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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2016년까지 보물로 지정된 불교조각문화재 중 조선 중·후기(16 ~18세기)에 조성된 불상 67건의 문화재설명과 사진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문화재대관(보물) - 불교조각 Ⅰ 』(2016)에 이어서 발간한 것이다.

2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석불, 마애불 등의 불교조각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수록 문화재는 제작시기순으로 배열하였고 시기가 같을 경우 보물지정순으로 배치하였다.

4   소장처의 사정상 새로 촬영하지 못한 문화재는 사진자료를 제공받거나 기존에 촬영한 이미지를 수록하였으며, 문화재청의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 및 불상기록화사업 등에서 확보한 자료도 활용하였다.

5 개별 문화재의 편년과 용어 및 문화재에 대한 내용은 학계 및 집필자의 견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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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협시 불·보살상의 방향은 본존불을 기준으로 좌·우로 표기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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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조각Ⅱ』발간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현황과 문화재적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문화재대관』 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문화재대관(보물) - 불교조각Ⅱ』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을 마무리한 총 5편의 

국보대관에 이어 보물대관의 네 번째 총서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발간한 『문화재대관(보물) - 불교조각Ⅰ』에 이어 1962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된 불교조각 

분야 중 조선 후기에 조성된 67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제Ⅰ편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

지의 불교조각 총 84점을 수록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 이 땅에 전래된 이후 불교는 오늘날까지 조각과 그림, 공예 등 다양한 미술품으로 형상화

되어 한국인의 심성과 바람을 대변해 왔습니다. 여기에 실린 67점의 작품은 조선시대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 속에서도 우리 역사에 면면히 흘러온 불교문화의 생명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승화가 결합된 불교조각이 가진 숭고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책자가 순조롭게 발간될 수 있도록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소장처와 관계기관, 현지조사와 원고작성에 

협조해 주신 집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문화재청장



With a view to disseminating their heritage values among a wider public,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ing a publication program for nationally designated Treasures 

and National Treasures. The first phase of this effort, from 2007–11, resulted in a series of 

five books on National Treasures. Starting in 2013, the focus turned to the publication of the 

Treasures series, and this year sees the completion of the fourth volume, Buddhist Sculpture II.  

Continuing from last year’s Buddhist Sculpture I, which introduced 84 pieces of Buddhist 

sculptural art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early Joseon, this compendium presents 67 

Buddhist sculptures dating from the mid- to late Joseon era. 

Buddhism arriv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ever since 

has been expressed through diverse art forms such as sculpture, painting, and crafts. They are 

designed to give form to human consciousness, aspirations, and wishes. The 67 sculptures shown 

in this book are definitive artworks that testify to the long-standing vitality of Buddhist culture in 

Korea in the face of the severe repression imposed by Neo-Confucian Joseon authorities. 

I hope that this book provides a chance to appreciate the historical and aesthetic significance of 

Buddhist sculpture as objects born out of an artistic passion sublimated from religious worship.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profound gratitude to the holding agencies that provided access 

to invaluable information, the heritage professionals who conducted field research and wrote the 

text, and all others who contributed so much to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Preface

December, 2017

Kim Jong-jin
Administrat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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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좌도금릉현천태산정수사여지승람湖南左道金陵縣天台山淨水寺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정수사 사

적기에 따르면, 강진 정수사는 원래 묘적사妙寂寺와 쌍계사雙溪寺로 불리다가 강희康熙 연간(1662~1722)에 지

금의 이름으로 개명되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사찰이 소실되어 종인宗印이 1644년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불상 대좌 윗면에 기록된 묵서墨書에 의하면, 현재 정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은 조선시대 1561년에,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과 목조여래좌상은 1648년에 각각 조성되었다고 한다. 소

조아미타여래좌상은 많은 부분이 보수되었으며, 나머지 두 여래상은 도금만 벗겨졌을 뿐 훼손된 부분이 거

의 없는 상태이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의 나발螺髮은 상당수 새로 붙인 것으로, 그 크기가 가지각색이다. 원

래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대좌의 난간 장식도 일부 부서진 상태이다.

대좌 윗면의 묵서에는 제작 시기와 중수, 개금 시기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즉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태보太宝와 사담思淡에 의해 1561년에 조성된 후, 1648년에 승일勝日, 성조性照 계찬戒賛, 지안智安, 경옥敬玉, 

 천학天學, 계명戒明 등 7명의 조각승이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과 목조여래좌상을 조성할 때, 다시 수리하였

다고 한다. 또한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은 1722년에 태원太元 등 5명의 조각승에 의해 개금되었으며, 삼존불

상은 다시 1778년에 계심戒心 등 16명의 조각승에 의해 중수 개금되었다고 한다. 한편 목조석가모니여래좌

상에서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권종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終』 1장과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觀世音菩薩寶篋手

眞言』 200여 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낱장 등 복장물이 나왔다고 전해 지지만, 지금은 유실된 상태이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한 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으며, 얼굴은 장방형이다. 비록 전체적으로 보

수되었지만, 소조상이어서인지 법의 자락은 매우 활달한 편이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

로 작은 보주寶珠를 잡고 있으며, 왼손은 내려 뜨려 중지와 약지를 살짝 안쪽으로 구부리고 있다. 손바닥에

는 キ모양의 손금이 음각되어 있다.

한편, 어깨가 넓지 않은 아담한 모습의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과 목조여래좌상은 조형적으로 매우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01

보물 제1843호

1561년(약사여래좌상), 1648년(석가여래좌상, 아미타여래좌상)
3구
목조,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7.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9.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5.5cm
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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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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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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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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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가부좌한 채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따로 제

작하여 끼운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여래좌상은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

원형의 중앙계주, 큼직큼직한 나발螺髮을 갖추고 있다. 장방형의 얼굴을 한 소조여래좌상과 달리, 역삼각형

에 가까운 얼굴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풀어 오른 듯한 눈두덩과 살짝 뜨고 있는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을 

갖추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되

었는데, 승각기僧脚崎 위쪽의 접혀진 부분을 꽃잎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교차된 발목으로부터 흘러내린 옷자

락은 커다란 면을 이루며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승일의 조각풍이다.

목조여래좌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입고 가부좌한 채,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내보

인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 놓은 왼손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손바

닥에는 17세기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キ모양의 손금이 음각되어 있다. 법의는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

로 부드럽게 처리되었으며, 교차된 발목 아래로 드리워진 옷자락은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듯 양옆으로 퍼져 

있다.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대의 자락은 レ자 모양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 불상의 밑바닥에 방형의 구멍

이 나 있으며, 뒷면에도 장방형의 복장구腹藏口가 남아 있다. 이들 삼존은 1648년에 기존의 소조여래좌상을 

활용하여 삼세불三世佛 조성을 위해 목조여래좌상 2존을 추가했던 것이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태보와 사담의 조각풍은 그들이 남긴 불상의 예가 없기 때문에 구체

적으로 특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1648년에 목조여래좌상들을 조성한 승일은 조선시대 17세기에 활동한 

중요한 조각승이다. 그는 1640년대부터 수조각승으로서 독자적인 조각풍을 구사하였다. 전라남도 구례 천

은사泉隱寺 수도암修道庵 목조아미타불삼존상(1646), 서울 봉은사奉恩寺 대웅전 목조약사여래좌상과 목조아

미타여래좌상(1651), 전라북도 무주 북고사北固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 경상북도 김천 고방사古方寺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70) 등이 그의 작품이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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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at the Daeungjeon Hall of Jeongsusa Temple in Gangjin consists of 

a wooden Sakyamuni in the center with an unidentified wooden Buddha to the left and a clay 

Amitabha Buddha to the right. Ink inscriptions on the upper side of their pedestals inform that 

the clay Amitabha image was produced in 1561, while the wooden Sakyamuni in the center and 

the wooden Buddha to his left were made in 1648. 

Seated in the full lotus position, the clay Amitabha wears an outer robe that covers both 

shoulders and makes the hand gesture of turning the wheel of dharma. He has a rectangular 

face and features a cylindrical gem and semi-circular shaped gem respectively at the top and 

the middle of the head. The two wooden statues share sculp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narrow shoulders. They feature swollen upper eyelids, slightly open eyes, a short-running 

nose, and small mouth in a face which almost appears like an inverted triangle, as opposed 

to the rectangular face of the clay Amitabha. Their heads are covered by large conical curls 

of hair and show a cylindrical gem on top and a semi-circular gem in the middle. These two 

wooden Buddhas were additionally made in 1648 to accompany the existing clay Amitabha and 

complete a representation of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sculptural style of 

the producers of the clay Amitabha, Taebo and Sadam, cannot be ascertained since there remain 

no other known artworks created by them, but Seungil, the author of the two wooden statues, 

is kn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ulptors of the 17th centur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eongsu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843

Clay Amitabha: 1561, wooden Sakyamuni and unidentified wooden buddha: 1648
3 items
Wood, clay
Sakyamuni: H. 137.0 cm
Bhaisajyaguru: H. 109.0 cm 
Amitabha: H. 115.5 cm
Jeongs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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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존상은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불단에 안치되어 있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첫 장을 여는 17세기  

초에 제작한 소조삼존불상으로 조성원문造成願文이 전하여 제작연대와 조각가를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접점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례이다.

불교계는 임진왜란의 전란을 딛고 초토화된 사찰을 복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불상들을 대거  

조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형의 소조불상을 전각에 봉안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 불상도 이러한 분위기

에서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본존불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원문을 통해서 1603년에 화원 광원廣圓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것

이 밝혀졌다. 이 조성원문은 푸른색 비단에 붉은 경면주사鏡面朱沙로 기록되어 있다. 흰 종이에 먹으로 글씨

를 썼던 조선 후기 불상 조성문 형식보다는 조선 전기 불상들의 조성문과 유사하다. 이 조성원문에는 커다

란 글씨로 화원畵員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6명의 화원 가운데 승려가 아닌 일반 화원인 이금정李今貞도 

참여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화승인 광원은 17세기 조각승들이 유파를 이루며 활동했던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대선배격으로 그가 조성한 불상으로는 이 삼존불이 유일하다. 

석가여래상은 둥근 머리형에 정상계주만을 표현하였다. 계란형 얼굴에 뺨과 눈두덩을 두텁게 하여 

풍부한 양감이 느껴진다. 가늘게 올라간 눈꼬리, 눈썹의 선과 연결되어 내려온 코는 콧등을 편편하게 하였

으며 인중은 돌출되게 표현하였고 입은 끝을 올려 미소를 띠고 있다. 옷을 입은 방식은 대의를 돌려 오른쪽 

어깨를 덮고 배 앞을 지나 왼쪽 어깨로 넘겼는데, 오른팔이 드러나도록 입었다. 오른쪽 팔꿈치에서 너울거리

며 흘러내리는 옷자락들을 부드럽게 새겼다. 양 무릎 아래로 크게 반원을 그린 옷주름과 왼쪽 무릎 위에 모

여진 넓은 나뭇잎 모양의 대의 자락의 표현에서도 이러한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입상으로 귀여운 아기 같은 신체를 하고 있다. 얼굴은 본존과 같은 웃는 얼굴이며  

수인은 좌우 대칭적으로 설법인을 하고 있다. 보관은 후에 보수된 것이며, 두 보살상의 얼굴과 신체의 표현

은 모두 비슷하지만, 착의형식을 다르게 해서 각 존상마다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양감있는 복스러운 얼굴과 부드럽게 표현된 옷주름 조각에서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02

보물 제1789호

1603년
3구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79.0cm
좌협시 보살입상 높이 163.0cm
우협시 보살입상 높이 164.0cm
청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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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라는 재질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신체와 얼굴에는 양감이 풍부하고 율동적이며 경쾌하게 표현한 

선에서 17세기 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조선 전기 불상양식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16세기에서 17세기로 변화하는 불상양식의 흐름을 보여주며, 조선 후기 불상양식의 서막을 알려주는 사례

이다. 특히 이 불상은 조성연대와 작가군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광원의 조각적 화풍과 특색을 확인할 수 있

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하겠다. | 이분희

우협시 보살입상 좌협시 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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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in the early 17th century, this triad consisting of Sakyamuni Buddha flanked by 

attendant bodhisattvas is among the earliest Buddhist works that open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Its production in 1603 was led by the 

monastic sculptor Gwangwon, who launched his career before other monastic sculptors had 

started to form their own artistic groups in the 17th century, and therefore is considered their 

predecessor. This triad is the only Buddhist statue Gwangwon produced. 

The seated Sakyamuni has an oval face with voluminous cheeks and upper eyelids. The 

expression of the edges of his clothes is remarkably soft. Assuming a baby-like body, the two 

standing bodhisattvas show similarities to the central buddha in their overall sculptural features. 

This triad is a Buddhist image that clearly manifests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clay 

statues. The voluminous, rhythmical, and lively expression of the face and body is part of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s clearly distanced from those of 17th-

century Buddhist sculptures. It is an informative example that demonstrates the transitional 

sculptural feature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halves of the Joseon era. Its significance also 

stems from the precise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date and producer, and from its rarity as 

the sole remaining example of Gwangwon’s sculptural world. 

Clay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gnyongsa Temple, Anseong

Treasure No. 1789

Joseon (1603)
3 items
Clay
Sakyamuni: H. 179.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63.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64.0 cm
Cheongny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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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조보살입상은 익산시 갈산동 관음사에 봉안된 것이다. 관음사는 1912년에 동본원사東本願寺라

는 일본 사찰로 창건되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원불교 교당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김제 금산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보살상은 관음사의 창건 당시부터 봉안해 오던 것이라고 전한다.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605년의 「조성발원문」에는 불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에 입

각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산인山人 의암儀庵이 1597년 정유재란 때 북암北庵이 소실되어 밭

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1601년 1월(元月)에 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다음 해인 1602년에 법당에 모실 

삼존상을 조성하고, 1603년에는 영산회탱靈山會幀과 별전別殿의 단청불사를 마치고, 이어 1605년 8월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관음보살觀音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등 4구의 보살상과 약사회도藥師會圖,  

아미타회도阿彌陀會圖, 지장탱地藏幀과 시왕각탱十王各幀 등의 불화를 조성하여 11월에 모두 마쳤다는 내용이

다. 이 보살상은 1605년에 조성된 4구의 보살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존상尊像의 구성 형식은 갑사 

대웅전이나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예처럼 삼불사보살三佛四菩薩로 구성된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원

문에 등장하는 북암北庵은 완주 위봉사의 북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위봉사에도 이 보살상과 거의 같은 

양식을 띤 관음과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1989년 9월 25일 도난당하였고, 관음사의 인근 혜봉원

에도 거의 같은 모습을 한 1구의 보살상이 남아 있다. 이들을 합치면 모두 4구로 발원문에 등장하는 수량과 

도상배치 형식이 거의 일치하고 크기나 양식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네 구의 보살상은 기록

에 등장하는 대로 일괄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불상의 제작에는 원오元悟, 충신忠信, 청허淸虛, 신현信賢, 신일神釰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는데, 이

들은 같은 해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조성에도 참여하였다. 수조각승 원오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

기 초반에 활약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이 작품 외 석준釋俊과 함께 1599년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개

금을 시작으로, 1605년에는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10년에는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

존상 및 시왕상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보조 조각승 충신은 독자적인 활동 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원오와 함께 많은 작업을 한 원오파 조각승으로 판단된다. 청허는 김제 금산사를 근거지로 하여 당대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03

보물 제1842호

1605년
보살입상 1구, 복장유물 27점
목조

높이 152.5cm
관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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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 조각승으로 성장하여 독자적인 조각 역량을 발휘했던 분으로 여러 작품을 통해서 확인된다. 

보살입상은 총 높이 152.2cm, 어깨 폭 33.7cm로 거의 등신대에 가깝다. 불상처럼 이중으로 천의

를 걸쳤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썼다.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 연꽃줄기를 잡았고, 내린 왼손으로 정병을 

쥐었으나 이들은 후보된 것이다. 1977년 최웅이 이 보살상을 모델로 그린 그림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어 문

수보살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머리의 중앙에는 가는 기둥처럼 2가닥으로 솟은 보계寶髻를 꽂았으며, 

보관 아래로 노출된 보발寶髮은 흙과 같은 가소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한 후 며릿결을 표현하였다. 행인

형으로 도톰하게 부푼 눈두덩 사이로 가늘게 반개한 눈은 고요하게 중생을 굽어 살피는 눈매이다. 양미간

에서 돌출한 콧날은 오똑하며, 인중은 짧고 활처럼 휘어진 입 꼬리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곳

에서 보이는 얼굴표현은 1605년에 제작된 논산 쌍계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나 1606년에 제작된 공주 동학

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세기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과 시대 양식을 공감하고 있다.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며, 허리를 약간 앞으로 제쳐 유연한 신체의 굴곡을 어느 정도 보여준

다. 천의는 불의佛衣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군의 자락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수직으로 드리워진 왼쪽 팔꿈치의 천의자락은 마치 작자의 표식인 듯 ‘Ω’ 주름을 약간 변형시킨 

‘ㅅ’ 주름을 잡아 강조하였고, 손목을 덮어 내린 천의의 소매 자락은 새의 날개처럼 좌우로 가지런히 뻗쳐 내

려 모양을 내었다. 천의天衣와 군의裙衣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철선鐵線을 사용하여 힘 있는 선

묘를 보여주며, 복부 아래로 펼쳐진 천의天衣와 군의에는 쿡쿡 눌러 힘주어 긋듯이 두 가닥의 얕고 날카로운 

음각선을 엇갈리게 반복하여 변화를 모색하였다. 가슴에는 여의두형如意頭形 고리에 걸린 영락장식이 둥근 

화형장식을 중심으로 Χ자형으로 교차시켰고, 영락장식의 끝에는 짧은 수술을 달았다. 두 손은 따로 제작

하여 속을 파낸 팔목에 끼웠다.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사찰을 복구해 가

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유익하다. 이 불상

을 조성한 조각승 원오는 1599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국보 제 221호)을 개금했을 만큼, 16세기 후반기

부터 17세기 전반기 사이의 불교 조각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다. 이 불상은 원오유파

元悟流派 조각의 형성과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있는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崔宣一, 「17세기 전반 彫刻僧 元悟의 활동과 佛像硏究」, 『朝鮮後期 彫刻僧과 

佛像硏究』, 경인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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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inside of this bodhisattva statue elaborates on the 

process of the temple’s reconstruction following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offering critical information on the robust social efforts at reconstructing and repairing Buddhist 

temples around this time. Wono, the sculptor of this bodhisattva statue, also led the re-gilding of 

the wooden child Manjusri of Sangwonsa Temple in Pyeongchang (National Treasure No. 221). 

Wono was among the principal leaders of Buddhist sculpture in the 17th century. Cheongheo, 

one of the assistant sculptor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is statue, carried on Wono’s 

sculptural style and actively executed sculptural activities into the mid-17th century. This statue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culptural 

manner propagated by Wono Exuding a great sense of stability based on soft and realistic 

expressions, this statue inherits sculptural features of the late 16th century, but at the same time 

serves as a harbinger of new trends for the later part of the Joseon period. 

Wooden Standing Bodhisattva of 
Gwaneumsa Temple, Iksan

Treasure No. 1842

Joseon (1605)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7 items in 7 varieties
Wood
H. 152.5 cm
Gwaneu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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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쌍계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에는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동방 만월세계

와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하고 있는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웅장한 형태의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

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17세기대 비로자나삼불좌상 형식과 함께 크게 유행한 형식중 하나이다. 

이 삼불좌상은 1605년, 즉 만력萬曆 33년 을사乙巳(宣祖 39) 3월에 불상을 조성하고자 영관靈觀스님

이 발원하고, 이에 뛰어난 장인을 초청하여 7월 그믐에 조성을 마치고 쌍계사 이층전二層殿에 봉안하였다고 

발원문에 기록하고 있다. 불상의 불상조성에는 많은 사부대중들이 동참하였고, 조각에는 인호印湖의 증명

證明 아래, 수조각승 원오元悟를 비롯하여 보조조각승 신현信玄, 청허靑虛, 신일申釰, 희춘希春 등 5명이 참여

하였다. 이들 중 희춘希春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조각승은 같은 해(1605)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과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제작에도 함께 하여, 일군의 조각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

다. 특히 수조각승 원오는 석준釋俊과 함께 1599년에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개금작업에 참여하였고, 1610

년에는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을 제작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활약한 

조각승이다. 세 번째 조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청허는 원오를 도와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과 시왕상을 제작하였고, 1614년에는 각민을 도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을, 1622년에는 서울 

동대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 제작에도 보조하였다. 1640년에는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44년에는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1645년에는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여 17세기 중반까지 크게 활약하며 나름의 조각 세계를 펼쳐나간 17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조각승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상의 전체적인 윤곽은 나무로 잡고 그 위에 흙을 일정한 뚜께로 발라 완성한 목

심소조기법이며,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의 등 쪽에는 후대 석고로 보수한 흔적이 관찰된다.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쳐 입었고, 좌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이중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존격간의 변화를 주었다. 삼존 모두 팔각대좌 위에 다시 앙복련이 맞닿은 반타원형의 연화

대좌를 놓고 그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인데, 연화대좌는 근래에 석고로 만든 것이다. 반구형의 머리는 세밀

하게 부착한 나발로 인하여 육계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지점에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論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04

보물 제1851호

1605년
불상 3구, 복장유물 4점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90.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74.7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80.0cm
쌍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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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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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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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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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에는 작은 구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돌출한 눈두덩에는 선정에 잠긴 듯 

눈을 고요하게 표현하였다. 갸름한 얼굴은 양감이 정돈되었으며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사실적이다. 이러한 

얼굴 표현은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등 같은 시기 다른 곳에서 조성한 원오의 작품과도 유사하며, 이보

다 5년 늦게 조성된 남원 선원사 지장보살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1606년에 각민覺敏이 조성한 공주 동

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의 양식 비교 고찰을 통해 보면 17세기 중·후반의 형식화되고 다소 관념화된 

불상의 얼굴에 비해 비교적 사실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름은 불신의 윤곽을 따라 필요한 선들만 요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들은 주로 깊이와 

변화가 일정한 철선묘를 사용하였고,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모하는 부분은 유려함보다는 빳빳한 힘을 강조

하였다. 삼불三佛 모두 가슴에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군의 자락이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

로 대롱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주름 끝을 ‘Ω’형으로 주름잡았다. 듬직한 상체에 비해 비교적 낮고 폭넓게 자

리잡은 무릎에는 발목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수평 3단 주름을 간결하게 새

겼는데,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이다.

이 삼불상은 고요하고 차분한 호남형好男形의 얼굴, 오른쪽 어깨로 떨어진 수직의 3줄 주름, 무릎 좌

우로 펼쳐진 수평의 3단 주름,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 아래로 표현된 좁은 Ω형 주름, 장대한 신체에 비해 작

은 얼굴, 낮고 넓은 무릎 등은 17세기 초반의 양식적 특징을 담고 있지만, 어깨를 움츠린 듯한 어색한 자세

에 짧은 목과 장대한 신체에 비해 팔이 왜소하여 전체적으로 세련된 조형감은 다소 떨어진다. 이 삼불상은 

1605년, 즉 17세기 초 조성된 불상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형의 불상이라는 점, 그리고 17세기 초반의 불

교 조각계를 대표하는 원오를 중심으로한 조각유파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큰 불상이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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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consisting of Sakyamuni, Bhaisajyaguru, and Amitabha images was fashioned 

in 1605 by the master sculptor Wono in cooperation with four assistant sculptors. Amid the 

strong social effort to reconstruct the Buddhist temples that had sustained damage during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Ssanggyesa Temple erected a two-story Buddhist hall and 

commissioned this triad to serve as its center of veneration. The imposing stature of the three 

buddhas characterized by wide and strong shoulders and a long waist manifests the traditional 

sculptural style that was transmitted from the late Goryeo to the earlier half of the Joseon period. 

The fleshy face, swollen upper eyelids, sharp nose, wide infra-nasal depression, and gentle smile 

in these statues appear very similar to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 two standing bodhisattvas that 

were created by Wono and are currently found respectively at Gwangeumsa and Hyebongwon 

Temples in Iksan. Therefore, they are evaluated as examples of Wono’s unique sculptural style. 

With confirmed production dates of 1605, this triad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e sculptural 

production of Wono.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sanggyesa Temple, Nonsan

Treasure No. 1851

Joseon (1605)
Buddhist statue: 3 items, excavated relics: 4 items
Clay
Sakyamuni: H. 190.0 cm
Bhaisajyaguru: H. 174.7 cm 
Amitabha: H. 180.0 cm
Ssanggy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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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동학사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된 1606년에 제작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중앙의 석가

여래를 중심으로 약사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앞으로 숙인 자세에 당당한 어깨에 비해 

무릎이 낮고 좁은 점이 특징이다. 복장물은 조성발원문과 개금중수기를 비롯하여 각종 경전류, 금속장엄구 

등이 2012년 조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만력 34년(1606) 계룡산 청림사에서 최초 조성된 후, 광서

光緖 9년인 1883년 동학사에서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1957년 효봉스님을 중심으로 개금불사가 이루어졌음

이 확인되었다. 상을 만든 조각승은 각민覺敏을 비롯하여 총 5인이 참여하였다.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결인하였다. 오른쪽 어깨

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수평으로 가로지른 승각기를 입었다. 왼쪽 가슴에는 어

깨 뒤로 넘어가는 대의 자락을 규칙적인 두께의 종선으로 단정하게 표현하였으며, 무릎을 덮은 대의 옷주름

도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이다. 얼굴은 넓은 이마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상에 반개한 눈과 오뚝

한 코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준다. 머리에는 불상 재질인 나무가 아닌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촘촘하게 붙힌 나발과 타원형의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원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석가여래보다 7~9cm 정도 작게 조성되어 본존과 협시불 사이의 위계를 

구분했으며, 상호의 표현이나 신체 비례, 옷주름 등은 본존인 석가여래와 거의 유사하다. 착의는 본존과 달

리 대의 안에 편삼을 입어 차별화하였으며 편삼과 대의자락은 배 부근에서 자연스럽게 교차하고 있다. 아미

타와 약사불의 수인은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반대로 구성하였을 뿐 형식은 거의 동일하게 조각하였다. 즉 아

미타불은 오른손을, 약사여래는 왼손을 각각 가슴 부근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반대편 손은  

무릎 부분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제작기법은 광학적 조사를 통해 접목조 기법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전체는 크게 앞면과 뒷면으

로 나뉘었고 두 팔과 앞 무릎, 양 손과 양 귀는 별도 제작하여 철못으로 접합하였다. 다만, 두부의 접합 부

분이 불상마다 조금 달라 흥미로운데, 석가여래, 약사여래가 3개의 나무를 결합하여 조성한 것과 달리 아미

타여래의 경우 접합못 없이 통나무로 제작하였다.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05

보물 제1719호

1606년
불상 3구, 복장유물 77점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10.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2.2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4.2cm
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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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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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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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040 조선시대

복장물은 발원문과 중수원문, 후령통과 사경, 동경, 갓끈, 장식편, 경전류 등이 세 구의 상에서 고르

게 발견되었으며, 이중 경전류 7종8책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1720호)로 지정되었

다. 발원문에 따르면 1606년 음력 3월에 대웅전 삼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 등 4구를 완성하여 계룡산 청림

사에 봉안하였으며, 조각승 상화원上畵圓 각민覺敏을 주축으로 각심覺心, 행사幸思, 휴일休一, 덕잠德岑비구 등

이 참여하였다. 불상 조성의 책임자인 각민은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개금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송광사 대웅

전의 주존불을 만든 조각승으로 유명하지만 현재까지 각민이 주도한 현존하는 불상은 동학사 상이 거의 유

일하다. 증명은 1599년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개금한 석준釋俊비구가 맡았다.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석가, 아미타, 약사로 구성된 삼세불로서 임진왜란 직후인 1606년 

조각승 각민에 의해 제작된 불상이다. 이 불상은 석가여래삼불의 시원적인 도상으로서의 자료적 가치는 물

론 현재 조각승 각민이 수화승으로 남긴 유일한 불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원문을 통해 청림사에

서 처음 제작된 이후 동학사에서 중수된 사실이 밝혀져 현재의 봉안 사찰에 대한 내력이 확인된 점도 중요

하다. | 정은우

조성·중수발원문 등 복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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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in the Daeungjeon Hall of Donghaksa Temple in 

Gongju, this triad consists of Sakyamuni in the center with Bhaisajyaguru and Amitabha on 

the sides. The central buddha, Sakyamuni, features a posture leaning slightly forward, a small 

face, long upper body, strong shoulders, and low legs with a short distance between the 

knees. It gives off a natural but sophisticated impression. A number of votive objects were 

discovered inside the triad, including records on its production and re-gilding that confirm it 

was originally made in 1606 at Cheongnimsa Temple of Mt. Gyeryongsan by the head sculptor 

Gakmin with the help of four assistant monastic sculptors, and later re-gilt in 1883 at Donghaksa 

Temple. Since Gakmin’s only other known work, a buddha statue at the Daeungjeon Hall of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was lost in the Korean War, this is now his only artwork to 

survive to the present.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Donghaksa Temple, Gongju

Treasure No. 1719 

Joseon (1606)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77 items in 67 varieties 
Wood
Sakyamuni: H. 110.5 cm
Bhaisajyaguru: H. 102.2 cm
Amitabha: H. 104.2 cm 
Dongha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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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륵사 극락보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으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

음과 대세지보살상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아미타삼존 형식이다. 1996년에 실시된 개금 중수 때 불상제작과 관

련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1610년(광해군 2) 화엄종華嚴宗 중덕中德 설암경옥雪庵敬玉을 증명

證明으로 모시고, 조각승 인일仁日과 수천守天이 불상 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외 수 많은 사부대중들

이 저마다의 발원을 담아 시주하였고, 특히 불상제작 직전에 야기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죽은 천병天兵과  

국병國兵, 그리고 왜병倭兵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점이다. 이 불상

의 제작을 맡은 인일과 수천은 지금껏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조각승인데, 파주 보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

울 보문사 목조보살좌상, 황해도 배천 강서사 대웅전 석가여래좌상 등이 신륵사 불상과 거의 흡사한 양식

적 특징을 보여 그가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인일은 1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경기 중부

권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조각승 중 한 명으로 판단된다.

본존 불상의 머리에는 굵은 나발을 돌려 붙여 복발형태로 솟은 큼직한 육계가 인상적이며, 새색시처

럼 곱상하게 처리한 이국적인 용모가 특색이다. 착의 형식과 조형적 특징 중에서 특히, 오른쪽 어깨 위 길쭉

하게 칼날처럼 접은 못 깃 주름이라든가, 팔꿈치 부근에 정형적으로 형성된 ‘Ω’ 주름, 그리고 상체가 길쭉한 

조형감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영주 흑석사 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이나 경주 왕룡사

원 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 등 조선 전기의 다소 마른 형태의 조형 전통을 이어받아 좀더 양감과 중

량감을 실어 조선 후기의 시대적 특징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새색시처럼 곱상하게 생긴 이국적

인 있는 용모는 연기 비암사 아미타여래좌상이나, 삼척 천은사 아미타여래좌상, 그리고 봉화 청량사 목조지

장보살상(1576년, 보물 제1666호) 등 16세기 불상의 상호相好 표현과 유사점이 있지만, 이들 상에 비해 양감

이 줄어들고 갸름하게 정돈되어 양식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좌협시 관음보살은 천의를 걸쳤는데, 양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이 겨드랑이 속으로 속도감 빨려

들어 갔다 다시 반전하여 팔뚝을 걸치고 측면으로 힘차게 뻗었는데, 신체와의 유기적인 조화는 물론 탄력적

인 모습에서 작자의 뛰어난 조각적 역량을 감지할 수 있다. 두 손은 배 부근에서 포개어 마치 물건을 쥐듯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驪州 神勒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06

보물 제1791호

1610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9.5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77.5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74.2cm
신륵사



043Joseon Dynasty

아미타여래좌상(본존)



044 조선시대

섬세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원래는 끈을 매단 정병을 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음보살상의 손

짓은 조각에서는 보기가 드물지만 불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도상적 특징이다. 회화적 표현은 이것 외에

도 치마 위에 한 겹 더 허리를 감싼 요의腰衣 아래로 앞치마처럼 늘어뜨린 치레장식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인일은 불화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조각승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협시 보살상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대의식 착의법에 설법인을 취해 좌협시 보살상과 차별을 두었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1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더불어 지금까지 처음으로 밝혀진 인일仁日 

이라는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불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불상

의 양식에서 17세기대에 조성된 여타의 조선 후기 불상들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즉 조선 전기의 조상

造像 전통의 여운이 17세기 전반까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어, 불교조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이 불상이 

차지하는 조각사적 위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2012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2012.12.

대세지보살입상(우) 관음보살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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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composed of a seated Amitabha Buddha flanked by standing attendant 

bodhisattvas has been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beyond some repairs to the crowns and 

pedestals of the bodhisattvas. The dedicatory inscription found inside the triad during re-

gilding work in 1996 confirms that it was created in 1610 by the monastic sculptors Inil and 

Sucheon. The buddha and two attendants all have long faces and bodies. The buddha features a 

distinctively high skull protuberance, shading around the eyes, and a fleshy and slightly plunging 

lower lip. The two bodhisattvas wear distinct upper garments: the one to the left features a 

decorative shawl (cheonui) while the one to the right wears a dharma robe (daeui). Interesting 

sculptural attributes can be seen in the strands of hair hanging loose on both shoulders of the 

left-hand bodhisattva and the flamboyant ecliptic decoration in the center of his lower body, as 

well as the right-hand bodhisattva’s expression of hair finished off immediately above the ears. 

This triad comes with exact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date and on its creators, and is also 

the first artwork to bring to light the name of the monastic sculptor Inil. It consequently provides 

critical material for studies on Buddhist sculpture from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illeuksa Temple, Yeoju

Treasure No. 1791

Joseon (1610)
3 items 
Wood
Amitabha: H. 149.5 cm
Avalokitesvara: H. 177.5 cm
Mahasthamaprapta: H. 174.2 cm
Sille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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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선원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시왕十王, 귀왕鬼王, 판관判官, 동자童子, 장군將軍  

등 25구의 명부冥府 관련 존상들이 ㄇ형 불단에 드라마틱하게 봉안되어 있다. 이 상들은 1910년 무렵에 완

주 위봉사에서 이운한 것이라고 전하며, 2010년 10월 6일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과 동북아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제작과 관련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은 지장보살상과 무독귀

왕을 비롯하여 제2 초강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10 오도전륜대왕, 귀왕 등에서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발원문은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 제3 송제대왕, 제5 염라대왕, 귀왕 

등 5구의 존상에서 확인되었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2종류로 시기를 달리한다. 첫 번째 조성발원문은 지장보살상과 무독

귀왕, 송제대왕, 염라대왕 상에서 발견된 것인데, 만력萬曆 39년 경술庚戌(1610년) 12월 그믐에 점안點眼하고, 

진석당振錫堂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이다. 특이한 점은 명부조각을 만들어 명부전에 봉안하지 않고 ‘진석당振錫

堂’에 봉안한 점이다. 진석당은 신응시辛應時(1532~1585)가 지은 ‘선운사진석당禪雲寺振錫堂’이라는 오언율五言律 

에서 그 명칭이 확인되는데, 지장신앙과 관련된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상의 제작에는 승속僧俗의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대시주 또는 시주 동참으로 경

제적 지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제작은 1610년으로 이때의 조각승은 원오圓悟, 학문

學文, 충신忠信, 의정儀正, 청허淸虛, 홍민弘敏, 신일申釰, 해엄海嚴, 태규太珪 등 9명이며, 두 번째 제작은 1645년

으로 도색道賾, 일운一雲, 각해覺海, 법찬法贊, 성현性賢, 몽이夢伊, 명립命立 등 7명의 조각승이 참여했다. 도색

과 일운은 이후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조성때 시주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두 번째 조성은 흔히 

있는 불상의 개금 보수 성격의 불사라기보다는 시왕의 일부와 권속從官 일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결손된 존상을 보충하기 위한 보결불사補缺佛事로 추정된다. 즉, 발원문에서 보충

해서 만든 존상과 해당 시주자를 분명하게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때 

만들어진 존상은 태산대왕, 귀왕, 사자, 제1동자에서 제10 동자까지이다. 

그런데, 남아 있는 존상의 양식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원오가 만든 불상들은 대체로 눈두덩은 행인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07

보물 제1852호

1610년(1차 제작), 1645년(2차 제작)
불상 25구, 복장유물 18점
목조, 소조
높이 93.0~153.0cm
선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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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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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상(좌1)

시왕상(좌3)

도명존자입상

시왕상(좌2)

시왕상(우1)

시왕상(우3)

무독귀왕입상

시왕상(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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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상(우1)

동자상(좌1)

동자상(우2)

동자상(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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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도톰하고 눈은 반개하여 고요하게 사바세계 굽어보고 있다. 코는 양미간에서 날렵한 삼각형을 이루

며 오똑하게 솟았으며, 콧방울을 크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인중은 짧고 활처럼 휜 큼직한 입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얼굴의 윤곽은 관자놀이의 굴곡이 분명하여 현실감이 있으며, 목은 길고 가늘어 목덜

미가 사원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원오 조각의 특징을 담고 있는 상像은 지장보살좌상과 제3상, 제5상, 제

6상, 제7상, 제8상, 제9상, 제10상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왕상도 관복의 표현이나 탄력 넘치

는 주름의 표현, 그리고 양다리로 측면으로 구불구불 거리며 흘러내린 관복 자락의 처리 등 세부표현은 유

사하지만, 얕게 뜬 눈은 정면을 향하였고, 콧날은 삼각형으로 뭉툭하고 입은 근엄하게 다물고 있는 등 상호

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상호 이외는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최초의 조

상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645년 기록에는 태산대왕과 귀왕, 

사자, 동자 10구는 도색道賾 등의 보결補缺 조각승이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태산대왕은 원오의 

작품과 유사하여 그의 작품으로 구분된다. 또한 제1상과 제2상, 제4상은 원오와 다른 작품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원봉안처인 위봉사에서 이안하는 과정에서 존상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후대 보수하는 과정에서 형상이 다소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선원사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전라도를 휩쓸고 간 정묘재란 이후 발 빠르게 이루

어진 재건불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명부 존상들이다. 발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존상은 한 번에 모

든 존상을 조성하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존상을 제작하여 마무리한 점이 특색이 있다. 첫 번째 불사인 

1610년에는 17세기 불교조각계의 선구자격인 원오계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십대

왕 등 주요한 존상들을 완성하였고, 두 번째 불사인 1645년에는 지금껏 잘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조각승인 

도색, 일운 등이 손상된 십대왕 중 일부의 귀왕, 사자, 동자 등 1610년도 불사에서 갖추지 못했던 일부 권속

들을 제작하며 명부조각을 마무리하고 있다. 

선원사 명부전 존상들은 몇 구의 동자가 완전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명부조각의 구성을 갖추

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조각계의 형성과 발전과정 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원오의 작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고, 35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 불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점도 이 시기 불상제작에 있어서 관심

을 끄는 대목이다. 이들 존상은 17세기 전반과 17세기 중반경의 시기적 특징을 명부조각을 통해 잘 드러내

고 있고, 명부조각이 지니는 종교적 엄숙함과 불교조각으로서의 완성도 또한 우수하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최선일,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조각승 元悟」, 『미술사학』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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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5 Buddhist statues designated as Treasure No. 1852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epending on their year of creation: 1610 or 1646. Five out of the 25 statues 

produced ceremonial records on their creation: the Ksitigarbha and one of his two attendants 

(Mudokgwi), two Underground Kings, and Gwiwang. According to the records from the 

Ksitigarbha, Modokgwi, and two Underground Kings, it is assumed that Wono, who worked 

prominently as a monistic sculptor from the late 16th century, led the creation of the Ksitigarbha 

triad and Underground Kings with the help of eight other monastic sculptors. Meanwhile, 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Gwiwang image relates that Monk Dosaek and six assistant 

sculptors produced the Gwiwang, demonic messengers, and children, as well as the seventh 

Underground King (Taesan). With the exception of only a few child images, Treasure No. 1852 

embodies a full set of the major characters of the netherworld.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Clay 
Ten Underworld Kings of Seonwonsa Temple, Namwon

Treasure No. 1852

Joseon (1610, 1645)
Buddhist statues: 25 items, excavated relics: 18 items
Wood, clay
H. 93.0–153.0 cm 
Seonw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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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대승암大乘庵에 봉안하

기 위하여 1612년(만력 40)에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이 시주하고 조각승 현진玄眞, 학문學文, 명은明訔, 

의능義能, 태훈太訓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跏趺坐한 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한 편이며, 법의도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 적당한 크기의 

나발螺髮과 낮고 큰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다. 당당한 신체와 넓은 어

깨에 비교적 긴 상반신, 낮고 넓은 무릎을 갖춘 안정된 자세의 불상이다. 넓은 이마와 오뚝한 코, 가늘고 긴 

눈, 넓은 인중, 살짝 힘이 들어가 있는 입술, 양감이 느껴지는 눈두덩과 양 볼, 조밀한 이목구비耳目口鼻, 귀 

바퀴와 귀틀 사이가 y자형을 이룬 귀 모양 등에서 현진의 조각풍이 확인된다. 따로 만들어 끼운 두 손 중 오

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무릎 위에 올려놓

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손바닥에는 キ모양의 손금이 음각되어 있

다. 법의는 일반적인 이중착의법二重着衣法으로 입고 있으며, 승각기僧脚崎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다. 부견의覆

肩衣는 오른쪽 배 앞에서 비교적 예리하게 꺾여 올라갔으며, 가부좌한 양쪽 정강이 정면에는 3줄의 가로선

으로 옷 주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시 현진의 조각풍이다.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현진은 17세기 전반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요한 조각승이다. 경상남도 함양 상련대上蓮臺 원통보전圓通寶殿 목조관음보살좌상(1612), 전라남

도 구례 천은사泉隱寺 명월료明月寮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14), 서울 지장암地藏庵 대웅전 목조비로자나

불좌상(1622, 원소재지 자수사慈壽寺·인수사仁壽寺), 경상남도 창녕 관룡사觀龍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29), 경상북도 청도 적천사磧川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636), 영남대학교박물관 목조아미타불좌상

(1637, 원소재지 경상북도 성주 명적암明寂庵), 충청남도 보은 법주사法住寺 약사전 약사삼존불좌상(1641) 등 

목조 불상과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1626), 충청남도 부여 무량사無量寺 극락보전 소조아미타불삼

존좌상(1633) 등 소조 불상을 조성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청헌淸憲, 승일勝日, 응혜應惠, 희장熙藏 등 17세기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晉州 月明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08

보물 제1686호

1612년
1구
목조

높이 80.0cm
월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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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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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반에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조각승들이 있다.

