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복원된 석탑의 탑신부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자목 오층석탑의 원부재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
한 석탑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층 옥개석이다. 사자목 오층석탑의 탑신부 부재는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 야외 공간
과 금강계단 내에 흩어져 있다. 조성 당시 2매로 구성된 초층 옥개석의 경우 1매는 통도사성보박
물관 뜰에 상단부가 파손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1매는 금강계단 남면에 배치된 床
石의 부재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상석의 석재로 활용되고 있는 옥개석은 그에 맞게 가공되어 좌우
전각과 낙수부, 상단부 그리고 처마 부분은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공된 옥개석 낙수부의
下面 너비는 약 248cm, 최상단 옥개받침 너비는 226cm, 두께 4cm, 2단 옥개받침 너비 217cm, 두
께 3cm, 3단 옥개받침 너비 206cm, 두께 3.2cm, 최하단 옥개받침 너비는 192cm, 두께 2.5cm, 처마
의 단면은 12cm이다. 그리고 통도사성보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옥개석 낙수부의 하면 너비는
251cm, 최상단 옥개받침 너비 223cm, 두께 5cm, 2단 옥개받침 너비 213cm, 두께 4cm, 3단 옥개
받침 너비 203cm, 두께 3cm, 최하단 옥개받침 너비 191cm, 두께 3cm, 처마의 단면 12cm로, 금강
계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사자목 오층석탑의 초층 옥개석은 2매의 석재를 결합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석탑을 복원할 당시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석재를 참조해서 조성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옥개석의 낙수부 상단이 2/3 이상 파손되어 실제 정확한 높이로
초층 옥개석이 복원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둘째, 초층 탑신석이다. 1991년 복원되기 전 한국의 名刹 통도사에 실린 탑재 중에서 부조
상이 선각된 것이 있다. 완형의 탑재가 아니라 半破된 모습으로, 부조상도 하반신만 남아 있다.
이 탑재는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부재는 정면으로 추정되는 쪽에 우주
와 함께 다소 넓은 면석이, 우주의 다른 측면은 보다 좁은 면석이 함께 치석되어 있다. 정면의 우
주 너비는 30.5cm, 면석 너비는 56cm로 이곳에 선각으로 부조를 하였으며, 정면 우주에 이은 측
면의 우주 너비는 29.5cm, 면석 너비는 19.5cm이다. 반파되었지만 이 부재를 통해 현재 초층 탑
신 정면의 면석 너비는 53cm, 우주 너비 30.5cm, 측면 우주 너비 20.5cm, 면석 너비 13.5cm로 신
부재를 제작하였다. 정면의 경우 같은 형식으로 1매를 더 제작하여 2매의 탑신 부재를 배치하는
방식이므로, 이 경우 탑신 전체 너비는 약 167cm가 된다. 원부재인 초층 탑신받침석 상면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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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홈의 정면 너비는 약 170cm이다. 사실 이 반파된 부재의 치석 방식이 독특하여 이것만으로
도 초층 탑신의 원형을 유추하기는 충분하다.
그러나 통도사성보박물관 야외 공간에는 이 부재 이외에도 사자목 오층석탑의 초층 탑신의
탑재로 추정되는 것들이 눈에 띤다. 먼저 碑座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시도가 보이는 석재
이다(이하 통박 석재1로 칭함). 중앙의 홈 좌우로 턱을 두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에 면
석 일부가 함께 제작된 탑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재의 상면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은장홈이
확인되어 각기 별도의 부재가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기를 살펴보면 우주의 너비는
30.5cm, 면석의 너비는 54cm로 선각으로 부조된 석재와 너비가 거의 동일하다. 이 부재의 경우
부조상이 없고 우주의 위치로 보아 초층 탑신의 뒷면인 북면의 향우측편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재의 높이는 약 141cm이기 때문에 반파된 탑재 역시 약 14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 입구 계단의 향좌측 공간에 양각으로 부조상을 새긴 석재 1매가 세워
져 있다(이하 통박 석재2로 칭함). 석재의 상면에 2개의 은장홈이 있어 이 석재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또 다른 석재가 결합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사자목 오층석탑의 초층탑신 측면의 경우
좌우측에 우주에 면석이 함께 치석되는 부재가 놓이고 별석의 석재가 삽입되는 구조이다. 그리
고 초층 탑신받침석 위에 남아 있는 홈의 너비가 약 170cm이기 때문에 초층 탑신석의 너비를 알
수 있어서 별석으로 삽입되는 석재의 너비를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면인 남면에서 볼 때
향좌측 우주에는 남면과 서면 중에서 남면쪽에 면석의 일부가 함께 치석된다. 원부재에 따르면
남면 면석 너비가 약 29.5cm, 서면에서 바라봤을 때, 향우측 면석의 너비는 19.5cm이다. 서면의
향좌측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석재가 배치되기 때문에 크기 또한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럴 경우, 초층 탑신 한 면의 너비가 170cm이고, 서면의 향우측 우주와 면석너비가 29.5cm +
19.5cm, 그리고 추정되는 향좌측의 우주와 면석너비도 29.5cm + 19.5cm로 파악한다면 중앙에
삽입되는 별석의 너비는 약 72cm가 된다. 통박 석재2의 너비는 약 76cm로 그 크기가 유사하다.
서면이나 동면에서 중앙에 배치되는 석재의 너비는 좌우 우주와 면석의 너비에 따라 충분히 가
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석재가 사자목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서 서면 또는 동면의 중앙에 삽
입되는 별석 부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석재의 현재높이는 약 137.5cm인데, 초층 탑신의 북
면 향우측 탑재(통박 석재1) 높이는 약 141cm로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 전자의 것은 하단부가 부
분적으로 파손된 모습을 보여 원래 크기는 141cm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복원된 사자목 오층석
탑의 초층 탑신석 높이는 140.5cm이다.
통박 석재1과 통박 석재2가 결합이 된다면 통박 석재1의 우주 위쪽에 구비된 은장홈과 통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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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2의 향좌측에 마련된 은장홈이 연결된다. 통박 석재1의 은장홈 너비는 약 3cm-3.5cm, 깊이
는 약 3cm이고, 통박 석재2의 은장홈 너비와 깊이 역시 약 3.3-3.5cm, 약 2.7-3cm로 동일하다. 결
합되는 부분의 은장홈 너비와 깊이가 같기 때문에 두 석재 중 통박 석재1은 북면의 향우측에, 통
박 석재2는 서면에 배치·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자목 오층석탑의 1층 탑신은 정
면인 남면에 음각의 금강역사상을 새긴 부조상 2구, 측면인 동면과 서면에 신장상으로 추정되는
양각의 부조상, 뒷면에는 상을 새기지 않은 모습으로 유추되어, 현재 복원된 1층 탑신과는 다소
다르다.
셋째, 2층 탑신석을 살펴보겠다. 현재 2층 탑신석은 4매의 석재 중 1/4석이 원부재로 안상문
반쪽이 새겨진 채 남동편에 배치되었다. 이 부재가 2층 탑신석의 일부일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초층 옥개석과 2층 옥개석을 비교하면 유난히 탑신석의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통도사성보박물관 야외에는 상면에 은장홈을 구비한 탑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있어 주목된다(이
하 통박 석재3라 칭함). 통박 석재3은 2매의 석재를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면석의 너비는
124cm이고, 결합되는 쪽 면의 너비는 58cm, 높이는 약 60cm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다른 석재의
너비는 약 66cm임을 알 수 있다. 현재 2층 탑신석으로 복원된 반쪽의 안상문을 새긴 부재의 너비
는 약 57cm로 이 석재 한 면의 최대 크기는 114cm이다. 그러나 통박 석재3과 초층 탑신석의 부
재에서도 결합되는 2매의 석재 너비가 동일하지 않고 작게는 약 2·3cm-8·10cm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층 탑신석의 너비는 114cm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탑재의 크기를 면밀하게 실
측할 수 없고 보고서도 남아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규모상으로 사자목 오층석탑의 2층
탑신석 자리에 배치하여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통박 석재3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서면에 2구
의 좌상이, 그리고 결합되는 면인 남면과 북면에도 각각 1구의 좌상이 부조되어 있다. 양각으로
새겼지만 뚜렷한 선각이 함께 혼용되었으며, 석재 표면의 지의류와 마모 등으로 인해 도상 파악
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상이며, 머리나 복식의 형태를 보아 보살상 또는 천부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향후 탁본이나 3D 등의 실질적 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초층 탑신석 서면 부조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통박 석재3은 일제강점기 때 자료를 통해 금강계단 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
서 언급했듯이 이곳에는 금강계단 남면 상석의 부재를 비롯하여 그 외 사자목 오층석탑의 탑재
로 추정되는 것들이 석등 하대석이나 그 앞 배례석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자목 오
층석탑이 도괴되고, 그 이후 금강계단의 중수 과정에 이 탑재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山中日記에 사자목 오층석탑과 관련한 기록이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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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통도사) 안에서 식사를 대접하여 식사한 뒤에 법당 뒤쪽에서 佛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보았다. … 병풍 돌에는 모두 불상이 새겨져 있었다. 많이 깨지고 부숴진 곳이 있어 물으니 하는 말
이 “임진왜란 때 倭人이 부딪쳐 깨뜨리고 불골을 꺼내어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 우리나라 居士에게
돌려 보냈고, 난리가 끝난 뒤에 다시 쌓아 안치하였기 때문에 예전과는 같지 않다.”고 하였다. … 또
냇가에서 너럭바위를 구경하고 또 案山 위에 오르니 탑이 있었는데 또한 왜인이 훼손하였다.…1)

이 기록에서 정시한이 언급한 ‘案山 위에 오르니 탑이 있었는데’에서 지칭하는 탑은 사자목
오층석탑으로 추정된다. 산의 명칭을 ‘안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안산은 풍수지리에서 방위
로는 남쪽에 위치하는 산 중 하나이다. 지금 사자목 오층석탑이 있는 곳은 남산으로 정시한이 언
급한 안산이 곧 이 남산으로 파악된다. 정시한이 통도사에 방문한 시기는 1688년 5월 19일로, 이
당시에도 탑은 훼손되어 있었고, 탑이 훼손된 시기는 임진왜란 때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헐린 탑
들의 탑재는 이후 통도사의 각종 건축들을 보수하는데 부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특히 금
강계단을 수리하는 부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는 전시되어 있는 석재들 중에서 사자목 오층석탑의 노반으
로 유추되는 부재가 확인된다.

Ⅳ. 석탑의 제작 시기와 조성 목적
사자목 오층석탑의 안내문에는 이 탑의 조성시기를 나말려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석탑의 주목되는 양식과 규모, 위치 등의
특징과 기타 자료들을 참조하여 제작시기 및 조성 목적에 대해서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1. 형식과 양식
1) 기단부
살펴보았듯이 사자목 오층석탑은 방형의 이중기단으로 조성되었으며, 기단부에서 특징적 요
소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재들을 별석으로 처리한 점, 상하층면석에 탱주를 표현하지 않은 것, 상층
기단에서 우주를 치석한 방식, 상하층갑석의 상면에 나타나는 은장홈 그리고 탑신받침석을 상층
1) 山中日記(국학자료원, 1999),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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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석과 별도로 제작한 점, 기단부의 규모가 탑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상하층면석에 탱주를 표현하지 않은 모습의 경우 현재 원부재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결
실된 부재들 중에서 탱주를 모각 혹은 별도로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부재
혹은 현재 복원된 석탑의 모습으로 제작시기를 파악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현재 파악
되는 원부재를 통해 복원된 모습의 특징이 나타나는 석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탑을 조
성함에 있어 4매 이상의 여러 매를 이용해 상하층기단을 만들고, 또 상하층기단에서 모두 탱주
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639년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이 대표적이다. 하층기단에만 탱주를
사용하지 않는 석탑으로는 통일신라 구미 죽장동 오층석탑, 982년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10세
기경의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등이 있으며, 상주 상오리 7층석탑은 서측면에만 2주의 탱주를 두
고 나머지에는 표현하지 않기도 하였다. 단층기단이지만 비교되는 사례는 고려전기 경으로 추정
되는 경주 남산 늠비봉 오층석탑이 있다. 이처럼 기단부 탑재를 여러 매의 별석 처리하고 탱주를
모각하지 않는 사례는 석탑의 시원기에 해당하는 7세기나 나말려초를 시작으로 한 고려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참고로 이외에도 기단 면석에 안상이 새겨지는 경우 탱주가 생략되
는데, 8세기 말 무장사지 삼층석탑에서부터 확인 가능하다.
둘째, 초층 탑신받침과 상층갑석을 별석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부재의 별석 처리
역시 7세기 석탑에서부터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7세기 말에 조성된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이 있
다. 이 탑의 형식은 전탑형 석탑인데, 이후 조성되는 통일신라시대 전탑형 석탑인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구미 죽장동 오층석탑, 낙산동 오층석탑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전탑형 석탑에는 초층 탑신받침과 상층갑석의 별석 처리가 일반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7세기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초층 탑신받침석의 역할을 하는 부재들이 초층 탑신의
면석과 기둥 부분을 받치되 별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방형의 이중기단
과 방형의 다층탑신부를 가진 석탑은 대개 상층갑석에 2단의 각형으로 造出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9세기가 되면 초층 탑신받침의 모습이 3단 혹은 굽형받침 등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상층갑석
상면에 조출되는 치석법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전형양식석탑들 중에서는 보령 성주사
지의 석탑,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의 경우만 탑신받침과 상층갑석을 별도로 제작을 했으며, 이
후 10세기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광주 서오층석탑,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982년), 개성 현화
사 7층석탑(1020년) 등 특히 고려 초·전기에 조성되는 석탑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에 비해 이
같은 방식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층기단에서 우주를 치석한 방법이다. 사자목 오층석탑의 우주는 하나의 돌에 우주를
중심으로 그 양쪽에 면석의 일부를 함께 다듬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통일신라 말경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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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석탑들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870년에 조성된 장흥 보림사 삼층석탑
의 하층기단이 있으며, 고려시대 석탑에서는 흔히 나타난다.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는 광주 신룡동 오층석탑의 상층기단 등은 물론이며, 단층기단으로 제작된 나말려초의 경주 남
산 지암곡 2사지 삼층석탑과 광주 서오층석탑, 고려 전기 경의 구례 화엄사 동오층석탑의 등에
서 확인 가능하다.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의 경우 초층 탑신에서도 확인되는데, 사자목 오층석탑
의 초층 탑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넷째, 은장홈의 형태와 노출이다. 상층갑석의 모서리 귀틀석과 하층갑석의 석재 1매에는 상면
에 각기 ‘ㄴ’자형과 ‘T’자형의 홈을 두었다. 따라서 온전한 은장의 형태는 전자의 경우 ‘’형(이
하 편의상 꺽쇠형으로 칭함)이 되거나 그 반대인 ‘’형(이하 편의상 乙자형으로 칭함)이 되며,
후자는 ‘Ⅰ’자형이 된다. ‘Ⅰ’자형 은장은 7세기 백제 미륵사지 서석탑을 비롯하여 통일신라 감
은사지 삼층석탑, 나원리 오층석탑, 고려 서산 보원사지 석탑 등에서도 확인된다. 꺽쇠형 은장홈
을 사용한 사례는 7세기 말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이 있으며, 乙자형의 예는 의성 빙산사지 오층
석탑이 있다. 사자목 오층석탑과 같이 은장홈의 일부인 ‘ㄴ’자형만 확인되는 사례로 통도사 금강
계단 구역 내 북쪽 석등의 하대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탑재편과 경주 사천왕사지 목탑지 주변에
서 발견된 석재 등에서 확인된다.
‘Ⅰ’자형은 백제의 미륵사지 서석탑에서부터 등장하여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도 사용되는데,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경우 고선사지 석탑에서는 은장의 머리 부분이 ‘一’자형이 아닌 半圓 형태
의 은장(이하 편의상 반원두형이라 칭함)을 사용하고 있어 크게 ‘Ⅰ’자형과 반원두형 은장 두 가
지 형태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된 석탑 및 석조건축물과 도괴된 탑재들을
통해 볼 때 통일신라는 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Ⅰ’자형보다 반원두형 은장 혹은 원형에 가까운
머리를 지닌 원두형 은장이 성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확인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 통일
신라시대에는 ‘ㄴ’자형 은장은 전술한 ‘Ⅰ’자형 계열의 은장보다는 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은장은 석탑을 쌓을 때 부재에 가려 외부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석탑을 해체․보수
하거나, 도괴되어 있는 탑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은장에 대한 자료가 축적될수
록 유의미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은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사자목 오층석탑에서는 ‘Ⅰ’자형과 ‘ㄴ’형 두 가지 모
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 사용한 은장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조성 당시부터 은장홈을 다르게 제작했을 가능성
도 있지만, 이보다는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용하던 은장홈의 모양을 사용했거나, 기
존의 다른 석재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언급했듯이 백제 및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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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석탑을 비롯하여 대다수 석탑의 상층갑석과 하층갑석에 마련된 은장홈은 은장을 嵌入한
뒤 탑재를 쌓으면 외부에서 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사자목 오층석탑의 경우 하
층갑석 상면에, 상층갑석 역시 모서리 귀틀석의 외곽 부분에 마련되어 있어 외부로 노출되는 구
조다. 은장을 보이도록 그대로 노출한 모습이 완성 작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보다는 석재 표면
에 회칠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은장을 가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갑석의 은장홈이 가려
지지 않고 드러나는 사례로 부여 무량사지 오층석탑이 있으며,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상층갑
석에서는 기본적으로 ‘Ⅰ’자형 은장을 사용하되 원두형 은장 1개가 확인되기도 한다. 참고로 사
자목 오층석탑의 1층탑신석과 2층탑신석에 ‘T’자형 은장홈이 있어 ‘I’자형 은장을 사용했던 것
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석탑의 기단부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았을 때, 탑신 혹은 석탑 규모에 비해 비교적 넓
은 편으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굳이 넓은 기단부만 놓고 비교하자면 구미 죽
장동 오층석탑과 경주 늠비봉 오층석탑이 있지만, 전자는 전탑형 석탑이며, 후자는 단층기단이
라는 점에서 다르며, 양식적으로도 매우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를 제외
한 사자목 오층석탑의 기단부가 지닌 특징적 요소를 종합해보면 7세기-8세기 초의 석탑 혹은 나
말려초-고려시대 석탑에서 나타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탑신부와 노반석
사자목 오층석탑의 탑신부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탑신부의 탑재 역시 기단부와 같이
별석으로 처리한 점과 우주 양 옆으로 치석한 일부의 면석 처리, 옥개석 전각의 반전 크기, 노반
석, 그리고 5층의 탑신을 갖는 점 등이 특징이다.
먼저 탑신부 탑재들의 별석 처리이다. 사자목 오층석탑은 1층부터 3층까지 탑신과 옥개석을
여러 매의 석재로 구성하였는데, 이런 방식은 초기 시원석탑들에서 나타나던 것이다. 이후 통일
신라시대 8-9세기가 되면서 탑신부의 탑신과 옥개석은 각기 1매의 석재로 제작하고, 기단부 역
시 적은 수의 탑재로 정연하게 결구된다. 나말려초부터 시작하여 고려시대가 되면 초기 시원기
석탑에서 보이던 여러 매의 석재를 사용한 방식이 재등장하고 성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주
양 옆으로 치석한 일부의 면석 표현은 기단부의 특징에서 기술했듯이 동일한 방식이다.
둘째, 옥개석 전각의 큰 반전이다. 전각의 반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옥개석의 낙수부 높이
대비하여 전각의 높이의 비례를 보면 7·8세기에 조성된 석탑보다 9세기에 조성된 석탑들의 반전
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682년)의 초층 옥개석은 1 : 0.33,
구황동 삼층석탑(692년)은 1 : 0.25, 8세기 불국사 삼층석탑은 1 : 0.29, 갈항사지 동삼층석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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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9세기의 단속사지 동삼층석탑(813년) 1 : 0.38,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683년) 1 : 0.42, 보
림사 동삼층석탑(870년) 1 : 0.53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비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
도 보림사지 삼층석탑을 보면 눈에 띠는 전각의 반전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의 수치가 대략 낙
수부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 : 0.5 정도인 것이다. 사실 사자목 오층석탑의 경우 초층 옥개석
의 전각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야외에 그 일부가 전시되어 있지만, 낙수부 상단부가 파괴되어
그 높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한 전각 반전의 비례치를 파악하고 비교해 볼 수 없지만, 현재
복원된 2층이나 3층 옥개석의 전각을 통해 그 반전 크기가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처마의 좌우 양 끝으로의 두께가 두껍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신라시대 석
탑의 경우 우동마루의 표현 없이 합각선을 날카롭게 치석하는 반면 백제 미륵사지 서석탑이나
나말려초 및 고려의 석탑에서는 우동마루를 표현한다. 미륵사지 서석탑의 경우 우동마루를 자연
스럽게 나타내는 대신 고려시대 들어서면서 조성된 석탑들은 도식화되어 치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의 석탑에서는 우동마루를 표현하지 않는 석탑도 많이 제작되는데, 사자목
오층석탑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합각선과 자연스러운 우동마루의 표현을 복합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낙수부 하면의 경우 일직선으로 처리되어 전각과 함께 하단부도
살짝 반전되는 백제 또는 고려시대 석탑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나말려초 또는 고려시대 석
탑 중에서도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 등 경상도 지역의 석탑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셋째, 노반의 형태로 통일신라시대 일반적인 노반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노반
은 방형의 노반석 위로 한 단 또는 두 단의 받침을 치석하여 최상단의 받침 크기는 노반석의 규
모보다 넓다. 그런데 사자목 오층석탑의 노반석으로 추정되는 이 석재는 방형의 석재 상면에 한
단의 턱처럼 마치 상층기단에 초층 탑신받침을 조출하듯이 치석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노반을 가진 석탑은 7세기에 조성된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이 있으며,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이 있는데, 이 탑의 경우 7세기 말, 8세기 중엽, 8세기 말-9세기 등의 시기 논란이 있다. 이외 홍천
괘석리사지 석탑의 노반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자목 오층석탑은 5층의 탑신부로 조성되었다. 백제나 고구려 석탑의 경우 기록
이나 미륵사지 동서석탑, 정림사지 석탑 등을 통해 9층 혹은 5층 등의 다층의 탑신부를 구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전형양식의 석탑이 출현‧정립되고, 대다수의 석탑이
삼층석탑으로 제작되었다. 통일신라 석탑 중에서 오층석탑은 나원리 오층석탑과 장항리사지 동
서오층석탑만이 유일할 정도로 3층 이상의 탑신부는 제작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고려시대가 되
면 5층 이상의 다층석탑들이 다량으로 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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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 훗날 태조가 최응에게 말하기를, “옛날 신라가 9층탑을 만들어 마침내 一統의 위업을 이루었

