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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2015년까지 보물로 지정된 불교조각문화재 중 그 제작연도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해당되는 불상 84건의 문화재

설명과 사진자료를 수록하여 발간한 것이다.

2    박물관 등으로 이안·보관되어 있는 석불은 수록하였고,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석불, 마애불 등의 

불교조각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수록 문화재는 시대순(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배열하였고 제작시기 추정이 두 시대에 걸쳐지는 경우(나말여초, 여말선초)

에는 앞선 시대에 배열하였다.

4 소장처의 사정상 새로 촬영하지 못한 문화재는 사진자료를 제공받거나 기존에 촬영한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5 개별 문화재의 편년과 용어 및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학계의 입장을 우선하였으며 집필자의 입장도 존중하였다.

6 각 문화재의 세부사항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수량, 재료, 크기, 관리자(관리단체)순으로 명기하였다.

7   영문 명칭은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문화재청 예규 124호, 142호) 및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 (2014)을 따랐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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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대관 보물 - 불교조각Ⅰ』발간사

문화재청은 보물 중 불교조각 분야의 문화재 84건을 모아 『문화재대관 보물 - 불교조각 Ⅰ』을 발간

합니다.

이번 대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을 마무리한 총 5편의 국보대관에 이어 발간하는 보물대관

의 세 번째 문화재총서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 문화사적 가치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자 발간하는 이번 불교조

각 대관은 Ⅰ, Ⅱ편으로 나누어 발간되며, Ⅰ편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를 수록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불교는 당대 최고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내었습

니다. 그 중 단연 불교조각이 돋보이며, 이 책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우리 문화재가 담고 있는 방대한 이야기를 모두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

나 이 책을 보는 모든 분이 불교조각이 가진 숭고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로서의 뛰어난 예술적 아름

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재대관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장처와 소장자, 귀중한 원고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 그리

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문화재청장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present 84 Buddhist sculptures designated as Tr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here in Treasures: Buddhist Sculpture I. 

This is the third installment in the Treasures series, which was launched in 2014 as a follow-

up to the 2007–2011 National Treasures series.

As the first part of a two-volume compendium on Buddhist sculpture, it is intended to 

enhance the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Buddhist sculpture 

among a wider public. It covers the temporal span from the Three Kingdoms era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Buddhism provided 

a primary driving force for the cultural blossoming that took place at the time and gave birth 

to a great number of diverse artistic masterpieces. Standing out among these is Buddhist 

sculpture, further information about which is provided in this compilation.

It was a daunting challenge to convey the extensive particulars of Buddhist sculpture in the 

limited space allowed in this volume, but sincere efforts were made to ensure that readers 

are able to both immediately and profoundly relate to the aesthetic beauty and artistic 

significance of Buddhist sculpture.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publishing process, 

including the individuals and agencies that collected the Buddhist sculptures presented, 

academics who contributed the valuable explanations for each artifact, and the staff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ir efforts and contributions.

Preface

December, 2016

Rha, Sun-hwa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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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 扶餘 軍守里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329호

백제

1구 
석조

높이 13.5cm
국립부여박물관

이 불상은 부여 군수리 절터軍守里寺址에서 출토된 것이다. 군수리 절터는 일제강점기인 1935~1936

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중문, 목탑, 금당, 강당 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1936년에는 

목탑 터 중심부에서 이 불상을 비롯한 금동보살입상, 기와, 토기, 철기 편이 수습되었다. 당시의 조사에 따

르면, 목탑 터에는 기둥이 세워졌으며 심초석心礎石은 지하 1.8m 깊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은 심

초석 위에서 금고리와 작은 옥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다시 그 위 30cm 지점에서 금동보살상과 토기 및 철

기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은 목탑 중앙부에서 수습된 것으로 보아 목탑의 심초석에 사리장엄구

와 함께 봉안되었던 공양구供養具의 일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화재청에 의해 군수리 절터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된 바 있다. 

백제는 중국의 북위와 고구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梁 나라 등 다양한 양식을 수용하여 백제 특

유의 조각 양식을 꽃피웠다. 이 불상은 당시의 모습을 대변하는 6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납석이라는 연질의 질감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각銳角이 전혀 없는 둥근 맛에 정

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백제 조각양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부좌한 자세에서 선정인禪定印의 수인

을 맺고 깊은 명상에 잠긴, 상 전체에 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상현좌裳懸座 여래좌상의 대표작이다. 머리는 

민머리에 팽이 모양의 작은 육계가 솟아 있으며, 뺨이 통통한 얼굴에는 가녀린 눈매와 오목한 입에서 자아

내는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 양손은 손등을 밖으로 향하여 깍지끼듯 선정인禪定印의 수인을 맺었다. 방형의 

대좌를 덮은 치마裳懸의 옷주름은 좌우 대칭적인 도식적인 옷주름이지만 정제되면서도 부드럽게 굴곡지며 

흘러내렸다. 가슴의 목깃 사이로 노출된 내의內衣에는 ‘卍’자가 선각되어 있다. 뒷면은 아무런 조각 없이 편

평하게 깎아 내었다.

선정禪定이란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취하는 독특한 수련 방법의 하나이다. 

석가도 선정을 통하여 불교의 진리를 깨우쳤으므로 선정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본질적인 수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정인 여래상은 인도의 간다라 불상에서 시작하여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서울 뚝섬

에서 발견된 소형의 선정인 금동불은 5세기 전반에 제작된 삼국시대 초기 예이다. 그러나 인도의 선정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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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좌상은 두 손을 겹쳐서 가부좌한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인

데 비해 중국의 그것은 손을 세워서 손등이 보이도록 두 손을 겹친 채 배꼽 밑 단전丹田 부분에 대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손바닥을 단전에 대는 도교의 호흡법을 변형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기의 선

정인 여래좌상은 6세기에 이르러 상현좌 여래좌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군수리 납석제 여래좌상이다.

이 불상은 지정명칭이 ‘석조여래좌상’으로 되어 있어 자칫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 석불로 오해하기 쉽

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불교문화 전파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소형 불상과 동일한 어감을 주는 ‘납석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군수리 납석제 여래좌상은 백제 특유의 미감美感을 보여주는 상현좌의 선정인 여래좌상의 대표작으

로, 흔히 난징南京 서하사棲霞寺 석불과 같은 중국 남조南朝의 상현좌 여래좌상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한

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성과에 의하면, 부드럽고 정제된 상현좌의 옷주름과 둥근 신체 조형성 등에서 중

국 칭저우靑州 용흥사龍興寺 석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군수리 절터가 백제 성왕(재위 

523~554)이 수도를 웅진(현 공주)에서 사비(현 부여)로 옮긴 이후(538)에 조성한 사찰이라는 점과 양식적으

로 550년을 전후한 시기 중국 불상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어 조성 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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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was excavated from the site of a Buddhist temple in Gunsu-ri, Buyeo. 

Manifesting the unique aesthetic sensitivities of the Baekje Kingdom, it is recognized as a 

superb example of a Buddhist figure rendered in the style characterized by a pedestal covered 

by drapery folds and the samadhi-mudra (hand gesture of meditation). It is often compared 

with seated Buddha statues of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such as the stone Buddha 

of Qixia Temple, but it is noteworthy that recent excavations have found similarities with 

the stone Buddha of Longxing Temple in Qingzhou in terms of the soft and refined drapery 

folds hanging over the pedestal and the round sense of the body. The temple site in Gunsu-ri 

from which this statue was excavated was constructed after King Seong (r. 523–554) of Baekje 

transferred the capital from Ungjin (present-day Gongju) to Sabi (Buyeo) in 538. The statue 

reflects Chinese sculptural styles common around 550. Given this,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date of this state is around the mid-sixth century. 

Stone Seated Buddha 
from Gunsu-ri, Buyeo 

Treasure No. 329

Baekje 
1 item
Stone
H. 13. 5 cm 
Buyeo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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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여 군수리 금동보살입상 扶餘 軍守里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330호

백제

1구 
금동

높이 11.2cm 
국립부여박물관

이 보살상은 앞의 납석제 여래좌상(보물 제329호)와 함께 일제강점기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출토되

었다. 군수리 절터의 목탑 심초석에 사리장엄구와 함께 봉안되었던 공양구供養具의 일종이다. 

10cm 남짓의 조그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백제 불상 특유의 조형감각, 곧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도 정치성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금동불이다. 통통한 둥근 얼굴에 눈매와 코, 입이 날카롭게 조각되었으며 

얼굴에는 앳된 미소가 입가에 가득하다. 이 얼굴은 바로 인간의 얼굴이다. 마치 백제인의 온화한 심성을 

보는 듯한 앳된 얼굴은 뜬 듯 감은 듯 가녀린 눈매와 순진무구한 미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불상은 근엄한 신의 얼굴이어서 누구나 선뜻 접근하기 어렵다. 몸 중앙에서 X꼴로 교차

한 뒤 몸 좌우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면서 뻗친 천의 자락은 좌우 뻗침이 과장되지 않고 질서정연한 느낌

을 준다.     

이 보살상은 양식적인 측면에서 최근 중국 난징南京에서 발견된 양대梁代(5세기 전반)의 금동보살삼

존상과 강한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둥근 얼굴,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내

려 하트 모양의 보주를 쥔 수인, 무릎 위에서 뚜렷이 교차한 뒤 몸 좌우로 갈퀴처럼 예리하게 뻗쳐 마무리

된 천의자락, 윗면에 세 개의 둥근 봉우리 모양 장식이 달린 보관과 이를 묶어 귀 옆으로 치렁치렁하게 늘어

뜨린 관대冠帶 장식垂飾의 형식 등, 두 보살상은 꼭 닮아 있다. 

발을 포함하여 대좌와 신체가 일주되었고, 금이 대좌 내부를 제외한 상의 전면에 얇게 입혀져 있다. 

발목은 치맛자락 하단에서 직접 연결되었는데, 그 경계선이 얕게 패어 있어 납 원형의 단계에서 양 발목 아래

를 별도로 만든 뒤 신체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탄력성 있게 조형된 천의와 양 다리 위의 깊고 넓은 옷주름선

도 납원형의 단계에서 미리 새긴 것으로 보인다. 다리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낸 옷주름선 곳곳에도 모조용

毛彫用 끌로 마무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제작기법면에서 군수리 금동보살입상은 광배용 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뒷면 허리 왼쪽에 녹이 슬

어 도드라진 부분이 촉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칼로 잘라낸 듯 편평한 뒷면 구조와 세로로 반절된 연화좌

의 형태 등도 호류지 헌납보물 143호 금동일광삼존불과 같다. 따라서 이 보살상 역시 원래는 일광삼존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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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시로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여 신리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이 금동보살입상의 세부 형식을 이어

받아 단순화시킨 것으로, 이 역시 일광삼존불의 협시보살일 가능성이 높다. 

군수리 보살상은 백제가 성왕 때 부여로 천도하고 불교를 크게 일으켜 정치적, 문화적 전성기를 이

루었던 6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고구려 불상에서 보았던 강한 기세가 다소 완화되고 정제되

어 백제화된 조형감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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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side the stone seated Buddha designated as Treasure No. 329, this gilt-bronze 

Bodhisattva was excavated from a temple site in Gunsu-ri, Buyeo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found in a hole in the foundation stone of a wooden pagoda in the Gunsu-ri 

temple site together with some reliquaries.

Despite its miniature size at roughly 10 centimeters, this gilt-bronze statue displays 

the distinctive aesthetics of Baekje typified by a particular mildness and softness. Within the 

plump round face, the eyes, nose, and mouth are distinctly carved with an innocent smile 

evident around the mouth. With its half-open slender eyes and tenderly smiling mouth, the 

face seems to represent the gentle and temperate personality of the Baekje people. 

 Dating from the mid-sixth century when Baekje reached its zenith both politically and 

culturally after King Seong moved the capital to Buyeo and made systematic efforts to foster 

Buddhism, this gilt-bronze bodhisattva lacks the robust sculptural aesthetics of Goguryeo and 

evidently expresses Baekje’s gentle and refined sense of beauty.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from Gunsu-ri, Buyeo

Treasure No.330

Baekje 
1 item
Gilt-bronze
H. 11.2 cm 
Buyeo National Museum



024 삼국시대

03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333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15.1cm 
국립중앙박물관

1911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구입한 불상으로, 삼국시대 초기 보살상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금동불이다.

불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6세기 조각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 정면만 조각한 정면 관

조성觀照性이 강한 보살상이다. 사각형의 긴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머금었으

며, 똑바로 선 신체는 움직임이 없고 세부 표현도 대칭적이다. 그러면서도 가슴을 당기고 아랫배를 앞으로 

돌출시켜 당당하게 선 く형의 옆모습은 미묘한 움직임을 띄면서 정면의 평면성을 깨뜨린다. 몸 좌우로 육중

한 듯하면서도 예리하게 여러 갈래로 뻗친 천의 자락 역시 신체 내부에서 발산하는 기세를 관념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세 갈래로 위로 뻗쳐 닭 볏 모양으로 마무리된 꽃잎 모양의 완벽한 보관의 형태, 상하 수직으로 

표현된 수인, 몸 좌우로 갈퀴처럼 예리하게 뻗친 천의 자락과 그 하단이 연육 밑으로 길게 쭉쭉 뻗어 칼 끝 

형태로 마무리된 점, 그리고 S자형의 곡선을 그리면서 기세 좋게 뻗은 측면관의 형태는 고구려 보살상의 초

기 양식을 보여준다. 

상하 수직으로 표현된 시무외·여원인의 양 수인은 신체에 비해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흔히 통인으

로 불리는 시무외·여원인 손갖춤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뜻으로, 붓다의 

자비와 깨달음의 경지를 잘 보여주므로 우리나라 초기 불상과 보살상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었다. 특히 이 

보살상처럼 왼손 약지와 소지를 구부린 모습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관음보살이나 반가사유상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살상은 성불成佛한 부처가 아

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예배대상의 중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보살상은 흔히 여래상을 좌우에서 보좌하

는 삼존불의 하나로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국시대 6세기에는 나뭇잎 모양의 커다란 광배 안에 각각 

독립된 광배를 갖춘 삼존불이 배치되는 이른바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에는 

본존과 협시상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보살상은 여러 가지 특징에 비추어 일광삼존

불의 본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동불은 머리에 세 개의 장식이 솟아 있는 보관을 쓰고 몸에는 목걸이와 함께 천의天衣라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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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를 걸치고 있으므로 보살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은 아니다. 금동불의 뒷면

은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예리한 칼로 잘라낸 듯 평면적이며 아래 위 두 곳에는 각각 광배에 부착하

기 위한 커다란 광배 촉이 돌출되어 있다. 아래쪽의 깔대기 모양 연육蓮肉 밑에도 기다란 촉이 달려 있는데 

이 촉 역시 따로 주물한 연꽃 대좌에 끼우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이 보살상은 일광삼존불

의 본존, 곧 좌우에 스님상이 협시로 배치된 보살삼존상의 본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일한 보살삼존 형

식의 일광삼존불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전 춘천 출토 삼존상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원東垣 

기증 금동보살입상도 이와 동일한 형식의 보살삼존상의 본존으로 추정된다.1 또한 긴 촉이 달린 연육형 대

좌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대좌의 하부구조는 계미명癸未銘 금동삼존불(간송미술관 소장)과 비슷한 형식이

었을 것이다.

주물은 실납범失蠟法으로 추정되는데, 대좌를 포함한 상 전체가 통주물通鑄物되었고 도금은 보계寶髻 

부분을 제외한 신체 전면에 베풀어져 있다. 뒷면에 기공氣孔이 몰려 있고 주물도 거칠어 이곳에 쇳물의 탕구

湯口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뒷면 신체 곳곳에 엉겨 붙은 쇳물 자국, 특히 양 어깨 위의 돌기 사이에 가

로로 난 쇳물의 엉킴 자국은 주입 속도가 빨라서 생긴 결함이다. 눈의 경계선, 하트형 목걸이의 아래쪽 테두

리선, 비스듬히 걸친 내의內衣의 테두리선,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천의 자락 테두리선 일부는 주조 뒤에 

모조용毛彫用 끌로 선새김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보살상은 정면관 중심의 공예적 성격이 강한 금동불이지만 양식적으로 중국의 북위北魏 양식

을 반영한 고구려 보살상의 초기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독의 독립된 보살상으로 전래되었지만 그 

원형이 보살삼존 형식 일광삼존불의 본존이라는 점에서 6세기 조각의 복원적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제

공해 준다. | 곽동석

1.   곽동석, 『한국의 금동불Ⅰ』 (다른세상, 2016), pp.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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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by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of Korea in 1911, this gilt-bronze 

bodhisattva is a definitive example demonstrating the iconographic style of bodhisattvas from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The two hands respectively displaying the abhaya- and varada-mudra (fear-dispelling 

and wish-granting hand gestures) are expressed on a disproportionately large scale compared 

with the size of the body. These two hand gestures communicating that the Buddha removes 

fear and fulfills wishes testify to his great enlightenment and loving kindness and were the 

most popular hand gestures adopted for early-stage Buddhist statues in Korea. The style 

with bent left ring and little fingers is particularly popular in Buddhist statu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lthough a sculptural piece with accentuated characteristic as a craft, this gilt-bronze 

statue is an important early-Goguryeo bodhisattva that reflects the sculptural style of Northern 

Wei of China. It has been passed down as a freestanding bodhisattva, but was originally 

produced as the main bodhisattva in a bodhisattva triad, serving as critical material for the 

study of sixth century Buddhist sculptur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 333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15.1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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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동정지원명석가여래삼존입상 金銅鄭智遠銘釋迦如來三尊立像

보물 제196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8.5cm 
국립부여박물관

1916년 부여 부소산의 사자루泗沘樓 부근에서 발견된 삼존불상으로 커다란 하나의 광배에 본존불

입상과 좌우협시 보살입상이 새겨진 ‘일광삼존불상一光三尊佛像’이다.1 본존불입상은 머리 위에 크고 동그란 

구형球形의 육계가 표현되었고 둥근 얼굴의 이목구비가 큼직하며 상호는 근엄하다. 신체는 빈약한 편인데, 

가슴에는 내의內衣가 비스듬히 음각되어 있고 옷주름은 정면에서 U자형으로 흘러내리고 치마자락이 좌우

로 뻗어 삐죽하게 대좌위로 늘어졌다. 몸에 비해 커다란 손으로는 시무외인施無畏印(오른손)과 여원인與願印

(왼손)의 통인通印을 결하고 있다. 

좌우의 협시보살입상은 본존불입상에 비해 세부표현이 거칠고 비례면에서도 두부가 크고 몸이 작

게 조각되어 있으며 왼쪽의 협시보살입상은 얼굴부분을 제외한 몸체가 떨어져버린 상태이다. 그러나 보살

상의 머리모습은 중국 남북조시대와 고구려 불교조각에서 보이는 닭벼슬처럼 위로 올려 묶은 계발형鷄髮

形의 머리에 중앙에 동그란 장식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합장한 두 손 아래로 천의가 X자형으

로 늘어진 듯하고 그 가운데로 치마를 묶은 허리띠가 수직으로 늘어지며 천의가 좌우로도 길게 늘어져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형舟形 광배는 동판의 가장자리가 안으로 접혀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데, 본존불입상의 머리 위

에는 연화좌 위에 앉아 합장한 화불化佛 한 구가 조각되어 있다. 본존상의 머리와 몸을 감싸는 두광頭光은 

한가닥, 신광身光은 두 가닥의 선으로 음각되어 있고 별다른 장식은 없으며, 이와 함께 광배 표면을 가득 

채운 C자가 뒤집혀진 모양의 화염문 역시 주조鑄造 뒤에 음각된 것이다. 대좌는 대접을 엎어 놓은 듯한 복

발형覆鉢形으로 윗부분은 본존상의 두 발을 받치고 그 아래로 돌아가면서 복연覆蓮의 연화문이 음각되었

1.   秦弘燮,『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pp.198-199;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p.125; 同著, 『百濟佛像의 形式과 內容』, 『백제의 조각과 미술』,  

1992(同著, 『한국의 불상조각Ⅰ 三國時代 佛敎彫刻史 硏究』 (예경, 2003), pp.233-234 재수록); 金春實, 『百濟 彫刻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涉』  
(예경, 1998),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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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바닥부분에 닿는 대좌받침에는 턱이 있는 테두리가 있어 전체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가여래삼존상은 광배와 본존불입상, 좌우 협시보살입상이 하나의 틀로 주조된 일주식一鑄式으로 

제작된 상으로 불상과 좌우 협시보살입상, 광배 중앙의 화불은 주조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조 뒤

에 끌로 선각하여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제작기법은 중국 남북조시대 일광삼존불상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이 한반도 삼국과 중국 남북조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배의 뒷면에는 3행의 명문銘文(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塗)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정지원鄭智遠이 죽은 아내 조사趙思를 위해 금상金像을 만드니 빨리 삼도를 떠나게 해주소서”로 해석된다. 

여기서 발원자인 정지원이나 그의 처 조사의 이름에서 보이는 ‘정씨’나 ‘조씨’의 중국식 성性을 당시 백제인

이 사용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 불상이 중국 불상일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백제 불상은 소형이어도 정교한데, 이 금동삼존불상은 정치함이 부족하고 단순화되었으며 명문을 

새긴 방법도 거칠다는 점, 최근 남경南京 신가구新街口에서 출토된 양 대통원년大通元年(524) 금동삼존불상

과 비교하면 소발素髮의 구형球形 육계를 비롯해서 일주식으로 주조된 제작기법이 유사하고, 함께 출토된 

금동보살삼존입상과는 동판銅板의 가장자리를 앞쪽으로 접어 광배 테두리를 만든 방식이나 광배 화불의 

모습, 복발형 대좌의 형태 등이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조형적인 유사성에서 판단할 때, 정지원명 금동석

가여래삼존입상은 중국 남조에서 백제로 가져온 불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

아시아 일광삼존불상의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남조나 고구려 지역에서 백제로 건너온 

한족漢族이 부여의 공방工房에 주문하여 제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불상의 국

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죽은 아내를 위해 발원한 금동삼존불상 

주존의 명칭이 석가불이 아닌 아미타불이거나 미륵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존명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

된다. |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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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ed from Mt. Busosan in Buyeo, this Buddha triad consisting of a main Buddha 

and two attendant bodhisattvas all sharing a single aureole was cast as a single piece. Above 

the main Buddha is rendered an incarnate Buddha with palms joined, and the pedestal is 

shaped as an inverted alms bow incised with lotus patterns and has a raised band where it 

meets the ground. The reverse of the aureole bears a three-line inscription, which has been 

interpreted as follows: Jeong Ji-won made this gold statue for his dead wife Jo Sa; let the soul 

of Jo Sa be quickly released from the endless suffering of sentient beings. Since the family 

names of the donor and his wife, Jeong and Jo, are Chinese-style surnames, the possibility 

was once raised that the triad was produced in China. However, since this form of Buddha 

triad with a single aureole was a standard at the time the possibility that people who had 

migrated from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or Goguryeo into Baekje commissioned this 

statue from a workshop in Buyeo cannot be ruled out. Since the triad was produced for a 

dead wife, there is a need to ascertain whether it might not be Amitabha Buddha or Maitreya 

Buddha, rather than Sakyamuni Buddha as believed.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Jeong Ji-won”

Treasure No. 196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8.5 cm
Buyeo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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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금동탄생불입상 金銅誕生佛像立

보물 제808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22.0cm 
호림박물관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탄생불입상은 광배만 없을 뿐 대좌와 불상이 거의 완전한 편에 

속하는 국내 유일의 탄생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래나 출토지를 알 수 없어서 국적이 분명하지 않는 

불상에 속한다.

  탄생불은 오른손은 위로 뻗쳐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내려 땅을 가리키고 있는 독특한 수인手

印 이른바 천지인天地印을 짓고 있는 특이한 모습의 불상을 말한다. 이 모습은 부처님이 탄생할 때 어머니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태어나면서 일곱 걸음七步을 걸은 뒤 오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

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에서 오로지 나만 홀로 존귀하도다(天上天下 唯我獨尊)”

라 말하였다고 한 탄생 때의 부처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인 것이다. 이렇게 독특한 자세의 탄생불은 반

가사유상과 함께 삼국시대에 주로 유행했던 독특한 자세의 특징 있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탄생불은 서안書案형 이른바 책상식 대좌 위에 고고하게 천지인天地印 수인을 하고 서 있는 상이

다. 머리 위에 둥근 육계가 솟아있는데 원오리 소불상과 유사하며, 머리는 투구를 쓴 것처럼 보이고 있다. 

갸름한 얼굴, 커다란 눈과 짧은 코, 두 뺨을 팽창시키면서 튀어나온 입을 벌린 채 만면에 파안대소로 웃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이런 얼굴형은 양평 금동보살불입상과도 친근성이 있지만 이 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라 해야할 것이다.

상체는 벗은 나형裸形이고 하체는 종아리를 내놓은 짧은 주름 치마党衣를 입고 있는데 두 젖가슴의 

양감이 다소 표현되었지만 가늘고 날씬한 편이며,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굽힌 채 동감을 주고 있어서 초보

적인 삼곡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두 팔은 다소 뻣뻣한 면도 있지만 신체에 비해서 굵은 편이며 

두 손 역시 신체에 비해서 큰 편이라 하겠다. 이런 특징은 북제北齊·주周의 영향이 보이고 있는 6세기 후반 

내지 7세기 초의 불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탄생불은 정림사 출토 금동탄생불과 비교되지만 정림사상보다는 동감이 있고 정림사상처럼 원

만한 얼굴형이 아닌 파안대소의 강한 모습이어서 다소 다른 편이다. 그러나 얼굴의 웃음과 주름치마, 두 

무릎의 Ω형 주름 그리고 다리와 손 등은 유사한 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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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좌는 서안書案형 책상대좌인데 앙·복련으로 이루어진 족대는 큰 꽂이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서안형 책상식 대좌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삼국시대의 특이형 대좌라 할 수 있다. 서안

형 대좌는 원래부터 있었는지 불확실하며 만약 원대좌라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예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이 금동탄생불입상은 불상과 대좌가 완전한 탄생불이고 서안식 대좌로서도 유일한 불상

이며, 파안대소를 짓고 있는 유연하고 날씬한 6세기 탄생불이어서 탄생불상의 대표작으로 크게 중요시 되

고 있다.1  | 문명대

1.   이 탄생불에 대해서는 진위에 이견이 있어왔고, 서안식 대좌도 문제되고 있어서 앞으로 신중히 논의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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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sole example among infant Sakyamuni Buddha statues that maintains both 

the body and the pedestal in a nearly intact form. The child Buddha points to the skies with 

a raised right hand and to the earth with his lowered left hand, the posture believed to be 

assumed by Sakyamuni Buddha at birth. The pensive position with half-lotus legs and this 

posture seen here are two of the most unique bodily arraignments adopted among Buddhist 

statues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in Korea. 

Noted for its smiling but resolute facial expression and slender, flexible body (both 

features characteristic of the sixth century), this statue is considered a definitive example of 

child Buddha statues from the time. Magnifying the significance of this image is the literary-

desk-shaped pedestal, the only such example in Korea. 

Gilt-bronze Standing 
Sakyamuni Buddha at Birth

Treasure No. 808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22.0 cm
Hori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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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보물 제643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11.2cm 
삼성미술관 리움

양식화의 경향이 뚜렷한 반가사유상으로, 신체 비례가 맞

지 않고 조각기법과 주물도 거칠며, 곳곳에 미숙과 생략으로 인한 

극단적인 말기적 추상성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얼굴이 크고 양 팔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허리선이 높은 반면 하반신은 지나치게 낮아 불균형이 여실하다. 

보관은 꽃잎 형태로 과장되었고, 얼굴은 정면관이지만 손가락을 

모두 곧게 펴서 뺨에 대었다. 신체의 조형도 빈약하여 상체는 허리

가 짧고 팔은 마치 원통처럼 뻣뻣하고 세부 변화가 전혀 없다. 어깨 

위에 늘어진 보발寶髮은 보관의 장식띠冠帶垂飾와 맞붙어 윤곽이 불

분명하며, 허리 중앙에서 늘어진 허리띠 장식은 반가한 무릎을 치

받치는 옷자락 받침으로 연결되어 불합리하다. 허리 좌우에서 드리

운 평면적인 허리띠緄帶 장식은 뻣뻣하고  무거워 부담스럽다.    

대좌의 옷자락도 뾰족한 꽃잎 형태의 단위 주름을 이루면

서 도식적으로 반복되었다. 뒷면을 보면 원래는 가운데가 뾰족한 

단순한 형태의 목걸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정면에서는 표현되

지 않았고, 그 하단은 군의 자락 상단과 맞붙어 있어 양식화의 경

향이 뚜렷하다.    

소형 반가사유상이 보여주는 반가사유상 특유의 신체 조형

성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금동반가사상으로, 소형의 반가

사유상에 나타나는 말기적인 양상, 곧 과장과 단순화와 도식화와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된다. 소형에도 불구하고 주물은 내부 중공

식中空式인 점이 특징이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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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pronounced tendency toward stylization and abstraction, this gilt-bronze 

statue possesses unusual bodily proportions, has a roughly cast surface, and demonstrates 

incompleteness in many areas. The face is disproportionately large, the arms are over-

emphasized, the waistline is too high, and the lower body extends too low. The petal-shaped 

crown is exaggerated, and the five fingers of the right hand are stretched to touch the face, 

which gazes straight ahead. The sculptural expressions are weak: the upper body has a short 

waist, and the arms are stiff and cylindrical without any detailed expression. The hair hangs 

down from either side of the crown and no distinctive division from the decorative band of 

the crown can be seen. The ornamental sash that hangs loose from the center of the waist 

is illogically connected with the end of the robe that supports the bent right leg. The belt 

decorations visible on either side of the waist seem stiff and heavy.

This is a telltale example of struggling with the difficulties of sculpting pensive 

bodhisattvas stemming from the corporal features of this type of statues. This gilt-bronze 

pensive Maitreya demonstrates such tendencies as exaggeration, simplification, and stylization 

that normally manifest themselves during the final phase of a particular era. It is notable that 

despite its small size this statue was made through the lost-wax technique.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643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11.2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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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보물 제331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28.5cm 
국립중앙박물관

1910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구입한 반가사유상으로, 연화좌 아래에 다시 사각형의 넓은 받침

이 있어 흔히 ‘방형대좌 금동반가사유상’이라고도 불린다.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으로서는 매우 특이한 형

식과 양식을 띠고 있으며, 특히 고대 금동불의 주조 기술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동 반가사

유상이다. 

이 반가사유상은 우선 반가사유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 곧 반가좌 특유의 부자연

스러운 자세와 복잡한 치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대담한 조형적 변형이 눈에 띤다. 사유의 모습에 걸

맞게 숙여야 할 얼굴은 최대한으로 들어 정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허리도 곧게 펴고 오른쪽 무릎에 

댄 팔도 지나치게 길어져 전체적으로 어색한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극단적인 대조와 추상

화를 통해 양식적인 조화를 이룬다. 

일반적인 형식과는 달리 이 반가사유상은 사각의 넓고 높은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반면 불상 자체

는 신체가 지나치리만큼 가늘고 길다. 가슴과 허리, 팔이 비현실적으로 가늘고 길게 변형되어 극단적으로 

추상화되었고 치마의 옷주름도 생략되거나 도식화되었다. 정면 치마의 옷주름도 얇은 판을 서로 포갠 듯 

도식적이다. 극단적인 추상화의 경향 속에서도 양 어깨에 걸친 천의는 신체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두 

팔에 밀착시켜 양팔과 하나가 되어 흐르다가 각각 팔목과 팔뚝을 휘감아 치마에 밀착되어 대좌에 이른다. 

보석瓔珞 장식은 곧게 편 상체에서는 양 어깨에서 곧게 내려오다 연꽃 잎 장식판으로 매듭진 뒤 반가한 하

체에 이르러서는 몸의 무게 중심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전되며, 왼쪽 다리와 대좌 모서리에서 다시 새끼줄

처럼 매듭진 뒤 입체적인 술을 늘어뜨렸다. 연꽃 대좌의 꽃잎 사이에서 피어 오른 족좌足座의 형태도 입체

적이며 사실적이다. 

상 전체에 가득한 정적인 분위기, 극단적인 대조와 추상화를 통한 대담한 조형적 변형, 그러면서

도 곳곳에 사실성이 돋보이는 조각기법면에서 백제작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몸통과 팔을 유난히 가

늘게 강조한 추상적 표현은 호류지 헌납보물 156호 병인년명丙寅年銘 반가사유상과 같은 일본 반가사유상

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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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반가사유상의 반가좌 자세와 유기적

인 양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가의 뛰어난 

조형감각과 더불어 그 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의 주조기술이 필요하다. 이 금동불에도 당시

의 주조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 세부를 정밀 관

찰해 보면 말끔한 외형과는 달리 제작 과정에서 

부딪히는 기술적 난제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금동불은 속을 비게 한 내부 중

공식中空式으로 주조되었는데, 대좌의 복련 윗부분

에는 앞뒤로 이어지는 미세한 균열선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균열선의 내부에는 응고된 쇳물이 불규

칙적으로 엉켜 있는데 이 균열선은 주물에 실패한 

복련좌 하부를 다시 덧주조繼鑄한 보수 흔적이다. 

표면의 주조 상태는 비교적 고우나 머리 뒷

면에 기공氣孔이 밀집되어 있다. 주조 과정이 마무

리된 뒤 팔찌와 허리띠 내부선, 복련 아래 팔각 받

침의 윗면 테두리선, 사각 받침과 안상眼象의 테두

리선, 앞뒷면 영락瓔珞띠 연결고리의 꽃무늬와 술 

장식 내부 등을 모조毛彫용 끌로 선새김하였다. 도

금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지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표면 전체에 입혀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왼

팔 바깥 면에 옻칠로 보이는 흑색 층이 일부 남아 

있다. 머리 정면과 양 측면 세 곳, 그리고 왼쪽 어

깨 위의 영락이 연결된 부분에 별도의 장식을 끼웠

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못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금동불은 반가사유의 특이한 자세를 

해체와 변형을 통하여 재구성한, 7세기 전반기 문

화의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반가사유상의 또 

다른 걸작이다. 나아가 반가사유상 대좌형식의 전

형과 함께, 덧주조와 땜질, 별제의 보관과 장식의 

결구 방법 등에서 삼국시대 금동불 주조법의 전모

全貌를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이 반가사유상을 

통해서 우리는 반가사유상 특유의 신체 구조와 

제작기법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실히 이해

할 수 있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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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ed by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of Korea in 1910, this pensive 

bodhisattva has an additional rectangular base below the pedestal and is thus also known as 

the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on a rectangular base.” Standing out from other 

pensive statu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for its unique form and style, this gilt-bronze 

statue offers significant clues for the study of ancient production techniques for casting gilt-

bronze statues. 

This statue reinterprets and modifies the typical posture of half-lotus postured, pensive 

statues, testifying to the lofty cultural and artistic achievements of the early seventh century.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a great deal of information on gilt-bronze casting techniqu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erms of the style of the pedestal, casting and soldering, 

separate rendering of the crown, and joining methods. This refines the understanding of the 

close correlations between the corporal features of pensive bodhisattvas and their production 

methods.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 331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28.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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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285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18.8cm
간송미술관

간송미술관 금동보살입상은 경남거창에서 1930년대에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특이한 삼국시대 

금동보살입상이다. 광배만 없어지고 불상과 대좌가 남아 있지만 손상이 거의 없는 완전한 형태의 보살상

이다. 삼국시대에는 거창이 삼국의 접경지대이어서 그런지 백제적인 요소, 신라적인 요소, 고구려적인 요

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특이한 보살로 알려져 있다.1

머리에는 인동무늬같은 넝쿨무늬를 새긴 부채형보관을 쓰고 있으며 신체에는 큼직한 구슬로 이루

어진 굵은 영락장식의 X자 전신거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두 줄의 소박한 목걸이로 치장한 독특한 장식성

이 우리의 눈을 끄는 묘한 매력이 넘치는 보살상이다. 영락장식 전신거리는 고신라의 선산출토 금동관음

보살상이나 백제 규암금동관음보살상과 근사하고, 두 줄 목걸이는 국보 83호 미륵반가사유상 및 규암 관

음보살상의 소박성과 계미명 삼존협시보살상(563년)의 꺽쇠형과 유사하여 삼국의 공통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좌우로 정연하게 뻗친 날카로운 날개형 옷깃에도 볼 수 있다. 어깨에서 작게 시작한 

옷깃은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고 날카롭고 묵직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비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런 날카로운 날개형 옷깃은 고구려계 X자 천의의 금동보살입상을 시작으로 이 거창금동

보살입상 그리고 백제의 군수리 금동보살상, 부여 규암 신리(왕흥사지)금동보살상, 신라의 안동숙수사지 

금동보살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작고 무디고 형식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특이한 도상특징은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갸름한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가늘고 긴 

눈이 튀어나온 이마와 볼록한 두 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들어가게 보이고, 코 또한 높아진 이마, 두 

뺨, 쭉 내민 입으로 푹 꺼진 듯 보이고 있어서 토착적인 듯 촌여村女인듯한 묘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촌스럽다고 말해지는 이런 특이한 미인상은 불상이 이제 한국적인 얼굴로 완전히 변모되었다는 뜻

1.   문명대,  『韓國彫刻史』 (열화당,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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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있다. 이런 특이한 얼굴은 

약간 다른 얼굴로 변모되었지만 양

평 금동불입상이 가장 유사한 편이

다. 즉 양평불상의 얼굴도 긴 얼굴에 

팽창된 두 뺨, 쭉 내민 입, 들어간 눈 

등으로 묘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두 

상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통형의 장신

형 긴 체구도 두 상은 유사하여 같은 

시기의 불상으로 보여진다. 이런 특

징을 종합해보면 북제·주의 특징이 

보이면서 한국화된 불상으로 6세기 

후반의 보살상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좌 또한 단판 연꽃이 새겨

진 복련대좌인데 연꽃이 좁고 길고 판

이 볼록한 고식이어서 여기에서도 보

살상의 특징과 서로 연계되고 있다.

이처럼 이 금동보살상은 토착

적으로 한국화된 특이한 얼굴, 긴 장

신형의 원통적 체구, 소박한 목걸이와 

묵직하면서도 장려한 X자 영락장식, 

전신거리, 정연한 좌우균제의 날카로

운 날개형 옷깃 등에서 6세기 삼국공

통의 도상요소가 혼합된 6세기 후반

의 토착화 된 보살상이라는데 큰 의미

가 있다고 평가된다. | 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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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d for its unique aesthetics, this is a gilt-bronze bodhisattva statue which is said 

to have been excavated in Geochang, Gyeongsangnam-do Province, in the 1930s. It is 

characterized by a face embodying a traditional Korean conception of beauty, long cylindrical 

body, modest necklace rendered in two lines, and heavy and splendid jewels adorning the 

entire body. The spiked edges of the robe are a localized sculptural feature. This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is recognized as a valuable example showcasing regional Korean 

Buddhist sculptural characteristics. Commonalities can be drawn with Goguryeo-style gilt-

bronze standing bodhisattvas wearing an X-shaped robe, th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in Gunsu-ri, th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from the Wangheungsa Temple site in Buyeo, 

the gilt-bronze pensive bodhisattva (National Treasure No. 83), and the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in Yangpyeong.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 285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18.8 cm
K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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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 奉化 北枝里 石造半跏像

보물 제997호

삼국 
1구
석조

높이 170.0cm   
경북대학교박물관

현존하는 동양 최대의 석조반가사유상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형미와 세부 형식면에서 국보 제83

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비견되는 석불이다.  

이 석불은 1965년 11월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 제201호)의 하부구조 조사 중, 이곳에서 

약 1km 떨어진 남쪽 언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반가사유상이 발견된 장소는 금천사 터로도 알려진 곳

이며, 주민들은 반가사유상이 조각된 바위를 '거북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이듬해 1월, 이 반가사유상을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기는 도중에 연화형의 족좌足座를 추가로 수습하게 되었다. 연화좌는 원 위치에

서 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크기와 조각 양식에 비추어 이 반가사유상의 족좌足

座가 분명하다. 

경북대학교 박물관은 1966년 6월 반가사유상의 발견 지점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전각 터와 함께 반가상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연석으로 만든 불단佛壇이 발견되

었다. 유적 주변에서는 ‘대사大寺’, ‘금당와金堂瓦’, ‘천덕삼년물야天德三年勿也’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도 발견

되었지만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것이다. 

반가사유상은 허리 아래 부분만 남아 있으나 그 높이가 약 170cm에 이르며, 전체 높이는 약  3m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는 동양 최대의 반가사유상이라 할 수 있다. 

허리는 지나치게 날씬한 편이며 반가좌한 오른쪽 무릎은 과장되게 위로 높이 치켜 세웠고 이를 떠

받치는 군의裙衣 자락 받침은 흔적만 남긴 듯 작고 평면적이다. 발목에 댄 왼손도 손가락의 굴곡이 없어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커튼 형태로 드리워진 치맛자락은 돌조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주름의 

구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역 Ω꼴로 중첩된 단위 옷주름은 삼국시대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탄력

성 넘치는 볼륨이 강조된 무릎 표현에 비해 좌우에서 엇갈리게 내려오는 융기띠 주름은 다소 경직되었다.

우측면에 치렁치렁하게 드리운 사각형의 허리띠 장식腰佩垂飾은 다소 육중하며, 좌측면의 원형 옥

장식璧玉環이 달린 허리띠緄帶는 엉덩이 밑으로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매듭진 채 대좌 아래로 길게 드리워

져 있다. 대좌는 뒤쪽으로 배가 부른 고복형鼓腹形의 돈자墩子로 아무런 장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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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무릎 표현과 선명하게 조각된 연꽃과 허리띠 장식 등, 화강암의 재료에

도 불구하고 조각이 생생하여 마치 살아 있는 듯 역동적이다. 이와 흔히 비교되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송화산 석조반가사유상 역시 두 팔과 머리를 잃은 채 남아 있는데, 이 반가사유상에 비해 조각이 단순화

되고 입체감이 줄어들었으며 어깨까지의 높이도 1.2m에 지나지 않는다. 

봉화 반가사유상은 조각 형식과 양식면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다소 도식화된 측면도 있지만 마

치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돌조각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동양최대의 석조반가사유상이

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반가사유상이 발견된 봉화와 인근 영주 지역은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으로 

거대한 마애불이 유행했던 곳이어서 그 역사적인 배경 또한 주목되는 곳이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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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largest extant stone pensive Buddha in the East. In terms of the lively 

sculptural techniques and detailed expressions, it can be compared with the gilt-bronze 

pensive Maitreya (National Treasure No. 83). 

Despite the sculptural limitations of the granite material, this stone Buddha shows a 

dynamic vibrancy, particularly in the expression of the right knee and carvings of lotus flowers 

and belt decorations. It is often compared with the stone pensive Buddha of Mt. Songhwasan 

collected at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but the latter is simpler in terms of sculptural 

details, weaker in three-dimensional effects, and just 1.2 meters high at the shoulders.

Although sometimes described as excessively exaggerated and stylized in its sculptural 

effect, this stone Buddha is highly valued as the largest stone pensive Buddha in the East 

and feels somewhat like a stone version of National Treasure No. 83, the gilt-bronze pensive 

Maitreya. As part of the areas that formed the northern borders of the Silla Kingdom, 

Bonghwa, where this statue was found, and nearby Yeongju are home to a great number of 

Buddhist rock carvings, raising questions about its historical background. 

Stone Buddha from Bukji-ri, 
Bonghwa

Treasure No. 997

Three Kingdoms 
1 item
Stone
H. 170.0 c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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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780호

삼국

1구
금동

높이 28.0cm 
삼성미술관 리움

목의 일부를 수리하고 오른손과 발목이 떨어지고 천의 자락 일부도 결실되었지만 보살상 특유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금동불이다. 조각 양식과 신체 비례, 제작기법면에서 일반적인 삼국시대 

불상보다 진전된 특징을 보여주는 보살상으로 통일신라 조각의 전조를 보여준다.  

작고 둥근 얼굴은 어린아이 모습이지만 미소가 사라져 경직된 표정이며 머리의 상투寶髻도 여래상의 육계처

럼 둥글다. 두 귀는 길어서 어깨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이마 중앙에 따로 만든 보관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켰던 조

각이 일부 남아 있다. 이처럼 보관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는 형식은 삼국시대 말기의 금동 보살상에서 흔히 나타난다.  

반면 신체 비례와 조형, 천의와 영락 장식 표현에는 통일신라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늘씬하면서

도 장신화된 신체는 오른 무릎을 구부려 미묘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허리를 지나치게 잘룩하게 표현하여 

가슴의 볼륨을 강조한 신체 모델링은 중국의 수·당대 조각양식을 반영한 것이다. 나신裸身의 상체에 비스듬

히 걸친 옷자락의 끝이 중간에서 한번 접혀진 형식, 무릎 아래에서 길게 U꼴로 드리우고 당시 양 팔을 휘감

아서 물결처럼 몸 좌우로 늘어진 천의 자락의 흐름, 그리고 신체 하단에 닿을 정도로 길게 U꼴로 길게 드리

운 한 가닥의 영락띠 표현 등, 곳곳에 삼국시대 보살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시대

적인 진전을 느끼게 한다. 얇은 치맛자락을 몸에 밀착시켜 늘씬한 하체의 볼륨을 강조한 조형관도 새롭다. 

허리띠로 묶어 내린 치마의 상단 자락과 하체의 옷주름은 주물 뒤 선새김線彫한 것이다. 주물은 내

부 중공식中空式으로 뒷면의 머리와 허리, 하체 세 곳에 각각 부정형의 주물 구멍이 뚫려 있다. 이처럼 신

체 뒷면 세 곳에 주물 구멍을 두는 방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일반화된다.  특히 뒷면 머리쪽의 주물 

구멍 사이로 엉켜 붙은 내부 철심이 드러나 있고 허리와 하체 일부에는 주물 결함도 보인다. 별도의 광배 

결합용 촉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 보살상이 보여주는 조형성은 인간적인 얼굴과 기세를 바탕으로 고졸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조형감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식의 영향이다. 그것은 팽창된 육체를 통해 생동감을 표

현하려는 인체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늘씬하고 시원한 신체비례와 탄력성 

넘치는 신체 조형, 동세가 완연한 모델링, 매끄러운 주물 등에서 삼국말기 내지는 통일신라 초기 보살상 형식

의 대표하는 보살상이다. | 곽동석



059Three Kingdoms Period



060 삼국시대



061Three Kingdoms Period

Although the neck has been party repaired, the right hand and ankle are missing, 

and the ends of the robe are partially lost, this gilt-bronze statue stands out for its feminine 

aesthetic characteristic of bodhisattva statues. This is an advanced form in comparison with 

other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erms of its sculptural style, bodily proportions, 

and production techniques, making it an artistic prelude to Unified Silla statuary. 

Buddhist statues had pursued unpretentious and modest aesthetics focused on realism 

before the time of this statue. However, this example suggests a completely different style 

emphasizing a voluminous body imbued with vibrancy and life. With its long slender form, 

elastic physical expression, posture with a clear sense of movement, and refined casting, this 

is a superb example of bodhisattva statues from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early 

Unified Silla era.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780

Three Kingdoms 
1 item
Gilt-bronze
H. 28.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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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

統一新羅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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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 불비상 및 대좌 世宗市 蓮花寺 戊寅銘 佛碑像 및 臺座

보물 제649호

통일신라(678년)
1좌
석조

높이 70.0cm, 폭 22.5cm
연화사

무인명戊寅銘 불비상과 대좌는 원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유리의 절터에 있던 것을 연화사로 옮

겨 온 것이다. 불비상은 지붕돌과 몸돌, 받침돌을 따로 제작하여 조합한 형태이다. 몸돌 윗부분에 나 있는 

네모 형태의 홈은 원래의 지붕돌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몸돌과 받침

돌도 처음부터 함께 조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받침돌 윗부분과 몸돌 아래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인명 불비상은 앞면에 불좌상과 권속들이 표현되어 있다. 양쪽 옆면 윗부분에는 불좌상이, 아랫

부분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보살반가사유상과 권속들이 조각되어 있다. 해서체의 명문은 장방

형의 구획 속에 음각선을 세로로 그어 4개의 명문대를 만든 다음 새겨 넣었다.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왼쪽 

옆면의 명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인년 칠월 칠일 …그 가족… …일체 중생을…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삼가 조성한다.(戊寅年七月七日□□

□  其家□□□□…  □□□□一切衆生敬造(阿)(彌)(陀)(彌)  □□□□…)”  

즉 통일신라시대 문무왕文武王 18년(678)에 한 가족이 □□□□와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아미타불상

과 미륵보살상을 조성한 것이다. 전체 내용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조성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의 존명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죽은 사람들의 정토 왕생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불비상 앞면에는 방형 대좌 위에 가부좌한 불상을 중심으로 제자상과 보살상이 각각 양 옆에 서 있

다. 그 아래쪽에는 서방극락정토의 극락연지極樂蓮池와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이 묘사되어 있다. 불상의 

위쪽에는 천개天蓋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불상은 머리와 상체 일부분이 마모되어 있다. 전체적인 비례는 적

절한 편이나, 상체와 하체, 대좌는 장방형의 벽돌을 쌓아 놓은 듯 경직된 분위기이다. 이러한 느낌은 공간적

인 제약에 따른 표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불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를 착용하였는데, 옷주름은 복부 

중앙에서 자 형태를 그리며 양다리와 대좌의 윗부분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대좌 형식을 상현좌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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懸座라고 한다. 오른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았다. 원형

의 두광은 내원과 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원은 12개의 연꽃잎으로 장엄되었는데, 백제 연화문의 조형적

인 특징을 갖춘 짧고 넓은 형태이다. 광배 좌우에는 천개 장식의 드리개가 표현되어 있다. 

불상을 향해 서 있는 제자상들은 대의大衣와 군의裙衣를 입고 있으며, 두 손에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

다. 제자상들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으나,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표정을 알 수 없다. 그 바깥쪽에는 극

락연지極樂蓮池에서 피어난 연꽃이 있으며, 이 꽃을 대좌로 삼아 보살상들이 서 있다. 좌협시 보살상은 정면

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협시보살상은 불상을 향하여 몸을 살짝 틀고 있다. 보살상들도 마모가 심하여 얼굴 

표정과 착의법을 알 수 없다. 다만 늘씬한 자태에 섬세하게 표현된 법의를 입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불좌상 아래쪽에는 凹 형태의 구도 속에 잔물결이 출렁이는 극락연지가 표현되어 있다. 연지는 향로 

형태의 연꽃을 중심으로 넓고 큰 연잎으로 채워져 있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

이 조각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다. 

양쪽 옆면에는 복련覆蓮의 중대석을 갖추고 있는 대좌 위에 가부좌한 불상이 새겨져 있다. 불상은 

적절한 신체 비례와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있다.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그 표정을 알 수 없으나 낮고 편평한 

육계를 갖춘 부드럽고 둥근 형태이다.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였으며, 선정인禪定印을 결하고 있다. 명문이 

새겨진 구획 아래쪽에는 격자 형태의 난간이 조각되어 있다.      

뒷면은 주제만 다를 뿐, 구도와 표현 방식이 앞면과 같다. 중앙에는 연지에서 솟아나온 연꽃 위에 반

가사유상과 권속들이 새겨져 있고, 그 윗부분에는 천개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연지에 표현된 물결 모습과 

직사각형에 가까운 반가사유상의 경직된 표현은 앞면의 아미타불상과 많이 닮았다. 반가사유상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상체에는 천의天衣만 걸치고 하체에는 군의를 입고 있다. 왼발은 내려뜨렸으며, 왼손으로 오

른쪽 발목을 잡고 있다.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그 표정을 알 수가 

없다. 각진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 근육질의 상체를 갖추고 있다. 또한 2개의 테두리선으로 둘린 원형의 두

광을 갖추고 있는데, 16개의 연잎으로 이루어진 연화문으로 장엄되어 있다.

반가사유상 양옆에는 복련의 연화좌 위에 공양보살상이 호궤胡跪의 자세로 앉아 있다. 이들 보살상은 

중앙의 반가사유상을 향하여 한쪽 다리는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꿇어앉은 자세로 공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협시상은 손향로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으며, 좌협시 상의 것은 마모가 심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받침돌은 단판의 앙련과 복판의 복련을 맞붙여 놓은 연화대좌로 이루어져 있다. 윗면에는 몸돌을 

고정하기 위한 장방형의 홈과 홈의 앞쪽에 나 있는 네모난 구획 속에 연꽃잎이 새겨져 있으며, 그 양쪽에는 

원형과 방형의 구멍이 각각 하나씩 파여 있다. 나머지 공간에는 연실蓮實로 추정되는 작은 원들이 새겨져 있

다. 받침돌 윗면에 표현된 내용들이 몸돌의 도상들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홈의 크기도 몸돌 아랫면

의 촉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몸돌과 함께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받침돌도 조형

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과 함께 조성된 또 다른 몸

돌의 불비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무인명 불비상은 앞면의 아미타불 설법상과 뒷면의 미륵사상과 관련되는 반가사유상으로 이루어진 

매우 드문 존상이다. 불비상이 조성되던 문무왕 18년(678)경에는 신라에서 아미타정토신앙과 미륵사상이 

공존하면서 유행하던 시기이다. 무인명 불비상은 이러한 도상적인 특징과 함께 백제 유민에 의해 조성된 중

요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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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ele and its pedestal were moved to Yeonhwasa Temple from their original 

location at a temple site in Ssangyu-ri, Yeonseo-myeon, Sejong City. The roof, body, and base 

were not carved from a single stone, but separately rendered and then joined. The rectangular 

groove on the top of the body was presumably used to secure the roof, which is currently 

missing. It seems that the body and its current base were not originally made as a pair given 

that the underside of the body and the top of the base do not perfectly fit.  

This stele is a rare example featuring Amitabha offering a sermon on the front and a 

pensive Buddha image in the half-lotus position associated with the Maitreya belief on the 

reverse. Around the time when the stele and pedestal were made (678,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both the Amitabha Pure Land cult and belief in Maitreya were popular in 

Unified Silla. Along with this unique iconographic feature, this stele is also noted for bearing 

an inscription including the name of a year and for being created by people in the territory of 

the recently conquered kingdom of Baekje. 

Stele with Inscription of “Muin Year” and 
Pedestal at Yeonhwasa Temple, Sejong 

Treasure No. 649

Unified Silla (678)
1 item
Stone
H. 70.0 cm, W. 22.5 cm 
Yeonhwa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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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축명 아미타불비상 己丑銘 阿彌陀佛碑像

보물 제367호

통일신라(689년)
1좌
석조

높이 57.8cm, 폭 31.5cm
국립청주박물관

불비상은 고대의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에서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비석에다 불교적인 내

용을 새겨 넣은 것을 말한다. 이들 비석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지붕돌과 받침돌, 그 사이를 이어주는 몸

돌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은 전체적인 형태가 납작한 연꽃잎 모양을 하

고 있어서 불비상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의 비암사碑巖寺 삼층석탑 위에 놓여 있던 것을 1962

년,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온 것이다. 원 소장처인 비암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왕조실록朝

鮮王朝實錄』 숙종 6년(1680)의 “비암사飛庵寺”와 17세기 윤선거尹宣擧(1610-1669)의 시에 보이는 “비암사碑岩寺” 

등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만 절 이름이 확인되고 있어서 불비상이 조성되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이 절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불비상은 납질편암蠟質片巖을 다듬은 다음, 앞면에만 조각하고 옆면과 뒷면에는 아무 표현이 없이 둥글

게 처리된 모습이다. 다만 뒷면 윗부분에 불비상의 조성 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지

금까지 판독된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축년 2월 15일, 이는 칠세부모와 …를 위하여 … 아미타불과 여러 불, 보살상을 삼가 조성한다.(己丑年二月

十五日 此(爲)七世父母及(宛)(子)(都) 阿弥陁佛及諸佛菩薩像 敬造…)”  

기축년은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인 신문왕神文王 9년(689)으로 추정된다. 마

모가 심하여 전체적인 명문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목적이 아미타불상 조성을 통한 서방극락정토로

의 왕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비상이 조성되던 7세기 후반에 신라에서 아미타정토신앙이 매우 유행하

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은 아미타불이 서방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투시도법으로 표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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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비상의 내용은 상하가 ^식 구도로 나뉜 4개의 구획 속에 표현되어 있다. 제일 아래쪽 구획에는 격자 

형태의 난간과 난간 가운데 나 있는 계단이 있다. 난간은 불비상 뒷면으로 이어지지만, 뒷면에는 격자 문양

을 새겨 넣진 않았다. 그 위쪽에는 중앙의 연꽃 형태의 향로를 중심으로, 서방극락정토의 칠보연지七寶蓮池

와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 꿇어앉은 채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공양보살상들과 사자상들이 있다. 연화 

향로는 복련覆蓮으로 표현된 좌대와 물레자국이 있는 중대, 둥근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향로 아래쪽

에서 솟아나와 좌우로 펼쳐진 연꽃 줄기에는 넓고 큰 연잎과 연꽃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들은 이들 연꽃

을 대좌로 삼아 각각 서 있다. 향로 주변에는 출렁이는 물결로 표현된 칠보연지가 있다. 두광頭光과 신광身光

을 갖춘 공양보살상들은 향로를 향하여 마주 보고서 연화좌 위에 꿇어 앉아 있다. 보살상 뒤편에는 역시 중

앙을 향하여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자상이 있다. 그 위쪽에는 활짝 핀 연꽃 위에 앉아서 설법하고 있는 아

미타불상과 권속들이 있는데, 불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불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착용

하고 복련의 연화좌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있다. 불상은 낮고 편평한 육계肉髻와 커다란 귀를 갖추고 있으

며, 가슴 중앙에는 卍자가 새겨져 있다. 법의의 옷주름은 그다지 유기적이지 못하고 딱딱한 편이다. 오른손

은 내려뜨려 오른쪽 무릎 위에 두었으며, 왼손은 허리까지 들어올렸다. 머리는 몸에 비해 약간 큰 듯하며, 

상체는 긴 편이다. 불상은 2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첨공형 두광을 갖추고 있다. 두광 안쪽에는 연화문이, 

바깥쪽에는 인동문忍冬紋이 표현되어 있다. 