시주자로 기록된 벽암각성은 부휴선수浮休善修(1543~1615)의 제자로,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 

丁酉再亂 때 승병을 이끌고 국난 극복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사찰들을 중건하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진이 조성한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사찰의 중건과 불상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주도했던 벽암각성이 불상의 시주자로 직접 등장한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은 같은 해에 조성된 함양 상련대 목

조관음보살좌상의 것과 동일하다. 즉 조성 시기, 조성에 참여한 승려 이름과 그들의 역할이 일치한다. 또한 

불상과 보살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인 특징과 두 다리 사이에서 펼쳐진 부채꼴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조각승 현진의 조각풍이 함께 확인된다. 한편 조성발원문에서는 수조각승과 차조각승을 각각 뜻하

는 “상원上員”과 “부원副員”이라는 조각승 서열을 알려주는 명칭도 기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 배재호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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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its dedicatory inscription, this Amitabha Buddha statute was originally 

crafted in 1612 for enshrinement at another hermitage, named Daeseungam. It relates that 

production was financed by Monk Gakseong and carried out by the monastic sculptor 

Hyeonjin and his assistants Hangmun, Myeongeun, Uineung, and Taehun. Wearing its robe 

that covers both shoulders, the Amitabha makes the wheel-turning hand gesture while sitting 

in the full lotus position. The wide forehead, sharp nose, widely stretched eyes, wide infra-

nasal depression, tight lips, voluminous upper eyelids and cheeks, and y-shaped ears are clear 

characteristics of Hyeonjin’s sculptural manner. The sharp angle created on the belly where the 

undershirt is folded and the three-lined horizontal fold on the shin are also typical of Hyeonjin’s 

style.

Hyeonjin, one of the most important monastic sculptors of the 17th century, executed 

artistic activities mainly in the Gyeongsang,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It is notable that 

this statue is an example of the Buddhist statues that he created early in his career, and that the 

important Buddhist figure Gakseong, who was at the forefront of temple reconstruction after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is featured as the sponsor of its production. Meanwhile, the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is statue matches that of the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statue 

in Sangnyeondae Hermitage in Hamyang, giving rise to the assumption that the two statues 

were crafted at the same tim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t  
Wolmyeongam Hermitage, Jinju

Treasure No. 1686

Joseon (1612)
1 item
Wood
H. 80.0 cm
Wolmyeongam Herm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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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대웅보전에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하여, 서방-중방-동방을 

상징하는 삼방불상三方佛像이 봉안되어 있다. 주존 석가불을 비롯한 좌우 협시불의 복장에서는 후령통, 경전

류, 다라니류 등 여러 종류의 복장물腹藏物과 함께 발원문發願文도 발견되었다. 그중 약사불상과 아미타불상

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여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수조각승 태전太顚을 비롯하여 의근義根, 명묵明黙, 송간

松幹, 덕보德普, 석훈釋熏, 석호釋湖, 경륜敬倫, 사인思印, 애인愛仁 등 10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되어, 1612

년 8월 16일에 두륜산 대둔사(현 대흥사)의 법당 당주堂主로서 점안·봉안된 아미타불-석가불-약사불의 삼

방불상 중 양 협시불상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 주존 석가불상의 복장에서는 아무런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성 기법이나 양식이 두 협시불과 상이하기 때문에 1612년에 조성된 원래의 석가불상이 아니며, 

얼굴과 옷의 세부 표현으로 보아 17세기 말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조각승 색난色難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사불상과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수조각승으로 기록된 태전은 1615년 김제 금산사 칠

성각의 독성상獨聖像을 조성할 때,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令, 인균印均 등을 보조 조각승으로 거느리고 참

여하였던 조각승임은 잘 알려져 있다. 금산사 칠성각의 독성상 조성 불사에 참여하였던 이들 조각승들은 이

후 17세기 전반기에 전라도 일대의 불상 조각계를 이끌어 나갔던 응원·인균파, 수연파, 법령파의 수장들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의 선배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전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반 조각계에서 

현진玄眞, 원오元悟와 함께 당대를 대표할 만한 조각승이었다고 판단된다. 

태전이 조성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목조의 머리를 제외한 상하반신에서 나무와 흙이 함께 사용된 

사실이 엑스선 사진을 통하여 밝혀졌다. 즉, 상의 내부에는 목재의 불상 틀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바깥에 

흙이 입혀져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엑스선 사진에서 목리木理는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음에 반해 흙의 

도포 흔적은 가슴에서 배를 지나 하반신 일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만 보이고 있어, 흙은 그다지 두껍

지 않게 도포되었고 내부의 나무틀은 완형에 가깝게 조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각 기법은 나무

기둥 형태의 틀 위에 흙을 두껍게 덧붙여 조각한 ‘목심소조木心塑造 기법’과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나무와 흙

해남 대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大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09

보물 제1863호

1612년
불상 3구, 복장유물 9건 21점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99.6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63.7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68.3cm
대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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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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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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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료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기법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나무 틀 위에 흙을 덧발라 마무리하는 

기법은 1639년 수연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삼불상(원 남원 풍국사 봉안)이나 1650

년 응매應梅가 조성한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불상(원 김제 금산사 봉안) 등 조선 후기의 몇몇 불상에서도 찾

아볼 수 있었던 기법인데, 대흥사의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두 불상은 그 원류가 될 수 있는 초기 사례라 하

겠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불신의 하체 높이가 낮고(즉, 무릎이 얇음) 두 무릎 사이의 폭이 좁은데 반해 

상반신이 긴 체형이다. 옷주름은 양각 위주로 조각되었고, 양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상반신의 옷주름은 복

부의 부견의 삽입 지점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점과, 왼팔 측면에 하단이 ‘Ω’ 모양으로 말린 주름이 나타나 

있는 점이 독특하다. 좌우로 안정되게 펼쳐진 두 다리는 오른발이 위에 올라간 길상좌를 취하고 있는데, 좌

우 다리에는 두 상에 똑같이 두꺼운 주름이 2줄씩 횡으로 양각되어 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왼쪽 어깨 아래 측면의 ‘Ω’모양 옷주름, 하반신 중앙의 ‘Ω’ 모양 옷주름, 그리고 

하반신 좌우 다리의 양각의 횡선대 등 특징적인 옷주름 표현은 17세기 초반 각민覺敏, 현진玄眞, 행사幸思 등

이 제작한 불상들의 옷주름과 매우 유사한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각민의 1606년 공주 동학사 목조삼

방불좌상, 현진의 1612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불좌상, 행사의 1617년 공주 갑사 소조삼방불좌상 등에

서 모두 대흥사 대웅전의 약사불, 아미타불과 동일한 옷주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7세기 

초반의 다양한 유파에 소속된 조각승들에게서 공통된 요소가 발견되는 현상은 임진왜란 이전의 조각 전통

이 종전 이후인 17세기로 이어진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옷 표현에 있어서 부분

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얼굴의 세부, 신체의 비례 등 전체적인 조각에서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조각승 유

파로서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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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placed at the Daeungbojeon Hall of Daeheungsa Temple in Haenam, has the 

Sakyamuni Buddha in the center, with the Bhaisajyaguru Buddha and the Amitabha Buddha to 

the left and right. According to dedicatory inscriptions discovered inside the Bhaisajyaguru and 

the Amitabha alongside other votive objects, these two images are the attendant buddhas in a 

triad created by the master sculptor Taejeon with the help of ten other monastic sculptors and 

were enshrined at the main hall of Daeheungsa Temple on August 16, 1612. With regard to the 

central Sakyamuni Buddha, it did not contain any pertinent records among its votive objects, 

and differs from the attendant buddhas in terms of sculptural methods and style.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Sakyamuni Buddha is not the one created in 1612 to serve as the central 

buddha of the triad. Given its facial expression and clothing, the current Sakyamuni was likely to 

have been produced later by the monastic sculptor Saeknan, who was active in the Jeolla region 

in the late 17th century. 

An X-ray survey of the triad reveals that the two attendant buddhas fashioned by Taejeon 

are made of both wood and clay in the upper and lower body (except for the all-wooden 

head). This suggests the sculptural method of plastering clay over a wooden frame. As this 

technique is applied in some later Buddhist statues, such as the 1639 Sakyamuni Buddha triad 

of Sudeoksa Temple in Yesan (Treasure No. 1381) and the 1650 Sakyamuni Buddha triad of 

Dongguksa Temple in Gunsan (Treasure No. 1718), the Bhaisajyaguru and Amitabha statues at 

Daeheungsa are presumed to have served as their model.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aeheu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863

Joseon (1612)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21 items in 9 varieties
Wood
Sakyamuni: H.199.6 cm
Bhaisajyaguru: H. 163.7 cm
Amitabha: H. 168.3 cm
Daeh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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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 안에는 목조로 조성된 석가모니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이 삼존상은 1615년작으로 17

세기 초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는 규모가 큰 상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사찰의 재건불

사가 활발했던 광해군 재위시 대웅전을 중건하면서, 이 불상도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삼존불을 

1750년 개금하면서 기록한 「불사동참길연작복록佛事同叅結緣作福錄」을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이 기록은 중수 개금할 당시 불사에 대한 상황을 기록한 중대한 자료로, 이 삼존불이 1615년에 조성되

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곡사 삼존상은 좌상이지만 170cm에 달하는 거대한 상으로, 본존인 석가여래를 협시보살보다 크

게 하여 강조하였다. 본존인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설법인을 짓고, 양 협시보살

상은 좌우 대칭으로 손을 올려 설법인을 하고 있다. 석가여래상은 방형의 얼굴에 짧은 목을 하고, 신체도 

방형인데 전체적인 비례는 안정적이다. 편편한 이마와 뺨에 엄숙한 상호를 하고 있으며 인중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착의법은 양어깨를 다 덮고 오른팔을 드러내게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옷단은 펄럭거리며 

3단의 주름을 만들며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다. 대의의 한 자락은 배 앞에서 넓게 반원을 그리며 왼쪽팔로 넘

겨졌다. 양 무릎은 옷을 팽팽하게 당겨 주름이 없고 무릎 아래서 3단으로 옷주름을 새기고, 무릎 사이에서 

펄쳐진 대의의 끝단을 부채형으로 나타내었다. 보살상도 착의형식을 대의식으로 입고 있어 보관과 보발의 

표현을 제외하고 본존상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모습이다. 보살상들은 팔을 드러내지 않게 대의를 이중으

로 입었으며, 승각기의 끝단도 본존불은 5개의 꽃잎모양으로 묶은 것에 비해 보살상들은 단순하게 일직선

으로 묶어 일부 변화를 주었다.

이 삼존상은 조성기가 남아 있지 않아 작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호의 표현과 신체의 비례, 착의

의 표현 등이 17세기 초반에 왕성하게 조각활동을 한 조각승 현진의 작품들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보이므

로 현진의 조성작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전반은 조각승들이 본격적으로 유파를 이루어 활동했던 시기로, 

현진은 이러한 조각승 유파활동의 선구자적인 인물이다.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晉州 靑谷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10

보물 제1688호

1615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70.5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162.5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151.0cm
청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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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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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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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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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은 1610년부터 많은 작품 조성을 주도하였다. 이후 17세기 중·후반을 잇는 걸쭉한 조각승들을 

배출하는 등 커다란 유파를 형성하여 많은 조각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진이 수화승으로 등장하기 이전 보조

화승으로 등장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화승으로 처음 조성한 불상은 1612년 진주 월명암 목

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12년 함양 상련대 목관음보살좌상이 있다. 이어 1614년 천은사 아미타삼존상의 조

성에도 참여하였다. 청곡사 삼존불상은 이들 불상들 보다 얼굴이 짧아졌고 무릎이 높아졌지만, 건장한 체

구와 넓은 무릎의 옷주름을 표현한 선은 같은 작가의 작풍임을 알 수 있다.

청곡사 삼존불좌상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현진이 조성했던 불상은 1629년 작인 관룡사 삼세불이

다. 이 삼세불은 방형의 힘찬 얼굴표현과 옷을 입은 방식, 옷주름의 표현 등에서 거의 청곡사 석가삼존불상

과 흡사하나 좀 더 형식화되었고 경직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이 삼존상은 현진의 초기작 중의 하나로 현진의 불상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

다. 특히 개금기의 기록을 통해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남아있는 17세기 초의 상으로서는 비교적 거대한 규

모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조각표현도 우수한 중요작품이다. | 이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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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1615, the Sakyamuni triad enshrined at the Daeungjeon Hall of Cheonggoksa 

Temple in Jinju demonstrates the style of early 17th-century Buddhist statues. Although rendered 

in a seated position, the triad is relatively large, rising as high as 170 centimeters, and the main 

buddha Sakyamuni was made larger than the two attendant bodhisattvas. The Sakyamuni statue 

has a rectangular face and body with a short neck, offering a sensation of stability. 

Although no record on the original production of the triad has survived, an account 

on its re-gilding remains. According to the records on the re-gilding, this triad was originally 

made in 1615. Since its bodily proportions, features, and the expression of the clothing suggest 

similarities with the work of Monk Hyeonjin, who was active in the early 17th century, this 

triad is presumed to have been crafted by him. Among Hyeonjin’s works, this triad is most 

similar to the buddha triad of Gwallyongsa Temple made in 1629 in terms of the powerful facial 

expression, the manner of the clothing, and the drapery folds. From the early 17th century, 

monastic sculptors started to form artistic groups and Hyeonjin was one of the frontrunners in 

this trend.

As one of Hyeonjin’s early artworks, this triad takes on great importance for the study 

of Buddhist sculptural styles. The confirmed production date, relatively large size among 

surviving 17th century statues, good conservation status, and sculptural dexterity also add to its 

significanc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gg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8

Joseon (1615)
3 items
Wood
Sakyamuni: H. 170.5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62.5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51.0 cm
Cheo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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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봉서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 관음,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으로 1m가 넘

는 대형 목조상이다. 삼존불상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복장 발원문이 각기 발견되었는데, 만력46년(1618) 시

작하여 이듬해인 1619년 3월에 완성하였으며, 수연守衍을 수화사로 성옥性玉, 영철靈招, 응인應仁, 보희寶熙 

등 5인의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편삼 위에 대의를 입었으며 불신에 비해 작은 얼굴과 짧은 목, 좁고 낮은 

무릎의 비례가 특징이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우며 이마가 넓고 콧날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이마는 좁으

며 머리에는 나발과 반원형의 중간계주, 원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양 손은 별도로 제작하여 끼웠는데 

오른손은 가슴 위에서, 왼손은 무릎 위로 살짝 들어올려 각기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가슴 밑으로 수평의 

승각기를 입었으며 수직으로 흘러내린 어깨와 가슴 부위의 옷주름 그리고 무릎 밑으로 사선으로 흘러 내린 

주름이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특히 편삼과 대의자락이 교차하면서 형성된 밑으로 크고 무겁게 늘어진 

옷자락과 낮은 하체에 비해 넓직한 상체, 방형의 각진 얼굴로 인한 당당함과 독특함이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양 협시인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은 얼굴 표현이나 착의법, 수인의 형태 등이 본존불과 거의 유사하며 

다만 보살의 특징인 보계와 보발, 영락의 표현이 부각되었다. 높은 보계에 보발은 귀 중간을 가로지른 다음 

어깨에 늘어져 매듭을 지으며 두 가닥으로 흘러내렸다. 가슴에 표현된 X자 형의 짧은 영락 장식은 보기 드

문 표현인데, 중앙의 화문을 중심으로 2줄의 수식을 사선으로 표현하였다.

발원문의 내용과 시주자는 삼존상이 동일하다. 불상대시주로 참여한 비구 태웅太雄을 비롯한 시주

자들의 이름과 체목體木, 황금黃金, 포시布施, 공양供養, 척포褁布, 후령통喉鈴筒 등 시주한 물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불상을 만든 조각승 수연은 조상造像의 증명證明으로도 참여한 점에서 그의 역할과 중요성이 짐

작된다. 

조각승 수연은 현진, 무염, 응원 등과 더불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중요한 조각승이다. 수연은 김제 

금산사 독성상(1615) 제작에 태전의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이후, 1619년 봉서사 상을 시작으로 수화사로서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11

보물 제1751호

1619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3.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2.5cm
봉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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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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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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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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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1623년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1785호), 1639년 예산 수

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1381호)의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봉서사 삼존상은 수연의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그의 조각 양식과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수연의 작품 경향은 17세기 중반 이후 제자인 영철, 운혜 등으로 계승된다.

수연은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재건과정에서 자신의 유파를 형성한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장대한 상

체와 방형의 상호에서 보이는 당당한 표현과 굵고 단순한 옷주름이 특징이다. 봉서사 목조아미타삼존상은 

수연이 제작한 가장 이른 작품으로 수연의 불상 양식과 형성 과정 그리고 17세기 전반기의 불상을 이해하

는 기준작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 정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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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is comprised of a Sakyamuni Buddha flanked by bodhisattvas, which are 

thought to be Maitreya and Jehwagalla.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 discovered 

inside the central buddha, these statues were produced on May 22, 1644 and enshrined at 

Gyeongheungsa Temple. Their master sculptor is identified as Monk Cheongheo, who is 

described as “a monastic artist from Geumsansa Temple in the Jeolla region.”

The head of the Sakyamuni is covered with conical curls of hair and features a columnar 

gem on top and a crescent gem in the middle. This is a common feature of Cheongheo’s statues. 

In all three figures, the upper eyelids appear thick and swollen, there is no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 upper eyelids and eyebrows, and the lower eyelids are very thin. This triad 

provides a fitting sculptural example of the expression of dharma clothing in a buddha triad in 

the 17th century and illuminates the popular Buddhist belief system at the tim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Bongseosa Temple, Seocheon

Treasure No. 1751

Joseon (1619)
3 items 
Wood
Amitabha: H. 103.0 cm
Avalokitesvara: H. 101.5 cm
Mahasthamaprapta: H. 102.5 cm
Bongseo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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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장암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불상의 하나이다. 왕비가 직접 발원하고 조성하여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

寺에 봉안하였던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당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장 뛰어난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 불상은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후章烈王后가 임금(광해군)과, 자신의 아들 내외

인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다. 왕후는 또한 돌아가신 선왕선후의 영가를 비롯하여 자신

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의 영가 그리고 자신이 낳은 왕자와 공주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임진생壬辰生,  

병신생丙申生의 두 공주와 경자생庚子生의 왕자, 그리고 세자빈 소생의 갑인생甲寅生의 왕손, 유희갱柳希鏗,  

유희담柳熙聃 등 세상을 떠난 친정 형제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성하였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 불사는 왕비가 발원하여 모두 11존상을 한꺼번에 조성한 대 불사였기에, 현진玄眞, 응원應元, 수

연守衍, 법령法靈, 청허淸虛, 인균印均, 승일勝日 등 17세기 조선 조각계를 대표할 만한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그런데 이들 조각승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파를 대표하여 참여한 것으

로 추정된다. 즉, 현진파에서는 현진과 명은이 각각 수조각승과 6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응원파에서는 

응원과 인균이 차조각승과 10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연파에서는 수연과 보희가 각각 3위 조각승

과 9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성옥은 야장으로 참여하였다. 유파 소속의 조각승을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

로 참여한 조각승들로서는 법령파의 수장인 법령이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청허와 승일 등도 각각 7

위 조각승과 야장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제 조각승들은 17세기 초반과 중반에 걸쳐 조선에서 가장 활발한 

조상 활동을 펼친 조각승들이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을 근거지로 활동한 조각승들이었다. 

이들 조각승 유파들은 모두 1610년대에서 1620년대 사이에 수조각승으로 유파의 구성원들을 이끌

고 조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유파의 구성원으로 언급된 현진파의 명은, 응원파의 인균, 수연파의 성옥과 

보희 등의 조각승들은 이후에도 자신이 속한 유파 이외에서는 활동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수

사와 인수사의 불사 당시에도 이들 조각승들이 독립된 유파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 불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12

보물 제1621호

1622년
1구
목조

높이 117.5cm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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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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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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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세부

수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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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당시 활동하던 조각승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현진에게 수조각승을 맡기고, 전국에서 이름난 조각승 

유파의 조각승들을 모아 거행한 국가적인 불사였던 것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때 함께 만들어진 존상은 비로자나불 2존, 석가여래 3존, 노사나여래 2존, 아미

타여래 2존, 관음보살 1존, 대세지보살 1존의 11존상이다. 17세기 전반 사찰의 전각 구성과 전각 안에 봉안

된 불상들의 조합을 참고하여 이들 존상을 재구성해 본다면, 삼신불(석가불 -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2세트, 

아미타삼존불(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음보살) 1세트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 3세트를 구성하고 남은 석가

불 1존, 아미타불 1존은 단독으로 영산전이나 극락전에 봉안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약사불과 함께 대웅전의 삼방불로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비로자나불의 몸체는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얼굴은 약간 긴 사각형이고 폭이 넓으며 각진 턱을 

가지고 있다. 상체와 얼굴이 길었던 초기의 작풍과 달리 당당한 체구와 넓적한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은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불좌상이 제작된 1615년 즈음이며, 자수사와 인수사의 불상들이 제작된 1622년까

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넓은 어깨를 갖고 있는 당당한 신체와 넓고 큰 얼굴이라는 특징은 1623

년에 수연이 제작한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어서, 현진파에서 연유한 

표현인지 수연파에서 연유한 표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비로자나불상에 착용된 옷에서도 수조각승 이외의 작풍이 발견된다. 어깨에서 팔꿈치 쪽으로 흘러

내린 대의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지다가 양쪽이 모두 안으로 접혀지고, 대의의 안쪽 면이 넓게 드

러나는 입체적인 주름은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수연의 작풍에서 연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신 중앙에

서 좌우로 2줄의 각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에는 구불구불한 주름이 오른쪽 정강이를 덮고 아래로 흘러내려 

대좌 상면에서 파도처럼 굽실거리며 입체적으로 표현된 옷주름은 응원과 인균의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 등이다. 

즉,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은 얼굴과 몸체 그리고 수인 등 중요 표현에는 수조각승 현진의 의도가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옷주름의 표현 등에서는 수연파와 응원파의 특징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자수사

와 인수사에 봉안된 11존상 전체의 작품 조성 방식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중의 한 불상인 지장암의 비로자

나불상은 각 유파의 작풍이 모두 반영된 합동작업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불상 밑면 개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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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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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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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oyal status of the sponsor who took the initiative for its creation and the 

list of highly regarded sculptors involved in its production, this statue enshrined at Jijangam 

Hermitage in Seoul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uddhist statu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It is one of eleven Buddhist images whose production was ordered by Queen 

Jangyeol, the wife of Joseon’s 11th ruler, King Gwanghae. Queen Jangyeol proceeded with the 

production of the eleven Buddhist statues for the benefit of her husband Gwanghae, for her son 

and daughter-in-law, and for the blissful rebirth of deceased family members such as her parents 

and brothers. The royal production of the Buddhist statues drew the leading sculptors from each 

part of the country. It seems that these monastic sculptors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se statues not as individuals, but as representatives of their sculptural groups. For this reason, 

this statue embodies diverse styles from different monastic sculptural groups: for example, the 

face and body reflect Hyeonjin’s style while the clothes show Eungwon and Suyeon’s sculptural 

manner.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t 
Jijangam Hermitage, Seoul

Treasure No. 1621

Joseon (1622)
1 item
Wood
H. 117.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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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에 봉안된 조선 후기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목조삼방불좌상으로 불리

기도 하며 가운데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좌상과 아미타여래좌상을 안치한 구성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을 의미하며, 석가모니불은 현세불, 동

방의 약사불은 과거불, 서방의 아미타불은 미래세를 다스리는 미래불에 해당한다.

우측에 자리한 아미타여래상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23년(광해군 15)에 조각승 수연守衍

이 제작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수연이 수화승이 되어 제작한 두 번째 작품

에 해당한다. 발원문에 의하면 수연 이외에 성옥性玉, 영철靈哲, 제영祭英, 법림法林, 혜경惠庚 등 6인이 참여하

여 조각을 했으며, 많은 시주자들의 후원으로 불상이 조성되었다. 발원문에는 불상의 각 부분과 불상을 조

성하는데 소요되는 물품에 따라 시주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불상佛像, 면금面金, 체목体木, 오금烏金, 공양

供養, 대좌臺座, 보단甫團, 채안彩安, 복장腹藏, 인등引燈, 숙두熟頭 등으로 분류했다. 많은 시주자들이 경제력

에 따라 각기 다른 품목을 시주하는 일은 조선 후기 불사의 성격을 보여준다.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세 구는 무게감이 있으면서 단아한 수연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중앙의 

석가여래상이 양 옆의 약사와 아미타여래상보다 약 30cm가량 크게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석가여래가 중

심이 되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구 모두 양식적으로 묵직한 괴량감이 있는 상체와 네모난 얼굴이 

유사하며, 유사성이 있으며 낮은 육계와 넓은 중간 계주, 살짝 솟은 정상 계주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석가여래좌상은 방형에 가까운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으며, 상체

가 넓고 듬직하다. 오른편 어깨에 걸친 대의가 가슴까지 내려왔고, 촉지인을 맺은 오른팔의 곡선이 우아하

게 묘사되었고, 가슴 아래 대의가 연꽃잎처럼 접혀졌다. 두 다리 사이의 주름은 같은 간격으로 얌전하게 접

혀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양 옆의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자세와 신체 비례, 둔중한 괴량감이 석

가여래와 비슷하지만 고개를 숙인 각도라든가 대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 얼굴은 입이 좀 더 도드라지게 묘사

되었고, 두 다리 사이의 폭이 좀 더 좁아서 상체가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약사여래는 왼손을 위로 올려 엄

지와 중지손가락을 맞닿게 했고, 아미타여래는 이와 반대 모양이다. 얼핏 보면 아미타 구품인 중에 중품하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13

보물 제1785호

1623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3.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92.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89.5cm
전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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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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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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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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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사여래도 같은 손 모양을 했으므로 딱히 구품인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조

선 후기 불상의 도상이 이전과 달리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두 불상 모두 오른쪽 어깨 

위와 왼쪽 무릎 위의 옷자락 처리, 두 다리 사이의 옷 주름 묘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수화승 수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주로 활약했다.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1615년)

을 조성한 태전太顚의 차화승으로 『금산사지金山寺誌』에 이름이 처음 등장한 이래, 충청남도 서천 봉서사 목

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51호, 1619년)의 수화승으로 조성을 주도했고,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원 봉안처 전라북도 남원 풍국사, 보물 제1381호, 1639년)도 조성했다.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발원문은 정확한 조성 시기와 경위, 시주물품별 시주자 현황을 알려줄 뿐

만 아니라 수연을 필두로 하는 조각승들의 이름도 알려주고 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수화승 수연의 

두 번째 불상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거장의 초기 불상으로서 17세기 전반기 불상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

한 조각이다. |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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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 우측면아미타여래좌상 좌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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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found in the Daeungjeon Hall of Jeondeungsa Temple in Ganghwa places 

Sakyamuni in the center with Bhaisajyaguru and Amitabha to his left and right. This is a 

composition representing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haisajyaguru for 

the past, Sakyamuni for the present, and Amitabha for the future), a highly popular Buddhist 

conceptio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The dedicatory inscription discovered inside of the Sakyamuni reveals that these statues 

were produced in 1623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onastic sculptor Suyeon. It was also 

brought to light that a great number of people contributed to their production by offering 

various kinds of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abilities. This triad manifests Suyeon’s sculptural 

style, which emphasizes a stately and dignified impression from the statue. The confirmed 

production date, name of the creator, and names of donors and their provided materials adds to 

the importance of this triad for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eondeung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5  

Joseon (1623)
3 items
Wood
Sakyamuni: H. 123.5 cm
Bhaisajyaguru: H. 92.5 cm
Amitabha: H. 89.5 cm
Jeond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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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광사 응진당에 봉안된 석가여래삼존상과 제자 가섭과 아난상, 그리고 소조 십육나한상, 범

천, 제석천, 인왕, 사자使者 등의 일괄 불상이다. 석가삼존상만 목조이고 나머지 권속들은 모두 소조상이다. 

좌측 사자상의 방형대좌에 “천계사년갑자天啓四年甲子”라는 명문이 있어서 1624년(인조 2)이라는 조

성연대를 알게 되었다. 소조 십육나한상은 처음 고려 1204년(신종 7)에 조성된 조각상이 있었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1624년(천계天啓 4)에 다시 조성됐다고 전한다. 석가여래의 좌협시보살상도 한국전쟁 중에 도난

당하여 1963년에 다시 조성된 것으로 석가여래삼존상 전체가 17세기의 조각은 아니다.

중앙의 석가여래 왼편에 제화갈라보살提和竭羅菩薩이 있고, 오른편에 미륵보살이 있는데 제화갈라를 

모델로 미륵상을 다시 조성한 까닭에 두 협시는 양식적으로 매우 닮았다. 제화갈라와 미륵을 협시로 하는 

석가삼존은 『법화경』에 기반을 둔 조상으로 이야기된다. 본존인 석가여래는 얼굴이 갸름하고 턱이 봉긋하게 

두드러져 보여 온화한 인상을 준다. 어깨는 좁고 가파르게 내려갔지만 두 팔과 손이 퉁퉁하게 처리되어 부

드러우면서 무게감이 있다. 결가부좌한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대의 자락의 주름도 완만한 곡선을 이루지만 

주름의 각선은 날카롭다. 

저마다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십육나한상은 중앙에 목심을 두고 그 위

에 흙을 붙여 만든 소조상이라서 표현이 목조보다 훨씬 자유분방하다. 앉음새만이 아니라 활달한 손의 움

직임과 개성이 분명한 얼굴 표정은 17세기 나한 조각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나한마다 제각기 다른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물持物을 들거나 다양한 손 모양을 한 모

습을 조각했다. 엄격하고 딱딱한 자세로 만들어진 시왕상과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의 시왕상은 심판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붉은 관복을 입은 모습으로 조각되지만 이 십육나한상들은 임

의로 옷을 입고 푸른색, 옥색, 주황색 등으로 채색되어 이채롭다.

「순천 송광사 응진당 목조사자입상 조성기」, 『조계산 송광사사고曹溪山 松廣寺史庫』에는 조각승의 이름

이 기록되지 않고 1624년이라는 조성연대만 나와 있다. 1965년에 간행된 『조계산 송광사지』에 따르면 십육

나한상의 화사畵士는 응원應圓이다. 비록 석가여래삼존불이나 십육나한상에서 복장과 발원문이 나온 것은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順天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14

보물 제1549호

1624년
26구
목조, 소조
높이 67.5~78.0cm
송광사



089Joseon Dynasty

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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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갈라보살입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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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보살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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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이들의 조각가는 응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진당에 모셔진 26구의 조각들을 조성하기 시작

한 것은 1623년이라고 하며 전체 완성을 보기까지 근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기에 

역시 송광사 광원암廣遠庵의 아미타불상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송광사사고』에 있어서 불상들의 양식

적 친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송광사 응진당의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십육나한상 등 26구의 조각은 응원을 필두로 전라도 지

역에서 활동한 조각승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에 간혹 보이는 석가·제화갈라·미륵으로 구성된 삼존

불이라는 점, 석가여래삼존상이 십육나한과 함께 안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 십육나한상이 

온전한 세트로 전해지며, 개성이 뚜렷하고 자유로운 조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강희정

참고문헌

01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02 손영문, 「조각승 인균파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Ⅰ, 2006.

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가섭존자

나한상(우7)

아난존자

나한상(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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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Engjindang (Hall of Disciples) of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Treasure No. 1549 consists of 26 statues — a wooden triad composed of Sakyamuni in the center 

flanked by Jehwagalla Bodhisattva and Maitreya Bodhisattva, and Buddhist beings rendered in 

clay such as the 16 arhats, Buddhist guardians, and demonic messengers. An inscription on the 

pedestal of the demonic messenger standing to right of the triad relates that these statues were 

constructed in 1624. Given its stylistic differences with the other two statues forming the triad, 

the Maitreya is estimated to come from a later period. The central buddha, Sakyamuni, gives off 

a gentle impression. 

Constructed by plastering clay onto wooden frames, the 16 arhats embody a more liberal 

artistic expression compared with the wooden statues. They show great variety not only in their 

postures but also in the hand gestures and the signature objects they hold, signifying differences 

in their individual characters. The 16 arhats take on diverse colors — blue, green, and orange —

in their clothes, as opposed to other Buddhist beings who are mostly clad in red to emphasize 

their official functions. 

These 26 statues were crafted by the artistic group led by Monk Eungwon, which was 

active in the Jeolla region.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arhat statues have been transmitted as 

an integral set of 16 and also feature uniquely generous sculptural skills.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and  
Clay Sixteen Arhat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549

Joseon (1624)
26 items
Wood, clay
H. 67.5–78.0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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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사 영산전에는 나무로 만든 석가여래삼존상과 목심소조로 제작된 16나한상이 ‘ㄇ’형 불단에 봉

안되어 있다. 이 시기 다른 영산전의 구성 사례를 통해 볼 때, 원래는 좌우에 제석과 범천, 그리고 사자使者, 

인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은 천계天啓 5년 

을축乙丑(1625, 인조 3)에 덕룡산德龍山 쌍계사雙溪寺에 봉안할 목적으로 제작된 석가여래 삼존 및 16나한상

으로, 주상삼전하의 만세무궁萬歲無窮과 선왕선후의 초생정토超生淨土를 발원하고 있다. 불상의 조성은 4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쳐 제작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 제작에 참여한 화원은 수연守衍(證師 兼), 영혜靈慧

(持殿 兼), 성옥性玉, 계화戒和, 천기天琦, 의엄儀嚴, 응인應仁, 법림法林, 설주雪珠 등이다. 

이 불상의 원래 봉안처인 쌍계사는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산18-1번지 일원에 소재한 사찰로, 1899년

에 편찬된 『나주군읍지羅州郡邑誌』에 폐사로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후반 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 무렵 다보사로 불상을 이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구성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양대 제자인 가섭과 아난이 삼존을 이루고, 그 좌우에 각각 8

구의 나한을 배치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에는 동글동글한 나발을 부착

하였고, 육계와 머리의 경계가 되는 중앙에 반달모양의 자그마한 계주를 표현하였고, 정수리에도 낮고 조그

마한 계주를 나타내었다. 이 시기 다른 불상에 비해 머리가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둥글 넙적한 얼굴은 양감

이 넘치는데, 특히 통통한 뺨과 큼직하게 돌출한 삼각형의 코, 짧은 인중과 턱, 열쇠구멍 모양으로 새긴 귓

구멍과 볼록한 이병耳屛 등 전체적인 이미지는 순박한 인물을 직접 모델로 삼은 듯 현실감이 넘쳐난다.

착의는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식인데,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이 둥근 원을 그리

며 시원스럽게 표현되었다. 굵은 목에는 옅게 삼도를 새겼으며, 가슴의 쇄골선은 윤곽만을 둔중하게 비사실적

으로 드러내었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접은 군의가 표현되었고 복부는 볼록하게 처리하여 불신의 신성한 굴곡

을 드러내었다. 수인은 오른손은 팔꿈치를 약간 부자연스럽게 꺾어 내려 촉지인을 결하였고, 왼손은 무릎 위

에서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다. 상체는 깊이가 얕고 힘 있는 철선묘鐵線描 위주의 선을 사용하였으며,  

여백이 많고 요점적이다. 무릎에는 상체보다 좀 더 밀도 있는 요철 주름을 속도감 있게 펼쳐 한결 율동적이다.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坐像

15

보물 제1834호

1625년
19구
목조, 소조
높이 58.0~120.0cm
다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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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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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존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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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섭존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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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상(우1)

나한상(우4)

나한상(우7)

나한상(우2)

나한상(우5)

나한상(우8)

나한상(우3)

나한상(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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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상(좌1)

나한상(좌4)

나한상(좌7)

나한상(좌2)

나한상(좌5)

나한상(좌8)

나한상(좌3)

나한상(좌6)



100 조선시대

늙은 승려형의 가섭존자는 장삼위에 가사를 걸쳤으며 석가모니불의 왼쪽에 서서 합장하였다. 앞니

를 드러내고 자애롭게 미소 지은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며, 본존상에 비해 코가 작고 빈약하고 부자

연스러운 것은 후대에 보수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장한 장년의 아난은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당당하게 서서 합장하였다. 

16나한상은 석가여래의 좌우측에 각각 8구씩 배치되었는데, 이안 당시부터 정확한 배치법과 순서에 

입각해서 배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6나한상은 다양한 몸짓과 개성 있는 표정을 통해 각 나한의 신통력

과 개성, 인간사의 다양한 희노애락을 표출하였다. 좌측(향우)부터 살펴보면, 가섭존자의 얼구부분은 후대

에 약간 수리를 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좌2 존자와 좌7 존자는 본존불과 이와 같은 계통의 나한상의 얼굴 

표현과 약간 상이하여 이를 담당한 조각승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나한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은 편이고, 노소老少의 인물 변화에 따른 다양한 표정을 현실감 있게 묘사, 연출하였다.

수조각승 수연은 17세기 전반기 조각계를 이끈 많은 조각승 중 한 명이며, 그의 조각은 단절되지 않

고 그의 제자인 영철과 운혜로 이어져 조선 후기 조각계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였다. 나주 다보사 석가여래

삼존상은 얼굴이 작고 신세의 건장함이 두드러진 수연의 조각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16나한상은 소조

기법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각 존상마다의 특징을 뛰어난 조각솜씨로 생동감 있게 연출하였다. 이 불상은 

1624년에 응원應元이 제작한 순천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과 더불어 조선 후기 나한 조

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시·발원자 등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

중한 자료이다. | 손영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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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 Buddhist statues designated as Treasure No. 1834 were originally produced in 

1625 for enshrinement at Ssanggyesa Temple on Mt. Deongnyongsan. The production took 

about four months from April to July 1625, and was led by the master sculptor Suyeon in 

collaboration with assistant monastic sculptors (Yeonghye, Seongok, Gyehwa, Cheongi, Uiyeom, 

Eungin, Beomnim, and Seolju).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sculptors of the 17th century, 

Suyeon transmitted his style to disciples such as Yeongcheol and Unhye and established one of 

the major sculptural groups of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This Sakyamuni triad provides 

an apt example of Suyeon’s sculptural style,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mall face and strong 

body. Making the most of the advantages of clay as a sculptural material, each of the 16 arhats 

embodies different features in a sophisticated and lively manner according to their identities. 

Along with the Sakyamuni triad and 16 arhats of Songgwangsa in Suncheon (Treasure No. 

1549) created by the monastic sculptor Eungwon, Treasure No. 1834 is evaluated as a defining 

example of arhat statu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era.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and Clay Sixteen Arhats of 
Dabosa Temple, Naju

Treasure No. 1834

Joseon (1625)
19 items
Wood, clay
H. 58.0 –120.0 cm
Dabo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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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봉안된 조선시대 삼신불좌상이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

으로 오른쪽에 석가불을 안치했다. 비로자나불의 왼쪽은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세 

구의 불상에서 각각 발견된 발원문에 의해 1626년(인조 4)에 현진玄眞이 수화승, 청헌淸憲이 차화승으로 조

각에 참여했음이 밝혀졌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변형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고 있어서 신라 하대 비로자

나와는 전혀 다른 수인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변형 지권인은 중국의 비로자나와 로사나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선 후기 비로자나불상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1633년에 조성된 고창 선

운사의 소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볼 수 있는 양쪽 검지 손가락을 맞댄 지권인과는 차이가 있어서 17세기에 

두 종류의 변형지권인이 비로자나의 수인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른편의 석가여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으며, 왼편의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두고 왼손은 위로 들어 각기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맞댄 수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조선 후기 불상과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인만으로는 이 불상이 어느 여래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

다. 이 점은 오른쪽의 불상도 마찬가지로 항마촉지인만으로 석가여래라고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발원

문에도 단순히 불상 삼존이라고만 써서 존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삼불의 명칭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1626년에 조성된 불상답게 5m가 넘는 초대형이다. 이 시기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대형상은 대부분 

나무나 흙을 이용한 조각이다. 흙으로 만든 소조불은 목심을 써서 기본틀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만든다. 세 구의 신체 비례와 자세, 얼굴과 복식, 옷주름은 대개 비슷하다. 

육계는 넓고 낮으며 나발은 작고 촘촘하다. 얼굴은 턱이 넓고 각 지게 표현되었으며, 장중한 신체는 

평평하고 굴곡이 전혀 없어서 평면적으로 보인다. 신체의 평면성을 상쇄시키는 것은 대의 주름이다. 대형 불

상답게 굵고 분명하게 묘사된 옷주름은 불상에 생기를 더해준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 가운데 대의 자락 오

른편이 크게 두 번 접히고 다리 아래 길고 직선적인 두 줄의 양각 주름이 조각된 것은 현진이 수화승 역할

을 한 불상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보물 제1360호

1626년
3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509.0cm
좌협시 여래좌상 높이 492.0cm
우협시 여래좌상 높이 471.0cm
법주사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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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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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 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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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협시 여래좌상



106 조선시대

현진 외에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은 연묵衍黙, 양묵懹黙, 옥정玉淨, 

영색英賾, 설매雪梅, 성각性覺 등 17명이다. 기념비적인 크기의 불상을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인원이 동원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1747년(영조 23)에 다시 개금됐다. 1630년(인조 8) 중관 해안中觀 海眼이 쓴 「속리산대법주

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는 삼신三身이 있다고만 쓰여 있을 뿐이라서 기록으로

도 각 불상들의 존명을 추정하기 어렵다. 

조성시기와 개금시기,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의 이름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인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초대형 소조불로서 이 시기 조각의 기준작이 되기에 충분하다. | 강희정

참고문헌

01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02 최선일,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삼불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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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tatues represent “the three bodies (trikaya) of a buddha.” Dedicatory inscriptions 

excavated from within the three statues inform that their production took place in 1626 with 

Monk Hyeonjin as the master sculptor and Cheongheon as the assistant master. 

The Vairocana statue in the center displays a revised form of the unity hand gesture by 

covering the left hand with the right. The Sakyamuni statue positioned to the right makes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and the Amitabha to the left holds the right hand above the right 

knee while raising the left hand with the thumb and middle finger joined. 