다. 지금 開京에 7층탑을 세우고 西京에 9층탑을 세워서, 玄功을 빌려 사악한 무리들을 없애고 三
韓을 합하여 한 집안을 만들고자 하니…2)

라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와 달리 고려시대에 5층, 7층, 9층 등의 다양한 규모의 석탑이 제작되
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高麗史에 기록된 이 사료
적 근거를 통해 다층탑신이 고려시대 성행하는 배경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
단부 및 탑신부의 특징을 토대로 기록과 함께 탑신의 층수를 참조해 본다면 사자목 오층석탑은 7
세기-8세기 초의 석탑보다는 나말려초-고려시대 석탑일 가능성이 높다.

3. 위치와 裨補寺塔
사자목 오층석탑이 위치한 곳은 남산 즉, 안산으로 안산은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시한이 쓴 산중일기에서의 ‘안산’은 비록 조선시대 정시한의 시각 혹은 당시 통도사에서 불
렸던 남산의 명칭 또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녹아있는 용어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자목 오층석탑
이 위치한 곳은 경내를 내려다 볼 정도의 높은 곳으로 이는 통일신라시대 말부터 성행했던, 寺塔
裨補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일컬어지는 높은 암반 위의 탑들을 연상시킨다.3)
사실 앞서 기술했던 高麗史卷92 列傳5 諸臣 崔凝條의 내용 역시 道詵의 사탑비보설과 관
련이 깊다. 고려사에 실린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는 고려의 大業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
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2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둘째, 여러 사원은 모두 도선이 山水의 順逆을 미루어 점쳐서 개창한 것으로, 도선이 이르기

를,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덧붙여 창건하면 地德이 줄어들고 엷어져 祚業이 길지 못하
리라.’고 하였다.…
2) 高麗史卷92 列傳5 諸臣 崔凝.
3) 사탑비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2절 위치와 山川裨補에서 인용한 사료의 경우 제시한 논문들에서 공
통적으로 언급된 자료로 이를 발췌·참조하였다.
최원석, ｢나말려초의 비보사탑 연구｣, 구산논집2(1998), pp. 163-226; 上同, ｢영남지방의 비보사탑에 관한 고찰｣, 한국사
상사학17(2001a), pp. 169-204; 上同, ｢영남지방 비보의 기원과 확산에 관한 일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7(2001b), pp.
48-64; 홍대한, ｢고려시대 탑파 건립에 반영된 비보풍수｣, 역사와 경계82(2012), pp. 47-93;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탑
과 불상조성｣, 불교연구42(2015), pp. 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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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을 통해 고려 개국 당시에는 함부로 佛事를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수의 순
역에 따라 사찰이 조성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國史道詵傳에는,

…지세가 虛結한 경우 사찰로 보완하는 비보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지나친 지세는 불상으로 누

르며, 달아나는 지세는 탑으로 머물게 하고, 등진 지세는 당간을 통해서 불러들이는 비보를 담당하
게 한다. …

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달아나는 지세는 탑’으로 머물게 한다는 것이
다. 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조계산선암사사적>에 있는데, 도선국사(道詵國
師, 827-898)가 절을 개창할 때 지세가 등지고 달아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1개의 철불과 2개의
보탑 그리고 3개의 부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4) 또한 東文選의 <演福寺塔重創記>에는 연복
사 내에 3개의 연못과 9곳의 우물을 판 후 남쪽에 5층 탑을 세워 풍수를 맞추었다고 하면서 그 내
용은 옛 자료에 실려 있으므로 덧붙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5)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永嘉誌
에는 法林寺, 法興寺 등 비보사탑들이 기록되어 있다.6) 영가지의 비보탑 중 주목되는 것으로
법흥사 7층전탑의 위치가 사자목 오층석탑이 있는 지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법흥사 7
층전탑은 낙동강과 반변천이 만나는 합수 지점 즉, 水口 주변이라는 것이다. 주변에는 법흥사 7
층전탑 이외에도 법림사, 임하사, 등 사찰과 탑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수구의 특성상 홍수가 나
면 두 개의 물길이 합류해서 역류하기 때문에 사탑을 조성하여 비보를 통해 수해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7) 실제 永嘉誌 古蹟條에 따르면 안동 성산사를 설명하면서 임하사, 성
산사, 마나사가 모두 府 터의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지키는 비보사찰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참
조하여 본다면 사자목 오층석탑이 위치한 안산 역시 서쪽에서 흐르는 양산천과 남쪽에서 흐르는
계류가 합수되는 지점이므로, 안동부에 세웠던 사탑들과 같은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렇다면 사탑비보설이 성행했던 고려시대 10세기-14세기 중에서 언제쯤 조성되었을까? 이
와 관련해서는 通度寺誌의 <寺之四方山川裨補篇>이 눈에 띈다. 제목을 보면 절의 사방 산천
을 비보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는 통도사 사방 산천, 그 땅의 경계에 12개의 장생표를 세운 사
실 이외에도 통도사의 촌락 구성이나 사원 경제 등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8) 내용들 중
4) 조선총독부, 朝鮮寺刹史料上(2010), pp. 18-19.
5) 東文選 卷78.
6) 永嘉誌에 실린 비보사탑의 내용과 비보기능은 최원석, 앞의 논문(2001a), pp. 197-199; 신용철, ｢永嘉誌를 통해 본 안동
불탑의 전승과 그 의의｣, 미술사학연구264(2009), pp. 70-75 참조.
7) 최원석, 위의 논문,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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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장생표 즉, 국가에서 내려준 국장생표가 만들어진 시기이다.
국장생표는 1085년에 세워졌는데, 이는 통도사가 적어도 1085년에는 비보사찰로서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9) 비보사찰로 지정된 이 시기에 통도사에서는 佛事
행위를 했던 것으로 짐작되어 사자목 오층석탑도 1085년경에 조성되지 않았을까 한다. 더불어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인 太康11銘 배례석 있는데, 조성시기가 1085년이다.10) 크기도 현
재길이 188cm, 너비 92cm로 큰 편으로 사자목 오층석탑과 함께 조성된 배례석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박물관으로 이운하기 전에는 하로전에 있는 삼층석탑 앞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자
목 오층석탑이 임진왜란 때 도괴되고 탑재들이 뿔뿔이 흩어져 금강계단을 비롯한 경내 건축물의
보수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배례석 역시 석탑이 무너진 이후 어느 시기에 이동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8) 通度寺誌의 <寺之四方山川裨補篇>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한 통도사 사원경제에 대해서는 이인재, ｢≪통도사지(通度寺
誌)≫ 사지사방산천비보편(寺之四方山川裨補篇)의 분석-신라통일기·고려시대 사원경제의 한 사례-｣, 역사와 현실8(1992),
pp. 271-311가 있다.
9) 이인재, 위의 논문(1992), pp. 290-291.
10) 태강11년 배례석에 관한 연구는 장충식, ｢太康十一年銘 通度寺 拜禮石考｣, 고고미술151(1981), pp. 38-4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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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 사상이 반영된 다마무시즈시(玉蟲廚子)
- 궁전부 회화를 중심으로 -

진영아(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의 도상 요소
Ⅳ. 미륵경유의를 통해 본 다마무시즈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일본 호류지(法隆寺)에는 불상을 안치하
는 불감(佛龕)인 즈시(厨子)가 두 점이 있
다. 바로 다치바나부닌즈시(橘夫人厨子)와

궁전부

다마무시즈시(玉蟲厨子)이다. 이 두 주자
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두 주자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 다루고자
수미
좌부

하는 것은 다마무시즈시이다(도 1). 본 작
품의 크기는 총 높이 226.0㎝, 기단 너비
137.2㎝, 기단 폭 119.5㎝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 이 유물은 궁전부(宮殿部), 수미좌부

기단

(須彌座部),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
전 내부에는 천불(千佛)이 조각되어있고 각

도 1. 다마무시즈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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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에는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다.
궁전부 전면에는 <천왕상(天王像)>, 좌측과 우측의 비(扉)에 <보살상(菩薩像)> 그림이 있고
수미좌부 전면부터 시계방향으로 <공양도(供養圖)>, <사신사호도(捨身飼虎圖)>, <수미산도(須
彌山圖)>, <시신문게도(施身聞偈圖)>가 그려져 있다. 다마무시즈시에 표현된 여러 그림 가운데
본 발표에서는 궁전부 뒷면 회화의 도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궁전부 뒷면 회화는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이하 법화경(法華經))에
의거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본 화면에 나타난 ‘4명의 비구’, ‘3개의
건물과 그 안의 부처’ 그리고 화면 중·하단의 ‘새’가 등장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법화경 외에 다른 문헌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상징
물들과 수미좌부의 회화가 미륵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어, 그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궁전부 뒷면 회화의 도상에 대한 선행연구와 그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어
Ⅲ장에서는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의 도상을 추정할 여러 요소와 미륵과의 관련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본 작품에 반영되어있는 전거를 찾아 그 의의를 도출해보고
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마무시즈시
각 외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궁전부 뒷면 회화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 2).
화면 중앙에 산악이 크게 표현되
며, 각 산봉우리에는 건물이 1개씩
그려져 있다. 그 건물 내부에는 여
래(如來)가 좌상의 형태로 표현되
며, 그 아래로 수행하는 인물이 4구
그려져 있다. 화면 상단 좌·우측에
해와 달이, 그 아래로 천인(天人)이
도 2.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뒷면 회화

산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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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중·하단에는 대칭성을 갖는 새가 있다. 주지하듯 고대 회화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크기나
위치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어 그 중
요도가 적지 않은 도상일 것이라 추정된다.1)
우선 본 작품에 대해서 한·일 연구자들이 많은 결과물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성과를 먼
저 살피고자 한다. 궁전부 회화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학자별 연구 내용 정리(연도순)
연구자

소의경전

제작시기

靑木 茂作2)

-

-

上原 和3)

법화경｢신해품｣｢비유품｣

592-628년

· <영산회도(靈山會圖)>
· 본존은 석가

町田甲一4)

-

7세기 후반

· <석가정토(釋迦淨土)>
· 중국 육조시대 영향 반영.

大西 修也5)

법화경 ｢수량품｣

안휘준6)

법화경

石田尚豊

법화경 ｢견보탑품｣,
｢법사품｣, ｢여래수량품｣,
｢수기품｣, ｢안락행품 제14｣

이성미7)

비고
· <기탑출가공덕도(起塔出家功德圖)>
· 북위 운강석굴에서 기원 찾음.

· <다보탑공양도>
7세기 초·중엽

· <보탑도(寶塔圖)>
· 회화는 고구려, 건축은 백제 영향

大化(646)이전

· <영취산도(靈鷲山圖)>
· 내부의 천불과 관련.
· 각 외면은 각기 다른 경전 반영
· 북조의 연관성

7세기 중후반

· 백제 영향
· <영산회도(靈山會圖)>
· 백제의 영향

김정희8)

-

7세기 중엽

김리나9)

-

650년 전후

-

西尾 歩

법화경｢서품｣

-

-

内藤 榮10)

-

-

秋山光和11)

-

7세기 중엽

<영취산정토도>

7세기 후반

· 제작기법 면에서는 백제 영향
· 사상적으로는 중국 영향

大野 忠12)

· 백제 영향

1) 우에하라 가즈(上原 和)는 다마무시즈시에 표현된 ‘새’가 중요한 상징물이며, 본 화면의 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예상하
였다. 上原 和, 玉蟲廚子の硏究 : 飛鳥·白鳳美術樣式史論(東京 : 巖南堂書店, 1968), pp. 92-93.
2) 靑木 茂作, 天壽國曼茶羅の硏究(奈良 : 鵤故鄉舍出版部, 1946), pp. 213-214.
3) 우에하라 가즈(上原 和)는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거하여 ‘허공회(虛空會)’ 장면으로 보았던 선행연구에 대해 보탑(寶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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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의경전

제작시기

염중섭
(자현)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

· <영산회도>
· 수미좌부와 관련 필요.