불상 좌우의 제자상들은 마모가 심한 편이지만, 머리가 몸에 비해 입체적이며 법의의 옷주름이 비스

듬히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자상 바깥쪽에는 연화 향로에서 파생되어 나온 연꽃을 대좌로 

삼아 보살상들이 서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한 편이며, 짧고 납작한 모양의 연꽃잎으로 장엄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다. 좌협시 보살상은 오른손을 턱 아래까지 들어 올려 무엇인가를 잡고 있으며, 왼

손은 허리 옆에 두었다. 우협시 보살상은 반대로 왼손을 턱 아래까지 들어 올려 무엇인가를 잡고 있으며, 오

른손은 내려뜨린 상태이다. 보살상 바깥쪽에는 사자 꼬리 뒤쪽에서 솟아나온 연꽃 위에 보살상 형태의 존상

이 불상을 향하여 서 있다. 이들 존상은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지물持物을 들고 있다. 좌협시 존상은 

오른손을 얼굴 앞까지 들어 올려 보궁寶宮 형태의 지물을 바쳐 들고 있으며, 왼손을 허리 옆에 두어 보주寶珠 

형태의 지물을 잡고 있다. 우협시 존상은 왼손으로 보궁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으며, 오른손을 허리 옆에 두

고서 지물을 잡고 있다. 이들 보궁은 연화 대좌와 용마루, 치미鴟尾를 갖추고 있다. 그 속에는 한 손을 앞으

로 내밀고 있는 존상이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구도이다. 이는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의 유

마거사상維摩居士像과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의 대담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바깥쪽에는 금강역사상

金剛力士像이 사자 뒤쪽에서 솟아나온 연꽃 위에 서 있다. 불상 왼쪽의 금강역사상은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며, 

드러난 오른쪽 정강이의 근육에서는 호법상護法像으로서의 이 존상이 지닌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불비상의 윗부분은 상당히 부서진 상태로, 화불化佛들과 극락보수極樂寶樹 등 일부 도상들만 확인된

다. 화불들은 앙련 대좌 위에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선정인禪定印을 결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신체 

비례는 적절한 편이며, 두광을 갖추고 있다. 

기축명 아미타불비상은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에 아미타신앙의 유행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서 서

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장면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도상은 삼국시대와 통일신

라시대에서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 불비상은 ̂ 식 구도로 도상을 배치하거나 나무 아래에서 붓다가 설법하는 

수하설법상樹下說法像의 표현을 통하여 중국 불상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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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bulbisang refers to a type of originally Confucian or Taoist steles made for 

commemorative purposes but later carved with Buddhist images. A bulbisang is generally 

comprised of a roof and base respectively symbolizing heaven and earth, with a body 

connecting the two. This stele is not in this typical bulbisang form, however, but is expressed 

in the shape of a flat lotus petal with no distinctive indication of three different parts.

This stele was originally placed on top of a three-story stone pagoda at Biamsa Temple 

in Jeonui-myeon, Sejong City, and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62.

This stele was born as a product of the popularity of the belief in Amitabha Buddha 

in the late seventh century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specifically describing Amitabha 

holding a dharma talk on its narrow surface. This stele is almost the only example of this 

kind of iconography among Buddhist sculpture from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eras.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Treasure No. 367

Unified Silla (689)
1 item
Stone
H. 57.8 cm, W. 31.5 cm 
Cheong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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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보물 제368호

통일신라

1좌
석조

높이 40.8cm, 폭 21.3cm
국립청주박물관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이하 반가사유비상)은 지붕돌, 몸돌, 받침돌을 하나의 돌로 깎아 만든 전형적

인 비석에다 반가사유상을 조각한 것이다. 반가사유상은 의좌 위에 앉아서 한 발을 대좌 아래로 내려뜨린 

반가부좌半跏趺坐, 즉 반가의 좌세를 하고 사유하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에서 7세기 

전반에 유행하였는데, 명문을 동반하고 있는 예가 전혀 없어서 그 성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반가사유상 중

에서 중국의 “태자사유상太子思惟像”과 일본의 “미륵보살상彌勒菩薩像” 등의 명문을 동반하고 있는 예가 있어

서 참고가 된다. 

비암사에서 전래되어 오던 반가사유비상은 196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립청

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반가사유비상은 앞면엔 반가사유상이, 옆면엔 위쪽의 보살입상과 아래쪽의 

공양자상이, 뒷면엔 탑이 각각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보살반가사유상

이 앉아 있으며, 보살상 아래 양옆에서 공양자상들이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앞면은 몸돌의 반가사유상, 지붕돌의 이수螭首, 나무, 꽃 장식, 받침돌의 만병滿甁, 공양자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가사유상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방형 대좌 위에 앉아 있다. 머리가 몸에 비해 약간 큰 

듯하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장방형의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그 표정을 알 수가 없다. 원형의 

두광은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원은 연화문과 연주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며, 외원에는 아무 문

양도 새기지 않았다. 반가사유상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관 좌우에서 드리워진 관대는 허리까지 내려오고 

있다. 목에는 길다란 Y자 형태의 목걸이가 표현되어 있다. 어깨에 닿아 있는 왼쪽 팔에는 연꽃으로 장엄된 

팔찌가 있다. 반가사유상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반신과 달리, 하반신은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틀어진 모

습이다. 유기적이지 못한 이러한 표현은 팔에서도 나타난다. 즉 지나치게 긴 오른팔, 꺾인 관절의 표현이라

곤 찾아볼 수 없는 왼팔, 굵기가 일정한 양팔 등이 그것이다. 

반가사유상은 상체에 천의天衣만 걸쳤을 뿐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하체에는 군의裙衣를 착용하였다. 

대좌 밑까지 흘러내린 군의의 옷주름은 두껍고 일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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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세부

다. 몸에 비해 지나치게 폭이 넓은 천의 자락은 경쾌함 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느낌을 준다. 

별도로 표현된 복련의 연화좌 위에 올려 놓은 오른발은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지붕돌은 몸돌 가장자리에서 뻗어 올라간 두 그루 나무의 잎사귀들과 엉켜 있는 

두 마리의 리螭로 이루어져 있다. 반가사유상의 두광 위쪽과 그 양옆에는 3개의 옥수수 모

양의 꽃 다발 장식이 있으며, 식의 드리개 장엄이 반가사유상 양옆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몸돌 옆면에는 받침돌에서 솟아나온 줄기 위에 복련의 연꽃이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각각 불비상의 앞면을 향하여 서 있는 공양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다. 보살상

들은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한 편이며,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다. 장방형의 얼굴과 Y

자형 목걸이 장식은 앞면의 반가사유상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 특히 오른쪽 면의 보살

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앞면의 상과 같다. 이들 보살상에서도 앞면의 반가사유상과 같

이 유기적이지 못한 옷주름과 무겁게 느껴지는 천의 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쪽 면

의 보살상은 두 손을 벌려 가슴 옆까지 들어 올린 다음, 왼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

게 하였으며,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펴고 있다. 왼쪽 면의 보살상은 두 손을 배 앞에서 

모아 보주寶珠 형태의 공양물을 바쳐 들고 있다. 

받침돌은 앞면과 옆면은 물론, 뒷면까지 표현되어 있다. 앞면 중앙에는 모든 생

명이 탄생한다는 항아리 모양의 만병滿甁과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이 표현되어 있다. 

만병을 중심으로 공양자상들이 양옆에서 꿇어앉은 자세로 마주보고 있다. 만병 왼쪽의 

공양자상은 민머리를 한 제자상의 모습으로서 오른손으로 손 향로를 들고 있다. 오른쪽

의 공양자상은 머리를 올려 묶은 재가 신자의 모습으로서 오른손으로 연꽃봉오리를 바

쳐 들고 있다. 아담하면서도 다소곳한 모습을 한 옆면의 공양자상은 머리에 모자를 쓰

고 두 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다. 공양자상은 상의와 하의를 갖춰 입었으며, 치마 

형태의 하의에는 옷주름 선이 음각되어 있다.

불비상 뒷면에는 보탑寶塔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3개의 원형 단壇을 쌓아 

올린 모습으로, 그 위에는 세로로 구획되어 있는 원형의 장식과 다시 그 위에 3개의 찰

주刹柱형 장식이 세워져 있다. 첫 번째 단 중앙에는 卍자가 음각되어 있다. 실제로 이 찰

주형 장식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겹쳐진다는 점에서 방형의 기단 위에 중앙과 네 모서리

에 각각 하나의 탑으로 이루어진 인도 불탑을 연상하게 한다.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은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결합되는 연리목連理木 아래 보

살상을 배치하던 북제北齊와 북주北周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여러가지 설이 있

지만, 반가사유상이 미륵 사상과 관련되는 보살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불비상의 조

성 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세종시 연화사蓮花寺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

라시대인 678년에 조성된 보물 제649호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戊寅銘佛碑像과 형

식적으로 유사하고, 반가사유상의 두광에서 백제 7세기 불상들의 특징인 연주문聯珠文

이 표현되어 있어서 비슷한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인 670년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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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ele with its distinctively expressed roof, body, and base was cut from a single 

stone and carved with a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Maitreya sits on a pedestal with his 

right leg bent and left leg pendent and appears to be in contemplation. The image of a 

pensive Maitreya in the half-lotus position was in vogue during the early seventh century. 

However, since there is no remaining example inscribed with specific records, it is difficult to 

know more about the meaning of the pensive Maitreya image. 

Originally transmitted at Biamsa Temple, this stele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62 and is currently on display at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The 

stele is decorated with Maitreya in contemplation in the half-lotus position on the front, while 

on the sides is a standing bodhisattva in the upper section and a person offering gifts of alms 

below. An image of a pagoda is carved on the back. All in all, the iconography of this stele 

represents Maitreya contemplating in the half-lotus position under two trees and a person 

making votive offerings to him on either side from below. 

The exact production date of this stele is difficult to ascertain. However, it is similar in 

style with the stele at Yeonhwasa Temple dated via its “Muin” inscription (Treasure No. 649, 

dated 678), and the aureole of Maitreya features a motif of chained pearls that is characteristic 

of seventh century Buddhist sculpture. Given these, this stele is assumed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670s during the Unified Silla era. 

   

Stele of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 368

Unified Silla 
1 item
Stone
H. 40.8 cm, W. 21.3cm 
Cheong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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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世宗市 蓮花寺 七尊佛碑像

보물 제650호

통일신라

1좌
석조

높이 50.8cm, 폭 33.0cm
연화사

연화사 칠존불비상은 원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유리의 절터에 있던 것을 지금의 연화사로 옮

겨 온 것이다. 지붕돌과 몸돌, 받침돌로 이루어진 비석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연꽃잎 하나를 연상하게 하는 

돌에다 불상을 조각하였다. 앞면은 불상과 권속들을 새긴 몸돌과 앙련의 연화대좌로 이루어졌는데, 거대한 

연꽃 위에서 아미타불이 지금 막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한 듯하다. 중앙에 불상이 있고, 그 양 옆에 제

자상과 보살상, 금강역사상이 각각 시립하고 있다. 이들 협시상들은 각각 대좌 윗부분에서 솟아나온 연꽃

과 사자상 위에 서 있다. 불상의 대좌 앞에는 연꽃 형태의 향로가 표현되어 있다. 향로 주변을 장엄하고 있

는 연꽃 줄기와 연잎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 장인의 관찰력과 묘사력이 돋보인다. 연화 대좌는 몸돌의 

불상과 권속들보다 좀 더 돌출되어 있어서 불비상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 짧고 오목한 백제 연화문의 조형

적인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대좌의 연꽃은 앙련과 간엽間葉, 연실蓮實로 이루어진 사실적인 모습이다. 

불상은 머리가 몸에 비해 약간 큰 듯하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불상은 높은 방형 대

좌 위에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가부좌하고 있다.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구체적인 표정은 알 수 없으

나 낮고 편평한 육계를 지닌 부드럽고 둥근 형태이다. 오른손은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은 배 앞에 

두어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법의의 옷자락은 U자 식으로 그리며 대좌 위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형식의 

대좌를 상현좌裳懸座라고 한다. 

불상은 두광頭光과 신광身光, 거신광擧身光을 모두 갖추고 있다. 두광은 내원內圓과 외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내원에는 연화문이, 외원에는 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윗부분 끝이 뾰족한 거신광에는 광명설법光明

說法을 나타내듯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다. 두광 윗부분에는 복련 형태의 연꽃 장식이 새겨져 있다. 거신광에

는 줄기까지 표현된 연화좌 위에 화불化佛이 조각되어 있다. 남아 있는 예와 화불의 흔적으로 보아 원래는 7

존이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칠불過去七佛일 가능성이 높다.

제자상들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 이들 상은 불상과 보

살상에 가려진 채 표현되었다. 그러나 머리를 몸에 비해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뒤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 존

재감을 느낄 수 있다. 마모가 심하여 얼굴 표정은 알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이들 상은 가섭존자迦葉尊者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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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존자阿難尊者일 가능성이 높다. 

좌협시 보살상은 마모가 심하여 보관의 형태와 얼굴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보살상은 정

면을 향하고 있으며, 늘씬한 편이다. 오른손은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은 허리 옆에 두었다. 오른

쪽 어깨만 노출시킨 채 법의와 천의를 걸치고 있다. 원형 두광은 12개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협시 

보살상은 두광의 형태와 전체적인 비례가 좌협시 보살상과 같지만, 중앙의 불상을 향하여 몸을 살짝 튼 모

습을 하고 있다. 보살상은 법의를 양쪽 어깨에 걸치고 있으며, 오른손을 허리에 두고 왼손을 왼쪽 어깨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협시보살상 바깥쪽에는 원형의 두광을 갖춘 금강역사상이 사자상 위쪽에 서 있다. 불법의 수호자답

게 드러난 정강이의 근육에서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 좌협시 금강역사상은 오른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을 허리 옆에 두었다. 우협시 금강역사상의 손 자세는 마모가 심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사자상들은 불비상의 앞쪽보다 오히려 옆쪽에서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힘이 넘치는 듯한 웅크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발톱과 털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비상 옆면의 사자상 

위쪽에는 앙련의 연화좌 위에 불상이 가부좌하고 있다. 불상은 직사각형을 쌓아 올린 듯한 딱딱한 느낌의 

조형이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불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선정인를 결하고 있다.          

뒷면도 앞면과 같이 앙련과 간판, 연실이 표현된 연화대좌 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앞면에 비해 표

현 방식이 다소 거친 편이다. 불상은 두광과 신광, 거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연화문과 화염문으로 장엄되어 

있다. 마모가 심하여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안정된 자세이다. 편단우견식偏袒右

肩式으로 법의를 착용하였다. 오른손은 무릎 앞으로 내려 뜨려 촉지인觸地印을 결하였고, 왼손은 배 앞에 두었

다. 발바닥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구도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점은 있으나 발가락까지 표현하는 섬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상의 양옆에는 생동감 넘치는 활달한 모습의 연꽃 봉오리와 연잎이 표현되어 있다.

연화사 칠존불비상은 앞면의 불상들과 뒷면의 촉지인 불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비상에서는 백

제의 조형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광배 형식과 상현좌가 나타나지만, 존상들이 중첩되게 배치되는 구도와 

촉지인 불좌상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백제적인 전통에 새로운 요소가 가미

된 존상이다. 칠존불비상의 조성 시기는 보물 제367호 기축명 아미타불비상과 형식적으로 유사하여 통일신

라시대인 680년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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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ele was brought from a temple site in Ssangyu-ri, Yeonseo-myeon, Sejong City to 

Yeonhwasa Temple. With no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roof, body, and base, this stele cut 

from a single stone evokes the image of a large lotus petal. 

The front side features seven Buddhas, while the reverse shows a seated Buddha 

making the bhumisparsa-mudra (earth-touching hand gesture). The iconography of this stele 

follows the Baekje tradition in terms of the style of the aureole and the pedestal covered by 

the main Buddha’s drapery folds, but it is notable that it also introduces additional factors such 

as the overlapping arrangement of Buddhas and the seated Buddha with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This work appended new artistic trends onto the existing Baekje tradition. As 

this stele is similar in style with the Amitabha stele with the “Gichuk” inscription (Treasure No. 

367), it is estimated that it was produced in the 680s during the Unified Silla era. 

Stele of Seven Buddhas of 
Yeonhwasa Temple, Sejong

Treasure No. 650

Unified Silla 
1 item
Stone
H. 50.8 cm, W. 33.0 cm 
Yeonhwa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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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삼존불비상 三尊佛碑像

보물 제742호

통일신라

1좌
석조

높이 32.5cm, 폭 20.0cm
동국대학교박물관

삼존불비상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서 전래되어 오던 것을 1966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으로 이

관한 것이다. 삼존불비상은 연화대좌 위에 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들이 협시하고 있는 구도이다. 불비상은 

마모가 심하여 윗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불상의 상호相好 일부분도 깨어져 나간 상태이다. 

불비상 표면에 남아 있는 금분은 조성 당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불상은 협시보살상보다 약간 돌출되

게 표현되었다. 보살상 위쪽에는 연화좌를 갖춘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으며, 그 사이에 화염문이 있어서 불비

상 앞면 전체가 거신광擧身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불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연화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머리가 몸에 비해 약간 크고 상체

가 긴 듯하지만,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다. 상호는 낮고 둥근 육계와 어깨까지 닿아 있는 커다란 귀, 

부풀어 오른 듯한 눈, 약간 두터운 입술, 풍만한 양 볼을 갖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움츠리고 있는 듯한 어깨와 장방형에 가까운 상체로 인하여 약간 경직된 분위기를 띠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는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다음, 오른쪽 어깨 앞으로 내려와 오른쪽 팔을 감싸고 복부 앞에서 U

자를 그리며 다시 왼쪽 손목 위로 넘어가고 있다. 가슴 앞에는 내의가 비스듬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래

로 고리 형태의 띠 매듭이 있다. 옷주름은 신체의 윤곽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듯하다. 두 발은 

발바닥을 위로 한 채 노출되어 있으며, 발가락이 표현되어 있다. 살짝 들어 올린 오른손은 엄지를 제외한 손

가락을 오므린 채,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였다. 살짝 내린 왼손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는 시무외인施無

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의 변형된 수인이거나 설법인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두광은 내원와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내원에는 각진 형태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진 연화문이, 외원에는 화문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는 단판의 

앙련과 복판의 복련이 맞붙어 있는 모습으로, 앙련의 연꽃잎 사이에는 연실蓮實로 추정되는 선들이 세로로 

음각되어 있다.  

좌협시보살상은 불상과 같은 형태의 연화대좌 위에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서 있는 모습이다.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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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시 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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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긴 편이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나 몸은 살짝 비튼 삼곡三曲 자세이다. 원형

의 두광은 각진 형태의 연꽃잎으로 장엄되었다. 보살상은 가슴 앞까지 내려온 관대冠帶 드리개 장식을 갖춘 

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다. 보관은 무엇으로 장엄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다. 보살상

은 상의와 하의를 입고, 천의를 걸치고 있다. 하의는 음각으로 처리된 여러 개의 수직선으로 단순하게 표현

되었고, 천의는 무릎 앞에서 U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 Y자 모양의 목걸이와 무릎 앞까지 드리워진 U자형의 

영락 장식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 옆까지 들어 올려 무엇인가를 바쳐 들고 있으며, 왼손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렸다. 보살상의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나 손의 방향으로 보아 몸은 불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출된 발에는 발가락이 표현되어 있다.

우협시 보살상은 비례와 자세, 착의법, 장엄 방식 등에서 좌협시 보살상과 유사하다. 다만 좌협시 보

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천의의 매듭이라고 추정되는 꽃장식이 왼쪽 어깨 위에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은 오

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렸으며, 왼손은 허리 옆에 두어 좌협시 보살상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공양물과 

같은 모양의 것을 바쳐 들고 있다. 발에는 발가락이 표현되어 있다. 불비상의 뒷면 아래쪽에는 선으로 구획

된 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삼존불비상은 조성 배경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상에 보이는 부드럽고 둥근 얼굴, 두광의 화문 장식, 단

판 앙련과 복판 복련이 맞붙어 있는 대좌 형식, 보살상에 보이는 조형적인 비례와 삼곡 자세 등이 그것이다. 

불비상이 전래된 공주시 정안면은 통일신라시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비상이 많이 발견되었던 세종특별

자치시와 인접해 있고, 이곳이 백제의 옛 영토라는 점에서 당시 이들 지역에서 유행하던 불비상의 한 예로 

추정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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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ly transmitted in Jeongan-myeon, Gongju, Chungcheongnam-do Province, 

this stele was shifted to the Dongguk University Museum in 1966. The stele expresses a 

Buddha triad image in which a Buddha seated on a lotus pedestal is flanked by an attendant 

bodhisattva to either side. 

There is no record on the production of this stele, but its stylistic characteristics suggest 

a production date in the early Unified Silla period. Indicative characteristics include the mild, 

round face, floral patterns in the aureole, a pedestal comprised of one layer of upward-turning 

single petals and a layer of inverted double petals joined together, and the proportional 

balance and tri-bent (tribhanga) posture of the bodhisattvas. The Jeongan-myeom area of 

Gongju, where this stele originated, lies within the former territory of the Baekje Kingdom 

and is geographically close to Sejong City, a place which has produced a great number of 

the Buddhist steles from the late seventh century. Given this, it is presumed that this stele 

represents one style of Buddhist steles that was in vogue at the time in this s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ddha Triad Stele

Treasure No. 742

Unified Silla 
1 item
Stone
H. 32.5 cm, W. 20.0 cm 
Dongguk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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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동약사여래입상 金銅藥師如來立像

보물 제328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29.0cm 
국립중앙박물관

왼손에 약기藥器를 들고 서 있는 전형적인 약사여래입상이다. 광배와 대좌를 잃었지만 불상은 손상

된 곳 없이 온전히 잘 남아 있다. 1916년 3월에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에게서 매입한 상으로 그 전의 유

래는 알 수 없다.1 광배와 대좌를 제외한 상의 크기만 30cm에 달해 국내에 남아 있는 금동불상 가운데 큰 

편에 속한다. 

약사여래는 갖가지 질병을 고쳐줘 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모든 재난을 없애주는 가장 현실적인 

부처이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불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때는 통일신라시대인데, 이 상처럼 주로 독립상으

로 만들었지만, 사각기둥의 동쪽 면에 배치하여 사면불 가운데 하나로 조성하기도 했다. 약사여래상은 왼손

에 약기를 들고 있어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 입상은 모두 왼손을 허리까지 들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손바닥 

위에 약기를 올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입상이라도 오른손의 위치는 다르다. 어깨까지 들어 올린 예

와 허리 아래로 내린 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 상은 오른손을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

다. 약사여래상이 손에 들고 있는 약기의 모양도 보주형, 단지형, 바루형으로 다양한데, 이 상은 위를 살짝 

깎은 보주 모양을 들고 있다. 

머리에는 커다란 육계가 봉긋하게 솟았다. 눈썹은 활모양으로 길며, 긴 눈은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다. 긴 귀에는 귓구멍, 귓바퀴까지 꼼꼼히 표현했으며,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다. 이 상의 특별한 점 가운

데 하나는 대의 형식과 대의 끝단에 톱니 모양의 지그재그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이다. 대의는 편단우견 형식

으로 몸의 왼쪽에 걸쳤고, 이와 별도로 오른쪽 어깨에는 또 다른 천을 걸쳤다. 가슴까지 파인 옷깃 위로는 

속옷이 비스듬히 노출돼 있다. 배에서부터 발목까지 U자형 옷주름이 물결치듯 흘러내린다. 왼쪽 어깨에는 

대의가 내려오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시켰는데, 그 아래의 옷자락이 지그재그 모양이다.   

1.   1917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 제5권에 이 상의 흑백 사진이 실려 있다(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第5卷, 1917, no.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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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주조기법도 특이하다. 오른팔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결합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

다. 이처럼 오른팔 부분과 상의 밑면이 뚫려 있어 이 두 곳이 주조 구멍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통일신라시대 

상의 뒷면에 주조 구멍을 두는 일반적인 주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상의 뒷면에는 머리 뒤, 허리, 허리 

아래에 등간격으로 3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안틀內型과 바깥틀外型을 고정하는데 쓰였던 것이다. 

양 발 아래에는 각각 사각기둥 모양의 촉이 달려 있어 대좌와 결합할 수 있게 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약사신앙이 크게 유행하면서 남아있는 금동약사여래상이 적지 않지만, 이 상은 그 가운

데서도 크기가 크고 제작기술이 뛰어난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약사여래상 연구에 중요한 불상이다. 특

히 오른팔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주조 방식은 통일신라 금동불 가운데 그 예가 드물어 특별하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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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monstrates the typical iconography of Bhaisajyaguru, or the Medicine Buddha, 

holding a medicine vessel. Missing the aureole and the pedestal, the body of the statue 

remains intact. It is recorded that it was purchased by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of 

Korea from a Japanese vendor in March 1916, but any further provenance is unknown. The 

figure itself, without the aureole and pedestal, measures a full 30 centimeters, relatively tall 

among extant gilt-bronze statues from South Korea. This work is distinctive for the zigzag 

pattern along the edge of the robe and for the fact that the right arm was separately rendered 

and joined to the rest of the body. The Medicine Buddha is known for realizing practical 

wishes, such as enhancing longevity and eliminating misfortune. As the Medicine Buddha 

cult was widesprea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gilt-bronze Bhaisajyaguru statue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in no small numbers. Among these, this statue embodying masterful 

crafting skills is one of the definitive examples, and therefore serves as critical research 

material.  

Gilt-bronz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Treasure No. 328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29.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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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779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25.4cm 
삼성미술관 리움

출토지는 알 수 없으나 광배의 일부가 남아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통일신라 8세기 후반의 대표적

인 금동불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금동불의 광배는 매우 얇을 뿐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 불신과 결합하기 때

문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금동불은 불완전하지만 드물게 광배 일부가 남아 있

는 귀중한 예이다.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왼손은 여원인與願印을 맺고 삼단의 연화좌 위에 당당히 선 여래입상으

로, 방형의 풍만한 얼굴은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가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은 지나치게 팽창된 반면 

입이 매우 작고 인중선과 턱선이 강조되어 균형을 잃은 모습이다. 민머리의 머리 중앙에 큼직한 육계肉髻가 

솟아 있고 전면에 걸쳐 밝은 도금을 베풀었다. 일반적으로 금동불의 머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녹으로 군

청색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도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체는 전반적으로 당당하고 건장한 편이지만 신체 각 부분의 볼륨이 뚜렷하지 않으며, 어깨가 올라

붙어 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U꼴로 길게 트인 가슴 사이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속옷 자락이 드러나 있

고, 겨드랑이 사이로 모이는 옷주름과 팽창된 허벅지의 부피감을 강조한 하체의 옷주름도 힘이 빠져 느슨해

진 느낌이다. 양 허벅지의 수직적인 옷주름과 무릎 아래에서 다시 반복되는 물결형 옷주름은 입체감이 있어 

통일신라 전성기 양식의 여운을 엿보게 한다.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에 일반적인 삼단 연화좌로, 불상의 발바닥에 달린 촉을 대좌 윗면의 구

멍에 끼워 고정하였다. 연판은 모두 무문의 8엽 단판으로, 하대의 8엽 복련覆蓮의 잎끝은 예리하게 반전되어 

아름다운 귀꽃을 형성하였고, 상대의 앙련仰蓮 사이에는 간엽間葉이 표현되어 있다. 대좌 윗면은 가장자리에 

홈을 두어 연육을 의도하였지만 연실은 생략되었다. 하단의 대좌 받침다리는 능형菱形의 평면을 이루며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뚫려 있다. 

 뒷면에는 광배의 일부가 부착되어 있지만 광배 의장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없어졌다. 후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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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히 뚫려 있는 둥근 주조 구멍 사이로 내형토가 드러나 있다. 불신은 어깨선 아랫부분이 깊게 패여 있어 

구리를 절약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광배는 어깨 중앙에 달린 광배용 촉에 끼워 고정하였다. 

이 금동불은 옷주름 등의 세부 표현에 주물 뒤 끌로 새겨 넣는 선조線彫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에

서 통일신라 최성기의 고전적 양식을 잇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굳은 느낌이 강하면서 신체의 탄력성이 줄어

들고 부분적으로 간략화의 경향이 엿보여 조성 시기는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 곽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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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no information is available on its place of excavation, this statue is a 

characteristic gilt-bronze Buddha statue of the late eighth century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It remains in a good condition and still maintains part of the aureole. Such aureole on small 

gilt-bronze statues were generally rendered very thin. They were made separately and joined 

with the body, and were therefore easily lost. This statue is a rare and valuable example of a 

partially intact aureole. 

Forming the fear-dispelling and wish-granting mudras respectively in the right and left 

hands, this bodhisattva image has upwardly slanted eyes and a stiff appearance to its plump 

round face. The excessively fleshy countenance features a small mouth with pronounced lines 

along the infra-nasal depression and jaw and demonstrates a lack of balance in the overall 

features. The bald head shows a large skull protuberance in the middle, and is entirely plated 

with gold, a major diversion from the normal sculptural practice of leaving the head un-gilt in 

the expectation of it eventually turning navy blue through the natural process of oxidation. 

This gilt-bronze statue does not feature any detailed expressions rendered by chiseling, 

a reflection of the classical sculptural style that was in fashion at the zenith of Unified Silla. It 

presents an overall tendency to stiffness, less flexibility, and simplification.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779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25.4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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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동관음보살입상 金銅觀音菩薩立像

보물 제927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18.1cm
삼성미술관 리움

통일신라시대 유행했던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금동관음보살입상인데, 아쉽게도 이 보살상의 출토지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 보살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관에 화불化佛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는 점

이다. 보관의 화불은 이 상이 아미타신앙과 관련 있는 관음보살상임을 알려준다. 아미타 관련 경전에 아미타

불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고, 그들의 머리에 쓴 보관에는 각각 화불과 정병이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상의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말부터이지만, 통일신라 보살상 가운

데 보관화불이 남아 있는 예는 많지 않다. 이 상은 바로 보관에 화불이 표현된 관음보살상을 대표하는 작품

이다. 관음보살은 관세음觀世音의 줄임말로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상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긴 얼굴에 코와 입이 자그마하며, 목에는 삼도가 있다. 둥글고 좁은 

어깨를 덮은 천의의 자락은 몸의 좌우로 물결치듯 흘러내린다. 몸에 걸친 장식은 목걸이와 영락, 두 가지 종

류가 있다. 목걸이에는 5개의 장식이 매달려 있으며, 영락은 두 가닥으로 걸쳤는데, 한 가닥은 어깨에서 배

로, 또 다른 가닥은 역시 어깨에서 무릎 아래까지 늘어졌다. 양 손목도 두 줄로 이뤄진 팔찌로 장식했다. 잘

록한 허리와 몸을 살짝 비튼 삼굴三屈 자세 또한 이 보살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자비의 상징인 관음

보살의 여성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보살상의 또 다른 특징은 손에 정병을 들었다는 것이다. 왼손을 아래로 내려뜨려 정병을 약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들었는데, 이처럼 손에 든 정병도 관음보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정병을 들

고 있는 관음보살의 도상은 7세기 무렵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

게 하여 어깨까지 들고 있는데, 손가락 끝을 잃어 확실치는 않으나 손에 양류가지나 연화가지와 같은 지물을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살상의 뒷면은 이 보살상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광배는 어디에 어떻게 부착했는지 추정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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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준다. 상의 뒷면에는 뒤통수, 등, 하반신에 모두 

3개의 주조 구멍이 뚫렸는데, 특히 하반신에 위치한 

가로 0.56cm 세로 6.28cm 크기의 세로로 좁은 장

방형 구멍은 매우 이례적이다. 상 뒷면의 구멍으로 미

루어 이 보살입상은 실랍법失蠟法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실랍법은 밀랍으로 원형原型을 만들고, 그 위

에 흙을 덧입혀서 바깥틀外型을 만든 다음 열을 가해 

밀랍을 빼낸 공간에 놋 쇳물을 주입하여 주조하는 방

법이다. 우리나라 고대 금동불은 대부분 실랍법으로 

제작됐는데, 실랍법 가운데서도 특히 밀랍 안에 흙으

로 안틀[內型]을 둔 중공식中空式은 고도의 기술을 필

요로 한다. 중공식은 상 내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

에 붙여진 이름이며,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당시 고

가였던 금속의 무게를 줄여 비용 절감에 유용한 기법

이다. 뒷통수가 아닌 허리에 광배를 꽂았던 촉이 남

아있어 원래 보살상 몸 전체를 감싸는 전신 광배를 

부착했음을 알 수 있다. 양 발 아래에는 각각 촉이 달

려 있어 대좌와 결합할 수 있게 했다. 

통일신라시대 관음신앙이 크게 유행했지만 실

재로 명문으로 확인되는 통일신라 금동관음보살상은 

남아있지 않다. 이 상은 비록 명문은 없지만 보관 화

불과 손에 쥔 정병을 통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는 

관음보살 도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광배와 

대좌를 잃어 아쉽지만, 통일신라 전성기에 우수한 솜

씨로 제작된 작품이다. 양식적으로도 성당의 국제 양

식에 기반을 둔 통일신라 전성기의 조각으로 이 시기 

조각의 기준이 될 만한 작품이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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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lt-bronze standing Avalokitesvara statue illustrates the Avalokitesvara belief greatly 

popular in the Unified Silla era, but unfortunately nothing is known about from where it was 

excavated. The statue is noted for the Buddha image distinctively expressed in the crown 

that suggests the statue’s close association with Amitabha belief. Although the Avalokitesvara 

cult was in vogu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ere remain no Avalokitesvara statues with 

inscriptions dating from that era. This statue does not bear any inscription, but the Buddha 

image in the crown and the kundika (water bottle) held in the left hand indicate its identity. 

This is a very important material for studies on the iconography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Although missing the aureole and the pedestal, the statue still manifests the sculptural skills 

reached at the peak of Unified Silla. It also shows the sculptural style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as it adopted international influences to a considerable extent. 

Gilt-bronze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easure No. 927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18.1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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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284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37.6cm
간송미술관

광배는 잃었지만 불신과 대좌는 온전히 갖춘 금동여래입상이다. 이 상은 특이한 대의 형식과 배를 내

밀고 서 있는 자세로 유명한데, 아쉽게도 이 상의 제작지나 출토지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상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크기가 작은 소라 머리카락이 머리 전체를 덮고 있으며, 그 위에는 육

계가 봉긋하게 솟았다. 좁은 이마에는 백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목에 삼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눈과 눈썹은 길지만 입은 자그마하다. 오른손은 허리까지 들어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손 끝을 위를 향하게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왼손은 앞으로 내밀어 손바

닥이 하늘을 보게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약사여래입상이 왼손 손바닥 위에 약기藥器인 보주를 얹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불상 역시 왼손 손바닥 위에 보주를 얹은 약사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통일신라 금동불입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대의 형식과 아

랫배를 내밀고 서있는 자세이다. 대의를 마치 숄처럼 어깨에 두르고, 왼쪽 어깨에서 내려 온 자락을 오른팔

에 걸쳤다. 배 위에는 속치마를 묶은 끈을 두 줄 내렸는데, 서로 길이를 다르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대의 아

래로는 주름치마처럼 세로줄이 있는 치마가 보이는데, 치마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상은 

길이가 짧아 발목이 그대로 드러난다. 흥미롭게도 이 상과 유사한 대의 형식을 지닌 불입상이 국립춘천박물

관에 있다. 강원도 양양에서 발견된 높이 12cm의 작은 금동불로 크기만 다를 뿐 대의 형식은 거의 같다. 다

만 국립춘천박물관의 상은 오른손에 약기를 들고 왼손은 손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바닥을 보이고 있어 

간송미술관 상과는 손의 위치가 반대이다. 

불신과 대좌를 분리해보면, 대좌 위에 3개의 구멍이 확인된다. 2개는 불신을 꽂았던 구멍이고, 나머

지 하나는 광배를 꽂았던 것이다. 현재 광배는 잃어버려 원래의 모양을 알 수 없지만, 대좌의 광배 구멍과 불

신의 등에 달린 촉으로 미루어 몸 전체를 감싸는 전신 광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신의 양 발 아래도 각

각 촉이 있어 대좌와 결합할 수 있게 했다. 상의 뒷면에는 머리와 몸에 주조구멍이 뚫려 있는데, 특히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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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주조구멍은 크고 길다. 대좌는 상대와 하대로 구성됐으며, 하대 밑에는 각 면마다 안상이 투각된 팔

각의 대좌받침이 있다. 상대는 8개의 앙련으로 이뤄져 있는데, 연꽃잎 사이사이에 간엽을 두었고, 하대에는 

끝이 살짝 올라간 복련 8개를 두었다. 

이처럼 크기가 크지 않은 금동불상은 대중을 위한 큰 법회에서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의 기

복을 위한 신앙의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이 상의 특징은 독특한 대의 형식인데, 이와 거의 유사한 예가 강원

도 양양에서도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지방 양식의 한 예로도 볼 수 있겠다. 이 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다

양한 유형의 불상 형식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로 그 의미가 크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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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aureole has been lost, the body and the pedestal of this statue have been 

maintained intact. It is renowned for the unique robe style and for the Buddha’s posture and 

protruding belly. Unfortunately, nothing is known about either the place of production or of 

excavation. The left hand is held above the waist with the palm facing upward, and it is likely 

that there was a medicine vessel placed on the palm. Bhaisajyaguru statue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always hold a medicine vessel in their left hand in a posture resembling this 

statue. The robe is set around the shoulders like a shawl, and the end of the robe that hangs 

from the left shoulder is placed on the right hand. Another example showing a similar style in 

the robe was found in Yangyang, Gangwon-do Province, suggesting this manner of wearing 

the robe is part of a unique local iconography. This statue is important in that it testifies to the 

existence of diverse styles of statues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284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37.6 cm 
Kansong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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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南原 實相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41호

통일신라

1구
철조

높이 273.0cm
실상사

실상사는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구산선문파九山禪門派 가운데 최초로 개창된 실상산문實相山門의 본사

本寺로서, 서당지장西堂智藏(735-814)의 법을 받고 당唐에서 귀국한 홍척선사洪陟禪師가 828년(흥덕왕 3) 무렵

에 창건하였고,1 실상산문의 제 2조가 된 수철화상秀澈和尙(815~893)이 840년부터 문성왕, 경문왕, 헌강왕, 

진성여왕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귀의를 받았다2고 알려진 사찰이다. 이 실상사의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여래좌상은 높이 273cm의 대형 불상으로 그 규모가 장대하여 통일신라 선종불교의 기념비적인 불상일 

뿐 아니라 쇠를 재료로 하여 만든 ‘철불’의 이른 예라는 점에서 신라하대 불교조각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생

각되고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보수되었으나 머리와 몸체의 주요 부위는 손상이 없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머리와 육계에 붙어있는 나발까지도 합범合範으로 주조되어 원래 나발의 크기와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비교적 커다란 얼굴은 이마가 좁은 편이며 눈썹이 둥글게 활처럼 새겨졌고 수평으로 

긴 눈에는 눈동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인중은 돌출하였고 윗입술은 두 개의 산자형山字形을 이룬다. 양 

뺨은 통통하며 귀는 열쇠구멍 모양의 귓구멍이 표현되었고 목에는 삼도가 융기되어 있다. 

두부에 비해서 어깨는 넓지 않으며 가슴도 편평한데, 가슴 아래를 가로지르는 옷자락은 내의內衣[승

1.   홍척선사는 흥덕왕의 존숭을 받아 국사(實相禪庭國師)가 되었을 만큼 왕실과 긴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홍척선사와 실상사 창건에 대해서는 南東信, 「鳳巖寺智證

大師寂照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pp.180-181: 李智冠 편,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智證大師寂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

高僧碑文』 新羅篇 (伽山文庫, 1993), p.304 ; 權相老,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1959), p.269 ; 金映遂·黃壽永, 「智異山實相寺事績」

上, 「考古美術」 108 (1970), p.18 ; 崔炳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硏究』 7 (1972), p.96 ; 조범환, 「신라하대 洪陟

선사의 實相山門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pp.49-50 참조.

2. 정동락, 「수철화상과 신라왕실」,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pp.100-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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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이며 오른쪽 어깨 위에 두 개의 띠주름으로 표현된 옷은 안에 입은 옷을, 왼쪽 어깨 위에 역시 두 개의 

띠주름으로 표현된 옷자락은 겉에 입은 옷을 나타내어 두 벌의 가사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양 팔을 덮은 

가사에는 도드라진 옷주름 사이에 물결처럼 주름이 표현된 이른바 번파식飜派式 옷주름이 새겨져 있으며 팔

이 접히는 부분에는 꽃잎모양의 주름이 새겨져 있다. 

결가부좌한 오른쪽 다리의 전면부는 파손되어 나무로 보수되었고 불상의 등판 부분 역시 조선시대

에 장시간 노천에 방치되었던 결과로 크게 파손되어 나무로 보수 되었으며 불상의 바닥을 막고 있었을 봉함 

마감재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대좌는 조선시대에 철불을 받치기 위해 임시로 화강암 석재를 겹쳐 올려 설치

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보령 성주사지聖住寺址나 서산 보원사지普願寺址의 금당지에 남아있는 석조 방형대좌

와 같은 치석된 대좌위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철조여래좌상은 외형이 40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뉘어진 분할주조법(piece mold)으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분할주조법으로 주조된 다른 철불상들에 비해 훨씬 섬세한 기법으로 제작되어 안면이나 가슴같이 

앞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부분은 분할하지 않고 이마와 머리 사이의 발제선이나 목의 삼도선, 대의 윤곽선을 

따라서 외형을 분할함으로써 분할선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감추었고, 틀을 고정한 못들 역시 눈

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조여래좌상의 두 손은 1987년 몸속[복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철제 손을 모본으로 나무로 조각해

서 손목에 끼워 넣었다. 철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으며 손끝이 아니라 손가락의 

한마디 정도가 닿을 듯이 맞댄 모습이다. 따라서 이 불상의 존명尊名이 조선시대부터 근래까지 불려왔던 ‘약

사여래’가 아니라 ‘아미타여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3 최근에는 다시 철불의 존명을 ‘노사나불盧舍那佛’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4 철불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실상사 창건시기인 830년 무렵으로 보는 설, 9세기 

2/4분기(825∼850) 설, 문성왕의 재위기간(840∼856) 설 등이 제기되었다.5 이처럼 존명과 제작시기에 대

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철불의 존명은 물론 조성시기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못한 형

편이다. | 최성은

3.   文明大,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硏究」, 『佛敎學報』 37(2000), pp.91-95 참조.

4.   강건우, 「實相寺 鐵佛 硏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pp.80-82 참조.

5.   실상사 창건기설은 최인선과 조범환에 의해 제기되었고, 828년설은 황수영, 곽동석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9세기 2/4분기설은 文明大, 840~856년 사이의 문성왕 
재위기 설은 강건우에 의해서 각각 제기되었다.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154·155(1982), pp.20-21 ; 文明大, 앞의 논문(2000), pp.138-140 
(同著, 앞의 책, 2003, pp.132-145) ; 최인선, 「韓國 鐵佛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43 ; 郭東錫, 「南原의 佛敎彫刻」, 『南原의 歷史文

物』 (2000), p.187 ; 조범환, 「앞의 논문」 (2006), p.57 ; 강건우, 「앞의 논문」 (2013), pp.74-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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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Seated Buddha of Silsangsa Temple, 
Namwon

Treasure No. 41

Unified Silla
1 item
Iron
H. 273.0 cm 
Silsangsa Temple

Measuring 273 centimeters high, some portions of this large seated iron Buddha image 

have sustained damage and been repaired, but major elements such as the head and body 

remain in good conservation condition. This iron Buddha was made using the piece mold 

technique, and the two hands were carved from wood based on iron hands found inside of 

the Buddha and then joined with the iron arms. Although since the Joseon era it has been 

interpreted as representing Bhaisajyaguru Buddha, a new argument has been raised that it is 

in fact Amitabha Buddha, and there is actually a further school of opinion that it is Vairocana 

(the Body of Pure Light). Regarding the production date of this statue, there have been three 

lines of argument, one stating it was around 830 when Silsangsa Temple was constructed, 

another suggesting the second quarter of the ninth century, and a third asserting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Munseong (r. 8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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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401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32.3cm, 폭 17.0cm 
삼성미술관 리움

이 금동여래입상은 현재 광배와 대좌는 잃었고, 불신만 남아 있다. 통일신라의 금동불은 크기 30cm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 상은 불신만 30cm가 넘는 비교적 큰 크기의 상이다. 전래한 장소나 소장하게 된 경

위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때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전해진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둥글넓적한 얼굴에 양감이 풍부한 신체, 그리고 대의 위에 새겨진 Y자형 

옷 주름이다. 상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크기가 작은 소라모양의 머리카락이 머리전체를 덮고 있고, 그 

위의 커다란 육계는 펑퍼짐하다. 얼굴은 넓적하고 편평하며, 긴 눈과 눈썹에 비해 코와 입이 작다. 뺨에는 살

이 많고, 턱과 목이 짧으며, 짧은 목에는 삼도가 두 줄만 새겨져 있다. 두 귀의 귓바퀴는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 몸에 전체적으로 양감이 풍부해져 어깨와 상체가 넓고 양 허벅지가 굵다. 오른손을 어깨까지 올려 시

무외인施無畏印을, 왼손은 내려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으며, 양 손 모두 손가락 끝을 잃었다. 불상은 편단우견

식의 대의와 오른쪽 상체를 덮는 별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자락이 오른쪽 배 부근에서 대의 안으로 들어가 

마무리 되었다. 가슴 앞에서 비스듬히 드러난 속옷은 끈으로 묶어 고정했으며, 속옷 끝자락을 잔주름으로 

장식하였다. 이 상은 모든 옷 주름선이 음각으로 표현되어, 요철이 뚜렷한 8세기 불상의 입체적인 옷 주름과

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불상은 소위 ‘우전왕식’이라 불리는 ‘Y’자형 옷 주름을 지녔다. 통일신라 불입상의 옷 주름은 두 가

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바로 Y자형과 U자형이다. Y자형 옷 주름을 우전왕優塡王(Udyana)식, U자형 옷 주

름을 아육왕阿育王(Asoka)식이라고도 부른다. 이 가운데 Y자형은 옷 주름이 허리 양쪽에서부터 Y자 모양으

로 서로 갈라져 양 다리 위로 주름이 흘러내리는 형식을 말한다. 이 두 대의 주름 형식은 통일신라 전 시기에 

걸쳐 유행했는데, U자형보다는 Y자형 옷 주름 형식을 지닌 불입상이 보다 많다. 8세기에 정형화된 통일신라 

불상의 형식을 답습했지만, 입체감보다는 평면성이 강조된 전형적인 9세기 양식의 불상이다.

불상의 등 뒤에는 커다란 주조 구멍이 세 개 뚫려 있다. 불상 뒷면의 구멍으로 미루어 이 금동여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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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실랍법失蠟法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실랍법은 밀랍으로 원형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입혀서 바

깥틀[外型]을 만든 다음 열을 가해 밀랍을 빼낸 공간에 놋 쇳물을 주입하여 주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고

대 금동불은 대부분 실랍법으로 제작됐는데, 특히 밀랍 안에 안틀[內型]을 둔 중공식中空式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중공식으로 만든 금동불은 상 뒷면에 주조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을 통해 내형토를 모두 제

거한다. 중공식은 상 내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당시 고가였던 

금속의 무게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목 아래에는 광배를 결합하기 위한 촉이 남아

있는데, 그 위치로 보아 몸 전체를 감싸는 전신광배를 상 뒷면에 부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발 아래에도 각

각 촉이 있어 대좌와 결합할 수 있게 했다. 

이 상은 옷주름을 음각선으로 표현한 통일신라 하대 9세기의 전형적인 금동불이다. 유사한 특징의 

상은 경주 중심지인 굴불사지, 왕경의 월지에서도 발굴됐다.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은 꽤 많은 수량이 남

아 있지만, 이 상은 그 가운데서도 크기도 크고 제작 수법도 우수한 작품이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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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s aureole and pedestal lost, all that remains of this statue is the body. While gilt-

bronze statues from the Unified Silla era are commonly below 30 centimeters in height, this 

statue measures over 30 centimeters for the body alone. Although the place of origin and the 

process of acquisition are unknown,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statue was bought from a 

Japanese vend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this 

statue include its round, wide face, the voluminous body, and the Y-shaped drapery folds 

appearing over the body. The drapery folds of this statue are all incised, a stark difference 

from eighth century drapery folds commonly expressed in prominent convex and concave 

waves. Statu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re found at the site of Gulbulsa Temple and in 

Wolji Pond of Wanggyeong Palace in Gyeongju, the capital of Unified Silla, suggesting that 

this statue is an example of the gilt-bronze statues of the ninth century. Although gilt-bronze 

statue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present in great numbers, 

this one stands out among them for its height and masterful crafting skills.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401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32.3 cm, W. 17.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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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 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731호

통일신라

1구
금동

높이 26.1cm
동아대학교박물관

광배는 잃었지만 불신과 대좌는 온전히 남아있는 금동여래입상이다. 1948년 5월, 경남 의령군 가례

면 갑을리 사굴산(혹은 자굴산) 보리사지菩提寺址에서 발견된 것으로 1981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게 

됐다. 보리사지는 절의 유래나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은 절터이지만, 『동국여지승람』에 보리사의 이름이 기록

돼 있어 적어도 15세기 후반까지는 사세가 유지되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논밭으로 개간된 보리사지에

는 장방형의 축대석과 주춧돌 일부만 남아있지만, 축대의 규모로 볼 때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상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의 뒷면이 없고 앞면만 조성한 편불片佛이라는 점이다. 편불은 주조가 편리

하고 금속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의 뒷면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광배가 부착되었겠지만 불신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상 뒷면에 광배 촉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대좌 윗면에도 광배를 꽂았던 

구멍이 뚫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은 양 손가락 끝을 잃은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남아 있다. 머리 위

에는 육계가 높이 솟아 있으며, 눈, 코, 입은 가운데로 몰려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양 귀는 형태만 있

고 세부표현은 없다.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왼손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

與願印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내린 것과는 반대다. 양 손과 발은 불상의 크기에 비해 

작지만, 손바닥에 손금도 새겨 넣었다. 

이 상의 또 다른 특징은 옷주름을 선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주물이 끝난 뒤 조각끌을 이용해 새

긴 것으로 통일신라 후기 금동불 가운데 그 예가 많다. 상의 U자형 옷주름을 비롯해 세부 문양에 이르기까

1.   闍崛山은 ‘사굴산’ 혹은 ‘자굴산’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의령 현지에서는 자굴산이라 부른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1권 경상도 의령현 佛宇 ‘菩提寺·楊泉寺 모두 闍崛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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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두 선으로 새겨 넣었다. 대의는 먼저 내의를 착용

한 후 그 위에 편단우견 형식으로 걸쳤고, 이와 별도로 

드러난 오른쪽 어깨에는 또 다른 천을 걸쳤다. 양 어깨

에는 한 줄로, 가슴 아래에는 두 줄의 음각선으로 옷주

름을 새겨 넣었으며, 사선의 내의 끝단과 하반신 옷주름 

중간에는 구름무늬를 새겨 장식했다.

대좌는 삼단으로 구성돼 있다. 불입상의 경우 보

통 중대없이 연꽃무늬의 상대와 하대로만 이뤄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상은 중대가 있으며, 그것도 상

대나 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

징이다. 원통형 중대에는 문양을 새기지 않았다. 대좌는 

불신과 따로 주조했는데, 불신의 양 발 아래 촉을 두어 

대좌와 결합했다. 대좌는 상대와 중대를 한꺼번에 주조

하고 하대는 따로 주조하여 결합했다. 상대 너비에 비해 

하대 너비가 넓어 안정감 있다. 하대 받침이 팔각이 아닐 

칠각이며, 옆면에 뚫려 있는 상다리 모양도 8개가 아니

라 7개인 점도 특이하다. 처음부터 칠각을 의도했던 것

이 아니라 주조과정 중에 생긴 변형으로 보인다.

이 상은 비록 광배를 잃었지만, 불신과 대좌가 완

전하며, 편불로 조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양 손의 

위치가 반대이고 옷주름을 선각으로 표현한 것이나 대

좌의 중대를 높게 표현한 것도 이 상의 주목할 만한 점이

다. 이는 통일신라 말에 제작된 금동불입상에서 종종 찾

아볼 수 있는 특징이어서 이 상의 제작시기를 짐작하게 

해준다. 출토지가 분명한 금동불입상으로 통일신라 불

상 연구에 중요한 상이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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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has lost its aureole but maintained the body and the pedestal intact. Found 

at the site of Borisa Temple in Uiryeong, Gyeongsangnam-do Province in May 1948, this 

statue came to enter the collection of the Dong-A University Museum in 1981. Although 

the origin and scale of Borisa Temple remain a mystery, the 1481 book Dongguk yeoji 

seungn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contains references to the name 

of the temple, leading to the presumption that it was in operation at least until the late 15th 

century. It is noted that this statue was rendered in a flat form without detail on the reverse. 

While Buddhist statues are generally created with the right hand raised and the left lowered, 

this statue was rendered in the reverse. The incised expression of the drapery folds and the 

tall middle section of the pedestal are also noteworthy. These are features often found in 

gilt-bronze standing Buddha statues from the late Unified Silla era, suggesting a production 

range for this statue. With exact information on its place of excavation, this statue is a critical 

material for the study of Unified Silla Buddha statues. 

Gilt-bronze Standing Buddha from 
Borisa Temple Site, Uiryeong

Treasure No. 731

Unified Silla
1 item
Gilt-bronze
H. 26.1 cm 
Dong-A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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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석조비로자나불좌상 石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335호

통일신라

1구
석조

높이 102.0cm
경북대학교박물관

광배와 대좌를 온전히 갖춘 비로자나불좌상이다. 이 불상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96~1964)가 수집한 불상 가운데 하나로, 1945년까지 대구시 동문동 자신의 집에 있던 것이다. 오구라가 

1921년부터 한국의 고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므로, 1921년부터 1945년 이전까지 그가 수집한 유물 가

운데 하나겠지만 원래 어디서 옮겨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58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른다. 

비로자나불상은 대승불교에서 ‘모든 부처가 깨달은 진리와 법’을 눈에 보이는 부처의 형상으로 나타

낸 것이다. ‘부처의 법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법신法身이라고도 일컫는다. 통일신라 8세기부터 출현하기 시작

해 신라 하대인 9세기에 크게 유행했다.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智拳印이라 불리는 독특한 수인으로 쉽게 식

별가능하다. 주먹을 쥔 두 손을 가슴에서 포갠 후 왼손 검지를 세워 오른손으로 감싼 모양인데, 이 불상처럼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왼손이 위로 올라간 예도 있다. 

불신에 비해 광배와 대좌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원래 제짝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

만 불신, 광배, 대좌가 양식적으로 서로 동일한 특징을 지녔고, 불상 머리와 전신 광배 안의 두광이 크기나 

높이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원래 한 세트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육계는 머리와 구별이 되지 않을 만

큼 낮게 표현돼 있으며, 좁은 이마 위에 커다란 백호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이다. 이처럼 낮은 육계는 

9세기 불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두 눈과 코끝이 훼손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

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눈, 코, 입이 가운데로 오밀조밀 몰려 있으며, 작은 입은 튀어 나와 있어 투박한 인

상이다. 짧은 목에는 삼도가 있다. 양 어깨가 올라간 데다 하반신이 빈약하여 신체가 왜소하고 위축돼 보인

다. 대의는 양 어깨를 덮은 통견 형식이며, 등간격의 평행 옷 주름이 간략하다. 교차한 양 발목 앞으로 펼쳐

진 세로 주름은 8세기 불상의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주름과는 차이가 있다. 

이 상에서 또 주목할 것은 갖가지 문양이 새겨진 화려한 광배와 대좌이다. 몸 전체를 감싸는 광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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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줄의 굵은 선을 따라 5구의 화불化佛이 배치되어 있다. 각 화불의 손 모양을 저마다 다르게 하여 변화

를 주었는데, 상단 화불은 합장을, 중단의 화불은 한손은 무릎에 다른 한손은 가슴에 두고 있고, 하단의 화

불은 양 손을 들어 공양물을 바치고 있다. 광배 가장자리에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대좌는 상대와 하대가 연

꽃으로 이뤄져 있고, 중대가 팔각인 삼단팔각연화대좌이다. 특히 팔각 중대의 각 면에는 두광을 지닌 공양보

살입상을 각1구씩 새겨 넣었다. 하대의 연꽃 모서리마다 귀꽃이 솟았으며, 팔각 하대 받침석에는 각 면마다 

안상 안에 엎드린 사자가 조각돼 있다. 이처럼 광배와 대좌에 빈틈없이 문양이 있어 화려한 것도 이 불상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신체는 위축됐지만, 화려한 문양을 지닌 광배, 그리고 화려한 꽃무늬와 사자로 장식한 팔각 대좌가 

특징이다. 낮은 육계, 등간격의 평행 옷주름, 상대적으로 높은 대좌의 중대, 하대의 귀꽃은 이 불상이 9세기 

작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던 비로자나불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갖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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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eated Vairocana statue with the aureole and the pedestal intact. It was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Japanese businessman Ogura Takenosuke (1896–1964) and resided at his 

house in Dongmun-dong, Daegu, Korea, until 1945. In 1958 it was moved to the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In Mahayana Buddhism, Vairocana Buddha is a personification 

of the dharmakaya, or the un-manifested, inconceivable “true body” or “reality body.” 