Reflecting the sculptural trends of the time of their production, the statues are of grand 

size surpassing five meters. The bodily proportions, postures, and the expression of the facial 

features, clothing, and drapery folds speak volumes about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onastic artist Hyeonjin. The precise information on their production date and creators along 

with their grand size compound the significance of these buddha statues, which serve as the 

definitive clay triad buddha from the early half of the 17th century.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 1360 

Joseon (1626)
3 items
Clay
Vairocana: H. 509.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492.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471.0 cm
Beopj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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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천왕문 좌우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사천왕상이다. 천왕문의 왼쪽에 2구, 오른

쪽에 2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앉은키가 4m에 이르는 커다란 상이다. 사천왕상은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그리고 북방 다문천이 한 세트를 이루며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문에 들어서면 입구 좌우에는 용과 여의주를 쥔 상과 칼을 든 상이 있고, 좀 더 안쪽 좌우에는 깃발

의 일종인 당幢을 든 상과, 비파를 든 상이 있다. 이들 4구의 천왕상 가운데 손에 어떤 물건을 든 상이 어떤 

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늘 논란이었다. 하지만 2004년 이 사천왕상에서 상의 방위를 알려주는 단서가 발견되

었다. 복장을 봉하는데 사용하였던 봉함목에 방위를 알려주는 묵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파

를 쥔 상이 북방 천왕임이 밝혀졌고, 이를 기준으로 보탑을 든 상은 서방 천왕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 북방 천왕이 보탑(혹은 당)을 들던 것과는 크게 다르다. 그 이유를 1417년 중국 명대

(1368~1644) 황실에서 만든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에서 찾기도 한다. 명은 이 책을 조

선에 전해주며 일방적으로 조선에 유포시켰고, 전국의 승려에게 이 책을 항상 읽고 외우게 하였다. 바로 이 

책의 변상도에 서방 천왕이 보탑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조선시대 갑자기 ‘보탑 = 서방 천왕’으로 바뀐 

것은 이 책의 유입과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물 가운데 아쉽게

도 조성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929년에 간행

한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에 수록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좌상 조성기」에 의해 1609년 천왕

문을 중수하고, 1628년 응원應圓 혹은 應元을 대표로 

하여 모두 13명의 조각승이 함께 사천왕상을 제작했

음이 밝혀졌다. 같은 내용은 북방 다문천이 들고 있는 

비파의 뒷면 묵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원은 조선 후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順天 松廣寺 塑造四天王像17

보물 제1467호

1628년
4구
소조 
높이 403.0cm 
송광사

서방

(幢)

남방

(용, 여의주)

북방

(비파)

동방

(칼)

입 구

사천왕상 배치와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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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천왕(동)

다문천왕(북)광목천왕(서)

중장천왕(남)

소조사천왕상(보존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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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천왕(동)

다문천왕(북)광목천왕(서)

중장천왕(남)

소조사천왕상(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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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천왕(북) 세부

지국천왕(남)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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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가운데 하나이다. 11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한 성열性恱은 1965년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조성에도 참여했다. 

송광사 사천왕상은 동방, 서방, 북방 천왕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남방 천왕은 고개를 오른쪽으

로 틀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방 천왕은 탑이 아닌 당을 들고 왼손에는 ‘재물을 가져다 쥐’인 망구

스를 쥐고 있다. 또 커다란 머리, 방형 얼굴에 짧고 뭉툭한 커다란 코, 안으로 깊이 들어 앉아 안정적인 의

자 좌세坐勢 역시 이 상의 특징이다. 발아래에는 다양한 모습의 ‘생령生靈’이 다양한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이

들은 인간은 아니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서 ‘생령’이라고 부른다. 

4m가 넘는 사천왕상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심으로 기본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흙이 

잘 부착되도록 새끼줄로 감는다. 그 위에 흙을 덮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송광사 사천왕상 같은 대형 소

조상은 흙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닥종이나 짚을 섞어 흙이 탈락하거나 상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은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기록을 통해 1628년에 당시 대표 

조각승 가운데 하나인 응원이 13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제작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북방 다문천 봉함목에 

쓰인 묵서명은 지금까지 혼선을 빚어왔던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정확한 명칭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

료이다. 국내에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소조사천왕상 가운데 하나인데다가, 크기가 크고 상태도 좋아 조선시

대 사천왕상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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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our statues are enshrined at the Cheonwangmun Gate of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as a pair on either side of the gate. They are of imposing stature, rising a full four 

meters high. Although no dedicatory inscription has been found, various documentary sources 

confirm that they were constructed in 1628 by one of the leading monastic sculptors of the 

time, Monk Eungwon, with the assistance of 13 other monk-artists. In 2004, an ink inscription 

was found on the statue holding a pear-shaped lute, written on the wooden seal used to cover 

the opening into which votive objects had been inserted. It helped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statue as King Vaisravana, the heavenly guardian of the north. This contributed to settling 

a long-standing dispute on the association of the guardians’ signature objects with each of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over which they watch. These are among the few clay Guardian Kings 

existent in Korea, and also of a large scale and good condition, thus providing critical material 

for the study of Four Guardian Kings from Joseon. 

Clay Four Guardian King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467

Joseon (1628)
4 items
Clay
H. 403.0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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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흥국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본존인 석가여래좌상과 협시인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로 구

성된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이다. 양협시 보살상의 보관에 타출로 새겨진 “提花菩薩大明崇禎”, “慈氏菩薩大明

崇禎”이라는 명문을 통해 1628~1644년이라는 대략적인 조성연대와 존명이 확인된 독특한 사례이다. 또한 

연화대좌의 모서리에는 백색 안료를 이용하여 ‘乾隆六年辛酉四月日改金’이라는 기록이 쓰여 있어 1741년 개

금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등신대의 크기에 주존불은 좌상, 협시는 입상으로 구성한 점과 은행알 같은 작은 눈매에 턱에 살이 

있는 길쭉한 얼굴 형태 그리고 부드러운 신체 표현과 정교한 조각기법 등이 특징이다. 특히 길고 두툼한 손

가락과 엄지를 살짝 구부린 모습, 살짝 힘을 준 발가락 등의 세밀한 표현은 생동감과 더불어 조각승의 원숙

함이 느껴지는 표현들이다.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 좁고 둥글게 내려오는 어깨

와 넓은 무릎으로 안정된 비례를 보인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이며, 오른팔은 무릎 아

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을, 왼팔은 무릎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였다. 얼굴은 아래로 길쭉한 장

방형으로 작은 눈과 뭉툭한 코의 표현이 특징적이며, 육계는 거의 표현하지 않고 머리에 원통형의 정상계주

와 반월형의 중간계주를 배치하였다.

양 협시보살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측에 미륵보살, 우측에는 제화갈라보살이 서있는 구조이다. 얼굴

이나 신체의 표현, 지물 등은 거의 동일하지만 착의와 영락 표현은 차별화 시켜 화려함과 단순함을 대비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미륵보살상은 대의에 편삼을 걸쳤는데 편삼과 대의자락이 배 부근에서 교차하면서 

만든 U자형의 옷자락이 크게 늘어져 있다. 영락은 가슴의 연화문을 중심으로 조그만 구슬이 서로 연결되

면서 몸 전체에 방사형으로 퍼진 구조이다. 뒷면에도 같은 장식을 묘사하여 더욱 화려하게 느껴진다.

제화갈라보살은 미륵보살과 달리 천의를 걸쳤다. 양 어깨를 감싼 천의는 한번 접혀진 다음 다시 팔 

밑으로 길게 늘어져 바닥에 닿았는데, 팔목 부위에서 곡선을 이루며 유려하게 늘어진 모습이 아름답다.  

온 몸을 천의와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으며, 더욱이 배 부근에는 연주문을 돌린 반원형의 복갑을, 양 

무릎에는 연주문과 깃털로 장식된 갑대를 차고 있어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뒷면에도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麗水 興國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18

보물 제1550호

17세기 전반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5.0cm
미륵보살입상 높이 143.9cm
제화갈라보살입상 높이 143.6cm
흥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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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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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갈라보살입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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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보살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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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과 옷의 매듭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복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적 표현을 추구하였

다. 두 협시보살상 모두 연꽃송이와 활짝 핀 연꽃과 줄기로 이루어진 연꽃가지를 대칭으로 들고 있으며 이단

으로 구성된 정교한 연화대좌위에 서 있다. 

보살상 보관 뒷면에 새겨진 기록에 등장하는 ‘대명숭정大明崇禎’은 1628~1644년이며, 제화보살은 연

등불의 보살명인 제화갈라보살을, 자씨보살은 미륵불의 보살명인 미륵보살을 각각 의미한다. 같은 도상의 삼

존상이 대웅전에 봉안된 17세기의 사례는 1661년 범어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삼존 형식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행한 특징적인 도상으로 1624년 송광사 응진전의 주존으로 봉

안된 석가여래삼존상(보물 1549호)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송광사 석가여래삼존상과는 존상 구성 뿐만 아니라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점, 제화갈라와 미륵

이 각기 다른 천의와 대의를 입은 형식, 대좌와 지물, 영락장식, 옷주름 표현 등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상을 만든 조각승과 관련되는데 송광사와 흥국사의 삼존상이 사승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흥국사 불상은 대부분 조각승 인균印均이 주도하여 제작하였는데, 인균은 송광사 응진당 상을 조성

한 조각승 응원의 제자로 밝혀진 조각가이다.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대웅전에 봉안된 석가여래에 제화갈라와 미륵보살 협시로 구성된 가

장 이른 사례이다. 또한 대략적인 제작시기 및 존명이 확인되며, 우수한 조형성과 사실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우수한 제작기법 및 임진왜란 직후 전라도 지역 불상의 조각승과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 정은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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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은우,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 『역사와 담론』 65(호서사학회,  

2013), pp, 4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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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at the Daeungjeon of Heungguksa Temple in Yeosu, is comprised of 

a seated Sakyamuni in the center and standing Jehwagalla Bodhisattva and Maitreya Bodhisattva 

on the sides as attendants. Repoussé inscriptions were found on the crowns of the two 

bodhisattvas, confirming their Buddhist identities and suggesting an estimated production period 

of 1628 – 44. The three statues are all life-size and characterized by balanced proportions, realistic 

expression of the body, a voluminous silhouette, and unique facial features.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of  
Heungguksa Temple, Yeosu

Treasure No. 1550 

Joseon (early 17th century)
3 items
Wood
Sakyamuni: H. 135.0 cm  
Maitreya: H. 143.9 cm 
Jehwagalla: H. 143.6 cm 
Heu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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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룡사 대웅전에 봉안된 세 구의 목조불좌상으로서 중앙의 본존 석가여래, 좌·우 아미타와 약사여

래로 이루어진 삼세불 구성이다. 석가여래좌상의 대좌 윗면에는 조각승 현진玄眞의 주도로 1629년(인조 7)

에 제작되었다는 먹으로 쓴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에 의하면 현진은 승일勝一, 천민天敏, 수영守英, 탄행坦行, 

철의哲義 등 8명과 1629년 10월부터 1630년 5월에 걸쳐 이 삼세불상을 완성하였다. 현진은 1612년 진주 월

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86호), 1622년 서울 지장암·칠보사에 분산 소장된 목조삼신불상 중 2

구,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상(보물 제1360호),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

좌상(보물 제1565호) 등의 목조·소조 작품을 남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며, 관룡사 삼세불은 그

의 전성기에서 말년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 불상의 대좌도 17세기의 모습

을 전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현진은 활동연대에 따라 조금씩 양식상의 변화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엄숙하고 당당한 신체에 비

해 얼굴에는 앳된 미소를 머금어 드러나는 반어적인 어울림, 그러면서 양감이 풍부하고 유려한 인체와 옷자

락의 표현 등이 특징인데, 초기불상에서는 신체가 다소 장대하게 표현되다가 점차 아담하면서 동글동글하

고 단정한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인다. 아마도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선만을 염두에 두고 정면에 기량을 

집중하는 경제적인 조각방식을 점차 지향하게 되었던 것 같으며, 형체의 요체만을 추려 표현하는 일종의 추

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룡사 삼세불은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

어 한 조각가와 그의 유파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가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해볼 수 있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특히 관룡사 삼세불은 양감이 풍부한 듯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평면적이 조형성을 보

이는데, 이는 정면에서 볼 때 양쪽 볼에 공기를 머금은 듯 턱을 부풀리고 어깨에서 양쪽 팔로 내려오는 윤

곽선을 옆으로 둥글게 팽창하는 듯 표현하여 마치 양감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는 매우 경제

적인 방법으로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신체에 비해 불두의 크기가 다소 크고 결가부좌

한 무릎의 폭도 넓지 않은 편이지만, 다소 팽창된 듯한 양감 덕분에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

19

보물 제1730호

1629년
불상 3구, 대좌 3좌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50.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2.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4.0cm
관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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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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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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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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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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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석가여래상은 변형 편단우견식 대의에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좌·우 약사여래상과 아

미타여래상은 모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걸친 착의를 하고 있다. 수인은 각각 석가여

래로부터 먼 쪽의 손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가까운 쪽의 손을 발 위에 얹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

을 결하였다. 좌우 여래좌상이 120cm를 조금 넘는 크기임에 비해 석가여래는 높이가 150cm로서 주존으

로서 보다 강조되었으나 그 외의 옷주름을 처리한 기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옷주름은 비교적 간결하게 처

리하여 가슴 아래로 배를 덮는 내의의 끝단은 사선으로 한번 반전되는 것 외에는 수평으로 간결하게 흐르

고, 가부좌한 다리를 지나는 옷주름도 얕은 2개의 단을 지으며 수평으로 흐르도록 처리했다. 오른쪽 어깨

를 덮은 옷자락은 마치 결가부좌한 두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을 옮겨놓은 것처럼 

세 개의 굵은 옷자락이 펼쳐진 모습인데, 이러한 옷자락으로 오른쪽 어깨를 덮는 방식은 현진 작품의 특징

임과 동시에 이 관룡사 삼세불 조성에 현진과 함께 참여한 승일이 불갑사에서 또다른 유파의 조각승 무염과 

조성한 석가삼세불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유파 간의 표현기법의 영향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대좌는 팔각형이지만 방형에 모서리를 깎아낸 모죽임에 가까운데, 중대에는 투각으로 초화문을 새

겼으며, 상대에 난간을 두르고 연꽃 잎사귀 모양의 난간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복판의 앙련과 복련

을 맞댄 연화좌를 올린 형태이다. 삼세불이 모두 하나의 높은 불단 위에 올라가 있어 각각의 대좌는 높지 

않지만 정교하고 안정감이 있는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주며 특히 묵서가 남아있어 17세기 불대좌의 기준작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주수완

삼불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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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consisting of Sakyamuni in the center and Bhaisajyaguru and Amitabha on the 

sides, found in the Daeungjeon Hall of Gwallyongsa Temple in Changnyeong, represents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 ink inscription on the upper side of Sakyamuni’s 

pedestal informs that the triad was created by the head sculptor Hyeonjin with eight other 

monastic sculptors over the period from October 1629 to May 1630. The pedestals of the three 

buddhas also date from the 17th century. 

This triad testifies to Hyeonjin’s sculptural styl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his 

prime to the latter part of his career. Seen from the front, the three buddhas look voluminous, 

with swollen cheeks and bulging lines running from the shoulders to the arms. The view from 

the side, however, reveals a rather flat profile. This is a highly economical way of embodying 

voluminous sensations in the statue. The body is slightly larger in proportion with other section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knees is not wide. However, the statues offer an overall sense of 

stability thanks to the impression of volum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Pedestal of 
Gwallyongsa Temple, Changnyeong

Treasure No. 1730

Joseon (1629)
Buddhist statues: 3 items, Pedestals: 3 items
Wood
Sakyamuni: H. 150.0 cm
Bhaisajyaguru: H. 122.0 cm
Amitabha: H. 124.0 cm
Gwally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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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사 대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불상은 3m에 달하는 거대한 상으로 소조로 조성되었다. 이 불

상은 규모와 재질면에서 17세기 전반 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불교계는 왜란과 호란을 이겨낸 

의승병義僧兵의 활동으로 대대적인 재건불사를 이루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어, 이러한 장대한 불상들을 대거 

조성하였다. 이 불상은 이런 배경하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대표작으로 지권인智拳印을 한 비로자나불을 본

존으로 하고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삼불형식이다. 당시 유행했던 신앙경향을 알 수 있게 하

는 중요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삼불상은 검지를 펴서 맞대고 있는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수인을 하고 

있는 보처불상補處佛像으로 구성된 삼불형식이다. 이와 같은 불상의 형식은 16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기림

사 대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1633년작인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삼불좌상에도 보이고 있는 조선시

대의 독특한 도상이다. 

귀신사상이 17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은 1633년에 나한전을 짓고 쓴 「낙성문落成文」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기록에는 1633년 낙성이전에 불상삼존이 조성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자수子秀 무경無竟

의 「전주모악산귀신사사적사인全州母岳山歸信寺事蹟詞引」에 의하면, 귀신사는 1624년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

를 통해 이 삼불상은 1624년에서 1633년까지의 어느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삼불상은 장방형의 수미단에 안치된 상으로, 불상에 비하여 건물이 협소해 보일 정도로 장대하

다. 본존상을 좌우존상보다 크게 조성하여 본존상과 보처불상을 구분하고 있다. 신체는 전체적으로 상체

는 크게 조성하여 더욱 건장하게 보이며, 앉아 있는 다리는 유난히 낮게 조각하였다. 

얼굴은 동 시대에 조성된 1626년 법주사 소조삼불좌상과 1641년 완주 송광사 소조삼불좌상 등에 

보이는 방형의 강한 인상의 얼굴과는 다른 계란형에 부드러운 양감이 나타난다. 이러한 얼굴표현은 1601년

작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불좌상, 1614년작 숭림사 보광전 석가불좌상의 모습과 더 흡사한 것이다. 

상체는 팔과 몸의 구분이 거의 없이 붙어 있다. 어깨가 넓은 반면 허리에 굴곡이 없는 긴 방형으로 

가슴은 평평하며, 특히 배 부분은 아주 넓고 평판적이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가늘고 넓으며, 손은 크고 두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金堤 歸信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20

보물 제1516호

17세기 전반
3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13.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291.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293.0cm
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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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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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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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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툼하게 표현되었다. 불의는 두껍게 표현되었으며 삼불 모두 통견형식이지만 본존상은 편단우견에 오른쪽 어

깨만을 덮은 착의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처불상은 통상적인 이중착의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불상의 

얼굴, 신체, 재질과 규모면에서 가장 닮은 상은 1633년작인 선운사 대웅전 소조삼불좌상이다. 귀신사 불상

은 조성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운사 삼불상의 작가가 조각승 무염이므로, 귀신사 불상도 같은 화원

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불상은 17세기 초반 조성작으로 16세기 불상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17세기 불상의 특징

을 보이는 중요작품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독특한 불상의 구성형식을 보일 뿐만 아니라 소조라는 재질의 조

각적 특징이 드러나는 대형작으로 당시의 시대상황이 잘 반영된 우수작이라 할 수 있다. | 이분희

삼불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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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at the Daejeokgwangjeon of Gwisinsa Temple, this large triad stretching three 

meters high is an exemplary Buddhist artwork testifying to the general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17th century. This triad puts Vairocana as the main buddha, with Bhaisajyaguru 

and Amitabha as attendants. Estimation of its production date at around the early 17th century 

is made based on a record of the 1633 construction of the Nahanjeon (Hall of Disciples) of 

Gwisinsa. The stature is so grand that the hall housing them appears small. The upper body is 

particularly accentuated in terms of size, adding to the stoutness of the figure; and the height of 

the seated legs is low. This triad shows uncanny similarities in the size, texture, and facial and 

bodily expression with the Vairocana triad of Seonunsa Temple (Treasure No. 1752), made in 

1633. Although the sculptor of this work has not been confirmed, it has been suggested that it 

was created by the same artist as Seonunsa’s Vairocana triad, Monk Muyeom. This Vairocana 

triad is an important sculptural work that inherits the artistic traditions of the 16th century, but at 

the same time delivers characteristics of 17th-century Buddhist sculpture.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Gwisinsa Temple, Gimje

Treasure No. 1516

Joseon (early 17th century)
3 items
Clay
Vairocana: H. 313.0 cm  
Bhaisajyaguru: H. 291.5 cm  
Amitabha: H. 293.0 cm
Gwis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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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이루어져 있다. 복

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삼존상은 1633년(인조 11)에 조각승 현진玄眞, 연묵衍黙, 회묵懷黙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17세기 전반이 되면,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소실된 사찰들을 

중건하고 불상을 대거 조성하게 된다. 대규모의 전각에 걸 맞는 대형의 불상도 이때부터 출현하는데, 황폐

해진 산야에서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분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 흙을 붙여 만든 소조불상

이 조성되었다.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성된 것이다.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마치 블록을 쌓아놓은 듯한 거대한 조형이다. 아미타여래좌상은 통견식

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한 채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약간 긴 듯한 얼굴과 상체, 양감이 느

껴지는 눈두덩과 양볼, 가슴 표현은 현진의 전형적인 조각풍이다. 상호相好의 크기와 어울리는 나발螺髮, 정

상계주頂上髻珠,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으나 백호白毫는 유난히 작은 편이다. 여래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

어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발 위에 둔 왼손은 손바닥을 위

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법의 자락은 대형 상像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

로 처리된 편이다. 목 양쪽의 젖혀진 옷깃과 오른쪽 배 앞에서 흘러내려 예리하게 꺾여 올라간 대의大衣 자락

과 다리 사이에서 八자 모양으로 펼쳐진 옷자락의 표현은 전형적인 현진의 조각풍이다.

소조관음보살좌상과 소조대세지보살좌상은 조형적인 특징과 법의 표현에서 아미타여래좌상과 유사

하다. 보살상들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으며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보관寶冠의 위쪽 가장자리에는 

불꽃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으며, 봉황과 구름, 꽃으로 꾸며져 있다. 보관 정면 중앙에는 이들 보살상의 상

징인 화불化佛과 보병寶甁이 소조관음보살좌상과 소조대세지보살좌상에 유난히 작게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

들은 3개의 영락 장식으로 꾸며진 가슴걸이를 하고 있다. 

소조관음보살좌상은 왼손을 들어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

며, 무릎 위에 둔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소조대세지보살좌상은 

이와 반대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을 무릎 위에 둔 채 같은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이들 삼존상의 대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扶餘 無量寺 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21

보물 제1565호

1633년
3구
소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521.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449.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449.0cm
무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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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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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는 3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대좌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바닥면과 후불 벽면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조성한 현진은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서 목조불상 뿐만아

니라 소조불상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중관해안中觀海眼(1567 - 몰년미상)이 『속리산대법주사대웅

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서 “영장현진郢匠玄眞”이라고 기록할 만큼 흙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진이 아무리 뛰어난 조각승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연묵, 

회묵과 함께 세 사람이 이러한 대형 불상들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크기의 1626년명 법주사法住寺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塑造三身佛坐像을 조성하는데 현진 등 17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 조성발원문을 오독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아마 비

슷한 인원의 조각승들이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성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성발원문의 원문

에 대한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17세기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현진은 소조불상 외에 많은 목조불상

도 조성하였다. 경상남도 진주 월명암月明庵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12), 경상남도 함양 상련대上蓮臺 원통

보전圓通寶殿 목조관음보살좌상(1612), 전라남도 구례 천은사泉隱寺 명월료明月寮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14), 서울 지장암地藏庵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 원소재지 자수사慈壽寺·인수사仁壽寺), 경상남

도 창녕 관룡사觀龍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629), 경상북도 청도 적천사磧川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1636), 영남대학교박물관 목조아미타불좌상(1637, 원소재지 경상북도 성주 명적암明寂庵) 등이 그가 주도

해서 만들 불상들이다. 그의 제자로는 청헌淸憲, 승일勝日, 응혜應惠, 희장熙藏 등 17세기 중·후반의 불교조각

을 주도했던 조각승들이 있다.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이효갑李孝甲 등 일반인 시주자 124명을 포함한 191명이 후원하

여 조성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 무량사 극락전을 중수하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많

은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했던 당시의 불사佛事 분위기를 잘 알려 준다.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

각승 현진의 작품 중에서 후기에 속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불교 신앙을 담고 있으며, 대형 불상의 불상재佛

像材로 소조 기법이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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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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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housed at the Geungnakjeon Hall (Amitabha Hall) of Muryangsa Temple, 

features Amitabha Buddha as the central figure with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as attendants. According to its dedicatory inscription, the triad 

was crafted in 1633 by Monk Hyeonjin and other monastic sculptors, including Yeonmuk and 

Hoemuk.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following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saw 

a post-war boom in the reconstruction of damaged Buddhist temples, and also in the production 

of Buddhist statues. Large-scale statues came into vogue to fit the proportions of the newly 

constructed Buddhist halls.

The triad boasts a grand central statue. Covering both shoulders with its robe, the 

Amitabha Buddha displays the hand gesture of turning the wheel of dharma while seated in 

the full lotus position. Both the face and body give off a sense of slenderness, but also show 

volume in some components. The ample emotion conveyed in the upper eyelids, cheeks, and 

chest are clear characteristics of the work of Monk Hyeonjin. It is noticeable that the tuft of hair 

between the eyes is unusually small, as is the case with the two attendant bodhisattvas. The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statues are similar to the Amitabha in terms of sculptural 

features and the expression of the clothing. The monastic sculptor Hyeonjin fashioned a large 

number of both clay and wooden Buddhist statues in the 17th century in the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regions. 

The construction of this triad was financed by donations from 191 individuals, including 

124 commoners, testifying to the popular commitment at the time to restoring the devastated 

Muryangsa Temple after seven years of war. The triad is important as a large Buddhist statue 

constructed from clay. 

Clay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Muryangsa Temple, Buyeo

Treasure No. 1565

Joseon (1633)
3 items
Clay
Amitabha: H. 521.0 cm
Avalokitesvara: H. 449.0 cm
Mahasthamaprapta: H. 449.0 cm
Mury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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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다. 본존인 비로자나불의 대좌 밑면에 있는 

묵서명墨書銘에 따라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로 구성된 삼불로 판명되었다. 묵서로 된 이 조성기에 의

하면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조각승 무염無染의 주도 아래 1633년(인조 11)에 조각되어 1634년 도금된 후 

불전에 안치되었다.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고 좌우의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좌상은 모두 3m 내외

의 장대한 크기로 만들어져 보는 이를 압도한다. 목심 위에 흙을 붙여 만든 소조불로 세 구의 양식적 특징

은 유사하다. 넓고 당당한 어깨, 다소 긴 허리, 넓고 납작한 두 다리, 평평한 가슴과 장방형의 얼굴을 지니

고 있어서 묵서명이 아니더라도 세 상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깨

에서 곧바로 간격이 좁게 수직으로 늘어진 대의의 옷주름 처리와 가슴 아래를 수평으로 가로지른 단순한 

내의 역시 세 구의 공통점이다.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이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

구하고 묵중한 무게감 대신 경쾌한 인상을 주는데 일조한다. 아담한 눈과 부드럽게 처리된 콧날, 살짝 올린 

입 꼬리에서 나오는 온화한 미소가 무염 불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로자나불좌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검지손가락을 맞댄 변형 지권인智拳印을 해서 비로자나

의 도상이 통일신라 및 고려 전기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좌우의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도 한 

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은 무릎 위에 둔 채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아미타여래의 구품인처럼 

했다. 두 여래는 중앙의 비로자나를 두고 각각 바깥쪽 손을 위로 들어 서로 맞대응한 것처럼 조성됐다. 이

들이 각기 약사와 아미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인으로 도상을 판단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의미 없는 일

이다.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처럼 비로자나의 양 옆에 약사와 아미타를 배치하는 형식은 경주 기

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기인 16세

기부터 유행했다. 특히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긴 신체 비례와 얼굴 모습에서 선운사 비로자

나와 유사성을 보인다.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22

보물 제1752호

1633년 
3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07.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26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266.0cm 
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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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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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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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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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조성경위를 상세하게 적은 묵서명에 따르면 1633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7월에 처음으로 

점안을 한 뒤 이듬해인 1634년에 옻칠과 황금을 칠하고 4월 22일에 봉안했다. 불상 조성은 처명處明이 증명

證明을 맡아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첫 번째 단계에는 무염無染, 천언天彦, 도우道祐, 성수性修, 성율性

律, 쌍조双照, 해심海心, 성관性寬, 대우大祐, 신견信堅, 애생愛生, 순일淳日이 참여했고, 다음 단계에는 법해法海, 

무염無染, 도우道祐, 성수性修, 신회信懷, 해심海心, 운일雲日, 성관性寬, 설근雪仅, 신견信堅, 옥행玉行, 쌍융双隆이 

참여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단계를 나눈 것은 1633년과 1634년의 작업을 분리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에서는 무염을 집원화원執元畵員이라고 명시했고, 두 번째 단계는 법해 다음에 수원화원首元

畵員이라고 명기했다. 두 단계 모두 무염이 주요인물로 적시된 것으로 보아 비로자나삼불 전체 조영을 무염이 

주도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조성연도와 법해와 무염 등 조각승이 명확하게 밝혀져 17세기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비로자나불과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를 배치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삼불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 강희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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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tatues form the Vairocana Buddha triad found in Seonunsa Temple in Gochang. 

The ink inscription on the underside of the pedestal of the central buddha confirms the identity 

of the three buddhas to be Vairocana, Bhaisajyaguru, and Amitabha. It is also recorded that 

the triad was sculpted in 1633 by the leading artist Muyeom alongside others, and in 1634 it 

underwent a gilding process before being enshrined in a monastic hall. 

Constructed by plastering clay over a wooden frame, it reaches a full three meters high, 

creating an imposing sensation among onlookers. They share stylistic characteristics: strong 

shoulders, a relatively long waist, widely separated knees, a flat chest, and rectangular face. The 

narrowly spaced drapery folds that run nearly vertically from the shoulder and the expression 

of the undershirt that wraps the belly in a horizontal line are also shared among the three. The 

small eyes, gentle ridge of the nose, and warm smiling mouth with its ends slightly uplifted are 

clear characteristics of Muyeom’s sculptural works. 

With exact information on the date of production and identified names of its creators, this 

triad is important fo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sculpture of the 17th century. 

It also offers critical information on the arrangement of a triad of Vairocana, Bhaisajyaguru, and 

Amitabha, which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1752 

Joseon (1633)
3 items
Clay
Vairocana: H. 307.0 cm
Bhaisajyaguru: H. 265.0 cm
Amitabha: H. 266.0 cm 
Seon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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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갑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불상은 가운데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여래, 오른쪽에 아미타

여래를 안치한 삼세불 형식이다. 이 삼세불 형식은 조선 후기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

았던 봉안 방식이다. 이 불상은 1635년에 조성된 기년작이며, 17세기 전반에 왕성한 조상활동을 했던 무염

無染의 초기작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 삼세불상은 재질이 나무로, 무염이 1635년에 조성한 것이다. 조각승 무염無染은 승일勝一 및 도우

道祐와 함께 독자적인 조각승 유파를 형성하여 전라도 일대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불사까지 참여하였던 대

규모의 화단을 형성했던 인물이다. 1633년작인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상과 관련된 기록에서 무염은 

화사로 처음 등장한다. 불갑사 불상 안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무염, 승일, 도우, 성수性修, 쌍조双照, 신회信會, 

운일云一, 신견信見, 상안尙安, 유성宥性이 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우, 성수, 쌍조, 신견은 무염 

밑에서 선운사 대웅전의 불상 조성에도 참여했던 화원들이다. 무염은 이후 1654년에는 불갑사의 지장보살

삼존상과 명부권속상을 조성하였다.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상은 얼굴과 신체가 모두 방형으로, 신체는 건장하고 당당하다. 중앙의 석가여

래는 방형의 얼굴에 빰에 양감이 있으며 눈은 가늘고 코는 짧고 옅게 미소를 짓고 있다. 둥근 어깨와 가슴, 

배, 무릎에 양감을 드러내고, 오른쪽 어깨를 감싼 대의가 드러낸 팔 아래에서 왼쪽 어깨로 넘어가면서 생긴 

옷주름의 표현 등은 선운사 불상과도 유사하다.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방형의 얼굴과 신체, 둥근 어깨

와 육계와 구분이 없는 둥근 머리 모양 등 본존불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옷을 입은 형식에서 상의와 대의

를 이중으로 입고서 오른팔까지 옷을 입은 채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이는 상체가 장대하고 배를 불쑥 

내밀고 넓은 무릎을 한 선운사 삼불상과 비교해서 볼 때 보다 좁아진 무릎과 안정적인 신체표현에서 무염의 

독창적인 작풍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불상은 무염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으로, 1630년대에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던 무염일파의 작풍을 파악하는데 기준이 된다. 또한 조성기가 남아 있어 조성연대와 조각

승을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미술사에 있어 불교조각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이분희

보물 제1377호

1635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3.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5.0cm
불갑사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靈光 佛甲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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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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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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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at the Daeungjeon of Bulgapsa represents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ith Sakyamuni Buddha in the middle and Bhaisajyaguru Buddha and Amitabha 

Buddha to his left and right. Crafted in 1635, the triad is an early work of the monastic sculpture 

Muyeom, who was active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In cooperation with the monastic artists Seungil and Dou, Monk Muyeom formed a 

large artists group and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Buddhist artworks in the Jeolla region and 

in the far-off area of Gangwon. The earliest notation of his name appears on a record on the 

production of the Vairocana triad of Seonunsa Temple (Treasure No. 1752).

Both the face and body of this Sakyamuni triad feature a rectangular form. The body is 

healthy and stout. Compared with the Vairocana triad of Seonunsa Temple with its thrown-out 

bellies and wide distance between the knees, this version shows more stability in the expression 

of the bodies and posture.

This triad is critical for analyzing the sculptural style of the important monastic artist 

Muyeom, who established an independent sculptural school in the 1630s and nurtured a 

number of disciples. The confirmation of the date of its production and the people involved also 

adds to the significance of this triad in studying the history of sculpture in the second part of the 

Joseon era and the different lines followed by the artistic groups at the tim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ulgapsa Temple, Yeonggwang

Treasure No. 1377

Joseon (1635)
3 items
Wood
Sakyamuni: H. 143.0 cm
Bhaisajyaguru: H. 125.0 cm
Amitabha: H. 125.0 cm
Bulgap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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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목조불상이다. 보통 비로자나삼신불은 대광명전大光明

殿과 같은 화엄계통의 불전에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7세기에는 대웅전에 봉안하였다. 중앙의 비로자나

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노사나불이, 오른쪽에는 석가불을 배치했는데, 화엄사상의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삼신불을 표현한 것이다.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697년 백암百庵 성총性聰(1631~1700)이 간행한 『대화엄사사적大

華嚴寺事蹟』에 삼신불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다. 1636년에 벽암碧巖 각성覺性(1575~1660)이 대웅전을 

중창할 때 조각승 청헌淸憲, 영이英頤, 인균印均, 응원應元이 힘을 모아 비로자나삼신불상을 조성했다는 것이

다. 상의 크기로 미루어 이들 4명의 조각승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했겠지만,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

아 조각승의 이름은 모두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로자나불은 두 손을 맞잡은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모두 감싼 모습

이다. 석가모니불은 왼손으로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두 상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지만, 옷주름 형태는 

기본적으로 비로자나불과 같다. 노사나불은 귓불과 손목에 귀걸이와 팔찌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

관을 썼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보관을 쓰고 손을 양쪽으로 벌린 노사나불은 불화에는 많지만, 

조각에서는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이 현재까지 유일한 예이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장방형 얼굴에 살이 올라 통통하며, 입을 꽉 다문 근엄한 표정에 건강

한 신체를 지녔다. 특히 오른쪽 어깨를 타고 내려온 두 개의 넓은 대의 주름, 그리고 두 다리 위에 수평으로 

길게 표현된 두 줄의 옷주름은 청헌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이다. 반면 노사나불은 턱이 넓고, 턱, 뺨, 눈두덩

이에 양감이 풍부하며, 물결치듯 유려한 옷주름이 특징인데, 이는 응원파의 작품에 나타난다. 이처럼 화엄

사 삼신불 가운데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유사하지만, 좌협시인 노사나불은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조

각 유파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특징은 노사나불이 머리

에 보관을 쓴 장엄형이라는 점, 그리고 두 집단이 합동으로 불상을 제작했다는 점이다. 통상 대표 조각승의 

주도 아래 여러 조각승들이 힘을 모아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엄사 삼신불상은 비로자나불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24

보물 제1548호

1636년 
3구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280.0cm
노사나불좌상 높이 264.5cm
석가여래좌상 높이 245.0cm
화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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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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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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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불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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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석가불은 청헌파가, 노사나불은 응원파가 제작했다. 각 유파의 수장인 청헌과 응원이 각각 자신의 제자

들을 이끌고 화엄사에서 함께 작업한 것이다. 화엄사 재건불사를 주도했던 벽암 각성의 영향력이 두 유파

의 수장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화엄사 삼신불상은 대형의 목조불이며, 노사나불이 보관

을 쓰고 있으며, 또 두 유파가 한 곳에서 합동 작업을 한 매우 이례적인 예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임영애

비로자나삼신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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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is housed at the Daeungjeon of Hwaeomsa Temple on Mt. Jirisan. A Vairocana 

triad is normally associated with the Hall of Great Light, but in the 17th century it was the 

practice to enshrine Vairocana triads in a Great Hero Hall. The triad places Vairocana Buddha in 

the center flanked by Sambhogakaya Buddha and Sakyamuni Buddha, respectively representing 

the dharma body, the body of pure light, and the transformation body in the “three bodies of a 

buddha.”

In this triad, it is notable that the Sambhogakaya Buddha wears a decorative crown. 

It is also a unique work in that the triad was produced through the efforts of two artistic 

groups, respectively led by Monk Cheongheon and Monk Eungwon. The Cheongheon group 

was responsible for making the Vairocana and Sakyamuni statues while the Eungwon group 

produced the Sambhogakaya. Although it was considered normal for several sculptors to 

cooperate on making a Buddhist statue, a partnership between two different artistic groups 

was difficult. This rare collaboration was only made possible by the influential Buddhist figure 

Monk Gakseong. In addition to the large scale of the triad, the decorative crown featured on the 

Sambhogakaya statue and the unusual cooperative scheme for its production contribute to its 

significance.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Hwaeomsa Temple, Gurye

Treasure No. 1548

Joseon (1636)
3 items
Wood
Vairocana: H. 280.0 cm  
Sambhogakaya: H. 264.5 cm 
Sakyamuni: H. 245.0 cm
Hwaeo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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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전등사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十王像, 그리

고 권속 일체이다. 권속에는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 귀왕鬼王, 판관判官, 동자童子, 인왕仁王 등

이 포함된다. 이들 권속들 내부에서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오보병, 오방경을 포함한 복장과 『법화경』, 『금강

경』 등의 경전, 인쇄된 다라니, 의복, 직물류가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

상이 1636년(숭정崇禎 9)에 조각승 수연守衍이 제작했다고 쓰였다. 

명부전에 봉안된 일군의 조각들은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양 옆에 세워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중심으로 시왕상 10구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시왕상 옆에는 귀왕 1구, 판관 4구, 그리고 사자상과 인왕

상이 각각 2구씩 대칭적으로 안치되었고 동자는 시왕 앞에 있다. 젊은 승려 형상의 도명존자는 왼손에 긴 

석장을 들었고, 관복을 입은 모습의 무독귀왕은 두 손으로 원통형의 낮은 합을 받쳐 들었다. 그 왼편에 10

왕 가운데 1·3·5·7·9의 홀수 대왕이 있고, 오른편에는 2·4·6·8·10의 짝수 대왕이 앉아 있다. 현대에 이

뤄진 개금改金과 개채改彩로 처음 조성되었을 때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조각은 수연 조

각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18년의 발원문에서 대웅전의 불상과 다른 불상 및 불화의 개금과 도

분塗粉, 시왕상의 개채改彩가 확인되었다.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은 형상으로 조선시대에 지속된 지장의 도상을 일부 따랐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지장보살과 달리 석장이나 법륜法輪, 혹은 보주를 들지 않았고 영락이나 목걸이 등의 장

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불상처럼 보인다. 특히 가슴 아래 연꽃잎처럼 접힌 내의 표현과 부드럽게 흘

러내린 옷주름이 대웅전의 목조석가불좌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민머리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도상의 특

징은 보이지 않는 점이 특색이다. 이 점은 17세기 지장보살상의 공통된 특징이다. 약간 직사각형의 얼굴에 

가늘고 긴 눈과 날카로운 콧날이 수연 조각 특유의 단정하면서도 차가운 인상을 준다.

도명존자상과 무독귀왕, 시왕상의 얼굴 표현 역시 지장보살상과 유사하다. 무독귀왕의 관과 복식 

역시 시왕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공을 들여 채색하고 무늬를 그렸으며, 도명존자의 가사도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들은 시왕상과 함께 붉은색과 청색, 녹색을 위주로 채색하여 벽에 걸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25

보물 제1786호

1636년
31구
목조

높이 71.0~151.0cm
전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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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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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입상(우)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도명존자입상(좌)

제7태산대왕의좌상(좌4)제6변성대왕의좌상(우3)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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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왕상(우)

판관상(좌2)

판관상(우)

판관상(좌3)

제9도시대왕반가상(좌5)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판관상(좌1)

사자상(우)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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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상(좌)

동자상(우1)

동자상(좌1)

인왕상(우)

동자상(우2)

동자상(좌2)

인왕상(좌)

동자상(우3)

동자상(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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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 귀왕, 판관, 사자, 동자 전경

지장보살삼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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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불화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시왕상은 모두 등받이에 용머리와 봉황무늬가 장식된 의자에 앉아 홀을 들

고 있다. 제3 송제대왕은 경책經冊을 들었고, 제6 변성대왕은 벼루와 붓을 쥐고 있어 시왕마다 다른 속성을 

드러냈다. 귀왕, 판관, 사자, 동자상이 놓인 위치와 인물의 성격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처음 봉안되

었을 때 계획된 일체권속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수화승 수연은 1623년에 전등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을 먼저 조성했고, 1634년에는 역시 다른 

조각승 영철灵哲과 공동으로 익산 숭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조성했다. 복장에서 발견된 「전등사시왕조상

회향발원문傳燈寺十王造像回向發願文」에 의하면 수연과 영철을 비롯하여 밀영密暎, 의엄義嚴, 정원淨元, 성민省敏, 

법란法蘭, 사신思信, 선행善行, 신관信觀, 신수信修, 충신沖信이 조각에 참여했고 애생愛生, 애립愛立, 덕남德南, 

우남禹男 등의 시자侍者까지 도합 16명이 불사에 관여했다고 한다.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거의 대부분의 상에서 발견된 복장물과 발원문

에 의하여 조각들이 제작된 시기, 조성자는 물론이고 전등사 명부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됐다는 점이 명

확히 밝혀졌다. 또한 수화승 수연과 영철이 공동작업했다는 점에서 조각승들의 계보를 파악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준다. 지장삼존과 10구의 시왕, 귀왕, 판관, 사자, 인왕에 이르는 권속들을 동시에 조성하여 한 세트

로 명부전에 봉안했다는 점에서 17세기 지장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강희정

참고문헌

01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 인천·경기』, 2012.

02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03 최선일,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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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786 encompasses the 31 Buddhist statues enshrined at the Myeongbujeon 

Hall of Jeondeungsa Temple in Ganghwa. They include the Ksitigarbha Bodhisattva statue and 

its two attendants, Domyeong and Mudokgwi, as well as the Ten Underground Kings and their 

assistants, such as subordinate judges, children, and Diamond Deva. Inside the statues were 

found a diverse range of votive objects, such as a dedicatory inscription, a treasure receptacle, 

Buddhist scriptures, dharani texts, clothing, and textiles. The dedicatory inscription notes that 

the Ksitigarbha triad and the Underground Kings were crafted in 1636 by the monastic sculptor 

Suyeon.