한정호

경률이상(經律異相)

-

· <영취산정토도>
· 남조-백제-일본 영향

홍선표13)

-

익산 미륵사지
이후

김주미14)

법화경

673-711년

비고

·<영취산정토도>
· 석가로부터 성불할 것을 수기 받는 모습.
· 4명의 비구는 나한의 좌선.
· 수미좌부와 관련성 고려.

이 산 정상에 있다는 점, 4명의 나한이 그려졌다는 점에서 ‘허공회’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닐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기탑
출가도>로 보는 견해에 대해 탑 안에 부처가 표현되어 사리탑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존 의견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우에하라 가즈는 법화경에 근거하여 본 작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시하였으나 이 산이 ‘영취
산’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영취산도>, <영산회도>라 불렀다. 다만 정토가 표현되는 장면에 등장하는 화려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취산정토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우에하라 가즈는 본 작품이 법화경 내에 여러 품이 반
영되었으며, 화면의 삼불은 모두 석가불이라 하였다. 上原 和, 위의 책(1968), pp. 89-94, pp. 113-138.
4) 마치다 고이치(町田甲一)는 본 화면은 세 개의 보탑을 중심으로 여래좌상이 그려져 있으며, 그 주제는 <칠보탑용출(七寶塔
涌出)>, <다보탑공양도(多寶塔供養圖)>, <영산도(靈山圖)> 등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특히 석가정토에 대해 설하는 것으
로 보며, 이 유물의 제작 시기는 다마무시즈시 수미좌부 회화에 반영된 금광명경의 전래연대와 호류지 재건연대를 종합
하여 7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町田甲一, 法隆寺(東京 : 時事通信社, 1987), pp. 302-307.
5) 오니시 슈야(大西 修也)는 궁전부 회화의 상징물들이 법화경 ｢수량품｣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영취산의 석가정토
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명확한 전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大西 修也, 法隆寺 3. 美術(大阪: 保育社, 1987), pp.
126-127.
6) 안휘준은 하루야마 다케마스(春山 武松)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였다. 하루야마 다케마스에 따르면 산 정상에 세 개가 탑,
그 아래로 좌선하는 비구가 있고 빈 공간에도 여러 상징물이 등장한다고 하며 이들은 석가 신앙과 관련된 영취산을 상징적
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안휘준은 이 회화에 나타난 인물, 불·보살, 연화 등의 여러 요소에 고구려계 화가들의 취향이 반
영된 것으로 보았다. 안휘준, ｢三國時代 美術의 日本傳播｣, 國史館論叢 10(1989), pp. 169-180; 안휘준, 고구려 회화( 효
형출판, 2007), pp. 213-237.
7) 이성미는 문헌 기록을 통해 백제와 일본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백제 미륵사지 출토품과 다마무시즈시를 비교하
였다. 그는 양식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다마무시즈시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였다. 이성미, ｢百濟時代 繪畫의 對外交涉｣(도
서출판 예경, 1998), pp. 196-199.
8) 김정희는 우에하라 가즈(上原 和), 이시다 히사토요(石田尚豊), 아키야마 테루카즈(秋山光和)가 <영산회도>라고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김정희, ｢玉蟲廚子 本生圖의 佛敎繪畵史的 考察｣, 강좌미술사 16(2001), pp. 111-157.
9) 김리나, ｢고대 한일 미술 교섭사｣, 한국고대사연구 27(2002), pp. 298-300.
10) 나이토 사카에(内藤 榮)는 다마무시즈시의 제작자나 제작 시기는 밝히기 어렵지만, 본 유물에 나타난 문양이 백제 공예품
에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서 백제계 도래인들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内藤 榮, ｢仏教工芸と渡来人｣, 春
李特別展)法隆寺 日本佛敎美術の黎明, 2004, pp. 27-28.
11) 아키야마 테루카즈(秋山光和) 지음, 이성미 옮김, 일본회화사(서울: 예경, 2004), pp. 26-27.
12) 오노 사토시(大野 敏)는 이 작품의 건축 양식이 호류지 금당보다 고식(古式)이며, 641년 건립된 야마다사(山田寺) 금당과
가깝다는 점 등의 사실을 염두하여, 그 제작 시기를 7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大野 敏, ｢飛鳥・奈良時代の厨子｣, 建築史学
29(1997), pp. 3-5.
13) 홍선표는 다마무시즈시와 익산 미륵사지 출토 벽화편의 회화 기법을 비교하여, 익산 미륵사지의 것보다 먼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그는 대나무가 남조 지역에서 자주 등장하였고 이후 백제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정였다. 홍선표,
한국회화통사Ⅰ 선사·고대 회화(한국미술연구소, 2017), pp. 333-337.
14) 김주미는 궁전부 회화 도상에 있어서는 이시다 히사토요(石田尚豊)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이 유물의 제작 시기는 호류지
의 재건과 관련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미, ｢玉蟲廚子의 造形的 象徵性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49(2018), pp.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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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을 통해 한·일 학계에서 다마무시즈시의 제작 시기를 대체로 6세기 말부터 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본 작품을 법화경에 근거하였으
며, 이에 따라 <다보탑도>, <석가정토도>, <다보탑공양도>, <영취산정토도>, <영취산도>, <보
탑도>, <영산회도> 등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화경이 반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화경 내 하나의 품(品)이 반영된 경우15) 혹은 여러 품(品)의 내용이 그려진 것으로
보는 경우16)로 나뉘었다. 즉, 법화경에 의거하면 본 화면의 산은 영축산(靈鷲山), 그 산에서
설법하는 삼불(三佛) 중 가운데 부처는 4구의 인물이 석가모니의 대표적인 즉, 법화경에 의
거하면 본 화면의 산은 영취산(靈鷲山), 전각에서 설법하는 삼불(三佛) 중 가운데 부처는 석가,
4구의 인물은 석가의 불제자로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법화경으로 본 화면을 해석할 경우 ‘3개의 건물과 그 안의 부처’, ‘4명의 비구’, ‘새’
등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7) 특히 수행하는 4명의 비구가 석가모니의 대
표적인 불제자인 가섭(迦葉), 수보리(須菩提), 마하가전연(摩訶迦栴延), 목건련(目犍連)으로 보
는 경우가 있었으나,18) 법화경에서는 가섭이 3비구와 함께 언급되지 않다는 점에서 본 화면이
법화경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화경으로 해석하는 경우
본 화면에 그려진 산을 ‘영축산’으로 판단하여 작품을 해석하거나 이 유물이 소장되어있는 호류
지(法隆寺)가 ‘일본의 석가’라고 불리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 574-622)와 관련되어 본 작품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19)
여러 선행연구 가운데 경률이상의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주목된다.20) 경률이상은
6세기 초 양나라 보창(寶唱, 467-534?)·승민(僧旻, 467-527) 등이 편찬한 불교의 유서(類書)로,
당시 불교 관련 이야기가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세기 초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문헌에는 4명의 비구가 등장한다. 선행연구에서 해당 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5) 西尾 歩, ｢玉虫厨子絵とその典拠としての法華経｣(人間文化学硏究集録, 2003), p. 54.
16) 石田尚豊, 聖德太子と玉蟲廚子 : 現代に間う飛鳥佛敎(東京: 東京美術, 1998), pp. 57-95; 염중섭(자현), ｢玉蟲廚子의 原
本尊像에 관한 내적인 타당성 검토-옥충주자 내의 相互反響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45(2008), pp 39-41; 염중섭(자현), ｢
法隆寺 ‘玉蟲廚子’의 이중적인 상징성 고찰｣, 온지논총 22(2009), pp. 308-310.
17) 우에하라 가즈(上原 和) 역시 법화경에 근거할 경우 본 화면의 여러 상징물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일부 언급하고 있다. 본
고의 각주 5 참고.
18) 이시다 히사토요(石田尚豊)는 4구의 수행자는 법화경 ｢수기품｣의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石田尚豊, 聖
德太子と玉蟲廚子 : 現代に間う飛鳥佛敎(東京: 東京美術, 1998), pp. 87-93.
19) 田村圓澄 저, 魯成煥 역, 韓日 古代佛敎 關係詞(서울: 學文社, 1985), p. 156.
20) 한정호는 2010년도 그의 논고에서 미쓰우라 마사아키(松浦正昭)의 의견을 인용하여 금광명경 ｢삼신분별품｣에 의거하
여 궁전부 회화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의 논고를 통해 다마무시즈시의 모든 그림의 전거가 모두 경률이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정호,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2010), pp. 197-201; 한정호, ｢百
濟 절터 출토 壁畫片과 法隆寺 玉蟲廚子｣, 석당논총 60(2014), pp. 2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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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불 역시 3승(乘)의 법으로써 나의 제자를 가르치실 것이다. 대가섭은 미륵의 권고와 교화[勸
化]를 보좌해야 한다. 또 군도발탄(君屠鉢歎) 비구와 빈두로(賓頭盧) 비구, 그리고 라후라 비구의 4
대 성문(聲聞)은 열반에 들지 않고 불법이 모두 멸진된 후에 열반에 들 것을 약속하였다. 대가섭은
마갈국(摩竭國)의 지경 비제촌(毘提邨) 안의 산에서 살고 있었다. 미륵께서 수천 사람들과 함께 그
곳으로 나아가면 여러귀신들이 석문(石門)을 열고 그 선굴(禪窟)을 보게 될 것이다. 때에 미륵불께
서는 오른 손가락을 펴서 가섭을 가리키시며 여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과거 오랜 옛날
석가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름은 가섭이시며, 두타(頭陀) 제일인 분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분
이시니라.” 미륵불이 가섭의 승가리(僧伽梨)를 가져다 입으면 가섭의 몸은 갑자기 별처럼 흩어질
것이라. 미륵은 갖가지 꽃을 가져다 가섭에게 공양하리니,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미
륵하생경(彌勒下生經)에 나온다.21)

법화경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았던 4비구를 경률이상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이들 4비구는
선굴(禪窟)과 관련되고, 가섭, 빈두로, 군도발탄, 라후라로 추정된다. 다만 경률이상에는 화면
중·하단에 표현된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포함된 문헌을 다시 찾
아보고자 한다. 중요한 사실은 경률이상에서 미륵하생경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 본 화면의 여러 상징물 가운데 4비구는 미륵과 관련된 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법화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4비구가 경률이상에 등장하였고, 이 문헌에서 미륵하생
경을 출처로 하기 때문에 미륵과 관련된 문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다
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의 상징물로 보이는 4비구와 수미좌부의 회화를 중심으로 이들이 미륵
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Ⅲ.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의 도상 요소
이번 장에서는 먼저 궁전부 회화에 표현된 상징물들과 미륵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피고
자 한다. 다음으로 수미좌부 그림도 궁전부 회화의 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이기 때문에
수미좌부에 그려진 <수미산도>와 <고사화>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이 유물의
편년이 6세기 말-7세기 말로 추정되어, 영향 관계를 살피기 위해 5-7세기 작품들을 위주로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21) 寶唱等集 撰, 經律異相(T.2121, 64a), “彌勒佛, 亦以三乘法, 教我弟子. 大迦葉者, 當佐彌勒勸化. 又君屠鉢歎比丘, 賓頭
盧比丘, 羅云比丘, 四大聲聞, 約不般涅槃, 須佛法沒盡. 然後乃般涅槃. 大迦葉住摩竭國界毘提村中山. 彌勒當與數千人往
至其所, 諸鬼神等, 當為開石門見其禪窟. 時彌勒佛, 申右手指, 以示迦葉, 告諸民人. 過去久遠釋迦佛弟子, 名曰迦葉, 頭陀
第一. 今故現在,. 彌勒佛, 當取迦葉僧伽梨著之, 迦葉身體奄忽星散. 彌勒取種種花, 當供養迦葉, 有敬心故出彌勒下生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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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전부
1) 4비구
궁전부 도상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은 바로 ‘4비구’이다. 이들은 얼굴과 몸
전체를 덮는 복두의(幞頭衣)를 입고 산 속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4구의 비구 가운데 최상
단에 위치한 비구는 장화(長靴)같은 신발을 벗어놓고 수행하며, 그 아래의 비구는 옆에 수병(水
甁)이 놓여있다. 하단 왼쪽 비구는 우측으로 가방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석장(錫杖)도 두고 있
고, 마지막 하단 오른쪽 비구는 가방과 석장을 양 옆에 두고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4비구는 운강
석굴에서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도 3).22)

도 3. 4비구상(다마무시즈시, 운강석굴 제 7굴 부분, 운강석굴 제 8굴 부분)

(도 3)에서 보이듯이 4구의 비구가 표현되는 사례는 다마무시즈시 외에도 운강석굴 제 7굴, 제
8굴 명창(明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입체적으로 부조된 산 위에 조각되어 마치 산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몇몇 비구 옆에는 수병을 두었고, 장화로 추정되는 신발이 놓여있거
나 나뭇가지에 가방을 걸어놓는 등 다마무시즈시의 4비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궁전부 회화의 비구 옆에 ‘석장’이 표현되어 다마무시즈시의 제작 시기
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3)
다음으로 4비구와 미륵의 관련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우선 운강석굴 제 7굴과 제 8굴에 주
22) 오카무라 히데노리(岡村秀典)는 복두의를 착용한 비구는 돈황석굴과 일본 나라 호류지에서 보이며, 나뭇가지에 매달린 주
머니는 운강석굴과 법륭사 금당벽화, 다마무시즈시 회화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강석굴 비구상이 착용한 신발
은 십송률(十誦律)에 등장하는 가죽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상은 중국 양주(揚州)에서부터 발견되며, 운
강석굴에 나타난 이후 일본에 전래 된 것으로 보았다. 신광희는 일반적으로 복두의를 착용한 비구상은 열반과 관련된 것으
로 보았으나, 운강석굴 제 7굴과 제 8굴의 비구상의 도상을 확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신광희, ｢禪定羅漢 圖像 硏究｣, 문
화사학 27(2007), p. 929; 岡村秀典, 雲岡石窟の考古学(臨川書店 , 2017), pp. 112-113.
23) 북위시대 운강석굴의 4비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석장이 다마무시즈시에 표현된다는 점은 시기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석장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신라 7세기 초·중엽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는 이 이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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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동벽에 미륵불(彌勒佛)이 조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24) 그리고 운강석굴 제7굴 전실 동벽에
<본생도>, 그 상층감의 본존이 미륵보살이라는 점, 제 8굴 주실 북벽에는 성도(成道)하기 전의
<불전도>와 본존인 의좌불(倚坐佛)이 부조되어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들이 미륵과 관계가 있다
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25) 4비구를 제외하고도 일부 비구 도상이 미륵과 관련되어 함께 등
장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표 2>.26)
표 2. 미륵과 관련된 비구 도상(시대순)
작품명

사진

연대

특징

천박3호조상비

양대

- 미륵하생성불경(彌勒下生成佛經) 내용 조각
- 가섭선굴 장면

운강석굴
제 12굴
명창 동측

북위

- 교각 불 보살상이 대칭적으로 표현됨.