Vairocana statues began to appear starting in the eighth century and became widespread in 

the ninth century in the later Unified Silla era. With the small-scale expression of the Buddha, 

this statue is notable for its ornately decorated aureole and octagonal pedestal carved with 

flowers and lions. Features such as the low-rising skull protuberance, evenly paced drapery 

folds, relatively tall middle section of the pedestal, and morning glory motifs on the lower 

platform of the pedestal all suggest that this statue dates from the ninth century. It is one of 

the definitive examples demonst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Vairocana statues from the later 

Unified Silla period.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Treasure No. 335

Unified Silla
1 item
Stone
H. 102.0 c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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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醴泉 寒天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667호

나말여초

 1구
철조

높이 153.0cm
한천사

경북 예천의 주마산 자락에 위치한 한천사에는 나말여초기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삼층석탑이 전

해온다. 의상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라 전해오나 그에 대한 이른 기록은 없는데, 조선 순조 3년(1803)에 법당

을 중수하고 순조 8년(1808)에 선당을 중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당의 상량문에는 「안동감천주마산한대

사법당신창상량문」으로 사찰이름을 ‘한대사寒大寺’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의 한천사라는 사찰명이 원래의 사

찰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1989년에는 사찰 경내에서 고려시대의 청동반자와 자물쇠, 청동범종의 용뉴龍

紐 부분이 출토되어 사찰의 오랜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높이 약 153cm의 장대한 상으로 머리의 육계肉髻 부분과 귓볼, 코끝 부분, 

가슴, 오른 팔꿈치부터 손에 이르는 부분과 왼손을 잃어 보수되었다. 처음에는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결하고 왼손에는 약합을 든 약기인藥器印으로 보수되어 한 동안 약사여래藥師如來로 예배되어 왔으나, 양 팔의 

높이와 위치를 고려하여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의 수인을 결한 비로자나불로 다시 

보수되었다.   

비로자나불좌상은 당당한 어깨와 넓은 무릎 폭, 긴 허리의 장대한 체구에 비해 머리는 작은 편이고 

얼굴은 갸름하며 섬세하게 조각된 이목구비는 차분한 상호相好를 보이고 있다. 우견편단식偏袒右肩式으로 표

현된 가사의 옷주름은 가슴과 팔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를 덮은 옷주름도 둥글고 부

1.   『新增東國輿地勝覽』 三陟都護府 佛宇條. 

2.   앞면 하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졌고 뒷면은 목 아래 어깨 중앙선까지 깨졌으며 왼쪽 어깨가 삼각형으로 깨져 결실되었고 하체 왼쪽도 일부 결실된 상태였다. 文明大,

「韓國華嚴宗美術의 展開」, 『韓國華嚴思想硏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2),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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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분할주조법(piece mold)으로 주조되었는데, 목의 삼도三道 아랫부분과 오른팔, 가슴, 복부에 외형틀

을 이은 자리가 돌출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나말여초 철불 중에서 보기 드물게 유려하고 부드러운 우수한 조

형감을 보여주고 있어 비록 광배와 대좌는 전하지 않지만 나말여초 철불 가운데 손꼽히는 우수한 불상이라

고 할 수 있다. |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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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Hancheo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667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1 item
Iron
H. 153.0 cm 
Hancheonsa Temple

This iron Vairocana image measuring about 153 centimeters high shows repairs to 

the skull protuberance, earlobes, rounded sides of the nose, right hand from the elbow to 

the hand, and left hand. Previously, the right hand made the fear-dispelling gesture, the left 

hand held a medicine bowl, and the Buddha was believed to be Bhaisajyaguru. However the 

position and height of the arm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repair process and 

the Buddha was changed into Vairocana Buddha displaying the bodhyangi mudra (wisdom-

fist hand gesture), formed with the right fist grasping the left index finger. The Buddha has 

an imposing stature, with strong shoulders, considerable width between the two knees, and 

a long waist. However, the head is relatively small and the face with its delicately carved 

facial features is slim. Fashioned with the piece mold technique, this Buddha image stands 

out among iron Buddha statues from the late Unified Silla–early Goryeo era for its superb 

sculptural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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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물 제1777호

나말여초

불상 1구, 복장유물 71건 156점
목조

높이 126.0cm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은 접목조로 제작되었으며, 2005년 불상의 개금 때 다량의 복장유물과 함께 내

부의 등판 목재에서 오른쪽 줄 17자, 왼쪽 줄 14자 모두 31자의 제작과 관련된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성 주체와 조성 시기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誓願 大角干主燈身賜彌  右座妃主燈身?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이 묵서명은 정통 한문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이두吏讀와 구결口訣 등이 있는 이른바 신라식 한문이라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묵서명의 해석은 “서원은 대각간님에게 등신을 주시며 우좌에 앉은 妃(부인)에게

도 등신을…… 중화中和 3년 계묘해 불상을 하절에 금까지 칠하여 조성하기를 마치었다“로 해석된다.1 불상을 

금칠하여 완성한 시기는 중화 3년, 서기 883년으로 신라 제49대 헌강왕 9년에 해당한다. 이 묵서명이 883년

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중수시기에 쓴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두·구결 등이 혼용된 

문장이나 문법체계를 봤을 때 이러한 문장이 통용되던 시기였거나, 이와 관련된 글이 사중寺中에 전해지고 

있던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상의 중수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복장유물로 납입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

心經』인데, 이 경전의 권말에는 붉은색 글씨로 중수 시기 판정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발원자의 朱書願文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1.   판독된 묵서명은 다음과 같다.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誓願大角干主燈身賜弥右座妃主燈身○○”. 남풍현, 「중화삼년에 조성한 해인사 불상의 내면 묵서 
해독」,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 (법보종찰 해인사, 2005. 12.10),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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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혀있다.2 이 발원문에 따르면, 정해년丁亥年 국자진사國子進士 사겸광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사위史褘의 극

락왕생을 기원하며 『반야바라밀다심경』의 권말에 붉은 색 글씨로 발원내용을 적어 납입한 것이다.3 이 글이 

작성된 ‘정해년’이 곧 불상의 중수시기가 될 것인데, 망자가 된 사위史褘의 활동시기를 통해 이곳의 정해년은 

1167년, 즉 의종 21년으로 확인된다.4 따라서 1167년경 고려 왕실과 ‘사씨일문史氏一門’의 후원으로 불상이 중

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억불숭유의 통치이념을 표방했던 조선 시대에도 왕실의 주도로 이 불상에 대한 대대

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는 복장에서 발견된 학조대사學祖大師가 지은 중수발원문(1490년)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우선 법보전 상과 대적광전 상은 얼굴 모습에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이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보

다 둥글고 볼륨이 좀더 강조되어 부드러운 이미지이며, 이에 비해 법보전 상 조금 더 굳은 모습이다. 신체의 

형태에서도 대적광전 불상이 법보전 불상보다 다소 볼륨이 강조되어 우람하고 장대한 느낌이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새겨 넣었다. 이마는 넓고 평평하며 양 미간 사이에 백호를 도드

라지게 표현하였다. 눈썹은 관자놀이 부근에서 콧날 쪽으로 완만히 뻗어 내려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가늘

고 긴 눈은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자비로운 모습이다. 적당한 길이의 인중은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입술 역시 

코의 폭만큼 자리 잡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양 뺨은 팽팽하게 살이 올라 있고 턱 아래로는 군살이 잡혀

있다. 전반적으로 얼굴에 흐르고 있는 표정은 사유에 잠긴 듯 차분한 느낌이다. 양감이 강조되면서도 사유에 

잠긴 이상화된 둥근 얼굴은 통일신라 전성기의 석굴암 석조여래좌상,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불상

을 전통을 따르면서도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9세기대의 다수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수인은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형태의 지권인으로, 오른손을 가슴선 부근에 둔 

것이 특징이다. 왼손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는 지권인의 형태는 일본日本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8세기 후반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이나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볼 수 있으며,5 동화사 비로

암 석조비로자불좌상(863년경)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등 9세기 중엽경의 불상에서도 아

직 완전히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지 않고 있다.

 한편 삼도의 표현은 뚜렷하고 부피와 근육이 강조된 어깨는 당당하다. 불신에는 편단우견으로 대의

를 걸쳤다. 등을 돌아 온 대의가 가슴 중앙에서 한번 반전하여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특히 왼쪽 어깨 부근

에 자리 잡은 삼각형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겹쳐진 모습이라든가 어깨 위에 표현된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팔꿈치의 겹쳐진 주름 등이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층단 주름과 불신에 

표현된 세밀한 주름은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 상에서 보이는 세밀하고 촘촘한 주

름 표현에 비해 한결 정돈된 느낌이다. 또 어깨 위에서 팔자형八字形으로  표현된 2가닥의 짧은 주름은 석굴

암 석조여래좌상,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

불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불상부터 9세기 말경의 불상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나타나는 시대 양식이다. 이

2.   발원문은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郞史偉往生西方見 佛聞法之院印成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이다. 

3.   대적광전 불상의 반양심경 발원문은 묵서로 적었는데, 이는 발원문의 글씨를 달리한 것은 1490년 오보병을 감싼 저고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발

원자 또는 피발원자의 신분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불상의 격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붉은 색 글씨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시대를 
달리하는 두 발원문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두 불상 사이에 어떤 상징성이 작용 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史褘(또는 史偉)는 1159년에 죽은 文公裕의 묘지명을 지었다.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2006), 도판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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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름의 발생은 아마도 석굴암 불상의 생략적인 주름 표현 방식이, 이후 고려 초까지 불상 제작자들이 

관습적으로 따라하면서 생긴 주름으로 이해된다.  

불상의 뒷면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입체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주름을 생생하게 새겼는데, S자형으로 반

전하며 드리워진 대의의 끝자락이 왼쪽 측면으로 둥글게 돌아 간 모습은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9세기 중·후반 불상들과 비교

되는 통일신라 시대적 요소이다. 대의 주름은 볼륨 있는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탄력적이며 음양의 운

율이 한껏 발휘된 입체적인 주름이 물결치듯 속도감 있게 조각되어 생동적이다. 특히 오른쪽 발목에서 요철

이 있는 좁고 넓은 띠 주름이 팽팽하게 감겨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모습과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 

주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채꼴 형태의 주름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재질과 제작방

식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펼쳐진 주름은 나가사키長崎 구로세黑瀨 관음당觀音堂금동여래

좌상이나 2008년 개금 중 발견된 기림사 약사전 소조여래좌상, 그리고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장흥 보

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과 매우 유사하여 재질을 불문하고 통일신라 시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2구의 불상은 형식·양식면에서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불상

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 제작시기도 법보전 불상은 늦어도 묵서명에 기록된 883년 무렵에는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은 내부에 적힌 883년의 묵서명이 아니더라도, 동글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표현, 당당하고 육감적인 볼륨감, 신체에 감기듯 팽팽하게 걸쳐 입은 편단우견의 착의형식, 치

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형태, 긴장 넘치게 조각된 옷 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9세기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며, 종교적·예술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1490년에 납입된 복장유물은 안립 절차에 입각한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조

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이 복장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유물은 전통적인 복장의식의 기원과 전승,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선구적인 

자료이다. 그 내용면에서도 시대상을 오롯이 담고 있는 최고, 최대 수준의 복장유물이다. | 손영문

5.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美術史學硏究』250·251(韓國美術史學會, 2006),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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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during the later Unified Silla–early Goryeo era, this relatively large wooden statue 

that rises over one meter in height demonstrates a high degree of sculptural accomplishment. The 

voluminous face that appears to be deep in contemplation reflects the eighth-century tradition as 

represented by the stone seated Buddha at Seokguram Grotto and the stone seated Buddha of the 

site of Gilhangsa Temple, but at the same time manifests similarities with ninth-century Buddhist 

statues such as the stone seated Amitabha of Birosa Temple. 

A diverse range of votive objects, including dharani (mantra)  texts, dedicatory inscriptions, 

and other objects held in a treasure receptacle were found inside the image, most of which 

were concealed on the occasions of the repair of the statue in 1167 and 1490. In particular, the 

treasure receptacle inserted in 1490 is confirmed to have been prepared and enshrined according 

to precise formulae, which indicates that procedures for readying and inserting objects inside a 

Buddhist image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before the publication of Josanggyeong, a late-Joseon 

compilation produced in 1824 detailing various ritual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Buddhist 

images. In addition, the dedicatory inscription based on the Heart Sutra that was inserted by the 

Sa family indicates that the repair of the statue took place in 1167, providing critical evidence for 

setting a limit for the production date. 

Regarding the production date, an inscription of “the third year of the Junghwa era” (meaning 

the year 883) was found on its inner surface. In addition to the inscription, this Buddhist image 

also possesses many similarities with Buddhist statues from ninth-century Unified Silla, such as the 

round curls for hair, idealized expression of the face, imposing and voluptuous body, robe closely 

wrapping the body with the right shoulder left bare, hand seal with the upright left index finger 

grasped in the clenched right hand, and tantalizingly sculpted drapery folds. It is recognized as an 

impressive artwork both religiously and artistically.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Beopbojeon Hall of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1777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56 pieces in 71 categories 
Wood
H. 126.0 cm 
Haeinsa Temple

후령통(14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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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79호

나말여초

불상 1구, 복장유물 62건 266점
목조

높이 125.0cm
해인사

2007년 11월에 낙성한 대비로전에는 2구의 비로자나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우측(향좌측)에 앉아 

있는 불상이 과거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다. 이 불상은 2005년 7월 개금과정에서 다량의 복장유

물이 발견되었는데, 복장 유물들의 발견 양상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내용이나 종류에

서는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 복장에서 불상의 최초 조성시기와 관련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수

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들은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려 의종(재위 : 1147~1170) 대 간행된 다라니와 범

서총지집, 그리고 국자학생國子學生 사유직史柔直이 정해년丁亥年에 부친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인출·봉납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5세 송부개宋夫介가 봉납한 요선철릭腰線帖裏, 그리고 1490년에 승려 학

조學祖가 지은 중수발원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 의종 대 간행된 자료들은 고려시대 불사의 특성상 국가의 지원을 예상케 하며, 『반야바라밀다

심경』에 적혀있는 발원문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같은 해인 1167년에 사

유직이 쓴 것이다.1 법보전 불상의 발원문은 붉은 색 글씨로 죽은 큰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위한 발원문이라

면, 대적광전 불상의 발원문은 살아 있는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것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이를 통해 

1167년 무렵 사씨 집안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극락왕생과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무병장수를 위해 불상 

중수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송부개宋夫介가 봉납한 요선철릭에는 “年十五 宋夫介 長明之願”이라는 묵서명을 남기고 있다. 송

부개는 화살을 교묘하게 잘 만들어 고려 우왕禑王(재위: 1375~1388)으로부터 안安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인

1.   법보전 반야심경의 발원문과 달리 묵서로 “特爲親父無病長生之 願印成丁亥九月日誌 弟子國子學生史柔直”라고 적었다.

2.   『高麗史節要』卷32 辛禑 3 甲子條에 “禑, 遣宦者賜酒于矢人宋夫介, 又, 繼至其家, 悅其工於矢, 賜名曰安, 自是, 百工之家, 無所不至, 輒效其所爲甚精.”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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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2 그가 15세 때 송부개라는 이름으로 해인사 중수불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볼 때, 송안宋安이라는 이

름을 하사 받기 이전(1384년)에 한차례 더 중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1490에 쓰여진 중수발

원문은 불상을 중수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중수기록이기 때문에, 중수 시기 추정에 절대적인 자료이다. 이 

중수발원문은 후령통을 감싼 내황초폭자 밑면에서 발견되었는데, 법보전에서 발견된 중수기의 내용과 몇 글

자 정도 단락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다.3 이 발원문을 통해 무술년(1490년) 봄에 왕실에서 쌀 2000여 섬

과 포 150여 동, 역승 3백여 명을 시주하여 비로전을 중창하여 대적광전이라 이름하고, 주불을 수보修補하고 

흙으로 만든 상土像을 철거하고 좌우보처를 아울러 칠漆과 포布로 개조改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령통 

내에서 발견된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4 

불상의 형식과 양식은 법보전 불상에 비해 양감이 강조되어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가슴, 무릎, 

등에 표현된 옷 주름의 표현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뿐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모델

로 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박상진 교수의 질량분석 이온빔가속기 분석 값에 나이테 수로 보

정한 분석 결과가 AD 930~1090년으로 도출되었고, 속파기 기법도 법보전 불상보다 정형화 되어있다는 점

에서 법보전 불상보다 뒤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토대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한다면, 법보전 불상이 제작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제작되었거나, 이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다면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의 공이 큰 희랑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인사에 중창불사를 지

원하고 국가의 중요문서를 보관한 시점이 유력할 것이다.5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역시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정상계주나 중앙계주 등 일부 수리된 것으

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동글동글한 나발과 큼직하게 표현된 육계의 머리형태, 양감이 강조된 이상적

인 얼굴모습, 육감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신체,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된 탄력과 생동감 넘치는 옷 주름 등에

서 통일신라 9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불상의 양식과 접목기법, 과학적인 조사결과 나말

여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 최고의 목조불상일 가능성이 높

다. 또한 균형 잡힌 조형미, 종교적·예술적 감성이 잘 표현된 상호 등에서 수준 높은 예술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1167년 이 지역 유력 세력이었던 사씨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중수, 고려 14세

기 후반 화살 명장明匠 송부개의 중수 참여, 그리고 1490년 조선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개금중수 사실만으

로도 한국조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불상이다. 복장유물과 복장전적은 현재까지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 최대, 최고 수준이며, 전통적인 복장의식의 기원과 확립, 전승 및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

는 자료이다. | 손영문

3.   발원문 중에서 불상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琉璃殿藥師如來眞常殿毘盧殿毘盧遮那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 越

戊戌(1490년)春又施米二千余石綿布一百五十余同役僧四百余人重創毘盧殿名曰大寂光殿修補主佛撤去土像左右補處並以漆布改造…”

4.   후령통 내에서 발견된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에는 “…明〃年庚戌毘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盖」或改造主佛則重修改金頹落文殊普賢改造其餘諸像並皆修

補改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해인사기는 황색 천에 묵서로 쓴 것이다.

5.   해인사는「伽倻山海印寺古籍」에는 希郞大師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고려 태조가 田 五百結을 헌납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찰을 重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가

야산해인사고적」이 간행되던 天福 8年(943)을 전후한 시기에 희랑대사를 중심으로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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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is almost identical to the one found in the 

Beopbojeon Hall of the same temple (Treasure No. 1777) in terms of size, manner of wearing the 

robe, and modes of expression, and is therefore believed to date from the same period. Excluding 

aspects considered to be later repairs, such as the two jewels in the hair, this Vairocana image and 

the one in the Beopbojeon Hall maintain features characteristic of ninth century Unified Silla in terms 

of the round curls of the hair, large skull protuberance, voluminous and idealized face, voluptuous 

and balanced body, and lively flowing drapery folds that remain closely attached to the body. A 

dedicatory inscription that suggests 1167 as the end limit for its production was found inside the 

statue, indicating that it was sculpted at least prior to that date. Noted for repairs carried out in 

1167 with the support of the Sa family, an influential local clan at the time, the participation of the 

renowned artisan Song Bu-gae in the late-14th century repairs, and a 1490 re-gilding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Joseon court, this Buddhist statue creates an important presence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The concealed objects found inside this statue are by far the most extensive in Korea. Along 

with the two dedicatory inscriptions that contained the same contents as those excavated from the 

Vairocana statue in the Beopbojeon Hall, 17 dharani texts were revealed. Also discovered are diverse 

textile artifacts from the Goryeo and Joseon eras. Twelve items from Goryeo were found, including 

a man’s gown-like outfit combining a blouse and a kilt (cheollik), a man’s sleeveless outer garment 

(dapo), a woman’s jacket (jeogori), a pouch for copies of the sutra, pocket, and a piece of fabric. The 

items dating from Joseon were inserted in 1490 and include a woman’s jacket, wrapping clothes, and 

five-colored thread. With so few textile objects from Goryeo transmitted to the present, these items of 

clothing provide crucial academic material. Furthermore, the Joseon woman’s jacket inserted in 1490 

is also a central material for studies examining the types of female jackets of the early Joseon period.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Daejeokgwangjeon Hall of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1779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66 pieces in 62 categories
Wood
H. 125.0 cm 
Hae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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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光州 證心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31호

나말여초

1구
철조

높이 90.0cm
증심사

현재 증심사 금당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초에 전남도청 

뒤편에 있던 대황사지大皇寺址에서 지금의 증심사로 옮겨 온 것이다. 대황사지에는 철조비로자나불상 외에도 

석탑부재와 석등, 범자문 7층석탑, 석조보살입상 등이 있었는데, 석탑부재와 석등은 현재 도청의 뒷마당에 

옮겨져 있고 범자문 7층석탑과 석조보살입상, 비로자나불좌상은 증심사에 봉안되어 있다. 증심사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무등산에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지만, 고려 명종대의 문인 김극기金克己가 지은 

시가 전하고 있어 오랫동안 법등이 이어져온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머리에 육계가 우뚝하고 나발의 크기는 일정하며 얼굴은 갸름하고 이목구비

의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다.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고 몸에는 가사를 두 벌 겹쳐 입은 착의형식으로 왼쪽 

어깨위에는 밖으로 접힌 가사의 주름이 3개 새겨져 있다. 겨드랑이에는 역 U자형으로 깊이 패여 있으며 팔

을 덮은 가사주름은 일정한 띠주름을 이루고 배와 결가부좌한 다리부분에도 띠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다. 

전체적인 신체 비례면에서 볼 때, 신라하대 9세기말에 유행했던 두부가 작고 허리가 긴 장신형長身形 불상으

로 당시로서는 가장 새롭고 세련된 불상양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양 손으로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지권인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특유의 수인手印으로서 일반적으로 왼손 검지의 첫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는 수인인데, 이 

불상에서는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지권인을 결한 좌우 손의 위치가 바뀐 예는 불국사 비

로전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해서 신라하대의 몇몇 불상에서도 보인다.   

증심사 비로자나불상은 신라하대 9세기부터 서남해안 지역에서 불상의 재료로 유행하였던 쇠[鐵]를 

재료로 하는 분할주조법(piece mold)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외형틀을 나누었다가 이은 분할선이 이 불상

의 앞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게 감춰져 있어 분할주조법으로 주조된 다른 철불상들에 비해 섬세한 기법으

로 제작된 것으로서 나말여초기 이 지역 조각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최성은

1.   朴墡洪, 『無等山』, 전남매일출판국, 1977, pp.260-265; 成春慶, 「光州 證心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2004), pp.696-697.

2.   『신증동국여지승람』 35 전라도 광산현 불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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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enshrined at the main Buddha hall of Jeungsimsa Temple, this Vairocana 

Buddha image was found at the site of Daehwangsa Temple located behind the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n the early 1930s and transferred to Jeungsimsa Temple. This 

iron Buddha was made through a piece mold process. Starting from the ninth century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era, iron gained popularity as a material for making Buddhist statues 

in the southwest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ace is slim, and the facial 

features are realistic. With a small head and long waist, bodily proportions that were in vogue 

in the late ninth century, this statue was fashioned in the most au courant form of its time. It is 

making the wisdom-fist mudra, a defining hand gesture of Vairocana Buddha. Normally, it is 

rendered with the first joint of the left index finger grasped in the right hand, but in this statue 

the left and right hands are reversed.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Jeungsimsa Temple, Gwangju

Treasure No. 131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1 item
Iron
H. 90.0 cm 
Jeungs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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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東海 三和寺 鐵造盧舍那佛坐像

보물 제1292호

나말여초

1구
철조

높이 142.0cm
삼화사 

삼화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굴산파闍崛山派의 개산조 범일梵日(810∼889) 스님이 터를 닦

고 태조 왕건이 개창하면서 절이름을 ‘삼화사’로 하였다고 전해온다.1 이곳에서 내륙로內陸路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봉화, 영주로 이어지고 해안로를 따라 올라가면 강릉[溟州], 금강산 일대로 이어져 삼화사가 동부 

해안지역의 교통로 상에 위치한 주요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철조노사나불좌상은 나말여초기에 불상의 재료로 유행했던 철[쇠]로 주조된 불상인데, 삼화사지에 

있던 불상을 삼화사로 옮겨 처음에는 감실 안에 봉안하다가 지금의 금당을 지어 옮겨 모셨다. 원래는 전체적

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오른팔을 비롯해서 왼쪽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는 부분, 양 손, 귀, 무릎 등이 손상된 

상태였고 머리 정상부 나발도 훼손되어 있었다.2 그러나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되면서 양손의 수인手印은 팔의 

위치와 높이를 감안하여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의 통인通印으로 복원되었다. 

노사나불좌상의 이마에는 백호공白毫孔이 뚫려 있고, 둥글고 반듯한 얼굴은 가늘게 반개半開한 긴 눈

꼬리와 오뚝한 콧날, 뚜렷한 인중과 부드러운 입술선의 이목구비 표현이 단엄한 상호相好를 나타내준다. 나발

은 큼직하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으며 양 어깨를 덮고 있는 가사袈裟에는 띠모양의 주름이 새겨지고 

겨드랑이에는 V자형주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옷주름 표현은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과 같은 신

라하대 9세기말 불상들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   『新增東國輿地勝覽』三陟都護府 佛宇條. 

2.   앞면 하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졌고 뒷면은 목 아래 어깨 중앙선까지 깨졌으며 왼쪽 어깨가 삼각형으로 깨져 결실되었고 하체 왼쪽도 일부 결실된 상태였다. 文明大,

「韓國華嚴宗美術의 展開」, 『韓國華嚴思想硏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2),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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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과정에서 등판 오른쪽에 양각된 10행 161자의 해서체 명문銘文이 발견되었는데3 여기에 이두가 

한자와 함께 사용되었고, ‘노사나불盧舍那佛’이라는 불상의 존명이 보일 뿐 아니라,4 화엄대덕 ‘결언決言’의 이름

이 언급되고 있어, 노사나불좌상이 결언의 가르침을 따르는 화엄종 사찰 삼화사의 주존불이었음이 밝혀지

게 되었다.5 

일반적으로 나말여초기에는 왼손 검지의 첫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智拳印을 결한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이 유행하였는데,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에서는 이와 같은 비로자나불의 도상의궤를 따르지 

않았다. 짐작건대 삼화사 노사나불좌상은 화엄종 사찰의 주존불이므로 밀교의 마하비로자나불의 지권인을 

표현하는 대신에,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통인으로서 화엄종의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

다.6 고려초에 화엄종 사찰로 창건된 연산 개태사의 본존상으로 노사나불로 생각되는 개태사 석조여래삼존입

상의 본존상의 수인이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으로 표현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7

제작기법은 분할주조법(piece mold)으로 외형틀이 허리 위쪽에서 수평으로 나뉘고, 가슴은 중앙에

서 수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처럼 외형틀을 불상의 정면 중앙에서 분할하는 방법은 비슷한 크기의 통일신

라 철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내의를 묶은 매듭이 리본처럼 좌우 대칭으로 늘어진 것도 통일신

라 철불에서는 유례가 없는 표현이다. 이와 같은 제작기법과 조형적인 요소에서 판단할 때, 노사나불좌상은 

나말여초기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8  | 최성은

3.   “□□□□□□國人云疎勒又靑丘時云新」 □□□□□迦佛末法三百余年成佛時國」 □□□□王願由決盡敎華嚴業決言大太」 □□白伯出釋氏乘炬發心旦越釋氏聽

黙」 可氏僧道利ホ上首十方旦越同心同願盧」 舍那佛成大志由盧舍那佛大願力由故當」 來下生弥勒尊此處華嚴經說此大因緣由」 □□劫出現佛每此處華嚴大不識

儀經」 □一時成發心旦越父體虛母念法作」 □□見勤作沙弥金解先行」,” 黃壽永, 「三和寺의 新羅鐵佛坐像의 背刻銘記」,『文化史學』8 (1997), p.21.  이 발원문에는 
이두와 한자와 함께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쓴 점에서 당시의 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고 있다. 

4.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역 화엄경(『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40권본, 60권본, 80권본의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唐代에 반야가 번역한 40권본

은 완역본이 아니라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묘사하고 있는 『입법계품入法界品』만 번역한 것이다. 완역본은 60권본과 80권본의 두 종류인데, 60권본은 불타발타라

Buddhabahadra가 번역한 것으로(60권 34품) 진본晋本, 구역舊譯, 60화엄 등으로 불리고, 80권본은 당대唐代 698년에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의정義淨, 보리유지

菩提流支와 함께 번역한 것으로 당본唐本, 신역新譯, 80화엄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700년경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구역인 60화엄에서

는 비로자나불Vairocana Buddha를 노사나盧舍那로 음역하였고 신역인 80화엄에서는 비로자나毘盧舍那(비로차나毘盧遮那)로 음역하여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 같은 일부 비로자나불상의 명문에는 노사나盧舍那로 표기되어 있다.

5.   결언은 경문왕 원년(861)에 닷새간 경주 곡사鵠寺[숭복사]에서 화엄경을 강경했던 유명한 화엄종 승려로 최치원의 사형師兄인 현준賢俊과 함께 헌강왕 10년(884)

에 화엄결사를 주도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또한 영주 부석사에 비가 전하고 있는 원융국사 결의의 스승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삼화사는 화엄종찰인 부석사와 
긴밀하였던 사찰로 이해되고 있다. 『圓宗文類』22「故終南山儼和尙報恩社會願文」,『韓國佛敎全書』4, p.645a ; 許興植,「崇福寺碑」,『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1984), p.242 ; 崔源植,「新羅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불교사학회편,『韓國華嚴思想史硏究』 (민족사, 1988), pp.161-164;  『한국 문화유산의 위상제고 -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학술세미나 (동해시 동해문화원, 1997), p.23.

6.   文明大, 「韓國華嚴宗美術의 展開」, 『韓國華嚴思想硏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2), pp.323∼332 (『한국의 불상조각』 2, 예경, 2003, pp.157-165에 재

수록) ; 同著, 「毘盧遮那佛의 造形과 그 佛身觀의 硏究」, 『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上 (1994), pp.476-502 (同著, 「앞의 책」, pp.166-184에 재수록).

7.   최성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硏究 -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敎彫刻 - ,” 『美術史論壇』 16·17 (2003) ; 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p. 21-58.

8.   文明大, 「元曉系 華嚴宗 本尊佛 問題와 三和寺 鐵盧舍那佛像의 硏究」『美術史學硏究』 236 (2002),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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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id that Monk Beom Il (810–889), the patriarch of the Sagulsan sect (one of the 

nine original Seon (Zen) sects), laid the foundation for this temple and Wang Geon, the 

founder of Goryeo, ceremonially opened it and named it Samhwasa.  

With a hole for a thin white urna on the forehead and exuding a sense of solemnity, 

this Rocana statue has sustained severe damage overall. When the statue was repaired to its 

current form, the hands were modified to respectively form the dispelling-fear gesture and the 

wish-granting gesture. On the right side of the reverse of the Buddha is an embossed 10-line 

inscription consisting of 161 Chinese characters written in regular script. Here the identity of 

the Buddha is recorded as Vairocana Buddha. 

 Made with the piece mold technique, this iron Buddha shows marks on the front 

from the joining of different pieces: a horizontal line at the waist and a vertical line betwee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upper body. Among Unified Silla iron statues, it is hard to find 

a similar example that is divided into different castings along the front. Given its production 

method and sculptural style, this iron statue is estimated to date from the late Unified Silla–

early Goryeo era.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Samhwasa Temple, Donghae

Treasure No. 1292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1 item
Iron
H. 142.0 cm 
Samhwa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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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보물 제1873호

나말여초

1구
철조

높이 109.0cm
국립춘천박물관

이 약사여래좌상은 원래 원주군 본부면 읍옥평原州郡 本府面 邑玉坪의 노천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철조

여래좌상 3구와 함께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16년 조선총독부로 옮겨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으며, 현

재는 같은 곳에 있던 항마촉지인 철불 2구와 함께 국립춘천박물관의 중요 유물로 전시되고 있다. 대개 철불

鐵佛은 동불銅佛과 달리 높은 융점으로 인하여 분할주조방식으로 제작되어 불상의 표면에 외형틀을 이어붙

인 분할선의 자국이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불상에서는 철불鐵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할선이 보

이지 않고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 밀납주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철불이다.

머리는 정수리로 갈수록 좁고 뾰족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밤톨모양처럼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머

리와 육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칼은 나발로 빈틈없이 처리하였다. 갸름한 얼굴에 눈썹은 날렵하

게 휘어져 복스럽게 생긴 큼직한 콧날로 이어졌고, 얇은 입술에는 입가를 눌러 차분한 미소를 만들어 내었

다. 눈매는 버들잎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 그윽하게 처리하였으며, 시선은 고개를 꼿꼿이 들어 정면향을 취하

였다. 귓불은 손상되었고, 상하각의 연골은 불분명하며 귓구멍은 곡옥曲玉모양으로 깊게 파내었다. 가늘고 

긴 목에는 링일 두른 듯 굵은 삼단의 삼도를 표현하였다. 노출된 가슴은 쇄골선을 드러내지 않고 밋밋하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모델링을 보여주고, 등 뒤에는 광배를 꽂았던 촉이 남아 있다. 

착의법은 상의上衣 위에 대의大衣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뒷면에 두 장의 대의가 교차하는 모습을 분

명히 표현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편단우견으로 걸친 대의의 끝단을 왼쪽어깨 뒤로 바로 넘기지 않고 승려의 

가사처럼 끈으로 묶어 고정한 점이 특색이 있고, 이 때 생기는 주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현력이 돋보인

다. 이렇게 대의를 끈 장식으로 묶어 마무리한 것은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입상이나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

래좌상, 여주 금사리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같은 원주지역인 원주 봉산동 석조약사여래 등 나말여초기에 조

성된 불상에서 많이 보인다. 특히 대의大衣의 단에 석류모양의 장식을 덧대고 여기에 끈을 달아 낸 모습과 단

촐하게 묶은 띠매듭, 그리고 그 아래로 나팔처럼 벌어진 주름의 형태 등은 같은 지역에서 제작된 원주 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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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이 철불은 이러한 석불들과 같은 범본으로 제작되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른손은 복부 부근에 가지런히 들어 고봉으로 담긴 약합藥盒을 받쳐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손

등을 보인 채 촉지인으로 내려놓았다. 이러한 수인 또한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봉산동 석조약사여래좌상

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불신佛身에 표현된 옷 주름은 입체적으로 날선 주름이 물결치듯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오른쪽 상박上膊을 불꽃처럼 피어오르듯 휘감은 물결 주름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주름은 

전傳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이나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서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949년경) 등 고려 전

기 철불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양식적 특징이어서 이 불상의 편년설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름은 후

대로 갈수록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충주 단호사와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등 고려 중기 불

상에서도 이러한 여운을 볼 수 있다. 

길상좌로 앉은 무릎에는 호형의 물결치듯 겹쳤고, 오른 발목을 덮고 늘어진 띠 주름에 U자형의 잔 

물결주름을 반복적으로 집어넣은 점이 특색이 있고, 무릎 앞으로는 꼬불꼬불 율동적으로 처리한 부채살 주

름을 펼쳐 놓았다. 이러한 주름 표현 역시 원주 봉산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이나 일산동 석조비로자나불상 등 

원주 일대에서 제작된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 하나의 지역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약기인을 취한 유

일한 철불로서 그 조각사적 의의를 더해준다.

이 불상은 빈약한 머리에 불분명한 육계, 갸름한 얼굴형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호, 가늘고 긴 목 등

에서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 등 9세기를 풍미했던 현실적 사실주의 경향을 뚜렷하게 계승하고 있

으면서도,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가미하여 색다른 불상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어깨에 표현된 불꽃처럼 표현된 주름이라든가 오른 발목에 표현된 독특한 잔물결의 띠 주름과 외 

매듭으로 묶어 나팔처럼 늘어뜨린 가사 끈의 표현, 꼬불꼬불 거리며 무릎 아래로 늘어뜨린 부채살 주름 등에

서 시대적, 지역적 특색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철불은 9세기를 풍미한 전통적인 조형감을 바

탕으로 나말여초 과도기의 시대적,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여 이룩한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평가된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2015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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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haisajyaguru image was left long ignored in the open air in Bonbu-myeon, Wonju 

alongside three iron Buddha statues making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It was mov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Building in 1916 and eventually collec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urrently at the Chuncheon National Museum). Noted for its balanced 

bodily proportions and dignified appearance, this statue remains in a good conservation state 

excepting a repaired left elbow joint. The fact that it is the only existing iron Bhaisajyaguru 

image making the mudra of holding a medicine vessel adds to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The scanty hair, weak skull protuberance, slim face, and an overall 

gentle and soft look, and long and slender neck are evidence that this statue followed the 

trend toward realism that was prevalent in the ninth century. Meanwhile, it also clearly reflects 

new temporal and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lame-like folds shown on the shoulders, 

narrowly paced wave-like folds on the right ankle, knotted strings hanging down from the 

ceremonial robe, and curved folds hanging below the knees. All in all, this iron statue is a 

superb example of Buddhist art that draws upon ninth-century sculptural traditions but also 

adopts unique temporal and local features. 

Iron Seated Bhaisajyaguru Bodhisattva of 
Hakseong-dong, Wonju

Treasure No. 1873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1 item
Iron
H. 109.0 cm 
Chuncheon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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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永川 仙源洞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13호

나말여초

1구
철조

높이 145.5cm
영천시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은 높이 145.5cm의 장대한 규격에 넓은 어깨와 무릎으로 안정적인 신체비

례, 신체와 조화된 옷주름 등 우수한 조형성을 보이는 불상이다. 현재 선정사禪定寺의 주존불상으로 모셔져 

있는데, 지역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1950년 전후 발견되었으며 1960년대에 선정사를 지어 불상을 봉안하였다

고 전한다. 현재 철불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서 기와편이나 초석편이 발견되어 원래 사찰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 

선원동 철불상은 균형적인 신체비례와 곧은 자세에 잘룩한 허리 등이 특징이다. 두 손은 나중에 다

시 만든 것이며 팔의 위치로 보면 항마촉지인으로 추정된다. 머리에는 둥근 육계와 뾰족한 나발을 표현하였

고 선명한 이목구비에 좁은 이마, 눈매가 올라간 긴 눈, 굳게 다문 입으로 근엄하고 강한 인상을 준다. 여기

에 철조라는 재료의 특성상 주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친 표면 처리 등이 불상을 좀 더 장중하고 강직한 느

낌으로 이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는 몸에 밀착되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데 옷주름은 간결하며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신체비례라든지 부채꼴 형태로 모아진 다리 사이의 옷주름과 더불어 통일신라의 

조형성과 석굴암 본존불상(751년경, 국보 제24호)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에 비

해 길어진 체구에 약화된 신체 양감과 형식화된 옷주름 등의 변화를 보이는 점에서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

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얼굴과 목의 경계, 얼굴 측면, 목 부분, 가슴 위아래, 복부 중앙, 신체의 측면, 등 부분, 양 무릎 아래 

등에서 주조흔이 확인되어 10개 이상의 틀을 이용하여 분할 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릎과 복부, 등 부

1.   정영호, 「永川 仙源洞 鐵佛坐像」, 『미술사학연구』91 (한국미술사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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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관찰되는 둥근 형태의 자국들은 철불 주조시 쇳물이 뭉쳐서 응고하면서 생성된 기공으로 보인다.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은 당당한 신체에 간결한 옷주름, 길어진 신체 비례에 양감있는 가슴 표현

이 특징이며 석굴암 본존불상의 형식을 따른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기의 불상이다. 영천 선정사가 경주지역

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중앙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례가 거의 없는 경상도 

지역의 철불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불상이다. | 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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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main Buddha statue of Seonjeongsa Temple. Rendered as a grand stature 

rising a full 145.5 centimeters, this statue demonstrates superb sculptural skills as evidenced 

by the stable proportions with a wide distance between the shoulders and between the 

knees, as well as by the drapery folds harmonizing with the body. It is said that this iron 

Buddha statue was found sometime around the 1950s and enshrined in Seonjeongsa Temple, 

which was built in the 1960s. The balanced proportions, upright posture, slanted eyes, and 

compressed lips give a strong and solemn impression. On top of this, the rough texture of the 

surface naturally produced as part of iron casting adds to the solemn and dignified sensation. 

Compared with statues made when Unified Silla was at its apex, the upper body seems 

elongated, the body volume weakened, and drapery folds more stylized, all of which suggests 

an estimated production date for this statue from the late Unified Silla era to the early Goryeo 

period. This is a rare iron Buddha statue example from the Gyeongsang region, and therefore 

serves as a valuable material for the study of iron statues from this area. 

Iron Seated Buddha in Seonwon-dong, 
Yeongcheon

Treasure No. 513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1 item
Iron
H. 145.5 cm 
Yeongche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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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河南 下司倉洞 鐵造釋迦如來坐像

보물 제332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288.0cm
국립중앙박물관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 가운데 가장 

큰 상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에 하남시 하사창동[廣州]의 폐사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 온 것이다.1 철조

석가여래좌상이 발견된 하남시의 하사창동 일대는 커다란 개천을 옆에 끼고 있는 넓은 평야로 과거에 대규

모의 평지 가람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큰 곳인데 고려초에는 ‘광주廣州’에 속했던 지역이다.2 그 북동쪽에 삼

층석탑과 오층석탑이 있는 춘궁동春宮洞의 절터에서는 ‘동사桐寺’라는 명문와 출토되었고 그 주변에서 금동불, 

명문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3 춘궁동 동사지는 가까운 교산동에는 태평太平 2년(977)의 보수명이 

있는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전해오고 있어 불교가 융성했던 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 

 하사창동 일대의 광주 지역은 고려초 유력한 호족이며 왕실의 국구國舅였던 왕규王規가 장악했던 지

역이다.4 이 지역에 고려왕실과 밀접했던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고달사 원종대사탑비의 비문에 태

조 왕건이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869∼958)에게 ‘광주천왕사廣州天王寺’에 머물기를 청하는 기록을 통해서

1.   黃壽永, 「高麗의 彫刻」, 『藝術總攬』 (문교부예술원, 1964), p.154 ; 金元龍, 『韓國美術史』 (범문사, 1968), p.270 ; 黃壽永, 「고려시대철불」, 『考古美術』166·167 
(1985), p.30 ; 崔聖銀, 『철불』 (대원사, 1995), pp.70-71 ;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硏究」, 『佛敎美術硏究』2 (1995), pp. 27-45 ; 崔聖銀,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一潮閣, 2013), pp. 59-84.

2.   『조선고적보고서』에는 하사창동의 절터에서 통일신라 말기에 속하는 많은 기와편이 출토되었고, 두 구의 철불이 동서로 남향하여 놓여 있었는데 규모가 큰 서쪽의 
철불은 李王家博物館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1974년에 동국대박물관조사팀은 하사창동 금당지에서 나말여초 양식의 연화문 수막새 기와편을 수습하였고, 
크고 작은 석조대좌편도 조사하였는데 이들을 철불 두 구의 대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朝鮮古蹟調査報告』2 (朝鮮總督府, 1917), pp.604-607. 

3.   鄭永鎬, 「廣州春宮里寺址一考」,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叢』 (1984), pp.543-552 ; 文明大 外, 「廣州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판교-구리·신

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pp.103-167 ; 文明大,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佛敎美術』10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pp.1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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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러난다.5 이 기록에 나타나는 천왕사는 당시 고려왕실과 밀접했던 사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석

가여래좌상이 발견된 하남시 하사창동 절터와 인접한 폐사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천왕天王’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이곳이 고려 초의 비문 등에 보이는 ‘광주 천왕사’일 가능성이 커짐으로써6 석가

여래좌상의 출토지가 천왕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석가여래좌상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곳곳에 훼손이 심했는데, 귓불, 가슴, 양 손, 코, 팔, 대의大衣 일

부가 보수되었다.7 불상의 세부를 보면, 육계가 큼직하고 그 중앙에 중계주中髻珠가 표현되었다. 갸름한 얼굴

에는 눈썹과 눈꼬리가 길게 올라가 있고, 고려초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듯이 인중이 짧고 입은 작게 표현되었

다. 장대한 불신佛身에는 편단우견식으로 입은 가사袈裟의 끝단이 넓은 띠 주름으로 표현되었으며 상체의 옷

주름은 날카롭게 융기된 선으로 나타나고 하체의 옷주름은 거의 선각에 가깝다. 제작시기와 재료는 다르지

만 어깨의 곡선이나 편단우견의 착의 형식, 넓은 띠 모양으로 대의 깃이 표현된 점,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항

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수인과 대의자락이 결가부좌한 다리 앞에 부채꼴로 모이는 점 등, 여러 점에서 경주 석

굴암 본존불좌상과 유사하여 통일신라 8세기의 석굴암 본존불좌상이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도상圖像

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사창동 석가여래좌상은 턱이 갸름하고 입이 작은 젊은 청년의 

얼굴 모습이고 비례면에서 두부가 작은 편이며 허리부분이 급격히 가늘어진 신체표현에서 제작시기의 하강

에 따른 표현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인정되지만, 하사창동 석가여래좌상에서 석굴암 본존

상의 형식이 재현된 점은 분명하며 이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다. 고려초기에 이처럼 통일신라 8세기의 불

상형식이 유행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최성기의 불교미술 도상을 따르려는 복고적인 경향을 나타내

는 것이라는 해석과 고려초 불교조각계에서 이른바 ‘경주 조각유파’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해석도 가

능할 것인데, 고려초기의 문화 담당계층이 신라계 인물들이었다거나, 장인들이 신라출신이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최성은

4.   왕규는 본래 한강을 사이에 두고 광주의 건너편에 위치한 楊根(楊平의 옛 지명)을 본관으로 하는 함규咸規로, 뒷날 고려 태조가 왕씨 성을 사성하여 왕규가 되었다

고 생각되고 있다. 그는 大匡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의 두 딸은 태조의 15, 16번째 비가 되었고 16번째 비는 왕자 광주원군을 낳았으며 또 다른 딸은 혜종의 비가 되

었다. 『高麗史』 卷127 列傳40 叛逆1 王規;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 의 新解釋」, 『韓國學報』7 (1977), pp.62-91 ; 金杜珍, 「高麗光宗代의 專制政權과 豪

族」, 『韓國學報』15 (1979), pp. 43-80.

5.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銘」, 『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p.207 ; 한국역사연구회편, 南東信譯,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p.290 ;  金杜珍,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 4 (1981), p.147.

6.   최정필, 『河南市校山洞一帶文化遺蹟』 (세종연구원, 1996), pp.154-157, 162-163 ; 『河南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9), p.220의 사

진 423, 434.

7.   『李王家博物館陳列品寫眞帖』上, (이왕가박물관, 1917).



171Goryeo Dynasty

참고문헌

01 金杜珍,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 4, 1981.

02 黃壽永, 「고려시대철불」, 『考古美術』166·167, 1985.

03 文明大, 「廣州地域 寺址發掘의 성과와 의의」, 『佛敎美術』10, 1991.

04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硏究」, 『佛敎美術硏究』2, 1995.

05 『河南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9. 

06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013.



172 고려시대



173Goryeo Dynasty

This Sakyamuni statue was excavated from an old temple site at Hasachang-dong 

in Hanam, Gyeonggi-do Province. During the early Goryeo era, the present-day Hanam 

and Gwangju areas were collectively known as Gwangju, meaning “a wide area.” It was 

controlled by Wang Gyu, who was from one of the most powerful local clans and the father-

in-law of the king. From an old temple site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Hasachang-dong 

temple site where this statue was found, a roof tile was excavated bearing an inscription of 

“Cheonwang(Heavenly King)”, confirming that the Hasachang-dong temple site was indeed 

the “Cheongwangsa Temple in Gwangju” mentioned in Goryeo stele inscriptions, or at least it 

was located nearby.

Long ignored at the old temple site, many parts of this Sakyamuni statue were severely 

damaged and consequently repaired. Its imposing stature and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suggest similarities with the main Buddha statue at Seokguram Grotto in Gyeongju. Regarding 

the sustained popularity of the eighth century style in the ninth century, as seen in this statue, 

it can be understood as either a trend of seeking to return to the Buddhist art created when 

Unified Silla was at its zenith or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the cultural sector of the early 

Goryeo period was led by people from the former Silla territories. 

Iron Seated Sakyamuni Buddha from 
Hasachang-dong, Hanam

Treasure No. 332

Goryeo 
1 item
Iron
H. 288.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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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보물 제999호

고려

1구
건칠

높이 82.4cm
해인사

희랑대사希朗大師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해인사를 굳

건히 지킨 승려이다. 나말여초기 해인사의 승려들이 남악파南嶽派와 북악파北岳派로 나뉘어 각각 후백제의 견

훤甄萱과 고려의 왕건王建을 지지할 때, 남악파를 이끌었던 관혜觀惠에 대응하여 북악파의 수장으로서 고려 

왕건을 지지했다. 이때 ‘남악’은 지리산 화엄사를 가리키며 ‘북악’은 소백산 부석사를 가리키는데, 사찰이 위

치한 지역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각기 견훤과 왕건의 귀의를 받아 그들의 복전福田이 되었던 듯하다. 해인사

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자 토지 500결을 하사받으며 크게 융성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희랑대사

와 왕건 사이의 깊은 인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희랑대사는 진성여왕 3년(889)에 거창에서 출생하여 15세에 출가하였고 광종 17년(966)에 입적하였

던 것으로 전한다. 최지원은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898)에 「증희랑화상贈希朗和

尙」라는 여섯 수의 시詩에서 희랑대사를 용수보살이나 문수보살에 비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교화시키

러 보냈으며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여 화엄종을 크게 떨쳤다”고 찬탄하고 있다.2 그렇다면 희랑대사가 

10세기초에는 해인사에서 주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사자산 흥녕사 징효대사비문」(924)에 ‘원주院主 희랑

장노’라는 언급이 보이므로,3 해인사가 후백제의 지배아래 놓였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해인사를 떠나 다른 

사찰에서 머물렀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1. 金福順, 「新羅 下代 華嚴의 盛行」, 『新羅華嚴宗硏究』 (민족사, 1990), pp.109-110 ; 蔡印幻, 「新羅 華嚴宗 北岳祖師 希朗」, 『伽山學報』4 (1995), pp.13-14.

2.   李智冠, 『伽耶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1), pp.577-579.

3.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p.106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伽山文庫, 1994), ; 한국역사연구회,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혜

안, 1996),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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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랑대사의 초상조각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승려의 진영상眞影像인데, 높이 82.4cm로 

거의 등신대에 가까운 크기이다.4 원래는 대적광전 바로 왼쪽에 진영을 모셨던 영각影閣이 있었고 그 전에는 

스님이 수도하던 희랑대希朗臺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며 지금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각의 세부를 살펴보면, 세 가닥의 깊은 주름이 파인 넓은 이마 아래로 앞쪽을 응시하는 맑고 자비

로운 눈매에서 인간적인 노승의 이미지와 함께 화엄신중삼매를 얻은 숭고한 경지가 엿보이며, 우뚝한 콧날과 

광대뼈가 앞으로 돌출한 턱이 긴 얼굴은 북악파를 이끈 화엄불교의 종주宗主으로서의 비범하고 단엄한 위용

을 드러낸다. 쇄골이 드러난 여윈 몸에는 적색, 녹색, 황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문양으로 장식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다시 가사袈裟를 걸쳤는데 붉은 색 바탕에 녹색 띠를 표현하여 분소의糞掃衣(헝겊조각을 이어서 만든 

옷)를 나타내었다. 뼈가 드러나는 두 손을 포개고 단정하게 앉은 자세에서는 수행자의 면모가 잘 나타난다. 

진영상의 가슴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스님의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이 진영상은 필시 스님이 입적하기 전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희랑스님 문중의 제자들과 재가신도들에게 비춰진 노년기 희랑대사의 고결하면서도 자비로운 모습

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희랑대사상은 최근 X 레이 촬영을 통해서 앞면은 건칠乾漆[夾紵]상이고 뒷면은 목조상임이 밝혀졌

다. 서로 다른 재료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건칠로 제작된 초상조각이 훼손되어 나무로 뒷면을 보수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해인사지海印寺誌』에 수록된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가야산기」에는 희랑대사상의 

얼굴과 손이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쓰여 있어 지금의 채색은 조선시대 18세기 이후에 보수하면서 입혀진 것

임을 알 수 있는데 채색이 벗겨진 군데군데 금색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원래 가사에는 칠 위에 금이 입혀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희랑대사의 활동시기와 진영상의 사실적인 조각기법, 고려 태조와의 관계 등에서 

추측할 때 희랑대사 진영상의 제작시기는 고려초 10세기 전반 무렵일 것으로 생각된다.5  | 최성은

4. 文明大, 「海印寺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新의 考察」, 『考古美術』138·139 (1978), pp.20-27.

5.   崔聖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01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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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 Huirang was the protector of Haeinsa Temple during the political disorders that 

ensued when the Unified Silla Dynasty ended and the new dynastic era of Goryeo began. 

Born in 889 during the reign of Queen Jinseong of Unified Silla, Huirang took vows at the age 

of 15 and entered nirvana in 966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jong of Goryeo. The oldest 

existing monastic portrait statue in Korea, this image is almost life size at 82.4 centimeters high 

and excellently expresses the exalted spirit of an elderly monk with the three deep-running 

wrinkles on the forehead, clear and compassionate eyes, sharp nose, protruding cheekbones, 

and developed jaw. The lean body with a pronounced collarbone and the modestly folded 

hands aptly capture the attitude of a Buddhist practitioner.

A recent X-ray survey confirmed that the statue is lacquered clay on the front and 

wooden on the reverse. Regarding the difference in production methods between the front 

and back, it can be assumed that the statue was originally entirely made using the dry-lacquer 

method but when it was damaged the back was repaired in wood. Given the production 

method and the period when Monk Huirang was active, this statue is estimated to date from 

the 10th century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the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999

Goryeo 
1 item
Cloth and lacquer; wood
H. 82. 4 cm 
Hae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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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忠州 白雲庵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1527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87.0cm, 폭 66.0cm
백운암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은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가부좌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가 적

절하며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이다.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둔 채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촉지인을 결하였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살짝 구부리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았

다. 철조여래좌상에서는 철불의 일반적인 특징인 딱딱한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부드럽고 온

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상호의 표정은 살아 있으며, 법의의 주름도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부

드럽게 표현되었다.   

 철조여래좌상은 마치 모자나 큰 가발을 착용한 것 같이 두발頭髮이 얼굴에 비해 크게 표현되었다. 

두발은 끝이 뾰족하고 큼직큼직한 나발螺髮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얼굴과 두발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보물 제98호 대원사大圓寺 충주철불좌상과 보물 제512호 단호사丹湖寺 철불좌상 등 

충주 지역의 철조여래좌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한편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크고 둥근 육계를 갖추고 있으

며, 육계가 시작되는 두발의 중앙에는 반원형의 작은 중앙 계주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나발에서는 머리카락

이 꼬인 모습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된 얼굴 표정에서 장인의 수준 높은 관찰력과 묘사력이 보

인다. 즉 폭이 좁은 이마와 둥글게 호를 그리는 눈썹, 콧구멍까지 묘사한 오똑한 코, 살짝 뜨고 있는 가늘고 

긴 눈, 뚜렷하게 패인 인중, 살짝 다문 입, 적당한 크기의 귀 등이 그것이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장방형에 가까운 상체와 폭이 넓은 무릎을 갖추고 있다. 약간 각진 넓은 어깨와 내

밀고 있는 가슴의 표현에서 당당함과 건장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불상의 옆모습에서 더욱더 선

명하게 나타나는데, 즉 허리를 펴고 앉은 채 살짝 턱을 당기고 있는 자세에서 종교적인 엄숙함마저 느껴진다. 

오른쪽 가슴에 나 있는 젖꼭지의 흔적에서는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법의는 편단우견식으로 착용하였다. 즉 왼쪽 어깨에서 시작된 옷자락은 오른쪽 허리를 두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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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하게 올라가 오른쪽 어깨로 넘어 가고 있다. 엉덩이 뒤쪽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가부좌하고 있는 양

다리 사이로 나와 부채꼴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옷주름은 신체의 굴곡을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며 유기적으

로 처리되었다. 노출된 오른발의 발바닥은 위쪽을 향하고 있다. 

 한편 철조여래좌상에는 분할하여 주조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즉 머리의 양쪽 옆면에 나 

있는 세로선, 양팔과 가슴의 가로선, 불상의 양쪽 어깨에서 팔까지 내려오는 측면의 세로선, 목 둘레에 나 있

는 선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오른쪽 등 뒤를 비롯한 몸 전체에 걸쳐 형지型持 자국이 나 있다. 형지는 주조할 

때 안틀과 바깥틀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손은 따로 제작하여 팔뚝에 끼우지 않고 팔과 함께 주조

되었다.  