Ksitigarbha is depicted as not wearing a headscarf, following the iconography for this 

image transmitted from the late Goryeo period. Unlike Ksitigarbha statues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Ksitigarbha image does not hold a staff, wheel of dharma, or wish-fulfilling jewel, 

nor is it decorated with necklaces and jewelry. This leaves it looking more like a buddha. The 

slender, wide-stretched eyes and sharp nose imbue the tidy and cold impression characteristic 

of Suyeon’s statues. Rendered in the image of a young monk, the Domyeong holds a long staff 

in the left hand, while the Mudokgwi wears an official costume and holds a low-rising lidded 

bowl. To either side of the Ksitigarbha triad stand five Underground Kings. The Domyeong 

and Mudokgwi, and Ten Underground Kings are mainly colored in red, blue, and green. The 

Underground Kings all sit on a chair with the back support decorated with a dragon head and 

phoenix and hold a ceremonial stick.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Jeondeung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6 

Joseon (1636)
31 items
Wood
H. 71.0–151.0 cm 
Jeond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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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쌍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木造釋迦牟尼如來坐像, 목조약사여래좌상 

木造藥師如來坐像, 목조일광보살입상木造日光菩薩立像, 목조월광보살입상木造月光菩薩立像, 목조관음보살입상木造觀

音菩薩立像, 목조대세지보살입상木造大勢至菩薩立像이다.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像

은 조선시대 1639년(인조 17)에 조각승 청헌淸憲, 승일勝日, 법현法玄, 영이靈頤, 현윤賢胤, 응혜應惠, 희장希藏, 

상안尙安, 학해學海, 나흠懶欽, 영식靈湜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원래 석가모니여래를 중심으로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세불상三世佛像이었으나 목조아미

타여래좌상은 조형적으로 다른 불상들과 차이가 있어서 후대에 따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조석가모

니여래좌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跏趺坐한 채 오른손은 내려뜨려 촉지인觸地印을 결하

였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전체적인 비례는 적절

한 편이며, 안정된 자세이다. 촘촘하게 표현된 나발螺髮과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는데, 육계肉髻와 머리의 경계는 모호하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양각으로 처리된 백호白毫, 부은 

듯한 눈과 눈두덩, 오뚝한 코, 살짝 다문 입, 또렷한 인중을 갖추고 있다. 얼굴과 노출된 몸에서는 부분적으

로 양감이 느껴진다. 

법의法衣 자락은 신체의 굴곡을 따라 간결하게 정리되었으며, 큼직큼직하게 꽃잎처럼 접혀진 승각기

僧脚崎의 윗부분과 달리 아랫부분은 두 개의 짧은 음각선으로써 접힌 흉내만 내고 있다. 부견의覆肩衣는 복

부에 삽입되기 전 아래로 흘러내려 예리하게 꺾여 올라가 있다.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넓은 면을 이루며 

양옆으로 펼쳐지고 있다. 

목조약사여래좌상은 전체적인 비례와 조형적인 특징이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과 같으나 수인手印과 승

각기의 표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오른손은 손등을 위로 한 채 무릎 위에서 손목만 살짝 꺾어 엄지

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승각기 윗부분의 접혀진 

모습도 두 개의 음각선으로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부은 듯한 눈과 눈두덩, 두 

다리 사이에서 펼쳐진 옷주름의 표현은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과 같아서 조각승 청헌의 조각풍이 느껴진다.

보물 제1378호

1639년
6구
목조

불상 높이 172.0~203.0cm
보살상 높이 177.0~186.0cm
쌍계사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河東 雙磎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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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입상 관음보살입상

일광보살입상 월광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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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의하면, 목조사보살입상은 손과 발을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의 성분은 옻과 황토의 혼합재라고 한다. 보살상 등 뒤에는 복장구腹藏口가 각각 남아 있다. 보살상들은 늘씬

한 비례를 갖추고 있으며, 여래의 법의를 걸친 대의형大衣形이다. 모두 화관花冠과 가슴 영락장식을 갖추고 있

으며, 그다지 화려하지 않는 귀걸이와 팔찌를 하였다. 목조일광보살입상과 목조월광보살입상은 보관 중앙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원판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보살상은 왼손을 어깨까지 올리고 오른손을 내려뜨려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목조관음보살입상

과 목조대세지보살입상은 반대로 오른손을 어깨까지 올리고 왼손을 내려뜨려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데, 관음

보살은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대세지보살은 왼손으로 정병淨甁을 들고 있다. 이들 목조사보살입상에 보이는 

얼굴 표정과 조형적인 특징은 여래상들과 동일하다.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사보살입상을 조성한 조각승 청헌은 1626년에 현진玄眞이 법

주사法住寺 소조삼신불좌상塑造三身佛坐像을 조성할 때, 차조각승으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

각승이다. 그는 쌍계사 불상 외에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華嚴寺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과 목조석가모

니여래좌상(1636),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松廣寺 대웅전 소조삼세불좌상(1641), 경상남도 진주 응석사凝石寺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643)을 조성하는 등 전라도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목조사보살입상은 원래 중앙의 석가모니여래를 중심으로 동방유리

광정토東方琉璃光淨土의 약사여래,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의 아미타여래로 이루어진 횡삼세불橫三世佛과 관

음보살, 대세지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조성한 것이다. 이들 존상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정유재란丁酉再亂 

이후,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고 불상 조성을 주도했던 벽암각성碧巖覺性(1575~1660)이 관여하고, 17세기 전반

에 불상 조성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각승 청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쌍계사 목조약사여래좌상과 목조관음보살입상의 조성발원문과 동일한 것이 전라남도 고흥 능

가사楞伽寺 대웅전의 목조석가모니여래좌상에서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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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378 consists of two Buddha statues (Sakyamuni and Bhaisajyaguru) and four 

attendant Bodhisattvas (Bodhisattva of the Sunlight, Bodhisattva of the Moonlight,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s from these statues, they were 

constructed in 1639 by monastic sculptors including Cheongheon, Seungil, Beophyeon, Yeongi, 

Hyeonyun, Eunghye, Huijang, Sangan, Hakhye, Naheum, and Yeongsik. At that time, an Amitabha 

Buddha statue was crafted along with Sakyamuni and Bhaisajyaguru images to represent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ut the current Amitabha statue is a later reproduction. 

Wearing its robe in a manner that covers both shoulders, Sakyamuni Buddha sits in the 

full lotus position and displays the earth-touching mudra with the right hand. The back of the left 

hand is on its knee with the thumb and middle finger joined. The Bhaisajyaguru statue exhibit 

similarities with the Sakyamuni in terms of general bodily proportions and sculptural style, but 

differs in the hand gesture and the expression of the undershirt. The right hand of Bhaisajyaguru 

is resting on the knee with the palm facing downwards but slightly bent up at the wrist with 

the thumb and middle finger joined. The left hand faces up on the knee with the thumb and 

middle finger joined. Both the Bodhisattva of the Sunlight and Bodhisattva of the Moonlight have 

a round decorative plate in the middle of the crown that respectively symbolize the sun and 

moon. They hold a lotus flower stem in the raised left hand and lowered right.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in contrast, raise their right hands to the height of the shoulder and lower their 

left hands holding their symbolic objects. These statues are meaningful in that Monk Gakseong, 

who was at the forefront of the reconstruction efforts for many Buddhist temples following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was involved in their production, and because they are the works 

of Monk Cheongheon, one of the foremost 17th-century monastic sculptors.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Four Standing Bodhisattvas of Ssanggyesa Temple, Hadong

Treasure No. 1378

Joseon (1639)
6 items
Wood
Buddha statues: H. 172.0 –203.0cm
Bodhisattvas statues: H. 177.0 –186.0cm
Ssanggyesa Temple



168 조선시대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 아미타, 약사불로 구성된 삼불상으로 등신대에 가까운 

크기이다. 국가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복장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본래 

만행산萬行山 풍국사豊國寺에 봉안되었으며, 화원은 수화승 수연守衍을 비롯한 총 7인이 참여하였다. 이후 귀

정사歸淨寺에 봉안되었다가 근대 고승이자 수덕사의 큰 어른인 만공선사滿空禪師에 의해 수덕사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삼불좌상은 방형의 긴 얼굴에 당당하고 긴 상체와 좁은 무릎이 특징으로 예불자의 시선에서 보면 

균형과 위엄이 있는 신체 비례를 보인다. 주존인 석가모니불은 편형편단우견의 착의를 하였으며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우며 머리에는 동그란 형

태에 위가 뾰족한 정상계주와 반원형의 중간계주를 묘사하였다. 

좌우 협시불인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상호표현이나 신체 비례 등은 본존과 거의 유사하지만 착

의법과 수인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대의 안에 편삼을 걸친 점과 수인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

는데 약사불은 왼손을,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각각 가슴위로 들어올려 결하였으며, 반대쪽 손은 무릎 위에

서 살짝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약사불의 오른손 안에는 작은 약합이 놓여있다.

삼존상에서는 발원문을 비롯한 경전 등의 복장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중 아미타불의 복장에서

는 조성발원문을 비롯하여 전적류, 후령통과 사리, 오보병 등의 복장유물, 각종 직물 편片과 마 재질의 두루마

기가 2점 발견되었다. 발원문에서는 숭정 12년(1639)의 만행사 풍국사 보광전에 상을 봉안하였으며, 수연守衍

을 필두로 영철靈澈, 성민省敏, 사인思忍, 신관信寬, 명혜明惠, 인종印宗 등 7인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고 기록되

었다. 또한 불상의 조성 공덕으로 극락세계에서 무량수여래를 친견하여 불도佛道를 이루기를 발원하고 있다.1

삼불상에서 발견된 경전은 『묘법연화경』,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불설관세음경』 등이며, 각종 경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禮山 修德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27

보물 제1381호

1639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55.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4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5.0cm
수덕사

1.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상의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삼불좌상 가운데 석가여래와 약사여래는 풍국사 대웅전에, 아미타여래는 풍국사 보광전에 각각 봉안되었다고 한다.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사회평론, 2012, p.264; pp. 4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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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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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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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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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대웅전 아미타불복장 묘법연화경 권제1~3

수덕사 대웅전 아미타불복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제5

수덕사 대웅전 아미타불복장 묘법연화경 권제5~7

수덕사 대웅전 석가불복장 묘법연화경 권제4~5

마포두루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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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실

오곡류

후령통

수덕사 대웅전 아미타여래상 복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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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표지表紙가 별도로 납입된 점이 특징으로 주로 17세기 초반에 간행된 목판본이 주를 이룬다. 두루마기

는 희귀한 조선 중기 복식의 사례로서 중요하며 직물 편들 역시 보존 상태가 좋아 직물 및 염색 연구에 귀

중한 자료이다.

조각승 수연은 17세기 초반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유파와 양식을 형성

한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1619년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1751호)을 시작으로, 1623년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1785호), 1634년 익산 숭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의 조성에 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예산 수덕사 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 가운데 거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된다. 조

각승 수연이 참여한 말년의 대표작이자, 전적류와 직물, 복식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온전히 남아있는 17세

기 전반의 기준작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정은우

직물

칠보

참고문헌

01   최선일, 「17세기 전반 조각승 수연의 활동과 불상 연구」, 『동악미술사학』 8, 

2007.6, pp.155-156.

02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사회평론, 2012, p.264; pp. 4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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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ed in life-size at about 150 centimeters, the triad enshrined in the Daeungjeon of 

Sudeoksa Temple is comprised of three buddhas: Sakyamuni in the center and Bhaisajyaguru 

and Amitabha on the sides. A dedicatory inscription was found along with other votive objects 

inside of the statues, informing that the triad was produced by Monk Suyeon as the leading 

sculptor with a team of six others. It was originally enshrined at Pungguksa Temple of Mt. 

Manhaengsan, moved to Gwijeongsa Temple and then transferred again by Monk Mangong 

to its current location at Sudeoksa. This triad is a work by the 17th-century monastic sculptor 

Suyeon from his later career, exhibiting such stylistic characteristics as a well-balanced bodily 

proportion, long and rectangular face, and authoritative facial expression.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Sudeoksa Temple, Yesan

Treasure No. 1381

Joseon (1639)
3 items
Wood
Sakyamuni: H. 155.0 cm
Bhaisajyaguru: H. 145.0 cm 
Amitabha: H. 145.0 cm
Sude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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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사 대웅전의 주존불로 봉안된 목조아미타불좌상으로 1640년(인조 18)에 조성되었다. 불상조성

기에 의하면 원래 거창군 남산면 무촌리 덕유산 소재의 연수사演水寺에 봉안되었던 삼세불 가운데 1구였음

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청허淸虛가 법현法玄, 현승賢勝, 호윤浩允 등과 함께 조성하였는데, 청허는 1645년에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635호)을 제작하기도 했다.

불두는 신체에 비해 크고 위아래로 길며 턱은 각이진 형태이다. 정수리 위로 솟은 육계는 매우 낮아 

잘 확인되지 않으며, 이마 위로는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굵고 낮은 기둥 형태의 정상계주를 표현했다. 머리

칼은 가늘고 긴 나발을 촘촘이 배치했다. 넓은 이마의 선은 수평으로 이어지다 귀 위에서 급격하게 꺽여 내

려오기 때문에 불상의 안면은 각진 턱과 함께 방형으로 보인다. 이러한 윤곽선은 이 불상의 높은 무릎의 결

가부좌한 하체와 긴 상체의 윤곽선과 대응을 이루며 머리·몸·다리가 방형의 엄격한 틀 속에 재구성된 듯

한 비례감각을 보여준다.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느낌이 드는

데, 이 때문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며, 더불어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담겨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편단우견이지만 드러난 오른쪽 어깨를 절반만 가사로 덮는 변형편단우견이며, 

가사 안으로 다시 편삼을 걸쳐 편삼 자락이 오른손 팔뚝을 지나 배 앞에서 가사 안으로 말아 넣은 착의법을 

보인다. 가슴은 인체의 양감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인간의 몸을 초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

일 것이다. 약간의 양감이 표현된 배는 아무런 주름이 없는 내의자락이 덮고 있다. 옷자락은 단순하지만 굵

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청허는 조선 후반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 현진과 같은 계보에 속해 있는

데, 심우사 불좌상의 양쪽 옆으로 어깨에서 내려오는 은행잎 모양의 옷주름은 바로 현진·청허 유파에서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기도 하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는데,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있는 일

반적인 하품중생인과 달리 여기서는 오른쪽 무릎에 가깝게 아래로 내리고 있다. 이것은 조각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손의 높이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삼세불의 좌우에 봉안되는 

불상이 손만 바꿔 끼우면 서로 호환되도록 고안할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도 청허 유파의 불상에서 자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28

보물 제1690호

1640년
1구
목조

높이 111.2cm
심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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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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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별도로 깎아 꽂은 손은 크지 않지만 

손가락은 길고 곡선이 유려하여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하체의 무릎 폭은 상의 높이에 비해 좁고 

무릎은 높은 편이어서 불상이 전체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의 형

태를 보이게 한다. 오른쪽 발바닥이 노출되도록 앉았으며, 종

아리 부분을 따라 세 줄의 평행한 옷주름이 층단식으로 간략

하게 표현되었다. 교차된 두 발목 사이에서는 옷자락이 부채

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고 있는데 마치 계곡 사이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강한 인상을 준다. 대좌는 중대석 없이 앙

련의 상대와 복련의 하대가 붙어있는 소위 티베트식 불상대좌 

형식이며, 각 연판의 가운데가 두 개로 볼록하게 나뉜 복판 

형식인데 양감이 풍부하다. 

언뜻 머리와 신체의 비례 등이 불균형스럽게 보이지만, 

이러한 양식은 큰 법당 안에 여건상 작은 불상을 봉안할 수 밖

에 없었던 조선시대의 억불숭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으면

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현진 유파에 속하는 청허의 남아있는 작품은 많지 않

은 편이지만, 심우사 목불좌상을 통해 그가 다부지고 생기있

는 불상을 제작하던 뛰어난 조각승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 주수완

참고문헌

01   문화재청, 『2013 중요동산문화재기록화사업 - 목조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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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111.2-centimeter-high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housed at the Sakyamuni 

Hall of Simusa in Geochang was fashioned in 1640. It was one of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riginally enshrined at Yeonsusa Temple on Mt. Deogyusan in Geochang. It 

was crafted by the master sculptor Cheongheo with the help of other monastic sculptors such as 

Beophyeon, Hyeonseung, and Hoyun. It seems that the head, body, and legs were respectively 

carved out of rectangular wooden frameworks. The drapery folds on the side of the shoulder 

reflecting the shape of a ginkgo leaf is a common feature in the works of Cheongheo, and also 

of Hyeonjin, who belongs to the same artistic group. The head was made larger in proportion 

to other body sections, an effective way of manifesting a strong sense of the dharma’s presence 

in a Buddhist hall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Buddhism and the construction of large 

buddha statues was under suppression. While there are few surviving artworks created by 

Cheongheo, this statue demonstrates that he was a superior sculptor with great dexterity and a 

talent for producing stout but lively Buddhist statues.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Simusa Temple, Geochang

Treasure No. 1690

Joseon (1640)
1 item
Wood
H. 111.2 cm
Sim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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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송광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대형 소조불이다. 상 높이만 5m가 넘는 거대한 불상으

로, 중앙의 석가불을 중심으로 석가불의 왼쪽에는 약사불, 오른쪽에 아미타불을 배치했다. 서방 극락세계 

교주인 아미타불, 중방 사바세계 영산교주인 석가불, 그리고 동방 유리광세계교주인 약사불, 이렇게 서방, 

중방, 동방이라는 공간 구분에 따른 불국토를 형상화한 것인데, 임진왜란 후 17세기에 사찰을 재건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형식이다. 

각각의 불상에서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삼불상의 내력이 밝혀졌다. 발원문에는 이 삼불의 제작 

연대, 시주자, 조각승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끝에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빌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조속한 환국을 기원하는 내용을 적었다. 봉림대군은 이후 조선 

제17대 왕이 된 효종孝宗(재위 1649~1659)이다. 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불상은 청헌淸憲, 법령法令을 비롯한 

총 17명의 조각승이 힘을 모아 1641년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헌은 청헌파의 대표이며, 법령은 법

령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두 대표가 각각 제자를 거느리고 와 합동으로 삼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

완주 송광사는 1631년 대웅전 상량식을 거행하고, 이후 10년간 조금씩 사찰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1640년에는 벽암碧巖 각성覺性(1575~1660)에게 송광사에 주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가 문도들을 거느리고 

옮겨오면서 불사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발원문에는 벽암 각성이 대공덕주大功德主로 첫 번째에 이름이 

적혀 있어 삼불상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송광사 대웅전의 삼존은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엄숙한 표정에 건강한 신체가 특징이

다. 중앙의 석가불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모두 오른손

을 들어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짓고 있어, 좌우 협시불의 팔 모양을 대칭으로 나타내는 조선 후기 삼존불의 일

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표현하였다. 모두 대의를 변형 편단우견 형식으로 착용했는데, 양 어깨에서 3단의 

층을 이루며 아래로 흘러내린다. 또 두 다리 위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수평으로 길게 표현된 옷주름 역시 청

헌이 제작한 불상의 공통 특징이다. 같은 표현은 1636년에 청헌이 주도한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비로자나

불상과 석가모니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옷주름이 전체적으로 물결치듯 입체적인 것은 양감을 표현

보물 제1274호

1641년
3구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545.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510.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510.0cm
송광사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完州 松廣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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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

아미타여래좌상(우) 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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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삼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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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 흙을 재료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법령파 수장인 법령도 함께 작업했지만, 법령보다는 청헌 

불상의 특징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송광사 삼불상 제작을 주도한 조각승은 청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

물로 다량의 경전과 함께 3매의 불상조성기, 그리고 3점의 후령통喉鈴筒이 발견되었는데, 30cm 안팎의 커다

란 후령통 안에는 다섯 개의 거울과 보병, 수정이 들어있었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삼불상은 5m가 넘는 거대한 크기로 보는 이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유파 수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 작업했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송광사 창건을 주도했던 벽암 각

성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송광사 대웅전의 삼불상은 불

상조성기가 남아있어 1641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청헌, 법령 등의 조각승이 밝혀져 있고, 또 두 유파

가 한 곳에서 동시에 합동 작업을 한 매우 이례적인 예라는 점에서 17세기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임영애

불상조성시주목록

후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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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tatues are enshrined at the Daeungjeon (Great Hero Hall) of Songgwangsa 

Temple in Wanju. Sakyamuni Buddha is placed in the center, flanked to the left and right by 

Bhaisajyaguru Buddha and Amitabha Buddha. Together, they represent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 triad of this buddha composition was the most widely adopted among 

Buddhist statues produc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98. 

The three statues boast a grand size, rising over five meters.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y 

were the joint production of the two artistic groups respectively led by the monastic sculptors 

Cheongheon and Beopnyeong. This rare collaborative work between two different groups must 

have been made possible by Monk Gakseong (nicknamed Byeogam), who spearheaded the 

efforts for the construction of Songgwangsa Temple. The significance of this triad also stems 

from its precise production date, which was confirmed as 1641 by the record on its creation.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Songgwangsa Temple, Wanju

Treasure No. 1274

Joseon (1641)
3 items
Clay
Sakyamuni: H. 545.0 cm 
Bhaisajyaguru: H. 510.0 cm 
Amitabha: H. 510.0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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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석사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를 주불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상이 봉안 되어 

있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따르면, 임진년(1592)의 병화兵火로 사찰이 폐허가 된 후 경오년庚午年 

(1630)에 간선도인幹善道人 경천敬天, 극순克修, 일휘日輝 세 사람이 발원하여, 법당法堂과 승당僧堂, 매월梅月· 

수월水月 등 요사를 차례로 짓고, 불상은 1643년(崇禎 14년 癸未)에 조성하여 법당에 모셨다고 한다. 불상 

제작에는 사신思信을 증명으로 하여, 청헌淸憲, 법현法玄, 원택元澤, 현윤賢允, 정혜定惠, 나흠懶欽 등 6명의 조

각승이 참여하였다. 시주자의 명단은 불상대시주를 시작으로, 면금, 공양, 오금, 오색사, 복장, 인등, 시주 등

의 순서로 열거하였고, 불상 조성을 주관한 간선도인은 태경太敬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불상은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하여, 좌측에 동방 약사여래, 우측에 서방 아미타

여래의 삼불로 구성하여 시공時空을 아울렀다. 삼불 중 본존 석가여래를 좌우협시 불상보다 약간 크게 제작

하여 주불로서의 존격과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삼불상의 비례는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지만, 무릎이 다소 

좁고 높아 약간 왜소해 보이기도 한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이시기 여느 불상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으

며,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계주를 조각하고 그 중심으로 별도로 제작한 크고 작은 나발을 질서 있게 붙였

다.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고 차분한 편인데, 눈은 가늘게 반개하였으며 콧등은 반반하게 다듬어 낮

고 각진 코를 만들었으며, 입가에는 보조개 모양으로 파내어 옅은 미소를 머금게 하였다. 어깨는 듬직한 편

이나 양팔을 허리 쪽으로 당겨 붙인 탓으로 상체가 약간 움츠려 보이게 한다.

세 불상은 기본적으로 상호와 신체 비례 등이 같으며 존상에 따라 수인과 옷 주름에서 세부적인 차

이가 난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뜨린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새의 날개처럼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 편단우견으로 대의를 걸쳤으며, 군의자락은 꽃잎모양으로 주름 잡아 멋을 내었다. 옷 주

름은 깊이가 얕고 억양이 강하지 않고 일정하며, 주름선은 대체로 간결하고 기백이 넘치는 철선묘를 사용하

였다. 무릎 앞에는 넓적 주름을 나팔모양으로 펼쳐 중심을 잡았고, 무릎의 정면에는 약간의 곡을 주고 펼쳐

진 2단 층단 주름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주름 표현은 청헌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약사야래와 아미타여래는 한쪽 손을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晋州 凝石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30

보물 제1687호

1643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1.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3.1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7.3cm
응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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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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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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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190 조선시대

를 자연스럽게 굽혀서 맞대었으며, 손의 위치는 서로 대칭이 되게끔 하였다. 착의법은 이중의 대의를 걸쳐 

입었고 가슴에는 슬쩍 뒤집은 군의 자락이 석가여래와 달리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불상 조성을 주도한 수조각승 청헌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1626년 충북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1634년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보물 제

1548호), 1639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8호), 전남 고흥 능가사 대웅전 목조

석가불좌상, 1641년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274호) 등 조선 후기 중요 불

상을 다수 제작하였다. 1643년에 제작된 응석사 목조삼세불상은 시기적으로 보면 청헌의 조각 흐름상 만년

기에 해당하는 작품이어서, 그의 조각 중에서 숙련되고 완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청헌과 함께 작업을 한 법

현과 현윤, 나흠 등은 대표적인 청헌파 조각승으로 분류된다. 

응석사 삼불상은 시공을 모두 아우르는 이시기 유행한 전형적인 삼불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결

하고 담백한 형태, 그리고 여백을 강조한 대중적인 미적 감각을 추구한 조선 후기 불상의 미의식도 잘 간직

하고 있다. 더불어 청헌파의 조각 세계와 조선 후기 불상의 도상과 양식 등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이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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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ing of Sakyamuni, Bhaisajyaguru, and Amitabha Buddhas, this triad is one of the 

varieties that gained great popularity after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A dedicatory 

inscription found inside the triad notes that it was constructed on May 1, 1643 for enshrinement 

in this temple, and that Monk Cheongheon produced it with assistance from Beophyeon, 

Wontaek, Hyeonyun, Jeonghye, and Naheum. With exact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date 

and producers, this triad serves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Buddhist statues. Part 

of its heritage value also stems from its demonstration of the iconography of the three buddhas 

that was popular in the 17th century. It is also a superb embodiment of the sculptural style of 

the Cheongheon group and the aesthetics pursued by the Buddhist community at the tim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Eungse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7

Joseon (1643)
3 items
Wood
Sakyamuni: H. 141.5 cm 
Bhaisajyaguru: H. 123.1 cm 
Amitabha: H. 127.3 cm
Eungse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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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존상은 오른손을 정강이 아래로 뻗어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상은 각각 주존

상에 대하여 바깥쪽에 해당하는 왼손(좌협시상)과 오른손(우협시상)을 위에 무릎 위에 닿을 듯 낮게 두고, 

손바닥은 밖을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위로 쳐들고 중지와 약지를 굽혀 엄지와 맞댄 수인을 취하였다. 협시

보살상들이 취한 이러한 독특한 수인은 일종의 변형된 시무외인으로 판단된다. 조선 전기까지의 불상들은 

오른팔을 높이 든 형태의 시무외인을 주로 결하고 있었는데, 17세기에 들어서 이처럼 손을 낮게 두는 형식

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수인을 갖고 있는 현존 최고最古의 불상은 조각승 청헌淸憲이 1639년

에 조성한 하동 쌍계사 목조약사불좌상이며, 청허淸虛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거창 심우사 아미타불상, 

상주 남장사 아미타불상, 그리고 본 경흥사의 양 협시보살상 등도 같은 형식에 해당한다. 

경흥사 석가상의 머리는 나발이며, 높이가 낮고 평면이 둥근 정상의 계주와 작은 초승달 모양의 중

간의 계주를 갖고 있어, 청허의 다른 작품들과 동일하다. 삼존상은 모두 눈은 눈꺼풀이 두껍고 볼록하지만, 

윗눈썹으로 이어지는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으며, 아래 눈두덩은 매우 얇다. 눈의 내자內眦에 윗 눈꺼풀이 아

래 눈두덩을 덮고 있는 몽고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귀는 좁고 길며, 삼각와三角窩는 짧고 강한 음각선으로 나

타나 있으며, 이곽도 귀처럼 매우 좁고 길다. 

옷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불보살상들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군의裙衣, 승기지僧祇支, 부

견의覆肩衣, 그리고 대의大衣를 차례로 착용하고 있다. 대의는 변형된 편단우견偏袒右肩 형식으로 착용되었는

데, 오른쪽 어깨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대의는 층을 이루고 있다. 불보살상 하반신의 좌우 다리에는 각각 

2줄씩 양각선이 나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폭이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왼쪽 무릎 위의 대의 자락은 왼발가락을 덮어 감추고 정강이 윗면에까지 이르렀는데, 좌우의 보살상

의 대의 자락은 주존의 것보다 좀더 길게 표현되어 차이가 있다. 양 보살상에 착용된 부견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불상들처럼 복부에서 승기지에 삽입되었다가 나오는 형식인데, 삽입되는 지점이 복부의 중

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특징이 있다. 삼존상의 승기지 상단은 얇은 끈으로 묶여 있는데, 석가불상에

는 끈의 위쪽에 꽃잎 모양의 주름이 잡혀 있는 반면에 양 보살상에는 주름 장식이 없게 표현되었다.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31

보물 제1750호

1644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8.2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134.1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132.2cm
경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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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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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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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협시 보살좌상



196 조선시대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석가불상의 복제는 여타의 불보살상과 다른 독특한 복제가 채택되었다. 즉, 

수많은 종류의 존상 가운데 유일하게 석가상만은 오른팔을 가리는 부견의가 착용되지 않고 맨 팔을 드러낸 

것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불상은 물론 대부분의 불화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석가불상에만 

부견의가 착용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존 석가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1644년 5월 22일에 불상을 조성하여 경흥사에 봉안

하였다고 하였으며 조각승 청허는 “전라도금산사화원全羅道金山寺畵員” 즉, 김제 금산사 출신의 조각승으로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삼존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항마촉지인을 결한 

주존은 석가불상이 확실하지만, 좌우의 협시보살상의 존명은 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인지 문수보살-보현보

살인지 불확실한 것이다. 다만, 조선 후기에 조성된 석가삼존상 중 기록을 수반한 삼존상은 모두 제화갈라

보살-석가불-미륵보살의 삼세불三世佛을 표현한 것이어서, 본 삼존상도 삼세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조각승 청허는 1600년대 초반인 1605년에서 1614년 사이에는 원오파元悟派에 소속된 조각승으로서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1605년 7월에 완성된 논산 쌍계사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를 

비롯한 여러 불사에서 원오의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하였으며, 1614년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

상을 조성할 때에는 원오파의 또 다른 수조각승인 각민覺敏 아래에서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622년 5월에는 왕실 원찰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을 현진, 응원, 수연, 법령 

등 17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조각승들과 함께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640년대에 그가 수조각승으로 활

동하였을 때에는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닌 법현法玄, 현윤玄允, 영색英賾, 현욱玄旭, 나흠懶欽 등 청헌淸憲의 제

자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하여, 양식적으로는 청헌파 양식에 경도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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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is comprised of a Sakyamuni Buddha flanked by bodhisattvas, which are 

thought to be Maitreya and Dipamkara. According to the dedicatory inscription discovered 

inside the central buddha, these statues were produced on May 22, 1644 and enshrined at 

Gyeongheungsa Temple. Their master sculptor is identified as Monk Cheongheo, who is 

described as “a monastic artist from Geumsansa Temple in the Jeolla region.”

The head of the Sakyamuni is covered with conical curls of hair and features a columnar 

gem on top and a crescent gem in the middle. This is a common feature of Cheongheo’s statues. 

In all three figures, the upper eyelids appear thick and swollen, there is no distinct separation 

between the upper eyelids and eyebrows, and the lower eyelids are very thin. This triad 

provides a fitting sculptural example of the expression of dharma clothing in a buddha triad in 

the 17th century and illuminates the popular Buddhist belief system at the tim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Gyeongheungsa Temple, Gyeongsan

Treasure No. 1750

Joseon (1644)
3 items
Wood
Sakyamuni: H. 148.2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34.1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32.2 cm
Gyeongheungsa Temple



198 조선시대

아미타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불상은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의 서

방 삼존상이며, 1645년 3월에 조성이 시작되어 “癸未月 辛未日” 즉 6월 20일에 남장사의 불전에 봉안되었다

고 한다. “一國之名畵公(일국지명화공)”이자 “海東名畵(해동명화)”로 언급된 청허淸虛를 비롯해 영색英賾, 현욱

玄旭, 천휘天輝, 나흠懶欽, 법찬法燦 등 6명의 조각승에 의해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보조 

조각승들은 대부분 17세기 초반의 대조각승 청헌淸憲 유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조각승들로서, 청허

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대부분의 불사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던 조각승들이다. 

조각승 청허는 1600년대 초반인 1605년에서 1614년 사이에는 원오파元悟派에 소속된 조각승으로서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1640년대에 그가 수조각승으로 활동하였을 때에는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닌 청

헌의 제자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하였던 것이며, 그가 조성한 불상들이 청헌파 양식에 경도된 이유도 이러한 

조각승 구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청허는 1605년 7월에 완성된 논산 쌍계사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를 비롯한 여러 불사에서 원오

의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하였으며, 1614년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조성할 때에는 원오파

의 또 다른 수조각승인 각민覺敏의 아래에서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622년 5월에는 왕

실 사찰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될 불상들을 현진, 응원, 수연, 법령 등 17세기 초반의 대표적

인 조각승들과 함께 조성하기도 하여, 1622년 당시에 이미 조선 최고의 조각승 반열에 올라섰던 것으로 추

정된다.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삼존상은 모두 오른손을 무릎 위에 닿을 듯 낮게 두고, 손바닥은 밖을 향하

게 하여 손가락을 위로 쳐들고 중지와 약지를 굽혀 엄지와 맞댄 수인을 취하였다. 삼존상이 취한 이러한 독

특한 수인은 일종의 변형된 시무외인으로 판단된다. 조선 전기까지의 불상들은 오른팔을 높이 든 형태의 일

반적인 시무외인을 결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처럼 손을 낮게 두는 형식도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수

인을 갖고 있는 현존 최고最古의 불상은 조각승 청헌이 1639년에 조성한 하동 쌍계사 목조약사불좌상이며,  

청허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거창 심우사 아미타불상, 경산 경흥사 아미타삼존상 중 두 협시보살상, 그리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32

보물 제1635호

1645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38.9cm
관음보살좌상 높이 128.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31.0cm
남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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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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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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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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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남장사의 삼존상 등도 같은 형식에 해당한다. 

남장사 아미타상의 머리는 높이가 낮고 평면이 둥근 정상 계주와 작은 초승달 모양의 중간 계주를 갖

고 있으며, 얼굴은 상하로 약간 긴 모양이다. 눈의 내자內眦에 윗 눈꺼풀이 아래 눈두덩을 덮고 있는 몽고주

름이 표현되어 있다. 귀는 좁고 길며, 삼각와三角窩는 짧고 강한 음각선으로 나타나 있다.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불보살상들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군의

裙衣, 승기지僧祇支, 부견의覆肩衣, 그리고 대의大衣를 차례로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좌협시 관음보살만은 군의

와 승기지 위에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있고, 부견의와 대의를 착용하지 않아 이례적이다. 

대의는 변형된 편단우견偏袒右肩 형식으로 착용되었다. 불보살상 하반신의 좌우 다리에는 각각 2줄씩 

양각선이 표현되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폭이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왼쪽 무

릎 위의 대의 자락은 왼발가락을 덮어 감추고 정강이 윗면에까지 이르렀다. 아미타상과 대세지보살상에 착

용된 부견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불상들처럼 복부에서 승기지에 삽입되었다가 나오는 형식인데, 

삽입되는 지점이 복부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경산 경흥사의 양 협시보살상의 표현과 동일하다. 

삼존상의 승기지 상단은 얇은 끈으로 묶여 있는데, 끈의 위쪽 승기지 상단의 표현을 각각 달리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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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inside of this triad identifies the three component 

statues as Amitabha Buddha and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s. It is also 

noted that the production of the triad began in March 1645, that it was enshrined at a Buddhist 

hall in Namjangsa Temple on June 20 of the same year, and that Monk Cheongheo (淸虛) 

served as the master sculptor with the assistance of five other monastic sculptors: Yeongsaek, 

Hyeonuk, Cheonhwi, Naheum, and Beopchan. Considered to be associated with the sculptural 

group led by Cheongheon (淸憲), these assistant sculptors frequently participated as helpers in 

the Buddhist artistic programs led by Monk Cheongheo. 

The Amitabha Buddha has a head that rises low and features a columnar gem on top 

and a crescent-shaped gem in the middle. Epicanthic folds are expressed at the eyes. The ears 

are long and slender with a short but deeply incised expression of the triangular fossa. As is 

common among Buddhist statu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period, the Amitabha and 

Mahasthamaprapta wear a full set of four pieces of clothing — first a skirt, and then undershirt, 

inner-robe, and outer dharma robe. The Avalokitesvara on the left, however, dons a skirt, 

undershirt, and shawl, but not the inner-robe or outer dharma robe. The statues display the 

same hand gesture: the right hand is lowered immediately above the knee with the palm facing 

upward and the middle and ring fingers bent to join the thumb. This hand gesture can also 

be widely found in the statues produced by Cheongheon and his followers, indicating close 

relations between the two prominent monastic sculptors, Cheongheo and Cheongheon.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Namjangsa Temple, Sangju

Treasure No. 1635

Joseon (1645)
3 items
Wood
Amitabha: H. 138.9 cm
Avalokitesvara: H. 128.0 cm
Mahasthamaprapta: H. 131.0 cm
Namj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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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성선원의 석가여래삼존좌상은 중앙의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문수보살상, 오른쪽

의 보현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구의 상 내부에서 각각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석가여래상의 발

원문에는 ‘순치이년順治二年’, 문수·보현보살 발원문에는 ‘순치이년정해順治二年丁亥’에 삼존상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순치2년은 ‘을유년’이고, ‘정해년’은 순치4년이라는 점이다. 통상 착오의 소지가 적은 간지

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년’인 1647년을 이 삼존상의 제작연대로 본다. 발원문을 통해 이 삼존상이 원래 경남 

거창 견암사見巖寺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조각승 현욱玄旭을 중심으로, 나흠懶欽과 현감玄鑑이 함께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존상 제작을 주도한 현욱은 17세기의 대표적인 조각승 가운데 한사람인 청허靑虛의 제자

이지만, 이 삼존상은 그가 독립하여 대표 조각승으로 제작한 첫 작품이기도 하여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 삼존상의 원 봉안처인 견암사는 여러 번 명칭을 바꾸었는데, 1271년에는 고견사古見寺였다가 

1592년에는 견암사로, 1630년에는 다시 고견사로 변경하였다. 이 후 6.25전란때 화재로 사찰이 소실되었으

나, 다행이 삼존상은 화를 면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소장처인 보성선원으로 이운되었다. 이 삼존상의 

조성시기인 1647년 당시에는 이미 사찰명이 고견사로 바뀌었지만, 복장발원문에는 견암사라는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 석가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는데, 배 앞에 가로놓인 왼손이 배와 수평을 이

루지 않고 손가락 끝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얼굴은 사각형이지만, 이마의 폭이 넓어 사다리꼴에 가깝다. 

나발螺髮의 머리카락 사이에는 중심계주中心髻珠와 정상계주頂上髻珠를 표현하고 있다. 법의는 통견通肩의 형

식으로 걸쳤는데, 오른쪽 어깨를 덮은 자락이 오른팔 밑으로 들어가 다시 왼쪽 어깨로 올라가면서 오른팔

이 노출되었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 형식이며, 평평한 가슴에는 승기지가 꽃잎 모

양으로 접혀있다. 발 앞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옷자락이 펼쳐져 있다. 

통상 좌우 협시보살상은 한 손을 어깨높이까지 올리고 나머지 손은 내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두 손

을 모두 배 부근의 높이까지만 들고 있다. 손가락이 유난히 길며, 좌우 보살상 모두 다리 위에는 2~3줄의 

가로 주름이 발목까지 이어져 있다. 보살상의 보관은 가운데 봉황을 중심으로 불꽃무늬와 구름무늬로 장식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33

보물 제1801호

1647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148.0cm
좌협시 보살좌상 139.0cm
우협시 보살좌상 139.0cm
보성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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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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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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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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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좌우 문수, 보현보살은 기본적인 양식은 같지만, 문수보살은 천의를, 보현보살은 가사형식의 옷

을 걸치고 있어 세부가 서로 다른 이형대칭이다. 본존상과 보현보살상은 왼쪽 다리 위에 잎사귀 모양의 옷

자락이 있지만, 문수보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르다.

보성선원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여래좌상은 턱이 짧은 사각형 얼굴, 양 무릎의 폭이 넓고 

직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당당한 신체, 3구가 모두 양 손을 모두 비슷한 높이로 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

존상의 복장물로 다량의 경전과 함께 복장발원문, 그리고 합盒 모양의 후령통喉鈴筒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합 모양 후령통은 17세기 불상 복장물 가운데서 드문 예이다. 보성선원의 삼존상은 정확한 제작연대와 조

각승이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불교전적, 후령통, 다라니 등 복장물이 조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임영애

후령통

조성 발원문

오방경

오곡류



209Joseon Dynasty

This triad, enshrined at the Daeungjeon Hall of Boseongseonwon Temple in Daegu, 

consists of a seated Sakyamuni in the center with a Manjusri to the left and Samantabhadra to 

the right. Each of the three Buddhist statues produced a dedicatory inscription, which records 

that the triad was made by the master sculptor Hyeonuk with his assistants Naheum and 

Hyeongam, and was originally placed at Gyeonamsa Temple in Geochang. 

The three statues are characterized by rectangular faces with an underdeveloped jaw and 

stout body featuring a wide gap between the knees. They all hold their hands at similar heights. 

The statues produced a wide range of votive objects, including Buddhist scriptures, dedicatory 

inscriptions, and a treasure receptacle (huryeongtong) rendered in the form of a lidded bowl. 

This type of treasure receptacle is uncommon among votive objects from 17th-century Buddhist 

statues. In addition to exact information on it sculptors, the votive objects from the triad 

maintained in good condition contribute to its significance as academic material.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Boseongseonwon Temple, Daegu

Treasure No. 1801

Joseon (1647)
3 items
Wood
Sakyamuni: 148.0 cm
Bodhisattva on the left: 139.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139.0 cm 
Boseongseonwon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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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흥국사 무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으로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그리고 시왕을 비롯하여 사자와 판관, 동자와 인왕까지 명부의 제 존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장

보살삼존을 비롯하여 초강대왕, 진광대왕상 등에 복장 발원문이 남아있어 1648년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

는 17세기 전반 명부 관련 존상의 귀중한 예이다.

민머리의 지장보살좌상은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상체는 긴 편이며 둥근 어깨에 안정감있

는 비례를 보인다. 상호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살짝 치켜 올라간 눈은 반개하였고, 코는 넓은 편이나 콧등은 

상대적으로 예리한 선으로 표현하였다. 대의 안에 편삼을 걸치면서 나타나는 배 부근에서 교차하는 옷자락

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영락장식을 모두 배제하여 “성문의 형상”을 한 지장보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 

양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는 입상으로 각각 왕의 형상과 젊은 스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무독

귀왕은 홀笏을 쥐거나 함函을 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지물이 없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공수하였다. 도명

존자는 장삼 위에 가사를 걸친 젊은 스님의 모습이다. 삼존의 좌우에는 명부 시왕이 각각 홀수와 짝수로 도

열하고 있는데, 각 상들은 명부에서 심판하는 왕의 형상을 자유롭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신체가 경직되

지 않고 손의 표현이나 움직임 등을 자연스럽고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염라대왕의 관 위

에는 경전이 놓여 있다. 왕의 심판을 돕는 판관이나 사자, 동자 등의 권속과 명부전을 호법하는 인왕 역시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 

현재 존상의 내부에서 나온 총 5종의 발원문이 남아있으며, 지장보살상의 발원문이 일부 결락된 것

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 각 존상별 일부 시주자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 지장대성

과 십대명왕의 큰 위신력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세계 아미타여래를 뵙고 정각을 이루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명은 대선사 태호太湖가 맡았으며, 상은 수화사 인균印均을 비롯하여 12인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순치5년(1648) 6월에 완성하였다.