돈황 막고굴
제 62굴

수

- 가섭선굴 장면

24) 오카무라 히데노리(岡村秀典)는 운강석굴 제7굴·제8굴 주벽 불감은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로 구분되고 천상세계에는 미륵
과 관련된 불교 조상이 위치한 것으로 보았다. 지상세계로 추정한 부분에는 성도 직후의 불전도가 묘사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서 불경 고사도는 미륵 도상과 밀접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운강석굴 제 7굴·제 8굴 주실 불감의
배치도는 岡村秀典, 위의 책(2017), pp. 114-120 참조.
25) 이러한 점을 통해 <본생도>, <불전도>, 비구상이 미륵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운강석굴 제 7굴과 제 8굴의 도면은 岡
村秀典, 앞의 책(2017), p. 117의 도 38 참조.
26) 미야지 아키라(宮治昭)는 선정하는 비구 도상이 미륵과 관련될 것으로 본다. 이들 비구상 가운데 복두의를 입은 경우는 5-7
세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약 60여개 발견된 것으로 본다. 선정하는 비구도상에 대한 내용은 스도
히로토시(須藤 弘敏)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須藤 弘敏, ｢禪定比丘圖像と敦煌第二八五窟｣, 佛敎藝術 183(1989), p.
14의 <표 1> 참고; 宮治昭, 涅槃と彌勒の圖像學(東京: 吉川弘文館, 1992), pp. 4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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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사진

연대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신라

돈황 막고굴
제 17굴

9-10세기(당)

특징

- 미륵 등장

- 돈황 제17굴(장경동)에 <미륵하생경변상도> 존재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 시기 차이는 있으나 수행하는 승려상과 미륵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7) 중국 사천박물관 소장 <천박3호불교조상>28) 뒷면에는 미륵하생성불경
내용이 부조되어있는데, 그중에 ‘가섭 선굴’ 장면에도 비구가 표현되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당대까지도 이 두 도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중국과 일
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사례가 남아있다. 경주 탑곡 마애불상군은 미륵신앙이 반영된 것
으로 보는데, 이 불상군에서도 비구상이 표현되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륵과 비구의 긴밀한
관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이 관련성이 동아시아 전반에 공유되었던 것이라
짐작된다.29) 따라서 비구상이 등장하는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는 미륵 관련 문헌이 그려진
27) 선정승과 산악, 미륵신앙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미야지 아키라(宮治昭)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경전을 분석한 결과 선정자
(禪定者) 신앙의 바탕에 미륵신앙이 있다고 보았으며, 선정자가 관법(觀法)을 행하면 사후 도솔천에서 미륵보살에 의해 태
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선정자의 대표가 대가섭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돈황 막고굴 <미륵경변상도>에서 수행
하는 가섭의 모습의 등장한다. 수대 석굴 8개 가운데 1곳, 성당대 석굴 14곳 가운데 9곳, 중당대 석굴 26곳 가운데 10곳, 만
당대 석굴 20곳 중 2곳에서 확인되어 그 관련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미야지 아키라(宮治昭), 涅槃と彌勒の圖像學(東京
: 吉川弘文館, 1992), pp. 453-457; 王惠民, 敦煌石窟全集 6. 彌勒經畵卷(香港: 商務印書館, 2002), pp. 250-253.
28) 董华锋는 미륵하생경의 내용이, 赵声良은 미륵상생경의 내용이 부조된 것으로 보았다. 赵声良의 경우 유림굴(楡林窟)
제 25굴을 사례로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두 의견 가운데 CBETA 검색 결과 미륵(彌勒)과 대가섭(大迦葉)이 동시에 나
오는 경전은 불설미륵하생경과 불설미륵하생성불경이며, 유림굴(楡林窟) 제 25굴의 주실 북벽 <미륵경변상도> 역시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의 내용이 도해 되었다고 본다는 점을 통해 미륵하생경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董华锋, ｢四川地区的南朝佛敎故事与佛敎经变浮雕｣, 四川出土南朝仏教造像,(中華書局,
2013), pp. 248-249; 赵声良, ｢南朝浮雕法华経変図と弥勒経変図｣, 国华 1298(2003), p. 34; 崔泰晩, ｢楡林 제 25굴의 圖
像 考察｣, 동악미술사학 2(2001), pp. 46-50.
29) 배재호는 경주 장곡 마애불상군, 탑곡 마애불상군에 표현된 승려상을 통해 미륵 하생신앙과 미륵 상생신앙 둘다 존재했다
고 보았다. 고혜련은 삼국시대 신라에도 미륵 하생신앙이 존재하였고, 신선사 마애불 북벽에 반영된 사례로 제시하였다.
고혜련, ｢단석산 미륵삼존불 도상 재고｣, 신라사학보 29(2013), pp. 421-423; 배재호, ｢경주 남산 長倉谷 출토 석조미륵
불의좌상과 禪觀 수행｣, 미술사학연구 289(2016), pp.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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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0)

2) 세 개의 건물과 삼신불
본 화면에서 산의 정상에는 건물이 표현되어있으며, 그 건물 안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다. 다마
무시즈시 궁전부 회화가 법화경을 토대로 그린 작품이라면 당시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법화경 관련 회화에서는 3개의 건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건물이 등장하는 미륵 관련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건물의 양식은 다르지만 3개의 건물이 등장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돈황막고굴 제 338굴의 굴정 회화는 ‘도솔천궁’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개의 건물이
등장하며, 중앙 건물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건물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밖에 돈황막고굴 제 215
굴 남벽, 돈황막고굴 제 342굴 북벽 상부, 돈황막고굴 제 321굴 북벽, 제 148굴 남벽 상부에서 보이
는 것처럼 대부분의 <미륵경변상도>에서는 중앙 건물이 있고, 양 옆에 대칭적으로 건물이 그려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당대 변상도에서는 각 건물이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으나, 초당대
돈황막고굴 제 231굴 남벽의 경우 각 건물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다마무시즈시 궁
전부 뒷면 회화에서 세 개의 건물이 각각 그려져 있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마무시
즈시 회화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위 시대의 미륵 관련 작품은 사후에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미륵 상생신앙이 다수 반영된 것
으로 보며, 이후 당대 <미륵정토도(彌勒淨土圖)>부터는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이 합쳐
져 하나의 정토로 묘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실제로 돈황에는 당대에 미륵 도상이 가장 많
이 나타나며, 그 주제는 <미륵설법도(彌勒說法圖)>, <미륵삼회(彌勒三會)>, <미륵경변상도(彌
勒經變相圖)>가 주를 이룬다.32) 당대 <미륵삼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삼신불(三身佛)이 설법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며, <미륵상생경변상도>가 독립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33) 즉, 당대
30) 선정(또는 선관(禪觀))하는 비구 도상은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전은 고창(高昌) 주변에서 한역 된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륵신앙과 더불어 관세음과 관련된 관상경전(觀
想經典)도 유행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점을 통해 추후 다마무시노즈시 수미좌부 회화의 문헌적 전거가 관세음 관련 문헌
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오노겐묘의 경우 <수미산도>를 관음 관련 문헌에서 찾았다. 須藤 弘敏, 위의 논
문(1989), p. 19; 모지츠키 신코(望月信亨) 著, 李太元 譯, 中國淨土敎理史(서울: 운주사, 1997), p. 66; 차차석, ｢관음신앙
의 중국적 變容과 그 문화적 특징｣, 정토학연구 18(2012), pp. 134-165.
31) 미야지 아키라(宮治昭)는 북위 시대에는 법화경과 상생경에 기초하여 사후에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미륵 상생신앙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며, 이후 당대부터는 상생경과 하생경이 모두 반영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그려지는 것으로 보았다.
宮治昭, 佛像學入門 : ほとけたちのル―ツを探る(東京 : 春秋社, 2004), pp. 89-93.
32) 王惠民, 敦煌石窟全集 6. 彌勒經畵卷(香港 : 商務印書館, 2002), p. 45.
33) 수대의 작품과 비교해 본 결과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가운데 상생경 관련 회화가 단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수대 <미륵경변상도>는 굴정(窟頂)에 그려져 있으나 당대에는 남벽과 북벽에 고정적으로 표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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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등장하는 ‘삼신불’의 형태와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에 그려진 세분의 부처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중국 당대부터 상생경과 하생경이 합쳐서 하나의 회화로 그려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한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
며, 궁전부 회화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수미좌부
1) 고사화(故事畵)
본 유물의 수미좌부 좌․우 외면에는 <사신사호도>와 <시신문게도>가 그려져 있다. 다마무
시즈시에 그려진 회화는 각각 의미가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을 분석
하고자 중국 운강석굴을 해석하는 방식과 연결지어 보고자 한다.34) 운강석굴 제 7굴 전실 동벽
의 경우 자기희생의 보살행이 나타난 <본생도>가 부조되어있고, 윤회전생을 되풀이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상층 감실의 본존인 미륵보살로 이르는 과정이 연출된다고 본다. 운강석굴 제 8굴
또한 주실 북벽에는 성도(成道) 전의 <불전도>를 시작으로 상층감의 본존인 의좌불까지 유기적
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한다.35) 즉, 각각의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석굴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36) 따라서 수미좌부의 <고사도> 역시 미륵 도상과 관계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사신
사호도>는 본생고사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인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반에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37) 이러한 고사화의 유행은 전륜성왕(轉輪聖王)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되어38) ‘고사
화 - 미륵 - 전륜성왕’까지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였다. 王惠民, 앞의 책(2002), p. 45.
34) 본고의 각주 27 참고.
35) 岡村秀典, 위의 책(2017), pp. 115-117.
36) 이른 시기의 돈황막고굴에는 미륵상(彌勒像)이 다수 제작되었으며, 이불병좌상(二佛並坐像), 설법상(說法像), 선정상(禪
定像), 사유상(思惟像)도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의 돈황막고굴에는 미륵불이나 미륵보살이 석굴의 주존으로
제작되었는데, 석굴 내부의 기둥(方柱)에는 석가의 생애가 도상화 되어있고, 방찰(方札)이나 남·북벽의 전체적인 모습은
‘도솔천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륵과 고사화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段
文傑, ｢早期の莫高窟芸術｣, 敦煌莫高窟 1(平凡社, 1989), pp. 182-198.
37) 김태광은 이러한 살타태자 설화가 인도와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유행했으나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이 유포된 것으
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삼국시대 백제의 사원으로 알려진 여러 사찰터에서 출토된 불교 조상으로 <본생도> 혹은 <불전
도>를 연출한 것으로 보며, 보현인석탑(寶篋印石塔)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한반도에서 꾸준히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김태광, ｢살타왕자 설화의 한일비교 연구｣, 일본사상 13(2007), p. 103.
38) 조정래는 본생고사도의 유행이 전륜성왕사상 전파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Howard, Angela Falco는 중국에서는 미륵의
도상을 취할 경우는 그 황제의 권력이 지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왕권-미륵사상-전륜성왕 사상’이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래, ｢중국 살타태자 본생고사 벽화의 예술형식과 도상서사 연구｣, 中國語文論叢 78(2016),
pp. 64-67; Howard, Angela Falco, Chinese sculptur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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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미산도>와의 관련성
수미좌부 뒷면에는 <수미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수미산도>는 용이 산의 중·하단부를 휘감
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마무시즈시 <수미산도>와 차이는 있으나 중국의 불교 조상
에서도 이러한 도상이 확인되어 주목된다(도 4).

도 4-1.
다마무시즈시의
수미산(복원도)

도 4-2.
사천박물관 소장 천박3호
불교조상

도 4-3.
운강석굴 제 10굴
전실 북벽

도 4-4.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석불입상

도 4. <수미산도>가 표현된 불교 예술품

위에 제시한 중국 사천박물관 소장 천박3호 불교 조상, 운강석굴 제 10굴 전실 북벽 부조,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에는 다마무시즈시와 같은 <수미산도>가 존재한다. 다만 이들
작품의 차이점은 남조 불교 조상에는 아수라(阿修羅)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북위의 불교 조상
에서는 아수라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슷한 도상이 등장하는 불교 예술품 사이에 보
다 유사한 제재(題材)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미산도>가 표현된 운강석굴 제 10굴 전실 동벽에는 교각불이, 서벽에는 교각보살이 배치
되어 ‘도솔천궁’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그리고 그 주실에서도 본존은 교각보살, 전
실 북벽 하층의 주존이 의좌상(倚坐像)이라는 점에서 <수미산도> 역시 미륵과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중국 사천박물관 소장 천박 3호 불교 조상은 수미산이 부조된 앞면과 미륵하생
성불경40)의 내용이 부조된 뒷면으로 되어있어 <수미산도>가 미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한다. 따라서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뿐만 아니라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 석불입상
39) 赵声良은 <수미산도>의 상부에 표현된 건물을 ‘도솔천궁’으로 보며, 미륵보살을 모시러 오는 장면으로보았다. 오카무라
히데노리(岡村秀典)는 운강석굴 제10굴 외에도 운강석굴 제 9굴도 전실 상층과 주실, 키질 제 118굴 좌측벽 상부, 돈황막
고굴 제 249굴 서벽 불감에도 수미산을 감싸는 용이 묘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모두 도솔천으로 통하는 산악을 묘
사한 것으로 보았다. 赵声良, 위의 논문(2003), p. 34; 岡村秀典, 위의 책(2017), pp. 154-155.
40) 미륵하생성불경(彌勒下生成佛經)은 구마라집(鳩摩羅什) 번역본과 의정(義淨) 번역본이 전해진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것은 구마라집 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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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부조된 장면도 미륵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미륵경유의를 통해 본 다마무시즈시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본 화면 도상은 미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미륵 관련 문헌 가운데에서 그 전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장에서는 경전
뿐만 아니라 논서(論書)까지 함께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당대 <미륵경변상도>에
는 상생경과 하생경의 내용이 함께 반영되어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당시에 상
생경과 하생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
점은 백제에서도 나타난다. 백제 승려 혜균(慧均, 생몰미상)이 강설을 위해 편찬한 것으로 알려
진 미륵경유의(彌勒經遊意)41)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논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
래된 미륵경 관련 주석로42) ‘미륵 상생신앙’과 ‘미륵 하생신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3) 또한 이 문헌에는 궁전부 회화에 등장하는 4명의 비구와 ‘새’가 등장하는 것이 확인
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함경(阿含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의 성문 제자에 네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
지 아직 열반에 들지 않고 불법을 전한 [뒤] 멸진할 때 비로소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첫째 마하가
섭(摩訶迦葉), 둘째 빈두로(賓頭盧)화상, 셋째 군두발탄(君頭拔嘆), 넷째 라후라(羅睺羅)가 네 비구
이다. 그렇다면 가섭이 멸진정(滅盡定)에 들어 있지만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지는 않았다. 미륵
이 성불한 후 대중을 이끌고 가섭의 처소까지 가서 삼종법(三種法)을 써서 가섭을 일깨울 [것]이니,
첫째는 향유를 뿌리고, 둘째는 건추(楗槌)를 치고, 셋째 소라(螺)를 부는 것 이다. 가섭은 멸진정에
41) 길장의 저서에는 대체적으로 ‘호길장찬(胡吉蔵撰)’이나 ‘사문길장찬(沙門吉蔵撰)’이라고 쓰여있는 찬자명(撰者名)이
붙어있는데, 미륵경유의에는 기록되지 않아, 길장의 문헌이 맞는지 문제점이 제시되어왔다. 찬술자 추정에 있어 혜균의
성실론에 범음(梵音)을 서술하는데, 미륵경유의에 등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 논서의 저술 형식이 길장의 다른 저작과
는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길장의 저서가 아닌 혜균의 저서로 보고 있었다. 최연식은 길장의 다른 저술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교판(敎判)방식과 길장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에 대한 관점이 혜균에게 나타나기 때문
에 이 문헌의 찬술자가 혜균이라 하였다. 혜균의 국적에 대해서는 그가 600년대에 찬술한 것으로 추정하는 대승사론현의
기(大乘四論玄義記)에 등장하는 사찰 명칭이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되어 백제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伊藤 隆
寿, ｢彌勒經遊意の疑問点｣, 駒沢大學佛敎學部論集4(1973), pp. 61-64; 최연식, ｢백제 찬술문헌으로서의 大乘四論玄
義記｣, 한국사연구 136(2007), p. 3; 최연식,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사상사학 37(2011). pp.
10-14; 인민대학 불교와 종교학 이론연구소, (동아시아 불교에서)대립과 논쟁(서울: 여래, 2015), p. 175.
42) 최연식, 앞의 논문(2011), p. 10.
43) 미륵경유의에는 상생경과 하생경이 모두 인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논서의 본래 미륵상하경유의(彌勒上
下經遊意)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한국 백제 미륵사에도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모두 반영
되어 창건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하여, 동아시아에서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金煐泰, 百濟佛敎思想硏究(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5), p. 36; 박광연, ｢동아시아 미륵경 연구사에서 경흥(憬
興)의 위상｣, 韓國思想史學 47(201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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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 중생심(衆生心)을 깨뜨리므로 18가지로 변신하여 마치 금시조가 수미산 허공수미산으
로 날아올라 금색 몸의 광명을 내뿜듯이 저 중생심을 깨뜨려 조복한다.”44)

미륵경유의의 내용에 따르면 4비구는 마하가섭, 빈두로화상, 군두발탄, 라후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삼종법(三種法)을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경률이상에 언
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새’이다. 주지하
듯 고대 회화에서는 상징물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나 순서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는 화면 구성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미륵경유의의 내용에 따르면 이 새는 가
섭이 중생심을 깨뜨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금시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면에 보
이는 금시조의 주변으로 광명을 내뿜는 듯한 기운도 묘사되어 있으며, 수미좌부의 <수미산도>
에도 표현되어 주목된다(도 5).45)
궁전부