 백운암 철조여래좌상은 편단우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가부좌를 하고 있

는 양다리 사이에는 부채꼴의 옷주름이 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보 제24호 석굴암 본존의 영향을 받은 것

이다. 철조여래좌상은 백운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 억정사지億政寺址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철조여래좌상이 두발의 표현 방식과 얼굴의 표정 등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충주 지역에서 조성된 철불들과 

친연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출토지가 충주의 고려시대 절터라는 점에서 이 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은 매우 높

다. 백운암 철조여래좌상은 전체적인 비례와 세부적인 표현에서 수준이 매우 높을 뿐만아니라 고려시대 초

기의 철불 생산지인 충주를 대표하는 불상이라는 점과 그것이 통일신라시대 8세기의 석굴암 본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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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atue, the Buddha wears a robe leaving the right shoulder uncovered and 

is making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Between the two legs rendered in the lotus 

position appear fan-shaped drapery folds, a feature that was influenced by the main Buddha 

statue enshrined in Seokguram Grotto (National Treasure No. 24). It is said that this iron 

statue was transferred from the site of Eokjeongsa Temple, a Goryeo temple site located 

near Baegunam Hermitage, to its current location in Baegunam. The expression of the hair 

and facial appearance show similarities with iron statues produced in Chungju in the early 

Goryeo period. Since it was originally found at a Goryeo temple site, these clues seem to 

indicate a production date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is statue excels in terms of the 

overall proportions and detailed expression. It is also notable for being representative of 

Chungju, a major production site for iron Buddha statues in the early Goryeo era, as well as 

for succeeding the stylistic tradition of the eighth century Seokguram Buddha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Iron Seated Buddha at Baegunam 
Hermitage, Chungju

Treasure No. 1527

Goryeo
1 item
Iron
H. 87.0 cm, W. 66.0 cm 
Baegunam Herm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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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平澤 萬奇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67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142.5cm
만기사

만기사는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에 위치한 사찰로 고려시대 942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데,1 사찰 

경내에는 석탑과 석등의 부재들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 지금의 평택 일대는 북으로는 수주水州, 동으로는 죽

주竹州, 남으로는 천안부天安府로 둘러싸여 있었고, 서쪽으로는 남양만으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남

양만 일대는 흥덕왕 4년(829) 당성진唐城鎭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군사적으로나 중국과의 교류 측면에서 중

요한 위치에 있던 지역이다. 당성진은 900년 태봉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데,2 평택지역 역시 중국의 선진 문

물이 들어오는 대당 교류의 중심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평택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듯이 만기사 철조여래좌상은 나말여초 중부지방 철불

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껍게 도금되어 원래 얼굴모습을 찾기 보기 어렵지만 얼굴이 갸름하고 온화

한 상호相好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고 수인은 오른손을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있다. 가사袈裟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우견편단右肩偏袒식으로 입었고 그 깃이 왼편어깨에서 밖으로 접혀 

몇 개의 옷주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착의형식과 복부와 팔위를 흐르는 물결모양의 띠 주름, 왼편무릎 아

래에 새겨진 세가닥의 옷주름이 아래에서 위로 활모양으로 올라오는 표현은 나말여초기에 중부지역에서 유

행했던 철불상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철불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 전시실의 포천

출토 철조여래불좌상을 비롯해서 개성 고려박물관의 전傳 적조사지寂照寺址 철불좌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철불상들에 비해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은 전체적인 제작기법에서 다소 거친 면이 드러나긴 하지만 고려초

에 중부지역에서 활동했던 같은 공방, 또는 같은 계열의 조각가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 최성은

1. 『신증동국여지승람』 II, 「진위현」 불우조 p.200 ; 權相老,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524.

2.   나말여초기에 철불을 주조할 만한 유력한 세력이 평택지역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아산만을 기반으로 해양활동을 하여 상당한 부를 축척한 세력이 이 지역

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김덕원, 「평택지역의 변천과 역사적 위상」, 『新羅史學報』34 (2015), p. 20 및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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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ron Buddha has been applied with a thick layer of gold, making it difficult to 

ascertain the original features of the face.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face is slim and its 

appearance is gentle. The Buddha has three neck folds and makes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It manifests one of the iron Buddha types that were popular in the centr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ter Unified Silla–early Goryeo era: the end of the robe on the 

left shoulder is folded out and features some drapery folds; wave-like folds run along the left 

arm and belly; and the three folds on the left knee are rendered in a way that comes from 

the underneath to the top. Examples similar to this statue include the iron seated Buddha 

from Pocheon, the iron Buddha hea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iron seated 

Buddha at the Koryo Museum in Kaesong, North Korea. Compared to these statues, the 

iron Buddha of Mangisa Temple is rather rough in its production method, but they are still 

believed to have been made by sculptors following in the sculptural tradition of the central 

area of the peninsula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Iron Seated Buddha of Mangisa Temple, 
Pyeongtaek

Treasure No. 567

Goryeo
1 item
Iron
H. 142.5 cm 
Mangi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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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南原 禪院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422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118.0cm  
선원사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의 철불로서 현재는 원래의 모습에서 다소 변형된 모습으로 복

원된 상태이다. 즉 현재의 수인은 팔의 위치로 미루어 추정 복원되었는데,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내려 엄지

와 중지를 결하고 왼손 역시 배 부분에 올려 놓은 상태에 같은 수인을 결하고 있지만 원래는 항마촉지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머리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는데, 정상계주 역시 원래의 모습이 아닌 새로 만든 것으

로 보인다. 

이 철조여래좌상은 어깨와 무릎이 넓은 안정된 신체비례에 곧은 자세, 양감 있는 가슴과 뚜렷한 이

목구비의 강렬한 인상이 특징이다. 머리에는 낮은 육계에 뾰족한 나발을 표현하였다. 턱이 좁은 얼굴은 광대 

부분이 강조되었고 좁은 이마, 기다란 눈꼬리, 뾰족한 코, 두툼한 입술로 근엄하고 강한 인상을 주지만 희미

한 미소가 남아 있어 온화한 분위기를 풍긴다.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였다. 양 어깨에 걸친 통견식通肩式 대의

는 몸체에 밀착되어 가슴이 드러나며 깊게 패인 목깃은 V자형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오른쪽 어깨에 흘

러내린 대의 끝단은 왼쪽 깃 안으로 넣었으며 옷주름은 볼록하게 처리하였는데 다리를 감싸고 흘러내린 옷

자락은 균일한 간격의 주름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에 보이는 균형 잡힌 신체비례에 층단식으로 균일하게 흘러내린 도식적인 옷주

름은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58년, 국보 제117호),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국

보 제63호) 등과 비교되는 점에서 통일신라 9세기적 특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날카로운 눈

매와 도드라진 광대뼈, V자형으로 여민 대의 등은 고려 10세기에 나타나는 특징들로서 고려초기의 작품으

로 추정된다. 

철불은 통일신라 후기에 등장하여 고려 전기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여주·이천·양평·광주, 강원도 원주, 충청도 충주, 전라도 남원 등 중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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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형으로 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호족세력의 성장이라든지 선종의 유행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선원사 불상이 위치한 남원지역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1호)을 비롯해 대

복사 철조여래좌상(전북 시도유형문화재 제23호),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남원 만복사 철불 등 철불의 조성이 

활발하였던 지역으로 남원 근방에 산재한 대규모 야철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은 균형 잡힌 당당한 신체에 강렬한 인상, V자형으로 여민 통견식 대의와 

도식적인 옷주름 등이 특징으로 남아 있는 작품이 적은 전라도 지역의 철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정은우

1.   강건우, 「실상사 철불 연구」, 『불교미술사학』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pp.78-79 ; 국립중앙박물관, 『남원 지역의 철불 : 실상사ㆍ선원사ㆍ대복사 철불 조사보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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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is statue has been modified to a quite different appearance from the 

original, the stable bodily proportions achieved through wide shoulders and folded legs, the 

voluminous chest, and strong facial features remain impressive. The stylized stepped drapery 

folds and the manner wearing the robe with both shoulders covered to create a V-shaped 

neckline suggest an estimated production date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e popularity of 

iron Buddha statues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driven not by the capital area, but by 

other sites around the central region of the peninsula, which showed a tendency of making 

sizable examples. Thi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influential local clans and the 

rising power of the Seon school of Buddhism. Namwon, where this iron statue is located, was 

an area active in the production of iron statues. Examples of statues produced here include 

the iron seated Buddha at Silsangsa Temple, the iron seated Buddha at Daeboksa Temple, 

and (although identified only in records) an iron Buddha statue at Manboksa Temple. This 

was presumably due to the existence of a large iron production site nearby. This iron seated 

Buddha provides valuable research material as a rare iron Buddha from the Jeolla region.  

Iron Seated Buddha of Seonwonsa Temple, 
Namwon 

Treasure No. 422

Goryeo 
1 item
Iron
H. 118.0 cm 
Seonw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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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唐津 靈塔寺 金銅毘盧遮那佛三尊坐像

보물 제409호

고려

1구
금동

높이 51.0cm
영탑사

영탑사는 신라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이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은 원래부터 영탑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찰 내 고려

시대에 제작된 석탑과 마애불이 남아 있을 것을 볼 때, 원래부터 이 절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 일제강점기 때 기록이긴 하지만,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기록이 전한다. 1932년 

11월1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고된 영탑사 귀중품에는 ‘철제아미타 1척, 철제관음보살 6촌, 철제대세지보

살 6촌’이 보인다. 아마 재료상 차이가 있으나 크기나 서술 형식을 통해 볼 때, 이 금동비로자나삼존불을 지

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육각의 연화 대좌 위에 본존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연화하대의 측면 좌우 측면에서 피어난 

연꽃대좌 위에 좌우협시를 배치한 형태를 보인다. 비로자나불상은 듬직한 상체에 비해 하체는 무릎이 낮고 

좁아 약간 세장한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수인은 비로자나불상의 전형적인 수인인 지권인으로, 치켜세운 오

른손 검지를 왼손 주먹으로 감싸 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표현한 지권인은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상, 판교출

토 청동비로자나불상 등과 유사하다. 머리에는 육계가 불룩하게 솟아 있으며, 나발은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촘촘히 표현하였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지점에 작은 반달모양의 계주를 나타내었고, 양쪽 이마 끝을 슬쩍 쓸

어 올려 멋스럽다. 입술을 살짝 당겨 옅은 미소를 만들었고, 양 뺨은 도톰하게 살이 올라 귀여운 모습이다. 

대의는 통견으로 걸쳤으며, 전신에 걸쳐 밀도 높여 주름을 새겼고, 주름은 생동감이 있다. 왼쪽 어깨에는 매

듭으로 묶은 가사 끈이 표현되었으며, 양 어깨에는 불꽃모양으로 역동적으로 주름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주

름은  고려 전기 강원·경기 지역에서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표현으로, 이는 대좌와 함께 이 

불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대좌는 특이하게 육각六角으로 디자인되었고, 뒷부

분의 한 면은 결실되었다. 하대 복련의 받침대에는 꽃모양의 테두리와 여의두형 화심花芯을 가진 안상을 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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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마치 ‘화형花形부채’처럼 디자인되었다. 복련은 삼각형 모양의 끝이 예리한 꽃잎을 3-4겹 중첩한 모

습이다. 중대의 각 면에는 원을 세 개 교집합으로 겹쳐 마치 클로버형태로 투각하였으나 정면을 손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형태가 잘 남아 있다.      

하대의 부채모양의 안상眼象은 1020년에 건립된 현화사 탑의 감실형 안상이나 1022년에 건립된 사자

빈신사지 오층석탑, 1028년에 제작된 부여 정림사지 석조대좌과 거의 같아 이 불상의 연대 추정에 결정적 단

서를 제공한다. 이외 제작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함안 대산리 석조여래좌상, 원주 용운사지 석조비로자

나불좌상,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청동빈도로존자상과 판교출토 청동비로자나불좌상 등 고려 11세기 불교

미술품에 폭넓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판교에서 출토한 비로자나불상과 국립전주박물관의 청동빈도로존자

상은 재질과 형태, 대좌의 투각한 기법 등 모든 면에서 이 불상과의 유사점이 인정된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본존의 하대 복련과 중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좌우로 팔을 벌리고 피어난 단정하

게 결가부좌하였다. 머리에는 삼화형三花形의 보관을 썼고, 보관의 중앙에 화불이 표현되었다.  천의는 두 장

을 걸쳤는데, 한 장은 어깨를 타고 S자형으로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고, 다른 한 장은 가슴 앞에서 대각선으

로 비스듬히 걸치고 그 자락을 가슴 앞에서 ‘T’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마무리하였다. 군의裙衣는 띠로 나비모

양으로 매듭지어 묶었고, 띠 자락은 양 다리 위로 길게 드리웠다. 가슴에는 타원형 고리가 3줄로 늘어진 영

락장식을 부착하였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보관과 영락장식, T자 모양의 천의자락, 과도하게 잘록한 허리, 

나비매듭으로 늘어뜨린 띠 장식 등은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좌상, 동국대학교 소장 금동보살입상, 일본 야마

구찌현 금동보살입상, 부여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청동보살좌상 등 11-12세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

품들과 비교된다. 특히 영락장식의 표현은 야마구찌현 금동보살입상과 거의 흡사하다. 육각모양의 대좌는 

흔치않은 형태인데, 9세기 후반에 제작된 도리사 금동사리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고려 전기부

터 후기까지 불상의 대좌에 적극적으로 적용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이 삼존상은 그 작례가 매우 드문 고려 전기 금동 비로자나삼존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불상과 보살상에서 보이는 표현방식이 고려전기 시대양식을 오롯이 담고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절대

적인 자료일 뿐만아니라 육각대좌의 전개,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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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tapsa Temple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by Monk Doseon in the later Unified 

Silla period, but no hard evidence has been found to support this hypothesis. This Buddha triad 

features Vairocana Buddha in the center on a six-sided lotus pedestal with an attendant bodhisattva 

to either side seated on a lotus flower growing out of the side of the main Buddha’s lotus pedestal. 

This Vairocana is sturdy through the upper body while showing a more slender appearance in 

the lower body and a short gap between low-rising knees. The Buddha figure is offering the mudra 

characteristic of Vairocana Buddha: an extended right index finger grasped in the clenched left fist. 

This hand seal resembles the mudras of early-Goryeo Vairocana statues, such as the iron Vairocana 

of Jeungsimsa Temple, the iron Vairocana of Janggoksa Temple in Cheongyang, and the bronze 

Vairocana excavated in Pangyo. The robe covers both shoulders, and closely spaced drapery folds 

are rendered all over the body in a lively manner. A knot in the strings of the upper robe is shown 

on the left shoulder  and dynamic flame-shaped folds are visible on both shoulders. This type of fold 

is characteristic of early-Goryeo Buddha statues produced in the Gangwon and Gyeonggi regions 

and provides an important clue for estimating the production date of this triad. The lotus pedestal is 

uniquely rendered with six angles, and one side of the pedestal on the back has been lost. The base 

of the lower section of the pedestal made from inverted lotus petals shows eye-shaped openwork 

on each side that looks like a handheld fan in a flower form. The eye-shaped motif is almost the 

same as those appearing in dated structures such as the 1020 pagoda of Hyeonhwasa Temple, the 

1022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Sajabinsinsa Temple site, and the 1028 stone pedestal from the 

Jeongnimsa Temple site in Buyeo, offering another critical clue for estimating this triad’s production date.  

A rare example of gilt-bronze Vairocana triads from the early Goryeo period, this triad is important 

in that it manifests the style of the era in terms of the expression of the Buddha and bodhisattvas. It also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ix-sided lotus pedestal. 

Gilt-bronze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Yeongtapsa Temple, Dangjin

Treasure No. 409

Goryeo 
1 item
Gilt-bronze
H. 51.0 cm 
Yeongtap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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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忠州 丹湖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12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125.0cm
충주시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고려초기 철생산의 중심지인 충주에 위치한 점과 고려시대 지방화된 성

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불상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침울하고 근엄함이 강조된 얼굴표정과 딱딱한 

신체표현, 도식적인 옷주름 등이 특징이며 대원사 소장의 충주 철조여래좌상(보물 제98호)과 매우 유사한 

점에서 같은 조불소造佛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등신대 규격의 단호사 철불은 곧은 자세로 결가부좌하였으며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아래로 내린 상

태이지만 두 손은 다시 만들어 끼운 것이다. 상반신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은 편이지만 어깨와 무릎이 넓

어 안정적인 신체비례를 보인다. 머리에는 중간계주가 있고 나발은 뾰족하게 표현하였다. 머리위에 놓여 있는 

정상계주는 나중에 다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은 방형에 눈매가 양 옆으로 길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

간 눈과 입을 굳게 다문 근엄한 인상이 특징이다. 다리 사이에 모인 옷주름이 형식적인 부채꼴로 표현된 점

은 통일신라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통견의 대의, 좌우대칭으로 주름을 이루며 계단식으로 평행하게 묘사된 

옷주름과 매듭주름을 표현한 속옷은 통일신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려적인 표현이다. 현재의 대좌는 다

시 만든 것이다. 

신체의 측면, 팔꿈치, 복부, 무릎 부분에서 분할주조선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철불을 조성할 당

시에 여러 조각으로 결합한 틀의 틈새로 쇳물이 스며 나와 마치 용접한 것과 같은 자국이 남은 것이다. 

분할주조선의 위치로 보아 앞 뒷면, 상체, 하체, 팔과 무릎 아래 부분을 별도의 틀로 주조한 것으로 추

정된다.

충주지역에는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하여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철불 조성이 활발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철 생산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충주 대

원사 철조여래좌상과 신체 비례나 얼굴, 착의법과 옷 표현 등에서 매우 비슷하여 동일한 범본으로 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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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동일 작가 또는 같은 조불소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충주는 고려시대 덕흥창이 있어 

조운로가 발달했던 지역으로 남한강 유역의 철 생산과 관련된 재료 및 고려전기 선승들의 남한강유역 주석 

등이 충주 철불의 조성 배경으로 이해된다.1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표현이 돋보이는 고려시대의 불상이

다. 특히 단순화와 형식화 경향 그리고 종교적인 이상형 보다는 권위적이고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충주지역

의 대표적인 불상 작품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 정은우

1.   민활, 「고려전기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과 불상 조성」, 『미술사학연구』285호 (한국미술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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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ated iron statue draws its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is located in Chungju, 

a major iron-producing area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is also noteworthy as a Goryeo 

Buddha statue with pronounced local characteristics. It is characterized by the gloomy facial 

expression, stiff expression of the body, and stylized drapery folds. These features are highly 

similar to those of the iron seated Buddha at Daewonsa Temple (Treasure No. 98), and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the two iron Buddha statues were made at the same workshop. The 

Chungju area was renowned for its production of a great number of iron Buddhas during 

Goryeo, presumably because of the area’s abundant iron industry. In addition, Chungju was 

home to the Deokheungchang during Goryeo, a storage area for local objects paid as tax, and 

consequently stood at the center of well-established water routes for transferring taxes. It was 

also the base of a number of Seon monks residing near the Namhangang River and practicing 

the Buddhist Way. 

Noted for expressive methods that diverge completely from the Unified Silla 

tradition, this iron Buddha statue is rendered in a simplified and stylized manner seeking an 

authoritative effect rather that religious idealism. Manifesting local stylistic characteristics, this 

is regarded as a definitive Buddha statue of Chungju. 

Iron Seated Buddha of Danhosa Temple, 
Chungju

Treasure No. 512

Goryeo
1 item
Iron
H. 125.0 cm 
Chu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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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충주 철조여래상 忠州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98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98.0cm
대원사

이 불상은 분할주조로 제작한 철불로, 원래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한 의림사지義林寺址 근방 노천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1 1922년 충주군청으로 이안하였고, 이를 다시 1937년에는 마하사摩詞寺로 옮겼다가 

1959년 12월 대원사로 옮겨 모셨다. 1995년에 법당이 소실되자 충주시립박물관에 옮겨 전시하다가 최근에 

대원사 극락전에 봉안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불상의 대좌와 광배는 남아 있지 않으며, 대좌는 석탑의 탑신석을 사용하고 있다. 두 손은 

2002년 보수 때 제작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다. 불상은 머리와 육계의 경계가 정확

하지 않지만, 작은 반달모양의 중앙계주를 기점으로 변화를 주었다. 머리는 촘촘한 나발로 구성되었으며 얼

굴은 둥글고 양감이 있는 편이다. 이마는 좁고 물결치듯 치켜 올린 눈은 날카로워 강인한 인상을 준다. 삼각

형의 콧날은 오똑하고 도톰한 인중은 윤곽을 분명히 하였고, 입술은 다소곳이 다물었다. 귀의 윤곽은 찰흙

으로 빚은 듯 굵은 띠 모양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잡고 8자 모양으로 귓구멍을 또렷하게 새겼다. 목에는 굵은 

링을 감은 것처럼 삼도가 강한 요철을 이루고 있으며, 가슴은 반반하게 드러내었다. 대의는 통견으로 입었으

며, V자형으로 늘어진 두터운 옷깃이 특징적이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와 이를 맵시 있게 묶은 

매듭이 표현되었다. 양 팔뚝으로 펼쳐진 역동적인 불꽃 주름이 기운차 보이는데, 이와 같은 주름은 원주 학

성동 철조여래좌상, 포천출토 철불좌상, 평택 만기사 철불좌상, 보원사지 철불좌상 등 고려 초기 남한강 유

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작된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고려 전기 남한강

의 발달된 수운水運을 통해 지역간의 활발했던 문화교류의 한 층위를 엿 볼 수 있어 유익하다. 무릎은 넓고 

1.   이성호, 「안림동출토 義林寺銘 청동반자에 대하여」, 『蘂城文化』11 (예성문화연구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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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조성하여 안정감을 확보하였고, 무릎 위에 올려 노출시킨 두 발은 무릎 끝에 이를 정도로 크고 듬직하

게 표현하였다. 양 무릎에는 자를 대고 수평으로 줄을 긋듯 도식화된 주름으로 처리하였고, 양 다리가 교차

한 무릎 아래로는 통일신라부터 오랫동안 관습화된 부채꼴 모양으로 옷 주름을 잡았으나, 지극히 형식적이

다. 이 철불은 규모 면에서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에 비해 조금 작은 것만 빼고는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서 같은 공방 또는 같은 유파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주지역은 계립령과 죽령의 육상교통과 남한강 수운이 만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하면 남으로는 영

남의 낙동강 수운과 연결되며, 북으로는 수도 양광도와 수도 개경으로 이어지며, 동으로 영동과 영서 내륙

을 두루 연결할 수 있는 중부내륙의 대단히 중요한 교통·군사적 요충지로, 이러한 연유로 고대로부터 이 지

역은 나라의 국운과 관련지어 생각할 만큼 중요시 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 3대 철산지로,2 고려시대

에는 ‘다인철소多仁鐵所’가 유명했고 조선시대에는 충주목 주연리, 청풍군 평등산, 제천현 미고개 등의 철산지

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철을 다루는 수많은 숙련된 대장장이들이 활동하였고, 충주와 

남한강 일원에서 조성된 철불은 그러한 예 중 하나를 말해주는 역사적 자료일 것이다.3 

  고려 전기 이 지역에는 왕권의 3번째 부인으로 인연을 맺은 충주유문忠州劉門이 강력한 세력으로 자

리 잡고 있었다. 충주 유문은 고려 목종 대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청주 유문은 사자산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아낌없는 후원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지역 중요 불사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고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철불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 지역 유력

세력으로서 넉넉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주 철조여래좌상은 신라 전성기 불상의 복고적 양식을 보이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과는 

다른 계통의 미적감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곧 지방 유파적 특색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서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이나 원주 지역의 고려 전기 철불의 계통을 따르면서 규모가 작아졌고, 조형성도 좀 더 추상

적·신비적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시간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 불상은 고려 초기의 장대하고 단조로운 

형태미를 추구했던 불상의 양식 계보를 이어받아  고려 중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이해된다. | 손영문

1.   충주일대의 철산지로는 이류면 완오리, 본리, 독동 일대, 가금면의 창동, 노은면의 수룡, 소태면의 야동, 충주시 금능동 등지에서 철생산 시설이 확인되었고, 특히 이

류면 지역에서만 43군데의 冶鐵址가 확인된다. 「충주이류면야철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1996).

2.   전국에 소재한 고려시대 철불은 30여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한강 유역에 조성된 고려시대 조성된 철불은 13구로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 해준다. 민활, 「남한강 
유경의 고려전기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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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with the piece mold technique, this iron Buddha originally stood alone in the 

open air near the site of Uirimsa Temple in Allim-dong, Chungju, but was later moved to 

Daewonsa Temple.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head and skull protuberance, 

but the half-moon-shaped jewel in the middle serves as a division between the two. The 

head is densely covered with conical curls of hair, and the face is round and voluminous. 

The forehead is narrow and the eyes slant upward, offering a sharp and strong impression. 

The flame-like folds that cover the forearms provide a sense of dynamic vibrancy. This 

flame pattern is a common stylistic feature shared by Buddhist statues produced across wide 

stretches of the area surrounding the Namhangang River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including the iron seated Buddha at Hakseong-dong in Wonju, the iron seated Buddha from 

Pocheon, the iron seated Buddha at Mangisa Temple in Pyeongtaek, and the iron seated 

Buddha at the Bowonsa Temple site. This testifies to an aspect of the active cultural exchanges 

that took place on the water routes along this river during the early Goryeo era. Although of 

a slightly smaller size, this iron Buddha closely resembles the iron seated Buddha of Danhosa 

Temple in Chungju.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the two iron statues were produced at the 

same workshop or by the same group of craftsmen. One of the three largest iron producing 

areas in the country during the Goryeo era, Chungju was home to Daincheolso, a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for iron production. It was therefore home to a great number of 

skilled ironworkers and this iron statue serves as material evidence of this historical context. 

In particular, this iron Buddha is situated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stylistic history of 

Goryeo sculpture, inheriting the early-Goryeo traditions emphasizing imposing and simple 

aesthetics but progressing toward a mid-Goryeo style. 

Iron Seated Buddha, Chungju

Treasure No. 98

Goryeo  
1 item
Iron
H. 98.0 cm 
Daew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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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靑陽 長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및 石造臺座

보물 제174호

고려

1구
철조

높이 226.0cm
장곡사 

지금의 장곡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개창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량의 상·하에 2개의 대웅전이 있는 곳으로 더욱 유명하다. 특히 상대웅전에는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는  

3구의 철불鐵佛이 나란히 봉안되어 있는 것도 무척 특이한 경우인데, 원래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지는 정

확하지 않다. 다만, 금당이 중수되던 1777년경에는 지금과 달리 2구의 석불(지금의 비로자나불상과 약사여

래불로 추정)과 3좌座의 금불(목조도금불로 추정)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지금의 봉안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이 철불은 상대웅전 중앙에 주불격으로 봉안된 비로자나불상毘盧遮那佛像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진신

인 법신불이다. 불상은 가늘고 높다란 중대석을 가진 연화대좌 위에 나무로 만든 광배를 배경으로 결가부좌

하였다. 나무 광배는 4개의 크고 작은 나무판을 꺽쇠 못으로 결합하여 만든 것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꽃잎모

양이며, 내면에는 연꽃무늬와 역동적인 불꽃무늬 등을  새겨 넣었다. 목조광배는 불상이 주조될 당시의 것

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 철조약사여래의 앞면에 놓여 있는 불탁 안쪽에 “順治十年癸巳七月造成九日”이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함께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석조대좌의 중대석이 석등의 간주석처럼 길

고 가늘어 원래부터 불상의 대좌로 제작된 것은 아닐 것이다.

불상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1777년에 기록된 「칠갑산장곡사금당중수기」에 “법당의 

바닥은 벽돌을 깔았고 석조대좌에 석불 2좌를 봉안하고 또 금불 3좌는 탁자에 봉안했다.”1라는 기록을 통

1.   1777년에 쓰여진「七甲山長谷寺金堂重修記」에는 “…其法堂下鋪甓用石臺安石佛二座又有金佛三座安卓子…”라고 하여, 당시에는 이 鐵佛을 石佛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11Goryeo Dynasty



212 고려시대

해, 1777년경에는 상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고 석조대좌로 인하여 석불로 알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은 목조광배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새롭게 보존 처리하고 새롭게 개금을 올렸다. 불상은 분

할 주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표면에는 주조선들이 도드라져 분명하게 관찰된다. 머리는 크고 몸은 왜소하

며, 얼굴은 세속적이며, 어깨는 수평에 가깝게 처리하였고, 허리는 짧고 무릎은 넓다. 전반적으로 이 불상은 

추상성에서 오는 신비롭게 이채로운 미적 감각을 담아내었는데, 이와같은 모습은 우측에 앉아 있는 철불에

서도 느낄 수 있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노출시켜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뒤로 넘긴 대의

자락이 넓은 삼각형의 띠 주름을 형성하고 있고, 팔뚝으로는 겨드랑이로 감겨들 듯 옷 주름을 표현하였으나 

팽팽함에서 오는 긴장감은 다소 감퇴하였다. 어깨 뒤로 넘긴 대의자락은 수건을 걸치듯 단조롭게 표현되었

고, 등 뒤로 비스듬히 둘러 입은 대의주름도 빈틈없이 표현하였다. 무릎으로는 휘어진 활처럼 반호를 그리며 

주름이  흘러내려 자연스럽다. 수인은 가슴 앞에서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주먹으로 완전히 감싸 

쥔 지권인의 형태인데,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상과 흡사하다. 이곳에 보이는 지권인은 손가락 마디 끝

을 쥐는 통일신라식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고려시대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사실성에서 벗어난 추상성을 바탕으로 한 신비주의적 미의식은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등 고려 전기 대형의 불상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특히 이 불상은 충주 단호사 철조여

래좌상과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등과 같은 양식적 특징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체의 비례가 이상

적이지 않고 다소 추상성이 강조된 형태미는 고려 전기에 유행한 양식으로 판단되며, 이 불상은 이러한 특징

이 잘 반영된 불상이다. 충주와 원주 등 남한강 일원에서 하나의 유파를 이루며 제작된 불상들과 시대적 미

감을 공유하고 있어 제작기법과 재료 등과 함께 이 시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이은창, 「칠갑산장곡사금당중수기」, 『考古美術』통권12호, 한국미술사학회, 

1979.

02   閔泳珪,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14·15, 연세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66.

03 『장곡사 상·하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하, 문화재청, 2010.

04   鄭恩雨,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과 특징」, 『미술사연구』

29, 미술사연구회, 2015. 



213Goryeo Dynasty

석조대좌



214 고려시대



215Goryeo Dynasty

Present-day Janggoksa Temple is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by Monk Jinul 

(1158–1210) and remarkable for its two Daeungjeon Halls (the Great Hero Hall), one each in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of the temple precincts. As the main Buddha enshrined in the 

Daeungjeon of the upper area, this statue expresses Vairocana Buddha, the personification 

of the dharma body. This Vairocana sits in the full lotus position on a lotus pedestal with 

an excessively long middle section against a background of a wooden aureole. The pedestal 

stretches to the point of appearing like an octagonal pillar in a stone lantern, so it is suggested 

that it was not originally intended for its current purpose. The statue was made with the 

piece mold technique and shows pronounced marks of soldering in the joint areas. The 

head is large, the body is diminutive, the shoulders are almost flat, the waist is short,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knees is wide. All in all, this statue offers novel aesthetics derived 

from an abstract and mystical sensation. As for the mudra, the left thumb that is raised to 

the chest is grasped entirely within the clenched fist of the right hand , which is similar to 

the iron Vairocana of Jeungsimsa Temple in Gwangju. This portrayal of Vairocana’s mudra 

is different from the Unified Silla style of grasping only the top joint of the finger, suggesting 

that this statue reflects a Goryeo style. The abstracted and mystical aesthetics embodied in this 

statue commonly appear in large Buddha statues from the early Goryeo period, including the 

standing Maitreya of Gwanchoksa Temple. This work is particularly similar to the iron seated 

Buddha of Danhosa Temple and the iron seated Buddha of Daewonsa Temple in Chungju in 

terms of stylistic characteristics and sensibilities.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Stone Pedestal 
of Janggoksa Temple, Cheongyang

Treasure No. 174

Goryeo 
1 item
Iron
H. 226.0 cm 
Ja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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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71호

고려

불상 1구, 복장유물 10종 194점
목조

높이 113.6cm
보광사 

보광사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 중턱 35번 국도변에 있는 사찰이다. 사찰의 연혁은 자세하지 

않으나 처음에는 안동시 예만면 동부리에 있었던 사찰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1977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

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 관음보살상은 임시방편으로 지은 ‘관음전觀音殿’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원통보전을 신축하고 사찰의 주불로 봉안하고 있다.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높이 111㎝, 무릎 너비 70.5㎝)은 기존에 2007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던 불상이다. 언뜻 보살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게 화려한 화형보관花形寶冠과 불신에 장엄

된 섬세하고 아름다운 영락 장식만으로도 당대 최고의 장인이 상당한 정성을 기우려  제작한 보살상임을 역

설하고 있다. 삼단으로 중첩된 보관은 금속판을 3중으로 겹쳐 만든 것인데, 우선 금속판을 섬세하게 투각하

여 역동적인 연꽃 넝쿨문을 새겼으며, 테두리와 보관의 끝에는 보석을 감입한 화염보주와 입체형 연꽃을 부

착하여 화려함과 섬세함, 그리고 정교함을 두루 갖추었다. 보관의 하단 부분에는 동판을 L자형으로 구부려 

대좌를 마련하고 좌상의 화불을 안치하여 이 상이 관음보살상임을 드러내었다.

머리의 중심부에는 풍성한 보발을 땋아 만든 크고 볼륨감 넘치는 보계를 별도로 제작하여 꽂았는

데, 그 끝을 달팽이 모양으로 크고 둥글게 말았다. 양쪽 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 위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 한 가닥은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고 두 가닥은 어깨 위에서 둥근 실타래 모양을 이루다 다시 세 가닥

으로 갈라져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다. 부드럽게 살이 오른 얼굴은 우아하고 귀족적이며, 단정하게 표현된 

이목구비는 이국적이다. 착의형식은 이중착의법으로 안동 봉정사 보살상의 가운식 착의법과 차이가 있다. 

왼쪽 어깨에는 한번 반전한 반달형의 대의자락이 걸쳐져 있고, 왼쪽 어깨에는 생략의 묘를 살린 몇 가닥의 

탄력 넘치는 주름이 굽힌 팔꿈치로 힘 있게 모여들고 있어 생동적이다. 대개 고려후기 불·보살상들은 왼쪽어

깨에서 몇 개의 잔주름이 흘러내려 팔꿈치에서 Ω형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

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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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총지집(1150년 간행), 10x24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 1007년 간행, 32.0~32.7x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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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는 끝단이 U자형으로 처리된 승각기와 맵시 있게 묶은 띠 매듭과 자락이 표현되었고, 승각기

에는 고려 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꼴의 섬세하게 문양을 넣은 치레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노

출된 가슴에는 3줄의 목걸이 장식이 드리워져 있고, 복부에는 표현된 큼직한 원형의 꽃 장식에서 시작된 영

락장식이 상하좌우로 갈라져 불신佛身 전체를 장엄하고 있다. 두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설법

인을 짓고 있는데, 손가락은 다소 짧고 둔하게 조각하였다. 길상좌로 앉은 오른쪽 무릎 위에는 발가락을 끝

을 살짝 덮고 율동적으로 흘러내린 잎형의 대의자락이 표현되었다.

보광사 관음보살상은 이 절에서 가까운 안동 용수사에서 옮겨왔다고 전하고 있어, 용수사와 관련하

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용수사는 의종의 후원으로 중수된 사찰인데, 1187년 용수사가 완공되고 의종의 

추선을 위한 원찰이 되었다. 최선이 지은 「용두산용수사창건비」에 의하면 1165년에 용수사에 침향목으로 

목조관음보살상을 조성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살상 제작에 앞서 의종은 1151년에 목공장에게 명하여 

침향목의 관음상을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침향목으로 관음보살상을 만드는 것이 크게 유행한 사실과

도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이 관음보살상에는 의종의 수명장수를 축원하기 위해 1150년에 특별히 간행된 

「범서총지집」과 잔편이긴 하지만 대각국사 의천이 편찬한 『원종문류圓宗文類』가 복장으로 납입되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의 양상과 재료가  향나무라는 점, 그리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

작된 보관, 완성도 높은 조형감각 등에서  이 보살상은 분명히 왕실에서 파견한 공장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의종의 원불이 봉안되었던 용수사 관음보살상과의 짙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1

이 관음보살상은 보관과 불신이 같은 시대성을 보유한 보기 드문 사례이며,  보살상이 갖추고 있는 

조형적 아름다움과 세련되고 정교한 표현기법, 그리고 고려 금속공예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보관을 통해 당대 

중앙에서 활약하던 최고의 장인의 참여하여 만든 작품으로 판단된다. | 손영문

1.   손영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pp.59-64 ; 同著, 「高麗 中·後期 慶北 
北部地域의 願刹과 願佛의 造成」, 『한국중세사연구』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pp.224-231 ; 최성은, 「귀족적 미의식의 정착: 12세기 말~13세기의 보살상」, 『고

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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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Avalokitesvara was brought to light in a comprehensive survey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conducted in 2007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delicately crafted floral crown and the splendid necklace alone indicate that this statue was 

crafted by one of the most talented artisans of the time and with the utmost care and attention. 

The slim face appears noble and graceful, and the tidily expressed facial features are exotic. 

As it is said that this wooden Avalokitesvara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from 

the nearby Yongsusa Temple in Andong, this statu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is temple. The temple was reconstructed under the patronage of King Uijong of Goryeo, 

and upon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1187, Yongsusa began to serve as a votive temple 

for the king. An inscription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Yongsusa Temple at Mt. Yongdusan 

was compiled by the late-Goryeo literary official Choi Seon and relates that an Avalokitesvara 

image was made out of agarwood in 1165 to be enshrined at Yongsusa Temple. It also 

accounts that before the production of the 1165 Avalokitesvara, King Uijong commissioned an 

agarwood Avalokitesvara image in 1151. These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production of Avalokitesvara statues with agarwood was in vogue at the time. 

A rare example of an Avalokitesvara image that shows the same temporal style in both 

the crown and the body, this statue is a work of art produced by a foremost artisan of its time 

and is noted for its advanced sculptural aesthetics, sophisticated expressive methods, and 

masterful metalwork.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Bogwangsa Temple, Andong

Treasure No. 1571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94 pieces in 10 varieties
Wood
H. 113.6 cm 
Bo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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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安東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620호

고려

1구 
목조

높이 106.0cm  
봉정사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00년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원문願文>과 <대웅전관음개금현판

大雄殿觀音改金懸板>을 통해 1199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백

지공서白紙紅書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건륭乾隆 18年(영조 28, 1753) 5월에 설봉당 사욱雪峯堂 思旭이 적은 것으

로 원문願文의 말미末尾에 지정 23년(공민왕 12, 1363) 윤閏 3월에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웅

전관음개금현판>에는 승안承安 4년(1199)에 처음 조성하여 지정至正 24년(1364년)과 건륭 16년(1751)에 개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만, 현판에 기록된 지정과 건륭연간乾隆年間의 개금시기가 원문과는 1~2년의 차이

가 있다. 이는 승안承安 4년이라는 기년紀年의 오차일 수도 있고, 개금불사의 시작과 완성 시점을 현판과 달리 

표기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정연간과 건륭연간의 개금 모두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반면, 연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 어느 시점에 개금불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일 것

이다.

봉정사 관음보살상이 조성되던 12세기 후반은 무신난이 발발한지 20년이 지난 시기로 아직까지 고

려사회는 무신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다. 고려시대 관음신앙은 무신 난을 전후한 혼

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세구제의 현실적인 면과 국토수호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여 다른 신앙보다 더

욱 성행하였고,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상도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공민왕은 1361년(공민왕 11)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하여 안동으로 몽진하였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 결과 이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태위왕太尉王의 원

당願堂이었던 봉정사는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극락전과 대웅전 등에 대한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고, 관음

보살의 보수補修(1363~1364년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봉정사 목조보살좌상은 최근에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의 보관을 모델로 제작한 보관을 썼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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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높아 보관 위로 슬쩍 드러나 보인다. 배흘림기둥처럼 풍성한 보계는 머리카락을 잘 땋아 올려 한껏 멋

을 내었고, 윗면은 3개의 능을 이루며 달팽이 모양으로 둥글게 말았다. 하단은 장식 띠로 묶고 상단은 땋아 

올린 머리카락으로 맵시 있게 묶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전기 작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의 형태와 유사

하며,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계의 형태와 묶은 방식은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보물 제1571호)의 

보계의 형태와 흡사하다. 보관으로 가려지는 부분의 머리칼은 조각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의 머리칼

은 좌우대칭으로 빗질하듯 세련되게 빚어 넘겼다. 귀의 앞쪽에서 흘러내린 한 가닥의 머리카락은 귀를 가로 

질렀으며, 귀의 뒤쪽에서 흘러내린 한 가닥은 어깨 앞으로 드리워졌고, 다시 어깨 위에서 3개의 중첩된 둥근 

고리모양을 형성하며 다시 3가닥으로 갈라져 어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 이는 안동 보광사 보살이 중첩

된 둥근 매듭을 형성하며 세 가닥으로 갈라져 드리워진 것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흡사하다. 이와 같

은 보발의 표현은 남송대(1127~1729) 보살상의 특징으로 1255년 중국에서 가져온 센뉴지[泉涌寺] 목조관음

보살상이나 운남성의 법화사 석조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단아한 귀족풍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

코·입의 배치와 연결, 크기와 형태, 자비로운 얼굴 표정 등이 매우 세련되고 조화롭다. 

착의형식은 이 시기 일반적인 이중의 대의를 걸쳐 입지 않고 한 장의 대의로 양어깨를 가운식으로 덮

어 내렸고, 삼각형의 소매 자락이 양쪽 무릎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특히 이 보살상의 착의형식과 양쪽 무릎

으로 드리워진 삼각형의 대의 자락과 왼쪽 팔꿈치 부근으로 옷 주름이 팽팽히 모여드는 주름 표현이 특징인

데, 고려 후기 불·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왼쪽 어깨에서 몇 개의 잔주름이 흘러내려 팔꿈치에서 Ω형의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입은 승각기와 이를 고정시킨 마

름모꼴의 금구장식, 그 밑으로 군의를 간략히 묶은 띠 매듭을 표현하였고, 허리부근에는 여러 번 반전을 거

듭한 프릴모양의 요포자락과 그 아래로 사각형 마디로 연결된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요포腰布와 요대腰帶의 

표현은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 불화나 조각 등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표현방식이다. 노출된 가슴에

는 화려한 목걸이 장식이 드리워져 있고, 신체에 장식된 영락들은 복부의 큼직한 원형의 장식으로 모여들고 

있으나 어깨와 등 쪽은 결손과 끊어진 부분이 확인된다.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왼손 

역시 무릎 위에 두어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다. 섬려한 손은 긴 손톱과 손금까지 상세히 묘사하였고 

세련된 팔찌를 착용하였다. 

이 보살상은 <대웅전관음개금현판>기와 1753년의 <중수원문>을 통하여 1199년에 처음 조성되어, 

1363년~1364년 사이와 1751년~1753년 사이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 보살상은 완전히 고려적으

로 변모하지 않은 이국적인 풍모, 맵시 있게 처리한 높은 보계, 3개의 원이 중첩되어 3가닥으로 드리워진 보

발의 표현, 세련된 옷 주름의 표현과 완성도 높은 조형성 등은 중국 남송대의 불상이나 12세기 말에서 13세

기 초로 추정되는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좌상이나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과 양식적으로 비교된

다. 따라서 이 보살상은 <대웅전관음중수현판>에 기록된 승안承安 4년, 즉 1199년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살상은 고려후기 단아한 불상양식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있어서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571호)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1274년 중

수) 과 더불어 이른 시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데 그 조각사적 위치는 지대하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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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Avalokitesvara has an estimated production date of 1199, only about 

20 years after the 1170 Military Officers’ Revolt. At the time, Goryeo was still suffering 

under social turmoil stemming from power struggles within the military elite. Amid the 

social disorder and chaos engendered by this military coup, the Avalokitesvara cult gained 

popularity proportionate to the widespread social demand for salvation from suffering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land. This wooden Avalokitesvara was presumably the product of 

such so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1753 record of repairs that was found inside it 

in 2000 and the inscription on the plaque regarding the re-gilding of the Avalokitesvara in 

Daeungjeon Hall, this wooden statue was made in 1199, repaired once between 1363 and 

1364, and repaired again between 1751 and 1753. This wooden statue was formed by piecing 

together several wooden blocks, and the eyes are inlaid with crystal. Noted for its exotic 

appearance not fully adopting the Goryeo style, the large, high stylishly braided topknot, three 

strands of hair forming loops on the shoulders, and the sophisticated expression of drapery 

folds, this statue is comparable in style to Buddhist sculptures of Southern Song China and 

to Korean statues from the late 12th–early 13th centuries, such as the seated Avalokitesvara 

of Bogwangsa Temple in Andong and the wooden seated Amitabha of Gaesimsa Temple in 

Seosan. Showing the earliest indications of the neo-classicist Buddhist sculpture that would 

emerge in the later Goryeo period, this statue serves as a critical material for study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neo-classicism in Korean Buddhist sculpture.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ngjeongsa Temple, Andong

Treasure No. 1620

Goryeo 
1 item
Wood
H. 106.0 cm
Bong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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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瑞山 開心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19호

고려

1구
목조

높이 120.5cm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초 1484년에 중수된 개심사 대웅보전의 본존상으로서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을 좌우 협시로 하여 삼존을 이루고 있다. 협시보살상들은 본존상에 비해서 크기가 큰 편이어

서 원래의 협시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웅보전이 중수될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보전’에는 

반드시 석가불이 본존으로 모셔져야 하는데, 현재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는 점에서 사찰의 중수

가 이루어지면서 존상들의 봉안위치가 변화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미타불좌상은 반듯한 이마와 반개半開한 두 눈, 우뚝한 콧날과 뚜렷한 인중, 부드러운 입술, 살이 

적당한 양 뺨 등, 위엄 있고 자비로운 얼굴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없어 처음 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존하는 고려후기의 목조불상 가운데 조각적으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복장조사가 되지 않아 불상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상의 저부에 뚫려있는 복장腹藏 구멍을 막은 봉함목의 안쪽에는 至元 17년(1280)의 개금

묵서명이 있어 중수배경에 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봉함목의 묵서명은 이미 지워져서 보이지 않거나 판독

되지 않는 글자도 있으나, 대략 “至元十七年 庚辰 十一月十四日 別立 僧齋色, 修補 開心社 堂主, 無量壽如來 

法回,  金□白 □, 內侍 試興威衛 長史 宋 □, 內侍別雜□朴□”로 읽을 수 있다.1 이 보수발원문은 개심사 금당의 

주존인 아미타불좌상을 “무량수여래”로 불렀고, 충렬왕 6년(1280)에 보수되었으며, 당시 개심사를 “寺”가 아

닌 “社”로 쓰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불상의 보수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이름은 착명着名 표기로 인해서 

1.   이 묵서명에서 姓氏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착명(수결)로 생각된다. 최성은, "13세기 고려 목조아미타불상과 복장묵서명," 『韓國史學報』 30 (고려사학회, 

2008) ; 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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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알 수 없으나 법회法回라는 승려이름이 판독된다. 아미타불상을 보수하는 불사佛事의 주체는 승재색

僧齋色이라는 임시로 설치된 기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2 승재색에 관해 알 수 있는 예로는, 서산 문수사文

殊寺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 『대화수경大華手經』이 충렬왕 13년(1287)에 승재색에서 개판되었고, 충렬

왕 14년(1288)에 판각된 『묘법연화경』권 7의 간기刊記에도 “승재색각판僧齋色刻板”이라는 언급이 보이며, 1302

년명 아미타불복장(온양민속박물관) 가운데 충렬왕 18년(1292)에 승재색에서 개판開版한 『일체여래심비밀전

신사리보협인다라니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가 전하고 있어,3 충렬왕 무렵에 설치되어 경전의 간행과 

사찰의 보수 등을 담당했던 관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존 자료에서 볼 때, 개심사불상의 보수사업은 승

재색의 활동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개심사불상 보수불사佛事를 담당했던 인물은 내시內侍4이자 중앙군단 흥위위興威衛의 장사長史라는 

직위를 가진 송씨성宋氏姓의 인물과 그 휘하의 무관들이었다고 생각된다. 흥위위는 전투가 없는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이나 방수를 위한 출동을 제외하면 주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으므로 이 시기 개심사 불상의 보수

를 흥위위에서 주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수작업을 중앙군 소속의 내시이면서 무관직인 장사의 관

직을 겸한 인물이 진행하였다면 이 불상의 보수사업은 중앙왕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추측은 이 보수불사가 이루어지기 1년 전(1279년)에 충렬왕이 자신의 장자長子인 정신부주貞信府主 

왕씨王氏 소생의 자滋를 충청도 아주牙州(牙山) 동심사東深寺에 보냈다가 4년 후에 다시 개경으로 불러 들였던 

『고려사』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5 즉, 개심사 불상의 보수는 왕자王滋가 아산에 있을 때 이루

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당시 아주牙州, 서주瑞州 지역의 중요성 뿐 아니라 이 지

역사찰들과 수도 개경開京 왕실王室 사이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된다. | 최성은

2.   고려사에는 충렬왕때에 설치된 임시기관 가운데 충렬왕 원년에 설치된 濟州逃漏人物推刷色이라든가 충렬왕 2년에 설치된 鋪馬箚字色 등이 보인다. 『고려사』77 지 

31 백관2 제사도감과 각색조. 또한 고려말 禑王 11년(1385)에는 군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別酒色을 설치하였고, 같은 시기에 別鞍色이 설치되었는데, 모

두 특정한 목표를 위해 설치된 관부로 생각되고 있다. 『고려사』77, 백관2, 제사도감과 각색조, 1233; 『한국역대용어사전』, 별주색 조, 3527 ; 文炯萬, 「高麗特殊官府

硏究」, 『釜山史學』9 (1985).

3.   許興植, 「1302年 阿彌陀佛腹藏의 印刷資料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의 調査硏究』(온양민속박물관, 1991), pp. 9-46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p. 34, p. 317, p. 512 참조.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내시는 중국이나 조선시대의 환관내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직제이며, 국왕의 근시직으로 문무관과 더불어 고려지배 관료층의 중핵

을 이루었다. 『고려사』 75, 선거3, 전주, 환시에 관한 직제조, 1105; 『고려사』75, 선거3, 전주, 성중관의 선발조, 1114 ; 『증보문헌비고』226, 무직, 내시, 내시부, 부록

액정서, 고려조, 6663 ; 金昌洙, 「麗代內侍의 身分」, 『東國史學』11 (1969).

5.   江陽公 王滋는 충렬왕의 세 왕자 가운데 長子였으나 齊國公主의 소생이 아니므로 충렬왕은 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으로 피신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29 충렬왕 2 충렬왕 기묘 5년조 ; 『고려사』 91 宗室 2 江陽公滋; 『증보문헌비고』 43, 왕자, 고려,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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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ain Buddha of veneration at the Daeungbojeon Hall (the Hall of the 

Great Hero) of Gaesimsa Temple reconstructed in 1484, this Amitabha image currently 

forms a Buddha triad alongside attendant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Bodhisattvas. A 

Daeungbojeon Hall is supposed to enshrine a Sakyamuni Buddha as its main Buddha, but 

this one presently has the Amitabha Buddha as the focus of veneration. In this regard, it is 

assumed that when the 1484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was carried out the positions of the 

temple’s Buddhist statues were changed. 

The Amitabha statue exhibits authority and compassion through a sharp nose, clear 

infra-nasal depression, soft lips, and suitably voluminous cheeks. With little signs of damage, 

this Amitabha image is estimated to have maintained its original form and state and is 

considered the most outstanding in terms of sculptural completeness among existing wooden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 era. 

The inner side of a wooden piece that seals the opening on the underside of the 

Buddha bears an inscription on its re-gilding indicating the 17th year of the Zhiyuan era of the 

Yuan Dynasty, or 1280, providing some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of the re-gilding. It is 

thought that the re-gilding was led by an official surnamed Song, the holder of the title Jangsa 

in the central army corps (Heungwiwi), and his military officers. Given this, it is presumed 

that the repair of the Amitabha bears a certain association with the Goryeo court.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Gaesimsa Temple, Seosan

Treasure No. 1619

Goryeo 
1 item
Wood
H. 120.5 cm 
Gaes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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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서울 開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發願文

보물 제1649호

고려

불상 1구, 발원문 3장
목조

높이 118.0cm
개운사

개운사 명부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좌상은 첫 개금한 1274년 이전인 1200년 전후에 조성된 고려 후반

기 불상의 기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균형감 있는 구도, 단엄한 얼굴과 건장한 체구, 세련되고 긴장감 있는 

필선, 활력 넘치는 부피감이 잘 조화된 고려 후반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1 

불상 복장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복장품 가운데 1274년 개금 발원문, 1322년 최춘 금불복장조

성문, 1322년 선사화광 발원문이 나타나서 이 불상의 연기를 상당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발원문들에 의하면 

이 불상은 충남 아산 동림산에 있었던 축봉사鷲鳳寺의 본존 무량수불無量壽佛 즉 아미타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성발원문이 없어져 정확히 언제 조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1274년에 첫 개금하였고 1322년에 다

시 개금 중수한 사실도 밝혀져 48년 만에 개금 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2 현재 축봉사는 존재하지 않아 

임진왜란 때 없어진 사찰로 생각되며 이 아미타불상은 그 당시 서울 개운사로 이안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이 아미타불상은 원래 아미타불과 관음, 세지보살 등 3존으로 구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세 발

원문에는 무량수불, 금불, 아미타불존상 등만 적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조성 때는 삼존불로 조성되

었는지 모르지만 개금할 때는 아미타불상만 개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아미타불상은 머리나 얼굴이 불신보다 다소 커진 건실하고 균형감 있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머리, 상체, 무릎이 안정감 있게 구성되어 건장한 균형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크고 높은 육계가 머리와 구별 없이 하나로 구성되었고 중앙계주中央髻珠도 큼직하여 커다란 얼굴과 

1.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사)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6.12).

2.   문명대, 「고려 13세기 조각양식과 개운사소장 축봉사 목아미타불상」, 『高麗·朝鮮 佛敎彫刻史 硏究』 (예경, 2003.9), pp.245-260 개고, 재수록.



235Goryeo Dynasty



236 고려시대

어울려 건실한 인상을 주고 있다.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은 가는 눈, 비교적 크고 튀어나온 인중과 입과 턱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근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13세기 초의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상과 거의 유사한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상체 역시 어깨가 팽팽하고 가슴이 당당하여 건장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무릎도 넓고 높아 듬직하

게 보인다. 이런 특징은 역시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조성된 봉림사 아미타불상, 개심사 및 수국사 아미타불

상 등과 유사한 것이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가슴 아래까

지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댄 이른바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어서 전형적인 아미

타 수인으로 모든 하품의 중생들을 평등하게 구제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불의佛衣는 통견通肩의 대의大衣를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치고 있고 이 안에는  상의上衣를 입은 이중

착의법인데 왼쪽 어깨에 타이트한 주름이 잡혔고, 팔굽 위에는 고려 후반기의 독특한 Ω형 주름이 표현되고 

있어서 이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체인 무릎에는 수평적인 옷주름이 간략하게 표현되었고 왼쪽 

무릎 아래로 장식적인 U형 옷자락이 내려지고 있어서 이 시기 의문衣紋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

들은 유연하면서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여 건장한 형태미와 잘 어울리고 있다.

이처럼 이 개운사 아미타불상은 충남 아산 축봉사의 본존 무량수불 이른바 아미타불상으로 13세기 

초기 경에 조성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미 1274년과 1322년 등 두 차례나 중수 개금한 불상으로 이웃한 개심

사 아미타불상이나 봉림사 아미타불상과 함께 역사 깊은 불상으로 중요시된다. 또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이 두 불상과 함께 동일시기에 조성된 건장하고 듬직하며 활력 넘치는 장중한 불상의 특징

을 잘 표현한 기준작이자 대표작이다.

뿐만 아니라 발원문 3건, 사경 7건, 판경 21건, 탁본 1건, 다라니 2건 등 34건 100여점 이상의 복장

품이 발견되어 고려 후반기(13-14세기) 불상 및 불경 등 불교문화 연구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

되고 있다. | 문명대

중간대사원문, 1274년, 54X5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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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혜흥원문, 1322년, 37X270cm

최춘원문, 1322년, 56X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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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mitabha statue enshrined at the Myeongbujeon Hall (the Ksitigarbha Hall) of 

Gaeunsa Temple was presumably produced in the 1200s before its first dated re-gilding in 

1274. Praised as an exemplary Buddha statue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is Amitabha 

statue is characterized by the harmony struck between the balanced bodily proportions, 

solemn and dignified facial expression, stout body, and stylish outlines. 