인균은 응원의 제자로서 17세기 전반 전라도 지역의 불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조각승이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麗水 興國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

34

보물 제1566호

1648년
불상 21구, 발원문 등 10점
목조

높이 129.0~160.5cm
흥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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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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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입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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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존자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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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초강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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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염라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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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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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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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석가불좌상 제작에서 수화승으로 등장한 이후 화엄사 흥국사 등 전라

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활동하였다. 흥국사 무사전 상은 인균이 만든 거의 마지막 작품으로 묵직하면서

도 힘이 넘치는 조형성이 잘 표현된 경지에 이른 장인의 원숙한 솜씨가 느껴진다.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명부의 제 존상들은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명확하며, 지

장삼존을 비롯하여 모든 권속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명부전은 전쟁이 끝나는 17세

기 전반 이후 죽음과 지옥 세계에 대한 관심, 망자 천도를 위한 대중적인 신앙 대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된

다. 또한 온전하게 잘 남아 있는 점에서 현존하는 명부전 존상 구성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 정은우

조성 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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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ajeon (judgment hall) of Heungguksa Temple in Yeosu houses 21 Buddhist 

statues, comprising a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with Ksitigarbhas’s assistant Buddhist 

beings. Dedicatory inscriptions from the Ksitigarbha and two Underground Kings (Chogang 

and Jingwang) indicate that these statues were made in June 1648 by a group of 12 monastic 

sculptors led by Ingyun. Monk Ingyun is one of the most renowned sculptors working in the 

Jeolla region during the 17th century. Treasure No. 1566 is important in that it shows almost the 

entirety of the Buddhist netherworld characters in good condition. The beings featured include 

the main character Ksitigarbha flanked by his son Domyeong and his father Mudokgwi, as well 

as the Underground Kings and their attendants, such as assistant judges, demonic messengers, 

and children. They provide informative sculptural examples demonstrating Ingyun’s artistic 

world, which emphasizes soft and voluminous sculptural expressions.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and Excavated Relics of 
Heungguksa Temple, Yeosu

Treasure No. 1566

Joseon (1648)
Buddhist statues: 21 items, excavated relics: 10 items
Wood
H. 129.0–160.5 cm
Heu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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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 송광사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 사천왕상이다. 조선시대에는 사찰 입구에 천왕

문을 만들고, 그 안에 사천왕상을 봉안했다. 조선시대 이전의 천왕문은 알려진 예가 없어 언제부터 천왕문

을 만들고 그 안에 사천왕상을 두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천왕상은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그리고 북방 다문천이 한 세트를 이루며 동서

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은 천왕문의 왼쪽에 2구, 오른쪽에 2구가 배치되

어 있는데, 앉은 키가 4m에 이르는 커다란 상이다. 문으로 들어서면 입구 좌우에는 용과 여의주를 쥔 상과 

칼을 든 상이, 좀 더 안쪽 좌우에는 깃발의 일종인 당幢과 보탑寶塔을 든 상과, 비파를 든 상이 있다.

이들 4구의 천왕상 가운데 손에 어떤 물건을 든 상이 어떤 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늘 논란이었다. 그런

데 1628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비롯해, 1665년 직지사 사천왕상, 1718년 통도사 사천왕상에서 각각의 

방위를 알려주는 묵서명이 발견되어 각 천왕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비파를 

든 상은 북방 다문천이며, 보탑을 든 상은 서방 광목천이다. 다만 이전 시기에는 보탑을 든 상이 북방 천왕이

었는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417년 중국 명대(1368~1644) 황실에서 만든 『제불여래보살명

칭가곡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유입과 연관있다고 본다. 명은 이 책을 조선에 전해주며 일방적으로 유포시켰고, 

전국의 승려에게 이 책을 항상 읽고 외우게 하였다. 바로 이 책의 변상도에 서방 천왕이 보탑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조선시대 갑자기 ‘보탑 = 서방 천왕’으로 바뀐 것은 이 책의 유입과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송광사 사천왕상은 복장발원문은 잃었지만, 서방 광목천왕의 보관과 보탑에서 각각 묵서명이 발견

되어 제작시기와 중수시기를 알려준다. 하나는 머리에 쓴 보관 좌우에 흩날리는 띠 뒷면의 묵서명인데 ‘순치

기축육년順治己丑六年’라 쓰여 있어 1649년에 사천왕상을 조성했음을 밝혀줬다. 다른 하나는 서방 천왕이 들

고 있는 왼손 위의 보탑 바닥에 ‘건륭오십일년병오乾隆五十一年丙午’의 묵서명이 있어, 1786년에 보탑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려준다.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은 의자에 걸터앉은 자세인데, 동방, 서방, 북방 천왕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남방 천왕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 서방 천왕은 오른손으로는 당을, 왼손으로

보물 제1255호

1649년
4구
소조

높이 430.0cm 
송광사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完州 松廣寺 塑造四天王像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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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장천왕(남) 지국천왕(동)

광목천왕(서) 다문천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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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탑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천왕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인데, 이 상은 4m가 넘는 대형인데도 

적절한 신체 비례를 지녔다. 돌출된 눈, 뭉툭한 코에 화려한 보관과 갑옷이 특징이다. 

발아래에는 다양한 모습의 ‘생령生靈’이 다양한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을 인간은 아니면서 살아

있는 존재라고 해서 생령이라고 부른다. 4m가 넘는 사천왕상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했다. 우선 거대

한 사천왕상 제작을 위해 목심으로 기본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흙이 잘 부착되도록 새끼줄로 감는다. 그 위

에 흙을 덮어 살을 붙여 나가는데, 송광사 사천왕상 같은 대형은 흙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닥종이나 짚을 

섞어 흙이 탈락하거나 상에 균열이 생기

지 않도록 했다. 

완주 송광사의 사천왕상은 비록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서방 

광목천왕의 보관과 보탑에서 묵서명이 

발견되어 1649년에 제작했고, 1786년에 

중수했음이 밝혀졌다. 흙으로 제작한 사

천왕상은 국내에 남아있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가, 크기가 크고 상태도 온

전하여 조선시대 사천왕상 연구에 귀중

한 자료이다. | 임영애

사천왕상 배치와 방위

서방

(幢, 塔)

남방

(용, 여의주)

북방

(비파)

동방

(칼)

입 구

생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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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large statues, reaching as high as four meters, are placed at the Cheonwangmun 

(Gate of the Four Guardian Kings) of Songgwangsa Temple in Wanju. The Four Guardian Kings 

guard the quarters of heaven: King Dhrtarastra watches over the east, King Virudhaka the south, 

King Virupaksa the west, and King Vaisravana the north.

Entering the Cheonwangmun, a pair of Guardian Kings to the left and right sides 

becomes evident. The first two statues to the left and right side respectively hold a dragon and 

a wish-fulfilling jewel, and further into the gate are a statue holding a flagpole and pagoda, and 

another with a pear-shaped lute. The one holding the flagpole and pagoda is King Virupaksa, 

the guardian of the west. Although no dedicatory inscription for these Four Guardian Kings 

exists, ink inscriptions found on the crown of King Virupaksa and his pagoda indicate that 

the four statues were crafted in 1649 and repaired in 1786. Treasure No. 1255 is a rare Korean 

example of the Four Guardian Kings made from clay. Its grand size and intact condition also 

adds to its importance for the study of images of the Four Guardian Kings in Joseon. 

Clay Four Guardian Kings of  
Songgwangsa Temple, Wanju

Treasure No. 1255

Joseon (1649)
4 items
Clay
H. 430.0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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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다. 명부전에는 지

장보살과 무독귀왕無毒鬼王·도명존자道明尊者의 삼존, 시왕상 10구 및 시왕의 권속인 판관判官, 사자使者, 동

자, 금강역사 등 총 25구가 있다. 이들은 명부전이 건립된 1870년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황해도에서 이안된 

것이다.

신정왕후神貞王后(1809~1890)는 1870년에 초암草庵 선사가 화계사를 중창하도록 후원했다. 당시 신

정왕후는 조선 전역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봉안하도록 명을 내렸고,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황해

도 배천 강서사의 지장보살을 모셔와 1877년에 봉안했다고 한다. 지장보살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해 

조각승 영철靈哲의 주도로 1649년(인조 27년)에 조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지장보살과 함께 봉안된 다른 조

각상들의 양식적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지장보살상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각가들에 의해 함

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장보살상은 석장錫杖이나 보주 같은 특별한 지물持物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조선 전기까지의 

지장보살 도상을 따르고 있지 않다. 녹색으로 칠해진 민머리가 아니었다면 지장이라고 비정하기 어려울 정

도로 조선 후기 불상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균형 잡힌 신체와 안정감 있는 자세, 단아하면서 힘 있는 얼굴 

묘사가 조각가로서 영철의 뛰어난 능력을 대변한다.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맞댄 수인이 섬세하고 감각적으

로 묘사됐고, 오른쪽 팔에 걸쳐진 옷자락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왼편 대의 쪽으로 흘러내렸다. 

도명존자는 마치 지장보살입상처럼 석장을 들고 가사와 장삼을 갖춰 입은 모습이지만 무독귀왕과 시

왕상의 형상은 대체로 비슷해서 도상적인 구별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들은 약간 갸름한 얼굴에 좁고 긴 역

삼각형의 검은 수염을 달고 있다. 살짝 미소를 머금었지만 가늘고 긴 눈은 웃지 않는다. 무독귀왕과 시왕상 

모두 공교하게 꾸민 통천관을 쓰고 관복을 입었다. 관복에는 붉은색, 녹색, 청색을 칠했고 금박 무늬로 화

려하게 꾸몄다. 복식은 현대에 다시 개채改彩했지만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무독귀왕은 옥새

함玉璽函을 들었고, 시왕들은 각기 속성에 따라 홀笏이나 명부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의자에 앉아 정면을 향

한 딱딱한 모습이지만 정면을 바라보거나 장부를 기록하고, 어떤 왕은 수염을 쓰다듬는 등의 변화를 주어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華溪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36

보물 제1822호

1649년
25구
목조

높이 98.0~166.5cm
화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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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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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존자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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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진광대왕

제5염라대왕

 제9도시대왕

제2초강대왕

제6변성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제3송제대왕

 제7태상대왕

귀왕(좌)

 제4오관대왕

제8평등대왕

귀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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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좌)

동자(좌1) 사자(우)

판관(우)

장군상(좌1)

동자(우1)

동자(좌2)

장군상(좌2)

동자(우2)

사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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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시왕 좌우의 귀왕도 복식은 시왕보다 덜 공을 들였지만 기본적인 외형은 대개 비슷하다. 반면 판관

은 입상임에도 시왕 좌상들보다 작고 복식도 수수한 편이다. 사자상들은 마치 나졸을 모델로 한 것처럼 보

인다. 머리에는 따로 관을 쓰지 않은 채 두건으로 묶었고, 다리가 보이게 짧은 옷을 입었으며 긴 창을 들었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천의를 휘날리며 두 발로 강건하게 서 있는 모습의 금강역사는 같은 시기 사천왕상이

나 역사상의 외형과 다를 바 없으며 눈을 부라리고 입을 앙다문 모습이지만 상당히 해학적으로 보인다. 저

마다 다른 자세로 서있는 동자상들의 모습도 흥미롭지만 현재는 4구만 남아있다.

화계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은 시왕과 판관, 귀왕, 동자상이 같은 세트로 이뤄진 일괄 유

물이며 1649년이라는 조각연대와 영철이라는 조각승의 이름이 알려진 중요한 예이다. 지장보살에서 동자상

까지의 모든 조각에 조각가로서의 영철의 기량이 충분히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황해도 배천 강서사에서 서

울 화계사로 이안된 사실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이안에 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강희정

조성 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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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822 encompasses the 25 Buddhist statues residing in the Myeongbujeon 

Hall of Hwagyesa Temple in Seoul, including a Ksitigarbha triad with Domyeong and Mudokgwi 

as attendants, and the Ten Underground Kings with their attendants, including judges, demonic 

messengers, children, and the Diamond Diva. According to 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Ksitigarbha Bodhisattva, it was crea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onastic sculptor 

Yeongcheol in the Hwanghae region (currently in North Korea) in 1649, but later moved to this 

Myeongbujeon, which was constructed in 1870. As other statues in the Myeongbujeon share 

sculptural characteristics with the Ksitigarbha image, it is assumed that their production date and 

creator match those of the Ksitigarbha.

Yeongcheol’s outstanding dexterity and expertise as a sculptor are evidenced in the 

balanced body, stable posture, and dignified and robust face of the Ksitigarbha. The Domyeong 

to the left of the Ksitigarbha looks like a standing Ksitigarbha holding a staff and wearing a 

robe and outer robe. The Mudokgwi to the right exhibits a similar iconography with the Ten 

Underground Kings. They all feature a slightly slender face with a beard shaped like an inverted 

triangle.

Boasting precise identification of their date of production and producer, Treasure No. 

1822 is meaningful for bringing to light the name of the monastic sculptor Yeongcheol. These 

statues demonstrate his excellent sculptural skills and also offer critical information for studies on 

the transfer of Buddhist statues among different geographical regi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era.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Hwagye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22

Joseon (1649)
25 items
Wood
H. 98.0–166.5 cm
Hwagy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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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사는 해남의 서남쪽에 자리한 운거산 기슭에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삼불상은 서동사의 주불전인 대웅전 수미단 위 팔각연화대좌 위에 봉안되

어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도난 과정에서 수습된 조성 발원문과 중수 발원문이 전해온다.

삼불상은 사바세계裟婆世界의 교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측에 동방東方 만월세계滿月世界의 약사여

래, 우측에 서방西方 극락세계極樂世界의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상으로,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와 남

방·동방·서방의 삼방이라는 시·공간적 사유체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삼불형식은 비로자나

삼불형식과 더불어 조선 후기(17세기)에 많이 제작되었다. 삼불은 모두 여러 조각의 나무를 이어 붙여 접목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본존 석가여래는 팔각연화대좌 위에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치고 결가부좌하였다. 반구형의 머리에는 

중앙과 정상의 계주를 중심으로 별도로 제작한 나발을 규칙적으로 부착하였으며, 육계는 이 시기 여느 불

상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고 반달모양의 중앙계주가 유난히 큰 것이 특징이다. 턱 선을 뾰죽하게 다듬은 

얼굴은 강인한 정신성이 베여 있으며, 코는 미간에서 매부리코처럼 우뚝 솟은 개성 넘치는 돌출 코로, 작가

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다소곶이 다문 얇은 입술에는 옅은 미소를 드러내었고, 역3자 형태로 다듬

은 귀는 다소 추상적이며, 상·하각의 연골을 음각선으로 길게 파내어 작가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얼굴의 표현은 조각승 운혜雲惠의 다른 조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조각적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착의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이며, 못 깃 주름을 지나치게 두툼하게 치켜 

올려 마치 신체와 동떨어져 별개의 옷을 걸친 듯 부자연스럽다. 상체는 불필요한 주름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단순화시킨 반면, 하체는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주름으로 율동적으로 조각하여 시각적 변화를 주었다. 여기

에 다시 군의의 끝단을 율동감 있는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내어 상체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였다. 특히 왼쪽 무

릎 부근에 형성된 이중의 큼직한 주머니 모양의 주름과 왼쪽 측면의 폭 좁은 Ω형태로 마무리 한 주름이 특

색이 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손바닥에는 ‘井’ 자 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무릎의 부메랑 같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37

보물 제1715호

1650년 
불상 3구, 발원문 2점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7.8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4.5cm
아마타여래좌상 높이 115.0cm
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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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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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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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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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된 주름을 중심으로 물결치듯 입체적으로 표현한 주름과 ‘井’ 자형 손금은 대부분의 운혜조각에서 나

타나고 있어 하나의 표식처럼 되고 있다. 

좌협시 약사불상과 우협시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고, 착

의는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표현하여 본존불과의 차이를 두었다. 아미타불상은 엄지와 중지

를 둥글게 맞댄 하품중생인을, 약사불상은 아미타불상과 좌우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왼손바닥 위에 약사

불의 상징인 조그마한 약호를 올려 약기인藥器印을 취하였다. 두 불상의 손가락은 본존불상에 비해 길고 섬

려하며, 손바닥에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井’ 자 형태의 손금을 나타내었다. 

이 삼세불상에서 보이는 엄정한듯 선굵은 남성적인 얼굴 표현, 큼직한 반달모양의 중앙계주, 과도하

게 치켜세운 못 깃, 왼쪽 무릎에 2겹으로 표현된 복주머니 형태의 율동적인 주름과 좁은 대롱 모양으로 간

결하게 내린 주름의 끝을 Ω형태로 마무리한 왼쪽 측면 주름, ‘井’ 자형의 손금 등은 조각승 운혜의 독특한 

조각적 특징이다. 

이 삼불좌상은 1650년 운혜 등의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시기와 작자를 알 수 있

는 17세기 중반의 기준자료이다. 이런 가운데 17세기 전반기 불상에 비해 높아진 무릎과 장식성이 강조된 

주름 등에서 후반으로 이행되고 있는 양상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조각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불상이다. 더불어 이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을 잘 반영

하고 있고, 상호나 신체의 표현 등에서 수조각승 운혜雲惠의 특색 있는 조각적 경향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현재까지 운혜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송은석, 「17세기 중후반 운혜파의 조상활동 : 운혜와 경림」, 『미술사와 시각 

문화』 9,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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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consisting of three buddhas — Sakyamuni in the center with Bhaisajyaguru 

and Amitabha on the sides — was crafted by the group of monastic sculptors led by Monk 

Unhye in 1650. This triad features a greater height at the knees and more ornate drapery folds 

compared to Buddhist statues from the earlier part of the 17th century, serving as a critical 

source of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the sculptural style of 17th-century 

Buddhist statues. It also aptly reflects the popular aesthetic sense of the time, and the masculine 

faces and energetic bodies manifest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Monk Unhye. In particular, 

it is his earliest known artifact and therefore takes on great significance for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eodo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715

Joseon (1650) 
Buddhist statues: 3 items, 2 dedicatory inscriptions
Wood
Sakyamuni: H. 127.8 cm
Bhaisajyaguru: H. 114.5 cm
Amitabha: H. 115.0 cm 
Seod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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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국사는 1909년 일본인 조동종 승려 금강선사錦江禪師가 개창한 일본식 사찰로, 주불전인 대

웅전은 등록문화재 제64호로 등록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원래 금산

사 대장전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 종무원장으로 재직 하던 

1950년대 후반에 이곳으로 이안하였다고 전한다.

이 삼존상은 복장 발원문에 의해, 순치順治 7년(孝宗 1, 1650) 6월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여 9월 2

일에 제작을 마치고 금산사에 봉안한 불상이다. 불상 조성에는 벽암 각성碧巖 覺性(1575~1660)과 호연 태호

浩然 太浩(1564~1652)등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대덕을 증명으로 내세워 불사佛事를 이끌었고, 이에 화

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승속의 사부대중이 시주자로 동참하여 이룩한 17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불상 가

운데 하나이다. 불상 제작에는 응매應梅를 비롯한 관해寬海, 천명天明, 성율性律, 노원魯元, 사준思俊, 뇌인雷忍  

등 6명의 승려 조각가들이 제작하였다. 석가여래상에 불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응매應梅는 1614년 수화원 

각민覺敏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한 분이고, 차화원次畵員 관해寬海는 1633년 인균 

印均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성율性律 

은 1633년 수화승 무염無染과 함께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이 발원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인三印, 신경信冏, 도우道雨, 쌍조雙照, 희장熙莊, 삼인三忍, 혜희惠熙, 덕명德明, 단응丹應, 성조

性照, 지견智堅, 영철灵哲 등 17세기 중엽경 활약했던 수많은 조각승들이 품앗이하듯 시주자로 참여하여 불

사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함양 법인사의 불상에서도 확인되는데, 불상 조성을 통해 승려 

또는 조각승들간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어 흥미롭다. 

삼존의 구성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와 석가의 상수제자上首弟子인 가섭과 아난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며, 본존불의 크기가 150cm에 육박하는 대형작품에 속한다. 석가여래는 중후

하고 자비로운 모습이며, 가섭과 아난은 실존 인물처럼 늙은 비구과 젊은 비구의 모습으로 상호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의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 흙으로 완성한 ‘목심소조불상’이다. 본존 

불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커 듬직한 형태미를 보이고, 큼직한 콧망울과 양 볼과 턱 선을 두툼하고 양감 넘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38

보물 제1718호

1650년
불상 3구, 발원문 3점, 복장유물 373점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7.0cm
가섭존자입상 높이 159.5cm
아난존자입상 높이 160.0cm
동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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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삼존상



240 조선시대

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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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처리하여 중후한 인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얼굴은 1633년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

좌상이나 1630년대 조성으로 보이는 익산 심곡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과 관련성이 깊다.

착의형식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장의 대의로 걸쳐 입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

은 변형의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선의 강약 변화가 거의 일정한 직·곡선을 사용하였

으나 흙으로 빚어 부드럽고 율동적이며, 골이 깊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반전하며 내

려온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쳤고, 무릎 앞쪽으로 파

형을 이루며 펼쳐진 부채꼴 주름은 17세기 전·중엽경에 활동한 조각승 인균파印均派의 영향이 엿보인다.

가섭은 석가불의 왼쪽에서 가사장삼을 편단우견으로 걸쳤고, 이齒를 드러내고 밝게 미소 지었으며, 

주름과 노쇠한 골근骨筋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여 노老 수행자의 풍모를 잘 연출하였다. 아난은 젊고 잘생긴 

비구의 모습인데,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두 손을 모으고 총기 충만한 모습이다.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시주질施主秩과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불상을 만든 조성주체는 물론, 면금面金, 체금體金, 니금泥金, 오금烏金, 체목體木, 하엽荷葉, 포단圃團, 수도황

水塗黃, 진분眞粉, 황단黃丹, 복장腹莊, 어교魚膠, 삼록三綠 등 제작에 사용된 물목, 그리고 천 여 명의 많은 시

주자 등 17세기 중엽경의 불상 제작에 따른 재원과 물목, 승속 간의 협력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이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보이는 양감이 강조된 중후한 얼굴과 무게감과 안정감이 강조된 장중한 신체,  

소조기법을 잘 활용한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럽고 율동적인 선묘 등에서 종교 조각으로서의 완성도를 고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조각유파인 응원·인균파 조각과 깊은 관련성을 

있는 것으로서, 이 불상을 통해 어느시기보다 조각승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17세기대, 조각승간의 협력과 교

류, 기법의 전승 등을 연구하는데 유익한 자료이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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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석가여래 시주질

아난존자 발원문

후령통 일괄

오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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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ion of this Sakyamuni triad began in June 1650 and was completed on 

September 2 of the same year. It was originally enshrined at Geumsansa Temple, but later 

transferred to its current location. Prominent Buddhist leaders of the time such as Monk 

Gakseong (known as Byeogam) and Monk Taeho (known as Hoyeon) took the initiative in its 

production, and more than a thousand Buddhist practitioners and believers contributed funds. 

The master sculptor Eungmae and six other monastic sculptors (Gwanhae, Cheonmyeong, 

Seongnyul, Nowon, Sajun, and Noein) performed the carving. The voluminous and dignified 

face, grave form, and soft and rhythmical silhouette manifested here suggest similarities with 

the work of monastic sculpture groups led by Eungwon, Ingyun, or Muyeom, the definitive 

artist-monks of the early and mid-17th century. The votive objects found inside this triad serve 

as critical sources of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ceremonial process of inserting objects 

into Buddhist statues during the mid-17th century. Among the votive objects are a dedicatory 

inscription and a list of donors, which provide information on the names of more than one 

thousand people involved in its production and therefore help heighten the understanding of 

the production process for Buddhist statues. 

Clay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Dongguksa Temple, Gunsan

Treasure No. 1718

Joseon (1650)
Buddhist statues: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s: 3 items, excavated relics: 373 items
Clay
Sakyamuni: H. 147.0 cm
Kasyapa: H. 159.5 cm
Ananda: H. 160.0 cm
Do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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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상은 불상의 바닥면에 불상 조성과 관련된 묵서가 남아 있다. 묵서에는 순치順治 8년 경인庚寅

(1650) 8월에 지근知根을 증명으로 하여, 무염無染, 덕명德明, 천유天游, 경성敬聖, 설엄雪嚴 등의 조각승과 화사

化士 덕인德忍에 의해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묵서에 기록된 순치 8년은 신묘辛卯에 해당

하기 때문에 순치順治 7년 경인庚寅과는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

던 간지를 기준으로 제작 시기를 따르는 것이 통례이므로 경인년, 즉 1650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불사에 참여했던 증명과 조각승, 화사 등이 같은 해 같은 달 무주 관음사 관음보살상을 제작한 바 있어 이

를 뒷받침한다. 이 묵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각승의 이름 위에 수법화원受法畵員, 양사養師, 수화首畵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참여한 조각승의 위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1861년에 작성된 개금 중수

기에는 원래 대둔산 안심사安心寺 심검당에 봉안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시기에 비래사로 옮겨진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수조각승 무염은 1624년 순천 송광사 광원암의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발원문에 화주로 처음 등장

하고, 이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을 시작으로 1652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

존상에 이르기까지 17세기 중엽까지 활발한 활동한 한 17세기의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중 하나이다. 양

사養師로 기록된 성수는 수조각승 무염과 함께 1633년에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1635년에

는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다. 1653년에는 수조각승 해심과 함께 고창 문수사 목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조성하였다. 덕명은 무염을 도와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지장보살삼존상을 제작하였다. 무염의 조각 유풍은 해심이나, 도우 등으로 계승되고 있다. 한편 불상의 중

수 개금은 1861년에 세원世元과 선율善律 등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화승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로자나불은 최근에 지은 대적광전의 높은 수미단 위에 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한 머리에는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 반달형의 중앙계주를, 정상에는 구슬모양의 정상계

주를 나타내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호남형인데,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부풀린 눈두덩에 굽어보듯 고요하게 

처리한 눈매가 인상적이며,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둥글린 턱 선에는 살집이 두툼하여 중후한 모습이다. 이러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39

보물 제1829호

1650년
1구
목조

높이 85.0cm
비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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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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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얼굴모습은 길쭉한 형태의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1635년)이나 동글동글한 동안형의 영광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상 등 전반기 작품에 비해 한층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다. 착의는 변형의 편단우견이며, 가슴

에는 비스듬히 접은 군의를 탄력 있게 표현하였으며, 불의佛衣는 대체로 신체와의 긴밀하게 교감하며 신체의 

윤곽선을 잘 드러나게 표현하였다. 주름의 세부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듬직한 신체의 실루엣을 강

조하였고, 하체에는 율동적인 주름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여 나름의 멋을 부렸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치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로 지그시 누

르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지권인을 결하고 있다. 이러한 지권인은 명대明代 비로자나불에서 나타나는 수인

으로, 무염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1633년에 조성된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불상을 비롯하여 1624년에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밑면 묵서를 통하여 1651년(효종 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무염無染이라는 조각승 등 제작주체가 분명하여,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특히 주먹 쥔 오

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듯 표현한 지권인은 이 시기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신체의 연결과 옷 주름의 흐름이 조화롭고 세부의 표현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만년기 무르익은 무염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손영문

우측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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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irocana image is rendered slightly smaller than life size, exhibiting an overall 

sense of calmness and tidiness. Not distinctively separated from the skull protuberance, but 

jointly expressed instead, the head is densely covered with conical curls of hair and features a 

hemispheric jewel on top and a crescent jewel in the middle. The outer robe runs from the right 

shoulder through the right elbow and over the left shoulder to create a U-shaped line on the 

belly. The revealed undershirt makes a straight line across the stomach. The Vairocana sits in 

the position of subjugating Mara, and displays the unity hand gesture with the right-hand index 

finger covered by the left. 

An ink inscription found on the underside of this statue note that it was created in 1651 

by the monastic sculptor Muyeom. Boasting a well-balanced posture and elegant delicate 

drapery folds, this Vairocana image is evaluated as one of the definitive works of the early and 

mid-17th century sculptor Muyeom.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iraesa Temple, Daejeon

Treasure No. 1829

Joseon (1650)
1 item
Wood
H. 85.0 cm
Bira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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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극락전의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

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둔 삼존좌상이다. 아미타불상의 바닥면에 쓰여진 묵서명과 관음보살상 복장에

서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에 의해 이 삼존불상은 임란 후 조선 불교 교단의 중흥을 이끌던 고승 벽암 

각성이 신흥사를 중창하던 1651년에 조각승 무염無染이 도우道祐, 해심海心, 덕명德明, 처상處常, 성잠性岑, 원

철元哲, 도래道來, 민기敏奇, 의신義信, 영택靈澤, 영봉靈峰, 처인處仁, 일상日祥 등 모두 13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명부전의 지장보살삼존상도 함께 조성되었는데, 무염은 전라도 지역을 중

심으로 활동하던 조각승이어서 아마도 벽암각성과의 인연으로 인해 신흥사 불사에도 참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인 아미타불좌상은 불단 위에 다시 난간이 달린 정교한 팔각수미좌를 두고 그 위에 결가부

좌하였다. 촘촘한 나발로 이루어진 머리칼 사이로 이마와 정수리 사이에 중간계주와 정수리 위의 정상계주

가 막 떠오르는 달처럼 살짝 표현되었다. 얼굴은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여 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특히 

눈두덩, 코, 턱 등의 양감이 강조되었고, 귓불 역시 양감이 두툼하여 인간적 면모가 느껴진다. 한편 콧날이 

이마에서 평평하게 이어지지 않고 한번 꺽여서 높아지는 방식은 무염과 그 계보의 조각가들 사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더불어 입가에 머무는 미소는 아미타불의 자비로움을 시각적으로 적절히 

묘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착의법을 보면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그 안에 편삼을 입은 조선시대 불상의 일반적인 형식을 

답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오른쪽 어깨를 대의로 살짝 덮는 형식이 아니라 팔굽 아래까지 완전히 덮고 있어 

조금 다르다. 아마도 전체적인 양감을 강조하기 위해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사를 더 넓고 둥글게 표현한 것

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신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옷깃이 작게 반전되고 있는 부분은 자칫 허전해 보일 

수 있는 상체의 옷자락에 율동감을 부여한다. 가슴은 양감이 없이 평면적이지만 어깨가 넓으면서도 완만하

게 둥그스름하며 어깨를 덮은 옷주름의 표현도 깊게 파내는 대신 얕으면서도 유려한 곡선으로 처리하여 불

상의 양감이 간접적으로 느껴진다. 배 위로는 내의가 지나고 있는데 별다른 주름이 없이 단순하게 수평으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束草 新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40

보물 제1721호

1651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64.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46.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0.0cm
신흥사



249Joseon Dynasty

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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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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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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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흐르는 것은 17세기 불상의 대체적인 특징이다. 별도로 만들어 꽂은 두 손도 얼굴처럼 양감이 풍부한데 

수인은 엄지와 검지 끝을 맞댄 하품중생인으로 손가락마다 미묘한 각도의 변화를 주어 섬세한 생동감이 있

다. 불의佛衣의 옷자락은 깊지 않으면서 탄력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두텁지 않아 몸에 긴밀하게 밀착되어 신체

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결가부좌한 하체의 무릎폭은 비교적 넓어 불좌상은 전반적으로 정삼각형에 가까운 안정적인 구도

를 보여준다. 교차한 발목에서 양쪽 무릎 방향으로 간격이 조밀한 세 줄의 옷주름이 완만한 호를 그리며 평

행하게 묘사되었고, 그 사이로는 다시 굵고 넓은 옷자락이 부채꼴처럼 펼쳐지고 있다. 

양쪽 협시보살상의 표현양식은 본존불상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부처와 보살의 위계차이를 표현

하기 위해 협시보살은 본존불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불두와 불신의 비례에 있어서도 본존불은 불두가 

불신에 비해 큰 편이고, 협시보살은 상대적으로 불두가 작다. 보살이 착용한 보관은 앞뒤가 측면에 비해 약

간 높은 원통관에 화염보주의 장식이 붙고 측면 아래로 각각 두 줄의 띠가 흘러내려 ‘S’자로 휘날리는 형태

인데, 보관 정면에는 좌·우 협시 각각 화불과 정병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보관은 원래의 것은 아니고 후

에 보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두 보살의 수인도 본존불과 같은 하품중생인인데 다만 좌협시 관음보살

은 세지보살이나 본존불과는 반대로 왼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오른손을 무릎 높이로 내리고 있어 중앙의 

부처로부터 먼 바깥 쪽 손을 들고 있도록 했다. 또한 관음보살은 가슴 아래로 지나는 내의 자락이 주름져 

있지만 세지보살은 주름이 없이 지나고 있어 두 보살에 변화를 주려고 했다. 

조각승 무염은 조선 후기에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그 작품의 경향도 시기별로 변화하고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편인데, 이 작품은 그의 실력이 한참 무르익었을 시기의 작품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조각승들만을 기록에 남기는데, 관음보살상 복장에서 발견

된 축원문에는 불상을 만든 조각승들을 ‘조성화원질造成畵員秩’, 불상의 밑그림을 그린 화승들을 ‘화성화원질

畵成畵員秩’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 특이하다. 이 불상의 특별한 조형성도 이러한 공동작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주수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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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at the Amitabha Hall of Sinheungsa Temple in Sokcho takes 

Amitabha as its central buddha and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as the two attendant 

bodhisattvas. The central buddha is 164 centimeters tall, and the bodhisattvas on the sides are 

slightly smaller at about 150 centimeters. Records found on the underside of the Amitabha and 

from a dedicatory inscription note that the triad was crafted in 1651 by Monk Muyeom and 13 

assistant monastic sculptors.

The face of the Amitabha generally offers a voluminous impression, and ample feelings 

are accentuated particularly in the upper eyelids, nose, and cheeks. The bridge of the nose does 

not run straight from the forehead, but makes an abrupt downward turn and then rises again, 

a common characteristic of Muyeom’s work. The two arms, separately made and then joined 

to the body, also demonstrate a copious sense of volume. With the thumb and middle finger 

touching, the right hand displays a gesture suggesting the heaven of the intermediate class 

from the lower category among the nine grades of rebirth. Each of the five fingers is delicately 

expressed and features a different angle of bending to appear lively. It is noticeable that a 

celebratory note found in the Avalokitesvara records the names of the monastic artists involved 

in its production, but in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for sculptors and another for those who 

drew the preliminary sketches.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inheungsa Temple, Sokcho

Treasure No. 1721

Joseon (1651)
3 items
Wood
Amitabha: H. 164.0 cm
Avalokitesvara: H. 146.5 cm
Mahasthamaprapta: H. 150.0 cm
Sinh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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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의 지장보살좌상과 좌우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입상이다. 극락

보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이 목조지장보살

삼존상은 1651년 8월 조각승 무염無染이 도우道祐, 해심海心, 덕명德明, 처상處常, 성잠性岑, 원철元哲, 도래道來, 

민기敏奇, 의신義信, 영택靈澤, 영봉靈峰, 처인處仁, 일상日祥 등 13명의 조각승과 함께 조성한 것이다. 조각승 

뿐 아니라 화성화원畵成畵員 명단도 기록에 남겼는데, 아마도 초안을 그리거나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의 채색

을 담당한 화원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명부전에 함께 봉안되는 일괄존상인 시왕, 판관, 사자, 동자

상의 시주질 기록이 있고,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 속 명부전에는 시왕상이 보여서 원래는 모두 함께 조성했

으나 나머지는 전쟁 기간에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 지장보살좌상은 승려와 같은 민머리를 하고 있으며, 얼굴은 달걀형으로 갸름하다. 게슴츠레한 

눈, 반면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이 보여주는 독특한 표정은 무염의 조각에서 자주 사용된 특징이다. 

한편 콧날이 이마에서 평평하게 이어지지 않고 한번 꺾여서 높아지는 방식도 무염과 그 계보의 조각가들 사

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귓불은 양감이 두툼하고 앞에서 볼 때 앞쪽으로 많이 펼쳐진 느낌이 

들어 중생들의 바램을 더 잘 들어줄 듯 보인다. 

착의법은 가사를 편단우견에서 오른쪽 어깨를 살짝만 덮은 변형편단우견으로 걸치고 그 안에 편삼

을 입은 모습인데 오른팔에 걸친 편삼은 배 앞에서 가사 안으로 말아 넣었다. 가슴에는 인체의 양감이 표현

되지 않아 평평한 반면 배는 볼록한데 그 위를 내의가 세 줄의 평행한 주름을 만들며 덮고 있다. 수인은 엄

지와 중지를 맞대고 하품중생인을 결했다. 손에도 은은한 양감이 표현되었고 손가락의 미묘한 움직임이 섬

세하다. 결가부좌한 하체의 무릎 폭은 전체적인 비례로 볼 때 안정적으로 넓은 편이다. 교차한 발목에서 무

릎 방향으로 간격이 좁은 옷자락이 평행하게 흐르고, 그 사이로는 굵은 옷자락이 부채꼴처럼 펼쳐지는데 

다소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조각적 힘이 느껴진다.

합장을 한 좌우협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주존인 지장보살상의 크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다. 입

상과 좌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얼굴의 크기 등을 보면 협시보살로서는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도명존자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41

보물 제1749호

1651년
3구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98.4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40.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55.5cm
신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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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상 세부



257Joseon Dynasty

도명존자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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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 모습은 본존 지장보살 및 기타 무염이 조성한 불상의 얼굴 표현과 동일하여 함께 만들어진 상임에

는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도명존자는 청색 장삼 위에 붉은 색 가사를 둘렀는데, 특히 가사의 접힌 옷주름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였고, 그 주름을 따라 가사에 있는 둥근 금박문양이 접혀있는 모습까지 정교하게 그려 

넣었다. 장삼에도 둥근 구름문양의 금박이 표현되어 있고, 장삼과 가사의 끝단은 화려한 채색으로 화운문

花雲紋을 그려 넣었다. 장삼의 안쪽은 분홍색으로 처리했고, 신발에도 채색문양을 넣어 매우 정교하다. 다리  

뒤로는 네모난 복장공을 마련했다.

원류관을 쓴 무독귀왕상은 얼굴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표현했지만 기본 생김새는 무염이 조성한 불

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흉배가 달린 붉은색 관복을 입었는데 관복의 안쪽은 청색과 분홍색이다. 흉배와 

관복의 끝단 및 어깨 장식은 화려한 화운문으로 장식되었다. 

무염은 17세기에 활발한 조상활동을 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서 특히 신흥사 지장보살삼존

상은 그의 불·보살상 조성기법 뿐 아니라 도명존자와 무독귀왕과 같은 주변 권속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

려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또한 그의 활동시기 중 전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절정의 시기에 만든 작품

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들 불상을 조성할 때 무염 아래에서 함께 작업한 해심은 다시금 1654년 

영광 불갑사 명부전 조상에 무염과 함께 참여하여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및 시왕상 등을 조성하였

는데, 이때는 해심이 주로 작업을 한 때문인지 신흥사 지장삼존상과는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어 상호간에 

좋은 비교가 된다. | 주수완

지장보살삼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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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at the Myeongbujeon (Judgment Hall) of Sinheungsa Temple in 

Sokcho, consists of a seated Ksitigarbha in the center with a standing Domyeong and Mudokgwi 

on the sides. It was crafted in August 1651 along with the Amitabha triad found in the 

Geungnakbojeon Hall of the same temple by the head sculptor Muyeom and 13 other assistant 

sculptors. A record on its construction presents a separate list of painters on top of the list of 

sculptors;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preliminary sketches or for applying 

paint on the two attendant statues. 

The Ksitigarbha’s unique expression on its the oval face, half-closed eyes, and gently 

smiling mouth is common among Muyeom’s sculptural work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the ridge of the nose that does not run straight from the forehead but makes a sharp downward 

turn and then rises again is another characteristic defining the style of this school. Domyeong, 

placed to the left of the main buddha, wears a blue robe with a red outer robe. The drapery 

folds on the red outer robe are delicately expressed to the extent that the round golden patterns 

on it are doubled along the drapery folds.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of 
Sinheungsa Temple, Sokcho

Treasure No. 1749

Joseon (1651)
3 items
Wood
Ksitigarbha: H. 98.4 cm
Domyeong: H. 140.0 cm
Mudokgwi: H. 155.5 cm
Sinh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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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대에 크게 유행한 삼불형식인데, 즉 중앙 사바세계裟婆世

界의 교주敎主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측에 동방 만월세계 약사여래, 우측에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여래를 배

치한 이른바 삼세불 형식이다. 삼불상은 모두 머리의 앞부분과 귀, 몸통, 무릎, 수인 등 주요 부분을 이어 

붙여 제작한 접목조로 제작되었다.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치고 항마촉지인을 결하였고 좌

우 협시불은 이중착의법으로 걸쳐 입어 본존불과 차별을 주었다. 수인은 좌우 불상 모두 무릎 위에서 왼손

은 손등을,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댄 설법인을 취하였다. 

우협시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불상은 수도산 봉은사 대웅전에 봉안하

기 위하여 1651년(효종 2)에 승일勝一, 이일離一, 위의衛義, 성조性照, 도잠道岑, 뇌일雷日, 명눌明訥, 삼응三應, 초

언楚彦, 계철戒哲 등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이다. 한편 아미타불과 대응하는 좌협시 약사불상은 형태나 양

식, 세부표현 등에서 아미타불상과 차이가 없이 거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 조각승들에 의해 조

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존불은 이들과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조성 시점과 조각승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사유는 1765년 삼불상에 대한 개금중수를 실시하고 남긴 중수기에 잘 담겨 있다. 