수미좌부

도 5. 다마무시즈시에 표현된 금시조

즉, 미륵삼회(彌勒三會) 장면에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면
상부의 도상들도 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는 세 구의 부
처가 등장한다. 이 내용은 미륵이 하생(下生) 전에 도솔천의 보대(寶臺) 안 마니전(摩尼殿)에 상
주하는데, 마니전 위에 사자상(師子床)의 연화 위에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6) 따라서 지금까지 ‘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던 건물은 ‘마니전’이라는 전각일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은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모두 반영되어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44) 慧均 撰, 彌勒經遊意(T. 1771, 269b), “阿含經云. 佛聲聞弟子有四人, 至今猶未入涅槃, 傳佛法, 滅盡時, 方入無餘. 一摩
訶迦葉, 二賓頭盧和上, 三君頭拔嘆, 四羅睺羅, 是四比丘. 若爾迦葉入滅盡定中, 不入無餘涅槃, 彌勒成佛已領大眾, 往至
迦葉所, 用三種法, 發起迦葉. 一香油流, 二打楗槌, 三吹螺, 迦葉從滅定起, 破眾生心故, 作十八反. 如金翅鳥飛騰虛空須彌
山, 放金身光明, 破伏彼眾生心也.”
45) 오노겐묘(小野玄妙)는 수미좌부의 <수미산도>의 산 아래 궁전이 있는데, 해저로 보이는 곳에 그려진 새가 금시조라는 것
을 밝히면서 이 회화의 전거를 관음의소(觀音義疏)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 아오키 모사쿠(靑木茂作)도
용과 금시조가 등장한다고 했지만 전거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小野玄妙, 佛敎美術(東京 : 甲子社書房), 1927, pp.
273-275.; 靑木茂作, 앞의 책(1946), pp. 333-334.
46) 慧均 撰, 彌勒經遊意(T.1771, 268b), “於兜率天上寶臺內摩尼殿上師子床坐. 忽然化生, 於蓮華上, 結跏趺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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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경유의는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모두 반영된 문헌으로 백제 승려 혜균이 찬술하
였다. 따라서 이 회화는 고구려나 중국 북위 혹은 남조보다 백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마무시즈시에 표현된 ‘금시조’ 도상이 백제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긴밀한 관련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47) 이 외에도 백제와 일본의 문화공유에 대한 문헌사적
연구48)와 백제 유물과의 공통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여 백제 불교 문화의 일본 전파
를 파악해볼 수 있다.
아울러 다마무시즈시의 제작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말로 알려져 있다. 4비구의 경우 북
위 운강석굴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지물 가운데 석장이 당대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 <미륵경변
상도>에 삼신불의 형태 역시 당대부터 등장한다는 점도 이 유물의 편년을 정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미륵경유의의 찬술 시기나 일본으로의 유입된 시
기가 명확해진다면, 다마무시즈시가 언제 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미륵사상이 반영된 다마무시즈시에 포함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호류지
와 관련된 쇼토쿠태자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호류지는 쇼토쿠태자와 관련된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정토관은 아미타 정토는 아닌 것으로 본다.49) 따라서 이 유물에는 미
륵 정토가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쇼토쿠태자는 승만경의소(勝鬘經義
疏), 법화경의소(法華經義疏),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疎)라는 3경 의소(義疏)를 썼으며, 불
경을 강설했다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다.50) 당시 양나라 무제도 열반경(涅槃經)을 강설하였는
데, 이처럼 쇼토쿠 태자도 3경의소를 강설했던 것으로 본다. 즉, 양무제(梁武帝)가 동아시아에서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며,51) 백제의 왕들도 전륜성왕의 모습을 표방하였다.52) 즉. 동아
시아에 전반적으로 전륜성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본에서 쇼토쿠태자가 그 역할을 했
던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47) 진영아, ｢백제 금동대향로 정상부의 새 도상 재검토-시조 가능성에 대한 모색｣, 동아시아불교문화 42(2020), pp. 319346.
48) 洪思俊은 여러 문헌을 검토하여 백제의 문화향유계층이 일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고, 金煐泰는 일본 불교신앙의 기원
을 백제에 두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金煐泰, 위의 책(1985), pp. 324-332; 洪思俊, ｢백제인의 문화 활동 고찰(考察)-일본서
기를 중심으로-｣, 百濟史論集(향지, 1995), pp. 326-361.
49) 奈良 弘元, ｢聖徳太子の浄土観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33(1968), pp. 228-231.
50) 미노와 겐료(蓑輪顯量)는 이시이 코세이(石田公成)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쇼토쿠 태자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3경
의소의 어법은 한반도 출신의 백제계 인물이나 왜인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미노와 겐료(蓑輪顯量) 지음, 김천학
옮김, 일본불교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 35.
51) 양 무제를 시작으로 북제의 문선제, 진의 문제, 수 문제와 양제 등이 보살계를 받았다. 언급한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전륜성
왕으로 찬미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현숙,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양 무제｣, 백제문화 60(2019), p. 133의 각주
70.
52) 윤세원, ｢전륜성왕의 개념형서와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7(200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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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다마무시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물인 만큼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불
교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다마무시즈시 궁전부 회화 도상의 재검토해보았다. 기존에는 법
화경에 의거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궁전부 회화에 그려져 있는 3개의 건
물과 3구의 부처, 4비구,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된 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러 선행연구
가운데 경률이상의 내용이 반영된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법화경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
분이 경률이상을 통해서는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4비구이다. 그러나 상
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화면 중·하단부의 ‘새’가 언급되지 않아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찾고자 하
였다. 다만 경률이상에서 미륵하생경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회화가 미륵과 관련
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었다.
본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궁전부에 표현된 상징물과 수미좌부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찰하였다.
궁전부의 4비구는 운강석굴에서도 이미 등장하였으며, 미륵과 관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특정 비구 도상은 미륵 관련 회화에 수행하는 장면으로 등장하여 4비구 뿐만 아니라 수
행하는 비구상이 미륵과 관련되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전부의 3개 건물과 삼신
불은 중국 당대부터 등장하는 <미륵경변상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륵 상생
신앙과 하생신앙이 모두 반영되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다.
수미좌부의 <고사화>는 전륜성왕사상과 연결되고 미륵과 관련된 석굴 사원에서도 다수 등장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수미좌부의 <수미산도> 역시 미륵과 함께 표현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궁전부 회화는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모두 반영된 그림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화면의 문헌적 전거 역시 미륵 관련 문헌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작품의 핵심 상징물인 ‘4비구’, ‘3개의 전각과 삼신불’이 모두 등장하는 문헌이 바로 미
륵경유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헌을 통해서 4비구의 정체와 본 화면에 그려진
새가 금시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저서는 백제 승려가 편찬한 것으로 많은 의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다마무시즈시 제작에 백제가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였다.
외에도 화면에 등장하는 ‘석장’, 당대 <미륵경변상도>와의 비교, 미륵경유의의 편찬시기 혹
은 일본으로의 전래시기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이 유물의 제작시기 역시 좀더 분명해질 것이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유물에 ‘미륵정토’가 표현된 이유는 쇼토쿠태자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하
였으며, 전륜성왕적 이미지를 대입하고자 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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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 당탑 변화 고찰
김주용(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과정)

Ⅰ. 머리말
Ⅱ.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 현황
Ⅲ.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의 당탑 변화 분석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신라의 삼국 통일과 더불어 사찰 배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사찰의 금당 앞에 종
래 하나의 탑에서 두 개의 탑이 건립되는 이른바 쌍탑 사찰의 출현이다. 쌍탑 사찰의 발생에 대
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왔으나 일찍이 고유섭은 “금당에 대한 탑의 가치 저하에서 발생한 것”이
라고 추정하였다.1) 쌍탑 사찰은 통일신라시대 전체에 걸쳐 전국 도처에 많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생각보다 소수에 불과하며 경주지역의 쌍탑 사찰 건립에는 왕실 또는 귀족과의 관련이
많다는 것이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쌍탑 사찰은 특이하게도 신라 멸망과 운명을 같
이 하며 사라졌다.
고대에 건립된 사찰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과 많은 변고 등으로 인하여 피폐되어 그 유지를 찾
을 수 없는 사지(寺址)로 변해 있으며, 설령 그 유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지에 일부 건물지나 석
조 유물들만이 남아 있어 당대의 모양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지에 대해서 이
미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문헌조사와 측량·지표·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꾸준히 이루어진 발굴조사 및 사지 연구 등을 통해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단편적이
나마 사찰의 배치에 대한 대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고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 가운데 발굴조사로 회랑의 존재가 드러난 사천왕사지,
1) 고유섭, 한국 탑파의 연구(동화출판공사, 1975),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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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황룡사지 서편 폐사지(이하 ‘서
편 폐사지’ 라고 한다), 숭복사지를 대상으로, 좁은 의미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주불전 영역’
에 대하여 사역·금당지·탑지라는 세 요소의 그 크기와 형태가 창건 시기 하강에 따라 어떠한 변
화를 보여주는지를 (평)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금당지와 쌍탑지 면적에 대한 비(比), 즉 당탑비
를 통하여 이 또한 창건 시기의 하강과 더불어 탑의 면적은 더욱 작아지고 금당의 면적은 더욱
커져 가는지를 살펴보겠다.

Ⅱ.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 현황
1. 쌍탑 사찰 현황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쌍탑 사찰의 현황 <표 1>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경상북도(대구 포
함) 21곳, 경상남도(울산 포함) 3곳, 전라남도 2곳, 전라북도 1곳, 강원도 1곳으로 나타나는데 경
기도와 충청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2) 쌍탑 사찰 건립이 경상도 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아마도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가 경상도 지역으로 소재하여 타 지역보다 사찰 건립이 많았던 것으로 생
각한다. 발굴조사로 드러난 사역(주불전 영역) 건물지 유구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쌍탑 사찰
(가람) 유구배치도는 <그림 1>과 같다.
표 1.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 현황
지역

쌍탑 사찰 (사지)

개소

경북(대구)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장항리사지, 원원사지, 보문동사지, 남산 남리사지(傳염불사지), 남산
별천룡곡 1사지, 남산 기암곡 2사지, 황룡동 황룡사지, 갈항사지, 화남리사지,
장연사지, 서동리사지, 부인사, 북지장사

21

경남(울산)

영축사지, 간월사지, 단속사지

3

전남

선암사, 보림사

2

전북

실상사

1

강원

중금리사지

비고

1

합 계

28

2) 신용철, ｢통일신라 석탑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 258. <표 30>에서 수정 전재. 여기에서 신용철은 통일신라
시대 쌍탑 사찰을 34곳으로 파악하였으나 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에서 쌍탑이 원소재지에서 이건
된 것과 형태와 치석 수법의 차이, 건립 시기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경주 남산동 쌍탑, 직지사 쌍탑, 운문사 쌍탑, 부석사 쌍탑, 합
천 월광사지 쌍탑, 인제 한계사지 쌍탑, 김천 청암사 쌍탑, 대구 동화사 금당 앞 쌍탑 등 8곳을 제외하여 총 28곳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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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역 (주불전 영역) 건물지 유구 현황
사지명

탑(지)

금당지

강당지

중문지

회랑지

익랑지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익랑지(추정)

보기 :(●) 현존, (▲) 유구(초석 또는 적심석)잔존 또는 추정, (×) 없음, (-) 미확인.

사천왕사지 유구배치도

감은사지 가람배치도

망덕사지 추정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사천왕사Ⅰ-금당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은사 발굴조사보고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망덕사지 정비기
지 발굴조사보고서(2012), p. 63, 전재)
서(1997), p. 386, 도면 36 전재)
본계획(2013), p. 67, 도면 19 수정 전재)

천군동사지 가람평면배치 복원도

영축사지 유구배치도

불국사 대웅전 일곽 평면도

(米田美代治 저·신영훈 역, 한국 상대건축 (울산박물관, 울산 율리영축사지발굴조사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의 연구(1975), p. 85, 전재)
보고서Ⅱ(2018), p. 43, 전재)
(1976), 도판 231 전재)

인왕동사지 유구배치도

서편 폐사지 가람배치도.

숭복사지 추정가람배치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인용사지발굴조사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지 서편 폐사지 가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숭복사비 복원사업
보고서(Ⅰ)(2013), p. 54, 도면 3 전재)
배치도｣(1985), p. 75, 전재)
부지 내 유적(1·2차)(2011), p. 51, 전재)

그림 1 . 쌍탑 사찰(가람)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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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탑 사찰 창건 시기
사찰의 창건 시기는 유물의 명문 또는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지
에 남아있는 유구와 유물, 특히 석탑 건립 편년 등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런 경우 탑의 건립 시기가 반드시 사찰의 창건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탑은 부처에 대한
최고의 예배처로 중요성이 높기에 대체로 사찰 창건과 동시에 건립된다. 기록과 탑 건립 시기 등으
로 추정한 창건 시기에서 사천왕사지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감은사지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망덕사지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랐고, 천군동사지의 경우 고유섭은 8세기 초두로 보았으며3)
신용철은 8세기 초로,4) 서영남은 8세기 1/4분기로 추정하여5) 창건 시기를 8세기 초로 보았다.
영축사지는 창건 시기를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 영축사조에서 신문왕 3년(683)이라고 하
였다. 사지 내에 석탑 부재로 보아 석탑 건립 시기는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나 영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8세기 2/4분기로 추정하여6) 이 시기로 보았으며, 인왕동사지는 삼국유사와 삼국
사기에서 7세기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조사와 사지에 남아 있는 석탑 부재로 분석한
석탑 건립 시기는 대략 8세기 후반으로 보았고7) 서편 폐사지는 동탑지에 잔존하는 탑 부재를 통
하여 지붕돌 층급받침이 4단이고 탑의 크기가 소규모인 점, 사천왕상이 고부조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대략 8세기 후반 경에 조상(彫像)한 것으로 보았다.8)
표 3. 쌍탑 사찰 창건 시기 현황
사지명

문헌 기록

쌍탑 건립 시기

사찰 창건 시기

사천왕사지

679년

-

679년

삼국사기

비 고

감은사지

682년

-

682년

삼국유사

망덕사지

685년

-

685년

삼국사기

천군동사지

-

8세기 초

8세기 초

영축사지

683년

8세기 중엽

8세기 2/4분기

불국사

742년,
751년

8세기 중엽

8세기 중엽

｢서석탑중수형지기｣
삼국유사

삼국유사

인왕동사지

694년

8세기 후반

8세기 후반

삼국유사, 삼국사기

서편 폐사지*

-

8세기 후반

8세기 후반

* 황룡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799년

9세기 초

9세기 초

숭복사비

3) 고유섭, 위의 글(1975), pp. 185-186.
4) 신용철, 위의 글(2006), p. 258.
5) 서영남, ｢통일신라식 가람배치의 성립과 영축사 창건｣, 문화사학 제48호(2017), p. 34, <표 1>.
6) 서영남, ｢영축사지 창건와 및 전용와 상정과 검토｣,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울산박물관, 2016), p. 437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2013), p. 45-53.
8) 경주시·경주대학교, ｢구황동 쌍탑재｣,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연구(201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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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복사지는 신용철이 9세기 초로 보았고9) 황상주는 원성왕대로 보았으나, 쌍탑 상층기단 면
석에 새겨진 팔부신중(八部神衆) 조각은 남산리 서삼층석탑과 비교하여 크게 늦은 시기가 아니
라고 판단되어 9세기 초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추정한 쌍탑 사찰 창건 시기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3. 쌍탑 건물지 크기10)
쌍탑 사찰의 건물지(회랑지·금당지·탑지) 크기를 면적으로 살펴보겠다. 사용한 수치는 기본적
으로 발굴조사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발굴조사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필자가 사
지(가람) 유구배치도를 이용한 간이 실측으로 도출하였다<표 4>.
표 4. 쌍탑 사찰 건물지 크기 현황
사지명
정면
금
측면
당
㎡
지
칸
한변
탑
지
㎡
동서
회
랑
남북
지
㎡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17.75
15.5
13.25
16.02
12.0
11.93
9.0
9.14
13.36
12.0
211.8
139.5
121.1
214.0
144.0
5×3칸
5×3칸
5×3칸
5×5칸
5×5칸
6.45
6.71
4.80
4.14
3.70
83.2
90.0
46.1
34.3
27.4
79.00
73.4
62.2
54.33
64.0

불국사
15.62
13.85
216.3
5×5칸
4.38
38.4
48.06

인왕동사지 서편폐사지 숭복사지
19.3
11.3
14.7
15.7
10.4
9.6
303.0
117.5
141.1
5×5칸
3×4칸
5×3칸
3.21
2.94
2.86
20.6
17.3
16.4
46.6
39.0
51.8

89.2

64.65

68.4

66.95

56.4

65.33

62.4

59.4

78.6

7,047

4,745

4,254

3,637

3,610

3,140

2,908

2,317

4,071

9) 신용철, 앞의 글(2006), pp. 171-258.
10) 쌍탑 사찰(사지)의 주불전 영역의 회랑과 금당, 탑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천왕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Ⅱ-회랑내곽 발굴조사보고서(20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
사지Ⅰ-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2012). 감은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감은사 발굴조사보고서(1997); 조유
전, ｢감은사지 발굴조사 개요｣, 고문화19호(198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Ⅰ(2007). 망덕사지는 국립경
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망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69·70년 발굴조사(2015);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망덕사지(사적 제7
호) 내 유적 발(시)굴조사 약보고서｣(2013); 경주시·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망덕사지 정비 기본계획(2013); 천년문화재
연구원, ｢경주 망덕사지 정비사업부지(중문지 확인) 내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6). 천군동사지는 藤島亥治
郞, 朝鮮建築史論(京仁文化史,1982); 조선고적연구회, 소화 13년도 고적조사보고(조선총독부, 1940); 米田美代治 저·
신영훈 역, 韓國 上代建築의 硏究, 東山文化史(1976);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Ⅱ(2008). 영축사지는 울산
박물관, 울산 율리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Ⅱ(2018); 울산박물관, 울산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2016). 불국사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1976); 윤장섭·윤재신, ｢불국사의 복원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학술
원 논문집(자연과학편) 제45집(2006); 藤島亥治郞, 朝鮮建築史論(京仁文化史, 1982); 米田美代治 저·신영훈 역, 韓國
上代建築의 硏究(東山文化史, 197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Ⅰ(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 Ⅱ(2008). 인왕동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인용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20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인용사지 발굴조사중간보고서(200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인용사지 유적정비 기본계획(2013). 황룡사지 서
편 폐사지는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O809270,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 ｢황룡사지 서편 폐사지 발굴조사 종
합보고｣(198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폐사지 기초조사·연구(2012); 경주시·경주대학교, 경주지역 폐사지
석조문화재 조사 연구(2010);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숭복사비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1·2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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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신라시대 쌍탑 사찰의 당탑 변화 분석
1. 사역 크기와 형태
사역 크기는 사찰 ‘주불전 영역’을 이루는 회랑의 동·서(정면)와 남·북(측면)11) 회랑 중심간 거
리로 산출한 면적(㎡)으로 살펴보고, 사역 형태는 회랑의 정면과 측면 길이 비(比) 로 살펴보겠다
<표 5>.
표 5. 사역 크기와 정·측면 길이 비(比) 현황
사지명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정면(m)

79.0

73.4

62.2

54.33

64.0

48.06

46.6

39.0

51.8

측면(m)

89.2

64.65

68.4

66.95

56.4

65.33

62.4

59.4

78.6

면적(㎡)

7,047

4,745

4,254

3,637

3,610

3,140

2,908

2,317

4,071

정면:측면

1:1.13

1:0.88

1:1.10

1:1.23

1:0.88

1:1.36

1:1.34

1:1.52

1:1.52

사역 크기는 사천왕사지가 7,047㎡로 가장 크며, 시기 하강과 더불어 계속 줄어들다가 숭복사
지에서 4,071㎡로 갑자기 커져 마치 통일신라시대 초기로 돌아가는 모양을 보인다(그림 2).