This Amitabha statue was originally designed around the early 13th century to serve as 

the main Buddha at Chukbongsa Temple in A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was 

repaired and re-plated with gold twice during the Goryeo era (in 1274 and 1322). Along with 

the Amitabha statues at Gaesimsa Temple and Bongnimsa Temple produced during the late 

12th–early 13th centuries, this statue possesses immense historical value. This, the Gaesimsa 

Amitabha, and the Bongnimsa Amitabha statues are superb examples of the stately but lively 

expressions characteristic of Buddha statues from this temporal period.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Related Document of Gaeunsa Temple, Seoul

Treasure No. 1649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dedicatory inscription: 3 pieces  
Wood
H. 118.0 cm 
Gae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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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980호

고려

1구
목조

높이 88.5cm
봉림사

화성 봉림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상은 1978년 개금불사 때 복장에서 1362년의 개

금중수발원문과 사리병, 전적류와 다라니, 각종 구슬과 천 조각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2015년에 아미

타여래좌상이 보수되면서 다시 개금이 이루어졌고 여러 과학적 조사도 실시되었다. 봉림사에 대해서는 『신

증동국여지승람』권9 남양도호부 불우조佛宇條에 “봉림사재비봉산鳳林寺在飛鳳山”이라는 기록이 전하고, 같은 

글이 『범우고梵宇攷』에도 보이고 있어 고려후기 이래 사찰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봉림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88.5센티미터로 고려후기 목조불상들 가운데서도 근엄하면서도 자비

로운 불격佛格의 표현이 뛰어난 상으로서 조형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당대의 훌륭한 조각가의 솜씨라고 할 수 

있다. 오뚝한 콧날, 섬세한 입술선, 양 뺨이 통통한 자비로운 얼굴 모습은 마치 당시의 고승의 면모를 연상하

게 하며, 선정禪定에 들어 아래를 응시하고 있는 반쯤 뜬 눈은 조사결과 수정으로 만든 것이 확인되었다. 머

리와 육계의 형태를 비롯해서 자세와 수인, 착의 형식, 옷주름 표현 등의 표현은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

상이나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과 같은 고려후기의 다른 목불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설법인說法

印의 수인, 얼굴의 상호相好, 귀의 형태, 왼쪽 어깨 위를 덮은 가사의 옷주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복장에서 발견된 개금발원문은 2종으로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과 조선 선조宣祖16년(1583)에 

개금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개금발원문에는 사찰의 명칭이 보이지 않고 “당주무량

수여래堂主無量壽如來”를 개금했다는 내용만 보이는 데 반하여 조선시대의 개금문에는 “봉림사당주무량수鳳林

寺堂主無量壽”라고 하여 봉림사라는 절 이름이 나타난다.1 

1.   「造成改金記」 “至正二十二年壬寅三月日堂主無量壽如來改金請緣勤軸” 및 「改金記」 “萬曆十一年癸未八月二十八日鳳林寺堂主無量壽改金請緣勤軸”, 문명대, 
「鳳林寺목아미타불상」, 『삼매와 평담미—고려 조선 불교조각사 연구』, 한국의 불상조각 4 (예경, 2003),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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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에서 나온 전적典籍들은 현재 용주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수선사修禪社 제 2세 법주

法主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1178∼1234)의 발원으로 고종 15년(1228)에 개판된 소자본小字本 『금강경金

剛經』을 비롯하여, 소자본 『범총지집梵摠持集』과 함께 『일자정륜왕대다라니경一字頂輪王大陀羅尼經』, 강금강姜金

剛 발원의 『금강경』 외에도, 『불정심관세음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大陀羅尼經』 등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적이

다. 특히, 『일자정륜왕대다라니경』에는 ‘청하상국淸河相國’의 수복壽福을 위해 간행되었다는 발원문이 있는데, 

여기서 청하상국은 무신정권의 중심세력이었던 진양공晋陽公 최우崔瑀(?∼1249)로 추정된다. 최우는 최충헌의 

아들로 뒤에 최이崔怡로 개명하였는데, 1232년 강화천도를 단행하였고 강도江都에 선원사禪源寺를 창건한 최

씨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수선사의 혜심을 적극 지원하면서 속가제자로서 예를 다했고 자신

의 두 아들 만종萬宗과 만전萬全(崔沆, ?∼1257)을 혜심의 문도로 출가하게 하였다. 혜심 역시 최우를 위해 축

수도량祝壽道場을 베푸는 등 최씨정권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수선사를 확장하였으며 스승인 보조국사普照

國師 지눌知訥의 선禪 사상을 크게 진작시켰다. 

봉림사 아미타여래좌상은 조각적인 면에서 볼 때, 13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혜심과 최우와 관련이 있는 소자본 『금강경』과 『일자정륜왕대다라니경』은 불상이 처음 조성될 때 복장에 

납입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1362년에 개금할 때도 소자본  『금강경』이 불상의 복장에 넣어졌던 것

으로 생각되는데, 이 『금강경』을 발원한 강금강은 충혜왕忠惠王(1330∼1332, 1339∼1344) 때 원나라에서 왕

을 시위하던 내시內侍로서 그가 발원한 『금강경』 역시 고려후기 서지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최성은

참고문헌

01   千惠鳳, 「鳳林寺木造如來坐像의 腹藏典籍」, 『書誌學』7, 韓國書誌學會, 1982.

02   金皓東, 「高麗 武臣政權時代僧侶知識人知訥·慧諶의 現實對應」, 『民族文化

論叢』13, 1992.

03   문명대, 「鳳林寺목아미타불상」, 『삼매와 평담미—고려 조선 불교조각사 연구』, 

한국의 불상조각 4, 예경, 2003. 

04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05 화성시·(주)팜클, 「봉림사 목아미타여래좌상 정비공사 결과보고서」, 2015.



243Goryeo Dynasty

Approximately life size, this 88.5 centimeter-Amitabha image is outstanding among 

wooden Buddhist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 period for its excellent expression of the 

authoritative and compassionate personality of the Buddha. When a re-gilding was conducted 

in 1978, a great deal of votive objects were found inside, including a bottle containing sarira, 

diverse kinds of beads, cloth pieces, sutras, dharani texts, and dedicatory inscriptions on its 

re-gilding. There are two re-gilding inscriptions, confirming that one took place in 1362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min of Goryeo and another in 1583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Regarding Bongnimsa Temple, it is estimated that the temple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later Goryeo period, given that the phrase “Bongnimsa Temple at Mt. Bibongsan” 

appears in the 1530 geography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Enlarged Edition of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and also in the 1799 compilation Beomugo on 

Buddhist temples nationwid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ongnimsa Temple, Hwaseong

Treasure No. 980

Goryeo 
1 item
Wood
H. 88.5 cm 
Bongn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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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서울 守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80호

고려

불상 1구, 복장유물 36종 84점
목조

높이 104.0cm
수국사

수국사는 의경세자 덕종의 능사陵寺인 정인사正因寺가 후에 현재의 자리로 이건된 사찰이다. 이 수국

사에 봉안된 목조아미타불상 속에서 다량의 복장품이 발견되고 개금기改金記 2점도 발견되면서 이 목조아미

타불상이 일약 크게 주목 받게 되었다. 나무로 조성된 이 불상은 다소 당당하고 건장한 편에 속하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전반기 이른바 고려 후반기 제1기의 고려불상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고 

왼손은 무릎 위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아미타불상인

데 개금기에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또는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개금기는 1389년 개금기와 1562년 개금기 등 두 종류나 되지만 

정작 조성 발원문이 없어져 언제 어느 사찰에서 조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개금기들과 함

께 1239년작 다라니와 조성당시 인경한 경전들이 복장품에서 상당수 발견되어 불상 조성연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1239년 최영장군의 증조부인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발원한 다라니가 복장

품에서 다량 발견되어 최영장군 가문의 원찰격 사찰의 불상으로 생각된다. 이 사찰은 1562년 개금 때 다량

의 경전들을 인경한 사찰인 철원 심원사深原寺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아미타불상은 최영장군 가문의 원찰격

인 철원 심원사에서 1239년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 아미타불상은 전체적으로 건장한 편에 속하는 불상으로 1200년 전후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깊다

고 할 수 있다. 머리는 큼직하지만 육계는 낮고 나발도 촘촘하여 1274년 중수 개운사 목아미타불상과 유사

한 편이다. 그러나 얼굴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다소 통통하고 힘찬 편이어서 1200년 전후의 개심사 목아미타

1.   문명대, 「守國寺 高麗(1239년) 木阿彌陀佛坐像의 硏究」, 『美術史學硏究』255 ((사)한국미술사학회, 2007.9),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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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과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가는 눈, 긴 코, 작은 입 그리고 눈썹사이의 작은 백호 등의 표현은 이 

불상의 개성미를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당당한 편이어서 상체가 건장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은 1200년 전후에 조

성된 개심사 아미타불상, 개운사 아미타불상, 봉림사 아미타불상 등에도 표현되고 있어서 12세기 후반기에

서 13세기 전반기까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무릎은 높고 굵고 수직적이어서 앞의 불상들과 유

사하여 역시 같은 시기 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의佛衣는 대의大衣와 상의上衣를 겹쳐 통견通肩으로 입고 있는데 가슴은 넓게 벌려 U자형으로 걸치

고 있으며 왼쪽 팔굽 위의 Ω형 주름, 오른 무릎 아래로 내려진 한, 두 가닥 V형 옷자락 등 1200년 전후 불

상의 특징이 이 불상에도 잘 표현되고 있다. 수인 또한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당

시 아미타 하품중생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 불상만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어서 특징적이다. 

이 불상의 선묘는 활달하고 유려하여 힘이 넘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얼굴이나 어깨, 하체의 윤

곽선과 함께 불의의 의습선衣褶線들은 강한 힘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아미타불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나 1346년작 문수사아미타불상과 

장곡사 약사불상 등 단아한 양식의 불상보다 한 시기 앞선 12세기 말 내지 13세기 전반기 불상양식인 개심

사 아미타불상, 개운사 아미타불상, 봉림사 아미타불상 등과 비슷한 시기인 1239년경에 조성된 건장하고 탄

력적이며 긴장미 넘치는 불상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불상 복장에서 최대 51건 300여점(지정 36건 84점)의 복장품이 발견되어 불상연구는 물론 

경전, 사리기, 직물, 지류 등 고려 후반기 내지 조선 전반기 문화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 문명대

중수발원문(1389년), 20.5X26.0 중수발원문(1562년), 22.5X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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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발원문(1562년), 30.5X108.0

묘법연화경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연(1239년 간행), 16.5X20.0

아비달마대비파사론

적색 보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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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insa Temple was built to oversee the maintenance of the royal tomb of Deokjong 

(Prince Uigyeong) but later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and renamed Suguksa Temple. 

The interior of this wooden Amitabha statue enshrined at Suguksa yielded a large number of 

objects along with two rolls of records on its re-gilding, attracting it a great deal of attention. 

It is rendered in a quite imposing and stout form characteristic of the Goryeo Buddha statues 

of the late 12th–early 13th centuries, the first phase of the later Goryeo period. The right 

hand raised to the shoulder and the left hand resting on the knee are clearly making a hand 

gesture (indicating the heaven of the intermediate class in the lower category among the nine 

grades of rebirth) typical of Amitabha Buddha. The records on re-gilding call this Buddha 

Muryangsuyeorae or Muryangsubul.

Given the style, this Buddha statue was produced earlier than the 1330 gilt-bronze 

Avalokitesvara at Buseoksa Temple, Seosan, the 1346 Amitabha at Munsusa Temple, and 

the Bhaisajyaguru at Janggoksa Temple, which demonstrate a more elegant approach. It is 

contemporaneous with the Amitabha at Gaesimsa Temple, the Amitabha at Gaeunsa Temple, 

and the Amitabha at Bongnimsa Temple, and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is imposing and 

stately styl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Suguksa Temple, Seoul

Treasure No. 1580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84 pieces in 36 categories
Wood
H. 104.0 cm 
Su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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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羅州 尋香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544호

고려

1구
건칠

높이 136.0cm
심향사

나주 심향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보존상태가 좋고 우수한 조형성과 시

대적 특징이 잘 반영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칠불상이다. 현재 복장유물은 없어진 상태이며 내부는 깨끗하

게 정리되어 있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와 단정하고 근엄한 인상, 왼쪽 어깨에 여러 겹으로 접혀진 

조밀한 옷주름이 특징이다. 

오른손은 들어 어깨 높이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 얹은 손모

습을 취하였는데 왼손은 원래의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 끼운 것으로 원래는 오른손과 같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으로 추정된다. 머리에는 경계가 완만한 육계와 중간계주, 정상계주가 있고 소조로 제작된 나발

은 매우 촘촘하게 표현되어 있다. 정상계주 역시 후대의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 얼굴은 방형이며 눈꼬리가 올

라간 눈과 콧등이 편평한 날카로운 코, 작은 입은 다부지고 근엄한 인상을 준다. 안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쳤으며 굴곡진 가슴 아래로 내의와 이를 묶은 띠매듭이 보인다. 옷주름은 부드러운데 특히 복부와 

무릎 사이의 옷주름 표현이 자연스럽고 왼쪽 어깨 아래의 옷주름은 조밀하고 복잡하게 표현하여 대조를 이

룬다. 한편 왼쪽 팔꿈치에 표현된 삼각형꼴로 잡은 맞주름과 왼쪽 무릎에 드리운 소맷자락도 특징적이다. 심

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X선 조사에서 일정한 층이 확인되지 않아 삼베와 칠을 섬유질 덩어리로 만들

어 제작한 새로운 건칠기법으로 주목되는데 1395년경의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이 같은 형식으로 만

든 작품이다.1 또한 머리 부분에는 세로의 두줄선이 X선 조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내부의 내형토를 제거하

기 위한 절개선으로 추정된다. 눈동자는 내부에 수정을 감입하여 살아있는 듯 생동감있게 표현하였으며, 백

1. 『乾漆佛 한국의불상 X-RAY 조사보고서Ⅰ』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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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도 수정을 감입하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신체비례나 엄격한 인상, 눈동자 수정감입, 왼쪽 어깨의 잡

힌 조밀한 옷주름과 왼쪽 무릎에 드리운 옷자락의 표현은 대체로 1274년 이전에 제작된 개운사 목조아미타

불좌상(보물 제1649호)이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62년 개금중수, 보물 제980호) 등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고려후기인 13세기후반에서 14세기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나주지역에는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외에도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

1545호),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려에서 조선 전기에 제작된 우수한 건칠불

상이 남아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전라도 나주지역의 칠 생산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건칠이라는 재질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부드럽고 정교한 조형성

이 돋보이며, 삼베와 칠을 섞어 섬유질 덩어리로 만든 새로운 건칠기법의 등장 그리고 나주의 지역적 특성이 

강조된 고려후기의 우수한 작품이다. | 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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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ing in a good conservation condition and exhibiting masterful sculptural 

skill, this statue is a superb example of a Goryeo dry-lacquered Buddha. The votive objects 

originally ensconced inside are now missing. This dry-lacquered Buddha is characterized by 

a posture inclined slightly forward, a solemn facial expression, and narrowly spaced drapery 

folds on the left shoulder. 

An X-ray survey found no layers in this dry-lacquered statue, so it is assumed that a 

new dry lacquer method of blending hemp cloth and lacquer into a single mass was applied 

for its production. The head shows marks of cut lines, through which the earth inside must 

have been dug out. The eyes are expressed in inlaid crystal to provide liveliness and vibrancy. 

In addition to this example, the Naju area produc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dry-lacquered 

Buddha statues relative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dry-lacquered seated 

Buddha (Treasure No. 1545) at Bulhoesa Temple and the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at Jungnimsa Temple. This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traditionally active production of 

lacquer in this region. 

It is estimated that this statue was produced during the late 13th–early 14th centuries. 

It is an excellent artistic remnant of the later Goryeo period that is characterized by a soft and 

delicate sculptural manner, adoption of a new dry-lacquer method, and distinctive local Naju 

features.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of 
Simhyangsa Temple, Naju

Treasure No. 1544

Goryeo 
1 item
Cloth and lacquer
H. 136.0 cm 
Simhy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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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보물 제1841호

고려

1구
청동

높이 51.0cm
고성사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2002년 사찰 경내 공사를 위한 지반 정리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작품

으로 통통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표정, 자연스럽고 편안한 윤왕좌의 자세가 돋보이는 고려시대의 작품이

다. 2002년 발견 당시 이미 보관과 오른쪽 팔, 보계(상투)가 없었으며 왼쪽 무릎에도 심한 균열이 있는 상태

였던 점에서 어느 시기 고의로 매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성사 보살상은 오른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오른팔을 걸치고 왼쪽 다리를 직각으로 굽힌 뒤 왼팔

은 바닥을 짚는 윤왕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몸에 비해 다소 큰 얼굴과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 등 조형적으

로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신체는 매우 두터워 살이 찐 모습으로 양감있는 가슴과 앞으로 튀어 나온 불록한 

배가 특징이다. 머리에는 정상부에 보계를 고정했던 구멍이 확인되고 보관을 걸쳤던 턱이 있으며 그 아래 

이마선을 경계로 세밀하게 조각된 머리카락이 새겨져 있다. 통통한 뺨의 둥근 얼굴은 가늘고 긴 반달형 눈, 

입 꼬리가 올라간 입술을 표현하여 미소를 띤 온화하고도 밝은 인상이다. 착의법은 천의식天衣式으로 양 어

깨에 걸친 천의는 몸체의 중앙에서 교차하듯 엮인 후 양쪽 무릎 옆으로 흘러내렸고 왼쪽 팔을 내려 바닥을 

짚으면서 천의자락을 포개어 살짝 누른 모습이다. 하반신에는 치마(군의)와 그  위에 요포腰袍를 입어 허리

를 여러 겹 감쌌으며 볼록 나온 배에는 꼬아 묶은 큰 띠매듭이 보인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천의 자락은 불상

의 신체와 분리하여 조각함으로서 우수한 주조기술을 보여준다. 가슴에는 연주문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걸

쳤는데 가운데에 작은 화문을 중심으로 세 줄로 늘어진 장식과 두 줄로 구성된 구슬, 그리고 그 밑으로 반

원을 그리는 주옥들이 매달려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편이지만 정교하게 조각되었다. 가슴 중앙의 장

식에는 원래 보석이 감입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귀에는 작고 둥근 화형 귀걸이를 표현하였

으며, 가슴 중앙의 장식에는 원래 보석이 감입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고성사 보살상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제1547호)으로서  신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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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얼굴 표현, 보발, 착의법, 가슴에 걸친 목거리와 영락장식 까지도 비슷하다. 규격도 고성 사상이 51cm, 

대흥 사상이 49.3cm로 유사하며 지역도 강진과 해남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조각장이나 동일한 범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보살상에 표현된 목걸이나 보발의 표현, 살집있

는 신체 표현 등은 중국의 송대 보살상과도 비교되는 요소들이다. 이 보살상이 위치한 강진과 해남은 중국과

의 해상루트의 중요지점으로 중국 송대의 새로운 양식을 접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 그 배경으로 이해된다.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개금이 모두 벗겨진 채 청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보계, 팔, 

무릎 등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큰 규격에 맑게 웃는 천진한 얼굴, 탄력적인 천의자락, 윤왕좌 자세의 특색 

있는 모습 등 조형성이 뛰어난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특히 고성사가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1162-1245)가 

백련사를 중창할 때 함께 지은 사찰이라는 점에서 이 불상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윤왕좌보살상 가운데 가장 큰 크기에 실재감 있는 얼굴 표정이 돋

보이는 점에서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정은우

1.   정은우, 「강진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전남도청·강진군청, 2011) ; 정은우, 「송대 불교조각의 고려유입과 선

택」, 『미술사연구』 25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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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ed during a construction project at Goseongsa Temple in 2002, this bronze 

Bodhisattva statue is a product of the Goryeo dynasty. When the statue was found in 2002, 

the right arm and crown were absent and the right knee showed severe cracking. 

The statue exhibits outstanding sculptural skill, notably in the plump face slightly 

disproportionate to the size of the body, smiling and innocent facial expression, and 

comfortable posture referred to as yunwangjwa. This posture is defined by the right knee 

raised and the left hand suspended on the floor behind the left leg, which is bent at a right 

angle. The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easure No. 1547) at Daeheungsa 

Temple, Haenam, is the example most similar to this statue in many respects, such as its size, 

proportions, facial expression, hairstyle, and manner of clothing. The two areas where the 

statues are located, Gangjin and Haenam, are also proximate. The necklace, hairstyle, and 

fleshy body expressed in the two statues are comparable with the Bodhisattvas of Song China. 

Gangjin and Haenam were important stops along the maritime routes linking China and Korea 

and geographically advantageous for the absorption of new styles from Song China. 

Given that Goseongsa Temple was built at a time when Baegnyeonsa Temple was 

being reconstructed by Monk Yose (1163–1245), it is likely that this statue was also produced 

around that time. It is the largest known Buddhist statue rendered in the yunwangjwa 

position and is distinctive for its realistic facial expression, serving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13th-century Buddhist sculpture.  

Bronze Seated Bodhisattva of 
Goseong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841

Goryeo 
1 item
Gilt-bronze
H. 51.0 cm 
Gos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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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787호

고려

1구
목조

높이 85.0cm
청련사

강화읍 서쪽 고려산高麗山 기슭에 위치한 청련사는 조선 순조 21년(1821)에 포겸包謙 스님이 거의 폐

사되었던 절터에 새롭게 사찰을 중창한 이래 비구니比丘尼들이 주석하는 도량으로 법등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 이전의 사찰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현재 법당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

래좌상은 사찰 중창이 이루어지면서 주변의 다른 절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전해오는 다른 고려후기 목조불상들과 유사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조형적으로 우수한 불상이다. 조성발원문과 복장물을 잃어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

나 정토신앙이 성행하여 전국적으로 아미타불의 조성이 유행하던 고려후기에 조성된 상으로 생각된다. 

온화하면서도 숭고한 불격佛格이 나타나는 상호相好나 왼쪽 어깨 위에 걸쳐진 대의 옷주름이 지그재

그 형태로 묘사되고, 왼편 어깨에서 상박부로 흘러내리는 주름이 작은 오메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표현은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귀 부분의 조각기법은 개심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뿐 아니라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 발원의 보협인다라니(1239)가 복장에서 다량 발견된 갈현동 수국

사守國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매우 흡사하다.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비교해 보면, 어깨를 비롯한 불신佛身의 표현에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

지고 옷주름도 단순해진 감이 있으나, 제작공방이 같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유사성이 발견되며, 고려 왕실

이 강도江都로 도읍을 옮겼던 13세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최성은

참고문헌

01   『傳燈本末寺誌』.

02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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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seated Amitabha image is similar to other wooden Buddhist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 period, but it stands out for its elegant and sophisticated aesthetics and 

superb sculptural skill. Although its dedicatory inscription and the votive objects inside have 

been lost, making it difficult to uncover precise information on this statue, it is presumed 

that this Amitabha image was created in the later Goryeo era when the Pure Land belief 

garnered nationwide popularity and Amitabha statues were produced in great numbers. The 

appearance aptly expressing the gentle and compassionate Buddhist character, the zigzag-

shaped folds of the robe on the left shoulder, and the drapery folds that run from the left 

shoulder to the upper arm to form an omega shape are features that can be similarly found 

in the wooden seated Amitabha statue of Gaesimsa Temple in Seosan (repaired in 1280). The 

production date of this statue is estimated to be around the 13th century when the Goryeo 

court transferred its capital to Ganghwado Island.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Cheongnyeon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7

Goryeo 
1 item
Wood
H. 85.0 cm 
Cheongnye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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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大乘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634호

고려

불상 1구, 복장유물 4건 13점
금동

높이 87.5cm 
대승사

이 불상은 대승사 극락보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좌상이다. 청동으로 주조한 후 금

을 입힌 금동불상으로, 최근까지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원래의 존격에 맞게 근래 다시 극락전

으로 이안하였다.  

이 불상은 머리와 육계는 명확하게 구분 짓지는 않았지만 슬며시 헤어라인의 변화를 주어 육계의 존

재를 드러내었고,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고려후기 불상의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동그란 구슬 형태의 

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의 발제선에서 중앙계주까지의 나발 단은 7단으로, 4-5단의 조선시대 불상과 달리 

고려 후기 불상의 머리 스타일을 잘 갖추고 있다. 얼굴은 양 뺨에 바람을 불어 넣은 듯 팽팽히 부풀렸고, 오

똑선 콧마루를 편평하게 다듬어 약간은 생경해 보이기도 한다. 타원형으로 둥글린 귀는 비교적 사실적이며, 

귓구멍의 모습은 역 볼링핀 형태인데, 이는 1280년에 중수된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의 방울 형태에서 발전

한 것이며 고려 후기에 출현하여 조선 초까지 사용된 귓구멍 표현 방식 중 하나로 여겨진다. 불의佛衣는 이

중으로 걸쳐입었으며, 표현된 주름은 긴장된 힘과 탄력이 넘치며, 당당한 가슴과 불룩한 윤곽을 드러낸 복

부에는 근육이 뚜렷하게 자리잡았다. 수평으로 입은 승각기는 나비매듭으로 한껏 멋을 부렸고, 띠 자락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오른쪽 발목 아래로는 ‘팔자형八字形’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활달하게 펼

쳐진 호형의 주름과 날카로운 잎형 주름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이와같은 양식적 특징은 13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580호)에서 그 이른 예를 찾을 수 있고, 

14세기 초의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517호), 그리고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

1619호)이나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544호) 등과 비교된다. 수인은 엄지와 약지를 부자연스럽

게 맞댄 설법인이며, ‘井’자형의 손금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 시기 불상의 손금은 ‘卄’자형이 보편적이지만,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 등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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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상은 정확한 조성 연대와 제작 주체는 알 수 없지만, 머리형태, 착의법, 의습선 등에서 고려 후

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9년도 10월 23일 실시한 과학적인 조사과정에서 “大德五年辛

丑五月二十日 宮闕都監錄事別將丁承說印出”이라는 묵서명이 적힌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이 다라니는 불상의 

조성시 궁궐도감宮闕都監 별장別將 정승설丁承說이 불상 낙성에 맞춰 복장납입을 위해 특별히 인출한 다라니

로 생각되므로 불상의 제작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이다. 따라서 이 묵서명 다라니를 통해 1301년

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고려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이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은 온양민속박물관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상의 복장유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일한 불상에 납입된 복장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

장 1302년 아미타불상이 안동지역에서 은거하며 세력을 키웠던 광산김씨光山金氏, 안동김씨安東金氏, 문화유

씨文化柳氏 등 유력 관인官人들이 발원하여 제작한 불상인데,1 이 불상 역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는 아미타삼존다라니, 금강계만다라, 아자범자원상태장계만

다라, 향주머니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모두 묵서를 남기고 있어 고려 후기 다라니 및 복장의식 연구에 귀

중한 자료가 된다. | 손영문

1.   許興植, 「1302년 阿彌陀佛腹藏의 造成經緯와 思想傾向」,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硏究』(溫陽民俗博物館, 1991), pp. 11-14 ; 同著, 「佛腹藏의 背景과 

1302년 阿彌陀佛腹藏」,『高麗의 佛腹藏과 染織』(계몽사, 1999), pp.113-116. 

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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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삼존다라니(1301년), 33.0X34.5

참고문헌

01   『국보·보물 지정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0

금강계만다라, 37.5X34.0아(阿)자범자원상 태장계만다라, 33.0X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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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lt-bronze Amitabha is the main Buddha of veneration at the Geungnakbojeon 

Hall (the Hall of the Western Paradise) of Daeseungsa Temple. The bronze statue plated 

with gold was enshrined in the Daeungjeon Hall, but was recently moved to the Hall of the 

Western Paradise to better suit the nature of Amitabha Buddha, or the Buddha of the Western 

Paradise. Although exact information on when and by whom this statue was produced is 

difficult to come by, the hairstyle, manner of wearing the robe, and drapery folds reflect the 

style of the later Goryeo era. A scientific survey of the statue carried out in 2009 found a 

dharani text written in ink stating, “This is printed by Jeong Seung-seol, the Byeoljang [military 

officer] of the Temporary Office for the Construction and Repair of the Palace on the 20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in the fifth year of the Daedeok era.” As it is believed that this 

document was produced on the occasion of the production of the statue as a votive object to 

be inserted inside it, it is estimated that the statue was also created around this year (1301). 

Serving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ies o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in the later 

Goryeo period, this statue exhibits a high level of sculptural perfection compared to items 

from the same era. While Tibetan-style Buddhist statues were popular in Gaeseong during the 

late 13th–14th centuries, this Buddha statue is rendered in the mid-Goryeo style.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Daeseung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1634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3 pieces in 4 categories
Gilt-bronze
H. 87.5 cm 
Daes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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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07호

고려

불상 1구, 전적류 10건, 직물류 57점, 금속 및 기타 14점 
목조

높이 87.0cm
자운사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고창 선운사 부근에서 발견되고 이후 순천 송광사의 말사인 현

재의 광주 자운사로 이안되었다고 한다. 손과 귀를 비롯한 신체의 일부는 보수되었지만 몸 안에서 발견된 

복장물을 통해 1388년 이전에 아미타불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으며, 앞으로 숙인 구부정한 자세에 안

정감있는 신체비례, 자연스러운 조각기법이 특징이다.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에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나 어깨와 무릎이 넓어 안정된 

비례를 보인다. 머리에는 완만한 육계에 둥근 정상계주와 타원형의 중간계주를 표현하였으며 큰 나발이 듬

성하게 조각되었다. 갸름한 얼굴형에 작은 입과 턱을 볼록하게 묘사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인간적인 친근성이 

느껴진다. 편삼에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넓게 터진 가슴에 밑으로 늘어진 내의(승각기)가 보인다. 

옷주름은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았으며 다소 낮은 무릎위로 옷주름을 간결하게 표현하

였다. 자운사 불상은 인간적인 친근함과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옷주름이 특징으로 이는 서울 개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추정, 보물 제1649호)이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362년 개금중수, 보

물 제980호), 해미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과 비교된다.1  

자운사 목조여래좌상의 몸 안에서는 2000년에 행해진 개금불사 당시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1388년 중수기와 1611년의 중수발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라니와 전적

들이 나왔다. 1388년의 중수기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금 시기와 ‘남섬부주고려국나주南贍部洲高麗國羅

州’라는 중요한 사실이 적혀 있어 현재의 전라도 나주지역에서 제작되거나 나주지역 내 사찰에 봉안되었을 

1.   정은우, 『高麗後期 佛敎彫刻 硏究』 (문예출판사, 2007),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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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알려 준다.2 또한 1611년에 기록된 중수기의 내용에는 ‘아미타불존상阿彌陀佛尊像’이라는 존명 도상

을 밝혀 아미타불로 봉안되었음도 확인된다.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체의 일부는 보수되었지만 전라도 나주지역에서 조성되었을 가능

성과 1388년 이전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또한 부드럽고 인간적인 친근감이 느껴

지는 조형성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귀중한 다라니와 전적류가 발견 되면서 고려시대 목조불상과 지역성 연구

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정은우

2.   이분희,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聖寶』6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p.69.

여의보인대수구다라니범자군다라상(1184년 간행),33.6X34.6

소자본 묘법연화경, 20.4X8.7

삼신진언다라니

불정심다라니경패, 12.0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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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was found in the vicinity of Seonunsa Temple, Gochang, and later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at Jaunsa Temple, an affiliate of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It 

has been partly repaired, including the hands and ears. It is noted for its forward-inclining 

posture, stable proportions, and naturalistic sculpting. 

During a re-gilding ceremony in 2000, a great number of votive objects including 

dharani texts and other scriptures were found inside, including records on the 1388 and 1611 

re-gildings and copies of Buddhist scriptures from a wide temporal span covering the Goryeo 

to Joseon periods. These confirm that this wooden Amitabha statue was made before 1388 at 

Naju in the Jeolla region during the Goryeo period.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Jaunsa Temple, Gwangju

Treasure No. 1507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copies of Buddhist scriptures: 10 pieces, 
textile: 57 pieces, metal and others: 14 pieces
Wood
H. 87.0 cm 
Ja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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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보물 제337호

고려(1346년)
1구
금동

높이 90.2cm 
장곡사

 

장곡사 하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금동약사여래좌상은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엄

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에는 둥근 약호을 들고 있다. 복장물에서 나온 발원문을 통해 1346년에 제작되었

음을 알 수 있으며 균형잡힌 신체에 양 어깨를 덮은 통견의 법의, 자연스러운 옷주름 등 불상의 조형성과 

기법 등에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우수성을 보인다.1

머리에는 둥글고 큰 육계가 있으며 중간계주는 홈을 판 다음 둥근 수정을 박아 조선시대의 반원형

의 나무로 표현하는 사례와는 다른 정교성을 보인다. 얼굴은 타원형으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적으로 표현된 긴 코와 이에 비해 작게 처리된 입술 등이 예리하게 조각되었다. 두꺼운 통견식의 대의를 입

었으며, 노출된 가슴 밑에는 승각기와 리본 처럼 묶여진 띠가 보인다. 왼쪽 가슴의 끝에는 승각기를 묶은 

듯한 치레장식(금구장식)이 있는데 지극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옷주름은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데, 어깨 위

에서 굴곡을 이루며 내려오는 주름과 옷주름이 겹쳐진 모양을 묘사한 듯한 다리의 주름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약호가 들려진 오른쪽 팔의 옷자락이나 배 밑의 주름은 일

률적으로 배열된 감이 있어 약간의 형식화가 느껴진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특징들은 같은 지역과 시기에 제작된 1346년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

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왜구와 홍건적의 칩입에서 피해

를 덜 받은 충청도의 지리적 환경과 이 지역 불장들의 보수성 등이 전통적 요소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

으로 해석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에서는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너비48cm, 길이10m에 이

1.   민영규,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14·1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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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홍색 비단으로 만든 발원문이 주목된다. 발원문에는 불사를 주도한 친전사親傳師 백운白雲(백운 경한, 

1298~1374)과 약 1000여명의 시주자 이름이 쓰여 있으며 지정志正6년(1346)에 제작하여 봉안하였음을 밝

혔다.2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불신의 비례가 적당하게 이루어진 안정된 구도와 옷주름의 표현이 특

징이며 단정하면서도 정교함이 잘 결합된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우수한 불상이다. 또한 불상 안에서 나온 

복장발원문을 통해 1346년이라는 제작연대 및 상을 만든 주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약사신앙의 

양상과 도상적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기준작으로서 가치가 높다.  | 정은우

2.   정은우,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과 특징」, 『미술사연구』29 (미술사연구회, 2015).

 최연식,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신앙내용과 제작주체 : 발원문 내용의 검토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29 (미술사연구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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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haisajyaguru Buddha holding a round medicine vessel in the left hand is 

enshrin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in the Daeungjeon Hall of the lower section of 

Janggoksa Temple.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 written on a red silk cloth found 

inside of the statue, it was produced in 1346 under the leadership of Monk Baegun (1298–1374)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100 donors. It is characterized by a slender oval face, solemn 

look, balanced proportions, a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naturalistic drapery folds, and a 

metal decoration shown on the left that ties the undershirt. 

Skillfully combining elegant and delicate sculptural aesthetics, this exemplary Buddha 

statue from the later Goryeo period provides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n local sculptural 

characteristics and belief in Bhaisajyaguru Buddha.

Gilt-bronz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of 
Janggoksa Temple, Cheongyang

Treasure No. 337

Goryeo (1346)
1 item
Gilt-bronze
H. 90.2 cm 
Ja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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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兜率庵 金銅地藏菩薩坐像

보물 제280호

고려

1구
금동

높이 97.5cm   
선운사 도솔암 

고창 선운사 도솔암 내원궁內院宮에 봉안되어 있는 등신대 크기로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금동지장보

살상이다. 이 지장보살좌상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쓴 두건頭巾과 왼손에 들고 있는 법륜法輪이다. 법륜을 

든 지장보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몸에 비해 얼굴은 큰 편이며 뚜렷한 이목

구비에 둥글고 넓적한 얼굴은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풍긴다. 두건은 머리에 밀착된 둥근 형태로 양쪽 귀 

위에 매듭을 지어 고정하였는데 어깨 위로 드리워진 매듭끈 끝단을 구슬로 장식하여 간결하고 소박한 모습

이다.

곧은 자세에 여래상과 같은 형식의 대의를 걸쳤으며 드러낸 가슴 위로 매듭끈으로 묶인 수평의 내

의(승각기)와 그 측면에는 마름모꼴의 금구장식이 보인다. 옷주름은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는데 왼쪽 어깨에 

넓게 접혀 모아진 맞주름과 양 무릎 밑으로 흘려내린 옷주름이 특징이다. 장신구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보인다. 즉 귓불을 띠형으로 감싼 귀걸이와 둥글고 연주문으로 장식된 팔찌를 착용하였고 목걸이는 

둥근 꽃 형태의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길고 짧은 세 줄의 수식이 늘어져 있다. 

피건(피모)형 지장보살상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 까지 유행하는 형식이며, 둥글고 넓적한 얼굴, 가

로지른 승각기와 띠매듭, 마름모꼴 금구장식, 두껍게 걸친 대의에 간략한 장신구 역시 고려후기 14세기 불

상에 유행하는 특징들이다. 정수리가 둥근 형태의 두건은 1344년으로 추정되는 금강산 내강리 금동지장보

살좌상이나 1383년 은제지장보살좌상과 비교되며, 신체비례나 온화한 인상, 착의법, 장식 표현은 일본 쓰

1.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2. 유대호, 「조선전기 지장보살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79·280 (한국미술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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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섬[對馬島] 관음사觀音寺 소장의 1330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3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

관음·세지보살입상 등과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고려시대 14세기의 작품으

로 추정된다.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상은 두건을 쓴 모습에 부드러운 얼굴표정이 돋보이며, 1m에 이르

는 큰 규모와 고려 14세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불상이다. 또한 보주나 

석장을 든 일반적인 지장보살상과 달리 손에 법륜을 든 유일한 사례로서 지장보살상의 형식 및 도상 연구에

도 중요한 자료이다. | 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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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ated Ksitigarbha is a Goryeo statue rendered in life size. Wearing a headscarf 

and holding the wheel of the dharma in the left hand, it shows pronounced facial features 

in a round, wide face that is relatively large compared with the size of the body, creating a 

soft and mild impression. Personal ornaments such as the ring earrings that wrap around the 

earlobes, simple bracelets, and symmetrically plunging necklace are simple but aesthetic. 

This iconography of a Ksitigarbha wearing a headscarf was widespread until the early Joseon 

period, and such features as the round and wide face, horizontally wrapped undergarment 

and knot, and diamond-shaped ornaments shown in this statue are all characteristic of the 

14th-century Buddhist statues of the later Goryeo period. This is the only extant Ksitigarbha 

statue holding the wheel of the dharma rather than the more conventional wish-fulfilling 

jewel or monk’s staff. The large size of about one meter tall, faithful reflection of the 14th-

century features, and adoption of the dharma wheel make this statue an important research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iconography of Ksitigarbha statues.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at 
Dosoram Hermitage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280

Goryeo 
1 item
Gilt-bronze
H. 97.5 cm 
Dosoram Hermitage of Seon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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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唐津 申庵寺 金銅如來坐像

보물 제987호

고려

1구 
금동

높이 85.5cm
신암사

당진 신암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금동여래좌상이다. 신암사는 충남 당진군 가교리에 

위치한 사찰로 고려 충숙왕(1313~1330)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4대손인 구예具藝의 

원찰로 알려져 있다. 이 금동여래좌상도 창건 당시인 14세기전반기에 봉안한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균형 잡힌 신체에 넓게 트인 당당한 가슴과 넓은 무릎에서 건장하면서도 단

정한 조형성이 돋보인다. 신체에는 안에 편삼을 입은 통견식 대의를 걸쳤으며 가슴을 가로지르는 내의(승각

기)와 내의를 묶는 띠 매듭, 이를 묶은 금속장식의 표현이 특색 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엄지와 중

지를 맞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하였으며 왼손은 수평으로 놓고 같은 수인을 하였다. 머리에는 낮은 육계와 

중간 계주髻珠를 표현하였으며 둥글넓적한 얼굴은 옅은 미소를 띠어 온화한 인상이다. 자연스럽게 접혀진 부

드러운 옷주름은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며 무릎에는 옷자락이 밀착되어 둥근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발목을 휘감으며 흘러내리거나 왼쪽 무릎 밑으로 늘어진 옷자락의 표현 등은 14세기 불상에만 보이는 특징들

이다. 신암사상에 보이는 신체비례, 금구장식과 띠매듭, 착의법, 옷주름 표현 등은 1346년 충청남도 청양 장

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이나 1346년의 충청남도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충청남도 유

형문화재 제34호, 현재 도난)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같은 재료에 비슷한 크기, 우아하고 귀족적인 조형성 등

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을 비롯한 이 금동불상들은 고려후기 불교조각의 기준작

이 될 뿐만 아니라 충청도라는 인접지역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양감과 장대함이 돋보이는 고려후기 14세기의 불상으로 단아한 조형성

은 물론 고려시대 금동불과 충청도지역 불상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불상이다. | 정은우

1. 정은우, 『高麗後期 佛敎彫刻 硏究』 (문예출판사, 2007), pp. 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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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from the Goryeo period, this Buddha statue is enshrined at the Geungnakjeon 

Hall (the Hall of the Western Paradise) in Sinamsa Temple, Dangjin. It is known that Sinamsa 

was built as a votive temple for Gu Ye, the fourth generation of the Neungseong Gu Clan,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suk (r. 1313–1330). This statue is noted for the balanced 

proportions, imposing chest, and wide gap between the knees. The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horizontally worn knotted undergarment with a decorative metal attachment, and 

the lower end of the clothes draping over the left knee are all characteristic of the Goryeo 

Buddha statues of the 14th century. This statue is similar to the 1346 gilt-bronze seated 

Bhaisajyaguru at Janggoksa Temple, Cheongyang,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the 

1346 gilt-bronze seated Amitabha at Munsusa Temple, Seosan, Chungcheongnam-do Province 

in terms of the materials used, size, and elegant and noble senses of aesthetics. This statue 

is also made in the Chungcheong region, similarly to these 14th-century statues, and is an 

excellent example of a Buddha statue illustrating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the 14th 

century. 

Gilt-bronze Seated Buddha of 
Sinamsa Temple, Dangjin

Treasure No. 987

Goryeo 
1 item
Gilt-bronze
H. 85.5 cm 
Sina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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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南原 善國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17호

고려

불상 1구, 복장유물 1158점 
건칠

높이 132.0cm
선국사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금산사 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불상 내부에서 

14~15세기에 인쇄된 다라니多羅尼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 지류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대의를 입은 

방식이나 옷주름, 승기지와 이를 묶은 금속장식 등에서 고려후기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불상의 내

부를 삼베 위에 주색의 호분으로 독특하게 마감한 고려시대 건칠불상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균형감 있는 신체비례와 당당한 자세, 양감있는 가슴 표현이 특징이며, 신체

는 건칠이지만 손은 나무로 만들어 따로 끼웠다. 머리에는 완만한 육계에 둥근 중간계주가 크게 놓여 있으

며, 둥근 얼굴의 긴 눈매와 오똑한 콧날에서 날카로운 인상을 풍긴다.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 부위에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아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입었으며 넓게 트인 가슴에는 

승기지와 이를 묶은 마름모꼴의 금속장식이 크게 표현되었다.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접혀지면서 부드럽게 흘

러내렸는데 무릎에는 소매에서 내려오는 대의 자락이 왼쪽 무릎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져 있다. 선국사 

불상에 보이는 띠매듭과 금구장식 표현 등은 1346년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 1346년 문

수사 금동여래좌상(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4호, 현재 도난)과 유사하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완만한 육계, 

둥근 얼굴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맞주름 잡힌 옷주름과 왼쪽 무릎에 나뭇잎형으로 드리운 옷자락 등도 고

려후기 불상의 특징으로 1274년경에 제작된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나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보물 제930호)과 비교 된다. 

선국사 아미타여래상은 X선 조사를 통해 삼베와 칠을 7~8겹으로 올려만든 건칠 제작기법과 백호와 

눈동자는 수정을 감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1 또한 머리의 윗부분에는 가는 선이 확인되는데 이는 머리 내

1. 『乾漆佛 한국의불상 X-RAY 조사보고서Ⅰ』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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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내형토를 제거하거나 마감하기 위한 절개선으로 추정된다. 건칠불상은 삼베와 칠을 여러 겹 올려 형태

를 만드는 불상으로 값비싼 재료인 칠漆을 사용하여 무게가 가볍고 정교한 조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고

려시대에서 부터 조선전기까지 유행하여 약 20 여구 정도 남아 있다. 

고려시대의 건칠불상은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봉화 청량사 유리보전 건

칠여래좌상과 건칠보살좌상, 경기도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라남도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

래좌상(보물 제544호), 경상북도 대둔사 건칠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좌상, 일본 동경 대창

집고관大倉集古館 소장 건칠보살좌상 등 약 10여점 정도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여래상은 5점이며 청량사 불상

을 제외하면 모두 아미타불인 점이 주목된다.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고려 14세기 여래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유행한 옻칠과 삼베로 제작된 사례이다. 고려시대 불교조각사와 건칠불상 연구에 중요하며 불상 

안에서 나온 다량의 인본다라니와 묘법연화경등의 복장유물도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 인쇄사 및 서지학 

분야의 귀중한 자료이다. | 정은우

금강계만다라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사도합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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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is currently held at the Seongbo Museum of Geumsansa Temple. Inside 

it were found a great number of votive objects, including dharani texts and a Lotus Sutra 

printed during the 14th or 15th century. The style of wearing the robe, drapery folds, and 

metal ornament tying the undershirt all faithfully reflect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later 

Goryeo period. It is unique, however, in that the inner surface of this dry-lacquered statue is 

finished with red pigment. This is a definitive example of dry-lacquered Buddhist sculpture 

from Goryeo. 

An X-ray survey confirmed that this statue was made by alternatively applying hemp 

cloth and lacquer in seven to eight layers, and the hands were separately crafted in wood and 

then joined to the body. Using expensive lacquer sap, this type of Buddhist statue is light in 

weight and allows for delicate sculptural expressions. Dry-lacquered Buddhist statues were 

favored in Korea from the Goryeo period to the early Joseon era, and about 20 such example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present.

Exemplifying the style of Buddha statues of 14th-century Goryeo, this dry-lacquered 

statue is valuable for the study of Goryeo Buddhist sculpture and of dry-lacquered statues in 

general, and given the large volume of documents found from the inside of the statue, also 

for the study of printing technology and historical documents of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period.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Seonguksa Temple, Namwon

Treasure No. 1517

Goryeo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158 pieces
Cloth and lacquer   
H. 132.0 cm 
Seon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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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龜尾 大芚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33호

고려

1구
건칠

높이 105.5cm
대둔사

구미 대둔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삼베와 옻칠을 여러 겹 올려 제작한 고

려시대의 건칠불상이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이며, 정상계주만 이후에 보수되었을 뿐 원래의 상태가 

잘 남아 있고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신체에 비해 큰 얼굴과 당당한 체구에 단순해진 옷주름

이 특징으로 조형적으로도 우수하다. 대둔사 대웅전은 17세기의 전각이고 현재의 주존불은 고려시대의 아

미타불인 점에서 다른 절이나 법당에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고개를 약간 내민 자세에 무릎이 넓어 안정감있는 비례를 보이며 오

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하였으며 왼손도 엄지와 중지를 맞대

고 있다. 머리에는 낮은 육계에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있고 뾰족한 나발을 빼곡히 표현하였다. 볼살이 오

른 방형의 얼굴은 눈꼬리가 올라간 눈과 콧등이 넓은 날카로운 코에 도톰한 입술로 엄격하고 근엄한 인상이

다. 둥글게 처리된 어깨 위로 대의大衣를 걸쳤는데 옷주름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주름을 형성하였다. 착

의법은 대의 아래 편삼偏衫을 입었으며 굴곡진 가슴 밑으로 수평으로 표현된 내의(승각기)와 여러 번 꼬아서 

늘어뜨린 띠매듭이 보인다. 이러한 착의법과 띠매듭 형식은 고려후기 불상의 특징이며 옷주름은 고려후기

의 다른 불상들에 비해 간결하면서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왼쪽 어깨나 왼쪽 무릎 위로 흘러내린 소

매에서 늘어진 대의자락은 접혀진 부분없이 밋밋하고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를 대표하는 서울 개운사나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에서 14세기의 화성 봉림사 금동여래좌상으로 변화되는 고려후기 여래상의 과도기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작기법은 X-ray 촬영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즉, 불상의 불신은 삼베와 옻칠을 겹겹이 올

린 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고 두 손은 나무로 만들어 끼워 고정하였으며 나발은 가소성있는 다른 재료를 이

용하여 만들어 하나씩 붙힌 기법으로 제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역시 고려시대 건칠불상의 일반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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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법이다. 건칠불상은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에 걸쳐 성행하였는데, 경상도지역 건칠불상은 경상북도 봉

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과 건칠보살좌상, 경상북도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1395년경, 보물 제

933호),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1447년 중수, 보물 제992호), 경북 경주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

(1501년, 보물 제415호) 등 다수가 남아 있다.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중품하생인의 수인을 한 아미타불상으로 신체에 비해 큰 머리, 

근엄한 인상, 착의법 등에서 고려후기 불상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근엄하지만 세속화된 인상에 

단순하고 간략화된 옷주름에서 14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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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Daeungjeon Hall of Daedunsa Temple in Gumi, this seated Amitabha 

is a Goryeo statue constr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multiple layers of hemp cloth 

and lacquer. It is currently empty inside. The statue has maintained its original form with 

the exception of only repairs to the top jewel of the skull protuberance, and the state of 

conservation is quite good. It is a superior Buddha statue and noted for its large face, stout 

body, and simplified drapery.

Making the hand gesture for turning the wheel of the dharma, this Amitabha statue 

shows features characteristic of late Goryeo Buddhist statues through its large head, solemn 

facial expression, and manner of wearing its robe. In other terms, this statue belongs to a 

chronological category between the 13th-century wooden seated Amitabha statues at Gaeunsa 

in Seoul and Bongimsa in Hwaseong and the 14th-century gilt-bronze seated Buddha statue 

at Bongnimsa. An X-ray survey revealed that this statue was made by compounding several 

layers of hemp cloth and lacquer, and the two hands were separately carved in wood and 

fixed to the body. Each strand of the curly hair was separately made from a plastic material 

and attached. 

This 14th-century dry-lacquered Amitabha statue made in the Gyeongsang region 

shows a unique Goryeo Buddha statue style, offering a solemn but secular impression and 

featuring a simple manner of wearing the robe and for describing its stylized folds.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of 
Daedunsa Temple, Gumi

Treasure No. 1633

Goryeo 
1 item
Cloth and lacquer 
H. 105.5 cm 
Daed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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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986호

고려

1구
금동

높이 95.5cm
운장암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은 원래 운장암 앞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었던 불상으로 현재는 1900년경 

세운 암자의 관음전에 현재 봉안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살상의 머리에는 근래에 새로 만든 크고 화려한 보

관을 쓰고 있으며, 표면에는 두껍고 다양한 색채로 채색되어 본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모셔져 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무릎은 좁은 편이며 결가부좌의 자세에 오른손은 위로 들고 왼손은 수평으

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얼굴은 둥글고 넓적한 편이며 머리에는 끝을 둥글게 말아올려 묶은 상투

(보계)가 높이 솟아 있고 머리카락은 빗으로 빗은 듯 가늘게 골을 새겼으며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보발)은 

어깨 위에서 세 개의 고리를 만들어 다섯 가닥으로 흘러내렸다. 둥글고 넓적한 얼굴은 수평의 가느다란 눈, 

오똑한 코, 작지만 도톰한 입술로 옅은 미소를 띤 온화한 인상이다. 

착의법은 오른쪽 팔에 편삼偏衫을 걸치고 그 위에 대의를 양 어깨를 감싸듯 입은 모습인데 오른쪽 

대의자락은 어깨에서 반달형으로 걸쳐지고 그 한 자락이 겨드랑이를 돌아 다시 왼쪽 어깨 위로 걸쳐진 모

습이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가로지른 내의(승각기)와 이를 묶는 마름모꼴 금구장식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가

지런히 묶어 늘어뜨린 리본형 띠매듭이 특징적이다. 장신구는 목걸이와 팔찌, 무릎 위 영락장엄 등을 걸쳤

으며 목걸이는 가운데 둥근 화형의 길게 늘어진 장식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연봉형 구슬이 드리워

지고 같은 형식의 영락은 무릎에도 표현되었다. 현재 불상 외면을 두껍게 채색하여 문양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좌우, 측면에도 영락 장식을 늘어뜨린 흔적이 확인된다. 운장암 보살상의 신체비례나 얼굴, 착의법과 

옷주름, 영락장식, 상투머리와 머리카락 표현 등은 일본 대마도對馬島 관음사觀音寺 소장의 서산 부석사浮石寺 

금동보살좌상(1330년)과 매우 유사하다. 부석사 보살상 이외에도 일본 장득사長得寺 금동보살좌상이나 일본 

보명사普明寺 금동보살좌상 등과 대의를 입은 모습이나 금구장식, 리본형 띠매듭, 영락장식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비례, 얼굴 모습, 옷주름 세부 표현 등은 부석사 보살좌상과 매우 우사한 점에서 충청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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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우, 「西日本地域의 高麗佛像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 『東岳美

術史學』 14 (동악미술사학회, 2013), pp.85-87

에서 조성된 지역적 공통성에 주목된다. 즉 운장암 보살상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충청도지역에서 조성

된 고려후기 14세기의 대표적인  불상이라 할 수 있다.1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은 보관은 없어졌고 외면

에 칠한 두꺼운 채색층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은 잃었지만 보

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1m에 가까운 근 규모에 몸에 비해 

큰 얼굴의 신체비례, 온화한 인상, 왼쪽 어깨의 주름 처리, 

왼쪽 무릎 밑으로 흘러내린 대의자락, 좌우대칭의 영락장식 

등이 특징이다. 특히 높이 올려 땋은 상투는 실제의 머리 모

습을 재현한 듯 머리카락 골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현

재 국내에 남아 있는 충청도지역의 유일한 고려후기 14세기

의 보살상인 점에서도 중요하다. | 정은우

보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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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enshrined in the Gwaneumjeon Hall of Unjangam Hermitage in Cheongyang, 

this gilt-bronze bodhisattva statue wears a more recently made crown and has been painted 

with a thick layer of diverse colors, costing it much of its original form. This statue is 

characterized by its full lotus posture, round and wide face, high-rising topknot, and mild 

impression with a slight smile. It is also noteworthy for the horizontally worn undergarment 

and the ribbon-shaped knot that ties up the undershirt, diamond-shaped ornaments, 

and splendid necklace. These features share similarities with the 1330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from Buseoksa Temple, Seosan, that is presently held at Kannon-ji Temple on 

Tsushima Island, Japan.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the two were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Rendered in a relatively large size reaching a full one meter, this statue is the only late 

Goryeo Buddhist statue produced in the Chungcheong region that remains in Korea. Along 

with the 1330 example currently located in Japan, this statue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ies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bodhisattva statues during the Goryeo period.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at 
Unjangam Hermitage, Cheongyang

Treasure No. 986

Goryeo 
1 item
Gilt-bronze
H. 95.5 cm 
Unjangam Hermitage



298 고려시대

57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790호

고려

1구 
금동

높이 72.5cm
용문사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관음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보관은 없어져 다시 만

들었지만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당당한 신체에 방형의 얼굴, 단정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에 화려한 장식성

이 돋보이는 고려후기의 보살상으로 전체적인 불신에 비해 보관은 다소 크게 제작되었다.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상반신이 길어 늘씬한 느낌을 주는데, 오른손은 가슴높이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수평으로 들어 같은 수인을 하였다. 상투는 높게 올려 세우고 중간을 묶어 고정

시킨 후 그 끝을 부채살과 같은 형태로 말아 올린 모습이며, 이마선의 윗부분과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

카락을 촘촘하게 선각하여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방형의 얼굴에는 수평으로 뜬 작은 눈과 오똑

한 콧날, 꽉 다문 입술 등 온화하고 인간적인 모습이며 귓바퀴와 외이도를 묘사한 귀 등에서 사실적인 조각

수법을 보인다. 착의법은 편삼에 통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 위에 반전한 옷자락의 표현이라든지 

왼쪽 무릎 에 걸쳐진 소매에서 흘러내린 옷자락, 어깨 뒤로 넘어가는 대의 끝자락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

다. 특히 대의자락이 무릎 밑에서 모아져 대칭을 이루는 형식은 14세기에 유행하는 특징이다. 또한 치마(군

의)를 묶은 리본형태의 매듭과 수평의 내의(승각기), 이를 묶은 금구장식을 다소 크게 표현하였지만 전체적

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모습이다.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 영락 등으로 신체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귀에는 둥근 화형의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목걸이는 둥근 꽃무늬를 중심으로 구슬이 감싸듯 달려 있고, 중

심부의 꽃무늬 좌우로 작은 화문이 장식되었으며 그 아래로 크고 작은 구슬과 연봉우리, 장식술로 구성된 

수식垂飾을 드리웠다. 양 무릎에도 목걸이와 같은 장식을 표현하엿다. 

용문사 보살상에 표현된 이러한 특징들은 일본 관음사觀音寺 소장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1330년), 일본 장득사長得寺 소장 금동보살좌상, 일본 보명사普明寺 금동보살좌상, 청양 운장암 금

동보살좌상(보물 제986호) 등 고려후기 14세기 보살상들에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용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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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상 역시 현재 개금층이 두꺼워 다소 둔탁해 보이지만 같은 범주의 조각적 계보를 잇는 14세기의 보

살상으로 추정된다.1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정교한 세부표현이 돋보이는 고려 

후기의 전형적인 보살상으로 착의법이나 얼굴 표현, 영각 등의 장신구 처리에서 시대성이 잘 드러나 있다. 따

라서 고려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은우

1. 정은우, 「고려후기 보살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36 (한국미술사학회, 2002) ;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pp. 12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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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is enshrin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and respect at the Gwaneumjeon 

Hall (the Avalokitesvara Hall) of Yongmunsa Temple. The statue is characterized by an 

imposing body, rectangular face, and splendid decoration. It is particularly noted for its long 

upper body, voluminous high topknot, sharp nose, and flamboyant jewelry. In addition, the 

ribbon-shaped knot that ties up the skirt, the metallic decoration that fastens the undershirt, 

and the folds of the drapery all appear highly naturalistic. These characteristics commonly 

appear in Bodhisattva statues from 14th-century Goryeo, such as the 1330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from Buseoksa Temple in Seosan that is currently sited at Kannon-ji Temple on 

Tsushima Island, Japan, and the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of Unjangam Hermitage in 

Cheongyang (Treasure No. 986).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is statue was also produced 

around this time. 