이 중수기에 “건륭 30년(1765, 영조 41) 3월에 수도산 봉은사 대광보전大光寶殿의 사바교주 석가모니불 동방

교주 약사여래불 서방교주 아미타불 등 삼세여래존상의 개금불사를 3월 19일에 시작해서 4월 초 3일에 마

쳤습니다 …… 옛 구전에 인仁씨나 자慈씨의 양궁에서 삼세불상을 봉안하고 이곳으로 이안한 후 기사년己巳

年에 불이 나서 새로 석가불상을 조성 봉안했다고 합니다 …….”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765

년에는 이미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삼불상이 대광보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본존 

석가여래는 기사년己巳年 실화로 훼손되어 새로 조성한 불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상이 최초로 조성된 

1651년에서 1765년 사이의 기사년은 1689년과 1749년 두 해가 해당되는데, 석가불상에서 보여주는 양감

이 풍부한 얼굴과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형태미, 간결한 힘이 강조된 선, 무릎 앞으로 펼쳐진 입체적인 주름,  

꽃무늬로 형식적으로 주름잡은 군의 등은 17세기 중·후반경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1689년경에 새로 조성한 상으로 추정된다.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서울 奉恩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42

보물 제1819호

1689년 경(본존 석가여래좌상), 1651년(좌우 불상)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6.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7.0cm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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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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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263Joseon Dynasty

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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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석가여래삼불상은 1651년에 조성된 이후 본존 석가여래만 1689년(己巳年) 실화失火로 훼손

된 것을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제작하여 삼불로서의 존격을 유지시켜 왔다. 좌우 협시인 약사여래와 아미타

여래는 17세기 전반부터 현진, 무염, 청헌 등과 작업을 함께 하면서 역량을 키워 온 승일이 수조각승으로 참

여한 작품이다. 둥근 머리에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갖추었고, 둥글고 넓적한 얼굴, 깊

은 사유에 잠긴 반개한 짧은 눈매, 곧고 반듯한 콧날,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얇은 입술 등은 조각승 승일勝一 

의 조각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상체에는 깊이의 변화가 거의 없는 힘 넘치는 선들을 사용하되, 불필요

한 주름은 과감히 생략하여 여백을 강조하였고, 결가부좌한 무릎 아래로는 넓은 띠주름을 ‘八’자 모양으로 

펼치고 그 좌우로 간결한 사선주름으로 담백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머리는 크게 조성하여 예배자의 시선

이 상호에 집중되게끔 하였고, 듬직한 어깨와 허리폭을 비슷하게 처리하고, 무릎은 높이와 넓이가 적당하여 

안정감이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불신佛身 형태나 비례, 선묘의 특징은 영광 불갑사 대웅전 약사불상이나 

하동 쌍계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등 승일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불상에서도 확인되어 선배 조각

승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쌍계사 대웅전 불상 등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불상의 무릎 표현

과 달리 좌우 2단으로 넓게 펼쳐진 무릎 주름이 간격을 좁혀 긴장감을 높혔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본존 석가불상은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좌우 협시불과 조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좌우 협시불의 양식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화로 소실된 바로 직후인 1689년경에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

다. 이 삼불상은 발견된 조성기와 중수기를 통해 불상의 조성과정과 소실 후 불상의 복원과정, 그리고 중수

과정 등을 복합, 중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비록 본존불이 소실되어 약간 늦은 

시기에 보충되었지만, 1689년경부터 하나의 석가여래삼불 형식으로 봉안·신앙되어 왔기 때문에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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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three statues forming this triad, the two attendant buddhas (Bhaisajyaguru and 

Amitabha) were created in 1651 by the master sculptor Seungil with the help of nine assistants. 

A record on the re-gilding carried out in 1765 reveals that the central Sakyamuni Buddha made 

in 1651 alongside the other two was lost to a fire in 1689 but promptly reproduced. The height 

of the central buddha is about 30 centimeters greater than the other two, and it displays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Although the central buddha was created by a different sculptor, it 

still manifests sculptural excellence. Complete with exact information on the names of sculptors 

and donors involved in its production, this triad serves as a critical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Buddhist sculpture of the mid- and late 17th century.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ongeun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19

Sakyamuni: around 1689, attendants: 1651
3 items
Wood
Sakyamuni: H. 146.5 cm
Bhaisajyaguru: H. 115.0 cm
Amitabha: H. 117.0 cm
Bonge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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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사의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좌우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

상으로서 1910년경 전주 위봉사에서 이안했다는 설이 있었다. 한편 개금불사 중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全羅道 全州府○○”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봉안처는 알 수 없고 다만 전주 일대의 사찰에 봉안되었던 사실만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순치9년인 1652년에 조각승 무염이 신경信冏, 심인心印, 혜단惠端, 경성敬性, 영택灵擇,  

학매學梅 등 6명의 조각승과 함께 조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 불상은 불과 1년전에 무염이 속초 신흥사

에서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만든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양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은은하게 표현된 육계와 촘촘한 나발로 머리칼을 표현하고 이마 위에는 반달 같

은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굵은 기둥처럼 생긴 정상계주가 달렸다. 얼굴은 턱이 각이 진 편이며 전반적으로 

신흥사상보다 넓어진 느낌이다. 턱과 볼 등에 은은한 양감을 넣었고, 가늘게 뜬 눈으로 예불자를 지그시 응

시하는 듯하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귓불이 유독 두툼하고 커서 어깨까지 늘어지며 앞쪽으

로 많이 펼쳐진 편이어서 귀가 특히 강조된 느낌이다. 

양 어깨를 감싸며 내려오는 옷자락은 오른쪽 팔을 돌아 배 앞에서 대의 자락 안으로 말려들어갔는

데, 이러한 옷자락은 보통은 배의 절반 중앙까지만 덮지만, 여기서는 중앙을 넘어 왼쪽 허리쪽 방향으로 더 

넓게 펼쳐지면서 들어가는 것도 특이하다. 왼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옷자락이 지그재그형태로 한

번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신흥사 아미타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옷자락이 더 굵고 둔중한 느낌

이 든다. 수인은 오른팔을 가슴 높이로 들고 왼팔은 오른쪽 무릎 언저리로 내려 엄지와 검지를 맞댄 하품중

생의 수인인데, 신흥사상은 이 왼손을 거의 왼쪽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리고 있는 반면, 여기서는 어느 정

도 거리를 두고 팔을 들고 있는 형상이어서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신흥사 아미타상에 비해 상체가 더 늘

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떠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별도로 만들어 꽂은 두 손은 가늘면서도 은은

한 양감이 표현되었고, 미묘하게 변화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하체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굵고 불규칙한 형태로 종아리 위를 흐르고 있는데 동시대 불좌상들과 

달리 옷주름이 좌우 비대칭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가부좌한 다리 위로 올라온 오른발 아래에 물결치는 옷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43

보물 제1853호

1652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2.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40.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36.0cm 
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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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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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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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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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을 하나 더 추가한 것도 특징인데,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불규칙하면서 굵고 복잡하게 흘러내리는 옷자

락은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관세음보살좌상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화염보주, 국화문, 연봉, 봉황 등이 다소 무

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가득 부착되어 있다. 보관의 양 옆으로는 띠매듭이 펄럭이고 있고, 그 아래

로 2개의 띠가 ‘S’자형을 그리며 휘날리고 있는데, 다시 그 띠 끝에 화염보주가 장식되어 있어 매우 치밀하다. 

그러나 관음보살의 상징인 화불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의문이다. 대신 손에 정병으로 추정되는 지물을 들고 

있는데, 삼국~통일신라시대 도상에서 관음보살이 정병을 든 예가 있어 참고가 된다. 대세지보살은 관음보살

과 거의 흡사하며, 다만 보관에 정병이 부착되어 있어 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관 정면 상단에 연

화화생, 혹은 화불로 추정되는 도안이 보여 특이하다. 수인은 관음보살과 좌우가 대칭으로 다르다. 옷자락의 

처리나 인체의 양감 표현, 팔에 비해 다소 작으면서 섬세한 손 등은 본존불상과 유사한 편이지만, 본존불상

에 비해 미소가 덜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표정이고, 대의로 말려들어간 편삼 자락이나 결가부좌한 다리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신흥사 아미타삼존상에서처럼 좌우대칭적이고 간격이 조밀한 층단식 옷주름으로 처리

되어 본존불과는 다른 조형성을 보여준다. 아마도 무염이 이끈 조각승들이 투입되었지만 본존불상을 조각한 

사람과 보살상을 조각한 사람들 사이에는 다소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흥

사 협시보살상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은 가슴에 목걸이 장엄을 하고 있다는 것과 수인이 연꽃 가지를 든 형

태라는 점이다. 목걸이 장식과 연꽃을 지물로 든 점은 이 삼존상이 보다 장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염은 이로부터 4년 뒤인 1655년에 인근 완주 송광사 나한전에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오백나한상 

일괄을 조성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또다른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어 한 유파의 양식이 형성, 변화하고 정착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 주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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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in the Amitabha Hall of Jeongsusa Temple in Wanju, consists of the 

Amitabha Buddha in the center, and the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s to 

the left and right. They were carved in 1652 by the lead sculptor Muyeom with the assistance of 

six other monastic sculptors. Although there appear some Chinese characters in the dedicatory 

inscription describing the original place of enshrinement, their full origins cannot be fully 

confirmed.

The Amitabha gives off gently voluminous sensations in the chin and cheeks, gazes 

at worshipers through slightly open eyes, and features a gentle smile. Its ears are particularly 

accentuated by the large, thick earlobes that hang loosely to touch the shoulders. In contrast 

to the symmetry in the drapery folds of contemporaneous statues, the robe that runs over the 

lower body of this image features asymmetrical folds and therefore offers a natural and dynamic 

impression. The crowns of the Avalokitesvara and the Mahasthamaprapta are lavishly decorated 

with patterns of flames, chrysanthemum flowers, lotus buds, and phoenixes. The Avalokitesvara 

holds a kundika water bottle, while the Mahasthamaprapta has a kundika decoration hanging 

from his crown.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Jeongsusa Temple, Wanju

Treasure No. 1853

Joseon (1652)
3 items
Wood
Amitabha: H. 142.0 cm
Avalokitesvara: H. 140.0 cm
Mahasthamaprapta: H. 136.0 cm 
Jeongs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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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삼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운흥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주존 아미타불은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손을 정강이 바로 위로 낮

게 두고, 좌우 보살상은 바깥쪽의 팔을 높이 들어 전체적으로는 삼존이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이

러한 좌우대칭의 방식은 조각승 청헌淸憲에게서 시작하여 승일勝日, 응혜應惠, 희장熙藏 등으로 이어진 청헌

파 조각승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방식이다. 또한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중앙에 직선으로 흘러내린 폭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게 대칭인 옷주름들

이 배치되어 있고, 왼쪽 정강이 위로는 대의 모서리 자락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옷 표현은 특히 희장의 

작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들이어서, 희장과 도우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조각승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몸체, 표면의 옷주름이 얕고 간략하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도 발견된다. 

조각승 도우는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木造三方佛坐像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법해 

法海, 무염無染에 이은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

사에서는 무염, 승일을 이어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51년에는 속초 신흥사新興寺 극락전의 목조아

미타삼존불좌상 조성 시에 무염을 이은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무염파無染派 조각승이었다. 그러나 그가 수조

각승으로서 조성한 5건의 불상들은 무염파의 작풍과 다르며, 운흥사 삼존상처럼 오히려 희장파 작풍을 따

르고 있어서 의문이었는데, 도우의 작품 제작에 경옥, 경신, 성명, 보해 등 희장파 조각승들이 여러 명 참여

하였던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무염파에서 여러 번에 걸쳐 3위 조각승과 차조각승으로 활약

하였던 도우는 수조각승으로 독립한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염파 조각승들 보다는 청헌의 제

자인 희장파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 송은석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大邱 雲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44

보물 제1814호

1653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3.5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9.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7.0cm
운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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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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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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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riad, Amitabha Buddha is flanked by Avalokitesvara Bodhisattva on the left 

an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 on the right. Their production was led by the monastic 

sculptor Dou. The buddha makes the fear-dispelling hand gesture in the right hand, which is 

lowered to immediately above the shin. The two attendant bodhisattvas symmetrically raise 

out their respective left and right hands. This balanced sculpture was initiated by the monastic 

artist Cheongheon and succeeded by his followers, particularly Huijang. The stylistic similarities 

between Dou and the Huijang group can also be found in the voluminous face and body, as 

well as the simple, shallow, symmetrical pleats. 

The embodiment of Huijang’s sculptural style within this work by Dou can be explained 

by the participation of sculptors from the Huijang group. Dou served as the master sculptor with 

assistants from the Huijang group, rather than from the Muyeom group from which he hailed.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Unheungsa Temple, Daegu

Treasure No. 1814

Joseon (1653)
3 items
Wood
Amitabha: H. 113.5 cm
Avalokitesvara H. 109.5 cm
Mahasthamaprapta: H. 107.0 cm
Unh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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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원통보전圓通寶殿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시대 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 중의 조성기로 인해 1655년(효종 6) 법주사 관음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

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기와 화사질畵師秩에 따르면 최복崔福, 박연학朴連鶴 등 십여 인이 시주하고 혜희

惠熙, 지수智修, 성열性悅 등 20여명의 조각가가 불사에 참여했다.

3m가 넘는 크기인데도 체구가 아담한 비례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 크게 보인다. 머리에는 중

앙에 화불이 있고, 그 둘레에 화염보주火焰寶珠와 새, 연꽃이 화려하게 장식된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조선 

전기의 보살상처럼 보관에서 흘러내린 끈이 귀 옆으로 펄럭이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조각했다. 법주사 목조

관음보살좌상은 특이하게도 천의天衣 장식 일부도 가슴 앞에서 좌우 대칭으로 넓게 펄럭이는 모양으로 조각

하여 보관의 끈과 천의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귀 뒤로 날리는 보관의 끈은 보살상의 경직된 조형성을 율동

미 있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힘차게 수평으로 날리는 듯한 모습의 끈 외에도 보살상에 화려함을 더해주

는 요소들이 있다. 군의裙衣를 묶은 매듭 아래로 복부에 얕게 새긴 꽃 모양의 둥근 장식(복갑腹甲이라고 불리

기도 한다)과 다리 위에 있는 무늬가 그것이다. 특히 배 위의 둥근 장식 위로 다시 넓게 접힌 띠 매듭을 새긴 

것은 다른 보살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이다. 이 장식들이 보살상의 단조로움을 깨주고 있다.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상체, 그리고 낮은 무릎이 만드는 납작한 하체로 인해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크게 보면 사각으로 다듬어진 세 토막의 큰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조

형은 딱딱하고 평면적이며 단조롭지만 복잡하게 장식된 보관, 바람에 펄럭이듯이 수평으로 표현된 보관의 

띠와 가슴 앞의 천의로 변화를 주었다.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가 얼굴 아랫부분에 몰려있으며 코가 짧고 가

는 눈썹과 눈이 수평에 가깝게 길게 묘사된 것은 혜희 유파의 조각에 보이는 양식적인 특징이다. 

혜희는 17세기 전반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활약한 조각승 법령法靈의 제자이다. 법주

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직사각형의 상체와 긴 허리, 높이가 낮은 무릎을 가졌다는 점에서 법령이 조각한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불좌상, 청양 정혜사 목조석가불좌상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령의 조각보다 

양감이 덜하고 평면성이 더 두드러지는 점은 혜희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보물 제1361호

1655년
1구
목조

높이 235.0cm
법주사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報恩 法住寺 木造觀音菩薩坐像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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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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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살상은 단순한 조형을 화려한 보관과 좌우로 펄럭이는 띠, 군의 장식으로 보완함으로써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 보기 드물게 호화롭다. 기본적인 복식과 수인手印은 다른 불·보살상과 유사하지만 파격적

인 장식으로 조각승 혜희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제작연대와 조각가가 명확히 밝혀져 있을 뿐만 아

니라 장대하지만 소박한 조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17세기 조각 가운데 남다른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는 점에서도 독보적인 보살상으로 평가할 만하다. | 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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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atue is enshrined at the Wontongbojeon (Hall of Avalokitesvara) of Beopjusa 

Temple in Boeun. A record on its production found inside of the statue notes that it was created 

in 1655 for enshrinement at the Hall of Avalokitesvara. It relates that the production was made 

possible by donations from about ten people and with the involvement of around 20 sculptors, 

including Monks Hyehui and Jisu. 

Despite the grand size of this statue, reaching over three meters tall, its bodily proportions 

make it look rather modest and accentuate the face. The Avalokitesvara wears a high-rising 

crown lavishly decorated with an incarnate buddha in the center alongside images of flames, 

birds, and lotus flowers. As with bodhisattva statues from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era, this 

example features a painterly expression of fluttering straps hanging loose from the crown to 

the sides of the ears. What is unique about this statue is the additional fluttering expression 

of the decorative loops of the shawl on the chest. The wide forehead, short-running nose, 

slender eyebrows, and the nearly horizontal stretched eyes manifested in this statue ar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Hyehui group. 

This is a rare example of an ornately decorated late-Joseon bodhisattva statue. Although 

it is similar to other Buddhist statues in terms of the hand gesture and basic clothing system, this 

version demonstrates the artistic creativity of the monastic sculptor Hyehui through the flattering 

cloth, flamboyant crown, and ornate skirt. With the date of production and the name of its 

producers confirmed, this elaborate statue rendered on a grand siz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outstanding sculptural works of the 17th century.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 1361

Joseon (1655)
1 item
Wood
H. 235.0 cm
Beopj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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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천불전에 봉안된 아미타삼존상은 17세기 중반경 조선 불교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상이다. 

특히 이 삼존상은 경주지역에서 채석되는 연질의 석재인 불석沸石으로 조성되어, 당시 석재로 조성된 불상의 

이른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대조각가인 무염無染의 제자 도우道祐가 수화승이 되어 

1655년에 조성한 첫 작품으로서, 도우가 이끄는 화파 활동 연구에 주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년작이다. 

이 삼존상은 조선시대 석재로 조성된 불상들이 대부분 작은 규모인 것에 비해 등신대에 가까운 큰 

불상이다. 사각형의 얼굴, 넓은 어깨와 당당한 신체, 넓은 무릎의 표현에서 안정적인 구도를 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본존인 아미타여래와 협시인 관음보살·지장보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미타경전에 근거한 아

미타삼존이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인 것과 차이가 있다. 고려 말부터 지장보살이 아미타협시로 

차용되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신앙적 특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존상의 수인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조각되었는데, 일반적인 아미타설법인의 수인이 아니라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게 표현한 것은 특이하다. 이는 석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미타수인인 설법인을 조각하

기 어려워 보다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변형된 수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다른 상들보다 약간 크게 조각하여 본존의 위상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은 보관

에 화불이 있고 양 옆으로 휘날리는 관대가 있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지장보살은 스님형의 민머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관과 머리형을 제외하곤 삼존은 신체와 옷을 입은 방법 등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도우는 무염이 1633년에 조성한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을 조성할 때 차화사로 등장한 이래 1635년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상과 1651년 신흥사 목아미타불상과 지장시왕상 조성에도 차화사로 참여하는 등 스

승인 무염의 수하에서 조상활동을 하였다.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처음으로 도우가 주도하여 제작한 불상으로, 무염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그의 독창적인 작풍이 나타난다. 사각형의 힘찬 얼굴과 체구의 표현은 무염의 화풍을 잇고 있

는 것이나 입은 옷의 표현에서 옷주름을 보다 단조롭고 굵고 중후하게 새긴 것은 도우의 독창성으로 꼽을 

수 있다. 완만한 둥근 머리형에 뺨은 펑퍼짐하고 코는 짧으며 입은 야무지게 조각하여 단정한 상호를 보여주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漆谷 松林寺 石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46

보물 제1606호

1655년
3구
석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5.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지장보살좌상 높이 103.5cm
송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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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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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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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착의 형식은 대의를 이중으로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규칙적인 옷주름을 새겼다. 양팔과 팔목은 

두껍게 표현하였고 어색하게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는 불상의 재료가 비교적 연질의 석재이지만 나무

를 조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삼존상은 165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조각활동을 벌인 도우의 첫 작품이다. 아미타여래상의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을 통해 1655년(효종 6)에 조성이 확인된 기년작이다. 또한 도우가 남긴 대부분의 불

상이 목조각인 것에 비해 석재라는 재질로 조성된 귀한 사례로, 그가 1657년에 조성한 송림사 대웅전 목조

석가모니삼존불과 재질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조각적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이분희

지장보살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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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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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mitabha triad enshrined at the Cheonbuljeon Hall of Songnimsa Temple in Chilgok 

is an excellent example of Buddhist art that manifests the normative style of Buddhist sculpture 

of the mid-17th century. Made out of a soft stone from Gyeongju called bulseok, this triad is 

also an early example of stone Buddhist statues. This is the first artwork produced by Monk 

Dou after he became a master sculptor, and serves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understanding his 

sculptural style. Dou was a disciple of one of the most prominent monastic artists of the early 

17th century, Muyeom.

In this artwork, Dou transmitted Muyeom’s style, but at the same time developed his own 

preferences. The strong and stout face and body rendered in a rectangular form is something 

he inherited from Muyeom, while the rather simple but strong and dignified expression of the 

drapery folds reflects Dou’s independent creativity. 

As Dou’s works surviving to the present are mostly in wood, this provides a rare example 

of his efforts in stone. This stone triad can be compared to Dou’s 1657 creation in wood — the 

wooden triad in the Daeungjeon Hall (Treasure No. 1605) — for analyzing sculptural differences 

stemming from the material.

Stone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ongnimsa Temple, Chilgok

Treasure No. 1606

Joseon (1655)
3 items
Stone
Amitabha: H. 125.0 cm
Avalokitesvara: H. 101.5 cm
Ksitigarbha: H. 103.5 cm
Songn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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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 대웅전은 조선시대 양란을 겪은 후 재건된 불전으로, 내부에 거대한 수미산 형태로 조성된 

불단 위에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삼불상의 존명은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로 조선 후기에 유

행했던 삼세불 봉안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이 삼불상의 복장에서 「창원웅신사신조불상시주기昌原

熊神寺佛像施主記」가 발견되어 1655년 수화승 녹원鹿苑이 이 삼불상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불

교조각사의 기준작이다.

조성시주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창원 웅신사熊神寺에서 1655년 봄부터 불상제작을 시작하여 그 해 

가을에 조성공사를 마치고 복장 점안을 하여 봉안되었다고 한다. 이 불상의 조성에 녹원鹿苑, 지현知玄 등 

11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 녹원은 이 삼불상 시주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1659년에 기장 장안사 석

가여래삼불상과 1673년 웅천 성흥사 목조지장시왕상을 조성할 때 수조각승으로 등장하여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조각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주기와 더불어 1729년 개금기와 1929년 개금중수기 원문이 함께 발견되어 사찰과 불상의 

이력을 알 수 있었다. 1729년 개금기에는 사찰명이 성주사聖住寺로 기록되어 있다. 1729년 이전에 이 불상이 

웅신사에서 성주사로 이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삼불상의 구성은 과거 약사불, 현재 석가불, 미래 아미타

불이라는 삼세의 시간적 세계사상과 사바세계 교주 석가불과 동방에 있는 약사 유리광세계의 교주인 약사

불과 서방에 있는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불이라는 공간적 세계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삼세불 신

앙은 현세에서의 기복신앙인 약사불의 구병求病신앙과 내세에서의 아미타 극락왕생신앙이 결합하여 대중들

에게 더욱 사랑받았던 신앙이다. 

삼불상 가운데 중앙의 석가여래를 다른 조상보다 더 크게 조성해서 본존임을 나타내었고 두툼한 어

깨와 당당한 체구, 높고 넓은 무릎으로 안정적인 신체비례를 보인다. 석가여래는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대칭적으로 설법인을 하고 있는데, 손의 표현이 자연스럽다. 삼존 모두 긴 사각형

의 얼굴에 일자로 이마선을 긋고 이마는 가로로 넓은 편이다. 특히 양귀는 거의 얼굴 길이와 같을 정도로 길

고 크게 조각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개한 눈에 짧은 콧등에서 돌출한 코와 다문 입술에서 단정함이 느껴지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47

보물 제1729호

1655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8.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2.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2.5cm
성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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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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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이다. 두꺼운 옷자락과 주름은 목조각에서 나타나는 경쾌하고 단순한 선으로 표현하였는데, 특히 석

가여래와 약사여래의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옷자락 단을 마무리한 선에서 작가의 작풍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삼불상은 당시 조선 후기 유행했던 신앙경향을 잘 보여주는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로 구

성된 삼세불상이다. 조성연대와 작가가 확실한 불상으로 17세기 중반 조선 불교조각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 녹원의 작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 이분희

아미타여래좌상(우) 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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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enshrined in the Daeungjeon Hall of Seongjusa Temple in Changwon, consists 

of Bhaisajyaguru, Sakyamuni, and Amitabha, representing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belief in this triad enjoyed great popularity as Bhaisajyaguru, or the Medicine 

Buddha, is associated with current wellbeing and Amitabha with rebirth in the Pure Land of the 

West. The record on donations found inside of the triad notes that it was created in 1655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aster sculptor Nogwon. This is the earliest known appearance of the 

name Nogwon. He is also indicated as the master sculptor for Buddhist artworks produced after 

1655—for example, the stone Sakyamuni triad at Jangansa Temple in Gijang (Treasure No. 1824) 

from 1659 and the wooden Ksitigarbha and Underground Kings of Seongheungsa Temple in 

Ungcheon from 1673. Given this, it is presumed that Nogwon was a monastic sculptor active in 

the mid-17th century. 

The Sakyamuni is rendered in a larger size than the other two figures, accentuating its 

position as the central buddha. The robes and their folds are expressed in simple but lively lines, 

as with other wooden statues. The finishing lines of the robes that appear on the left shoulder of 

the Sakyamuni and Bhaisajyaguru manifest the creator’s personal sculptural style. Equipped with 

an exact production date and the name of the master sculptor, this triad is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17th-century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It is also a definitive artwork for the 

monastic sculptor Nogwon.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eongjusa Temple, Changwon

Treasure No. 1729

Joseon (1655)
3 items
Wood
Sakyamuni: H. 128.5 cm
Bhaisajyaguru: H. 112.5 cm
Amitabha: H. 112.5 cm
Seongj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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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아미타삼존불좌상이다. 주

존 아미타불은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손을 정강이 바로 위로 낮게 대었고, 좌우 보살상은 바깥쪽의 팔을 높

이 들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기하였다. 이런 기법은 조각승 청헌에게서 시작하여 승일, 응혜, 희장 등 청

헌파 조각승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수인 형식이다. 머리의 앞뒤 깊이가 매우 두껍고 신체가 건장한 점도 청

헌파 특히 희장파 불상 양식과 같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

이에는 중앙에 폭이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고 대칭으로 옷주름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도 

희장풍과 유사하다. 다만, 얼굴은 희장의 작품에 비하여 턱이 각이 져서 전체가 사각형에 가깝고, 하반신의 

무릎 폭이 넓어 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도우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조각승 도우는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木造三方佛坐像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조

각승 법해와 무염의 뒤를 이어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35년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

상 조성 시에는 수조각승 무염, 차조각승 승일勝日을 이어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51년에 속초 신흥

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시에는 무염을 이은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조각승이다. 즉, 도우는 

17세기 전반 가장 영향력있는 조각승 유파인 무염파에서 차조각승까지 올랐던 무염파의 대표적 조각승이

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5건의 불상들은 무염파의 작풍과 상이하며, 대구 운흥사 

아미타삼존상처럼 오히려 희장파 작풍을 따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의 수조각승 시기의 불사에 희장파 조각

승들이 많이 참여한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時維順治十二年旃蒙協洽姑洗之月成州地龍淵寺記文 …… 畵所位 首大禪師道祐 双照 敬玉 敬愼 惠淸 

道哲 玉淳 ……”로 기록되어 있는 발원문이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그리고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 동일

하게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1655년에 수조각승 도우를 비롯하여 쌍조, 경옥, 경신, 혜청, 도철, 옥순 등 

7인의 조각승에 의하여 아미타삼존상이 조성되어 성주(현 達成)의 용연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이 삼존상은 용연사에 조성된 이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된 것이다. 또한 조각승 중에는 쌍조처럼 무염파 조각승들도 있지만, 경옥이나 경신 등 희장파 조각승들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48

보물 제1813호

1655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56.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38.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43.0cm
용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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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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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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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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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발원문

후령통 조성 발원문

중수개금원문

도 참여하여, 2년 전에 조성된 대구 운흥사의 아미타삼존상과 동일하게 희장파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불상의 희장파적 양식 요소와 함께 조각승들의 인적 구성에서도 희장파와 깊은 관련이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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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is comprised of the Amitabha Buddha in the center with the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Bodhisattvas to the left and right. The triad was created by the master 

sculptor Dou, who belonged to the Muyeom group, alongside his assistant sculptors. The 

central buddha places its right hand low above the shin and displays the fear-dispelling gesture. 

The bodhisattvas respectively raise their left and right hands high outwards, creating a sense of 

symmetry. Between the two bent legs are shown widely spaced drapery folds, to either side of 

which is carved an orderly set of symmetrical pleats. These manners of expressing the hands 

and clothes are identical with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uijang group, suggesting 

a close association between Dou and this group. There are unique features favored by Dou 

visible in the triad as well:  the overall rectangular shape of the face with its angled jaw, and the 

stability stemming from the wide distance between the two knees. 

It is confirmed in 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triad that these statues were made 

at Yongyeonsa Temple and have been maintained there consistently to the present. The list 

of sculptors involved in its production includes not only those from the Muyeom group, but 

from the Huijang group as well, once again indicating the intimate relations between Dou and 

sculptors from this cluster.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Yongyeonsa Temple, Daegu

Treasure No. 1813

Joseon (1655)
3 items
Wood
Amitabha: H. 156.0 cm
Avalokitesvara: H. 138.0 cm
Ksitigarbha: H. 143.0 cm
Yongye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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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음보살좌상은 원래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되었던 보살상인데, 봉서사가 한국전쟁 때 적군

의 근거지가 된다는 이유로 소실될 위기에 처하자 인근 사하촌에 살던 한 거사가 탱화와 함께 자기 집으로 

이안하여 10여년을 모셨다고 한다. 그러다 청룡사 주지 임영부스님이 이를 수소문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60

여 년 전 관세음보살상만 사례하고 청룡사 이안하였다고 한다. 1655년에 조성된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

이가 45cm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불상이지만,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협시보살이 아니라 봉서사 향로전의 당

당한 주존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원목적은 통상적으로 왕실王室의 삼전하三殿下의 수명장수와 모

든 중생의 성불하기를 염원하였고, 천승天勝이 증명證明을 맡고, 조능祖能, 천행天行, 문일文一, 문찬文贊, 영열

英悅, 춘엽春曄 등 6명의 조각승들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조능祖能은 17세기 전반기에 조각승 법령法令(또는 法靈)의 문하에서 수학을 

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그는 1640년에 수조각승 법령을 도와 익산 숭림사 안심당 목조여래

좌상을 제작을 시작으로, 1642년에는 혜희慧熙(또는 惠熙)를 도와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좌상을, 

1650년에 서희瑞熙를 도와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을 중수하였다. 1655년에는 

비로소 수조각승으로서의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으며, 1657년에는 영규靈圭와 함께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아마도 청룡사 관음보살상을 제작할 무렵부터 수조각승으로서

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조 조각승 천행과 문일, 춘엽은 이 불상 이외 그들이 조성한 

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문찬文贊과 영열英悅은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년, 보물 

제1691호) 때도 조능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보살상은 화염, 연꽃, 화불 등으로 장엄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결가부좌하였다. 보관은 최근에 새롭

게 제작한 것이다. 머리의 정상에는 타원형으로 말아 올린 앙증맞은 보계가 꽂혀 있다. 보관으로 가려지는 

부분의 머리카락은 표현하지 않았고, 노출된 부분만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질하여 부착하는 이시기 불상

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구레나룻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도톰한 귓불을 가로질러 뒷목을 

타고 내려온 또 다른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엮어 어깨 위에서 둥근 고리 모양으로 엮은 뒤 세 갈래로 흘러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49

보물 제1833호

1655년
불상 1구, 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목조

높이 46.0cm
청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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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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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보관을 벗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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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보관을 벗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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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귀의 표현도 특색이 있는데, 대이륜의 외곽을 한 번 능을 주어 작자의 개성을 은근히 드러내었는데, 

이는 혜희의 조각에서도 볼 수 있어 이 유파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얼굴은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둥글넓적하고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고 볼록하게 

도드라진 눈두덩에는 버들잎 모양으로 그윽하게 잠긴 눈을 표현하였고, 입술은 얇고 다소곳이 다물었으며,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특히 넓적한 얼굴에 비해 코가 작고 콧등을 각지게 처리하여 개성이 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처리된 고요한 시선은 혜희의 조각의 강

인함 보다는 다소 부드러워진 모습이다. 수인은 아미타구품인 중 하품중생인과 유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

는데, 오른손은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게 처리하여 혜희의 조각유풍을 이어받고 있다.

목과 가슴이 연결되는 부분은 목을 움푹하게 파고 삼도와 가슴의 쇄골 선을 관념적으로 나타내었

다.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윤곽을 드러내었다. 불신佛身에 걸친 불의佛衣는 두텁지만 신체와의 긴밀하게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착의는 두 장의 대의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상체의 주름은 간

결하고 요점적으로 표현하였다. 무릎 아래로는 부채살 모양의 옷 주름이 물결모양의 이루면서 역동적으로 

펼쳐져 있고, 억양이 강한 깊고 날렵한 선을 사용하여 입체적이지만, 혜희의 조각에 비해 형식화되었다. 

조성 발원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옥천 용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아산 봉곡사 목조석가여래

좌상 등이 조능의 작풍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청룡사 관음보살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문

경 오정사 개판의 다라니가 용암사 불상에서도 발견되어 두 상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조각승 조능은 스승인 법령을 통해 조각적 역량을 키운 조각승으로, 특히 선배로 추정되는 혜희에

게서 큰 영감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태진太顚, 현진玄眞, 청헌淸憲,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과 

함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각활동을 했던 법령의 조각유파가 혜희를 거쳐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어 가는

지를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각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현재까지 조능이 수조각승으

로 참여한 작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작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 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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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to pray for the longevity and wellbeing of the royal court and all sentient 

beings, this Avalokitesvara image was produced in 1655 by the master sculptor Joneung in 

cooperation with five other monastic sculptors (Cheonhaeng, Munil, Munchan, Yeongyeol, 

and Chunyeop). It was originally enshrin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in the Hyangnojeon 

Hall of Bongseosa Temple in Wanju. Coming with exact information on its production date 

and producers, on the original place of enshrinement, and on the purpose of its creation, this 

Avalokitesvara statue provides important material for studying the Buddhist sculpture of the mid-

17th century. Inheriting the sculptural style of Hyehui,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and 

nimble expression, this statue also manifests aesthetics that appealed to a wider popul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Cheongnyongsa Temple, Gimje 

Treasure No. 1833

Joseon (1655)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 dedicatory inscription, 1 treasure receptacle
Wood
H. 46.0 cm
Cheongny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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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대웅전의 큰 불단 위에는 본존 석가여래와 협시인 문수보살·보현보살로 구성된 석가삼존불

상이 봉안되어 있다. 1657년에 조성된 이 삼존상은 좌상이지만 높이가 3m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양란이후 불교계는 피폐해진 사찰의 재건에 필요한 불사들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

위기 속에 조성된 불상들은 당당하고 위용있는 대규모의 불상들이 많은데, 이 삼존상은 이러한 당시의 경

향을 잘 보여주는 불상이다. 또한 불상의 복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어 정확한 조성연대와 조각가가 확인되

었다.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17세기 전반에 많은 사찰의 불상을 조성했던 무염無染의 제자 도

우道祐와 그의 수하 18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대형작품이다.

송림사 삼존상은 17세기 중엽 불상양식의 기준작이 될 수 있는 대작이다. 불상의 당당한 신체와 간

략하고 힘있게 조각한 옷주름, 짧은 코의 단정한 상호에서 도우의 조각화풍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물고 있

는 입가의 옅은 미소에서 전란을 이겨내고 사찰을 일으키려는 힘차고 희망적인 불교계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불상은 건장한 체구에 삼각형의 구도를 그리는 신체비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존인 석

가불상은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고, 양 협시보살은 대칭적으로 설법인을 짓고 있으며 긴 연꽃 줄기를 

들고 있다. 양 보살상의 가슴에는 목걸이,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연꽃줄기와 보관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착의법은 삼존에 각각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본존은 오른팔을 드러낸 채 옷을 입고, 배 앞에서 넓

은 U자형의 옷주름을 만들어 복부의 양감을 드러나게 한 것에 비해 양 보살상은 오른팔까지 옷으로 감싸

고 배 앞에서 옷자락을 끼어 넣게 표현하여 불상과 보살상의 착의형식을 다르게 하였다. 삼존불 모두 무릎

을 일직선적으로 넓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의의 한 끝자락을 나뭇잎 모양으로 새겨 오른발 끝을 살짝 덮도

록 한 것이 독특하다.

이 불상의 작가인 도우는 17세기 전반경에 스승인 무염의 수하에서 수련기를 거친 이후 17세기 중

반경부터 수화승이 되어 본격적으로 불상을 조성하였다. 도우가 수화승이 되어 처음으로 조성한 불상은 

1655년작인 송림사 천불전에 봉안한 아미타삼존상이지만, 1657년 나무로 조성한 이 삼존상이 그의 조각적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漆谷 松林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50

보물 제1605호

1657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277.0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264.0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264.0cm
송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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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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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협시 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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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상이다. 

무염의 그늘에서 벗어나 송림사에서 조각활동을 한 도우는 이러한 인연으로 2년 후에는 목조로 더

욱 장대한 석가삼존불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가여래삼존상은 도우가 이끈 화파의 작풍을 잘 보여주는 대표불상으로 조선시대 화파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정확한 조성연대와 작가, 발원자를 알 수 있어 불교조각사 연구에도 기준작이 되는 

작품이다. | 이분희

석가여래좌상 좌·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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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eungjeon Hall of Songnimsa Temple in Chilgok enshrines a buddha triad 

consisting of Sakyamuni Buddha in the center with Manjusri and Samantabhadra Bodhisattvas 

on the sides. Constructed in 1657, the three statues are rendered in a seated position but still rise 

nearly three meters high. The triad was crafted by the monistic sculptor Dou along with his 18 

subordinate artists. Dou is one of the disciples of Monk Muyeom, who led the production of a 

number of Buddhist statue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statues manifest Monk Dou’s sculptural characteristics in their stout bodies, simple 

but powerful drapery folds, short noses, and tidy appearance. The mild smile worn by the 

closed mouth on the Sakyamuni statue signifies the deep hope held by the Buddhist community 

at the time for recovery from the damage wreaked by the late 16th-century Japanese invasions 

and the goal of moving forward. 

This is not the earliest known artwork whose construction was spearheaded by Monk 

Dou. That position is held by the stone Amitabha triad (Treasure No. 1606) at this temple’s 

Cheonbuljeon (Hall of a Thousand Buddhas) that Dou produced as the master sculptor in 1655. 

However, this 1657 triad rendered in wood exhibits more clearly his characteristic sculptural 

features.

As a definitive example of Dou’s sculptural style, this triad is critical to the study of the 

diverse artistic styles of Joseon. The exact information on its production date and producers add 

to its importance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Buddhist sculptur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ongnimsa Temple, Chilgok

Treasure No. 1605

Joseon (1657)
3 items
Wood
Sakyamuni: H. 277.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264.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264.0 cm
Songni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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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곡사 업경전에는 지장보살을 비롯한 시왕 등 명부의 존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업경’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죄인의 업을 비쳐주는 거울을 뜻하며, 업경전은 명부의 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권속

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일반적으로 지장전과 명부전으로 편액하는 것에 비해 특이한 사례이다. 이 전각의 

불단 위에는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인 지장보살삼존상이 자리하고 좌우로 시왕, 

귀왕, 판관, 인왕 등 총 21구의 많은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상 좌우에는 석장을 쥐고 있는 도명존자와 함을 받쳐 든 무독귀왕이 시립해 있다. 지장보

살상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1·3·5·7·9, 우측으로 2·4·6·8·10 시왕상이 다양한 포즈로 의자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지장시왕상과 권속들이 대규모로 조성된 것은 17세기 이후 각 사찰마다 제사를 지내는 명부

전과 지장전이 건립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지장시왕상의 권속 가운데 의좌에 앉아 

있는 제석천과 대범천상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이렇게 큰 규모의 제석천과 범천상이 조성된 예는 매우 

드문 것이다. 두 상은 보물 제1232호로 별도로 지정되어 현재 청곡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되어 있다.

지장시왕상과 권속상에서 다수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에 1657년 수화승 인영印迎과 탄

준誕隼, 지변智邊, 학겸學廉, 서명瑞明, 법률法律, 종연宗誕, 선우善祐 등의 화원에 의해 조성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지장상과 그 권속상들은 목조로 조성되었으며, 규모도 큰 편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이 상들은 

21구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양으로 조성하는데 많은 공로가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각 상마다 변화를 

주어 표정과 자세를 매우 다채롭고 성의있게 표현한 조각솜씨에서 작가의 기량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을 제작한 대표 화승인 인영이 조성한 다른 작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이 지장시왕상이 그의 작가적 

개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 상들은 얼굴과 신체의 표현 등에서 동 시대에 조성된 다른 불상들과 차별되는 독창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가로로 긴 동그란 얼굴에 야무지게 표현한 눈매와 입의 표현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한 이 상들은 신체비례도 아이의 신체처럼 단구형短軀形으로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매

우 귀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각각의 상들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였고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활달한 선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晉州 靑谷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51

보물 제1689호

1657년 
21구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06.3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38.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76.5cm
청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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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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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입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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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존자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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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변성대왕의좌상(우3)

제9도시대왕의좌상(좌5)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제7태산대왕의좌상(좌4)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313Joseon Dynasty

금강역사상(좌)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우5)

금강역사상(우)

귀왕상(우)귀왕상(좌)

판관상(우)
판관상(좌)

사자상(좌)

사자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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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조각하기 어려운 손들의 표현도 매우 섬세하게 마무리하였다. 

이 상들은 주로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채색되어 선명하고 밝은 색채감으로 경쾌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본존

인 지장보살상은 스님형의 민머리를 하고 있고 짧은 상체, 높고 넓은 무릎의 신체표현에서 탄탄함이 느껴진

다. 착의법은 상의와 대의를 이중으로 겹쳐 입은 조선 후기 불상의 착의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양 발목 아래

로 네 겹으로 흘러 내려 넓게 퍼진 옷주름은 율동적으로 새겨졌다. 왼쪽 무릎을 덮은 대의 끝자락의 주름

을 반원형으로 여러 겹으로 그리며 퍼져나가게 조각한 표현도 매우 독특하다.

이 상들은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시왕 및 귀왕, 판관, 사자상, 인왕까지 모두 큰 

규모로 완벽한 모습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17세기 불상 가운데 작품세계가 독특하고 뛰어

난 조각기술을 갖고 있는 인영과 그 수하 장인들의 독특한 작풍을 보여주는 유일한 불상으로 17세기 조각

사에서 더욱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이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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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 statues designated Treasure No. 1689 are housed at the Eopgyeongjeon Hall of 

Cheonggoksa Temple. The production of such statues representing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he Underground Kings saw a considerable increase starting in the 17th century when separate 

halls for Ksitigarbha began to appear at Buddhist temples.

A dedicatory inscription confirms that they were crafted in 165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onastic sculptor Inyeong. The 21 statues vary in terms of facial expression and posture, 

clearly exhibiting the dexterity and skill of the maker. Since there is no other artwork confirmed 

to be by Inyeong, it is the only extant artifact demonstrating the sculptor’s artistic world. 