서편 폐사지

그림 2. 사역 면적 변화

11) 사찰의 건물지 배치에는 대부분 정면이 남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건물지를 말할 때 ‘동·서를 정면
으로 남·북은 측면’으로 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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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 폐사지

그림 3. 사역 정면 대 측면 길이 비(比) 변화

사역 형태는 감은사지와 영축사지에서 정면과 측면의 길이비가 1:0.88로 같아 약간 동서장방
형으로 같은 형태를 보이며, 그 외는 시기 하강과 더불어 점차 남북장방형으로 변함을 알 수 있
다(그림 3). 감은사지와 영축사지의 사역 형태가 다른 사지와 다르게 동서장방형의 형태를 보이
는 것은 가람이 건립된 지형 조건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중문지 앞쪽으로는 더
이상 확장이 어려운 지형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사역이 커져서 이러한 형태가 나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1) 쌍탑지 크기와 형태
(1) 쌍탑지 크기12)
쌍탑지의 크기는 탑의 하층기단 지대석 한 변 길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살펴보겠다<표 6>.
표 6. 쌍탑지 크기 현황
사지명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탑 한변의
길이(m)

6.45

6.71

4.80

4.14

3.70

4.38

3.21

2.94

2.86

쌍탑면적(㎡)

83.2

90.0

46.1

34.3

27.4

38.4

20.6

17.3

16.4

쌍탑지 면적은 건립 시기 하강과 더불어 감은사지와 불국사를 예외로 대체로 작아지는 모양
을 보이며 목탑지의 경우, 사천왕사지 83.2㎡, 망덕사지 46.1㎡로 망덕사지는 사천왕사지에 비해
12) 감은사지와 불국사의 탑 크기는 서탑 치수를 기준하였으며, 인왕동사지는 석탑 복원도에 따른 추정치이며 서편 폐사지는
부재를 기준으로 필자가 추정한 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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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 수준으로 떨어진다. 망덕사지는 사천왕사를 위하여 임시로 지어진 가람13)인 점으로 보아
사천왕사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은사지 쌍탑 면적은 90.0㎡로 쌍탑 가람
중에서 제일 크다. 단단한 재질의 화강암으로 통일신라 초기에 목탑보다 더 크게 석탑을 만들었
다는 것은 대단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백제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을 통하여
신라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표출과 삼국 통일 주역인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의 원
찰 개념으로 왕권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성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에 걸쳐서 감은사지와 불국사 쌍탑을 예외로 하면 대체로 국력 쇠퇴와 더불어 하강 곡선을 그리
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서편 폐사지

그림 4. 쌍탑(지) 면적 변화

(2) 형태
우리나라 불탑의 하부 평면 형태가 정방형이듯이 통일신라시대 쌍탑 역시 불국사에서 이형
석탑이 출현하나 평면 형태는 정면 길이와 측면 길이 비(比)가 1:1의 정방형으로 나타난다.

2) 금당지 크기와 형태
(1) 금당지 크기14)
금당은 사찰의 중심 건물로서 불상(佛象)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신성한 공간이다. 쌍탑 사찰의
13)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文虎王 法敏 條 “···王先聞唐使將之 不宜見玆寺 乃別刱新寺 待之 使至曰 必先行香於皇
帝祝壽之所天王寺 乃引見新寺 其使立於門前曰 不是四天王寺 乃望德遙山之寺 終不入···.”
14) 금당지 면적 산출은 금당지 정·측면의 초석 주칸(또는 적심석)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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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지 크기 변화를 면적(㎡)으로 살펴보겠다<표 7>.
표 7. 금당지 크기와 정·측면 길이 비(比) 현황
사지명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정면(m)

17.75

15.5

13.25

16.02

12.0

15.62

19.3

11.3

14.7

측면(m)

11.93

9.0

9.14

13.36

12.0

13.85

15.7

10.4

9.6

면적(㎡)

211.8

139.5

121.1

214.0

144.0

216.3

303.0

117.5

141.1

정면:측면

1:0.67

1:0.58

1:0.69

1:0.83

1:1.00

1:0.89

1:0.81

1:0.92

1:0.65

금당지 크기에서 눈에 띠는 점은 8세기 말의 인왕동사지가 303.0㎡로 제일 크다는 것이다. 이
것은 통일신라 초기의 사천왕사지나 감은사지 금당 면적보다 앞 시기보다 커서 특이하다. 초기
쌍탑 사찰 3곳은 점차 작아졌고, 천군동사지는 사천왕사지 수준으로 커졌다가 영축사지에서는
감은사지 크기로 다시 작아졌으며 불국사는 천군동사지 수준으로 다시 커지다가 인왕동사지에
서 제일 커졌다. 서편 폐사지와 숭복사지는 감은사지와 망덕사지 수준으로 나타나서 시기 하강
과 더불어 나타나는 금당지 크기 변화는 불규칙한 모양이다(그림 5).

서편 폐사지

그림 5. 금당지 면적 변화

(2) 금당지 형태
금당지 형태(평면)를 정면 길이 대 측면 길이 비(比)로 살펴보겠다<표 7>. 금당지의 대부분 형
태는 정면보다 측면 길이가 작은 동서장방형이나 영축사지만은 정면과 측면 길이가 1:1인 정방
형으로 나타난다. 시기 하강과 더불어 나타나는 평면 형태 변화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
나 영축사지를 기점으로 앞 시기는 대체로 동서 장방형에서 정방형으로 변화하는 모양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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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축사지 이 후는 동서 장방형으로 회귀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영축사지에서 정방형을 보이는
것이 이채롭다(그림 6).

서편 폐사지

그림 6. 금당지 정면 대 측면 길이 비(比) 변화

(3) 금당지 칸수 변화
금당지의 정면과 측면 칸수 변화를 살펴보겠다. 7세기 창건 사찰 3곳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
며, 이후 8세기 사찰에서는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측면의 칸수가 2칸 늘어나며 서편 폐사지에
서는 정면보다 측면 칸수가 많은 특이한 모양(3×4칸)을 보인다. 숭복사지에서는 초기 사찰 칸수
와 같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표 8>.
표 8. 금당지 정·측면 칸수 현황
사지명
칸수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5×3

5×3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5×3

5×5

5×5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5×5

5×5

3×4

5×3

3) 사역 크기에 대한 금당지·쌍탑지 크기
사역 크기에 대한 금당지와 쌍탑지 크기 비(比)를 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사역 크기에
대한 금당의 비율은 대체로 0.028(2.8%)-0.069(6.9%) 범위로 나타나는데 다만 인왕동사지에서
0.104(10.4%)로 제일 커서 예외적이다. 여기서 7세기에 건립된 금당지 크기는 약 3%로 고르게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쌍탑의 크기(면적) 비율은 감은사지에서 0.019(1.9%)로 제일 크며
숭복사지에서 0.004(0.4%)로 나타나 대체로 쌍탑의 크기(면적) 비는 사역에 비해 약 2%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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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표 9>.
표 9. 사역 크기에 대한 금당지·쌍탑지 크기 비(比) 현황
사지명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사역(㎡)

7,047

4,745

4,254

3,637

3,610

3,140

2,908

2,317

4,071

금당(㎡)

211.8
(0.030)

139.5
(0.029)

121.1
(0.028)

214.0
(0.059)

144.0
(0.040)

216.3
(0.069)

303.0
(0.104)

117.5
(0.051)

141.1
(0.035

쌍탑(㎡)

83.2
(0.012)

89.8
(0.019)

46.1
(0.011)

33.9
(0.009)

27.4
(0.008)

38.7
(0.012)

20.6
(0.007)

18.0
(0.008)

16.8
(0.004)

※ 괄호( )안의 수치는 사역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4. 당탑비 변화
금당지 크기에 대한 쌍탑지 크기의 관계를 면적으로 보면, 즉 당탑비(금당지 면적에 대한 쌍탑
지 면적의 비)를 통하여 고유섭이 韓國 塔婆의 硏究에서 말한 “탑당의 감축비는 창건 연대의
차례로 내려옴과 일치하여 곧 탑의 면적은 더욱 작아지고 당의 면적은 더욱 커져간다.”고 한 부
분에 대해 쌍탑 사찰에서도 그러한지 살펴보겠다.

1) 당탑비
당탑비를 살펴보면 사천왕사지 0.39, 감은사지 0.64, 망덕사지 0.38, 천군동사지 0.16, 영축사
지 0.19, 불국사 0.18, 인왕동사지 0.07, 서편 폐사지 0.15, 숭복사지 0.12로 나타난다<표 10>.
표 10. 당탑비 현황
사지명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망덕사지 천군동사지 영축사지 불국사 인왕동사지 서편 폐사지

숭복사지

금당(㎡)

211.8

139.5

121.1

214.0

144.0

216.3

303.0

117.5

141.1

쌍탑(㎡)

83.2

89.8

46.1

33.9

27.4

38.7

20.6

18.0

16.8

당탑비

0.39

0.64

0.38

0.16

0.19

0.18

0.07

0.15

0.12

당탑비는 대체로 시기 하강과 더불어 작아지는 모양을 보여 주고 있으나 감은사지, 천군동사
지, 인왕동사지에서 다소 벗어난다. 즉, 감은사지에서 0.64로 제일 크게 나오고, 천군동사지에서
0.16, 그리고 인왕동사지에서 0.07로 제일 작게 나오는데 인왕동사지는 금당 면적이 여타 금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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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요인으로 보아 고유섭의 “당탑의 감축비가 창건 연대의 차례로 내려옴과 일치한다.”는 견
해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

서편 폐사지

그림 7. 당탑비 변화

2) 금당지와 쌍탑(지) 면적 변화
금당 면적과 쌍탑 면적 변화 모양을 보면 먼저 쌍탑의 경우 면적은 대체로 작아지는 모양을 보
이나 금당 면적은 다소 불규칙하여 금당면적은 지형 조건에 따라 변하면서 일정 규모를 유지했
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서편 폐사지

그림 8. 금당지와 쌍탑지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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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통일신라시대 사찰(사지)에 대하여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통일신라
시대 쌍탑 사찰의 당탑 변화’를 사찰 건립 시기 하강과 더불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탑 사찰의 ‘주불전 영역’을 기준으로 한 사역의 크기와 형태 변화에 있어서 사역 크기
는 대체로 계속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사역 형태는 대체로 남북장방형에서 점차 남북 장축의
장방형으로 변하는데 8세기 후반부터는 뚜렷하게 남북장방형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인다.
둘째, 금당지·쌍탑지의 크기와 형태 변화에 있어서 금당지 크기는 불규칙하게 변하였으나 쌍
탑지는 대체로 시기 하강과 더불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형태에 있어서 금당지는 불규칙하나
대체로 동서 장방형이며 영축사지만 정방형이다. 쌍탑지는 모두 당연 정방형으로 변화가 없다.
셋째, 사역 크기에 대한 금당지와 쌍탑지의 크기 비(比) 변화에 있어서 금당지에서는 불규칙
하게 변화해 나갔으나 쌍탑지에서는 대체로 계속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금당지 크기에 대한 쌍탑지의 크기 비(比), 즉 당탑비는 시기 하강과 더불어 대체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쌍탑지 크기는 창건 시기의 하강과 더불어 더욱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금당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나타나서 창건 시기의 하강과 더불어 더욱 커져간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함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내용에는 자료가 소략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겠으나 그간 연구가 부진했
던 쌍탑 사찰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
찰(사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자료들이 보다 많이 축적되면 더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면
서 많은 연구와 발굴조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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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삼존 ․ 시왕상과
조각승 승호
안여진(원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머리말
Ⅱ. 참당암 명부전 불상의 현황
Ⅲ. 조각승 승호의 불상 조성현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참당암은 전라북도 고창군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산내 암자로 1960년대
말까지 대참사(大懺寺), 참당사(懺堂寺) 등으로 불렸던 거찰이었다. 명부전은 응진전과 함께 앞
면 6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하나에 나란히 들어서 있다(도 1). 명부전의 정확한 건립시기
는 알 수 없지만 ｢참당사명부전중수기(懺堂寺冥府殿重修記)｣에 1684-1686년 사이에 시왕상과
관련된 화주로 경륙(敬陸)이 등장하고, 1888년 명부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684년 이
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당암 명부전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보기 드문 경주불석을 이용하여 조성한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무독귀왕·시왕상·판관상·사자상·인왕상 등 총 21구의 존상과 소조로 제작된 동자상 2
구·사자상 1구를 포함하여 총 24구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동안 참당암 명부전에 봉안한 존
상들의 조성시기와 제작자에 대해서 불석이라는 재료적 특징과 양식적 특징을 토대로 17세기
경상도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승호파에 의해 17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
어왔다.1)
1) 참당암 명부전 봉안 불상을 조각승 승호파 상으로 제시한 논문은 다음 글이 참조된다. 이희정, ｢창원 성주사 지장전과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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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조사 당시 주지스님 입회하에 석조지장보살좌상을
개복하게 되었다. 발견된 불상발원문에 의해 1682년 경주 동면 천동에서 승호가 수화승으로 지
장보살상을 비롯한 총 21구의 상을 조성한 뒤 배에 실고 바다로 운반하여 무장현 선운산 참당사
에 봉안하였다는 원문기록이 확인되어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지, 제작자, 이운과정 등의 정황
이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물과 불상발원문을 검토한 뒤 석조지장보살삼존상
과 시왕상 및 기타 권속의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승호가
제작한 불상의 현황2)을 기년작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도 1. 고창 참당암 명부전

Ⅱ. 참당암 명부전 불상의 현황
참당암3)에 대한 창건과 중수에 대해서는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운사사적기