Distinctive for its balanced body and delicate details, this Avalokitesvara statue is a 

clear example of late-Goryeo bodhisattva statues and therefore provide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 for the study of later Goryeo Buddhist sculpture.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Yongmunsa Temple, Yangpyeong

Treasure No. 1790

Goryeo 
1 item
Gilt-bronze
H. 72.5 cm 
Yongm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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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求禮 泉隱寺 金銅佛龕

보물 제1546호

고려

불감 1점, 불상 2구 
금동

높이 43.3cm
천은사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은 불전을 그대로 본 딴 전각형殿閣形 불감과 그 내부에 안치된 금동여래좌상 

2구로 이루어진 고려말기의 작품이다. 높이 43.3cm의 불감은 지붕, 불상이 새겨진 몸체, 그리고 방형의 기

단부로 이루어졌으며 크기와 규모, 장식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각형 불감에 해당한다. 나옹화상懶翁和尙

(1320-1376) 원불願佛로 전하며 원래는 천은사 뒤 노고단 중턱의 상선암에 있던 것이라고 한다. 

불감의 지붕은 우진각이며 기왓골을 표현하였고 용마루 끝에는 망새鴟尾를 끼웠던 구멍이 확인된다. 

불감의 몸체는 여닫이식으로 문비를 열면 봉안된 불상이 보이며 그 내벽에는  불회도佛會圖 처럼 장엄한 불

상들이 새겨져 있다. 문비 앞면에는 네 짝으로 된 분합문을 음각하였는데 능형문, 운문, 연당초문 등을 새

겼고 문비의 안쪽에는 금강역사상을 돋을새김하였다. 금강역사상은 왼손에는 금강저金剛杵를 쥐고 허리를 

젖히고 서 있는 역동적인 자세에 용맹스런 얼굴 표정, 온 몸을 감싼 천의와 화염형 광배를 역동적으로 표현

하였다. 불감의 내부에는 별도의 판을 부착하여 불상과 다양한 문양을 타출기법으로 가득 메워 장식하였

다. 봉안된 불상의 후면 내벽에는 비로자나삼존불과 십대제자, 사천왕, 타방불이 배치되었고 바닥에는 엽전

과 같은 전보錢寶 등의 칠보와 구름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좌우 측벽에는 약사삼존불, 아미타삼존불이 위

치하고 여백은 운문으로 메웠다. 즉 불감 내벽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약사, 아미타불의 삼세불三世

佛 도상을 새겼는데 이 도상은 1348년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삼세불회三世佛會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려후기

에 등장하는 도상이다. 이 불감 내벽에 배치된 삼세불은 마치 사경변상도나 경판화와 같이 얼굴이나 옷주

름 등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약사불은 약합을 들었으며 아미타불은 한손을 가

1. 『천은사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0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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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 위로 들어 손가락을 맞댄 설법인을 취하였다. 착의법은 안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입었으며 좌우 

불상은 가슴 아래에 띠매듭이 확인된다. 이러한 금동제 전각형 불감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 까지만 제작

되는데 가장 유사한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불감이다. 내면을 장엄한 삼세불상의 도상, 착의법 

등도 유사한데 이는 고려후기부터 보이는 특징이며 불감 내면을 다양한 문양으로 빼곡히 메우는 장식성 역

시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조형성이다.  

내부에 봉안된 2구의 불상은 높이가 각각 13.4cm, 13.7cm으로 규격이 작은 금동여래좌상이다. 이 

금동불상들은 몸에 비해 큰 머리에 통견식 착의법, 간결하고 도식적인 옷주름, 올림꽃과 내림꽃을 대칭적으

로 맞댄 대좌 등이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대좌 형식은 고려후기에 원의 영향으로 새롭게 유입된 외래적 요

소로 여말선초기에 유행한다. 한편 불감 뒷면에는 ‘‘조상 신승 조장 금치 조수 박어산 시주 박씨 양주 연화 

신음 중보 해왕造像 信勝 造藏 金致 造手 朴於山 施主 朴氏兩主 綠化 信音 重寶 信禪 海王’이라는 내용의 조성기가 새겨

져 있는데 이를 통해 불상 및 불감의 제작자와 시주자가 확인된다. 즉 불상과 불감은 각각 별도의 장인에 의

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감의 밑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총 5개의 구멍이 뚫

여 있고, 불상의 대좌에도 역시 같은 구멍이 있어 불감의 밑면과 불상대좌를 연결하여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원래는 불감 내부에 5구의 불상을 봉안했음이 확인된다.

천은사 금동불감과 불상은 나옹화상의 원불로 전해지는 점과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고려 14세기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교한 제작기술과 장식성 및 섬세함을 지닌 아름다운 조형성, 그리고 불

상과 불감을 만든 제작자가 밝혀진 매우 드문 사례인 점에서 중요하다. | 정은우

2. 정은우, 「여말선초의 금동불감 연구-순천 송광사 고봉국사 불감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p.110.

3.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과 원의 영향」,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4),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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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fact dating from the later Goryeo period consists of a portable shrine modeled 

precisely after a real Buddha hall, with two gilt-bronze seated Buddha statuettes housed inside 

the shrine. It is comprised of a roof, Buddha-decorated body, and base and is recognized as 

the definitive example of such portable shrines in Korea. It is said that this portable shrine 

is what Monk Naong (1320–1376) venerated his entire life and was originally located at 

Sangseonam Hermitage halfway up Nogodan Peak behind Cheoneunsa Temple.

Below its hipped roof, the portable shrine is carved on the inside with Buddhist 

figures and objects: a Diamond Diva statue carved in relief on the doors; a Buddha assembly 

featuring the Vairocana triad, the Buddha’s ten major disciples, the Four Heavenly Kings, and 

Buddhas from other temporal periods on the reverse; and coins, seven precious jewels, and 

clouds on the floor. Additionally, the Bhaisajyaguru triad and the Amitabha triad are rendered 

on either flank side, so the three types of Buddha triad—Vairocana, Bhaisajyaguru, and 

Amitabha—are all displayed on the interior of this portable shrine.

Although only two Buddha statuettes remain within the shrine, grooves on the existing 

Buddhas and in the shrine suggest that there were originally five statuettes. The back is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e artisans who created the Buddha statues and the shrine. 

Given its stylistic features and the fact that it was the Buddhist vow object for Monk 

Naong, it is estimated that this artifact was produced in the 14th century. It is a rare case 

of Buddhist sculpture that comes with the exact names of its producer. This artifact is a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 for studies on a wide range of disciplines, such as Buddhist 

sculpture, painting, crafts, and architecture. 

Portable Shrine for Gilt-bronze Buddhas 
at Cheoneunsa Temple, Gurye

Treasure No. 1546

Goryeo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2 items
Gilt-bronze
H. 43.3 cm 
Cheone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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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羅州 佛會寺 乾漆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545호

여말선초

1구
건칠

높이 128.0cm
불회사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은 대웅전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오른손이 왼손을 감싼 지권

인智拳印을 한 유일한 건칠불상으로, 이는 고려후기부터 나타나는 수인 형식이다. 현재 불상의 내부는 비어 

있어 복장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내부는 삼베로 바르고 주색의 호분으로 마감하였는데 결가부

좌의 자세와 옷주름이 그대로 드러나 내형토 작업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체가 긴 편이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에 무릎이 낮고 넓게 표현된 점 

등에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머리에는 촘촘하게 표현한 나발과 중

간계주가 확인된다. 얼굴은 볼살이 있어 통통한 모습이며 뚜렷한 이목구비에 입술 양 끝을 올려 미소가 있

는 듯 전체적으로 온화한 인상을 풍긴다. 착의법은 편삼 위에 변형통견식의 대의를 입었으며 넓은 가슴에

는 수평의 내의(승각기)와 나비형으로 묶인 띠매듭이 보인다. 대의의 목깃을 입체적으로 세운 모습이나 왼

쪽 무릎 위에 드리운 넓은 소맷자락, 비슷한 간격으로 넓게 주름을 잡은 도식적인 옷주름이 특징이다. 제작

기법은 X선 조사를 통해 삼베와 칠을 6겹 정도의 겹으로 올려 제작한 건칠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눈동자와 

백호는 수정을 감입하였고 손은 나무로 만들어 끼운 다음 철정으로 고정하였다. 이 불회사 비로자나불좌상

은 두 손을 서로 감싼 독특한 지권인의 수인 형식과 작은 얼굴에 허리를 긴 신체 비례,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 도식적인 옷주름이 특징으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칠불상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전기에 걸쳐 제작되고 유행하였던 재료로서 약 20여 점 정도 남아 있지

만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상식은 불회사 불상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은 나주

지역에서 제작된 건칠상으로 건칠이라는 소재의 특수성과 도상 및 건칠의 지역성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정은우

1. 『乾漆佛 한국의불상 X-RAY 조사보고서Ⅰ』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p.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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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rated as the main Buddha at the Daeungjeon Hall of Bulhoesa Temple, this dry-

lacquered Vairocana makes the wisdom-fist hand gesture rendered in the style of the right 

hand grasping the left hand . This is the only extant Vairocana example showing this mudra. 

The long upper body, slightly forward-bending position, and low and widely spaced knees 

together suggest an assumed production date of the later Goryeo or early Joseon period. An 

X-ray survey found that it was constr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ix to eight layers of 

hemp and lacquer, the surface of the inside was finished with red pigment, the eyes and the 

gem between the eyes are inlayed with crystal, and the hands were sculpted from wood and 

secured to the body with iron nails. 

 Notable for its distinctive mudra, small face, long upper body, and inclined posture, 

this dry-lacquered Vairocana statue is valuable for the study of loc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history of dry-lacquered sculpture and iconography. 

Dry-lacquered Seated Vairocana Buddha 
of Bulhoesa Temple, Naju

Treasure No. 1545

Late Goryeo - Early Joseon 
1 item
Cloth and lacquer 
H. 128.0 cm 
Bulho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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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금동대세지보살좌상 金銅大勢至菩薩坐像

보물 제1047호

여말선초

1구
금동

높이 16.0cm 
호림박물관 

정병이 조각된 보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경책이 안치된 연꽃가지를 들고 앉아 있는 대세지보살상이

다. 보관의 정병과 경책은 남송대의 정토불화에 아미타불의 협시로 등장하였던 대세지보살의 표지이다. 보

관의 보병은 『관무량수불경』에 대세지보살의 육계 위에 보병이 안치된다는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나, 

경책을 들고 있는 경전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고려시대에 성행한 아미타삼존도나 아미타팔대보살도 등에는 

보관에 정병이 안치되고, 손에 경책을 든 대세지보살이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등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음보살이 단독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데 반하여 대세지보살은 단독의 그림이나 조각으로는 만들어진 

사례는 없었다. 관음보살만큼 단독의 신앙 대상으로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살상도 

단독상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아미타삼존상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살은 머리에 꽃무늬와 갖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높은 보계가 표현되었다. 신체에 비해 작은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다. 신체는 어깨가 넓고 

허리가 잘록하며, 몸에는 적절한 근육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신체의 굴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자락은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 

옷은 군의, 승기지, 천의를 착용하고 있는데, 전신에 걸쳐 그물모양의 영락을 착용하였다. 군의는 허

리에서 벨트에 의해 고정되었으며, 가슴까지 치켜 입은 승기지는 끈으로 묶였으며 매듭으로 마무리 되었다. 

양 어깨와 등을 넓게 덮은 천의는 팔을 따라 내려오다가 하박下膊에 걸쳐진 후 다리 아래로 사라졌다. 전신

을 감고 있는 영락과 흉식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성행하였던 송식宋式 영락을 잇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도 보인다. 흉식은 여러 개의 고리가 중첩되어 복잡하게 변하였고, 복부의 영락은 가슴 장식에서 복부 

장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변화도 나타났다. 대좌는 연잎이 3겹으로 중첩된 형태인데, 영락과 천의의 말단

이 연꽃대좌 위로 나타나 장식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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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상은 고려 후기 보살상에서 연유하는 요소들과 함께, 새로이 중국의 명대에서 유입된 요소, 그

리고 티베트에서 연유한 요소 등이 혼합되어 이국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고려 후기 이래의 전통적인 요

소로는 전신을 덮은 영락 장식이나 앙련의 연화대좌, 그리고 보관의 정병과 손에 든 경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흉식胸飾에서 복부식腹部飾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락장식은 새로운 명식明式 영락의 반영으로 판단된

다. 중국 북경 법해사法海寺의 명대 관음보살도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식의 영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티베

트적 요소로는, 귀에 비해 큰 연화문 귀걸이, 오른손에 쥔 연꽃 가지가 팔의 측면을 따라 위로 올라가 어깨

에 이르는 표현, 다섯 개의 잎으로 장식된 보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살 상반신과 두 팔 사이를 빈 공간

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간감과 입체감을 높이는 방식도 티베트 불상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말선초의 불상 중에는 이처럼 고려·송으로부터 연유한 전통 양식과 티베트·명으로부터 연유한 

새로운 양식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독특한 양식의 불상들이 다수 제작되었고, 이 대세지보살상도 그중 하나

라고 하겠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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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lt-bronze statue depicts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wearing a crown 

bearing the image of a kundika (precious vase) and holding in the right hand a lotus 

branch enshrining a sacred book. This iconography is presumed to be based on the 

Amitayurdyana Sutra, which describes a precious vase placed on the skull protuberance of 

Mahasthamaprapta. However, it is uncertain from which Buddhist scripture this rendering 

of a sacred book was derived. The integration of late-Goryeo sculptural features with new 

foreign factors originating in Ming China and Tibet produces an exotic look. Traditional late 

Goryeo features include the decorative jewels covering the body, the upward-turning lotus 

pedestal, the precious vase in the crown, and the sacred text held in the hand. Meanwhile, 

the decorative scheme of linking the ornamentation on the chest with that on the belly is 

estimated to be a novel feature imported from Ming, as it was a new decorative form at the 

time that was adopted in such Buddhist statues as the Ming Avalokitesvara image in the 

Fahai Temple in Beijing. Tibetan influences can be found in the lotus-patterned earrings 

surpassing the ears in size, the rendering of the lotus branch in a way that stretches up along 

the side of the arm to the shoulder, and the five-petal crown. The early Joseon period saw the 

production of large quantities of Buddhist statues that combined traditional Goryeo and Song 

features with new Ming and Tibetan influences to give birth to a unique Joseon style. This 

Mahasthamaprapta statue is among them. 

Gilt-bronze Seate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Treasure No. 1047

Late Goryeo - Early Joseon 
1 item
Gilt-bronze
H. 16.0 cm 
Hori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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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872호

여말선초

1구
금동

높이 18.6cm 
국립춘천박물관 

이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은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재 국립춘천박

물관(본 11724)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상은 특히 크기나 형태, 표현방식 등에서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

는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과 거의 같아 아미타여래와 함께 삼존의 구성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살상의 보계는 3개의 능을 이룬 삼릉형 보계로, 뒷면에서 보면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교묘하게 

땋아 올려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고, 보계의 끝은 보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마감하였다. 좌우로 

가지런히 빗어 정돈한 보발은 자연스럽게 보관의 턱을 이루고 있고, 보관은 다섯 개의 꽃잎을 세운 오엽형 

보관五葉形 寶冠이다. 보관의 테두리의 상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슬문을 장식하였고, 그 내면에는 거치문

으로 얕게 새겨 넣었다. 거치문 사이사이의 공간에는 3개의 어자문을 찍어 눌러 삼보문三寶紋을 이루도록 시

문하였으나 정연하지는 않다. 테두리의 다섯 곳에 둥근 보주 장식을 덧붙이고, 그 위에 넝쿨이 서로 상승

하며 등을 맞대 만들어낸 꽃잎형 장식을 세워 보관을 구성하였다. 중앙의 가장 큼직한 꽃잎 장식에는 아미

타정인阿彌陀定印의 화불化佛을 표현하여, 관음보살상임을 표식하였다. 꽃잎형 입식에는 네모꼴 보석을 중앙

에 놓고 사방에 ‘십자十字’ 형태로 아몬드형 보석을 배열하였다. 이와 같은 장식은 15세기 명대明代 티벳계 보

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보관 아래로는 머릿결이 드러나게 보발을 드러내었고, 뒷머리도 중심을 

향해 정갈하게 정돈하여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귀는 약간 정면을 향했으며, 이륜을 둥글게 돌리고 상하각의 연골은 짧고 깊게 파내었다. 귓구멍은 

곡옥모양으로 깊게 파내었고, 길게 늘어진 귓불에는 원반 모양의 큼직한 화문의 귀고리를 부착하였다. 큼직

한 원반형 이식耳飾은 원·명대 티벳계 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백호는 표현되지 

않았다. 둥글게 휘어진 눈썹은 오똑한 콧날로 반듯하게 이어졌으며, 콧방울은 크고 실재감 있게 묘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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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톰하게 부푼 눈두덩에는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그윽한 눈매를, 깊은 인중 아래로는 도톰한 입술을 사

실감 있게 나타내었다. 얼굴은 역삭감형의 갸름한 형태이며, 광대뼈는 약간 돌출하였으나 볼 살이 부드럽게 

올라와 전반적으로 자비로운 관음보살상의 존각尊格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감이 절제된 단정한 얼

굴은 원·명대 라마불상의 영향으로 제작된 보살상에서 공통하는 요소이다. 

천의天衣는 양어깨와 팔뚝을 감싸고 흘러 내렸는데,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팽팽한 탄력감을 느

낄 수 있다. 특히 왼쪽 팔꿈치 부근에는 작은 Ω형 주름을 표현하여 시대적 특성을 담고 있다. 목에는 이중

의 연주문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가슴에는 큼직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영락을 걸치고 있다. 이 영락장식에서

는 다시 3가닥의 U자형 영락장식이 상호 교차하며 늘어져 있으며, 중앙과 좌우에서 흘러내린 영락은 중앙

의 큼직한 화문으로 연결되고 다시 허리와 다리 등 온몸으로 퍼져 나가게 하였다.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화

려한 영락식도 원元·명대明代 라마불상 양식의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고, 호림박물관 금동대세

지보살상이나 파리 기메박물관 금동보살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 군의裙衣는 가슴까지 바싹 올려 입었고, 잘

록한 허리에는 요의腰衣를 걸쳤다. 요의는 보관의 테두리 장식과 마찬가지로 연주문과 거치문, 그리고 어자

문 3개를 삼보문三寶文처럼 넣은 벨트로 고정하였다. 수인은 오른손은 들어 손바닥을 위로하여 엄지로 자연

스럽게 구부린 중지와 약지를 맞대듯하였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단전에 부근에 두었고, 지물은 없

다. 반타원형의 연꽃대좌는 세련된 연잎을 세 겹으로 중첩하였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며 단판에

서 중판으로 변화를 주었고, 또한 꽃잎의 크기를 달리하여 상승감을 고조시켰다. 대좌의 앞쪽으로는 천의

자락과 영락장식이 자연스럽게 드리워 기교를 더 하였다. 

 이 보살상은 호림박물관상 금동대세지보살상(보물)과 프랑스 기메박물관 금동보살좌상 등 여말선

초 원·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일련의 불상들과 공통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불상은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동일한 계통의 작품을 범본이나 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소형의 금동불상은 여말선초 금강산 신앙의 유행에 따라 이 일원에 많이 봉헌, 봉

납되었다. 

이 관음보살상에 보이는 오엽보관, 원반형의 큼직한 귀걸이, 파상형을 이루며 어깨 위로 흘러내린 보

발, 꽃잎 모양의 완훈, 여러 겹 쌓아 올린 보발, 잘록한 허리, 가슴 앞으로 치∪형으로 치렁치렁 늘어진 영락

장식 등은 원·명대 라마양식의 보살상과 공통하는 요소여서 이 보살상도 이러한 국제적 영향관계 속에서 

14세기 후반 내지 15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상은 손상된 부위가 거의 없고 표면의 도

금도 온전하게 남아 있다. 관음보살의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세련된 

표현기법과 뛰어난 조형미와 예술적 감성을 보여 주는 이 시기 이 유형의 불상을 대표한다. 특히 여말선초 

크게 유행한 금강산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살상으로, 이 시기 불교신앙 연구 및 불교조각 연구에 귀

중한 자료이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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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ed from Jangyeon-ri in Hoeyang, Gangwon-do Province, this statue is currently 

collected at the Chuncheon National Museum. This Avalokitesvara image closely mirrors the 

gilt-bronze seated Mahasthamaprapta (Treasure No. 1047) collected at the Horim Museum in 

terms of size, form, and modes of expression, making it likely that the two bodhisattvas were 

part of the Amitabha triad. While features such as the five-petaled crown, large disc-shaped 

earrings, wave-like hair strands on the shoulders, petal-shaped armband, high topknot, 

slim waist, and U-shaped necklaces plunging over the chest are shared with Tibetan-style 

bodhisattvas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of China, its detailed expression shares much 

more in common with examples from the Xuande era of Ming. All in all, given the facial 

expression, slender waist, folds and waistline of the skirt, complex necklace decoration, and 

lotus pedestal, this Avalokitesvara statue is estimated to date from the late 14th to the early 

15th century. Showing only slight damage, this gilt-bronze statue has maintained its gold 

coating intact. Manifesting the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rendered with superb sculptural and artistic skill, this statue is a definitive example of 

Avalokitesvara images from the period. In addition, it possesses close associations with the 

Geumgangsan Mountain cult that was popular in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period, 

serving as a significant material for studies on Buddhist beliefs and Buddhist sculpture during 

this er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Jangyeon-ri, Hoeyang

Treasure No. 1872

Late Goryeo - Early Joseon 
1 item
Gilt-bronze
H. 18.6 cm 
Chuncheon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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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보물 제993호

조선(1395년)
1구
건칠

높이 79.0cm
장륙사

경상북도 영덕 장륙사에 봉안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 1395년에 조성된 건칠보살상이다. 고려 후기 

보살상의 양식적, 도상적 특징이 잘 발현되어 있는 조선 초기 보살상으로, 경북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 조선 

초기 보살상들의 계보를 잘 보여주는 상이다.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발원문에 추기된 개금기록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1395

년 전 판사判事 백진白瑨·白瑱과 밀양군부인박씨密陽郡夫人朴氏를 중심으로 영해부사 이귀산李貴山 등의 관리, 

신암信庵·승부勝孚 등의 승려 등 승속 180여 명에 의해 조성되어 위장사葦長寺의 선당禪堂에 봉안되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따르면, 위장사는 영해부의 서쪽 용두산龍頭山

에 있었다고 한다. 보살상을 조성한 조각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성된 지 12년만인 1407년에 

시행된 개금을 한 장인은 승려 향근向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말선초의 학자 권근이 쓴 「사불산미륵암중창

기四佛山彌勒庵重創記」에 의하면, 발원자 백진은 대대로 영해에 살았다고 하며 사찰을 중건하고 불상을 조성

할 만한 지방의 세력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상은 대좌와 광배가 결실된 채 불신만이 유존하고 있다. 금속제의 보관과 목제의 손과 귀를 제

외한 보살 전신은 옻칠을 입힌 포가 4-5겹 입혀진 건칠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머리 뒷부분에는 머리속의 내

형토를 제거하기 위한 절개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머리 위에는 보계寶髻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정

수리에 구멍을 뚫고 별도 제작된 보계를 꽂았던 흔적이 수리 과정에서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 보관은 여말선초 보관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원통형이며 덩굴문 등이 매우 세밀한 조각이 베풀

어진 사례와 달라서 16-17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상은 결가부좌한 채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가 원래의 모습인지 혹은 

후대의 변형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앉은키에 비하여 어깨의 폭이 넓어 건장해 보이며, 얼굴의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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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편이다. 뺨과 턱, 가슴과 배의 경계가 우묵하여 뺨, 턱, 가슴, 배의 양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이처

럼 얼굴과 몸의 강조된 양감 표현은 경사진 승기지 상단 표현이나 승기지 연결 장식의 표현과 함께 이 상이 

고려 후기 불상들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살상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가 착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일 겉에는 온몸을 감싼 그물

망같은 영락瓔珞이 착용되었다. 보살상의 옷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반신의 두 정강이 위로 나뭇잎처럼 생

긴 옷의 모서리가 표현된 것이다. 이 옷은 두 어깨에 걸친 후 그대로 흘러내려 두 다리 위에 이른 것인데, 영

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상에서 대의 속에 입은 옷도 이 상과 같이 정강이 위에 세모꼴로 표현된 모

습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옷으로 추정된다. 이 옷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보살상 가운데 승기지 위, 

대의 아래에 착용되는 부견의覆肩衣인데, 이 상처럼 대의가 생략되고 부견의 까지만 표현된 사례가 여말선초

의 보살상에 다수 발견된다. 또한 온 몸을 그물처럼 감싸는 방식의 영락은 중국의 송대 보살상에도 많이 적

용되었던 것으로, 한국에서는 1199년의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말선초에 제작

된 여러 보살상에서 발견된다.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에는 화불이나 정병 등 존상의 존명을 추정할 수 있는 표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왼손에 올려 있는 목제 정병도 원래의 지물인지 명확하지 않다. 존명에 대한 유일한 

단서인 개금기의 “葦長寺禪堂觀音改金” 기록에 따라 관음보살로 추정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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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 at Jangyuksa Temple in Yeongdeok, Gyeongsangbuk-do Province, this is 

a dry-lacquered statue produced in 1395. Still demonstrating the sculptural and iconographic 

style of later-Goryeo bodhisattva statues, this early-Joseon image is an excellent example 

for tracing the genealogy of the early-Joseon Buddhist statues that have been transmit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n great numbers.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 found 

inside of the statue and records on its repair that were added to this inscription, it was produced 

in 1395 through a donation from Baek Jin and his wife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180 

government officials and monks and enshrined in the meditation hall of Wijangsa Temple. 

Excluding the metal crown and the wooden hands and ears, the statue was constructed 

by applying four to five layers of textile and lacquer. The reverse of the head bears cut marks 

from where the clay was removed to hollow out the head. 

With its relatively short seated height and wide shoulders, the statue appears staunch. The 

deep furrows in the borders along the cheeks, jaw, chest, and belly create a prominent three-

dimensional effect. The pronounced three-dimensionality, slanted upper edge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decorative ornamentation used to fasten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indicate 

that this statue was made according to the later-Goryeo tradition. 

This Avalokitesvara wears 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under-robe (bugyeonui) 

with decorative jewels wrapping the entire body like a net. The leaf-like patterns shown on the 

shins are estimated to be the edges of the under-robe (bugyeonui), and there are a number of 

later Goryeo–early Joseon bodhisattva statues wearing just an under-robe without an outer robe 

(saṃghāṭī), as in this statue. This net-like decoration covering the whole body began to appear 

in bodhisattva images during the Song Dynasty of Chia, and in Korea this decorative scheme is 

widely shown in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era.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Jangnyuksa Temple, Yeongdeok

Treasure No. 993

Joseon (1395)
1 item
Cloth and lacquer
H. 79.0 cm 
Jangny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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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海南 大興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547호

조선

1구
금동

높이 49.3cm, 폭 32.7cm 
대흥사 

왼다리를 안으로 굽혀 왼발을 샅에 붙이고, 오른다리를 세워 앉는 윤왕좌의 좌세를 취한 보살상으

로, 조선 초기의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보살상이다. 

보관을 제외한 불신 전체가 한꺼번에 주조되었는데, 오른발과 오른손 그리고 천의 등은 밀랍상태에

서 별도로 만들어져 부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제 불신의 두께는 얇은 편이며 불상 내부는 비어 있고 밑면

은 뚫려 있다. 두 다리 사이의 군의 자락 등에는 보주補鑄의 흔적도 남아 있다. 내부의 주형토鑄型土는 모두 

제거되어 깨끗한 편이다. 현재의 대좌는 팔각연화대좌이나 크기가 보살상에 비하여 커 비례가 맞지 않아 원

래의 대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체를 곧게 피고 머리도 곧게 세운 자세로 오른쪽 다리는 세우고 왼쪽 다리는 굽혀 발을 샅으로 끌

어 앉은 윤왕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팔은 엉덩이 뒤로 두고 손을 바닥에 대고 있으며, 오른팔은 세운 

오른 다리의 무릎에 올려두고 있다. 이러한 윤왕좌의 보살상은 중국의 송·요·금대에 매우 성행하였으며, 주

로 관음보살상으로 조성되었다. 보살상의 얼굴은 상하로 긴 장방형이며 턱은 약간 곡선형이다. 어깨와 가슴

이 넓고 허리는 좁으며, 두 팔과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얼굴과 가슴, 배 등 노

출된 신체에는 양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아, 다소의 양감이 표현되어 있는 여말선초 보살상들과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뺨과 턱 사이에는 요철이 없어서 거의 동일 평면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가슴과 배 

사이에도 양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보관은 본체와 같은 금동제로 추정된다. 앞판과 뒤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판은 안판과 바깥판으

로 구성되었다. 앞뒤판 모두의 보관에는 안에서 밖으로 쪼아 만드는 타출기법과 투각기법으로 문양이 조각

되어 있다. 안 판에는 덩굴무늬의 바탕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으며, 바깥 판에는 덩굴문 사이에 봉오리모양

의 연꽃이 시문되어 있다. 보관의 관대에는 중간중간에 보석이 감입되었던 틀이 남아 있다. 이처럼 2-3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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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판으로 구성되고, 덩굴문과 연화문이 세밀하게 시문된 보관은 고려 후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까지 많이 제작된 것으로 이 보살상의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옷은 군의, 천의과 함께 낙액絡腋이 착용되었다. 군의 상부는 뒤집어 길게 앞면을 가리고 있으며, 상

단에는 얇은 허리끈과 함께 네모난 띠쇠[銙板]가 장식된 벨트로 고정시켰는데, 허리끈은 배 앞에서 매듭을 

지었다. 직사각형의 판이 장식된 벨트는 1195년에 제작된 로얄온테리어박물관의 목조보살입상을 비롯한 

12-13세기의 중국 금대金代 보살상에 흔히 나타나는 장식으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된다. 여말선초의 보살상 

중에서 이 상처럼 천의와 낙액이 착용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과판이 장식된 벨트가 착용된 사례는 매우 드

물기 때문이다. 이 보살상의 영락은 흉식, 비천, 완천 등 매우 간소한 편이어서, 전신을 그물망처럼 덮은 송

식宋式 영락장식과 다른 계보를 보이고 있다. 

윤왕좌를 취한 중국의 보살상 중에는 물가의 울퉁불퉁한 바위 면 위에 부들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의 관음보살상이 많다.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설한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상이며, 본 대흥사 금

동보살상도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상처럼 암좌巖座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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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valokitesvara image is a good example of the early Joseon sculptural style. 

Excepting only for the crown, the entire statue was cast in a single piece. It is assumed that 

the right leg, right arm, and shawl were separately rendered and joined with the body during 

the wax-shaping phase. The bronze body is relatively thin, the inside is hollowed out, and the 

underside is open. The edges of the skirt showing between the legs bear signs of recasting. 

The clay used to provide a base has been clearly removed from the inside. 

Sitting upright with the upper body and head straight, this Avalokitesvara image assumes 

a posture with the left leg bent in the cakravartin posture. This posture gained great popularity 

during the Song, Liao, and Jin Dynasties of China and was the one most commonly adopted 

for Avalokitesvara images. The crown is decorated with vine and lotus designs rendered using 

repoussé and openwork techniques and bears marks of jewel inlays on the band section, all 

features characteristic of later Goryeo and early Joseon bodhisattva crowns. 

Along with a skirt and a shawl, the Avalokitesvara also wears a bandolier. The upper 

end of the skirt features a thin strap of cloth and a belt decorated with chained rectangular 

medallions. This type of belt is commonly found in the Chinese bodhisattva statues dated 

from the 12th–13th centuries during the Jin Dynasty, such as the 1195 wooden standing 

bodhisattva image collected at the Royal Ontario Museum, suggesting a possible association of 

this bodhisattva statue with Chinese counterparts from this time period. Many of the Chinese 

bodhisattva statues taking this posture are depicted as Avalokitesvara sitting on a rush mat on a 

rugged rock. This iconography is derived from The Gandavyuha Sutra or Sutra of the Entry into 

the Realm of Reality, which describes Avalokitesvara at Mt. Potalaka. It is likely that this image 

was originally accompanied by a rock-like pedestal reflecting Avalokiteśvara at Mt. Potalak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Daeheu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547

Joseon 
1 item
Gilt-bronze
H. 49.3 cm, W. 32.7 cm 
Daeh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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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金銅地藏菩薩坐像

보물 제279호

조선

1구
금동

높이 83.0cm, 폭 62.0cm
선운사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왼손에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상이다. 『지장십륜경』, 『지장보살본원경』 등 

경전에 묘사된 지장보살의 모습은 모두 머리를 깎은 비구형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상은 일반적

인 보살상의 모습과 달리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지 않았고, 몸에는 천의를 입

지 않았으며,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승려 복장의 보살상 중에서도 이 보살상처럼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상들이 고려 후기 이래 많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중국 당대唐代에 찬술된 『도명화상

환혼기道明和尙還魂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록은 도명道明이라는 승려가 명부사자冥府使者의 

착각으로 명부에 잡혀 갔다가 돌아온 일의 전말을 적은 글로, 지장보살이 삭발한 채 머리에 아무것도 착용하

지 않은 모습으로 조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명부에서 만난 지장보살이 세간의 이러한 

오류를 직접 교정해 주었다고 하며,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도명이 만난 지장보살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다. 

선운사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지장보살상은 고려 후기 불상 양식과 함께 새로운 조선 초기 양

식이 융합된 15세기 후반 경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얼굴에는 턱, 뺨, 입 등의 경계면을 우묵하게 조각하여 

양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슴과 배에는 전혀 양감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얼굴과 신체의 양감을 서로 다르

게 표현하는 방식이 15세기 후반경의 경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기적 특징은 가슴까지 올린 승기지 상단

이 일자형이고 그 아래에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은 표현에서도 나타나 있다. 특이한 점은 가슴 부위의 승기

지와 하반신의 대의 등에 모두 양각의 옷주름이 촘촘하게 묘사된 점이다. 한국의 불교조각상 중에서 이렇

게 긴 주름이 반복적이고 전면에 묘사된 작품은 이 보살상이 유일하다.

보살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 등 일반적인 승려나 불보살상이 착용하는 복장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도명화상의 기록대로 두건을 착용하였다. 이 보살상의 복식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왼쪽 어깨 

아래에 장식된 대의 고정용 구뉴鉤紐가 착용된 점이다. 구뉴는 가사를 착용할 때 옷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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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고안된 갈고리인데, 대의의 앞뒤에 각각 나누어 달아서 버클처럼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십송율

十誦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雜事』 등 여러 율전에는 구뉴를 고안하게 된 연유와 생

김새 등이 묘사되어 있고,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 등 여행기에는 당시 승려들이 착용하였던 구뉴에 

대한 묘사도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불상이나 보살상에 구뉴가 착용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만큼 이 보

살상은 희귀한 사례라 하겠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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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embodies Ksitigarbha Bodhisattva wearing a headscarf and holding a wish-

fulfilling jewel in the left hand. Presumably originating in the Record on Monk Daoming's 

Revival after Death (Daoming Heshang Huanhun Ji) written by Monk Dao Ming during the 

Tang Dynasty, headscarf-wearing Ksitigarbha images became widespread in sculpture after 

the later Goryeo period. The drama explains that it is wrong to express Ksitigarbha in a form 

with an uncovered bald head and that Ksitigarbha was wearing a headscarf when he met 

Monk Dao Ming. 

It is estimated that this Ksitigarbha statue is a work from the 15th century that combines 

existing late-Goryeo sculptural features with new factors that emerged in the early Joseon 

era. While the face is provided with considerable three-dimensional effect by deep furrows in 

the bordering areas of the jaw, cheeks, and mouth, the chest and belly are rather flat. These 

different levels of three-dimensional effect in the head and the body are commonly considered a 

late 15th century trend.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279

Joseon 
1 item
Gilt-bronze
H. 83.0 cm, W. 62.0 cm
Seon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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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992호

조선

1구
건칠

높이 101.0cm, 폭 63.0cm
파계사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원통전圓通殿에 봉안된 관음보살좌상으로, 재래의 고려 후기 불상 양

식에 새로운 명대 불상 양식이 혼합된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는 보살상이다. 

1976년 보살상을 개금하면서 행한 복장 조사에서 중수발원문(3점), 다라니, 묘법연화경(1561년), 동

경, 수정 등과 함께 영조대왕의 도포가 발견되었다. 또한 보살상 밑면 목판에서 “正統十二年丁卯六月日古佛

重修(1447년 6월에 옛 불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늦어도 15세기 초반에 보살상이 제작되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보살상 복장 벽면에서는 “大施主永膺大君琰 慎嬪金氏 寧海君璋” 등의 기록이 발

견되어, 이 보살상의 중수에 세종과 소헌왕후의 8번째 아들인 영응대군과 세종의 후궁이자 영응대군의 유

모인 신빈김씨, 그리고 신빈 소생인 영해군 등 왕실 인사들이 대시주자로 참여한 왕실불사임이 밝혀졌다. 이

러한 왕실불사의 전통은 1740년 또 다른 중수 시에 영조대왕이 직접 자신이 입던 도포를 시주함으로써, 파

계사가 국가원당이며 왕, 왕비, 세자의 탄신일에 불공이 허락된 사찰임이 재확인되었다.  

이 보살상은 여러 겹의 포와 옻칠이 사용된 건칠상이다.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불상을 

조각한 후 흙 위에 여러 겹 마포 또는 저포와 옻칠을 발라 불상의 외형을 완성하는 기법이 건칠기법이다. 외

형이 충분히 굳은 후에는 내부의 흙을 제거하는데, 나무틀까지 제거하는 방식은 탈건칠脫乾漆 기법이라 하

고 나무 틀을 제거하지 않는 방식은 목심건칠木心乾漆 기법이라 한다. 고려와 조선에서 만들어진 건칠불들에

는 모두 탈건칠 기법이 사용되었다. 상이 완성된 후에는 나무로 제작된 두 손이 결합되고, 머리 뒷면의 절개

를 통하여 머리속 흙도 제거된다. 2006년에 행한 파계사 보살상에 대한 엑스레이 조사에 의하면 보살상의 

외형을 따라 11-12층의 포층이 7-8mm의 두께로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목 부분에서 목제를 덧

댄 수리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훼손된 머리 부분을 다시 접합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손과 귀는 

목제로 제작되었고,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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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상의 얼굴은 턱이 좁고 이마의 폭이 넓으며, 우묵하게 파낸 뺨과 턱 사이의 경계면으로 양감이 

표현되었다. 정수리에는 별도로 제작된 목제의 보계寶髻가 삽입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보계와 달리 머리카락

을 지지해주는 작은 관이 사용되었다. 삼단으로 구성된 보관은 연화문, 덩굴문, 화염문 등이 시문되어 있으

며, 오색의 보주가 보관의 상하 테두리 그리고 화염문 등에 감입되어 있다. 보발寶髮은 귀의 양옆으로 흘러

내렸다가 앞쪽의 보발이 귀의 하부를 횡단하여 뒤쪽의 보발과 합쳐진 후 어깨로 흘러내려 3개의 고리를 이

룬 후 6줄기로 나뉘어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이러한 보발은 고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선 후기 보살상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복제는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가 착용된 일반적인 조선 초기 보살상 착의법을 보이고 있으며, 대

의 위로는 전신을 감싸는 영락이 착용되었다. 착의법 가운데 특이한 점은 매우 높게 착용된 승기지이다. 여

말선초 불보살상의 승기지가 그 상단이 횡격막에 걸쳐지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 이 보살상에서는 횡격막을 

지나 가슴 부위까지 올려 착용된 것이다. 수평의 승기지 상단과 승기지를 묶은 끈과 매듭은 조선 초기 15세

기 불보살상의 특징적 표현이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조금 가린 후 시무외인을 한 오른팔의 아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겨져 마

무리된 변형 편단우견식으로 착용되었다. 고려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같은 변형 편단우견식의 대의 

착용법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가장 널리 사용되게 된다. 

대의 위에는 전신을 감싼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1199년에 제작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서 시작되어 여말선초 보살상에 많이 애용된 영락 착용법이 이 상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영락 착용법

은 중국 송대宋代에 널리 성행하였던 것인데, 여말선초 보살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영락 착용 방

식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부와 하부가 떨어져 있는 티베트식 영락 착용법과 구별된다. 

또한 가슴 장식과 배 장식이 수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깨 부근의 장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

슴 장식과 배 장식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명대明代 방식과도 구별된다. 

전반적으로 파계사 보살상은 송으로부터 유래한 고려 후기 양식과 새로이 명으로부터 유래한 양식

이 혼합되어 만들어낸 불상으로, 15세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된 보살상이라 하겠다. | 송은석

중수발원문(17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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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Wontongjeon Hall (the Hall of Avalokitesvara) of Pagyesa Temple on 

Mt. Palgongsan in Daegu, this Avalokitesvara image manifests a stylistic combination of later-

Goryeo traditions with new sculptural features introduced from Ming China. 

An inscription found on the wooden underside of the statue notes that “The statue was 

repaired in the sixth lunar month of 1447,” suggesting an assumption that it was produced no later 

than the early 15th century. 

This dry-lacquered statue was made by fashioning a wooden frame and coating it with 

clay. The clay was carved and applied with several layers of textile (hemp or ramie) and 

lacquer. The two hands were separately rendered and joined to the body. 

The face is narrow in the jaw and wide across the forehead; the bordering lines between 

the cheeks and the jaw show deep furrows that create a sense of three-dimensionality. 

The statue follows the conventional early-Joseon style of clothing characterized by 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under-robe (bugyeonui), and outer robe (saṃghāṭī). Over the outer 

robe (saṃghāṭī) are draped splendid jewels that decorate the entire body. What is most notable 

about the clothing is the manner of wearing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normally it rises only 

to the diaphragm, but in this case it goes up onto the chest. The horizontal upper edge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the knot that secured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are features 

characteristic of 15th century Buddhist statues. The expression of net-like jeweled decoration 

that wraps the entire body was widely popular in Song China. In Korea it appears most often 

in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 to early Joseon period. 

Integrating newly imported Ming features into a late-Goryeo sculptural style that was 

transmitted from Song China, this statue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15th century Buddhist 

sculptural style in Korea.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Pagyesa Temple, Daegu

Treasure No. 992

Joseon 
1 item
Cloth and lacquer
H. 101.0 cm, W. 63.0 cm 
Pagy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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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聞慶 大乘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991호

조선

1구
금동

높이 135.0cm, 폭 58.5cm
대승사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의 선방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초기 보살상으로, 다리 위로 부견의의 모서리 

자락이 표현되었고, 전신에 걸쳐 그물식 영락이 착용되는 등 고려 후기 전통과 함께, 승기지 상단이 일자형이

며 매듭이 나타나 있고, 보관의 문양이 간략화 되는 등의 조선 초기의 새로운 요소도 보이고 있다.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개금발원문의 “正德十一年丙子四月改金(1516년 4월에 다시 도금하였다)”이라는 기록에 의

해 1516년 4월에 개금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실제 보살상의 조성 시기는 15세기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상은 금속제의 보관을 제외한 전체가 한꺼번에 주조된 후 도금된 금동상이다. 보살상은 전신에 

그물같은 영락이 장식되어 있고, 두 다리 위로 부견의 모서리 자락이 표현된 여말선초에 많이 제작된 보살

상 유형이다. 얼굴과 상반신이 긴데 비하여 하반신은 다리 두께가 얇아 다소 빈약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뺨과 턱 사이가 우묵하게 처리되어 양감과 입체감이 드러나 있으나, 가슴과 배는 편평하여 양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조선 초기의 불보살상 중에는 얼굴과 가슴 등의 경계면을 우묵하게 조각하여 양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살상에서는 얼굴에만 나타나 있는 차이가 있다. 

옷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가 착용된 독특한 착의법이 적용되었다. 부견의 위에 변형 편단우견 방식

의 대의를 착용하거나, 아예 군의 위에 천의만 착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여말선초의 몇몇 보살상에는 이

처럼 부견의로 마무리된 착의 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횡격막 부위까지 올라온 승기지 상단은 고려 말보

다 경사도가 현저히 줄어 거의 일자에 가깝게 변하였으며, 승기지를 고정하는 장식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승기지 최상단 바로 아래에는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었다. 이처럼 승기지 상단이 일자형이고,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짓는 형식은 조선 초기 15세기 보살상의 주요한 특징이다. 두 다리의 정강이 부분에는 나뭇잎같은 

모양의 부견의 모서리가 대칭으로 표현되었는데, 1199년에 제작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하

여 여말선초 보살상과 불상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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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배, 무릎에 걸쳐 장신된 영락 장식은 군의와 승기지의 위, 부견의의 아래에 착용되어 있는데, 

동일 계통의 영락이 착용된 보살상 중에서 영덕 장륙사 보살상에는 부견의 위에 착용되었고, 양양 낙산사와 

대구 파계사 그리고 영천 운부암 보살상에는 대의 위에 착용되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 보관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원통형이며, 보관의 표면에는 투각된 덩굴문과 입식의 화염문 등이 간략하게 조각되어 있다. 

턱과 뺨에 조금이나마 양감이 표현된 얼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영락장식, 두 다리 위에 모서리가 표

현된 부견의 등에 고려 후기 양식이 유존하고 있으며, 상단이 일직선이고 끈으로 묶은 승기지, 양감 표현이 

없어진 가슴과 배 등에는 새롭게 변한 조선 초기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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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Meditation room of Daeseungsa Temple in Mungyeong, Gyeongsangbuk-

do Province, this early Joseon statue shows both existing late Goryeo and novel early Joseon 

sculptural features. The dedicatory inscription excavated from the inside of the image confirms 

that it was re-gilded in April 1516, suggesting that it was produced in the 15th century. 

Featuring decorative jewels all over the body and with the edges of the under-robe 

(bugyeonui) expressed on the legs, this statue corresponds with the Buddhist sculptural 

style of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era. It is notable that the clothing of the Avalokitesvara 

consists purely of 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under-robe (bugyeonui).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that is raised to the diaphragm is barely sloped and in 

some place is nearly horizontal, diverging from the diagonal style of the late Goryeo era. No 

decorative ornament is used to fasten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which is simply tied up 

with a knot. The edges of the under-robe (bugyeonui) are symmetrically manifested on the 

shins of the legs, a unique feature seen in Buddhist statues from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era such as the 1199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of Bongjeongsa Temple in Andong. 

The three-dimensional face, decorative jewels covering the entire body, and under-robe 

(bugyeonui) edges expressed on the legs are all late Goryeo features, but the manner of tying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rather flat expression of the chest and belly are a reflection of 

early-Joseon preferences.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Daeseung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991

Joseon 
1 item
Gilt-bronze
H. 135.0 cm, W. 58.5 cm 
Daes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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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襄陽 洛山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362호

조선

1구
건칠

높이 143.0cm, 폭 76.0cm 
낙산사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 봉안되어 있는 건칠보살상으로, 고려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

으며, 새로운 조선 초기 양식이 혼합된 보살상이다. 이 보살상은 원래 양양의 영혈사靈穴寺에 봉안되어 있던 

상으로, 20세기 초반에 낙산사로 옮겨 봉안되었다고 전해진다. 

건칠상은 마포 또는 저포와 칠을 겹겹이 발라 만든 불상이다.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불상을 중국에

서는 협저상夾紵像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칠상漆像 또는 칠포상漆布像으로 불렀다. 건칠이라는 명칭

은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지금은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무로 짠 

틀 위에 점토를 붙여 불상의 원형을 조각한 후 여러 겹 마포와 칠을 발라 불상의 외형을 완성하게 된다. 칠

과 포로 이루어진 외형이 굳은 후에는 내부의 흙을 제거한다. 나무틀은 상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남겨두기도 하며,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틀을 제거하는 방식을 탈건칠脫乾漆 기법이라 하고, 나무 틀을 

남겨 두는 기법을 목심건칠木心乾漆 기법이라 한다. 고려와 조선에서 만들어진 건칠불들은 모두 탈건칠 기법

으로 만들어졌다. 상을 완성한 후에는 나무로 제작된 두 손을 결합하고, 머리 뒷면을 일부 절개하여 머리 

속에 남아 있는 흙도 제거한다. 우리나라의 건칠불상은 흙으로 만든 내형 단계에서 완성된 소조불상을 조

각한 후 마포를 발라 건칠불을 최종 완성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대강의 형태만을 흙으로 성형한 후 건

칠 단계에서 세부성형을 완성하는 일본의 방식과는 다르다. 2012년에 행한 보살상에 대한 엑스레이 조사 

결과 보살상의 외형을 따라 5-6겹의 포층이 확인되었다. 두 손과 귀는 목제로 제작되어 못으로 고정되었고, 

두 눈동자는 감입된 수정으로 표현되었다.

이 보살상은 여말선초에 제작된 여타의 보살상들보다 얼굴과 가슴 등에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횡격막을 중심으로 가슴과 배 사이가 우묵하게 파여 양감과 입체감이 잘 표현되었다. 얼굴의 뺨과 턱 그리고 

인중과 코에 이르는 우아한 모델링은 부드럽고 세밀한 조형이 가능한 건칠불의 특성이 십분 발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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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상이 머리에 쓴 높은 보관은 불신과는 별도로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아래가 좁고 위로 넓게 벌

어진 원통형의 보관은 모두 3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안쪽의 판이 가장 크며 밖으로 나올수록 작은 판

이 덧붙여진 구조인데, 각 판에는 연화문과 덩굴문이 투각되어 있다. 2단과 3단 보관의 가장자리에는 화염

보주가 장식되었고, 보관의 뒷면 좌우에는 두 마리의 봉황이 조각되어 있다. 보관의 하단 가장자리와 화염

문양에는 보석이 감입되었던 자리가 남아 있어, 원래의 보관이 갖고 있던 화려함을 상상케 한다. 보관의 안

쪽에는 높이 솟은 보계가 있으며, 보계 앞에는 반구형의 계주가 솟아나 있다. 이러한 계주는 불상에서는 

흔한 표현이지만, 보살상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옷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를 갖추어 입었으며, 대의 위에는 온몸을 감싸는 영락이 장식되어 

있다. 승기지 상단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승기지 연결 장식도 없다. 복부에는 승기지를 묶은 끈이 매듭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승기지 착용 방식은 조선 초기 15세기 불보살상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법이다. 

왼쪽 어깨 아래로는 하단이 ‘Ω’처럼 주름진 대의 자락도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표현법이다. 이 보살상의 옷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좌를 덮은 상현좌의 표현이다. 부견

의와 대의 자락들로 이루어진 상현좌의 주름은 정연한 좌우대칭을 이루면서도 옷 안에 있는 연꽃의 잎이 그

대로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이고 율동적이다. 영락장식은 온몸을 그물처럼 감싼 형식인데, 1199년에 제작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여말선초의 여러 보살상에서 발견되는 장식이다. 이 영락에

는 보관에서처럼 수많은 보석들이 감입되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보살상처럼 상현좌의 대좌, 원통형의 높은 보관, 전신을 덮은 영락 장식 등은 고려 후기 불상 양

식의 계승이라 할 수 있으며, 수평적인 승기지 상단 표현, 승기지를 묶은 띠와 매듭, 왼쪽 어깨의 ‘Ω’형 주름 

등은 조선 초기 15세기의 새로운 변화상이다. 대구 파계사 보살상과 동일 계열의 이 보살상은 영덕 장륙사 

관음보살상, 영천 운부암 금동보살상 등 여말선초 보살상과 궤를 같이하는 중요 보살상이라 하겠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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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Naksansa Temple in Yangyang, Gangwon-do Province, this dry-lacquered 

Avalokitesvara image shows both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stylistic characteristics. To create 

this type of Buddhist image, clay is first plastered on a wooden frame and a desired shape 

is carved into of the clay to produce an inner form. Textile (hemp or ramie) and lacquer are 

applied in several layers over the form. Once the lacquered outer surface dries, the clay inside 

is removed. In Korea a major portion of the sculpting takes place during the phase of making 

the inner form, as opposed to the Japanese method where the inner form is roughly constructed 

and detailed shaping is carried out while applying the layers of textile and lacquer. 

Compared with other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Buddhist statues, this image shows 

a relatively well embodied sense of three dimensionality in the face and, particularly, in the 

chest where it meets the belly with the diaphragm in between. The facial area including the 

cheeks, jaw, infra-nasal depression, and nose is gently modeled, demonstrating the advantage 

of the dried-lacquer method in enabling delicate and smooth sculptural expression. 

Avalokitesvara wears 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under-robe (bugyeonui), and 

outer robe (saṃghāṭī). On top of the outer robe (saṃghāṭī) run decorative jewels in a crisscross 

manner.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visible on the belly is horizontal, and 

no ornament is used for fastening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which is bound together simply 

with a knot. This manner of wearing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is commonly found in 15th 

century Buddhist statues. The Ω-shaped end of the outer robe (saṃghāṭī) that runs below the 

left shoulder is also a feature characteristic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Buddhist images. 

Rendered in the same style as the Avalokitesvara statue from Pagyesa Temple in Daegu, this dry-

lacquered Avalokitesvara image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its commonalities with other later-

Goryeo and early-Joseon bodhisattva images such as the Avalokitesvara of Jangnyuksa Temple 

in Yeongdeok and the gilt-bronze bodhisattva statue of Unbuam Hermitage in Yeongcheon.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Naksansa Temple, Yangyang

Treasure No. 1362

Joseon 
1 item
Cloth and lacquer
H. 143.0 cm, W. 76.0 cm 
Naksa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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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永川 銀海寺 雲浮庵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514호

조선

1구
금동

높이 102.0cm
은해사 운부암

경상북도 영천 은해사의 산내 암자인 운부암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초기 금동관음보살상으로, 여말

선초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보살상이다. 

보살상은 목제의 보관을 제외한 전체가 한꺼번에 주조되었고 도금된 금동상이다. 보관은 상부가 넓

고 하부가 좁은 원통형이며 밋밋한 나무 판 위에 구름, 꽃, 봉황, 불꽃 등이 조각되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

다. 보관의 중앙에는 아미타불 화불이 조각된 목판이 부착되어 있다. 

보살상은 전면에 그물처럼 전신을 감싼 영락이 장식되어 있고, 두 다리 위로 부견의 모서리 자락이 

뾰족하게 내려오게 표현된, 여말선초에 많이 제작된 보살상이다. 얼굴은 상하로 길고 턱이 둥근 계란형이며, 

우묵하게 파낸 뺨과 턱 경계면에 의해 얼굴의 양감이 표현되어 있고, 가슴과 배 사이의 횡격막 아래 위에도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옷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가 착용되어, 여말선초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채택되었다. 승기지 상

단은 고려 말보다 경사도가 현저히 줄어 거의 일자에 가깝게 변하였으며, 승기지를 고정하는 장식도 표현되지 

않았다. 승기지 최상단 바로 아래에는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었다. 이러한 승기지 상단의 표현, 승기지 고정 방

식 등은 조선 초기 불상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들이며, 그 제작 시기가 15세기일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 가려지고 오른팔 아래를 지나 왼쪽 어때 뒤로 넘겨 마무리되는 변형 편

단우견 방식으로 착용되었다. 두 다리의 정강이 부분에는 나뭇잎 같은 모양의 옷 모서리가 좌우대칭으로 표

현되었는데, 이는 대의 안에 착용된 부견의로 판단된다. 1199년에 제작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하여 여말선초의 여러 보살상과 불상에 나타나는데, 운부암 보살상에서는 이 부견의 밖으로 대의가 착

용된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옷을 대의나 천의로 판단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옷 바깥으로 대의가 착용된 운

부암 보살상의 복제를 통해 이 옷이 대의 또는 천의일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판단된다. 



353Joseon Dynasty



354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얼굴과 가슴, 손과 발에 표현된 양감, 온몸을 감싸고 있는 영락장식 등에 고려 후기 양

식이 유존하고 있으며, 승기지 상단과 왼팔 상박부분의 하단이 ‘Ω’ 모양인 점 등에는 조선 초기 15세기 양식

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에 언급된 목제 보관은 15세기 양식이 아니며, 17세기에 성행한 양식적 

특징이 보이므로, 원래의 보관이 훼손된 이후 17세기에 재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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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lt-bronze Avalokitesvara image is enshrined at Unbuam, a mountain hermitage 

associated with Eunhaesa Temple in Yeongcheon, Gyeongsangbuk-do Province. Excluding 

its wooden crown, this statue was cast and gilded as a single piece. It reflects the sculptural 

style of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period in the crisscrossing lines of jewels that adorn the 

entire façade and the sharp ends of the under-robe (bugyeonui) on the legs. 

The bodhisattva wears a set of Buddhist clothes characteristic of the later Goryeo–

early Joseon style—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under-robe (bugyeonui), and outer 

robe (saṃghāṭī).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is slightly slanted but almost 

horizontal, and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is fastened by making a knot with no decorative 

ornament apparent. This manner of expressing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the slope of its 

upper end and its fastening method—is characteristic of early-Joseon Buddhist images, giving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is statue was produced in the 15th century. The shins of the 

two legs feature symmetric leaf-shaped cloth edges presumed to be the borders of the under-

robe (bugyeonui). An under-robe (bugyeonui) appears in many later Goryeo–early Joseon 

Buddhist images such as the 1199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statue of Bongjeongsa in 

Andong, but what is notable about this statue is that an outer robe is worn on top of it.  