The statues are all on a grand scale and in good condition. As the only testament to the 

superb sculptural skills of the 17th-century monastic artist Inyeong and his followers, they hold 

great importance for the history of 17th-century Korean sculpture.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Cheongg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9

Joseon (1657)
21 items
Wood
Ksitigarbha: H. 106.3 cm
Domyeong: H. 138.0 cm
Mudokgwi: H. 176.5 cm
Cheong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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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청곡사 목조대범천의(좌)상과 목조제석천의(좌)상은 원래 청곡사 업경전業鏡殿에 봉안되어 있었

는데, 지금은 청곡사 문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명부전冥府殿과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하는 업경전은 중

생들이 죽은 후, 생전生前에 쌓은 업業을 심판하는 10명의 명부왕冥府王(시왕十王)을 지장보살과 함께 모신 전

각이다.

산스크리트어 브라흐마Brahm ā의 음역인 범천은 힌두교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이었는데,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석천은 산스크리트어 샤크로데반드라S'akrodevandra를 

한역한 “석제환인타라釋提桓因陀羅”와 “석가제바인타라釋迦提婆因陀羅”의 약어이다. 제석천은 불교에 수용된 후, 

수미산須彌山 꼭대기의 욕계欲界 제2천 도리천忉利天을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 

청곡사 목조대범천의좌상과 목조제석천의좌상과 같이 이들 상이 한 쌍으로 표현된 것은 인도 쿠샨

kushan시대 간다라Gandhara 조각에서 이미 확인된다. 즉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음을 이룬 후, 어머니 마야

Maya부인을 위하여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고 내려올 때 대범천과 제석천이 옆에서 호위하는 장면이 그것이

다. 이후 인도 초기 불교미술에서 이들 존상은 주로 붓다의 협시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범천상과 제석천상이 한 쌍으로 표현된 것은 김대성金大城이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

반에 조성한 경주 토함산의 석불사石佛寺(석굴암)에서 처음 확인된다.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한 쌍의 대범

천상과 제석천상이 유행하기 전까지 석불사의 상은 현존하는 유일한 예로서, 이는 석불사의 도상적인 원류

가 인도의 마하보리사摩訶菩提寺 정각상正覺像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한 쌍의 대범천상과 

제석천상이 불화와 조각 형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들 존상이 한 쌍으로 그려진 대부분의 불화가 제석

신앙帝釋信仰과 관련되기 때문에 청곡사 상들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청곡사 상들은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내려뜨린 모습의 의좌상으로, 관모冠帽를 

쓰고 단령포團領袍와 치마를 입고 있으며, 의대衣帶, 광다회廣多繪, 세조대細條帶를 갖추고 있다. 몸에 비해 머

리가 큰 편이며, 가늘고 긴 손가락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둔중한 편이다. 장방형에 가까운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오뚝한 코, 오므려 다문 작은 입, 유난히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다. 윗부분이 보주형寶珠形 장식으로 

보물 제1232호

17세기
2구
목조

높이 210.0cm 
청곡사 문화박물관

진주 청곡사 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 晉州 靑谷寺 木造帝釋天·大梵天倚像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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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범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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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며진 관모에는 화염문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봉황이 마주보고 있다. 얼굴에는 호분胡粉이 짙게 칠해져 있

으며, 옷은 녹색과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두 상의 의대는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는데, 이 중 제석천상

에서는 어깨에서 시작된 띠가 무릎과 발목에서 교차된 다음, 허리띠와 꼬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상의 정

강이 부분에는 조선시대 17세기 보살상에서 많이 보이는 장식 띠가 표현되어 있다. 

대범천상은 왼손을 어깨까지,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올려 연꽃 가지를 잡고 있으며, 제석천상은 

반대로 오른손을 어깨까지, 왼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있다. 따로 제작하여 끼운 제석천상의 왼손은 대범천

상의 오른손과 같이 원래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연꽃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대범천상과 제석천상은 대부분 응진당應眞堂과 나한전羅漢殿에 봉안되어 있다. 전라북도 고

창 선운사禪雲寺와 같이 대웅보전大雄寶殿이나 영산전靈山殿에,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佛甲寺와 같이 팔상전八相

殿에 봉안되는 예도 있다. 또한 선운사 대웅보전의 상(1634)과 같은 입상과 경상북도 문경 김룡사金龍寺 응진

전의 상(조선 후기)과 같이 좌상도 있으나, 대부분 의좌상의 형식을 하고 있다. 기년명 상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예는 조선시대 1624년에 조각승 응원應元이 조성한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松廣寺 응진당의 범천의

좌상과 제석천의좌상이다. 

비록 진주 청곡사 목조대범천의좌상과 목조제석천의좌상에서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래 업경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조선시대 1657년에 조각승 인영印迎과 탄준誕隼 등에 의해 조성된 보

물 제1689호 업경전 시왕상과 양감 있는 몸, 3등신의 비례, 단령포의 형태가 같고, 도명존자상道明尊者像 

과 얼굴 모습이 같다는 점에서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조각승 인영과 탄준이 조성한 다른 불상

의 예가 발견되지 않아 그들이 구사했던 조각풍과 다른 조각승들과의 영향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像들에 

보이는 수준 높은 조형성과 표현력은 이들이 뛰어난 조각승이었음을 알려 준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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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tatues representing the two Buddhist guardian deities Indra and Brahma were 

originally enshrined at the Eopgyeongjeon (judgment hall) of Cheonggoksa Temple, but are 

currently housed in the Cheonggoksa Museum. This is an example of the many painterly and 

sculptural representations of the Indra and Brahma pair that came into vogue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era, when the Indra cult gained popularity. In the statues at Cheonggoksa, 

Indra and Brahma are seated on wooden chairs and lean back against the support. They wear 

an official’s hat and robe equipped with a full set of belts. The heads are large in comparison 

with the size of the bodies, which, except for the long thin fingers, look ponderous. The nearly 

rectangular faces feature widely stretched eyes, a sharp nose, and small shut mouth. These 

statue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bodily proportions, form of the robe, and appearance of the 

face to the Underground Kings enshrined at the same hall (Treasure 1689) that were made 

in 1657 by the monastic sculptors Inyeong and Tanjun, indicating that the Indra and Brahma 

statues were likely also produced around that time. 

Wooden Seated Indra and Brahma of  
Cheongg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232

Joseon (17th century)
2 items
Wood
H. 210.0 cm 
Cheonggoksa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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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 극락보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원래 순치順治 14년(효종 8, 1657) 여름에 경상

도慶尙道 안음安陰 북령北嶺 덕유산德裕山 은신암隱身菴에서 제작되었던 불상이다. 모든 중생의 성불도成佛道와 

왕실과 백성의 안녕 등을 발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이 불상은 벽암碧岩 각성覺性과 호구당虎丘堂 계주戒珠 등 

제산諸山의 대선사를 앞세워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수 많은 승속의 사부대중들이 시주로 화답하였다. 불상

의 제작에는 영규靈圭와 조능祖能, 현수玄修, 문찬文瓚, 영열英悅, 심인心印, 상신上信 등 일곱 명의 조각승이 공

조하였고, 700여명의 많은 시주자들이 동참하였다. 이 조각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각승의 명칭 위에 화원畵

員, 조성造成, 화불畵佛 등이라 적시하여, 역할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조각승 영규의 작품은 

이 작품 외 다른 조상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영규에 이어 비중이 큰 조능은 1640년 법령法靈이 수화승을 

맡아 제작한 전북 옥구 불명사 목조여래좌상 조성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고, 1655년에는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1883호)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시주에 참여한 승려들 중에는 단연 벽암 각성의 문도들이 두드러지며, 이외에도 수연파, 무염파, 혜

희파, 도우·희장파 등 17세기 불교조각을 주도했던 여러 유파의 승려들도 시주자로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

다. 특히 본암질에서 도문道文, 영탄靈坦 등 조각승 혜희와 관련된 인물이 몇 몇 확인되는데, 이는 영규의 작

품에 혜희의 짙은 여운이 보이는 것도 이와같은 연유일 것이다. 

이 상은 살집이 있는 타원형의 얼굴에 살짝 올라간 눈매 등이 단아端雅한 인상을 준다. 신체는 허리

가 길어 늘씬하며, 넓은 어깨는 완만한 곡선을 갖추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의 높이는 낮고 넓어 안정된 비

례감을 갖고 있다. 수인은 부드럽게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하였는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오

른손은 손등을 위로 하여 중지와 엄지를 맞대었다. 육계가 불분명한 머리에는 중앙과 정상계주를 중심으

로 나발을 정연하게 부착하였으며, 얼굴 모양은 상하가 폭이 조금 더 긴 타원형이다. 전반적으로 이마는 좁

은 편이고, 얼굴은 살집이 풍만하며, 오똑한 콧날에 미간에서 콧등까지 뚜렷하게 깎아 윤곽을 분명히 하였

다. 입 꼬리를 슬쩍 올려 수줍게 미소를 머금은 입술은 얇고 새침하다. 미간에는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

였고, 목에는 삼도의 흔적을 얕게 표현하였다.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咸陽 法印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53

보물 제1691호

1657년
1구
목조

높이 84.1cm
법인사



321Joseon Dynasty

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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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法衣는 상의上衣 위에 대의大衣를 변형 우견편

단으로 걸쳐 입은 이중착의 방식이다. 오른쪽 어깨 앞쪽으

로 살짝 걸쳐 내린 대의는 끝단이 약간의 곡선을 이룬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대의는 발목 아래로 속도감 있게 

흘러내렸는데, 양측으로 서너 개의 주름으로 나누어 간결

하게 정돈하였다. 이 불상은 군의 주름과 오른쪽 다리 소

매 자락의 표현이 매우 특징적인데, 다리 중앙에서 수평

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주름을 이루는 것이나 무릎 좌우의 

주름이 각기 다른 점, 그리고 왼쪽 무릎 뒤에 놓인 좁은 

소맷자락이 몸에 밀착시키지 않고 들떠 있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의 표현이나 간결한 주름선 등은 17세기 전반

기 불상의 양식계통을 따르고 있으나 길고 날카롭게 눈꼬

리가 올라간 눈매, 삼각형을 이루며 오똑하게 선 콧날, 야

무지게 다문 입술과 다소 생경하게 미소지은 얼굴표정, 억

양이 깊고 날렵한 입체적인 주름에서 오는 기운찬 모습은 

17세기 중엽경 활약했던 혜희惠熙의 조각유풍과 많이 닮

아 있어, 이 불상을 조각한 영규와 조승은 같은 미적 감각

을 추구한 동일 유파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 손영문

참고문헌

01   송은석, 「法靈派 彫刻僧과 佛像 - 法靈·惠熙·祖能」, 『불교미술사학』 5,  

불교미술사학회, 2007.

02 『2013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 목조불』, 문화재청, 2013.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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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mitabha Buddha statue is enshrin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at the 

Geungnakbojeon Hall of Beobinsa Temple in Hamyang. It was originally made in 1657 at 

Eunsinam Hermitage on Mt. Deogyusan in the Aneum area of the Gyeongsang region in order 

to pray for the wellbeing of both the royal court and the common people. Monk Gakseong and 

Monk Gyeju, prominent monastic leaders of the time, spearheaded the mobilization of funds for 

the production of this statue, and received an active response from Buddhist practitioners and 

believers. It was crafted by seven monastic sculptors (master sculptor Yeonggyu with Joneung, 

Hyeonsu, Munchan, Yeongnyeol, Simin, and Sangsin as assistants). The expression of the body 

and clothes follows the sculptural traditions of the early 17th century, but the sharp eyes, high 

and strong nose, adamant lips with a slight smile, and vibrant drapery folds suggest remarkable 

similarities with the sculptural style of Monk Hyehui, who was active in the mid-17th century.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contributions were also made by sculptors from the Hyehui artistic 

group.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eobinsa Temple, Hamyang

Treasure No. 1691

Joseon (1657)
1 item
Wood
H. 84.1 cm
Beobi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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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석으로 제작된 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2006년 개금 과정에서 복

장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석가와 약사여래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 각종 다라니류와 경전, 후

령통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을 통해 조각승 녹원鹿元에 의해 1659년에 조성되었으며, 강희40년(康熙, 1701년)

에는 금문金文 등 4명의 조각승에 중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삼불상은 석가여래와 협시인 아미타, 약사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가불이 두 협시여래에 비해 매우 

큰 규모를 보인다. 주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왼손은 살짝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

한 항마촉지의 수인을 하였으며, 오른쪽 어깨를 가린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다. 가슴에는 마치 꽃잎처

럼 주름을 잡은 승각기를 입었다. 상호는 턱이 짧은 방형에 큰 눈과 오뚝한 콧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미소

가 있는 온화한 표정을 하였다. 머리는 둥글게 표현하였으며 원형의 정상계주와 반월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양 협시인 약사, 아미타여래는 본존보다 작은 크기로 본존과의 위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두 상 

모두 상호나 신체의 비례, 옷주름의 세부적 표현 등은 본존과 동일하지만 대의에 편삼을 걸친 점과 수평에 

사선의 주름만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승각기는 다르게 조각하여 차별화하였다. 불상은 불석이지만 두 손은 

목재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웠는데 아미타와 약사불의 수인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즉 아미타여래는 오른손

을 가슴 위로 높이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무릎에 둔 반면 약사여래는 두 손 모두 무릎에

서 살짝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장안사 삼불좌상은 불석zeolite을 재료로 사용한 큰 규모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흔히 경주

불석으로 불리는 이 연질의 석재는 조선 후기부터 경상도를 중심으로 불상의 재료로 유행하게 된다. 즉 양

산 원효암 석조약사여래좌상(1648),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5) 등 17세기 중반부터 제작되

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장안사 삼불상은 상의 규모가 크고 두 

손은 목조로 제작하여 끼워넣는 등 새로운 기법과 정교성을 갖춘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조성 발원문

에는 조각승 녹원을 대화원大畵圓 혹은 선생화원先生畵圓으로 칭하여 수조각승임을 나타내었으며, 명준明峻,  

학륜學崙, 각인覺仁 등 보조 조각승들은 편수片手로 지칭하였다. 녹원은 장안사 불상을 제작한 4년전인 1655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24호 

1659년
3구, 복장유물(발원문 2점, 중수문 1점, 후령통 1점) 
석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9.3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9.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3.5cm
장안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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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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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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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여래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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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29호)에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였는데, 두 작품은 나무와 

불석이라는 재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 흥미롭다. 1673년에는 해인사 명

부전의 불상(원 창원 성흥사) 제작에 수화승 자수自修에 이어 두 번째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은 불석으로 제작된 이른 시기의 대형 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발원문

을 통해 확실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불석이라는 재료가 

경상도 지역에서 공급, 소비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 정은우

아미타여래 석가여래 약사여래

참고문헌

01   이희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과 조선 후기 석조불상」, 『문물연

구』 14,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원, 2008,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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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akyamuni Buddha triad is housed in the Daeungjeon Hall of Jangansa Temple in 

Gijang. The re-gilding work undertaken in 2006 revealed votive objects inside of the statues, 

including ceremonial records on their production and repair. According to these accounts, the 

triad was fashioned in 1659 by the master sculptor Nogwon and underwent a re-gilding process 

in 1701. Nogwon also produced the wooden seated Sakyamuni triad of Seongjusa in Changwon 

(Treasure No. 1729) in 1655. A round head, rectangular face, and gentle facial expression with 

large eyes and a broad smile ar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gwon’s sculptural style. This triad 

i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the use of the soft bulseok stone of Gyeongju, offering critical 

information on the supply and consumption of this new material for Buddhist statues in the 

Gyeongsang region. 

Stone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angansa Temple, Gijang 

Treasure No. 1824

Joseon (1659)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2 dedicatory inscriptions, 1 document on reconstruction, 1 treasure receptacle
Stone
Sakyamuni: H. 139.3 cm
Bhaisajyaguru: H. 109.5 cm
Amitabha: H. 103.5 cm
Janga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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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사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이다. 명부전은 죽은 사람이 

저승 세계에서 10명의 명부왕冥府王(시왕十王)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을 연출한 공간이다. 이들 10명의 명부

왕이 있다고 하여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며, 주존이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한다. 명

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다. 이들 삼존

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5존씩 시왕상이 있다. 즉 도명존자 좌측으로 제1 진광대왕秦廣大王, 제3 송제대왕

宋帝大王, 제5 염라대왕閻羅大王, 제7 태산대왕泰山大王,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이 있으며, 무독귀왕 우측에는 제

2 초강대왕初江大王,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제6 변성대왕變成大王, 제8 평등대왕平等大王, 제10 오도전륜대왕 

五道轉輪大王이 있다. 시왕마다 동자동녀상이 1구씩 있으며, 귀왕상鬼王像 2구, 판관상判官像 2구, 사자상使者像 

2구, 금강역사상(장군상) 2구가 있다. 

지장보살이 명부전의 주존인 것은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육도六道의 중생들을 일일이 교화시켜 성

불成佛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왕상들은 중생들이 죽은 후 49일간 7일마다 죄의 경중을 가리는 

7번의 심판과 100일째, 소상小祥, 대상大祥 때 각각 1번씩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권속들은 동자동녀상 대부분이 후대에 조성된 것을 제외하곤 원래의 

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진광대왕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은 조선시대 1660

년(현종 1)에 경상북도 경산시 동학산動鶴山 용밀사龍蜜寺에서 조각승 승일勝一, 명신明信, 원일源一, 일훈一熏, 

현민玄敏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들 존상은 대구 보현사에 이안되었다가 1950년대에 지금의 청룡사

로 옮겨 왔다.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민머리를 한 승려형 보살상으로,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한 채 

촉지인觸地印을 결하고 있으며, 왼손에는 작은 보주寶珠가 올려 져 있다.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합장한 채 

서 있는데, 도명존자는 녹색의 가사袈裟와 붉은 색의 대의大衣를 입은 승려상이며, 무독귀왕은 관모冠帽와 

붉은 색의 대수곡령포大袖曲領袍를 착용한 왕의 모습이다. 시왕상은 양쪽에 용머리 장식을 한 등받이와 봉황

머리 장식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두 다리를 내려뜨린 의좌상이다. 다만 제10 오도전륜대왕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靑龍寺 石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55

보물 제1821호

1660년
22구
석조

높이 83.0~102.5cm
청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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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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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가부좌半跏趺坐하고 있다. 시왕상은 관모를 쓰고 단령포團領袍와 치마, 의대衣帶, 광다회廣多繪, 세조대細

條帶를 갖추고 있다. 관모의 정면에는 보상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제5 염라대왕은 관모 위에 경책經冊이 올려

져 있다. 판결문을 쓰고 읽는 모습의 제2 초강대왕과 제3 송제대왕, 홀笏을 잡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제4 오관대왕, 아무것도 잡지 않은 제10 오도전륜대왕을 제외하곤 모두 양손으로 홀을 들고 있다. 경

주 불석佛石이라는 재료로 인하여 시왕상은 간결하게 처리된 옷주름과 괴체감이 느껴지는 조형을 갖추고 있

다. 귀왕상과 판관상, 사자상들은 관모와 복두幞頭, 두건을 착용하고 있다. 귀왕상들은 두 손으로 홀을 잡

고 있으며, 판관상들은 두 손을 단령포의 소매 속에 넣은 모습이다. 사자상들은 한손으로 두루마리를 쥐고 

있으며, 다른 손은 소매 안에 집어넣거나 옷자락을 잡고 있다. 원래의 동자상 1구(나머지 9구는 1957년 조

각승 일섭日燮이 조성함)는 쌍상투를 틀고 양손을 모은 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금강역사상은 손

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한 손은 허리에 두고 다른 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 존상은 몸에 비

해 머리가 큰 듯하지만, 존격尊格이 잘 드러나게 표현되었다. 금강역사상도 머리가 크고 몸이 작아 다소 해학

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만은 사뭇 진지하다.

청룡사 상들을 조성한 조각승 승일은 1622년에 조성된 서울 지장암地藏庵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서부터 조각승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1640년대부터는 수조각승首彫刻僧으로서 자신의 조각풍을 구사한다. 

즉 두 손을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인手印을 결하거나 양 발목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법의 자

락이 넓게 펼쳐져 八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무릎에는 어떠한 옷주름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귀 바

퀴와 귀틀 사이가 y자 모양을 이룬 귀도 그의 조각풍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주도했던 전라남도 

구례 천은사泉隱寺 수도암修道庵에 봉안하였던 목조아미타불삼존상(1646), 전라남도 강진 정수사淨水寺 목조

석가여래삼존불좌상(1648), 서울 봉은사奉恩寺 대웅전 목조약사여래좌상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1), 전

라북도 무주 북고사北固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7),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松林寺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

상과 시왕상(1665), 경상북도 김천 고방사古方寺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70)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에서는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가 조밀한 모습의 현진玄眞 

(승일의 스승)의 조각풍이 여전히 남아 있고, 승일의 조각풍과는 사뭇 다른 법의 표현이 확인된다. 실제 청

제 4
오관대왕

제 2
초강대왕

제 1
진광대왕

제 3
송제대왕

제 5
염라대왕

제 6
변성대왕

제 7
태산대왕

제 8
평등대왕

제 10
오도전륜대왕

동자

귀왕

판관

사자

금강역사

제 9
도시대왕

귀왕

사자

판관

금강역사

무독귀왕 지장보살 도명존자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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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사 상들을 조성할 때, 승일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조성발원문의 화원 명단

에 보이는 변수邊手 성조性照의 조각풍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조는 1646년부터 1670년까지 

승일이 조성했던 모든 불상에 차次조각승으로 활동하였는데, 청룡사 상을 조성할 땐 공장工匠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변수[편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청룡사 상들은 다소 경직된 모습과 단순하게 처리된 표현 

기법 등 돌 조각이 갖는 특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조선시대 1660년에 조성된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점과 경주 불석으로 조성된 이른 시기의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이라는 점, 조선 후기에 조성된 지장보살상으

로는 드물게 촉지인을 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배재호

무독귀왕입상(우) 도명존자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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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오관대왕의좌상(우3)

석인왕상(우)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석인왕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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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821 incorporates 22 statues housed in the Myeongbujeon Hall of 

Cheongnyongsa Temple in Seoul. The Myeongbujeon is a monastic space that presents the 

scene of the dead being judged in the netherworld by the Ten Underground Kings. There, 

Ksitigarbha is flanked by Domyeongjonja and Modokgwiwang. To either side of this triad 

stand five Underground Kings. As the center of veneration in a Myeongbujeon, Ksitigarbha 

is tasked with the salvation of all beings in the six realms of existence. It is written in their 

dedicatory inscription that these statues were produced in 1660 at Yongmilsa Temple on Mt. 

Donghaksan by the lead sculptor Seungil and his assistants (including Myeonsin, Wonil, Ilhun, 

and Hyeonmin).

The monk sculptor Seungil bega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tistic style as a master 

sculptor from the 1640s. However, these statues only partly demonstrate the sculptural style of 

Seungil and in fact manifest tendencies normally considered foreign to Seungil’s style. Given 

this,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Seungil did not participate in their production. 

Treasure No. 1821 carries a good deal of significance for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in that the statues are a superb sculptural artwork from the 1660s, the Ksitigarbha and 

Underground Kings images are early examples made of bulseok soft stone from Gyeongju, and 

the Ksitigarbha shows the earth-touching hand gesture, unusual for a Ksitigarbha image from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Stone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Cheongnyong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21

Joseon (1660)
22 items
Stone
H. 83.0–102.5 cm
Cheongny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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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어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다. 범어사 대웅전은 1602년 초창 이

후 1658년에 대대적인 중창과정에서 건립되었다. 전각을 세운 1661년에 이 삼존상을 봉안한 것이다. 조선 

후기 불전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넓은 불단 위에 삼존상이 각각의 대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가운데 석가

수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양협시보살을 안치하였고 보살상들은 보관을 쓰고 긴 연꽃가지를 

대칭적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다. 

복장에서 「불상기문佛像記文」과 「불상기인발원문佛像記因發願祝」이 발견되어 불상의 조성연대와 존명, 

그리고 조성에 참여한 장인들을 알 수 있었다. 이 불상은 1661년에 희장熙莊을 수조각장으로 하고 보해寶海, 

경신敬信, 쌍묵雙黙, 뇌영雷影, 신학信學, 청언淸彦 등에 의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 석가여래삼존이 어떻게 구

성되었는지 형상으로만 구별하기 어려웠으나 이 기록을 통해 석가불과 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로 구성된 법

화경에 등장하는 수기授記삼존불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불상을 조성했던 수조각승 희장은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의 

조성에 청헌淸憲의 보조화승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1646년에는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삼존불 조성

에 승일勝一의 수하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청헌과 승일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련기를 겪은 것으

로 여겨진다. 

희장이 본격적으로 수화사가 되어 본인의 작품을 제작한 것은 1649년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삼존

불좌상이며, 이후 1654년작인 청도 대운암 목조미륵보살좌상도 조성하였다. 1661년에 조성한 범어사 대웅

전 석가여래삼존불은 그가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의 작풍을 성립한 완숙기에 조성한 작품으로 추정

된다. 그는 이후 1660년 후반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으므로, 17세기 중·후반기의 대

표적인 조각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삼존불은 수인과 지물의 표현만 다를 뿐 상호와 신체표현에서 거의 비슷하다. 조선 후기 불상 양

식의 특징인 방형의 얼굴과 신체, 평평한 부피감이 보이지만 적당한 신체비례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방형

인 얼굴에 피어나는 부드러운 미소는 자비롭고 우아한 불격을 잘 표현하였다.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56

보물 제1526호

1661년
3구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0.0cm
미륵보살좌상 높이 125.5cm
제화갈라보살좌상 높이 121.0cm
범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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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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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갈라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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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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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으로 가르는 군의裙衣의 상단 주름과 배 앞을 지나는 넓은 대의의 주름, 무릎 사이에서 좌우대

칭으로 펼쳐져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정돈된 주름은 희장 작품의 특징이다. 특히 앉은 좌세의 다리를 

감싼 대의자락이 중앙은 넓게, 그 좌우로 일정한 크기로 접혀진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은 승일 밑에서 희장

이 참여했던 1646년작인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삼존불상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도식화되었다는 특징

을 지닌다.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복장 기록을 통해 정확한 조성시기와 존상의 명칭을 알 수 

있는 중요작품이다. 또한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희장의 대표작품으로 안정감 있는 신체 구성과 뛰어

난 조형성을 보이는 희장유파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우수한 불상이다. | 이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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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is enshrined at the Daeungjeon of Beomeosa Temple in Busan. The dedicatory 

inscription notes that it was crafted by a monastic artist group led by Monk Huijang to represent 

the triad featured in the Buddhist scripture Beophwagyeong (Lotus Sutra) comprised of 

Sakyamuni Buddha, Maitreya Bodhisattva, and Jehwagalla Bodhisattva. 

Monk Huijang, the master sculptor for this triad, participated in the 1639 construction of 

the Sakyamuni triad and bodhisattvas of Ssanggyesa Temple in Hadong (Treasure No. 1378) 

as an assistant to Monk Cheongheon. Made in 1661, this triad is considered to show Huijang’s 

artistic vision independent from his master Cheongheon. After the creation of this triad, he 

remained active until the end of the 1660s in the Gyeongsang and Jeolla regions, and eventually 

came to be considered one of the foremost monastic sculptors of the mid- to late 17th century. 

This triad comes with clear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date and the identity of the 

component Buddhist beings. It is valuable as a classic artwork showing sculptural features of 

Huijang’s artistic group, such as stable bodily proportions, a unique expression of drapery folds, 

and superlative sculptural skill.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eomeosa Temple, Busan 

Treasure No. 1526

Joseon (1661)
3 items
Wood
Sakyamuni: H. 130.0 cm 
Maitreya: H. 125.5 cm 
Jehwagalla: H. 121.0 cm
Beomeo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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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사 문수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문수보살좌상이다. 문수의 성지聖地인 오대산 상원사의 처음 이

름은 진여원眞如院이었는데, 1661년 이 진여원을 세 번째로 중창하면서 문수보살상도 만들었다. 이 보살상

에서는 비단 보자기, 다라니 뭉치, 경전류, 조성발원문, 은으로 제작한 후령통喉鈴筒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조성발원문은 9매나 있었는데, 모두 환적당幻寂堂 의천義天(1603~1690)이 쓴 것이다. 9매

의 조성발원문은 진여원의 삼중창, 문수보살상의 조성 및 중수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보살상은 양 손으로 연꽃 가지를 쥐고 있다. 손에 쥔 연꽃 가지만으로는 이 상의 이름을 알 수 없

지만, 다행히 복장발원문이 있어 문수보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장발원문을 통해 1661년에 대화원大畵

員 회감懷鑒, 세정洗淨, 신언信彦, 의현仅玄, 사길士吉이 참여하여 조각했고, 대시주는 상궁尙宮 변묘련邊妙蓮, 청

신거사淸信居士 김귀원金歸原 등이었음도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당시 진여원의 삼중창은 궁중의 상궁을 비롯한 

남녀 신도들이 마음을 내어 이룬 불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1660년 발원문에는 회감과 함께 신겸信謙의 이

름도 나오는데, 신겸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불화승이다. 아마도 당시 신겸은 불화제작을, 회감은 불상제

작을 주도했을 것이다. 회감은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만든 그 해에 강진 무위사의 목조지장보살상도 조성했

다. 전라도에서 작품을 제작하던 조각승이 이곳 강원도에 와서 활동하고 있어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 범

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례이다.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은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 형식의 가사를 걸치고 가부좌를 하고 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지만, 무릎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장방형 얼굴에 이목구비가 큼직하

며, 눈두덩이와 양볼, 목, 가슴, 배의 표현에는 양감이 두드러진다. 양쪽으로 나누어진 머리 가닥은 양쪽 귀

를 가로 질러 어깨 위로 흘러내린다. 머리에 쓴 보관은 동판銅板 위에 봉황, 꽃, 구름, 화염보주 등을 따로 만

들어 붙여 장식하였다. 정수리 위의 보살 상투인 보계寶髻와 양 손도 별도로 만들어 끼운 것이다. 왼팔은 어

깨까지 들어 올리고 오른팔은 무릎 위에 두었는데, 양 팔의 위치로 보면 처음부터 연꽃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가락 사이에 작은 보주를 두는 것은 17세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보살상이 천의를 두르지 않고, 불상의 가사를 걸치는 것 역시 조선 후기 보살상의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57

보물 제1811호

1661년
불상 1구, 복장유물(후령통 1점, 발원문 12점)
목조

높이 117.0cm
상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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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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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보살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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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착의법이다. 왼쪽 무릎을 덮은 옷자락, 가슴의 띠가 굵은 승기지 상단 표현, 무릎 아래로 물결처럼 

부드럽게 펼쳐진 주름은 특징적이다. 

이 보살상에는 존명을 추정할 수 있는 표지가 없지만, 발원문을 통해 오대산 문수보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긴 상체에 양감이 풍부하며,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는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조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갖춘 풍부한 복장물은 17세기 후반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의 상호 교

류관계 및 불상 양식의 흐름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임영애

복장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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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seated Manjusri image enshrined at the Munsujeon (Manjusri Hall) of Sangwonsa 

Temple in Pyeongchang, Gangwon-do Province. This Manjusri statue was made in concurrence 

with the third reconstruction of “Jinyeowon,” the original name of Sangwonsa Temple. The 

interior of the statue revealed a wide range of votive objects, such as silk wrapping cloths, 

dharani texts, Buddhist scriptures, a silver treasure receptacle, and dedicatory inscription. 

Records in the dedicatory inscription mention that the production of this statue was spearheaded 

by the royal painter Hoegam and financed by donations from court women and lay believers. 

This indicates that the monastic sculptor Hoegam, whose career was based in the Jeolla region, 

executed artistic works in the distant region of Gangwon, and therefore provides important data 

for studying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artistic activities of later-Joseon monastic sculptors.

Although there is no clear evidence in its appearance that offers a clue to the identity 

of this bodhisattva, the dedicatory inscription confirms that it is the image of Manjusri of Mt. 

Odaesan. The long and voluminous body and large eyes, nose, and mouth are all manifestations 

of the sculptural characteristics of 17th-century statues. The votive objects that have been 

transmitt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amplify its heritag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Treasure No. 1811

Joseon (1661)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3 items 
Wood
H. 117.0 cm
Sangw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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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관음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1m 가까운 규모에 당당

하면서도 세련된 보살상이다. 2009년 개금시 실시한 복장 조사에서 복장물이 발견되면서 1662년이라는 제

작연대와 중요한 발원자가 밝혀졌다. 복장물 목록은 조성 발원문과 1462년 간경도감에서 판각된 경전들 그

리고 안쪽에 묵서墨書가 쓰여 있는 저고리와 배자褙子를 비롯한 직물류이다. 특히 복장 발원문과 저고리 안

감의 묵서에는 康熙元年 壬寅(1662, 현종 3년) 노예성盧禮成이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인 경안군慶安君 내외의 

수명장원壽命長遠을 위해 발원한 상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다. 조각승은 혜희慧熙와 금문金文이다. 

관음보살상은 앞으로 숙인 자세에 결가부좌하였으며, 넓은 무릎과 당당한 자세, 화려하고 큰 보관과 

위엄있는 얼굴, 장식적인 세부 표현이 특징이다. 오른손과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오른손에는 정

병을 들고 있다. 양 어깨에 두른 천의는 끝자락이 팔을 감은 다음 발목을 거쳐 S자 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린 모습이다. 그 안으로 수평으로 가로지른 승각기와 규칙적으로 주름을 잡은 군의 그리고 양 무릎에 갑

대를 끼워 장식하였다. 머리에는 화염문과 화문, 운문으로 장식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관대가 수평으로 휘

날리는 듯한 표현이 인상적이다.

송광사 관음보살상의 특징은 방형의 얼굴에 양감있는 신체 표현, 화려한 보관과 휘날리는 관대, 천

의를 입고 갑대를 두른 착의법 등으로, 이는 법주사 원통적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1361호)에서도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조각승 혜희의 특징이다. 혜희는 세련된 조형과 더불어 역동적이고 화려한 천의와 영락, 보

관 표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 보살상을 창안한 17세기 중엽의 대표적 조각승이다. 혜희와 금문이 함께 작업

한 법주사와 송광사 관음보살좌상 유형의 참신한 관음보살 형상은 이후 18세기까지 계승된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묵서 저고리, 수종의 전적류와 다라니, 후령통과 직물류 등의 복장물

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대방등무상경』 등 3종의 경전은 고려 재조대장경의 인경본으로 중요하며, 『대방

광불화엄경합론』 권73, 74, 75는 간경도감 판각본이자 국내 유일본으로 가치가 높다. 더불어 저고리나 동반 

출토된 직물류 역시 조선시대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그 사례가 적은 조선 후기의 왕실과 관련되어 제작된 상으로 우수한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58

보물 제1660호

1662년
불상 1구, 복장유물 35점
목조

높이 92.3cm
송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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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좌상의 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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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은 물론 제작시기와 조성주체가 분명히 밝혀진 점에서 조선 후기 불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

치를 지닌다. 복장유물 역시 봉안 이후 처음 공개되면서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전류나 

직물류 등은 자체적 희소성과 더불어 발원문을 통해 당시의 왕실 정치 상황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의미가 높다. 관음상이 안치된 관음전은 1902년 고종황제의 원당인 성수전聖壽殿으로 건립되었는데 

1957년 관음전으로 명칭을 바꾼 건물로서 계속적인 조선 왕실(황실)과의 인연이 흥미롭다. | 정은우

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배자) 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저고리 안쪽 발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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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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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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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enshrined as the center of veneration in the Gwaneumjeon (Avalokitesvara Hall) 

of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During the re-gilding of the statue in 2009, a range 

of votive objects was found inside the Avalokitesvara. Besides a dedicatory inscription, there 

were a copy of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 prints of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angyeongdogam Office, an upper garment with an ink inscription, and a variety of textiles. 

Information from the votive objects reveals that this statue was made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wellbeing and longevity of Prince Gyeongan, the third son of Crown Prince Sohyeon, who 

was the first son of Joseon’s 16th ruler Injo, adding to its significance as a materi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sculpture.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660

Joseon (1662)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35 items in 11 varieties 
Wood
H. 92.3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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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쌍봉사 지장전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과 그 권속 일괄로서 지장보살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해 조각승 운혜雲惠가 이끄는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쌍봉

사사적기」와 「능주지사자산쌍봉사제전기문집록綾州地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 존상은 

1667년에 당시 주지였던 선익화상의 주도로 제작된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은 가장 중심에 지

장보살좌상과 좌우협시인 도명존자·무독귀왕, 그리고 좌우로 시왕상 10구와 귀왕 2구, 판관 2구, 사자 1구, 

동자 1구, 역사상 2구로 총 21구가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비구형 도상으로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가부좌한 왼쪽 다리 위에 올려진 오

른발 위에 얹어 검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을 결하였는데, 그 손가락이 매우 길고 섬세하다. 조각적 특

징을 보면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의 얼굴은 상당히 유사한 편인데, 목이 짧고 얼굴은 둥그스름하여 잔뜩 

힘이 들어간 듯한 인상이며,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무언가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있어 명부, 즉 지옥의 엄숙

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귀를 유독 크고 도톰하게 표현하여 명부전에서 참회하는 사람들의 소리

를 잘 들을 것처럼 보인다. 왼쪽 측면에서 볼 때 어깨 아래에서 내려오는 두 가닥의 옷주름이 팔굽 근처에서 

‘Y’자 모양으로 주름지고 있는데, 이는 운혜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결가부좌하여 교차된 두 

다리의 옷주름은 일반적으로는 좌우대칭으로 표현하고 가운데에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옷자락을 표현하

지만, 쌍봉사 지장보살상은 좌우의 옷주름을 비대칭으로 표현하여 자연스러움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조형성은 지장전에 봉안된 존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다소 심각한 지장삼존상의 표정에 비해 오히려 재판을 이끄는 시왕의 표정은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

는 웃고 있고, 때로는 화가 난 듯이 보여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관복의 가슴을 장식하는 흉배 

胸背와 어깨를 장식하는 보補의 모양과 문양도 사각형과 원형 등으로 다양하고, 착의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

어 같은 형식이 없을 정도로 매우 섬세하게 계획된 모습을 하고 있다. 관모의 형태는 통천관에 가까운 모습

이나 보다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때로는 중앙에 꽃모양 장식이 붙기도 하고, 관모 테두리가 날개

처럼 장식되는 것도 있으며, 면류관처럼 평평한 연반綖板을 얹은 것도 보여 역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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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726호

1667년
21구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04.0cm
도명존자·무독귀왕입상 높이 146.0cm
시왕상 높이 156.0cm 
쌍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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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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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귀왕입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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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존자입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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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초강대왕

제8평등대왕

제4오관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1진광대왕

제7태산대왕

제3송제대왕

제9도시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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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왕(1)

판관(2)

장군(1)

귀왕(2)

사자

장군(2)

판관(1)

제10오도전륜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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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도 다양하여 두 손으로 홀을 들고 있는 자세, 문서와 붓을 들고 있는 자세, 수염이나 옷고름을 쓰다듬

는 자세 등이 보이고, 앉은 모습도 대체로 의자에 정좌하고 있지만, 반가좌로 앉은 시왕과 함께 특히 한쪽 

무릎을 세워 팔을 얹은 자세는 매우 독특하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흥미롭다. 이를 통해 시

왕 각각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공력을 기울인 것이 느껴진다. 시왕이 앉아있는 의좌의 등받이에는 

청룡과 황룡이 좌우로 번갈아 표현된 것이 많지만, 일부는 “S”자 형태의 구부러진 구름문양으로 처리되어 

있어 변화를 주고 있다.

두 구의 판관과 한 구의 사자는 대체로 크기가 비슷하고 복식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비례와 조형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둥근 대좌 위에 서있으며 표정은 매우 단호하고 엄중해 보인다. 마치 시왕의 판결이 

다소 너그럽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지옥에서의 시행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것 같은 분위기가 엿보인다.

명부전 불단 좌우 끝에 시립한 금강역사상은 시왕상에 비해 월등히 큰 크기로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어깨 위로는 “U”자형의 옷자락이 크게 휘날리고 있는데, 그 끝에는 불꽃이 일고 있는 모습을 정교하

게 새겼다. 또한 착용한 금관 위에서도 불꽃이 높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생동감있게 조각했다. 더불어 양쪽 

귀에서는 끝에 공 형태의 장식이 달린 귀걸이가 길게 늘어지고 있어 특이하다. 향좌측의 역사는 날이 여의

두문으로 된 칼을 들고 있고, 향우측의 역사는 맨손으로 내려칠 듯한 자세이다.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운혜의 불상양식

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매우 오래전에 칠해진 것으로 보이는 섬세한 채색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조

선시대의 채색조각 기법과 안료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주수완

참고문헌

01   최선일,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운혜」, 『불교미술

사학』 2, 불교미술사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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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e No. 1726 is comprised of the 21 Buddhist statues enshrined at the Jijangjeon 

(Ksitigarbha Hall or Judgment Hall) in Ssangbongsa Temple in Hwasun. The 21 wooden images 

are comprised of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wo attendants (his son Domyeong and his father 

Mudokgwi), along with the Ten Underground Kings and their assistants, including subordinate 

judges and demonic messengers. 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Ksitigarbha image relates that 

these statues were made by monastic sculptors led by Monk Unhye.