전 석조불상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18(2010), pp. 129-158;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석제 불상의 등장과 유행｣,
불교미술사학14(2012), pp. 35-70; 조태건,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 작 시왕상 연구｣, 불교미술사학12(2011), pp.
171-200.
2) 조각승 승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문명대, ｢송림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27(2007), pp.
25-41; 김길웅, ｢조각승 승호가 제작한 불상｣, 문화사학27(2007), pp. 881-894; 최선일,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의 활동과
불상 연구｣, 선문화연구8(2010), pp. 83-119; 이희정, 위의 논문(2010), pp. 129-158; 조태건, 위의 논문(2011), pp. 171-200;
이희정, 위의 논문(2012), pp. 35-70;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세종출판사, 2013), pp. 147-163; 송은석,
｢조선 후기 불석제 불상과 조각승 승호·경옥｣, 국학연구34(2017), pp. 137-191; 고승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
원문을 통해 본 17세기 조각승 ‘승호’ 연구｣, 강좌미술사51(2018), pp. 199-214.
3) 참당암의 연혁에 대해서는 고창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신청자료-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2019.3)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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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雲寺事蹟記)에 수록된 기문 가운데 1713년에 현익대사(玄益大師)가 기술한 ｢대참사사적기
(大懺寺事蹟記)｣, 1794년에 임우상(林雨相)이 작성한 ｢도솔산대참사고사(兜率山大懺寺故事)｣
및 ｢대참사법당기(大懺寺法堂記)｣, 1850년에 기록된 ｢도솔참당선운사경내주변기록(兜率懺堂
禪雲寺境內周邊記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4)
사찰은 627년(신라 진평왕 49년)에 의운대사(義雲大師)가 우전국(于闐國)의 왕을 꿈속에서
만나고 죽도(竹島) 포구에 석가불 및 16나한 등이 실려 있는 돌배를 발견하여 현재 위치에 대참
사(大懺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1331년에 상량(上良)이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1346-1398년까지 점찰법회(占察法會)의 일종인 생회(栍會)를 43차례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남
아있어 고려시대 말까지 참당암이 선운산의 중심 사찰로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참사와 함께 새롭게 참당사(懺堂寺)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1430
년에는 참당사의 젊은 승려 계심이 처운이라는 승려를 칼로 죽여 참형에 처했다는 기사가 남아
있으며,5)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선운산에 참당사가 있
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조선시대에도 참당암에 대한 중건과 중수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537년 일헌(一軒)
이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1642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전소된 도량을 숭인(崇印)이 중건하
였으며, 1713년 회징(會澄)이 부속암자 몽성암(夢醒庵)을, 1730년 신극(信極)이 부속암자 안양
암(安養庵)과 운암(雲庵)을 중창, 1754년 청원(淸元)·삼익(三益)·찬명(贊明)이 대웅전 및 정문
등을 중수하였다.
참당암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갖춘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우상이 1794년에 작
성한 ｢도솔산대참사고사｣에 “동쪽에는 승당을 두고 서쪽에는 미륵전을 두어 승려들에게 경을
설하고, 위쪽에는 약사전을 아래쪽에는 명부전을 두어 서역의 진상을 모셨다.”라는 문헌 기록이
있다.7) 현재 대웅전 불단에 기록된 묵서에도 1684-1686년 사이 시왕상(十王像)과 관련된 화주
로 경륙(敬陸)과 함께 함경도 함흥의 승려인 구처(仇處)가 등장하고 있어8) 명부전의 건립시기가
4) 선운사, 兜率山禪雲寺誌(성보문화재연구원, 2002)
5) “茂長縣 懺堂寺僧戒心, 素愛年少僧處云. 及處云徙居他寺, 戒心夜到處云所, 處云方與僧信峯臥, 戒心妬刺信峯, 信峯走匿,
戒心欲滅口刺殺處云, 律該處斬.” 世宗實錄권49, 世宗12년(1430) 庚子 9월 2일.
6) “懺堂寺 俱在禪雲山” 新增東國輿地勝覽권25(明文堂, 1954), p. 644.
7) “…東僧堂西彌勒會沙門而講說上藥師下冥府奉西域之眞像…”｢兜率山大懺寺故事｣(林雨相, 1794.)
8) “康熙二十甲子年 五月 十一日 爲始 六月二十日 後 三年 大衆秩 住持 日浩 首僧 性寬 三綱 尙挴 持寺 處悟 交刻 朱億福 畵
員 戒珠 戒還 戒益 敬性 天仁 智嚴 大禪 太英 大禪師 贊輝 信贊 性敏 元唯 道心 敬日 戒學 闡運 處信 灵玄 弘淨 知岩 知全
知善 性安 知冾 戒淳 太云 斗聖 太堅 緣化秩 十王化主 敬陸 咸景道 咸興僧 仇處 迴向後 別佐 戒定 坐臺造成 丹靑當之也
供養主 行者 占同 書記 宝澄.” 兜率山禪 雲寺誌, pp. 201-202;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장엄 연구｣(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2), p. 80, 각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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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년 이전으로 추정되었으나, 석조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불상조성발원문을 통해 1682년
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888년에는 성은(性恩)이 김이(金履)와 함께 재물을 모
연하여 명부전을 중수하였고,9) 1900년에는 경월당 혜근(擎月惠勤)이 개성부에 살고 있었던 김
영진(金英鎭)의 시주를 받아 6월에 나한전의 오백나한상을,10) 7월에는 흥덕면 후포리에 송만덕
화(宋萬德華)의 시주로 명부전의 지장보살삼존 및 시왕상 일괄을 개채하였으며,11) 당시 무장현
이동면에 거주하고 있던 김금석(金錦錫)의 시주를 받아 대웅전의 후불도와 신중도를 새롭게 조
성하였다.12) 또한 1910년에는 현왕도와 산신도를 제작하였고,13) 1912년에는 약사전의 약사불
회도와 칠성도를 봉안하였다.14) 이후 1968년에 제6차 중수가 진행되었다.15)
한편 참당암 명부전 봉안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복장에서 경전류와 다라니 등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조성발원문이 발견되면서 1682년 승호를 비롯한 총 9명의 조각승에 의해 경
상도에서 일괄 조성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복장유물과 조성발원문을
살펴보고, 참당암 명부전 조각의 형식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9) “懺堂寺冥府殿重修記 … 大淸光緖十四年戊子二月二十七日 ….” ｢懺堂寺冥府殿重修記｣
10) “全羅南道茂長郡兜率山懺堂寺五百羅漢重修改彩記…光武四年六月日….” ｢全羅南道茂長郡兜率山懺堂寺五百羅漢重修
改彩記｣(擎月惠勤, 1900).
11) “冥府殿寶像改彩記…光武四年七月日….” ｢冥府殿寶像改彩記｣(1900).
12) 대웅전 후불도는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신중도는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대웅전후불도에 기록된 화기는
다음과 같다. “大韓光武庚子六月日 新畵成後佛幀 證明 擎月惠勤 主管 鴻雲富景 監董 西湖智俊 誦呪 雲山寶堅 持殿比丘
昌燮 金魚比丘 琫榮 觀河宗仁 比丘暢雲 比丘性一 鐘頭 正胤 福順 化主比丘 化玉 獨辦大施主 本郡 一東面龍頭居住 乾命
己酉生金配鉉 坤命乙卯生高氏 長子庚辰生永仙 次子乙酉生斗平 以此功德萬福雲興千灾雪消同見佛面共成佛果.”한국
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ㆍ제주도 자료집-(문화재청ㆍ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12), pp. 141-142.
신중도는 1969년 국립박물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光武庚子六月日 新畵神衆幀 證明 擎月惠勤 誦 呪 雲
山寶堅 主管 鴻雲富景 持殿比丘 昌燮 金魚比丘 琫榮 觀河宗仁 獨辦施主 本部市居里居 乾命 金錦錫.” 한국고고미술
연구소, ｢禪雲寺ㆍ來蘇寺ㆍ開巖寺의 佛敎美術｣, 美術史學誌3(2000), pp. 222-223; 한편, 이외에도 현재 명부전에 신중
도 시주와 관련된 현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神衆幀大施主 茂長二東面尼洞居 乾命金錦錫丁丑生 坤命李氏癸
酉生 兩主 …庚子六月日.”｢神衆幀大施主記｣(1900.)
13) 현재 현왕도는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고, 화기는 다음과 같다. “隆熙四年庚戌二月日 茂長郡仙云寺懺堂現王幀新畵成仍以
奉安于 證 明比丘 鴻雲 誦呪比丘 仙月 片手比丘 雨曇 供司在英 茶角永文 化主忠溟 施主秩 本郡五里東面聲洞居住 乾命
丙申生金民燁 妻癸巳生邊氏 本郡淸海面平地居住 乾命壬午生李千年金 妻甲申生金氏 子丁未生阿只.” 그러나 함께 제작
된 산신도는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1969년에 국립박물관이 조사한 자료만이 남아 있다.“隆熙四年庚戌二月日 茂長郡禪
雲寺懺堂山神幀新畵成仍以奉安于 證明比丘 鴻雲扶敬 誦呪比丘 禪 月昌善 片手比丘 雨曇善玝.”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위의 책(2000), p. 223.
14) 1912년에 제작된 약사전의 약사불도와 칠성도도 1969년에 국립박물관이 조사한 자료만이 남아 있다. 당시에 제작 된 약사
불도의 크기는 세로가 134㎝이며, 가로는 128㎝이며 화기는 다음과 같다. “壬子二月日造成于 本寺仍奉安 證明比丘 西
湖.” 칠성도는 크기는 세로 132㎝, 가로는 124㎝이며 화기는 다음과 같다. “壬子二月日造成于 本寺仍奉安 證明比丘 西湖
智俊 會主比丘 正基 誦呪 比丘 昌燁 持殿 在英 金魚比丘 一愚宗仁 鐘頭沙彌 奉祚 供司沙彌 宥信 化主比丘 忠溟琫○ 獨
辦大施主.”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위의 책(2000), p. 223.
15) “佛紀二九九五年九月日 兜率山大懺寺第六重修大施主….”｢兜率山大懺寺第六重修大施主記｣(李泰奎,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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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장유물과 조성발원문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지스님 입회하에 석조지장보
살좌상을 개복하였다(도 2). 납입된 복장물은 경전류와 불상발원문(1682년), 개금불사발원문
(2005년) 등 8건 65점이 발견되었다. 당시 확인된 복장유물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참당암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좌상 발견 복장유물 목록
연번

제목

권수

1

불상발원문

1장

2

개금불사발원문

1장

3

川老金剛經

1권

4

首楞嚴經要解序

대불정수능엄경변상 4판

5

法華經

효령대군, 안평대군,
영흥대군 기

6

觀世音菩薩
寶篋手眞言

5장

7

金剛波羅密多心經

1권

8

法華經

31장

규격
가로 94.5cm
세로 64.5cm
가로 93.0cm
세로 63.0cm
가로 28.0cm
세로 17.5cm
가로 24.5cm
세로 18.5.0cm
가로 26.8cm
세로 16.8cm
가로 14.5cm
세로 66.0cm
가로 36.7cm
세로 24.0cm
가로 51.0cm
세로 32.0cm

비고
대청 강희 21년 임술 6월(1682년)
불기 2549년(2005년)
소흥 신사 8월 晦月
(1387년 간행)
간기 無, 표지 앞부분 시주 桂雲 주석 有

다라니경
1685년 간행본
순치 17년 기해 晋州 臥龍山 百泉寺 간행

佛像發願文 16)
惟願弟子等 世世生生 虛生浪死 吁 言不可述 下久劫植 因忽生東夏 有緣適矣 正信
之家 續佛慧命 出家之子 其古鄕則咸鏡道咸興人也 其法名則淨六矣 大淸康熙十一年
歲在黑牛之春 出來江原道金化縣地大聖山普賢寺 止棲至十餘歲矣 所居率上佐太源
其名師子西公 自憶無常之厭 恒修白業之意 而亦及白猿之秋 脫盡世網 翫景名區 轉
轉探其勝眞 漸漸下來全羅道茂長縣兜率山懺堂寺 遲遲過冬矣 適有厥寺百務 雖完所
乏者 惟十王等像也 於是 師子其發大願 時値黑狗之歲孟夏 自本縣以至慶尙道慶州東
面川洞 佛像所散 請良工地藏道明無毒十王所率幷爲二十一尊 不數月間畢勣 而因以點
眼 卽爲西浮大洋 水路載運于本縣玆山是寺奉安焉 慧日重明 聲華暢天 區中懷香禮拜
者如雲 方外聞聲奉尋者綿綿云云 仍玆奉祝 ｣
主上三殿下萬世萬世億萬歲 ｣
大淸康熙二十一年壬戌六月上斡書 ｣
佛日增輝於萬國 天下太平於四海云云 ｣
16) 이 조성발원문의 석문은 전북대학교 류호석 박사님께서 해주셨다. 류호석 박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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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我各各發願施主與緣化比丘等各各 ｣
伏爲 ｣
先亡祖上父母師尊弟子遠近親屬列 ｣
名靈駕與兼及法界有無二住一切孤魂 ｣
等俱生樂邦咸證無生之願云云 ｣
施主秩記
柳守賢西主保?｣ 趙自敏｣ 李一伊｣ 朴僅先｣ 張海中｣ 劉元男｣ 朴億一｣ 金有仁｣ 姜永男｣ 李己立｣
李希白｣ 劉來男｣ 金貴先｣ 高天修｣ 吳萬山｣ 高天及｣ 朴氏四良｣ 女閑德｣ 劉禮里｣ 朴玉立｣ 丁雪弘｣
李忠一｣ 金氏乭合｣ 吳萬先｣ 金連男｣ 金尙禮｣ 吳萬同｣ 金金伊｣ 李皓男｣ 金允鳳｣ 金守命｣ 金命會｣
太淳比丘｣ 解沾比丘｣ 萬淨比丘｣ 勝古比丘｣ 壬氏禮玉｣ 女繼卜｣ 松哲比丘｣ 太堅｣ 尙明｣ 淨閑｣ 暎
稔比丘｣ 松泐比丘｣ ?弘比丘｣ 朴氏今和｣

良工秩
勝湖比丘｣ 尙倫比丘｣ 呂岑比丘｣ 天輝比丘｣ 寶壯比丘｣ 坦悟比丘｣ 處屹比丘｣ 秀演比丘｣ 處行
比丘｣

緣化秩
誦繼呪比丘淸釰｣ 供養主秩｣ 宣哲比丘｣ 太源比丘｣ 化主比丘淨六｣

이상의 발원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정육(淨六)이라는 사람은 함경도 함흥사람인데 강희 11년(12년 1672계축) 봄에 강원도 금화현
대성산 보현사에 머무른지 10여년이 되었다. 이곳에 살면서 거느린 상좌(上佐) 태원(太源)은 그 이
름이 사자이다. 이 두 사람은 스스로 무상함을 싫어하여 항상 좋은 과보를 받을 만한 착한 행위를
생각하며 수도를 했고, 또한 경신년(白猿之秋, 1680년)에 세상의 허물을 벗어나고자 경치를 구경
하며 명승지를 전전하며 승경을 찾아가는데 바로 점점 아래로 가서 전라도 무장현 도솔산 참당사
(참당암)를 느릿느릿 지나가 겨울을 보냈다.
이 절에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데 결핍된 것은 오직 시왕 등의 상이다. 이에 정육은 사자와
함께 대원(大願)을 발원하여 임술(1682년: 黑狗之歲) 맹하에 본현에서 경상도 경주 동면 천동으
로 가서 불상조성을 양공(良工)에게 공경스럽게 청하여, 지장, 도명, 무독, 시왕에 딸린 불상 모두
21존을 수개월이 못되어 공적을 마쳐 이로 인하여 점안식을 하였다. 즉 (불상 등을) 서쪽 큰 바다에
실고 수로로 운반하여 본현(무장현) 이 산(선운산), 이 절(참당사)에 봉안하였다.
자비로운 해가 거듭 밝고 화창한 소리 하늘에 닿으니 지역에서 예배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
고 모름지기 타지에서도 소리를 듣고 찾아 오는자 면면이 이어졌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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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봉축하는 바이다.
주상삼전하 만세만세 억만세
대청 강희이십일년 임술(1682) 유월 상간 서
부처의 빛이 만국에 더욱 빛나고 천하가 사해에 태평하소서
바라건데 나와 여러 발원시주와 더불어 연화비구 등 각각
복위
먼저 돌아가신 조상 부모 사존 제자 멀고 가까운 친척의
영가와 더불어 함께 법계에 머물지 못하는 모든 귀혼
등이 함께 극락에 태어나 모두 무생을 바라오니

시주질기
유수현서주보?｣ 조자민｣ 이일이｣ 박근선｣ 장해중｣ 류원남｣ 박억일｣ 김유인｣ 강영남｣ 이기립｣
이희백｣ 류래남｣ 김귀선｣ 고천수｣ 오만산｣ 고천급｣ 박씨사랑｣ 여한덕｣ 류예리｣ 박옥립｣ 정설홍｣
이충일｣ 김씨돌합｣ 오만선｣ 김연남｣ 김상례｣ 오만동｣ 김금이｣ 이호남｣ 김윤봉｣ 김수명｣ 김명회｣
태순비구｣ 해첨비구｣ 만정비구｣ 승고비구｣ 임씨예옥｣ 여계복｣ 송철비구｣ 태견｣ 상명｣ 정한｣ 영임
비구｣ 송륵비구｣ ?홍비구｣ 박씨금화｣

양공질
승호비구｣ 상륜비구｣ 여잠비구｣ 천휘비구｣ 보장비구｣ 탄오비구｣ 처흘비구｣ 수연비구｣ 처행비구｣

연화질
송계주 비구청일｣ 공양주질｣ 선철비구｣ 태원비구｣ 화주비구 정육｣

도 2-1. 석조지장보살좌상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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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석조지장보살좌상 복장 개복

도 2-3. <표 1> 연번 8-법화경

도 2-4. <표 1> 연번 5-법화경

도 2-5. 복장유물 오색천과 오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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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복장유물 <표 1> 연번 1-불상발원문

시주질에는 46명이 열거되어 있고, 양공질에는 가장 먼저 승호(勝湖)가 등장하며 이어서 상륜
(尙倫)·여잠(呂岑)·천휘(天輝)·보장(寶壯)·탄오(坦悟)·처흘(處屹)·수연(秀演)·처행(處行) 등 비
구 9명이 등장하고, 연화질(緣化秩)에 태원(太源)과 정육(淨六)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참당암 명부전 존상들은 비구 정육과 태원이 발원하여 1682년 경상도 경주 동면 천동으로 가서
승호에게 불상 조성을 청하여 지장·도명·무독·시왕 등 21존을 조성한 뒤 배에 실어 운반하여 참
당사에 봉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의 형식과 특징
참당암 명부전 존상 21구는 모두 경주 동해변의 불석산(佛石山)에서 산출되는 불석(佛石)17)
17) 拂石은 沸石, 滑石, Zeolite라고도 한다. 경상북도 구룡포를 중심으로 하는 제3기 지층에 한정되어 산출되는 재료이다. 불석
재 불상의 조성현황은 2012년 기준, 각 지역별로 강원동 31건, 전라도 128건, 충청도 36건, 경상도 363건, 인천·경기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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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했다. 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불상발원문에 1682년 조각승 승호가 경주 동면 천동
에서 지장보살을 비롯하여 총 21구를 제작하여 바다를 통해 참당암에 봉안하였다는 사실에서
현재 21구의 존상 모두 훼손된 곳 없이 일습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지장보살삼존상 (도 3-도 5)
지장보살삼존상은 손에 광명주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좌상과 우측에 승려 모습으로 합장하고
서있는 도명존자입상, 좌측에 제왕의 모습으로 양 손을 가슴 앞에 차수하고 있는 무독귀왕입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릎이 높아지면서 상반신이 줄어든 형
식이다. 얼굴은 각진 방형이며 원통형 콧날과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간 반개한 눈, 양 입가를
움퍽 들어가게 하여 미소를 띤 얼굴형이다. 양 귀에는 연꽃모양의 귀걸이 장식이 양각되어 있다.
법의는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걸쳐서 오른팔 아래를 지나 복부를 가로질러 왼쪽 대의
표 2. 참당암 명부전 존상 배치도