This statue maintains late-Goryeo features such as three-dimensionality in the face, 

chest, hands, and legs, and the net-like lavish decoration over the entire body, while the 

horizontal rendering of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rt and the appearance of an omega-

shaped pattern on the left upper arm are a reflection of the 15th century style.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Unbuam Hermitage of Eunhaesa Temple, Yeongcheon

Treasure No. 514

Joseon 
1 item
Gilt-bronze
H. 102.0 cm 
Unbuam Hermitage of Eunha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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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尙州 南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990호

조선

1구
철조

높이 129.0cm, 폭 102.0cm
남장사

경상북도 상주 남장사의 보광전普光殿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현재 광배光背와 대

좌가 결실된 채 불신佛身만 남아 있다.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광명편조光明遍照(빛이 두루 비춘다)’는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 자체를 상징하

는 법신불法身佛이며, 『화엄경華嚴經』, 『범망경梵網經』 등에서 이상적 불국토로 언급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교주이기도 하다. 비로자나불은 흔히 두 손으로 지권인智拳印 수인을 짓고 있는데, 이는 위대한 지혜를 상징

한다. 왼손 집게손가락을 수직으로 세우고 끝의 첫째 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아 쥔 후, 둥글게 감아 쥔 오른

손의 주먹 안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왼손 집게손가락 끝에 댄다. 오른손은 불계佛界를 표시하

고 왼손은 중생계衆生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일체一體임을 나타낸다.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처럼 좌우의 손이 뒤바뀐 경우도 있고, 전형에서 많이 벗어나 두 손을 합쳐 주먹을 쥔 후 

두 검지손가락을 세워 맞댄 조선시대의 지권인도 있다. 

이 불상은 하체보다 상체가 길어 길쭉한 신체비례를 갖고 있으며, 옷에는 거의 주름이 표현되어 있

지 않은 특징이 있다. 상체가 길고 머리는 작은 모습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천주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등 조선 초기 15세기의 작품들과 유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머리에는 육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중앙계주나 정상계주도 나타나 있지 않아, 여말선초 불상의 머리 표현과는 다른 모습이다. 옷은 군의, 승기

지를 입고 있으며, 일자형의 승기지 상단 아래에는 끈으로 묶은 매듭이 보인다. 가장 바깥에 양쪽 어깨를 감

싸고 아래로 흘러내려 두 다리에 이른 옷은 여말선초의 일부 보살상에 착용 례가 있는 부견의인 것으로 판

단된다. 두 손으로 지은 지권인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왼손으로 감싼 모습으로 일반적인 지권인에서 좌우

의 손이 바뀌어 있지만, 조선 후기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에 비해서는 좀더 전통적인 모습이다.  

지권인의 여래형 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에 제작된 산청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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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통일기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적광전, 대광명전 등의 전

각에 삼신불三身佛의 주존으로 봉안되기도 하였으며, 대웅전에 삼방불三方佛의 주존으로 봉안되기도 하였다.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조선 초기의 이 비로자나불상은 신라 통일기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철불의 전통을 이어주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철불의 사례로 중요성이 크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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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irocana Buddha is the personification of dharmakaya, the unmanifested, 

inconceivable “true body” of the cosmic Buddha, and a presider over the Lotus Treasury 

World. Vairocana is depicted as making the wisdom-fist hand gesture, or unity hand gesture, 

with the top joint of the upright index finger from an otherwise closed left fist grasped in the 

clenched fist of the right hand. The right thumb inserted into the right fist touches the top 

of the left index finger. The right hand symbolizes the Buddha land and the left hand the 

mundane world, and the gesture represents the unity of the Buddha and sentient beings. 

This Vairocana image has a longer upper body compared to its lower half. These bodily 

proportions resemble 15th century Buddhist statues such as the wooden seated Amitabha 

of Heukseoksa Temple in Yeongju and the wooden seated Amitabha of Cheonjusa Temple. 

The unity mudra of this Vairocana image features its right index finger grasped in the left 

hand, a reversal of the typical unity mudra as described above, but a style that is overall more 

traditional when compared with the unity hand gestures of later-Joseon Vairocana statues. 

During the Joseon period, Vairocana statues were usually enshrined as the main Buddha of a 

Buddha triad representing the “three bodies” Buddhas (trikāya) in the Daejeokgwangjeon (the 

Hall of Great Peace and Light) or Daegwangmyeongjeon (the Hall of Great Light) Halls, or as 

the main Buddha of a Buddha triad representing the “Buddhas of the three directions” in the 

Daeungjeon Hall.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Namjangsa Temple, Sangju

Treasure No. 990

Joseon 
1 item
Iron
H. 129.0 cm, W. 102.0 cm 
Namj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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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47호

조선(1450년)
1구
은제도금

높이 11.2cm
통도사

통도사 박물관에 봉안된 은에 도금한 아미타삼존상은 복장 속에서 조성기가 발견되어 일약 유명하

게 된 불상이다. 조성기 발견초기에는 통일신라 불상으로 평가되었지만1 곧 조성기에 있는 대로 1450년 조선

초기의 불상으로 판단되었으며2 이 설은 2004년 이 불상의 복장조사를 통하여 굳어지게 되었다.3 따라서 현

재는 조선초기의 확실한 불상으로 당대 불상조각의 기준작으로 높이 평가되는 금은제 아미타삼존상이다. 

이 불상은 원래 금강산에서 출토된 것을 금강산에 거주했던 노스님이 6.25때 피난 오면서 모시고 내

려와 그동안 계속 원불로 모셨다가 1989년경에 통도사 박물관에 보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조성기

가 발견되어 1991년도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불상은 통일신라 아미타불상으로 의견통일이 이루

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조성기에 적힌 대로 1450년 작인 조선 초기 티벳계 명양식明樣式 불상이

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두 설이 공존했으나4 2004년 이 불상의 복장품을 모두 조사하면서 1450년 제작설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2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로 지정하게 되었다.

상·중·하대로 이루어진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 아미타불상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사

각형적이며 하체의 무릎이 높고 폭이 다소 짧은 편인 불좌상이다. 이 삼단대좌는 신라이래의 전통형식을 따

르고 있지만 하대의 복련覆蓮 좌우에서 연줄기가 좌우로 올라가 관음, 대세지보살의 연화좌를 이루고 있어서 

독특한 구성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구조는 중국 제주양식이나 신라의 연기파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오랜 

형식이지만 특히 조선초기의 새로운 불상형식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하대

1. 장충식, 「통도사 금동아미타불 복장기에 대하여」, 『通度寺 金銅阿彌陀三尊佛像의 종합적 고찰』 (통도사 성보박물관, 1991).

2. 문명대, 「高麗·朝鮮時代의 彫刻」,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pp.207-226.

3. 송은석,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은제 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3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101-128.

4. 조선초기설이 제기되자 통도사 박물관 측에서 즉각 반대 광고를 내는 등 필화사건으로 번져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명대, 「앞글」 (예경,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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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삼존상 뒷면



363Joseon Dynasty

의 안상문과 복판복련문, 높은 중

대, 중엽단판연화문의 전통형식에 

새로운 복잡화려한 장식성이 나타

나고 있어서 복합적인 새로운 대좌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존불상은 높고 큼직한 

정상계주頂上髻珠와 뾰죽한 육계 등 

머리형태에서 새로운 티벳계 명양

식明樣式의 영향이 농후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얼굴은 통통한 눈시울

과 가는 눈, 짧고 큼직한 코, 작은 

입과 수척한 턱 등 이 역시 새로운 

명상적인 얼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우견편단右肩編袒의 상체 역

시 반듯한 어깨에 비해서 잘쑥한 허리가 특징인 티벳계 명양식을 표현했지만 대의의 주름 때문에 잘쑥한 허

리가 가려져 사각형적인 상체가 되었으며 무릎은 짧아져 전체적으로 각진 체구가 되었다. 

수인은 유난히 큰 오른손을 무릎에 살짝 올려놓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간격을 두고 엄지와 중

지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변형 촉지인에 아미타 수인을 혼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도 아미타불일 

경우 오른손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하거나 바로 하여 살짝 올려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손을 너무 크

게 하여 걸친 듯 하거나 손가락을 내리지 않게 하는 등 정통 항마촉지인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좌우협시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은 하대에서 좌우로 올라온 연꽃대좌를 밟고 S자형의 삼곡자세三曲姿

勢로 서 있다. 관음보살은 수지형 보관에 화불을 간략하게 표현했고, 천의天衣를 살짝 걸친 나형의 유연한 체

구,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두루마리, 신체 양쪽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흘러내린 굵은 천의자락 등은 통일신

라 이래의 전통 형식과 양식을 계승한 특징이지만 수지형 보관과 명상적인 얼굴, 목과 가슴의 복잡한 영락

장식 등은 티벳계 명양식인 새로운 양식이어서 역시 복합형 양식의 새로운 조선 초기 보살임을 잘 알 수 있

다. 대세지보살은 보관의 정병 표현 외에는 관음보살과 거의 일치하는 도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불상양식에 새로운 티벳계 명양식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복합형 불상이며, 1450년

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불상으로 조선 초기 불상의 대표작이자 기준작으로 중요하다.

특히 불상에서 많은 복장품이 발견되었는데 복장기, 금동 원통, 사리, 진주, 수정, 향목, 직물편, 실 

뭉치, 종이 뭉치 등 30건 약 50여점의 복장품이 발견되어 조선 초기 불상 복장연구는 물론 불상, 직물, 종

이, 공예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5  | 문명대

5. 안병찬, 「통도사 소장 금은제 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물 조사」, 『불교미술사학』3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5), pp.255-265.

조성발원문(1450년), 34.2X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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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maintained at the Seongbo Museum of Tongdosa Temple, this silver-gilt 

Amitabha triad became the subject of considerable attention with the discovery inside it of 

an inscription regarding its production. At the time the inscription was found, the statue 

was assumed to date from the Unified Silla era, but the production date was corrected to 

1450,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as related in the inscription. The estimation of 1450 

was confirmed in 2004 through a survey of the votive objects excavated from the statue. It 

is a Buddhist statue equipped with an exact production date of the early Joseon era, and is 

praised as an exemplary case of a Buddhist statue from that era.

This silver-gilt Amitabha triad statue manifests a mixed Buddhist sculptural style that 

adopted significant Tibetan influences via Ming China but remains based on a traditional 

Korean style.  

Silver-gilt Amitabha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Tongdosa Temple, Yangsan

Treasure No. 1747

Joseon (1450)
1 item
Gilt-silver   
H. 11.2 cm 
Tongdo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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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順天 梅谷洞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874호

조선(1468년)
불감 1점, 불상 3구, 발원문 8매
청동, 금동
청동불감 높이 24.6, 너비 12.8cm
아미타여래 높이 12.5cm
관음보살 높이 11.5cm
지장보살 높이 9.8cm
발원문 가로 48.2~49.0cm, 세로 6.6~8.7cm
국립광주박물관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순천시 매곡동 북정리에 있는 석탑에서 2003년에 발견되었다. 

불상의 복장에서 백지묵서의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불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발원문은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4매를 이어 붙여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발원문에 의해, 이 작품은 성화 4년 무자

成化 四年 戊子(1468년) 4월四月 조선국 전라도 순천부 남촌 별량리朝鮮國 全羅道 順天府 南村 別良里의 죽사竹寺 도인

道人 일선一禪과 시주施主 목암牧庵, 정우正悟, 김용金用 등의 발원으로 미타彌陀, 관음觀音, 지장 삼존地藏 三尊을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동불감은 3개의 받침을 둔 낮은 기단 위에 난간을 돌리고 그 위에 사각형의 감실과 팔작지붕을 올

린 불전형 불감이다. 용마루의 양끝에는 치미를 표현하였고, 기왓골도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귀마루와 추녀

마루에는 3개씩의 원형돌기 모양으로 잡상雜像을표현하였다. 감실에는 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문고리는 남아 있으나 자물쇠는 사라진 상태이다. 문비門扉와 내부에는 아무런 장엄이나 장식이 없으며, 바

닥에는 몸체와 통하는 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불감은 대체로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불감은 팔작지붕을 취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은 팔작지붕형 불감은 남양

주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불감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 불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식이다. 

한편 수종사 불감은 두들겨서 제작하고 지붕과 몸통을 따로 제작하여 연결하였으나, 매곡동 불감은 주물로 

기단, 몸통, 지붕 등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기법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삼존상은 발원문의 기록대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과 지장을 협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크게 유행했던 아미타삼존형식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역사

박물관 소장 전 금강산 출토 선덕 4년명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경태 4년명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이어진다. 제작기법은 대좌와 불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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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틀에서 뽑아낸 일주식이며, 내부는 머리까지 뚫린 중공식으로 주조되었다.

본존불상은 복발형覆鉢形의 큼직한 육계를 갖추었으며,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 둥근 계주를 표현

하였다. 둥근 얼굴은 양감이 강조되었으며,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었다. 귀는 둥글게 돌린 귓

바퀴와 짧게 드리워진 귓불을 가졌으며, 상하각의 연골은 불분명하지만 귓구멍은 이 시기의 불상의 특징인 

크고 작은 원 두개를 맞붙인 열쇠구멍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길고 두터운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며 

가슴의 쇄골선은 뚜렷하지 않으나 약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실제 신체의 윤곽을 의식하고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의佛衣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걸쳤으며,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군의와 이를 묶은 띠 자

락이 표현되었다. 주름은 날이 선 힘 있고 입체적인 주름을 사용하였다. 낮고 좁은 무릎에는 상반신의 주름

과 달리 얕고 간결한 주름으로 처리하였고, 결가부좌한 두 발은 노출하였다. 무릎의 중앙과 좌우 측면에는 

3곳에는 대의자락이 나뭇잎 모양으로 대좌 위로 드리워져 상현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현좌는 불교조

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려 불화나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1465년), 무위사 극

락전 아미타여래삼존도(1476년), 수종사 금동불감 후면의 불화 등 불교회화에서 확인되므로 회화적 표현요

소로 볼 수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들어 위아래로 마주 댔고,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구부려 설법인을 결하

였다. 대좌는 위아래로 연꽃이 맞붙은 평면 삼각형의 연화좌이며, 꽃잎은 작고 도톰하여 양감이 있고, 위아

래의 테두리에는 톱니바퀴처럼 거칠게 연주문을 돌려 장엄하였다.

관음보살상의 무릎 앞으로는 중첩된 의접衣褶이 용수철처럼 꼬불꼬불 펼쳐진 것이 이채롭다. 가슴에

는 단조로운 영락이 드리워져 있고, 천의는 복부에서 X자형으로 교차시켜 양 팔목으로 걸쳐 내렸다. 천의자

락이 신체와 분리, 주조하여 입체감을 준다. 허리는 잘록하고 얼굴은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모습으로 표현되

었다. 보관은 3개의 꽃잎을 입체적으로 세운 삼엽형 보관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

삼존상의 협시보살상의 보관이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상의 보관 등 조선 초기에 제

작된 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머리에는 불뚝 솟은 보계가 별다른 기교 없이 단순한 기둥처럼 표현되었다. 보

관의 턱이 되는 보발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 머릿결이 드러나게 가지런히 빗질하였는데, 이마의 중앙이 마치 

아치형을 이루고 있어 인상적이다. 구렛나루와 귀밑머리를 타고 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둥

근 고리모양으로 엮고 다시 이를 3가닥으로 뽑아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웠다.

지장보살상은 관음보살상과 대응되게끔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수인을 표현하였고, 역시 엄지와 중

지를 둥글게 맞대었다. 머리에는 세로로 예리하게 날이 선 몇 개의 주름을 잡은 두건을 착용하였다. 갸름한 

얼굴에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이목구비를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불의는 통견식이며, 가슴에는 군

의의 수평 단이, 왼쪽 가슴에는 가사의 끈 장식이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두 발은 모두 노출시켰으며, 무릎 

아래로는 관음보살상과 마찬가지로 꼬불꼬불 거리며 펼쳐진 주름을 나타내었다. 대좌는 앙복련이 맞붙은 

삼각형의 연화좌이다.

이 삼존상은 여말선초기에 유행했던 아미타·관음·지장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정확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탑내 봉안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불감佛龕세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불상과 불감, 

발원문 모두 온전하게 남아 있어 그 가치를 높여준다. 한편 청동불감은 불감으로서는 드물게 팔작지붕 형

태를 띠고 있으며, 기왓골은 물론 용마루의 치미나 귀마루와 추녀마루의 잡상까지 표현하여 당시 건축물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이 본존불상과 지장보살상은 전통적인 조형 양식에 외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대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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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rtable shrine and Amitabha triad was found in a stone pagoda in Bukjeong-ri, 

Maegok-dong, Suncheon in 2003. The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inside of the Amitabha 

statuette offers critical information for boosting the understanding of this artifact. It notes that 

this triad comprised of Amitabha,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was produced in the Jeolla 

region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the fourth year of the Chenghua era (1468) under the 

patronage of such people as Ilseon, Mogam, Jeongo, and Kim Yong. This gilt-bronze triad 

precisely demonstrates the iconography of the triad consisting of Amitabha,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that was in fashion during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era. This Buddha 

triad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specifically created to be enshrined within a portable shrine. 

The fact that the portable shrine, Buddhist statuettes, and dedicatory inscription have been 

maintained intact adds to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fact. Regarding the portable shrine, it is 

a rare example that features a hip-and-gable roof. It depicts in detail the rows of convex and 

concave roof tiles, ridge-end decorations, and decorative figurines on the hip,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e of the time. The Amitabha and Ksitigarbha statues were 

rendered in a new style that was based on local tradition but with the adoption of foreign 

factors. The Avalokitesvara image manifests Tibetan Buddhist influences from Ming and Qing 

China in the minutely expressed features, face in the form of an inverted-triangle, slim waist, 

and lotus pedestal consisting of two rows of upward- and downward-turning lotus petals. 

Gilt-bronze Portable Shrine and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Maegok-dong, Suncheon

Treasure No. 1874

Joseon (1468)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8 pieces
Bronze, gilt-bronze
Portable shrine: H. 24.6 cm, W. 12.8 cm 
Amitabha Buddha: H. 12.5 cm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11.5 cm 
Ksitigarbha Bodhisattva: H. 9.8 cm 
Dedicatory inscription: W. 48.2–49.0 cm, H. 6.6–8.7 cm 
Gwang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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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慶州 王龍寺院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15호

조선

1구
목조

높이 77.0cm
왕룡사원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대구 팔공산 환성사에 봉안되었던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불상阿彌陀三尊佛像 가운데 본존 아미타목불상이다. 이 불상은 갸름하면서도 단아한 얼굴, 

단정하면서도 세장한 체구의 귀족적인 고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선 초기 불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1

이 목木아미타불상은 불상조성기에 의하면 원래 팔공산 미륵사에서 조성하여 1466년 1월 13일 팔

공산 환성사還城寺에 봉안했으며 1474년에 복장물 봉안을 완전히 마쳤다고 했다. 조각장은 전 단속사 주지 

대선사 성료性了이고 부조각장은 혜정이며 발원자는 세조, 예종, 효령대군, 하양 현감 정옥량 등이었다. 당대

의 최고 조각가를 초대하여 왕실을 위하여 조성한 목아미타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상은 20세기 전반기에 현 왕룡사원으로 이안되어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같

이 옮겨온 2구의 소목불상은 석가불과 약사불로 1579년 작으로 약1세기 후에 조성되어 아미타불상과 짝을 

이루어 삼세불상으로 다시 봉안했던 것 같다. 즉 처음 조성에는 아미타전 또는 무량수전에 이 아미타삼존

불상만 봉안했다가 1세기 후에 어떤 계기로 석가, 약사불상을 새로 조성하여 대웅보전의 삼세불상三世佛像

으로 봉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무로 조성한 이 아미타여래좌상은 육계肉髻와 정상계주頂上髻珠가 뾰쭉하게 길고 얼굴이 갸름하면

서도 수척하며, 신체가 가늘고 긴 장신長身으로 귀족적인 고귀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불상 특징

은 삼국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오랜 전통양식에 새로운 티벳계 명양식明樣式을 수용하여 조선 초기에 집중적

으로 조성한 절충식의 새로운 불상양식이라 할 수 있다. 

뾰쭉하고 긴 육계와 정상계주, 갸름한 계란형 얼굴에 큼직한 백호, 단정한 코, 가늘고 긴 온화한 눈, 

1. 문명대, 「1466년작 목아미타불좌상」, 『왕룡사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07.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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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예쁜 입 등으로 전체적으로 귀족적인 우아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체 역시 얼굴에 비하여 날씬하고 세장한 장신형인데 무릎은 높고 큼직하여 듬직한 면도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듯한 수인手印으로 이른바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어서 전형적인 아미타불 수인이다. 

불의佛衣는 통견通肩인데 두꺼운 대의大衣자락을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치고 있어서 대의와 상의上衣

를 겹쳐 입고 있는 이중착의법二重着衣法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왼쪽 팔굽에 Ω형 옷주름이 옆으로 살짝 치

우쳐 있어서 조선초기의 특징적 표현이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런 특징은 1458년작 흑석사 아미타불상, 1482년작 천측사 아미타불상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우아하고 세장하면서 수척한 조선 초기 복합식 불상양식의 대표적 불상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불상은 왕실과 귀족 그리고 일반 신도와 승려 등 100여명의 시주층이 발원한 불상으로 당

시 대표적 조각가 성료性了스님이 조성한 당대 최고의 걸작불상으로 크게 중요시된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에서 다량의 복장품이 발견되었는데 목木도금사리합, 후령통, 조성기, 중수기, 

1326년 개판 묘법연화경 삼매참법 하, 묘법연화경(1551년), 인경 다수 등 많은 복장품들 이어서 조선 초기와 

조선 후반기 불교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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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seated Amitabha was originally the main Buddha of a triad created in 

1466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and enshrined at Hwanseongsa Temple on Mt. Palgongsan 

in Daegu. Offering an elegant impression through a slim and graceful face and dignified 

slender body, this wooden Amitabha is a definitive example of the Buddhist statues of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distinctive early-Joseon elegant and slender aesthetic is also found in 

the 1458 Amitabha statue at Heukseoksa Temple and the 1482 Amitabha statue at Jeoncheuksa 

Temple. What is most notable is that this statue is considered the greatest masterpiece of its 

time, funded through donations from as many as about 100 Buddhist adherents from diverse 

social classes ranging from the royal family and nobility to monks and commoners. It was 

created under the leadership of Monk Seongnyo, the foremost Buddhist sculptor of the tim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Wangnyongsawon Temple, Gyeongju

Treasure No. 1615

Joseon 
1 item
Wood
H. 77.0 cm 
Wangnyongsawon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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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유물 일괄 
南楊州 水鍾寺 八角五層石塔 出土遺物 一括

 

보물 제1788호

조선

불감 1점, 불상 18구, 발원문 1점
금동

금동불감 21.5×18.5×10.2cm
금동여래좌상 높이 14.3cm
금동보살반가상 높이 7.0cm
금동지장보살좌상 높이 3.9cm
목조관음보살입상 높이 6.2cm
목조지장보살입상 높이 2.8cm
목조사천왕상 높이 2.9cm
발원문 28.9×42.3cm
수종사

수종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사찰 내에 태종과 의빈권씨 사이에서 태

어난 정혜옹주의 사리탑(1439년 금성대군이 건립)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 왕실과 깊은 관

계를 맺으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왕실과의 인연이 지속되었는데,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일련의 금동불상들이 그것을 대변한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불상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1957년 5월 28일 국립중앙

박물관에 의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초층 탑신석에서 금동불상 1구, 보살상 2구, 금동불감 1점, 목조상 3구 

등이 발견되었고, 기단 중대석에서 1628년에 제작된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금동불상 7구, 초층 옥개석에서 4

구의 금동불상이 발견되었다. 1970년 5월 23일~24일 석탑을 경내로 이건하는 과정에서 2층 옥개석에서 금

동불상 9구와 3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3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을뿐더러 불상들도 모두 유실되었다. 

수종사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은 크게 시기를 달리하여 2차례에 걸쳐 봉안되었다. 첫째는 1493년 숙

용홍씨, 숙용정씨, 숙원김씨, 등 성종의 후궁들이 발원, 봉안한 불상들이다.  두 번째 불상은 선조의 계비인 

‘소성정의대왕대비昭聖貞懿大王大妃’ 즉, 인목대비가 1628년에 조성하여 봉안한 불상들이다.

1493년에 봉납된 금동불상의 밑면 봉함판과 복장에는 시주자와 발원문을 남기고 있다. 불상의 밑

면 복장 봉함판에는 음각으로 ‘시주 명빈김씨施主 明嬪金氏’라는 시주자명을 새겼으며, 복장에는 1493년 숙용

홍씨 등 성종의 후궁들이 발원한 발원문을 넣었다. 1493년 발원문에는 임금의 성수만세와 왕실의 안녕, 자

손들의 복수福壽를 기원하며 옛 불상을 중수, 장엄하여 탑에 안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불상을 처

음 시주한 ‘명빈김씨’는 태종의 후궁으로 불심이 깊어 왕실에서 발원한 많은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

이다. 이 불상의 제작시기 판단과 관련해서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1493년 ‘발원문’과 ‘명빈김씨’ 시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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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시간적 간극이다. 역사적으로 김씨가 명빈으로 책봉되는 해는 1411년(태종 11)이고 세상을 떠난 해가 

1479년(성종 10)이기 때문에,1 이 불상은 1411년에서 1479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빈 김씨’

가 시주하여 제작한 불상을, 1493년(성종 24)에 다시 성종의 후궁인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 등

이 다시 불상을 중수하여 수종사 탑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납입된 불상들은 모두 1층 탑신에서 

발견되었고, 금동불상 1구, 보살상 2구, 금동불감 1점, 목조상 3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원문에는 

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를 중수하여 봉안한다는 내용이 있어 실제 발견된 불상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본문에서 ‘옛 불상을 중수하고 장엄하여 탑에 봉안한다’라고 했듯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불상만을 원문에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1628년(인조 6)에는 인목대비가 불상 23구를 제작하여 탑에 안치하였다. 조성기는 소형 금동

불상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비로자나불상의 밑면에 點刻으로 새겨두었다. 인목대비가 선대 비빈들이 불상을 

봉안했던 탑에 다시 탑을 봉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조의 능(목릉)이 수종사 가

깝고, 1628년이 선조가 붕어崩御한지 20년 되는 해라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또한 선대의 비빈들이 탑 

내 불상을 봉안했던 사실이 참고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628년에 안치된 불상들은 23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24구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구는 분실되었고 불교중앙박물관에 12구(불상 

6, 보살상 5, 나한상 1), 국립중앙박물관 6구, 동아대박물관에 2구가 전한다.

이들 불상들은 모두 조선 왕실의 비빈妃嬪에 의해서 조성되고 봉안된 공통점이 있고, 비록 소규모 불

상이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불교조각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493년에 봉안된 금동불상 2구는 조성기에 

의하면 석가여래와 관음보살로 추정됨에 따라 불교도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석가여래는 둥글고 단정

한 얼굴, 뚜렷하게 표현된 육계, 풀어헤쳐지듯 표현된 Ω형 팔꿈치 주름, 돌돌 말아 묶은 내의의 띠자락, 도드

1. 『太宗實錄』 권22, 태종 11년 11월 20일(정축); 『成宗實錄』 권105, 성종 10년 6월 5일(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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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게 표현된 젖꼭지, 유연한 옷 주름, 아담한 형태미 등의 양식적 특징에서 고려 후기의 조각전통을 계승하

고 있고, 부분적으로 중국 명대 티베트 불상양식을 수용한 조선 전기의 새롭게 전개되는 조각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관음보살상은 관음보살상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반가좌에 오른손을 뺨에 대어 사유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며, 지장보살상은 3.9cm가량의 소형상이어서 상호의 표현은 명쾌하지 않으나 두

건을 쓴 머리스타일과 보주를 든 수인에서 정확한 지장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이들 외에 함께 발견된 

목조상들은 이채로운 얼굴과 세부표현에서 외국日本으로부터 수입되어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628년에 인목대비가 발원한 불상은 조각승 성인性仁이 조성하였다. 성인은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

후가 발원한 자인수양사 불상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왕실과 관련이 깊었던 조각승으로 생각된다. 불상들은 

금방이라도 터질듯 팽팽히 부푼 얼굴에 유쾌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 아동적인 체구에 걸쳐진 법의法衣 주름

은 유려한 선묘를 보여준다. 보살상들은 하나같이 형태가 다른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풍만한 양감에 단

구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불상 중에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여래의 전형적인 삼신불 형식을 보

여주고 있어 사례가 드문 삼신불 도상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이다. 전반적으로 이들 불상들은 1622년 자인

수양사 목조비로자나불상(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있어 17세기 전반

기 궁중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불상들은 억불숭유의 정치적 이념 아래에서 두 시기에 걸쳐 동일한 탑에 내명부의 최고 품계의 

비빈들이 불상을 조성, 봉안하였다는 사실에서 조선시대 왕실불교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실증자료이며, 발

견된 불상들도 모두 우수한 조각기법과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

한 자료이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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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n inscription on the underside of the pedestal of the Buddha statue and 

records in the dedicatory inscriptions, it is estimated that some of these artifacts were produced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others in 1628. Although greatly damaged, the portable shrine 

helps expand the understanding of early-Joseon portable shrines. In addition, Buddhist figures 

decora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hrine suggests a model Buddhist iconography of the 

time. The “triple body” Buddhas and early long and slender pagoda forms appearing on the 

back side of the interior, the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Bodhisattvas on either flank of the 

exterior, and the image of the Buddha offering a sermon shown on the back of the exterior are 

all associated with the Buddhist iconography popular in the early Joseon era. The dedicatory 

inscription found along with the statuettes indicates their association with the Joseon court, and 

the inscription rendered on the underside of the gilt-bronze Vairocana Buddha statuette tells that 

it was made in 1628 by means of a donation by Queen Dowager Jeongui. The inscription carried 

by the Buddha statuette also contains the name of the early 17th-century sculptor Seong In, who 

is estimated to also be the creator of the Vairocana statue at Jijangam Hermitage in Seoul. 

Although the portable shrine and the statuettes from the pagoda at Sujongsa Temple do not 

come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ir initial enshrinement and later excavation 

and the Buddhist images that are thought to have been enshrined in the pagoda alongside these 

artifacts are scattered in different locations, they still possess a great deal of historical and artistic value 

as a group of artifacts associated with the early Joseon court and bearing relevant inscriptions.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Octagonal Five-story 
Stone Pagoda of Sujong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1788

Joseon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18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1 piece
Gilt-bronze
Gilt-bronze portable shrine: 21.5 X 18.5 X 10. 2 cm   
Gilt-bronze seated Buddha: H. 14.3 cm 
Gilt-bronze bodhisattva in the half lotus position: H. 7.0 cm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H. 3.9 cm 
Wood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6.2 cm 
Wood standing Ksitigarbha Bodhisattva: H. 2.8 cm 
Wood Heavenly Kings: H. 2.9 cm 
Dedicatory inscription: 28.9 X 42.3 cm  
Suj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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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康津 無爲寺 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312호

조선

3구
본존불 소조, 협시 보살상 목조
아미타여래 높이 180.2cm
관음보살 높이 172.3cm
대세지보살 높이 190.5cm
무위사 

무위사는 도선道詵이 946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하며,1 1430년에 중건된 주불전 극락보전의 대들보에 

“수설수륙修設水陸”이라는 묵서명이 발견되다. 이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 무위사에는 고려 왕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수륙사水陸社가 설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수륙사의 성격에 걸맞게 사찰의 주불전은 수륙사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극락전이며, 주존

불도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삼존으로 구성하였다. 그 구성은 흙으로 만든 좌상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나무로 제작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하였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반가좌를 취하였

는데, 각기 오른발과 왼발을 편안히 풀어내려 대칭을 이루게 하였다. 본존 불상은 1987년에 이루어진 개금

보수 때 얼굴과 어깨, 팔, 무릎 등 많은 부분에서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 전면적인 보존처

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1932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을 토대로 변형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2

이 불상의 제작 시기는 장흥 보림사 삼층석탑 북탑에서 발견된 ‘탑지에̀ 의해 147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탑지의 기록에 따르면 “성화成化 14년 무위사의 주불主佛을 만들고 대회를 베풀었다”3라는 기록을 

통해 1478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극락보전이 중건 된지 48년이 지난 시점이다. 

아미타여래좌상의 높이는 113.2cm, 관음보살상이 140.9cm, 지장보살상이 125.5cm로 협시보살상

이 본존보다 다소 크게 조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존은 1430년 극락보전 중건 시에 제작된 불상으로 보

고, 좌우 협시보살상은 1478년경에 추가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4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7, 全羅道 康津縣 佛宇條. 한편 무위사에 남아 있는 선각대사편광탑비(946)에는 先覺大師 泂微(864-917)가 905년 이후에 절을 중수하고 

8년간 無爲甲寺에 주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문화재청·강진군, 2014).

3. 장흥 보림사 북탑지 명문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成化十四年戊戌四月十七日…無爲寺造主仏設大會安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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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존불은 하품중생인의 아미타불상으로, 목심소조木芯塑造로 제작되었다.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

는 사실적으로 반듯하게 표현하고 강인한 정신성을 표출하였다. 불의佛衣는 이중二重으로 걸쳐 입었으며, 드

러난 가슴과 복부에는 고려 후기 불상에서 살펴지듯 둥근 복근과 가슴근육을 표현하여 아직 앞선 시대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다. 주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아 탄력이 있어 수준 높은 선묘를 보

여준다. 특히 한번 겹쳐서 길게 늘어뜨린 못 깃은 그 끝을 Ω형으로 맵시 있게 주름잡은 것과 팔꿈치 부근

에서 고려 후기 불상의 정형화된 달리 풀어지듯  나지막이 자리 잡은 ‘Ω’형 주름 은 1466년에 제작된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과 거의 흡사하여 시대적 특징을 공유한다. 불상의 양쪽 무릎 위로는 

소맷자락이 잎 모양으로 넓게 자리 잡아 특색이 있다. 불상이 앉은 연화대좌는 몸체와 연결되게 제작되었으

며, 팔각대좌도 불상과 마찬가지로 소조기법이 적극 활용되었다. 대좌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대에 팔각굄대

를 돌출시켜 둔 것인데, 이는 마치 하대 신라의 석탑이나 석불에서 보이는 접시모양의 팔각굄대를 연상시킨

다. 중대의 청판廳板에는 안상을 얕게 새겼고, 팔각 대좌 위에는 연꽃을 3중으로 겹쳐 올린 연화대좌를 두었

다. 정 팔각의 안정된 평면은 조선 후기의 부정팔각 대좌와 구분되는 조선 전기적 요소이다.   

좌협시 관음보살의 보발寶髮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둥글게 땋아 올렸으며, 귀 밑으로 흘러내린 머

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꼬아 매듭을 만든 뒤 두 갈래로 드리웠다. 뒤쪽 머리카락은 굵게 빗어 내렸고 그 끝

을 펌을 한 것처럼 둥글게 말아 올려 이색적이다. 꽃모양으로 형태를 잡은 보관에는 봉황과 화염 등으로 화

려하게 장엄하였다. 지장보살은 세로로 주름 날을 세운 두건을 썼고, 양감이 강조된 둥근 얼굴에는 자비를 

충만시켰다. 관음보살은 두 손을 단전 부근에서 선정인으로 포개 모으고 그 위에 정병을 올려 두었고, 지

장보살은 오른손을 들어 석장을 잡았다. 반듯한 이목구비는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고귀한 불격佛格도 잘 

서려 있다. 두 보살상 모두 가슴에는 3줄로 늘어진 영락 장식을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장신구는 조

선 전기에 제작된 보살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이 보살상은 그러한 보살상의 기준이 된다. 결가

부좌를 풀어 편안히 내린 다리의 정강이 부분에 귀 모양으로 돌출 시킨 주름이 특색이 있는데, 위치는 약

간 다르지만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 초 불상에서는 무릎 

위에 주름의 입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름을 돌출시키는 표현기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아미타여래삼존상은 1478년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상호는 자비로운 불상의 고귀한 품격을 실재감 

있게 담아 영원불변의 진리자로서의 종교성이 충만하였고, 선묘는 완급 조절과 깊고 얕음을 적절히 구사하

여 유려함이 살아 있고, 신체는 뛰어난 균형감각을 드러내 예술적 감성을 충만하였다. 이 작품은 장흥 보림

사 탑지를 통해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작으로서 조선 초기의 불상조각을 대표한다. | 손영문

4. 김광희,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18(불교미술사학회, 201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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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known that Buddhist ceremonies for pacifying the souls of the Goryeo court were 

held at Muwisa Templ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As one of the temples that held this 

type of ceremony, Muwisa features a Geungnakjeon Hall as the main hall and an Amitabha 

triad, depicting the Buddha considered to lead sentient beings to heaven, as the main Buddha 

of veneration. The production date of this triad is estimated to be 1478 based on a document 

from the northern three-story pagoda of Borimsa Temple in Jangheung that recounts, “The 

main Buddha of Muwisa Temple was made in the 14th year of the Chenghua era.” This refers 

to 1478, 48 years after the reconstruction of Geungnakjeon Hall. 

The Amitabha in the middle has a round face and realistic facial features. The hair 

of the Avalokitesvara image to the left of the Amitabha statue is parted in the middle and 

braided, with the hair hanging down below the ear creating a loop on the shoulder and 

running down in two strands. The hair on the reverse is roughly combed and its end swoops 

up as if it had been artificially curled. The floral crown is lavishly decorated with phoenix 

and flame patterns. On the right side of the Amitabha, the Ksitigarbha wears a headscarf with 

angular vertical lines. The voluminous round face looks full of compassion. 

Estimated to date from 1478, this Amitabha triad expresses the compassionate and 

dignified character of the Buddha in a realistic manner and exudes a strong religiosity. The 

sculptural expressions that are appropriately subtle or bold as needed are skillful; the well-

balanced body provides aesthetic satisfaction. Coming with an estimated date of production, 

this Amitabha triad provides a definitive example of early-Joseon Buddhist statues.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Muwi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312

Joseon 
3 items
Clay (Amitabha Buddha), wood (attendant bodhisattvas)
Amitabha Buddha: H. 180.2 cm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172.3 cm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H. 190.5 cm 
Muwi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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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南楊州 興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보물 제1798호

조선

23구
소조

석가여래 높이 54.5cm
제화갈라 높이 50.5cm
미륵보살 높이 51.8cm
나한 높이 41.7~47.6cm
제석 높이 56.2cm
사자 높이 57.3cm
인왕 높이 68.1cm
흥국사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과 남양주역사박물관에 나뉘어 봉안되어 있는 23구의 상들로, 삼세불좌

상(석가불,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은 소조塑造이고 십육나한상, 제석천상, 2사자상, 장군상은 목조木造이다. 

불상을 조성한 조각가와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석가불상과 시왕상, 제석천상 등으로

부터 발견된 중수발원문과 중수기를 통해 원 봉안처와 중수 시기는 알 수 있다. 석가불상으로부터 “順治

七年庚寅八月日” 이라 쓰인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고, 제석천상과 제10존자상의 밑면에서도 “순치칠년順治

七年”의 묵서 중수기가 발견되어, 이들 불상들이 1650년 8월에 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제1존자상과 

제2존자상의 복장에서 “光緖辛卯至月日全羅道高山安心寺藥師庵十六聖衆移安于京畿楊州水落山興國寺而其

明年至月初五日神供十二日夜點眼”라는 기록이 있는 중수발원문을 통해, 이들 불상들이 원래 전라도 고산

(현재는 완주) 안심사 약사암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들이며, 1891년 11월에 양주 흥국사로 이안된 후 중수

되어 1892년 11월 12일에 점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施主尙宮信女己酉生朴氏大惠月尙宮信女

金氏大志月”의 기록으로 보아, 1891년과 92년에 행해진 이안과 중수에 왕실 상궁들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삼세불상과 십육나한상 일체는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조각가 집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얼굴, 신체, 옷 등의 표현에서 모두 일정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신이 긴 신체 비례, 이

마가 넓고 턱이 좁은 역삼각형 얼굴 등은 삼세불상은 물론 16나한상에게서도 발견되는 공통된 신체와 얼굴

의 특징이다. 또한 얼굴이나 가슴 등에 양감이 거의 발현되지 않고 편평한 점도 동일하다. 다만, 전신을 거

의 감싼 두꺼운 옷은 주름이 매우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모델링이 유리한 소조상이기 때문에 입체

감과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살상들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를 모두 갖추어 입고 있지만, 석가불상은 부견의를 착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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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상

않고 있다. 석가불상과 두 협시보살상은 모두 승기지 상단이 일자형이며, 승기지를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

은 형태로, 조선 초기 15세기 불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15세기 불상의 특징은 좌보처 미륵보살상 

보관에서도 발견된다. 보관은 위로 벌어진 원통형이며, 앞면은 안팎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쪽 판

에는 투각의 덩굴문이 율동적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바깥쪽 판에는 역시 덩굴문이 양각되어 있다. 또한 보

관의 하단 테두리에는 보석이 감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장식되어 있다. 이런 구조와 문양을 갖고 

있는 보관은 15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해남 대흥사 금동보살좌상의 보관을 들 수 있다. 한편 제화갈라보살

상의 보관은 미륵보살상 보관과 달리 화염문만 장식된 간략한 모습인데, 원래의 보관이 멸실된 이후 17 초

반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화갈라보살상의 보관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작례로 1603년에 제작

된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삼존불좌상 보살의 보관을 들 수 있다.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들 제 존상 이외에 원래 안심사 약사암에는 제석천상, 장군상 한 구씩이 

더 봉안되어 최소한 25존상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현재-미래를 나타내는 삼세불과 함께 

16나한상이 봉안되는 전통은 중국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조선시대에 창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나한

이 현재 석가불과 미래 미륵불 사이의 무불시대無佛時代에 중생들을 보호할 것을 서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삼세불과 함께 16나한이 봉안된 조선의 나한전은 16나한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라 하겠다. | 송은석

사자상 2사자상 1제석천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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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상

제1 빈도라발라타사존자상

제7 가리가존자상 제11 라호라존자상

제5 락거라존자상

제15 아씨다존자상제13 인게타존자상

제3 가낙가발라타사존자상

제9 술박가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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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락가벌차존자상 제4 소빈타존자상

제10 반탁가존자상제8 벌도라불다라존자상 제12 나가서나존자상

제6 발타라존자상

제16 주다반탁가존자상제14 벌라파사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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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fact is comprised of 23 statues separately enshrined in two places—the 

Yeongsanjeon Hall (the Vulture Peak Hall) of Heungguksa Temple and the Namyangju 

Museum of History. They are either clay statues or wooden images: clay statues include 

the Buddhas of “three periods” (Sakyamuni Buddha, Maitreya Bodhisattva, and Dipamkara 

Bodhisattva), and the wooden examples depict the 16 Arhats, Indra, two Messengers, and 

Vajrapani. Although it is unknown when and by whom these statues were produced, the 

dedicatory inscription confirms that they were originally enshrined at Yaksaam Hermitage of 

Ansimsa Temple in Gosan (present-day Wanju), Jeollabuk-do Province, repaired in August 

1650, transferred to Heungguksa Temple in Namyangju, and repaired again on November 12, 

1892 when an eye-dotting ceremony was held. 

The three periods Buddha triad and 16 Arhats show consistent styles of expression in 

their faces, bodies, and clothing, giving rise to an assumption that they were all produced 

by the same group of sculptors during the same period. Features such as the relatively long 

upper body and face in the shape of an inverted triangle with a narrow jaw and a wide 

forehead are shared among the Buddha triad and the 16 Arhats. The Sakyamuni statue and 

the two attendant bodhisattvas demonstrate 15th century sculptural tendencies: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tt (saṃkakṣikā) is rendered horizontally, and the undershitt (saṃkakṣikā) 

is fastened by a knot with strings. The flaring cylindrical crown decorated with openwork 

in rhythmical vine patterns worn by Maitreya Bodhisattva is similar to the crown of the gilt-

bronze seated Avalokitesvara at Daeheungsa Temple in Haenam, which is estimated to date 

from the 15th century.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Sixteen Arhats of Heungguk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1798

Joseon 
23 items
Clay, Wood
Sakyamuni Buddha: H. 54.5 cm
Dipamkara Bodhisattva: H. 50. 5 cm
Maitreya Bodhisattva: H. 51.8 cm
Arhats: H. 41. 7–47.6cm
Indra: H. 56.2cm, Messenger: H. 57.3 cm
Vajrapani: H. 68.1cm
Heu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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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慶州 祇林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보물 제958호

조선

3구
소조

높이 335.0cm
기림사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불상, 약사불상, 

아미타불상 등 소조로 된 삼불상이다. 비로자나 삼신불毘盧遮那 三身佛이 아닌 석가 삼세불三世佛의 좌우협시

불상이 비로자나불의 좌우협시가 된 이른바 삼신불과 삼세불이 조합된 독특한 형식의 비로자나삼불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후반기에도 이런 조합의 불상, 불화가 유행하는데 조선시대 불교가 통합된 시대적 성

격을 잘 반영하는 삼불상으로 생각되고 있다.1

이 삼불상이 언제 조성되어 대적광전에 봉안되었는지 『기림사중창기』등에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

에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존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이 도난 된 후 남아있었던 복장물 가운데 <불상중창점안

기佛像重創點眼記>에 1차 중수 1564년, 2차 중수 1719년이라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삼불상 조성 하한은 1564년

이고 조성은 양식적 특징과 1501년작 기림사 건칠보살상과 비교해보면 1500년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2

비로자나삼불상은 장대한 대적광전의 가운데에 비로자나불좌상, 좌측에 약사불좌상, 우측에 아미

타불좌상이 자리 잡고 있다. 거대한 비로자나삼불상이 대적광전 공간을 꽉 차게 배치되어 있어서 더욱 장

중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삼불상이 동일 크기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위엄을 느끼게 하는데 이들의 

배경인 뒷벽에는 1712년작 비로자나 삼불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보다 밝고 한결 화려하게 보이도록 장엄되

어 있다. 

중앙 비로자나불상은 강렬한 적녹색 불화를 배경으로 결가부좌로 앉아 있어서 웅장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장신長身의 이 불상은 상체가 장대하고 어깨가 건장한데 비해 머리가 작은 편이고 무릎 높이

는 낮고 너비는 약간 짧은 편이어서 더욱 장대하게 보이고 있다. 얼굴이 단아하고 비교적 둥근 편이어서 조

1. 문명대, 「비로자나 삼신불 도상의 형식과 기림사 삼신불상 및 불화 연구」, 『佛敎美術』 15 (동국대학교박물관, 1998.2) pp.77-100.

2. 문명대, 「삼신삼세 도상의 형식과 기림사 삼신불상 및 불화」, 『高麗·朝鮮 佛敎彫刻史 硏究』 (예경,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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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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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초기의 귀족적 우아함이 계승되어 온화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얼굴에 비해서 상체는 훨씬 장대한 편이고 두 팔굽을 직각으로 꺾어 어깨와 팔목이 수평을 이루어 

어깨와 가슴이 더욱 당당하고 건장하게 보인다. 가슴에 모은 두 손은 주먹 쥔 왼손의 검지를 세워 오른손으

로 감싸 쥐고 검지를 꺾이게 한 지권인智拳印을 짓고 있다.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두 다리는 낮고 짧아 이 불

상을 전체적으로 더욱 장대하게 보이도록 한다.

불의佛衣는 통견通肩인데 두꺼운 대의大衣와 상의上衣가 양어깨를 덮어내려 묵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고려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왼쪽 팔 정면에 있던 Ω형 주름이 측면으로 이동되어 이 불상이 15세기 

2/4분기 경으로 편년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특징이다. 

왼쪽의 약사불상은 비로자나불상과 거의 동일하게 장신이고 건장한 불상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군의裙衣상단이 주름형이고 수인手印이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시무외 여원인의 

변형이지만 왼손 보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른쪽 아미타불상은 왼쪽 약사불상과 자세, 장신의 건장한 형

태, 옷주름, 수인까지 일치하고 있어서 동일 조각가의 솜씨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삼불상은 우아한 귀족적 얼굴, 장대하고 건장한 형태, 묵중한 의문 등 조선전반기를 대표

하는 최대 규모의 불상이며, 비로자나·약사·아미타불상 등 삼신삼세불상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초기

의 불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복장품에서 발견된 <불상중창점안기佛像重創點眼記>에 1차 중수가 1564년

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이보다 이른 1500년 전후에 조성된 조선전반기 거대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

선 전반기 최고의 걸작 소불상이다. | 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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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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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Daejeokgwangjeon Hall of Girimsa Temple, this Buddha triad is 

composed of a Vairocana, Bhaisajyaguru, and Amitabha statue. Here, Vairocana is not flanked 

by the two attendant Buddhas of the “triple body” belief centered around Vairocana, but by 

the attendant Buddhas of the “three times” (the past, present, future) belief centered around 

Shakyamuni. It is therefore interpreted as a unique combination of the triple body belief with 

the three times belief. This type of integrated iconography was also in fashion for Buddhist 

paintings and sculptures during the later Joseon era, testifying to the integrationist nature of 

Joseon Buddhism combining different Buddhist schools and sects.

An outstanding example of early-Joseon Buddhist sculpture, this Buddha triad is 

characterized by a noble face, imposing and stout body, and clear iconographic features of 

Vairocana, Bhaisajyaguru, and Amitabha Buddhas. As a record on re-enshrinements following 

restorations found inside the triad records that the first restoration of the triad was carried 

out in 1564, it is inferred that the triad was produced around the 1500s before this point. 

Therefore, it is renowned as the leading example among clay statu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Girimsa Temple, Gyeongju

Treasure No. 958

Joseon 
3 items
Clay
H. 335.0 cm 
Gir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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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慶州 祇林寺 乾漆菩薩半跏像

 

보물 제415호

조선(1501년)
1구
건칠

높이 91.0cm, 폭 51.0cm 
기림사

조선 전기 1501년에 제작된 유희좌의 관음보살상으로, 매우 강한 양감과 입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조선 전기 보타락가산 관음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살상이다. 

하단 대좌의 상면에 묵서된 발원문의 “弘治十四年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終” 기록에 의하여 1501년 1

월에 보살상의 조성을 시작하여 4월 8일에 완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보살상이 처음 봉안된 사찰은 함

월산의 서수암西水菴이며, 보살의 정식 명칭은 낙산관음보살洛山觀音菩薩임도 아울러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의 

봉안처인 함월산 서수암의 위치나 연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봉안처인 기

림사로 이안된 사유와 시기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보살상은 옻칠한 천을 여러 겹 붙여 만든 건칠상이다.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점토로 불상을 

조각한 후 흙 위에 여러 겹 마포 또는 저포와 옻칠을 발라 불상의 외형을 완성하는 기법이 건칠기법이다. 외

형이 충분히 굳은 후에는 내부의 흙을 제거하는데, 나무틀까지 제거하는 것은 탈건칠脫乾漆 기법이라 하고 

나무틀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목심건칠 기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건칠상들은 모두 탈건칠 기법이 사용되

었는데, 이 보살상에도 내부 틀이 제거된 탈건칠 기법이 사용되었다. 상이 완성된 후에는 나무로 제작된 두 

손을 결합하고, 머리 뒷면을 일부 절개하여 머리 속의 흙도 제거한다. 기림사 보살상에 대한 엑스레이 조사

에 의하여 보살상의 외형을 따라 1.4~1.5mm 두께의 삼베 층이 확인되었다. 건칠제의 보살신 외에 보관과 

대좌는 나무로 제작되어 있으며, 목과 가슴 부위에는 후보의 흔적이 있다. 

이 보살상은 대좌에 앉아 오른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리고, 왼발은 샅으로 끌어 모아 앉은 자세의 

유희좌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좌를 취한 보살상은 한국 조각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인데, 여말선초의 

보살상 중에서는 몇몇 사례가 알려져 있다. 보살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대좌의 상면을 짚고 있는 왼팔

에 힘을 의지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내린 오른쪽 다리의 무릎에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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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좁고 긴 편이며, 뺨과 턱 사이에는 우묵한 골이 조각되어 얼굴의 양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양감과 입체감은 15세기 이후 조선 전기 조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형 감각으로, 1501년에 

제작된 기림사 보살상에 나타나 주목된다. 코는 이마와 우묵한 골을 사이에 두고 입체적으로 독립되어 있

으며, 입술도 굴곡이 크며 뺨과 턱에서 독립되어 입체적이다. 이처럼 양감이 풍부하고 입체적인 얼굴과 달리 

가슴에는 양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고 편평하다. 

보관은 앞판과 뒤판이 결합되어 있는데, 앞판은 2단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관의 안쪽 면에 두

꺼운 금박이 입혀져 있어 앞판의 2단이 별도로 제작되어 부착된 것인지 하나의 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관의 두 판에는 모두 세밀한 덩굴문이 양각되어 있으나, 두껍게 입혀진 금박으로 인하여 정확한 문양은 

확인할 수 없다. 보관 중간중간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아 연꽃 등의 문양이 별도로 부착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마 위의 보발은 하나하나가 매우 크게 구획된 6개의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의 머리

카락은 귀 앞쪽으로 내려와 귀를 횡단하여 귀 뒤쪽의 보관 속으로 삽입되어 있다. 귀를 횡단한 이후 어깨 

위로 늘어뜨려지는 일반적인 여말선초 보살상의 보발 표현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옷은 군의, 승기지, 요포腰布, 천의를 착용하고 있다. 횡격막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승기지 상단은  

끈으로 묶이고 매듭으로 마무리되었다. 허리까지 올라와 있는 군의는 상단이 뒤집혀 안쪽 면이 밖으로 드러

나 있으며, 허리에서부터 복부의 좌우측 부분까지는 요포에 의해 군의 상단이 덮여 있다. 이처럼 군의 상단

이 뒤집혀 엉덩이까지 내려지는 방식은 신라 통일기 이래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여기에 요포가 사용되어 군

의 상단이 보완된 방식은 매우 드물어 주목된다. 군의는 대부분의 하반신을 감싸고 있으며 대좌를 덮고 흘

러내렸는데, 끌어올린 왼쪽 다리를 따라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주름을 형성하였다. 영락은 목에 걸린 목걸이

조성 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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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걸이에서 흘러내린 3가닥의 흉식胸飾과 완천腕釧, 비천臂釧뿐인데, 전신을 감싼 영락이 착용된 1395년

의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같은 보살상과는 계보를 달리한다. 

보살상이 취한 유희좌 좌세는 중국의 오대, 북송기의 사천성 대족석굴 등에서 지장보살상과 짝을 

이룬 관음보살상이 제작되기 시작하여 송·요·금·원·명대에 많은 유례를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후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 전기까지 몇몇 사례가 남아 있다. 발원문에 언급된 “낙산관음”은 화엄경 입

법계품에서 설한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을 말한다. 낙산의 관음보살은 험준한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

로 표현되는 것이 중국의 사례들로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보살상의 대좌 중에 사라진 중대 부분은 암

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관음보살상 가운데 낙산의 관음을 명시적으로 표한 사례는 이 관음

보살상이 유일하며, 조선 전기에 행해진 보타락가산 관음신앙의 확실한 사례로 중요시 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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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dicatory inscription written in ink on the pedestal confirms that this statue was 

completed on the eighth day of the fourth lunar month of 1501. The inscription also tells that 

the statue was originally enshrined at Seosuam Hermitage in Mt. Hamwolsan and that the 

name of the bodhisattva is “Naksan Gwaneum”.

This statue is made with lacquered cloth. To create sculpture with these materials, 

a wooden frame is first fashioned and clay is spread over the wood to be carved for the 

expression of the figure. Several layers of lacquer-coated hemp or ramie are applied over the 

carved clay to complete the surface. In the case of this lacquered-clay statue, the clay was 

completely removed from the inside, and the two hands were separately crafted and joined 

with the lacquered cloth body. 

In China, production of bodhisattva statues in this posture began during the Five 

Dynasties and Northern Song periods and continued into later eras, with numerous examples 

remaining from the Liao, Jin, Yuan, and Ming dynasties. Their production was initiated in the 

later Goryeo period and sustained until early Joseon with just a few transmitted to the present. 

The “Naksan Gwaneum” appearing in the dedicatory inscription refers to the Avalokitesvara 

at Mt. Potalaka, as explained in The Gandavyuha Sutra or Sutra of the Entry into the Realm 

of Reality, who is commonly expressed as sitting on a rugged rock. This indicates that the 

middle section of the pedestal that has been lost may likely have been rendered in the form 

of a rock. 

Dry-lacquer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Girimsa Temple, Gyeongju

Treasure No. 415

Joseon (1501)
1 item
Cloth and lacquer 
H. 91.0 cm, W. 51.0 cm 
Gir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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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서울 普陀寺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1818호

조선

1구
금동 
높이 81.5cm, 폭 30.5cm 
보타사

왼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리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세워 앉은 안락좌安樂坐의 좌세를 취한 보살

상으로, 조선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상이다. 대좌 위에 세운 왼쪽 무릎 위에 걸친 오른팔은 편안한 느

낌인 반면, 팔꿈치를 수직으로 굽힌 채 어색하게 뻗은 왼팔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안락좌를 취한 중국의 송·

요·금대 보살상들은 대부분 대좌 상면을 왼손으로 짚은 채 왼손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보살상

의 어색한 왼팔 자세는 왼팔 팔꿈치로 누르고 있던 안궤案几같은 지지대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보살상의 갸름한 얼굴은 턱과 뺨 사이가 아무런 경계가 없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 볼륨이 거의 표현

되어 있지 않으며, 가슴도 양감이 없이 밋밋한 편이다. 반면에 어깨가 넓고 건장하며 허리는 가늘고 길며 동

체와 팔 사이가 띄어져 있으므로 공간감과 입체감은 잘 표출되어 있다. 보발은 귀 양쪽으로 내려오다가 앞

쪽의 머리카락이 귀 하부를 횡단하여 뒤쪽의 머리카락과 합류한 후, 어깨로 내려와 3갈래로 갈라진 모양인

데, 여말선초에 제작된 여러 보살상의 보발 표현과 동일한 방식이다. 

옷은 군의, 천의, 낙액絡腋이 착용되었다. 천의는 등을 넓게 덮은 후 몸의 양옆을 따라 내려오다가, 

두 팔에 감긴 후 대좌 위로 흘러내리고 있다. 하반신에 착용된 군의는 엉덩이까지 가려줄 정도로 상단이 넓

게 뒤집혀 있는데, 이런 군의 상단 표현은 경주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유희좌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경에 제작된 보살상의 특징적인 표현으로 추정된다. 보살상의 영락은 경식, 흉식과 함께 두 

다리 위에  두 다리 위에도 영락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흉식, 경식과 다리의 영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

아서 여말선초의 그물식 영락과는 다른 표현이다. 1450년에 제작된 통도사박물관의 금은제아미타삼존상의 

보살상에 표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물식 영락이 간략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관은 1단형이며, 정면 

표면에는 덩굴문이 잔존하고 있으며, 상단에는 화염문 입식, 하단 관대에는 연꽃이 중간 중간 장식되어 있

다. 보관 중앙에는 실루엣으로만 이루어진 화불이 조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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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상은 왼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렸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세워 앉아 있는 안락좌를 취한 

보살상이다. 이러한 좌세는 유희좌와 함께 중국 송·요·금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

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송대 또는 금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미국 넬슨앤아트킨슨미술관의 목조관음보

살좌상은 동일 좌세를 취한 대표적인 작품인데,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역참장면 중 보타락가산의 바

위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상도 좌세, 화불 등으로 보아 관음보살임이 

확실하며,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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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early Joseon sculptural characteristics, this gilt-bronze bodhisattva sits with the left 

leg pendent and the raised right leg supported by a pedestal. The right arm that rests across the 

right knee appears comfortable, but the left arm bent at a right angle feels unnatural and awkward.

The slim face has little three-dimensionality and no boundary marked between the 

cheeks and jaw. The chest is also rendered rather flatly. The shoulders, to the contrary, are wide 

and strong, the waist is long and slender, and space is made between the arms and the body, 

offering a sense of volume.

The bodhisattva wears a skirt, shawl, and bandolier. The shawl covers the shoulders, hugs 

the sides of the body, wraps around the arms, and runs until it touches the pedestal. The skirt is 

folded over so far that the folded part covers the hips, an expression of the skirt characteristic of 

late 15th–16th century bodhisattva statues such as the clay-lacquered Avalokitesvara of Girimsa 

Temple in Gyeongju. Jewels are depicted on the neck, chest, and legs, but the necklaces on 

the neck and chest are not connected with the strings of jewels on the legs, a simpler form of 

decoration than net-like ornamentation of the later Goryeo–early Joseon style. The crown shows 

traces of vine patterns, flame-like uprights decorate the top end, and lotus patterns appear 

sparsely on the band. In the middle of the crown is shown an incarnate Buddha carved only in 

silhouette, indicating that it depicts Avalokitesvara Bodhisattva.

The posture assumed by this bodhisattva was in great vogue during the Song, Liao, and Jin 

Dynasties of China. In Korea it began to gain popularity from the later Goryeo period. The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statue at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taking this posture, and it is assumed that it is modeled after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Mt. 

Potalaka, which appears in The Gandavyuha Sutra or Sutra of the Entry into the Realm of Reality.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ta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18

Joseon 
1 item
Gilt-bronze
H. 81.5 cm, W. 30.5 cm 
Bota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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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37호

조선

1구
목조

높이 89.1cm, 폭 60.6cm 
용문사

이 불상의 원 봉안처나 조각가에 대한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중수발원문의 “正德九年十二

月卄四日始乙亥年四月初九日終畢 … 此三尊佛象後造” 기록에 의해, 1514년 12월 24일부터 1515년 4월 9일까

지 이 불상을 포함한 삼존상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원래의 불상은 15세기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이 불상은 전체가 여러 매의 나무 판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불상이다. 내부는 속파기 기법으로 모두 

파내었고 목리가 보이는 채로 두었다. 머리는 얼굴이 조각된 앞판, 귀와 나발부가 조각된 중간판, 후두부의 뒤

판의 세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체 상부는 중앙 상하반신의 중앙판, 좌우 팔이 조각된 좌우판의 세 판으

로 구성되었고, 두 다리 부분은 좌우의 두 판으로, 그리고 두 손과 배면의 복장 봉함판 등을 합쳐 모두 11개

의 판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의 나발은 흙과 아교가 주재료로 된 감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각 판재는 철제의 꺽쇠나 못, 목제의 나비장, 그리고 아교 등의 접착제에 의해 결합되었다. 

얼굴의 뺨이 통통하게 양감이 있으나, 뺨과 턱 사이를 우묵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며, 입 주위를 우

묵하게 처리하여 뺨의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슴에는 미세한 양감이 승기지와 가슴 사이에 표현되어 있다. 

귀는 폭이 좁고 길며, 이수 부분에 상하로 귀걸이용으로 추정되는 긴 구멍이 뚫려 있다. 

옷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를 차례대로 착용하고 있다. 승기지 상단은 왼쪽 위로 약간 경사지게 

표현되어 고려 후기의 표현 양식을 잇고 있다. 승기지 상단 아래에는 끈으로 묶고 매듭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승기지 고정 장식물은 표현되지 않았다. 대의는 변형 편단우견 방식으로 착용되었고, 왼쪽 어깨로 넘겨져 마

무리되었다. 특이한 점은 왼팔 전체를 덮은 옷이 마지막 넘겨진 대의와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뒤

로 넘겨진 대의는 모서리 일부분만이 어깨에 걸쳐진 후 등으로 흘러내리도록 표현되는데, 이 불상에서처럼 

왼팔 전체를 모두 덮고 대좌에까지 닿게 한 표현은 매우 이례적이다. 왼쪽 어깨 아래의 가슴 부위 대의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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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드러운 지그재그 무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같은 무늬는 13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

미타불좌상의 표현과 같아서 주목된다. | 송은석



413Joseon Dynasty

No records are available on either the original place of enshrinement or the sculptor 

of this work. As its dedicatory inscription indicates that a repair of a Buddha triad including 

this image was completed in 1515, an estimated production date in the 15th century can be 

suggested. This Buddha statue is comprised of 11 wooden components. The inside has been 

hollowed out and the annual rings of the wood were left untreated. The hair is made from a 

glue-like material. The component wooden pieces are joined together using metal clamps and 

nails, wooden clamps, and glue. 

The cheeks are expressed in a voluminous manner. While the bordering area between 

the cheeks and the jaw does not show any groove, the area around the mouth is depressed 

in such a way as to provide a three-dimensional effect. A slight hint of three-dimensionality is 

also shown in between the top end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and the chest. The Buddha 

wears a skirt, undershirt (saṃkakṣikā), under-robe (bugyeonui), and outer robe (saṃghāṭī). 

The upper end of the undershirt (saṃkakṣikā) is slightly slanted up toward the left, inheriting 

the later-Goryeo tradition. The expression of the outer robe (saṃghāṭī) is unique in that it 

covers the entire left arm and runs down to touch the pedestal.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1637

Joseon 
1 item
Wood
H. 89.1 cm, W. 60.6 cm 
Yongm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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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석조지장보살좌상 石造地藏菩薩坐像
 

보물 제1327호

조선(1515년)
1구
석조

높이 33.4cm 
국립중앙박물관

붉은 안료가 칠해진 험준한 바위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지장보살로, 머리에는 두건을 썼으며 왼손에

는 구슬을 들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여타의 보살상과 달리 이 보살상처럼 승려의 모습으로 조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장십륜경』, 『지장보살본원경』 등 경전에 묘사된 지장보살의 모습이 성문형聲聞形, 사문상沙門相 

등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송대인 989년에 찬술된 『지장보살상영험기地藏菩薩像靈驗記』에는 양나라 화가 장

승요張僧繇가 선적사善寂寺에 관음보살도와 함께 그린 승려 모습의 지장보살 그림에서 때때로 빛이 났는데, 이 

때마다 여러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여, 지장보살이 “방광보살放光菩薩” 즉, ‘빛을 내뿜는 보살’로 불리게 되었

다 한다. 이 보살상의 대좌 뒷면에 쓰인 조성기에, “조성관음지장造成觀音地藏” 즉, 관음보살상과 함께 이 지장

보살상이 조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방광보살로서 조성된 것이라 하겠다. 

대좌 뒤편에 음각된 조성기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1515년 3월에 완성되었고, 조각가는 승려로 추정되는 절

학節學이며, 봉안된 사찰은 기록되지 않았다.  

지장보살의 모습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승려이면서 머

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도 고려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많이 제작되었다.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도명화상

환혼기道明和尙還魂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록은 도명이라는 승려가 명부사자의 착각으로 

명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의 전말을 적은 글인데, 세간에 잘못 알려진 지장보살의 형상을 지장보살이 직

접 언급한 부분도 있다.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는 지장보살이 머리를 깎고 머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으며, 이 오류를 교정한 것이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라는 것이다. 

보살의 얼굴과 가슴 등 노출된 신체는 편평하며 양감이나 입체감은 잘 감지되지 않아, 15세기 초반

의 불상들과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체 표현의 변화와 함께 옷의 표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보살은 군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 등 일반적인 승려나 불보살상이 착용하는 복장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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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화상의 기록대로 두건을 착용하였다. 변화는 승기지를 묶는 끈이 생략된 점과 주름이 거의 없어진 두꺼

운 옷을 통하여 나타났다. 승기지 상단이 일자형인 점은 15세기 초반의 불상에서 이미 나타났던 변화이지

만, 승기지를 묶는 끈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16세기 이후 17-18세기까지 지속되는 새로운 요소라 하겠다. 이 

보살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보살이 앉아 있는 바위 대좌라 하겠다. 바위 대좌는 일반적으로 보타락가산

의 관음보살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고, 지장보살상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송은석

대좌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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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depicts Ksitigarbha Bodhisattva sitting in the full lotus position on a rugged 

red-painted rock wearing a headscarf and holding a jewel in the left hand. An inscription 

on the reverse of the pedestal relates,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statues have been 

produced,” telling that this Ksitigarbha image was made alongside an Avalokitesvara statue. 

When paired with an Avalokiteśvara image, a Ksitigarbha is intended to depict a “bodhisattva 

sending out light,” who is known to have worked a series of miracles. 

Ksitigarbha is usually expressed in the form of a monk, and the depiction with a 

headscarf is presumably derived from the Record on Monk Daoming's Revival after Death 

(Daoming Heshang Huanhun Ji). This book accounts the story of Monk Dao Ming mistakenly 

being taken to the underworld and then later returned to this one. Dao Ming says that when 

he saw Ksitigarbha in the underworld he wore a headscarf. 

The exposed body parts such as the face and chest with few three-dimensional effects 

and the expression of the undershirt without any binding knot are features characteristic of 

16th-century Buddhist statues. 

Ston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Treasure No. 1327

Joseon (1515)
1 item
Stone
H. 33.4 cm 
National Museum of Korea



418 조선시대

81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長興 寶林寺 木造四天王像

 

보물 제1254호

조선(1515년)
4구
목조

높이 320.0cm 
보림사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사천왕상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천왕상 가

운데 가장 오래된 존상으로서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성행을 예고하는 존상들이다.

사천왕四天王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須彌山 중턱의 건다라산의 네 봉우리에 거주하며 사대주四大洲인 

동쪽의 승신주勝身洲, 남쪽의 섬부주贍部洲, 서쪽의 우화주牛貨洲, 북쪽의 구로주俱盧洲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

은 천인으로, 동방의 지국천持國天, 남방의 증장천增長天, 서방의 광목천廣目天, 그리고 북방의 다문천多聞天이 

그들이다. 사천왕상은 기원전 2세기경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바르후트 스투파에 부조로 조각되는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성되었다. 온화한 귀인풍의 인도 천왕상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진 후 수

당대에 이르러 무인풍으로 변화되어 지금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통일기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사천왕상 이래 대부분의 사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통일기에서 고려 후기까지의 사천왕상은 탑을 든 북방 다문천상 이외에는 공통된 도상적 특징

이 발견되지 않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천왕상은 일정한 도상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

다. 현존하는 사천왕상들은 대부분 좌우에 2구씩 나뉘어 봉안되어 있는데, 향우 뒤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

각 비파, 칼, 용과 여의주, 탑과 산개 등을 지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물을 갖고 있는 천왕상들에 대

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원대 1345년에 조성된 거용관居庸關 운대雲臺의 사천왕상을 

비롯한 중국 원명대 사천왕상 도상을 근거로, 각각 비파-지국천, 칼-증장천, 용-광목천, 탑-다문천으로 해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1776년에 제작된 구례 천은사 아미타후불화 사천왕 도상을 근거로 각

각 비파 - 다문천, 칼 - 지국천, 용 - 증장천, 탑-광목천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도상이 이

처럼 중국과 다르게 바뀐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나, 1628년에 조성된 순

천 송광사 사천왕상도 천은사 불화의 사천왕 도상을 따르고 있어 조선 후기 사천왕상은 중국과 다른 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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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780년 6월에 지어진 「보림사천왕금강중신공덕기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 편액 기록에 의하면, 이 사

천왕상은 1515년 화주비구 계문戒文에 의해 처음 조성되었고, 1779년에는 상윤象允이 화주로서 중수하여 

1780년 6월에 점안하였다 한다. 중수는 칭숙稱淑, 계심戒心 등 18세기 중후반에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동

한 조각가들이 담당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보림사 사천왕상은 고려 말과 조선 후기에 성행

했던 사천왕상의 새로운 도상이 조선 전기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던 증거라 하겠다. 

천왕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으며 한 발은 야차를 밟고 있고, 다른 쪽 발은 또 다른 야차에 의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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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 발은 밟고 한 발은 들린 모습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현재 야차는 거의 멸실되어 다문천상의 야차만 남아 있다. 천왕상들은 모두 위로 퍼진 

원통형의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데, 보관에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위쪽 테두리에는 화염문 입식이 

장식되어 있다.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사천왕상들의 보관과 동일한 모티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보림사 사천왕상의 보관이 전범으로서 후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칼과 창을 지물로 갖고 있는 증장천상의 사례처럼 잘못된 보수의 흔적도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천왕상들은 크게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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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Cheonwangmun Gate (the Gate of the Four Heavenly Kings) of 

Borimsa Temple in Jangheung, Jeollanam-do Province, these statues are the oldest existing 

imag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from the Joseon period and foretell the late Joseon 

popularity of these images. Residing on the middle slopes of Mt. Sumeru, the Four Heavenly 

Kings guard the four continents: King Dhrtarastra watches over the east, King Virudhaka the 

south, King Virupaksa the west, and King Vaisravana the north.

The objects associated with each of the Four Heavenly Kings images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a sword with the King of the East, a dragon and a fabulous gem with the King of 

the South, a stupa and a umbrella with the King of the West, and a lute with the King of the 

North. This iconography differs from the versions common in China. The reason has not been 

ascertained, but a meaningful difference is manifested in such images as the Four Heavenly 

Kings statues at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from 1628 and the 1776 Four Heavenly 

Kings painting at Cheoneunsa Temple in Gurye. 

Each King is depicted as sitting in a chair with one foot trampling one ferocious evil 

spirit and the other foot lifted by a different evil spirit. They all wear a flaring cylindrical 

crown lavishly decorated with blooming flowers and topped with flame uprights. This posture 

and style of the crown are common in late-Joseon images, giving rise to an assumption that 

these Four Heavenly Kings images produced in 1515 maintained an influence into the later 

Joseon period. 

Although parts have been erroneously repaired—for example, the King of the South 

is holding a sword rather than a dragon and a  fabulous gem—these Four Heavenly Kings 

images have overall maintained their original form. 

Wooden Four Heavenly Kings of 
Borimsa Temple, Jangheung

Treasure No. 1254

Joseon (1515)
4 items
Wood
H. 320.0 cm 
Bor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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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奉化 淸凉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보물 제1666호

조선(1578년)
불상 3구, 발원문 1점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32.3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04.3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19.0cm
청량사

이 삼존상三尊像은 반가좌의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으로 구성된 자장보살삼존

상으로, 최근에 유리보전 우측 하단편에 명부전을 새롭게 건립하여 봉안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조선중기 유

학자 황서黃曙의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에서 청량산행 삼일 째 되던 날 연대사 지장전에 들어가 유숙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연대사(청량사의 전신)의 지장전의 주불로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

지장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발원자인 혜묵惠黙이 우수한 장인匠人을 초청하여 

정추년윤팔丁丑年 閏八月에 불상 조성을 시작하여 무인년 오월戊寅年 五月에 조성을 마치고 전각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발원문에는 간지干支만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연대 추정에 어려움을 주지만, 다행스럽게

도 발원자로 등장하는 혜묵은 1582년 9월16일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황서黃曙(1554~1602)의 「유청량산록

遊淸凉山錄」 『회산세고檜山世稿』 권8에서 등장하고 있어 지장보살삼존상의 제작연대도 이 무렵의 정축丁丑(1577)

년에서 무인戊寅(1578)년으로 추정된다.2

지장보살상은 청색과 짙은 남색으로 채색하여 삭발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밖으로 외반한 귓불에는 

화려한 꽃모양의 이식耳飾을 부착하였는데, 서산 개심사 목조지장보살입상(1484년경)이나 동국대학교 소장 

목조지장보살반가상(16세기 후반)에서도 확인되며 동국대 지장보살상의 그것에 좀 더 유사한 모습이다. 특

히 귀의 표현에서 상上·하각下脚 연골의 뚜렷한 윤곽과 더불어 역 3자형의 이공耳孔은 15세기 불상의 분명한 

8자형에서 변화된 모습이다. 얼굴 표정은 마치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것처럼 개성과 생동감이 넘친다. 활

처럼 휘어진 또렷한 눈썹 선은 곧고 높은 콧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콧 망울을 크고 둥글게 둥글려 

1.   “十八日平明 …… 遂投蓮臺寺地藏殿止宿〃, 黃曙, 「遊淸凉山錄」,『檜山世稿』 卷8.

2.   혜묵스님에 대해서는 黃曙의 「遊淸凉山錄」에 “二十一日. 朝. 登香爐臺 …… 遂飯于蓮臺. 步下洞門. 僧印玄惠黙隨之. 沿江十餘里許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

시 연대사(현 청량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黃曙, 「遊淸凉山錄」,『檜山世稿』 卷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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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우)·도명존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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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01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목조불』, 문화재청, 2014.

작자의 개성을 충만시켰고, 그윽하게 내려 뜬 눈과 슬며시 미소 지은 표정을 통해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자비

로운 지장보살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착의는 변형편단우견으로 시원하게 둘러 입었는데, 각이 예리하고 입체적인 못 깃이 특징적이다.  왼

쪽 어깨로 드리워진 옷자락이 팔꿈치 부근에서 둥근 Ω형 주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주름은 고려 전기 불

상에서 비롯되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불상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표식처럼 나타난다. 이곳에 표현된 Ω형 

주름은 조선 초기의 풀어지듯 납작해진 ‘Ω’형 주름에 비해 둥글고 단순하게 처리되어 시기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것은 가슴부분의 양 쪽에 달려 있는 화패장식이다. 고려·조선의 

불화의 보살상에서 길게 드리운 화패장식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조각 작품은 드물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은 군의가 간결하게 표현되었으며 편안히 내린 왼쪽 발목부근에도 군의자락이 노출되어 있다. 불신 및 무

릎에 표현된 주름의 흐름이 상당히 유려하면서도 입체적이어서 조각적 완성도를 더해준다. 특히 무릎을 덮

고 드리워진 가사자락이 대좌의 일부를 덮어 내린 상현좌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지장

보살반가상(1478년)과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1565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무

위사 지장상은 별도로 만들어져 차이가 나며, 달성사 지장보살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달성사 지장보살

상이 다소 평면적이고 회화적이라면 청량사 지장보살상은 보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라 조각적 긴장감이 한

층 높다. 오른 손으로 석장錫杖을 쥐고, 왼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는데, 강진 무위사 지장보살상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지장보살상의 도상을 따르고 있다. 이 지장보살상의 상호와 장대한 형태미 등 전반적인 양상은 삼

척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비교될 수 있어 같은 유파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좌우협시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도명존자는 가사 장삼을 걸치고 합장

하였고, 무독귀왕은 머리에 원유관을 쓰고 공수拱手자세로 서 있다. 상호나 형태미 조각수법이 본존상과 거

의 같아 같은 시기에 조성된 협시로 추정된다. 

지장보살상은 지옥중생의 구제를 위해 깊은 사유에 잠긴 듯 고요하게 처리된 상호相好에서 높은 종교

성을 읽을 수 있고, 불신의 구성 요소요소가 상호 유기적이고 이지러짐이 없어 조각적 완성도도 매우 높다. 

불신에 표현된 선 역시 불필요한 선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힘과 강약이 있는 직선과 곡선을 적절하게 구사하

여 유려하면서도 탄력 넘치는 세련된 선묘를 보여준다.  이 삼존상은 현존하는 16세기 불상 중에서 종교성

과 조각적 완성도를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작품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불상을 봉안한 사찰이나 작자, 다양한 

시주층 등이 밝혀지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다행스럽게도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불상의 양식분석을 통

해 이 삼존상의 제작연대를 157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78년이라는 제작시기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전기

와 중기를 연결하고 임진왜란 이후 전개되는 조선 후기 불교조각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불상자료

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뛰어난 조형감각을 통해서 당대 수준 높은 조각가가 정성을 다해 조성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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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inside of this Ksitigarbha Buddha statue records that 

someone named Hyemuk invited a skilled artisan to create the statue and that the making 

process began in the eighth lunar month (leap month) of the year of Jeongchuk and finished 

in the fifth lunar month of the year of Muin. The dedication only offers the years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 making it difficult to specify a particular year of production. Fortunately, 

however, the name Hyemuk recorded as the patron of its production also appears in Volume 

Eight of Yucheongnyangsannok, a compilation on a tour of Mt. Cheongnyangsan written by 

the literary scholar Hwang Seo (1554–1602) after his trip to the mountain on September 16, 

1582. Based on this, this year of Jeongchuk and of Muin can be specified as 1577 and 1578, 

respectively. 

The Ksitigarbha image appears in calm and deep contemplation for the salvation of 

sentient beings, imbuing a powerful religious sensation. The statue shows a high level of 

sculptural completeness with each part of the body in harmony with the others. The lines 

expressed in the statue are also sophisticated and skillful, growing stronger or weaker and 

curved or straight as required. This Ksitigarbha statue is a rare example among existing 16th 

century Buddhist images for demonstrating both religious force and sculptural skill. As can 

be inferred from its production year of 1578, this statue serves as a bridge i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betwee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later Joseon era following the late 

16th century Japanese invasions. Its superb sculptural completeness tells that it was produced 

as the acme of the sculptural skill of the time.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of Cheongnyangsa Temple, Bonghwa

Treasure No. 1666

Joseon (1578)
Buddhist statue: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1 piece
Wood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132.3 cm
Standing Domyeongjonja: H. 104.3 cm
Standing Mudokgwiwang: H. 119.0 cm
Cheongnyangsa Temple



430 조선시대

83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48호

조선(1586년)
불상 1구, 복장유물 14건 26점
목조

높이 51.5cm
봉암사

봉암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의 종찰宗刹로서, 879년(헌강왕 5)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지증대사智證大師 지선智詵이 창건하고, 935년(태조 18) 진정대사靜眞大師 긍양兢讓이 중창하였다. 조선 1431년(세종 

13)에 기화己和가 중수하였고, 1674년(현종 15) 화재로 소실된 뒤 신화信和가 중건하였다. 1907에도 가람이 소실

되어 1915년에 세욱世旭이 다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선찰禪刹

이다.

봉암사 아미타불좌상은 높이 51.5cm, 무릎 폭 36cm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상이다. 최근 불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 상지은니사경, 오보병 등 여러 종류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

은 발원문을 통해 만력 14년(1586, 선조 19)에 뛰어난 장인良工을 초청하여 만든 아미타불상이며, 불상을 조

성하면서 필력이 뛰어난 화사도 함께 초청해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 1탱幀, 아미타양대보살도阿彌

陀兩大菩薩圖 2탱幀도 함께 그렸다고 한다. 특히 불상 발원문에는 주상전하主上殿下, 왕비전하王妃殿下, 세자저하

世子邸下 등 왕실삼전하王室三殿下의 수명장수壽命長壽를 관례적으로 축원祝願하던 것이, 이곳에서는 세자저하

世子邸下의 자리에 덕빈윤씨德嬪尹氏가 대신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는 덕빈 윤씨가 이 불상 조성에 깊이 관계되

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덕빈 윤씨는 윤옥尹玉의 딸로 명종明宗의 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비妃였지만, 

순회세자의 요절로 말미암아 평생 궁에서 쓸쓸하게 지낸 인물이다.

이 불상은 따로 제작하여 부착한 날카롭게 뻗친 나발을 가졌으며, 나발 사이에는 큼직한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둥근형태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얼굴과 손에는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전체적으로 복스럽고 

부드러우며, 신체는 왜소하여 전반적으로 아동兒童 같은 느낌을 준다. 불신佛身에는 불의를 이중으로 걸쳐 입

었으며, 부드럽고 간결한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처리한 치마의 단이 표현되었다. 특

히 왼쪽 어깨를 따라 나팔모양으로 늘어뜨리고 그 끝을 Ω형태로 마무리한 주름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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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에서 하나의 표식처럼 표현되는 요소인데, 이곳에서는 15세기 불상에 비해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이와 

함께 양 무릎 위쪽에 잡혀있는 돌출 주름도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에 비해 많이 누그러져 있다. 길상좌로 앉

은 무릎의 양측면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무릎 앞쪽으로는 주름을 비스듬히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수인은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닿을 듯 말 듯 설법인을 취하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은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16세기에 등장하

는 새로운 요소도 간직하고 있다. 즉, 머리 중앙의 큼직한 반달형의 육계라든지, 삐죽 삐죽 날카롭게 뻗친 나

발, 그리고 귀엽고 통통한 얼굴, 왼쪽 팔꿈치에 형성된 Ω형의 주름 표현, 양 무릎 위에 약하게 솟은 돌출 주

름 등은 제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이라든가,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1578년), 경주 왕룡

사원 소조약사여래좌상(1579년), 그리고 16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16세기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1586

년의 시기와 양식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을 통해 1586

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제작주체뿐만 아니라 나운蘿雲과 법정法正이라는 이 시기 새로운 조각승도 알 수 

있고, 1586년 조성된 이래 1650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된 기록을 담고 있어 불상의 가치를 한층 

더해준다. 특히 발원문에 등장하는 덕빈윤씨德嬪尹氏가 발원發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왕실불상 연구에도 귀

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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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장유물
아미타불상의 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크게 발원문류, 오보병 , 전적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내력을 기록
한 조성원문과 중수내력을 기록한 개금발원문(1650년), 입지발원문(1904년), 그리고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발원문 1점 등 모두 4점이 발견되었고, 오보
병은 각 방위의 보병에 실물을 넣지 않고 묵서한 한지를 넣어 대신하였다. 복장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이에 적어 이를 대신한 예는 조선 후기 불상에
서 더러 확인되는데,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방편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 보인다. 이외 銀箔을 입힌 삼각경, 원경, 반월경과 이를 
감싼 백색 비단보자기, 실뭉치를 싼 비단보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1586년), 34.5X67.0

오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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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은니 불설장수멸죄호죄동자다라니경

기타 복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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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ed on a relatively small scale,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 

found inside this 51.5 centimeter-high statue it was produced in 1586 by two monastic 

sculptors, Monk Naun and Monk Beopjeong. It is an important work that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statues and sculptors in the late 16th century prior to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 head is covered with large, sharp, conical curls of hair, and amid them lies a sizable 

crescent-shaped jewel in the center and a round jewel on top. The round, fleshy face creates 

a gentle and soft image. The narrow shoulders cause the statue to appear rather undersized, 

and it wears double layers of robes decorated with soft and simple folds. These stylistic 

features are similar to Buddhist statues from the 16th century, such as the 1534 wooden 

seated bodhisattva of Seosansa Temple in Jeju and the 1579 clay seated Bhaisajyaguru of 

Wangnyongwon Temple in Gyeongju. 

Maintained in a good condition, this statue is one of the few existing late 16th century 

Buddhist statues and comes with the names of its producers. It is presumed that a figure from 

the Joseon court (Lady Yun) was behind its production. Given this, this statue is considered a 

signific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during the Joseon era.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Bongam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1748

Joseon (1586)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6 pieces in 14 categories
Wood
H. 51.5 cm 
Bonga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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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암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 靈巖 道岬寺 木造 文殊·普賢 童子像

 

보물 제1134호

조선

2구
목조

문수동자상 높이 167.0cm, 폭 167.4cm
보현동자상 높이 164.0cm, 폭 245.8cm
도갑사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 해탈문에 봉안되어 있던 목조동자상으로,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두 동자

상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0년 해탈문을 해체하여 복원할 때 발견된 상량문의 “成化九年癸巳五月初七日 立柱上樑(1473년 

5월 7일에 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올렸다”는 기록에 의하여 해탈문이 1473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두 동자상이 제작된 연대의 상한이 확인되었다. 

두 동자상은 철제 꺾쇠로 연결된 목재에 조각과 채색으로 완성된 조각이다. 사자상이 포함된 문수

동자상과 코끼리상이 포함된 보현동자상은 각각 9개의 목재와 다수의 꺾쇠로 결구되었다. 동자상은 머리에

서 엉덩이까지의 신체가 한 목재로 이루어졌고, ㄱ자 모양의 두 다리 부분은 2개의 목재로 연결되었다. 사자

상은 얼굴을 포함한 몸통이 한 목재이며, 네 다리와 꼬리가 각각 별도로 조각되어 연결되었다. 다리와 꼬리

는 몸통과 결합될 부분에 마련된 장부와 몸통에 설치된 장부구멍을 이용한 장부맞춤으로 결구되었으며, 꺾

쇠로 추가 고정되었다. 동자상과 사자상 그리고 코끼리상은 모두 목재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속 파내기

가 시행되었다. 

문수동자상은 안장을 얹은 사자상 위에 사자의 왼쪽을 향하여 동세가 거의 없이 꼿꼿이 허리를 편 

채 앉아 있다. 얼굴과 가슴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는 양감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으며, 상이 입체적이고 사실

적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현동자상도 역시 안장을 얹은 코끼리

상 위에 앉은 모습인데, 양감이나 동세는 문수동자상과 유사하다. 사자상과 코끼리상도 굳건하게 땅을 디딘 

다리와 원통형의 짧은 몸은 정지된 상태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문수동자상과 보현동자상의 

양식적 특징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상은 한 조각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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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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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수동자상과 보현동자상이 문의 왼쪽 칸과 오른쪽 칸에 배치되는 원칙에 따라 봉안되

었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보았을 때 사자상은 엉덩이가 입구를 향하고 코끼리상은 머리가 

입구를 향하여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배치는 도갑사처럼 문수동자

상과 보현동자상이 봉안된 구례 화엄사 금강문에 사자상은 머리가 입구를 향하고 코끼리상은 엉덩이가 입

구를 향한 배치와 정반대여서 주목된다. 조선시대에 문수동자상과 보현동자상이 봉안된 전각은 해탈문과 

금강문 두 전각이 있다. 해탈문의 사례로는 도갑사 이외에도 묘향산 보현사, 태천 양화사, 공주 마곡사 등이 

있으며, 금강문의 사례로는 화엄사 이외에도 하동 쌍계사가 있다. 특히 1703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

는 하동 쌍계사 금강문의 습득동자상拾得童子像 발원문에서는, 가야금강伽耶金剛, 나제금강那提金剛과 함께 한

산동자寒山童子, 습득동자拾得童子의 두 동자상이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청색 사자위에 앉아 있는 한산동자와, 

흰색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습득동자는 여타의 사례에서 보았던 문수동자와 보현동자와 같은 모습임에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라 칭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중국 당대의 선승인 한산과 습득은 각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엄사의 두 동자를 한산과 습득이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암 도갑사 해탈문에 봉안되었던 두 동자상은 조선시대 조각 양식의 특징이 잘 드러난 문수동자상

과 보현동자상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보현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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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Haetalmun Gate (the Gate of Enlightenment) of Dogabsa Temple in 

Yeongam, Jeollanam-do Province, these two wooden figures respectively riding a lion 

and an elephant are estimated to be representations of Manjusri and Samantabhadra 

Bodhisattvas. The two juvenile personifications are made of wooden blocks bound together 

with iron clamps and then carved and painted. The Manjusri image riding the lion and the 

Samantabhadra with the elephant are each comprised of nine wooden pieces and a number 

of iron clamps. Manjusri sits upright facing to the animal’s left on a saddled lion but shows 

few signs indicating movement. The exposed body parts, such as the face and chest, provide 

little sense of three-dimensionality,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sculptor did not dedicate much 

effort to rendering the statue looking either three-dimensional or realistic.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Samantabhadra mounted on a saddled elephant. This sculptural trend gained in 

popularity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which makes it possible to estimate the production 

date of these wooden statues. 

Given that a Manjusri image and a Samantabhadra image are normally flanking the 

opening of a gate, it is presum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passing through the 

gate the lion would have stood with its tail pointed at the entrance while the elephant faced it 

on the other side. 

Wooden Child Manjusri and Samantabhadra 
of Dogapsa Temple, Yeongam

Treasure No. 1134

Joseon
2 items
Wood
Manjusri  H. 167.0cm, W. 167.4cm
Samantabhadra  H. 164.0cm, W. 245.8cm 
Dogap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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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 三國時代 | Three Kingdoms Period

01 04

02 05

03 06

부여 군수리 석조여래좌상
扶餘 軍守里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329호
백제 | 1구 | 석조
높이 13.5cm
국립부여박물관

Stone Seated Buddha from Gunsu-ri, Buyeo

Treasure No. 329
Baekje | 1 item | Stone
H. 13. 5 cm
Buyeo National Museum

금동정지원명석가여래삼존입상
金銅鄭智遠銘釋迦如來三尊立像

보물 제196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8.5cm
국립부여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Jeong Ji-won”

Treasure No. 196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8.5 cm
Buyeo National Museum

금동탄생불입상
金銅誕生佛像立

보물 제808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22.0cm
호림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Sakyamuni Buddha at Birth

Treasure No. 808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22.0 cm
Horim Museum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보물 제643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11.2cm
삼성미술관 리움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 643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11.2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부여 군수리 금동보살입상
扶餘 軍守里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330호
백제 | 1구 | 금동
높이 11.2cm
국립부여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from Gunsu-ri, Buyeo

Treasure No. 330
Baekje | 1 item | Gilt-bronze
H. 11.2 cm
Buyeo National Museum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333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15.1cm
국립중앙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 333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15.1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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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보물 제331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28.5cm
국립중앙박물관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 331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28.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780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28.0cm
삼성미술관 리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 780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28.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보물 제285호
삼국 | 1구 | 금동
높이 18.8cm
간송미술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Treasure No. 285
Three Kingdoms | 1 item | Gilt-bronze
H. 18.8 cm
Kansong Art Museum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
奉化 北枝里 石造半跏像
보물 제997호
삼국 | 1구 | 석조
높이 170.0cm
경북대학교박물관

Stone Buddha from Bukji-ri, Bonghwa

Treasure No. 997
Three Kingdoms | 1 item | Stone
H. 170.0 c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10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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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 | 統一新羅時代 | Unified Silla Period 

11 14

12 15

13 16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 불비상 및 대좌
世宗市 蓮花寺 戊寅銘 佛碑像 및 臺座
보물 제649호
통일신라(678년) | 1좌 | 석조
높이 70.0cm, 폭 22.5cm
연화사

Stele with Inscription of “Muin Year” and Pedestal at 
Yeonhwasa Temple, Sejong

Treasure No. 649
Unified Silla (678) | 1 item | Stone
H. 70.0 cm, W. 22.5 cm
Yeonhwasa Temple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世宗市 蓮花寺 七尊佛碑像
보물 제650호
통일신라 | 1좌 | 석조
높이 50.8cm, 폭 33.0cm
연화사

Stele of Seven Buddhas of Yeonhwasa Temple, Sejong

Treasure No. 650
Unified Silla | 1 item | Stone
H. 50.8 cm, W. 33.0 cm
Yeonhwasa Temple

삼존불비상
三尊佛碑像

보물 제742호
통일신라 | 1좌 | 석조
높이 32.5cm, 폭 20.0cm
동국대학교박물관

Buddha Triad Stele

Treasure No. 742
Unified Silla | 1 item | Stone
H. 32.5 cm, W. 20.0 cm
Dongguk University Museum

금동약사여래입상
金銅藥師如來立像

보물 제328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29.0cm
국립중앙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Treasure No. 328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29.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기축명 아미타불비상
己丑銘 阿彌陀佛碑像
보물 제367호
통일신라(689년) | 1좌 | 석조
높이 57.8cm, 폭 31.5cm
국립청주박물관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Treasure No. 367
Unified Silla (689) | 1 item | Stone
H. 57.8 cm, W. 31.5 cm
Cheongju National Museum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보물 제368호
통일신라 | 1좌 | 석조
높이 40.8cm, 폭 21.3cm
국립청주박물관

Stele of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Treasure No. 368
Unified Silla | 1 item | Stone
H. 40.8 cm, W. 21.3cm
Cheongju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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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779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25.4cm
삼성미술관 리움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779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25.4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南原 實相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41호
통일신라 | 1구 | 철조
높이 273.0cm
실상사

Iron Seated Buddha of Silsangsa Temple, Namwon

Treasure No. 41
Unified Silla | 1 item | Iron
H. 273.0 cm
Silsangsa Temple

금동관음보살입상
金銅觀音菩薩立像

보물 제927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18.1cm
삼성미술관 리움

Gilt-bronze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Treasure No. 927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18.1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401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32.3cm, 폭 17.0cm
삼성미술관 리움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401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32.3 cm, W. 17.0 cm
Leeum, Samsung Museum of Art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284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37.6cm
간송미술관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easure No. 284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37.6 cm
Kansong Art Museum

의령 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 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731호
통일신라 | 1구 | 금동
높이 26.1cm
동아대학교박물관

Gilt-bronze Standing Buddha from Borisa Temple Site, Uiryeong

Treasure No. 731
Unified Silla | 1 item | Gilt-bronze
H. 26.1 cm
Dong-A University Museum

20

18 21

19 22



446 도판목록

통일신라시대 | 統一新羅時代 | Unified Silla Period 

23 26

24 27

25 28

석조비로자나불좌상
石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335호
통일신라 | 1구 | 석조
높이 102.0cm
경북대학교박물관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Treasure No. 335
Unified Silla | 1 item | Stone
H. 102.0 c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useum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東海 三和寺 鐵造盧舍那佛坐像
보물 제1292호
나말여초 | 1구 | 철조
높이 142.0cm
삼화사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Samhwasa Temple, Donghae

Treasure No. 1292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1 item | Iron
H. 142.0 cm
Samhwasa Temple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79호
나말여초 | 불상 1구, 복장유물 62건 266점 | 목조
높이 125.0cm
해인사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in 
Daejeokgwangjeon Hall of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1779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66 pieces in 62 categories | Wood
H. 125.0 cm
Haeinsa Temple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醴泉 寒天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667호
나말여초 | 1구 | 철조
높이 153.0cm
한천사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Hancheo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667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1 item | Iron
H. 153.0 cm
Hancheonsa Temple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光州 證心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31호
나말여초 | 1구 | 철조
높이 90.0cm
증심사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Jeungsimsa Temple, Gwangju

Treasure No. 131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1 item | Iron
H. 90.0 cm
Jeungsimsa Temple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보물 제1777호
나말여초 | 불상 1구, 복장유물 71건 156점 | 목조
높이 126.0cm
해인사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Beopbojeon Hall of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1777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56 pieces in 71 categories | Wood
H. 126.0 cm
Hae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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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
永川 仙源洞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13호
나말여초 | 1구 | 철조
높이 145.5cm
영천시

Iron Seated Buddha in Seonwon-dong, Yeongcheon

Treasure No. 513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1 item | Iron
H. 145.5 cm
Yeongcheon-si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보물 제1873호
나말여초 | 1구 | 철조
높이 109.0cm
국립춘천박물관

Iron Seated Bhaisajyaguru Bodhisattva of Hakseong-dong, Wonju

Treasure No. 1873
Late Unified Silla – early Goryeo | 1 item | Iron
H. 109.0 cm
Chuncheon National Museu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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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 高麗時代 | Goryeo Dynasty

31 34

32 35

33 36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河南 下司倉洞 鐵造釋迦如來坐像
보물 제332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288.0cm
국립중앙박물관

Iron Seated Sakyamuni Buddha from Hasachang-dong, Hanam

Treasure No. 332
Goryeo | 1 item | Iron
H. 288.0 cm
National Museum of Korea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平澤 萬奇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67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142.5cm
만기사

Iron Seated Buddha of Mangisa Temple, Pyeongtaek

Treasure No. 567
Goryeo | 1 item | Iron
H. 142.5 cm
Mangisa Temple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보물 제999호
고려 | 1구 | 건칠
높이 82.4cm
해인사

Dry-lacquered Seated Statue of the Buddhist Monk Huirang at 
Haeinsa Temple, Hapcheon

Treasure No. 999
Goryeo | 1 item | Cloth and lacquer; wood
H. 82. 4 cm
Haeinsa Temple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南原 禪院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422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118.0cm
선원사

Iron Seated Buddha of Seonwonsa Temple, Namwon

Treasure No. 422
Goryeo | 1 item | Iron
H. 118.0 cm
Seonwonsa Temple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忠州 白雲庵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1527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87.0cm, 폭 66.0cm
백운암

Iron Seated Buddha at Baegunam Hermitage, Chungju

Treasure No. 1527
Goryeo | 1 item | Iron
H. 87.0 cm, W. 66.0 cm
Baegunam Hermitage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唐津 靈塔寺 金銅毘盧遮那佛三尊坐像
보물 제409호
고려 | 1구 | 금동
높이 51.0cm
영탑사

Gilt-bronze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Yeongtapsa Temple, Dangjin

Treasure No. 409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51.0 cm
Yeongtap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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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0

38 41

39 42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忠州 丹湖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12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125.0cm
충주시

Iron Seated Buddha of Danhosa Temple, Chungju

Treasure No. 512
Goryeo | 1 item | Iron
H. 125.0 cm
Chungju-si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71호
고려 | 불상 1구, 복장유물 10종 194점 | 목조
높이 113.6cm
보광사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Bogwangsa Temple, Andong

Treasure No. 1571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94 pieces in 10 varieties | Wood
H. 113.6 cm
Bogwangsa Temple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安東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620호
고려 | 1구 | 목조
높이 106.0cm
봉정사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ngjeongsa Temple, Andong

Treasure No. 1620
Goryeo | 1 item | Wood
H. 106.0 cm
Bongjeongsa Temple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瑞山 開心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19호
고려 | 1구 | 목조
높이 120.5cm
개심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Gaesimsa Temple, Seosan

Treasure No. 1619
Goryeo | 1 item | Wood
H. 120.5 cm
Gaesimsa Temple

충주 철조여래상
忠州 鐵造如來坐像
보물 제98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98.0cm
대원사

Iron Seated Buddha, Chungju

Treasure No. 98
Goryeo | 1 item | Iron
H. 98.0 cm
Daewonsa Temple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靑陽 長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및 石造臺座
보물 제174호
고려 | 1구 | 철조
높이 226.0cm
장곡사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and Stone Pedestal of 
Janggoksa Temple, Cheongyang

Treasure No. 174
Goryeo | 1 item | Iron
H. 226.0 cm
Ja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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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서울 開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發願文
보물 제1649호
고려 | 불상 1구, 발원문 3장 | 목조
높이 118.0cm
개운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Related Document of 
Gaeunsa Temple, Seoul

Treasure No. 1649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dedicatory inscription: 3 pieces | Wood
H. 118.0 cm
Gaeunsa Temple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華城 鳳林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980호
고려 | 1구 | 목조
높이 88.5cm
봉림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ongnimsa Temple, Hwaseong

Treasure No. 980
Goryeo | 1 item | Wood
H. 88.5 cm
Bongnimsa Temple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羅州 尋香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544호
고려 | 1구 | 건칠
높이 136.0cm
심향사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of Simhyangsa Temple, Naju

Treasure No. 1544
Goryeo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136.0 cm
Simhyangsa Temple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보물 제1841호
고려 | 1구 | 청동
높이 51.0cm
고성사

Bronze Seated Bodhisattva of Goseong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841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51.0 cm
Goseongsa Temple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787호
고려 | 1구 | 목조
높이 85.0cm
청련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Cheongnyeon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7
Goryeo | 1 item | Wood
H. 85.0 cm
Cheongnyeonsa Temple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서울 守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80호
고려 | 불상 1구, 복장유물 36종 84점 | 목조
높이 104.0cm
수국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Suguksa Temple, Seoul

Treasure No. 1580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84 pieces in 36 categories | Wood
H. 104.0 cm
Su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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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兜率庵 金銅地藏菩薩坐像
보물 제280호
고려 | 1구 | 금동
높이 97.5cm
선운사 도솔암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at Dosoram Hermitage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280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97.5 cm
Dosoram Hermitage of Seonunsa Temple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唐津 申庵寺 金銅如來坐像
보물 제987호
고려 | 1구 | 금동
높이 85.5cm
신암사

Gilt-bronze Seated Buddha of Sinamsa Temple, Dangjin

Treasure No. 987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85.5 cm
Sinamsa Temple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南原 善國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17호
고려 | 불상 1구, 복장유물 1158점 | 건칠
높이 132.0cm
선국사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Seonguksa Temple, Namwon

Treasure No. 1517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158 pieces | Cloth and lacquer
H. 132.0 cm
Seonguksa Temple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大乘寺 金銅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634호
고려 | 불상 1구, 복장유물 4건 13점 | 금동
높이 87.5cm
대승사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Daeseung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1634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3 pieces in 4 categories | Gilt-bronze
H. 87.5 cm
Daeseungsa Temple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07호
고려 | 불상 1구, 전적류 10건, 직물류 57점, 금속 및 기타 14점 | 목조
높이 87.0cm
자운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Jaunsa Temple, Gwangju

Treasure No. 1507
Goryeo | Buddhist statue: 1 item, copies of Buddhist scriptures: 10 pieces, textile: 57 pieces, 
metal and others: 14 pieces | Wood
H. 87.0 cm
Jaunsa Temple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보물 제337호
고려(1346년) | 1구 | 금동
높이 90.2cm
장곡사

Gilt-bronz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of 
Janggoksa Temple, Cheongyang

Treasure No. 337
Goryeo (1346) | 1 item | Gilt-bronze
H. 90.2 cm
Ja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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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龜尾 大芚寺 乾漆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33호
고려 | 1구 | 건칠
높이 105.5cm
대둔사

Dry-lacquered Seated Amitabha Buddha of Daedunsa Temple, Gumi

Treasure No. 1633
Goryeo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105.5 cm
Daedunsa Temple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求禮 泉隱寺 金銅佛龕
보물 제1546호
고려 | 불감 1점, 불상 2구 | 금동
높이 43.3cm
천은사

Portable Shrine for Gilt-bronze Buddhas at Cheoneunsa Temple, Gurye

Treasure No. 1546
Goryeo |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2 items | Gilt-bronze
H. 43.3 cm
Cheoneunsa Temple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羅州 佛會寺 乾漆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545호
여말선초 | 1구 | 건칠
높이 128.0cm
불회사

Dry-lacquered Seated Vairocana Buddha of Bulhoesa Temple, Naju

Treasure No. 1545
Late Goryeo - Early Joseon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128.0 cm
Bulhoesa Temple

금동대세지보살좌상
金銅大勢至菩薩坐像

보물 제1047호
여말선초 | 1구 | 금동
높이 16.0cm
호림박물관

Gilt-bronze Seate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Treasure No. 1047
Late Goryeo - Early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16.0 cm
Horim Museum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986호
고려 | 1구 | 금동
높이 95.5cm
운장암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at Unjangam Hermitage, Cheongyang

Treasure No. 986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95.5 cm
Unjangam Hermitage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790호
고려 | 1구 | 금동
높이 72.5cm
용문사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Yongmunsa Temple, 
Yangpyeong

Treasure No. 1790
Goryeo | 1 item | Gilt-bronze
H. 72.5 cm
Yongm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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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872호
여말선초 | 1구 | 금동
높이 18.6cm
국립춘천박물관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Jangyeon-ri, Hoeyang

Treasure No. 1872
Late Goryeo - Early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18.6 cm
Chuncheon Nation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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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보물 제993호
조선(1395년) | 1구 | 건칠
높이 79.0cm
장륙사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Jangnyuksa Temple, 
Yeongdeok

Treasure No. 993
Joseon (1395)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79.0 cm
Jangnyuksa Temple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海南 大興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547호
조선 | 1구 | 금동
높이 49.3cm, 폭 32.7cm
대흥사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Daeheu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547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49.3 cm, W. 32.7 cm
Daeheungsa Temple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992호
조선 | 1구 | 건칠
높이 101.0cm, 폭 63.0cm
파계사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Pagyesa Temple, Daegu

Treasure No. 992
Joseon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101.0 cm, W. 63.0 cm
Pagyesa Temple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金銅地藏菩薩坐像
보물 제279호
조선 | 1구 | 금동
높이 83.0cm, 폭 62.0cm
선운사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279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83.0 cm, W. 62.0 cm
Seonunsa Temple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
聞慶 大乘寺 金銅觀音菩薩坐像
보물 제991호
조선 | 1구 | 금동
높이 135.0cm, 폭 58.5cm
대승사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Daeseung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991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135.0 cm, W. 58.5 cm
Daeseungsa Temple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襄陽 洛山寺 乾漆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362호
조선 | 1구 | 건칠
높이 143.0cm, 폭 76.0cm
낙산사

Dry-lacquered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Naksansa Temple, 
Yangyang

Treasure No. 1362
Joseon | 1 item | Cloth and lacquer; wood
H. 143.0 cm, W. 76.0 cm
Naksa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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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永川 銀海寺 雲浮庵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514호
조선 | 1구 | 금동
높이 102.0cm
은해사 운부암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Unbuam Hermitage 
of Eunhaesa Temple, Yeongcheon

Treasure No. 514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102.0 cm
Unbuam Hermitage of Eunhaesa Temple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順天 梅谷洞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874호
조선(1468년) | 불감 1점, 불상 3구, 발원문 8매 | 청동, 금동
청동불감 높이 24.6, 너비 12.8cm, 아미타여래 높이 12.5cm, 관음보살 높이 11.5cm,
지장보살 높이 9.8cm, 발원문 가로 48.2~49.0cm, 세로 6.6~8.7cm
국립광주박물관

Gilt-bronze Portable Shrine and Gilt-bronze Seated Amitabha Buddha of 
Maegok-dong, Suncheon

Treasure No. 1874
Joseon (1468) |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8 pieces | 
Bronze, gilt-bronze
Portable shrine: H. 24.6 cm, W. 12.8 cm, Amitabha Buddha: H. 12.5 cm,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11.5 cm, Ksitigarbha Bodhisattva: H. 9.8 cm,
Dedicatory inscription: W. 48.2–49.0 cm, H. 6.6–8.7 cm
Gwangju National Museum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尙州 南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990호
조선 | 1구 | 철조
높이 129.0cm, 폭 102.0cm
남장사

Iron Seated Vairocana Buddha of Namjangsa Temple, Sangju

Treasure No. 990
Joseon | 1 item | Iron
H. 129.0 cm, W. 102.0 cm
Namjangsa Temple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慶州 王龍寺院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15호
조선 | 1구 | 목조
높이 77.0cm
왕룡사원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Wangnyongsawon Temple, Gyeongju

Treasure No. 1615
Joseon | 1 item | Wood
H. 77.0 cm
Wangnyongsawon Temple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삼존상 및 복장유물
梁山 通度寺 銀製鍍金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47호
조선(1450년) | 1구 | 은제도금
높이 11.2cm
통도사

Silver-gilt Amitabha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Tongdosa Temple, Yangsan

Treasure No. 1747
Joseon (1450) | 1 item | Gilt-silver
H. 11.2 cm
Tongdo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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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유물 일괄
南楊州 水鍾寺 八角五層石塔 出土遺物 一括
보물 제1788호
조선 | 불감 1점, 불상 18구, 발원문 1점 | 금동
금동불감 21.5×18.5×10.2cm, 금동여래좌상 높이 14.3cm, 금동보살반가상 높이 7.0cm, 
금동지장보살좌상 높이 3.9cm, 목조관음보살입상 높이 6.2cm, 목조지장보살입상 높이 2.8cm
목조사천왕상 높이 2.9cm, 발원문 28.9×42.3cm
수종사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Octagonal Five-story Stone Pagoda of  
Sujong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1788
Joseon | Portable shrine: 1 item, Buddhist statue: 18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1 piece | Gilt-bronze
Gilt-bronze portable shrine: 21.5×18.5×10. 2 cm, Gilt-bronze seated Buddha: H. 14.3 cm,
Gilt-bronze bodhisattva in the half lotus position: H. 7.0 cm, Gilt-bronz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H. 3.9 cm, 
Wood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6.2 cm, Wood standing Ksitigarbha Bodhisattva: H. 2.8 cm, 
Wood Heavenly Kings: H. 2.9 cm, Dedicatory inscription: 28.9×42.3 cm
Suj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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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康津 無爲寺 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312호
조선 | 3구 | 본존불 소조, 협시 보살상 목조
아미타여래 높이 180.2cm, 관음보살 높이 172.3cm, 대세지보살 높이 190.5cm
무위사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Muwi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312
Joseon | 3 items | Clay (Amitabha Buddha), wood (attendant bodhisattvas)
Amitabha Buddha: H. 180.2 cm, Avalokitesvara Bodhisattva: H. 172.3 cm,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H. 190.5 cm
Muwisa Temple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慶州 祇林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보물 제958호
조선 | 3구 | 소조
높이 335.0cm
기림사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Girimsa Temple, Gyeongju

Treasure No. 958
Joseon | 3 items | Clay
H. 335.0 cm
Girimsa Temple

경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慶州 祇林寺 乾漆菩薩半跏像
보물 제415호
조선(1501년) | 1구 | 건칠
높이 91.0cm, 폭 51.0cm
기림사

Dry-lacquer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Girimsa Temple, Gyeongju

Treasure No. 415
Joseon (1501) | 1 item | Cloth and lacquer
H. 91.0 cm, W. 51.0 cm
Girimsa Temple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서울 普陀寺 金銅菩薩坐像
보물 제1818호
조선 | 1구 | 금동
높이 81.5cm, 폭 30.5cm
보타사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ta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18
Joseon | 1 item | Gilt-bronze
H. 81.5 cm, W. 30.5 cm
Botasa Temple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37호
조선 | 1구 | 목조
높이 89.1cm, 폭 60.6cm
용문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1637
Joseon | 1 item | Wood
H. 89.1 cm, W. 60.6 cm
Yongmunsa Temple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南楊州 興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보물 제1798호
조선 | 23구 | 소조
석가여래 높이 54.5cm, 제화갈라 높이 50.5cm,
미륵보살 높이 51.8cm, 나한 높이 41.7~47.6cm,
제석 높이 56.2cm, 사자 높이 57.3cm, 인왕 높이 68.1cm
흥국사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Sixteen Arhats of  
Heungguksa Temple, Namyangju

Treasure No. 1798
Joseon | 23 items | Clay, Wood
Sakyamuni Buddha: H. 54.5 cm, Jehwagala Bodhisattva: H. 50. 5 cm,
Maitreya Bodhisattva: H. 51.8 cm, Arhats: H. 41. 7–47.6cm,
Indra: H. 56.2cm, lion: H. 57.3 cm, Vajrapani: H. 68.1cm
Heu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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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48호
조선(1586년) | 불상 1구, 복장유물 14건 26점 | 목조
높이 51.5cm
봉암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from 
Bongamsa Temple, Mungyeong

Treasure No. 1748
Joseon (1586)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6 pieces in 14 categories | Wood
H. 51.5 cm
Bongamsa Temple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長興 寶林寺 木造四天王像
보물 제1254호
조선(1515년) | 4구 | 목조
높이 320.0cm
보림사

Wooden Four Heavenly Kings of Borimsa Temple, Jangheung

Treasure No. 1254
Joseon (1515) | 4 items | Wood
H. 320.0 cm
Borimsa Temple

석조지장보살좌상
石造地藏菩薩坐像

보물 제1327호
조선(1515년) | 1구 | 석조
높이 33.4cm
국립중앙박물관

Stone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Treasure No. 1327
Joseon(1515) | 1 item | Stone
H. 33.4 cm
National Museum of Korea

영암 도갑사 목조 문수·보현 동자상
靈巖 道岬寺 木造 文殊·普賢 童子像
보물 제1134호
조선 | 2구 | 목조
문수동자상 높이 167.0cm, 폭 167.4cm
보현동자상 높이 164.0cm, 폭 245.8cm
도갑사

Wooden Child Manjusri and Samantabhadra of Dogapsa Temple, Yeongam

Treasure No. 1134
Joseon | 2 items | Wood
Manjusri H. 167.0cm, W. 167.4cm
Samantabhadra H. 164.0cm, W. 245.8cm
Dogapsa Temple

봉화 청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奉化 淸凉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보물 제1666호
조선(1578년) | 불상 3구, 발원문 1점 |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32.3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04.3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19.0cm
청량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of Cheongnyangsa Temple, 
Bonghwa

Treasure No. 1666
Joseon (1578) | Buddhist statue: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 1 piece | Wood
Seated Ksitigarbha Bodhisattva: 132.3 cm, Standing Domyeongjonja: H. 104.3 cm,
Standing Mudokgwiwang: H. 119.0 cm
Cheongny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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