21건으로 확인되었다. 위치는 대체로 해안가 인근지역으로 장시 등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는 불석 재료의 운반이 용이하고 제작된 석조불상을 옮기는데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불석재 불상에 대해서
는 이희정, ｢창원 성주사 지장전과 영산전 석조불상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18(2010), pp. 129-158; 이희정, 앞의 논문
(2012), pp. 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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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석조지장보살좌상,
높이 82.0cm, 폭 63.5cm

도 4. 석조무독귀왕입상,
높이 88.5cm, 폭 32cm

도 5. 석조도명존자상,
높이 97.0cm, 폭 31.0cm

속으로 삽입되어있다. 그리고 ‘U’자형으로 넓게 노출된 가슴에는 가로선의 군의 띠와 띠 위에
‘∩∩∩’형의 군의주름이 양각되어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로 흘러내린 대의자락의 중앙부
에는 승호가 제작한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옷깃이 삼각형 형태로 접힌 표현이 확인된
다. 양 손은 양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데 왼손은 손바닥에 보주를 쥐고 있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올린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단구형의 신체를 보이고 통통
하고 귀여운 얼굴형과 대의 표현 등은 조각승 승호가 제작한 1678년 청도 덕사 석조지장보살좌
상과 1681년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도명존자입상은 민머리에 젊은 승려의 모습이다. 얼굴의 세부표현 등은 본존인 지장보살좌상
과 거의 동일하다. 양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합장하고 있고, 착의는 장삼과 가사를 입은 모습이
다. 소매자락은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며, 소매 안쪽으로는 두 겹의 내의를 더 입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제외한 상반신을 덮고 있다. 왼쪽 어깨에는 노란색으로 채
색된 원형의 가사고리 장식이 도드라지게 조각되어 있고, 고리장식 아래로 옷자락이 삼각형태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고리장식 형태는 승호가 제작한 경북 청도 덕사의 도명존자입상과
석조십육나한상(1678년), 창원 성주사 도명존자입상(1681년), 부산 기장 장안사 도명존자입상
과 석조십육나한상(1684년) 등과 유사하다.
무독귀왕입상은 수염이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머리 위에는 화려한 국화꽃문양 장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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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량관을 쓰고 있고, 착의는 단령포를 입은 모습이다. 길게 늘어진 소매자락은 길게 늘어져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며, 양손은 깍지를 끼고 배 앞으로 올리고 있다. 양손 아래로는 광다회와 세조대
가 수직으로 길게 늘어져 신발 아래까지 흘러내린 형식이다. 무독귀왕입상은 관모를 착용하고
단령포를 입은 모습 등 같이 봉안된 시왕상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표 3. 참당암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 크기
명칭

지장보살좌상

도명존자입상

무독귀왕입상

전체 높이

82.0cm

88.5cm

97.0cm

전체 폭

63.5cm

32.0cm

31.0cm

2) 시왕상 (도 6-도 15)
지장보살삼존상을 중심으로 배치된 시왕상은 좌우에 각각 5구씩 배치되어 있다. 현재 참당암
명부전 시왕상의 각 존상들의 정확한 존명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시왕상들은 봉황으로 장식된
등받이가 있는 봉황좌에 앉아 있고 모란문양이 장식된 관모를 착용한 왕의 모습과 유사하다. 시
왕상들에서도 승호가 제작한 상들과 양식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좌측 1(도 11) 노년의 모습을 한
시왕상은 눈썹이 두툼하게 표현되어 있고 미간 사이 콧등에 가로줄의 깊은 음각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각수법은 승호가 나한상과 시왕상에서 노년의 모습을 표현한 존상에서 자
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좌측 1 시왕상과 같은 얼굴표현의 상으로는 1681년 창원 성주사 제1진관
대왕의좌상과 1684년 기장 장안사 제3송제대왕의좌상 등이 있다.
시왕상의 복식 표현에서 군의 하반신 부분에서도 승호 작의 특징이 엿보인다. 큰 동작이 없이
모두 두 발을 내리고 있는데, 우측 3시왕상(도 8)과 좌측 3 시왕상(도 13)‧4시왕상(도 14)의 하반
신 포 자락에 ‘‿’형과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습표현은 승호가 제작한
1678년 청도 덕사 진광‧초광‧송제‧염라대왕상과 1681년 창원 성주사 시왕상 변성대왕에서도
나타난다.
시왕상 10구에 공통적으로 승호 작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치마를 묶은 가로선의 띠 위로 ‘∩∩
∩’형의 주름표현도 볼 수 있으며, 의대에 묶여 양발 사이로 내려오는 세조대를 기준으로 치마주

름이 좌우대칭으로 펼쳐진 의습의 표현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승호가 제작한 1678년
청도 덕사 시왕상과 1681년 창원 성주사 시왕상, 1684년 기장 장안사 시왕상 등에서 흔히 살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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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측
시
왕
상

도 6. 시왕 1

도 7. 시왕 2

도 8. 시왕 3

도 9. 시왕 4

도 10. 시왕 5

도 11. 시왕 1

도 12. 시왕 2

도 13. 시왕 3

도 14. 시왕 4

도 15. 시왕 5

좌
측
시
왕
상

표 4. 참당암 명부전 석조시왕상 크기
좌측 시왕상

우측 시왕상

1. 전체 높이 121.0cm 최대 폭 65.0cm

1. 전체 높이 1155.0cm 최대 폭 63.3cm

2. 전체 높이 108.0cm 최대 폭 62.0cm

2. 전체 높이 111.0cm 최대 폭 65.0cm

3. 전체 높이 113.0cm 최대 폭 62.0cm

3. 전체 높이 111.0cm 최대 폭 62.0cm

4. 전체 높이 116.5cm 최대 폭 65.5cm

4. 전체 높이 110.0cm 최대 폭 64.0cm

5. 전체 높이 115.0cm 최대 폭 65.5cm

5. 전체 높이 115.0cm 최대 폭 6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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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권속 (도 16-도 23)
시왕상의 옆에는 관모를 착용하고 우측에는 양손을 차수(叉手)한 귀왕입상이 배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천으로 손을 감싼 귀왕입상이 있다. 그리고 귀왕상의 옆에는 검은 복두를 쓰고 차수한

도 16. 우측 귀왕

도 17. 좌측 귀왕

도 18. 우측 판관

도 19. 좌측 판관

도 20. 우측 사자

도 21. 좌측 사자

도 22. 우측 장군

도 23. 좌측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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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입상이 좌우로 1구씩 배치되어 있다. 판관입상과 귀왕입상은 지장보살좌상의 협시 무독귀
왕입상과 동일한 형식의 복장과 신체에 비해 큰 얼굴과 좁은 어깨 등 단구형의 신체를 보인다.
검은 복두를 착용한 판관상의 옆에는 사자입상이 좌우에 1구씩 배치되어 있다. 사자는 여러 대
왕들이 망자에게 보내는 전령 같은 존재로 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은 전령의 모습이며, 머리에는
붉은 색의 채색이 가해진 귀가 달린 검은 색의 복두를 쓰고 있다. 좌측의 사자상은 오른손으로
두루마리의 명부를 받쳐 들고 있고, 우측의 사자상은 양손으로 명부를 잡고 있다. 상호는 판관상
과 귀왕상의 얼굴보다 가로 폭이 좁아 비교적 갸름한 형을 보이지만 반개한 눈과 수염의 표현,
원통형의 콧날과 작고 미소를 머금은 입술 등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명부전 입구 불단 아래에 석조장군입상 2구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장군입상은 지옥의 장군
인 삼원장군이라고 하는데 갑옷을 입은 장군상은 부릅뜬 눈, 양 미간의 주름과 꽉 다문 입, 권법
자세 등에서 지옥 장군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군상의 복식표현에서도 승호의 조각풍이
잘 나타난다. 허리에 묶은 띠 아래로 펼쳐진 치마주름의 중앙부에 옷깃처럼 펼쳐진 주름표현은
사자상의 의습표현과 동일하고, 양 다리 위에 형성된 ‘‿’형의 바지주름은 시왕상에서 나타나는
주름과 같은 형식이다.
표 5. 참당암 명부전 기타권속 크기
명칭

좌측상

우측상

귀왕상

전체 높이 95.0cm 최대 폭 31.8cm

전체 높이 96.5cm 최대 폭 31.7cm

판관상

전체 높이 85.0cm 최대 폭 29.0cm

전체 높이 85.5cm 최대 폭 29.5cm

사자상

전체 높이 93.5cm 최대 폭 28.5cm

전체 높이 90.5cm 최대 폭 32.3cm

장군상

전체 높이 98.0cm 최대 폭 37.5cm

전체 높이 98.5cm 최대 폭 43.0cm

이상에서 살펴본 고창 참당암 명부전 봉안 존상들은 석조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불상발원
문에 경주 동면 천동(川洞)에서 21구의 상을 제작한 뒤 바다를 통해 참당사에 봉안하였다고 밝
히고 있다. 여기서 ‘천동(川洞)’은 토함산이나 함월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대종
천(大鐘川, 舊 東海川) 유역의 마을로 추정되고 있다.18) 그렇다면 승호가 제작한 참당암 명부전
존상들은 함월산에서 생산되는 불석을 이용하여 함월산에 위치한 기림사에서 조성한 뒤 대종천
(구 동해천)에 있는 포구에서 배에 실어 무장현 참당사로 운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 川洞의 현위치가 대종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송은석, 앞의 논문(2017), pp. 142-144 참조. 한편 합천 폐사지 출토 불
석과 감포지역 암석의 X선 회절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보고를 통해 불석의 채석지로 양북면 용동리의 불암마을을 제시하였
다. 이희정, 앞의 논문(2012),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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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각승 승호의 불상 조성현황
승호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기년명 석조불상은 1659년의 대구 남지장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을
시작으로, 1678년 청도 덕사 봉안 천주사 석가삼존불좌상·석조나한상·석조지장보살좌상·석조
시왕상, 1681년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석조시왕상, 1682년 선운사 석조지장보살삼존
상·석조시왕상, 1684년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삼존불좌상·석조나한상·석조지장보살좌상·석조시
왕상, 1685년 청송 대전사 석가삼존불좌상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군위 인각사에는 1688년 승호
가 조성한 석가불좌상과 나한상을 봉안했다는 발원문이 전하는데, 석가불좌상은 현재 대구 동화
사 영산전에 봉안되어있는 석조석가불좌상이 승호의 인각사 석가불좌상으로 추정된다.19) 승호
가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6. 승호가 ‘수화승’으로 조성한 석조불상
연번 연대

지정사항

현봉안처

畵員 勝浩 供飯 懷惠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8호

대구
달성
남지장사

화악산 천주사
석가삼존불좌상
나한상

首頭畵員 勝湖 尙倫 學淨 呂岑 天
擇 卓獻 淸眼 自日 德藏 德雲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9호

경북
청도
덕사

3

화악산 천주사
지장보살좌상
시왕상

首畵員 勝湖 畫員 學淨 尙倫 呂岑
天擇 卓獻 淸眼 自日 德藏 德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0호

경북
청도
덕사

4

성주사 지장전
지장보살좌상
시왕상

畵員 勝湖 尙倫 學淨 卓文 天潭
宝藏 呂岑 竺令 禪俊 法眼 處屹
守衍 處行 儀淨 法宗 敏俗 天龍
海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1호

경남
창원
성주사

1

1659

2

작품명

원명암
지장보살좌상

이미지

조각승

1678

1681

19) 군위 인각사 국사전 봉안 석조불좌상은 경옥의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위 인각사 국사전 봉안 석조불좌상의
조각승과 관련해서는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조각승과 불상｣(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p. 85-86; 송은석,
앞의 논문(2017), pp. 158-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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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대

5

1682

6

작품명

이미지

조각승

지정사항

현봉안처

고창 참당암
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畵員 勝浩 尙倫 呂岑 天輝 寶壯
坦悟 處屹 秀演 處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65호

전북
고창
참당암
명부전

기장 장안사
석가삼존불좌상
나한상

良工 勝湖 熙衍 天輝 天澤 法能
法宗 守宗 處屹 道信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5호

부산
기장
장안사

기장 장안사
지장보살좌상
시왕상

良工 勝湖 熙衍 天輝 天澤 法能
法宗 守宗 處屹 道信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86호

부산
기장
장안사

畫員 勝湖 密倫
靈遠 就旭 幸湜
就諶 進明 寶海
幸淨 口釋 勝玄
普藏 法能 坦悟
末口 成敬 萬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경북
청송
대전사

1684

7

8

1685

청송 대전사
석가삼존불좌상

9

1688

군위 인각사
석가불좌상

呂岑
處屹
守日
尙惠
處旭

天澤
守衍
惟敬
斗明
決宗

守宗
學訥
學尙
處登
戒寬

畫員 勝湖 尙倫 呂岑 善仁 卓文
玉淨 天擇

경북
군위
인각사

이상과 같이 승호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들은 모두 경주 동해변의 불석산에서 채굴되는
이른바 ‘경주불석(慶州佛石)’이 주재료이다. 불석은 화강암과 달리 무르고 약하여 쉽게 파손되
는 취약점이 있다. 이러한 석질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승호는 얼굴의 턱을 넓게 하고, 코끝은
원통형에 가까우며, 상반신은 하체보다 짧고 편평하게 처리, 하체의 폭은 좁고 높이는 높고, 양
손은 다리 위에 밀착시키는 등 석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각수법을 보인다.
승호가 불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착안한 조각수법은 승호 작품의 특징으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석조불상의 특징은 대체로 머리가 크고 무릎의 너비는 넓고 높이를 높게 하여 상반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감을 보인다. 그리고 양손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무릎에 밀
착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보살상의 경우 양귀의 귓불에는 양각으로 연꽃문양의 귀걸이 장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착의에 보이는 특징은 ‘U’자형으로 넓게 노출된 가슴에 가로선의 군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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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띠 위에 ‘∩∩∩’형의 군의주름을 양각한 형식이다. 그리고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로 흘러내린
대의자락의 중앙부에 옷깃이 삼각형의 형태로 접힌 표현 역시 승호 불상의 특징으로 이러한 표
현은 입상에서도 나타난다.
표 7. 승호가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
연번 연대

1

2

3

1640

작품명

이미지

덕유산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송림사
1655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57

송림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조각승

문화재
지정사항

현봉안처

畵員
淸虛
法玄
賢允
勝浩

보물
제1690호

경남
거창
포교당
(심우사)

畵員
道祐
勝浩
敬玉
敬信

보물
제1606호

경북
칠곡
송림사
극락전

勝浩
시주자
로 참여

보물
제1605호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불석 조각승으로 경상도지역에서 활동한 승호는 청허(淸虛)20)와 도우(道祐)21) 아래에서 보조
화승으로 목조불상과 석조불상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표 7>과 같이 확인되었다. 승호의 이름은
청허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1640년 경남 거창 포교당 봉안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발원문에
서 보조화승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도우가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1655년에 제작한 칠곡 송림
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발원문에는 차화승으로 등장한다. 1657년에는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불좌상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승호의 정확한 몰년은 알 수 없지만 1719년에 경
20) 조각승 淸虛는 17세기 전반-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서 수화승 元悟(圓悟), 覺敏 등과 함께 경남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
불좌상(1605년)을 시작으로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1614년), 거창 포교당(심우사) 소장 덕유산 연수사 목조아
미타불좌상(1640년)을 조성하였다.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조소(양사재, 2007), p. 177.
21) 조각승 道祐는 17세기 전반-중반 전라도지역에서 크게 활약한 無染유파로 무염 조성의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삼신
삼세불좌상(1633년)을 비롯하여 영광 불갑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1635년)과 속초 신흥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
불좌상(1651년)의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그 후 수화승을 맡아 칠곡 송림사 극락전의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1655년)
과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1657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1664년)을 조성하였다. 고승희, 앞의 논문
(2018),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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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림사 불상 중수·도금 발원문에 ‘比丘 勝湖 靈駕’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1717-1719년 사이
에 열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호는 1640년 불상제작의 수련기를 거치고, 1650년대부터 차화
승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1659년 원명암(남지장사 봉안) 지장보살좌상의 조성을 시작으로
1688년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수화승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불석제 불상을 남겼다.

Ⅳ. 맺음말
참당암 명부전 존상 21구는 모두 경주 동해변의 불석산(佛石山)에서 산출되는 불석으로 제작
되었다는 점에서 경주불석이 전북지역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지장보
살좌상에서 발견된 불상발원문에 1682년 조각승 승호가 경주 동면 천동에서 지장, 도명, 무독,
시왕에 딸린 불상 등 모두 21존을 제작하여 바다를 통해 무장현 선운산 참당사에 봉안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상발원문에서 언급된 21구의 존상이 훼손된 곳 없이 일습이 모두 잘 갖추어
져 있어 학술적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경주에서 제작한 석불상을 배에 실어 해상을 통해 이운했
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불상의 유통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의 가치를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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