The Ksitigarbha and his left-hand attendant Domyeong look resolute, conveying the 

solemn atmosphere of the netherworld. However, the Ten Underground Kings, who play the 

role of judging a soul’s fate after death, show diverse facial expressions, some stately but others 

laughing or angry. Their clothing and postures are diverse as well, with no repetition among the 

ten individuals. These statues are also meaningful in that the paint, which was applied centuries 

ago, has been maintained in a relatively good condition.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Ssangbongsa Temple, Hwasun

Treasure No. 1726

Joseon (1667)
21 items
Wood
Ksitigarbha: H. 104.0 cm
Domyeong and Mudokgwi: H. 146.0 cm
Underground Kings: H. 156.0 cm 
Ssangb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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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판목으로 이루어진 방형 판에 아미타불과 청중으로 구성된 설법 장면이 부조된 판탱版幀(목

각탱)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의 4단에 걸쳐 정연하게 청중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중

단의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구품연지九品蓮池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배경

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 하단에 서사된 중수개금기重修改金記에 의해 1675년 조성되어 태백산 부석사에 봉

안되었던 후불탱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중수개금기에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들의 이름은 적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 분석을 통해서 조각승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주존 아미타상을 중심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얼굴은 각진 턱과 튼실한 하관으

로 인해 사각형을 보이며, 코는 이마에서 급격하게 돌출하였고, 눈은 윗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눌러 내자內眦 

에 몽고주름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귀는 얼굴 길이만큼 길며, 삼각와三角窩가 입체적이고 도드라지게 표현되

었으며, 이갑강耳甲腔이 매우 좁고 이수는 좁고 길게 이어져 있다. 복부를 감싼 부견의覆肩衣와 대의는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가면서 점차 넓게 벌어지다가 복부에서 두 옷이 만나면서 둥글

게 마무리되어 있다. 또한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팔은 어깨까지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무릎 위로 낮게 두었

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상 활동을 전개한 단응·

탁밀파의 특징과 일치하며, 1675년이 단응·탁밀파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스승인 단응의 작품

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체 존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불화와 같이 청중들이 주존상을 둘러싼 형식인데, 종이나 천에 그려

진 불화와 달리 오열伍列에 따라 존상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는 존상들이 조각된 7매의 판목들이 

세로로 이어 붙여져 있고, 매 판 마다 4존상씩 줄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7매의 새로 판목 중 좌우 6매

의 판목들보다 약 2배 넓게 자리한 중앙 판목에 주존 아미타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좌우의 좁은 판목들에

는 8보살, 6제자, 범천·제석천, 4천왕, 2천자, 2용왕 등 24존상이 묘사되어 있다. 주존상을 제외한 24존상 

중 거의 대부분 존명이 적힌 방제를 갖고 있어서 전체 존상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주존 아미타불 좌우 판목의 제2열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위치하여 삼존을 이루고 있으며, 

국보 제321호

1675년
1점
목조

높이 347.0cm, 너비 123.0cm
대승사

*2017.8.31 국보승격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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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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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하단 즉 제1열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상대하고 있으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

살의 상단 즉 제3열에는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이 상대하고 있다. 관음보살·대세지보살과 같은 제2열의 바깥

쪽 판목에는 각각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이 상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2열 가장 바깥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상대하고 있으며, 차례로 대각선의 안쪽 위를 향하여 3열에 사리불존자와 목건련존자, 4열에 부

루나존자와 수보리존자가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3열의 제일 바깥 좌우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상대하고 있고, 

1열의 두 보살 좌우에는 사천왕이 좌에서 우로 북동남서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사천왕은 각각 비파, 칼, 

용과 여의주, 당과 보주를 들고 서 있는데, 비파를 든 천왕을 제외한 3천왕은 각각 동방제두뢰천왕(지국천

왕), 남방비루륵차천왕(증장천왕), 서방비루박차천왕(광목천왕)이라는 방기가 붙어 있어, 비파를 든 천왕은 

북방비사문천왕(다문천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4열의 부루나존자 옆에는 복숭아 가지를 든 일광천자가 서 

있고, 사리불존자의 옆에는 과일을 담은 화반을 든 천인이 서 있는데, 이 천자는 일광천자와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월광천자로 판단된다. 두 천자의 바깥쪽에는 여의주를 들고 용의 모습을 한 난타용왕과 역시 

여의주를 든 발난타용왕이 상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열에 자리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는 

존격이 높은 존상이, 먼 곳에는 존격이 낮은 존상이 자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매의 횡 판목으로 구성된 하늘부에는 중앙의 둥근 연꽃 안에 “제일비바시불第一毗婆尸佛”이라 적힌 

연꽃 모양의 상징물이 있으며, 좌우 끝에는 각각 3불상이 앉아 있고, 이들 사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2명의 

비천이 공양하고 있다. 중앙의 비바시불 상징물과 좌우의 6여래는 비바시불로부터 석가모니불에 이르는 과

거칠불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하단에 위치한 1매의 횡 판목은 주존불의 대좌와 대좌 좌우의 두 물병, 그리고 물병에서 솟아난 

연꽃 가지, 연꽃, 연엽蓮葉이 좌우로 퍼져 마치 연못처럼 보이게 하였다. 퍼져 나간 연꼿 중에서 활짝 핀 9개

의 연꽃에는 상품상上品上에서 하품하下品下까지의 구품九品의 명칭이 새겨져 있어, 극락의 구품연지를 상징

하고 있다.

2. 자방子方을 나타내는 복괘復卦(  )로 추정됨. 현재의 대과괘大過卦(  )는 오기.

3. 축방丑方을 나타내는 임괘臨卦(  )로 추정됨. 현재의 중부괘中孚卦(  )는 오기.

나무틀의 십이벽괘방위도十二辟卦方位圖

(坤, 亥方) (復, 子方) (臨, 丑方)

(剝, 戌方) 北 (泰, 寅方)

(觀, 酉方) 西 東 (大壯, 卯方)

(否, 申方) 南 (夬, 辰方)

(遯, 未方) (姤, 午方) (乾, 巳方)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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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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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속(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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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좌우 틀이 훼손되어 상하 틀만이 남아 있지만, 상하좌우의 틀이 모두 완존하였던 1905년 당

시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네 틀에는 “십이벽괘방위도十二辟卦方位圖”가 음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방子方 즉 북방을 상징하는 복괘復卦(  )가 대과괘大過卦(  )로 표기되었고, 축방丑方 즉 북북동방을 상징하

는 임괘臨卦(  )가 중부괘中孚卦(  )로 잘못 표기되어 있지만, 나머지 10방의 표기는 각각의 방위를 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12방의 표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아미타불 대좌에 음각된 시時, 륜輪, 방方,  

지地 등 시간이나 방위를 나타내는 표기는 모두 중앙에 오시午時, 적방赤方, 오지午地 등 남쪽을 나타내고 있

어 12괘의 방위와 상통하고 있다. 또한, 수륜水輪, 화륜火輪, 지륜地輪 등은 아래위로 중첩된 공간을 나타낸 

지수화풍공륜地水火風空輪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 송은석

입안

상서 완의상소문

보물 제575호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관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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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ctangular altarpiece comprised of ten woodblocks features a preaching Amitabha 

and his audience. Amitabha is placed in the center with four rows of attending Buddhist beings 

positioned in an orderly manner to his right and left. Heaven and lotus pond are respectively 

expressed in the top and bottom sections of this wooden altarpiece. Based on this, it is inferred 

that the scene is set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ure Land of the West. A record on re-

gilding found near the bottom of the altarpiece reveals that it was originally crafted in 1675 for 

enshrinement at Buseoksa Temple on the slopes of Mt. Taebaeksan. Since the record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on its makers, they can only be identified through assumptions based on its 

sculptural style. 

In this regard, characteristics of Amitabha, the main figure in the sculpture, can be 

analyzed. The face is square in form with an angled chin and strong jaw, the nose abruptly 

protrudes from the plane of the forehead, the eyes feature conspicuous epicanthic folds, and 

the ears run the length of the face, with a discernible triangle fossa, small concha, and narrow, 

plunging earlobe. The under-robe and outer robe each covers a shoulder and run in parallel 

from the chest to meet at the abdomen and converge in a round form. The right hand displaying 

the abhaya-mudra (fear-dispelling hand gesture) is not raised to the height of the shoulder, as 

is conventionally done, but hovers low above the knee. These expressional traits correspond 

with those of the artistic group led by Monk Daneung and his disciple Monk Takmil, who were 

active in the north Gyeongsang region from the late 17th – early 18th centuries. Given that its 

production year of 1675 falls within the early phase of the group’s artistic activity, it is most likely 

that this altarpiece was created under the leadership of Monk Daneung.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of 
Daeseungsa Temple, Mungyeong

National Treasure No. 321

Joseon (1675)
1 item
Wood
H. 347.0 cm, W. 123.0 cm
Daeseu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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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삼존불상으로서, 뒤에 위치한 후

불 판탱版幀(목각탱)의 주존상으로 봉안되어 있다. 판탱의 조성기와 판탱에서 발견된 발원문인 용문사금당

시창복장기龍門寺金堂始創腹藏記에 의하면, 1683년 용문사에 금당이 새로 지어졌고, 1684년에 삼존불상과 판

탱이 조성되어 금당에 봉안되었다고 한다. 대장전은 이미 1173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여러 번 수리를 거친 건

물인데, 어느 때인가 금당에 봉안되었던 판탱과 함께 삼존상이 대장전으로 이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탱과 삼존상에 대한 조성기와 발원문에는 단응端應, 탁밀卓密, 학륜學崙, 법청法淸, 탄성坦性, 의선義

禪, 체원體元, 학탄學坦, 태민太敏 등 9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1684년에 조성되어 용문사의 금당에 봉안되었음

이 밝혀져 있다. 증명의 소임을 맡은 종현宗現은 1675년 문경 대승사 목각탱 조성 불사에 이어 이번 불사에

서도 증명으로 참여하여서 단응·탁밀파와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당의 창건과 불상, 판

탱의 조성에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된 소영당 신경神鏡도 1684년 이 불사 이후 여러 번 단응·

탁밀파 불사에 증명법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승려로 판단된다.

불상 조성에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단응은 1656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30명의 조각승 중 11위로 참여한 이래, 1665년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1684년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불상

들, 1689년 제천 정방사 관음상, 1689년 성주 선석사 아미타삼존상, 1692년 안동 황산사(봉황사) 아미타삼

존상, 안동 광흥사 지장보살상 등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하는 등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불상을 조

성하였으며, 차조각승인 탁밀도 1665년 직지사 사천왕상 조성 불사에 보조 조각승으로 단응의 불사에 참여

하였고, 1684년의 본 용문사 불사에서 차조각승에 오른 이래, 1687년 영월 보덕사 아미타삼존상, 1694년  

의성 대곡사 삼세불상, 1697년 의성 고운사 아미타삼존상, 1704년 울진 불영사 삼세불상 등을 수조각승으

로 제작하였다. 이들 단응과 탁밀 유파는 17세기 말 18세기 초 경상북도 일대를 풍미한 불석제 불상의 제작 

열기 속에서도 목제 불상의 전통을 지켜 온 대표적인 조각승 유파라 하겠다. 

불상의 얼굴은 각진 턱과 튼실한 하관으로 인해 사각형을 보이며, 코는 이마에서 급격하게 돌출하

였고, 눈은 윗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눌러 내자內眦에 몽고주름이 표현되었다. 불상의 육계는 폭이 넓고 얕으

보물 제989-1호

1684년
3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85.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79.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84.0cm
용문사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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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좌상(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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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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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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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지보살좌상 측면

관세음보살좌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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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상계주는 버섯처럼 생겼고, 중앙계주는 반달처럼 생겼다. 귀는 얼굴 길이만큼 길며, 삼각와三角窩가 도

드라지게 표현되어 입체적이며, 이갑강耳甲腔이 매우 좁거나 거의 없으며 이수는 좁고 길게 이어져 있다. 복

부를 감싼 부견의覆肩衣와 대의는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가면서 점차 넓게 벌어

지다가 복부에서 두 옷이 만나면서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다. 또한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팔은 어깨까지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무릎 위로 낮게 두었다. 용문사 아미타삼존상의 좌협시인 관음보살상에는 매우 특이한 

복제服制가 적용되었는데, 복부의 둥근 연화형 복갑腹甲과 정강이의 술 달린 행전行纏이 그것이다. 현존 최고

最古의 단응 참여 작품인 1656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우보처 보살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제자인 탁밀이 제

작한 1687년 영월 보덕사 관음보살상에도 전해진 특이한 복제이다. | 송은석

아미타여래삼존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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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iad consists of Amitabha in the center with two attendant bodhisattvas,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to his left and right. A wooden altarpiece is placed at 

its back. According to a dedicatory inscription from the wooden altarpiece and a record on its 

production inscribed on its bottom section, a “golden hall” was built at Yongmunsa Temple 

in 1683, and the next year a triad buddha and altarpiece were crafted for it. Given this, it is 

assumed that this triad and altarpiece was originally enshrined in the golden hall but later 

transferred to its current location at the Daejangjeon (Hall of the Great Tripitaka) of Yongmunsa. 

The triad was made by nine monastic sculptors, including Monks Daneung and Takmil.

In the Amitabha image, the face is rectangular with an angled chin and strong jaw; the 

nose suddenly protrudes from the forehead; the eyes have conspicuous epicanthic folds; and 

the ears run the length of the face, with a discernible triangle fossa, small or nonexistent concha, 

and narrow, plunging earlobes. The under-robe and outer robe respectively cover each shoulder 

and run in parallel from the chest to meet at the abdomen where they converge in a round 

form. The right hand displaying the fear-dispelling hand gesture is not raised to the height of the 

shoulder as is conventional, but hovers low above the kne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989-1

Joseon (1684)
3 items
Wood
Amitabha: H. 85.0 cm 
Avalokitesvara: H. 79.5 cm 
Mahasthamaprapta: H. 84.0 cm
Yongm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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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판목이 접합된 방형 판에 아미타불과 청중으로 구성된 설법 장면이 부조된 판탱版幀(목각탱)

이다.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3단에 걸쳐 정연하게 청중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청중단의 

위로는 하늘이, 아래로는 구품연지九品蓮池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배경인 것

으로 판단된다. 화면 하단에 서사된 조성기와 목각탱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여 1684년 9월 조

각승 단응端應 등에 의해 조성되어 예천 용문사 금당에 봉안되었던 후불탱임이 밝혀졌다. 특히 목각탱의 조

성기에 의해 나무로 조성된 탱화의 이름이 “판탱版幀”이었음도 확인되었다.

전체 존상의 배치는 조선 후기 불화와 같이 청중들이 주존상을 둘러싼 형식인데, 세로와 가로로 잇

댄 판목에 따라 존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존상들은 줄을 맞추어 배치되어 있다. 전체 판목은 세로 판

목이 5매, 가로 판목이 3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로 판목에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가로 판목

에는 하늘부와 연지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판목들을 감싼 나무틀 좌우로는 목탱에서 뻗어 나오는 기운

이 표현된 장식판이 덧대어 있다. 

전체 3열의 존상 열列에는 주존을 제외하고 좌우에 각각 7존상 씩 모두 14존상이 배치되어 있다. 존

상들은 주존 아미타상과 가섭·아난존자는 좌상이지만, 나머지 존상들은 입상이다. 아미타상은 중앙 판목

의 제2열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미타상의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여의와 연

꽃가지를 들고 서 있다. 그 바깥으로는 관음보살이 화불이 안치된 보관을 쓰고 정병이 올려 진 연꽃가지를 

두 손으로 들고 있으며, 반대편 보현보살의 옆에는 인장처럼 생긴 지물(또는 경전)이 올려 진 연꽃가지를 두 

손으로 쥐고 있다. 3열에는 중앙에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이 상대하고 있는데, 금강장보살은 금강저가 놓

인 연꽃 가지를 들고 있으며, 제장애보살은 긴 칼을 쥐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의 도상은 동일 지물을 쥔 보살

상이 등장하는 대승사 목각탱의 방제를 통해 확인되었다. 금강장보살과 제장애보살의 바깥으로는 연꽃을 

든 보살과 비구형에 석장을 쥔 보살이 서 있는데, 역시 대승사 목각탱의 방제에 따라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로 추정된다. 3열의 맨 바깥 끝에는 늙은 비구와 젊은 비구가 상대하고 있는데, 대승사 방제에 의해 각각 가

섭존자와 아난존자로 판단되었다. 최하단 1열에는 아미타상의 바위 대좌 좌우로 비파, 칼, 용·여의주, 당·

보물 제989-2호

1684년
1점
목조

높이 265.0cm, 너비 218.0cm
용문사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醴泉 龍門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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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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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을 지물로 갖고 있는 사천왕이 서 있는데, 각각 북방 다문천,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으로 

판단된다. 

2매의 횡 판목으로 구성된 하늘부에는 본존 아미타불의 광배로부터 솟아 오른 상서로운 기운이 곡

선을 이루며 좌우로 퍼져 올라가고 있으며, 중앙의 장막 아래 연꽃 보개 밑에 한 불상이 앉아 있고, 좌우 끝

에는 각각 3구의 좌불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비바시불로부터 시작하여 석가모니불에 이르는 과거칠불로 

판단되는데, 중앙의 비바시불이 존상이 아니라 글자로 대치되어 있지만 대승사 목각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최하단에 위치한 1매의 횡 판목에 연지蓮池가 표현되어 있다. 중앙의 하얀 물병으로부터 연꽃가지가 

뻗어 나오며 중간중간에 9개의 꽃을 피웠는데, 9개의 꽃에는 각각 상품상上品上에서 하품하下品下까지의 구

품九品의 명칭이 새겨져 있다.

전체 목각탱의 상하좌우의 틀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데, 네 틀에는 1675년 제작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

미타여래설법상처럼 “십이벽괘방위도十二辟卦方位圖”가 음각되어 있다. 그러나, 자방子方(즉 북방)의 복괘復卦, 축

방丑方, 즉 북북동방)의 임괘臨卦, 인방寅方(즉 동동북방)의 태괘泰卦, 유방酉方(즉 서방)의 관괘觀卦, 술방戌方(즉 

서서북방)의 박괘剝卦의 다섯 괘는 상하가 뒤집힌 상태로 그려져 있다. 나머지 7방의 표기는 각각의 방위에 맞

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대승사 목각탱처럼 12방이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본존불 광

배의 테두리에도 팔괘방위도八卦方位圖의 괘들이 음각되어 있어 목각탱 틀의 십이벽괘방위도와 조응한다.

4. 현재의 박괘剝卦는 술방戌方으로 현 향좌측 틀로 옮겨야 함. 상하를 뒤집어 자방子方의 복괘復卦로 교정함.

5. 현재의 관괘觀卦는 유방酉方으로 현 향좌측 틀로 옮겨야 함. 상하를 뒤집어 축방丑方의 임괘臨卦로 교정함. 

6. 현재의 복괘復卦는 자방子方으로 현 윗틀로 옮겨야 함. 상하를 뒤집어 술방戌方의 박괘剝卦로 교정함. 

7. 현재의 비괘姤卦는 신방申方으로 현 향좌측 틀의 비괘와 동일함. 상하를 뒤집어 인방寅方의 태괘泰卦로 교정함.

8. 현재의 임괘臨卦는 축방丑方으로 현 윗틀로 옮겨야 함. 상하를 뒤집어 인방 유방酉方의 관괘觀卦로 교정함. 

나무틀의 십이벽괘방위도十二辟卦方位圖

䷁(坤, 亥方) (復, 子方) (臨, 丑方)

(剝, 戌方) 北 (泰, 寅方)

(觀, 酉方) 西 東 (大壯, 卯方)

(否, 申方) 南 (夬, 辰方)

(遯, 未方) (姤, 午方) (乾, 巳方)

4

6

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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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상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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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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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나무틀의 곤괘와 복괘 사이에는 실담문자 ‘옴’자가, 복괘와 임괘 사이에 ‘卍’ 자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 나무틀에도 건괘와 구괘 사이에 ‘明’ 자가, 구괘와 돈괘 사이에 ‘心’ 자 새겨져 있다. 향우측 나무틀의 태

괘와 대장괘 사이에는 “大須彌之中微塵刹土”, 대장괘와 쾌괘 사이에 “三世空色是圓滿之法乃至”가 새겨졌으

며, 향좌측 나무틀의 비괘와 관괘 사이에 “當極樂之界寶池九品”, 관괘와 박괘 사이에 “三種尊容又聖僧之位”

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향우 나무틀 하단과 하단 나무틀의 괘와 괘 사이에 마련된 5군데의 구획에 조성기

가 새겨져 있는데, 종이에 쓰인 발원문과 내용이 비슷하나 좀더 많은 인명이 소개되어 있다.

주존 아미타상의 얼굴은 각진 턱을 가진 사각형이며, 코가 이마에서 급격하게 돌출하였고, 얇게 뜬 

눈은 윗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눌러 내자內眦에 몽고주름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얼굴 길이만큼이나 긴 귀

에는 입체적인 삼각와三角窩가 도드라져 있으며, 매우 좁은 이갑강耳甲腔이 나타나 있다. 복부를 감싼 부견의

覆肩衣와 대의는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시무외인을 지은 오른팔은 어깨까지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무

릎 위로 낮게 두었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상 활

동을 전개한 단응·탁밀파의 특징과 일치하며, 1684년 단응, 탁밀 등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발원문과 조성기

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존의 왼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대좌 위로 흘러내리는 가사

가 표현된 점은 기존의 단응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으로 주목된다. 특히 대좌를 덮는 가사의 표

현은 문경 대승사 목각탱, 상주 남장사 목각탱,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등에도 보이는 목각탱의 주요 특

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 송은석

본존 광배의 팔괘방위도八卦方位圖

☰

(乾卦, 西北)

☵

(坎卦, 北)

☱

(兌卦, 西)

☶

(艮卦, 東北)

☷

(坤卦, 西南)

☳

(震卦, 東)

☲

(離卦, 南)

☴

(巽卦, 東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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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아미타여래설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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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ctangular altarpiece is comprised of eight woodblocks — five vertical and three 

horizontal — describing Amitabha Buddha preaching to a gathering of Buddhist beings. The 

preaching Amitabha is set in the center with attendant Buddhist characters positioned in an 

orderly manner to his left and right. The Buddhist beings have heaven above them and a lotus 

pond below, which suggests that the gathering is taking place in the Pure Land of the West. 

The dedicatory inscription and production record for the altarpiece reveals that it was fashioned 

by the monastic sculptor Daneung in September 1684 for enshrinement at the golden hall of 

Yongmunsa Temple. The Buddhist beings in this wooden sculpture are positioned in the same 

way as in Buddhist painting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era with attendants surround the 

main buddha. 

The Amitabha image has a rectangular face featuring an angled chin, nose that abruptly 

protrudes from the forehead, eyes with conspicuous epicanthic folds, and ears running the 

length of the face with a discernible triangle fossa, very small concha, and narrow, plunging 

earlobes. The under-robe and outer robe respectively cover each shoulder and run in parallel 

from the chest to meet at the abdomen and converge in a round form. The right hand displaying 

the fear-dispelling hand gesture is not raised to the height of the shoulder, as is conventional, but 

hovers low above the knee. These expressional traits correspond with those common among 

the artistic group led by Monks Daneung and Takmil, who were active in the north Gyeongsang 

region from the late 17th – early 18th centuries.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989-2

Joseon (1684)
1 item
Wood
H. 265.0 cm, 218.0 cm
Yongmu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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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중심부를 이루는 세로 5매의 판목과 상부와 하부의 가로 판목 

각 1매를 합친 총 7매의 판목으로 이루어진 판탱版幀(목각탱)이다. 중앙의 3판목에는 중앙의 불상을 중심으

로 좌우에 4보살이 2열로 배치되었고, 좌우 끝의 판목에는 나한상과 사천왕상이 배치되었다. 

본존불을 특정할 수 있는 도상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에 대한 방증 자료는 2가지가 있다. 목탱 하단

에 위치한 연못은 이 법회가 행해지는 장소가 극락세계임을 보여주며, 본존 왼쪽의 협시보살상이 정병이 올

려 진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협시보살상이 관음보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본존은 관음보살을 협

시로 두었으며, 극락세계의 주인인 아미타여래인 것이다. 

전체 존상들은 중앙의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본존 좌우에는 좌상의 관음

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배치되어 서방삼성西方三聖을 이루며, 세 존상은 하단의 연못에서 올라온 연꽃 줄

기의 끝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 두 좌상의 보살상 상단에 각 1구씩의 보살상이 상반신만 드러내어 합장

하고 있는데, 좌상인지 입상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좌우의 두 보살상 바깥쪽으로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역시 상반신만 드러낸 채 합장하고 있다. 

목각탱의 가장 바깥 쪽에는 좌우 각 2존씩 갑옷으로 무장한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본존불 왼쪽 위에는 비

파를 든 북방 다문천왕, 아래에는 칼을 든 동방 지국천왕이 배치되었고, 본존불 오른쪽 아래에는 용과 여의

주를 든 남방 증장천왕, 위에는 탑을 받쳐 든 서방 광목천왕이 조각되었다.

화면의 윗부분은 하늘부이다. 5매의 세로 판목 상단부와 그 위의 1매의 가로 판목으로 구성된 하늘

부는 본존불로부터 방출된 빛이 하늘의 좌우로 퍼져 올라가는 모습이 매우 입체적으로 조각되었고, 3개의 

화염광이 중앙과 좌우 끝에 배치되었다. 좌우 화염광 아래로는 구름을 타고 있는 각 3명씩의 불상이 묘사

되어 있는데, 문경 대승사 목각탱이나 예천 용문사 목각탱 등의 사례처럼 과거칠불의 일부인 6불일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선원에 보관 중인 1841년에 기록된 「상주노악산관음전불상급후불목탱개금기尙州露岳山觀音殿佛像

及後佛木幀改金記」 현판에 의하면 이 목각탱은 천주산 상련암想蓮庵에서 1819년에 남장사 관음전으로 이안되

보물 제923호

1695년
1점
목조

높이 162.0cm, 너비 195.0cm
남장사 관음선원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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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그런데, 「천주산북장사사적기天柱山北長寺史蹟記」에는 1694년에 조성된 목탱불상을 상련암으로

부터 북장사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즉 두 기록을 종합하면, 1694년 제작되어 상련암에 봉안되었던 목탱은 

북장사를 거쳐 1819년에 남장사 관음전으로 이안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목각탱의 뒷면에서 발견된 “강희삼십사년을해康熙三十四年乙亥”라는 명기에 의해 1694년에 

제작되어 이듬해인 1695년에 전각에 봉안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 송은석

설법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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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tarpiece consists of five vertical and two horizontal wooden blocks. Although 

the main buddha featured on the central vertical woodblocks does not include iconographic 

evidence to help determine its identity, two clues can still be found. The lotus pond carved on 

the lower section of this altarpiece testifies that the depicted gathering of Buddhist beings take 

place in the Pure Land of the West, and the attendant bodhisattva to the lower left of the main 

buddha can be identified as Avalokitesvara Bodhisattva holding a lotus flower with a kundika 

(water bottle) placed on top. These are indications that the main buddha is Amitabha. 

In this image, attendant Buddhist beings are positioned symmetrically around a 

main buddha in the center. The central buddha has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respectively to his left and right. These three figures sit on lotus flowers growing from the pond 

below. Above the seated bodhisattvas are shown two other bodhisattvas exposing only their 

upper bodies and with their palms joined. To the outer sides of them are Kasyapa and Ananda, 

who also reveal the upper portions of their bodies. On either end are placed two of the Four 

Heavenly Kings.

Wooden Amitabha Buddha and Bodhisattvas Altarpiece at  
Gwaneumseonwon Hermitage of Namjangsa Temple

Treasure No. 923

Joseon (1695)
1 item
Wood
H. 162.0 cm, W. 195.0 cm
Gwaneumseonwon Hermitage of Namj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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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82호

1748년
1구
목조

높이 87.0cm
백담사

백담사百潭寺 극락보전의 주존불로 봉안된 목불좌상으로서 변형 편단우견의 착의에 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는 아미타불이다. 머리카락은 높고 가는 소라껍데기 모양의 나발이 풍성하게 가득찬 모습인데, 부

처를 상징하는 정수리에 볼록하게 솟은 육계는 옆에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표현되었다. 또 조선

시대의 불상들이 대부분 육계 앞에 중간계주를 가지는 것에 반해 이 불상은 중간계주가 없이 나발로 가득 

채웠다. 대신 정수리 위의 정상계주를 두꺼운 기둥모양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둥그스

름한 얼굴은 신체에 비해 적절한 비례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기 불상 중에 많은 수가 신체에 비해 큰 머리

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보다 고전적인 비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귓불이 두툼한 것도 특징인데, 살집이 

많은 코와 더불어 얼굴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눈은 가늘면서 양끝으로 갈수록 위로 치켜 올라가는 

모습이 탄력적인 눈썹과 대칭을 이루는 듯하다. 또한 코의 너비 정도 되는 아담한 입술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인상인데, 이러한 묘사는 깊이 사색하는듯하면서도 정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인상을 주어 염불수행

에 있어서의 고도의 집중력을 시각화한 것으로 보인다. 양쪽 어깨에 가사를 걸친 통견의 상체는 이 불상이 

높이 87cm의 아담한 크기임에도 마치 장대한 신체를 지닌 불상을 바라보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 비록 가

사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평면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주변을 감싸는 굵은 옷주름이 보여주는 포물선의 율

동적인 형태는 간접적으로 조각적 양감을 대신하고 있다. 하품중생인을 결한 두 손은 큼직하면서도 양감이 

풍부하여 멀리서도 강렬하게 다가오며,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섬세하다. 가부좌한 하체는 전반적

으로 불상이 정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도록 안정적으로 넓으며, 교차한 두 다리 사이로 부채꼴로 펼쳐지는 옷

자락은 잔잔하면서도 넓게 퍼져서 장식적인 역할을 겸한다. 

복장유물의 조사를 통해 원래 이 불상은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운마산에 있던 보월사寶月寺에 석가·

약사·아미타 삼세불의 한 존상으로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이며, 조각승 인성印性이 치일致一, 치준

緇俊 등의 승려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성, 치준은 1740년에 현재 서울 도선사 강당에 봉

안된 아미타삼존상 중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조각승의 작품이지만 도

선사 불상은 백담사 불상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편인데, 도선사 불상은 원래 전해오던 관음보살상의 양식에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麟蹄 百潭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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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인성 등이 아미타불·대세지보살을 제작한 것이어서 순수한 인성의 조각양식은 백담사 불상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장에서 나온 ‘회향발원문’은 불상조성의 목적이 자신의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데 있음

을 밝히고 있는데, 불교의례에서 중요한 과정인 회향의식과 연관하여 당시 발원자들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복장에서는 한글로 된 발원문도 발견되어 국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훌륭한 바느질로 만들어진 당코깃 삼회장저고리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고 있다. 만

자소화문卍字小花紋의 이 노란색 저고리는 깃과 곁마기를 만자운룡문卍字雲龍紋 자색단으로, 끝동은 만자소

화문 자색단으로 마감하였다. 원래는 너비 2.5cm 정도의 고름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자운

룡문 자단색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저고리 안쪽에는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한글발원문이 적혀있어 이 시기 복식 연구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들 발원문과 저고리는 유리 및 수

정편과 함께 보자기에 싸여 납입되어 있다. | 주수완

복장유물(회향발원문 등)

참고문헌

01   문명대, 「백담사 목아미타불좌상」, 『강좌미술사』 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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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ing the outer robe in a manner that covers both shoulders, this wooden statue 

enshrined at the Geungnakbojeon (Amitabha Hall) of Baekdamsa Temple displays a hand 

gesture indicating a heaven of the intermediate class in the lower category among the nine 

grades of rebirth, and is therefore identified as Amitabha Buddha. The statue features a thick 

columnar jewel on top of the head. With fleshy earlobes, the round face remains in good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body and therefore appears rather classical when compared 

with contemporaneous buddha statues. Seemingly lost in meditation but still staring forward, 

the buddha seems deeply immersed in monistic practice with a high level of concentration. 

Although it is just 87 centimeters high, the buddha comes across to onlookers as a grand statue.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votive objects excavated from within the statue, this 

Amitabha image was originally enshrined as part of a trikala-buddha, or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t Bowolsa Temple on Mt. Unmasan in Gangwon-do Province and then 

later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t was produced in 1748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onastic 

sculptor Inseong along with other monks such as Chiil and Chijun. Among the votive objects 

was included a dedicatory inscription written in Korean, a significant material for studies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Excavated Relics of Baekdamsa Temple, Inje

Treasure No. 1182

Joseon (1748)
1 item
Wood
H. 87.0 cm
Baekda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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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보광명전普光明殿에 봉안되어 있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2개의 나

무를 좌우로 연결하여 아미타여래의 설법 장면을 조각한 것이다. 설법상은 아래쪽에 기록된 묵서墨書를 통

하여 조선시대 1782년(정조 6)에 실상사에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아미타여

래를 중심으로 팔대보살八大菩薩과 가섭존자迦葉尊者, 아난존자阿難尊者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존상은 아미

타여래의 대좌에서 뻗어 나온 연꽃을 대좌로 삼고 있다. 또한 설법상 위쪽에는 연꽃에서 화생化生하고 있는 

존상들이 표현되어 있다. 즉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에서 아미타여래가 설법하고 

있는 중에 중생들이 구품九品의 품차品次에 따라 왕생하고 있는 연화 화생의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아미타여래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를 입고 사자연화좌獅子蓮華座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머리와 

손은 몸에 비해 큰 편이며, 어울리지 않게 큼직큼직한 나발螺髮과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髻珠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가늘고 긴 눈과 넓은 인중, 얇고 가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들어 올려 손등

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무릎 위에 둔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같은 수인手印을 결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조선시대 17세기에 작은 불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대좌의 연잎 사이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연꽃잎으로 장엄된 광배도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시대 불상 대좌에서는 드물게 사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인데, 

사자는 오른쪽 몸을 정면으로 향하게 한 채 고개를 돌려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앞쪽을 응시하고 있다.

팔대보살은 불공不空(705~774)이 번역한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茶羅經』에 도상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전에 기록된 팔대보살은 관음보살觀音菩薩, 미륵보살彌勒菩薩,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금강수보살金剛手

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문수보살文殊菩薩,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

에 조성된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의 도상에서는 관음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금강장보살金剛藏菩

薩, 보현보살, 문수보살, 제장애보살除障碍菩薩, 지장보살이 표현된다. 설법상의 팔대보살 중 도상적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래의 좌측 바로 옆에 있는 관음보살과 우측 바로 옆의 대세지보살, 상단 첫 번째 

줄 가장 우측에 있는 지장보살이다. 즉 보관에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고 오른손으로 정병淨甁을 들고 있는 관

보물 제421호

1782년
1구
목조 
높이 181.0cm, 너비 183.0cm
금산사 성보박물관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南原 實相寺 藥水庵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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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살, 보관에 보병이 새겨진 대세지보살, 민머리에 석장錫杖을 잡고 있는 지장보살이 그것이다. 팔대보살의 

존명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시대 1675년명 문경 대승사大乘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팔대보살과 비교해 보

면, 설법상 상단에는 지장보살, 제장애보살, 아난존자, 가섭존자, 금강장보살, 미륵보살이, 하단에는 보현보

살, 대세지보살,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문수보살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팔대보살상들은 화관花冠을 쓰고 있으며, 장방형의 얼굴과 몸을 갖추고 있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 

상당히 길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몸이다. 수인과 장엄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비슷하다. 상단의 보살상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보살상에서 많이 보이는 정강이에 장식 띠가 표현되

어 있다.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원래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이지만,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아미타여

래의 권속으로 표현되었다. 두 존자는 합장한 채, 아미타여래를 향해 몸을 살짝 비틀고 서 있다. 주름진 이

마와 양옆으로 처진 두 눈, 야윈 몸에서 연로한 가섭존자라는 것을 당장 알아차릴 수 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극락정토왕생과 관련되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팔대보살의 『팔대보살

만다라경』에 도상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상은 부지런히 정업淨業을 닦으면 지름길로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근수정업왕생첩경勤修淨業往生捷徑』(1678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것에 근거하여 17세

기 후반부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유행하였다. 대부분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구품왕생九品往生

을 9개의 연꽃으로 표현하거나 그 연꽃 속에 구품의 품차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약수암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는 아직 피지 않는 연꽃, 살짝 핀 연꽃, 활짝 핀 연꽃 속에 왕생하는 사람을 표현하여 

품차에 따라 왕생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경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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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hrined in the Bogwangmyeongjeon (Hall of Great Light) of Yaksuam Hermitage, this 

altarpiece depicts the Buddha Amitabha offering a sermon in his Buddha-field, the Pure Land 

of the West, along with sentient beings being reborn according to the nine grades of rebirth. 

An ink inscription along a bottom portion of the wooden artwork consisting of two vertical 

woodblocks relates that the altarpiece was mad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1782. The 

sculpture features Amitabha in the center surrounded by the Eight Great Bodhisattvas and two 

of the Buddha’s ten major disciples, Kasyapa and Ananda. These attendant Buddhist personages 

stand on lotuses growing out of Amitabha’s pedestal. Amitabha wears his robe in a way that 

covers both shoulders and he sits in the full lotus position. The iconography of this altarpiece 

is based on the Buddhist scriptures Gwanmuryangsugyeong (Sutra on Visualization on the 

Buddha of Infinite Life) and Paldaebosalmandaragyeong (Sutra on the Mandalas of the Eight 

Great Bodhisattvas).

Wooden renderings of the image of Amitabha giving a sermon came into vogu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It is notable that the image in this altarpiece graphically 

depicts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ime required for rebirth according to the rebirth grades 

via the expression of lotus flowers in various stages of blossoming — some still just buds while 

others are in partial or full bloom.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at  
Yaksu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

Treasure No. 421

Joseon (1782)
1 item
Wood 
H. 181.0 cm, W. 183.0cm
Geumsansa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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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판목 7장과 가로 판목 2장 등 총 9장의 판목이 연결된 사각형 목판 위에 석가불상을 중심으로 

한 설법장면이 새겨진 판탱版幀(목각탱)이다. 중앙의 본존 석가불이 조각된 판목을 중심으로 좌우에 붙여진 

세로 판목 6장 등 모두 7장의 세로 판목에 집중적으로 존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그간 아

미타불로 알려져 있었으나, 복제와 수인으로 보아 석가불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존불은 

오른손 손바닥을 밖으로 펴 여원인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반대로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항

마촉지인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남장사 보광전의 주존불처럼 부견의를 착

용하지 않은 불상은 모두 석가불로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주존상을 제외한 존상들은 문경 대승사 목각탱과 같이 24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상들은 중앙 

판목의 좌우에 세워진 6장의 판목에 한 판목마다 세로로 4존상이 오열을 맞추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존

상의 구성이 대승사 목각탱과 다르며, 방제도 없기 때문에 모든 존상의 존명이 판명되지는 않았다. 즉, 10

대제자와 4천왕은 수량과 도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보살형을 한 나머지 10존상의 정확한 존명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의 석가불은 아래로부터 제2열에 맞추어 자리하고 있으며, 같은 열의 석가불 좌우에는 좌상의 

두 보살상이 안치되었다. 전체 존상 중에서 주존 석가모니불이외에 이들 두 보살상만이 좌상인 점으로 보아 

이들 두 보살은 문수보살·보현보살이거나 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일 가능성이 높다. 좌상의 두 협시보살을 

둘러싸듯이 각각 위에 2구, 바깥쪽에 1구, 아래에 1구씩 총 8구의 보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착의법

이나 지물이 거의 동일하여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주존상의 오른쪽 보살좌상 옆의 입상은 다른 보살상들

처럼 대의를 착용하지 않고 군의와 승기지 위에 천의를 착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각 판목의 4열에 3구씩, 

가장 바깥쪽 판목의 2열과 3열에 각 1구씩 총 10구의 제자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주존 좌우쪽 판목의 

4열에는 왼쪽에 노인 모습의 가섭존자, 오른쪽에 젊은이 모습의 아난존자가 대칭하고 있다. 중앙 판목에서 

외곽쪽으로 2째와 3째 판목의 1열에는 4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왼쪽으로부터 각각 비파, 칼, 용과 여의

주, 탑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북방 다문천,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으로 판단된다. 

보물 제922호

17세기 말~18세기 초반
1점
목조

높이 236.0cm, 너비 226.0cm
남장사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尙州 南長寺 普光殿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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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탱의 가장 윗 부분은 가로 판목 1매로 이

루어져 있는데, 주존의 머리에서 뻗어나간 빛이 광

배 위에서 2줄기로 나뉘어 좌우의 상단 모서리로 날

아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악기를 들고 날고 있는 비천이 상대하고 있으며, 두 

비천 사이에는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연꽃으로부터 

각 4개씩의 연꽃 줄기가 나오고 줄기 끝에 달린 리

본이 서로 연결되어 커다란 보개를 이루고 있다. 판

탱의 최하단은 앞쪽의 불단에 가려 연봉오리와 연잎 

등 일부만 보이는데, 가로 판목 1매로 이루어진 것으

로 추정된다.

주존 석가상과 좌우 협시상을 중심으로 살

펴 본 표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얼굴은 일직

선의 발제와 각진 턱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며, 코

는 이마에서 급격하게 돌출하였다. 얇게 뜬 눈에는 

윗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눌러 내자內眦에 몽고주름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귀에는 삼각와三角窩가 입체적이

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으며, 이갑강耳甲腔이 매우 좁

게 나타나 있다. 주존 석가불은 일반적인 조선 후기 

석가불의 도상학적 특징에 따라 부견의를 착용하

지 않았으며, 오른쪽 어깨 아래의 둥글게 뚫린 구멍

에 별도로 제작된 오른팔이 삽입되어 있다. 부견의

가 착용된 좌우 협시보살들은 복부의 왼쪽의 대의

와 오른쪽의 부견의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슴에

서 복부로 내려가면서 점차 넓게 벌어지다가 복부에

서 두 옷이 만나면서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다. 이러

한 표현상의 특징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상 활동을 전개한 단응·탁

밀파의 특징과 일치하며, 1675년에 제작된 문경 대

승사 목각탱과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응·탁밀파 양식을 갖고 있는 이 목

각탱에 부분적으로는 단응과 다른 탁밀의 특징적 표

현이 나타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오른팔은 항

마촉지인 수인을 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

른쪽 가슴 아래로 둥글게 말린 대의 사이에 뚫린 둥

근 구멍에 별도로 제작된 오른팔 하박부가 삽입되었
권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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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박부와 팔꿈치는 표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몸통과 한꺼번에 제작되고 팔의 상박부, 팔꿈치, 하

박부가 모두 이어져 표현되었던 단응 작 봉황사 석가불상(1692) 등 단응의 제작 방식과 매우 다른 것이다. 반

면 탁밀이 제작한 울진 불영사 석가상(1704)이나 대구 안일사 석가상(1694) 등은 남장사 목각탱 석가상과 완

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선 후기 불상들에서 목의 삼도가 원통형의 목 곡

선을 따라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 단응과 탁밀의 작품에서는 2-3줄의 음각선이 원통형의 목 테두리

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탁밀의 경우에는 또한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줄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도 보이는데, 남장사 목각탱 석가상의 삼도는 탁밀이 만든 의성 대곡사 보살상이나 울

진 불영사 석가상 등과 마찬가지 모양이다. 즉, 남장사 목각탱은 단응·탁밀파 조각승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

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탁밀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으로, 제작 시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추

정된다. | 송은석

10대 제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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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out of seven vertical wooden blocks and two horizontal ones, this rectangular 

altarpiece depicts Sakyamuni Buddha delivering a sermon. The seven vertical wooden elements, 

including the central piece presenting the main figure, Sakyamuni, are carved with Buddhist 

personages. Excluding the main figure, the composition of the other 24 attendant Buddhist 

beings is the same as those appearing on the wooden altarpiece at Daeseungsa Temple (National 

Treasure No. 321). Each of the three vertical wooden blocks set to either side of the central 

piece embodies an orderly positioning of four Buddhist beings.

Although the main figure in this sculpture has been believed to be Amitabha, it should 

correctly be considered Sakyamuni given the clothing and hand gesture. The main figure 

currently makes the varada-mudra (wish-granting hand gesture) in the right hand with the 

palm facing outward, but it is purported that the palm originally faced inward to form the 

bhumisparsa-mudra (earth-touching hand gesture), a characteristic mudra of Sakyamuni.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buddha images with no undershirt, as in this case, 

were commonly associated with Sakyamuni. 

The face, nose, ears, eyes, and drapery folds of the buddha epitomiz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Daneung-Takmil group. However, the rendering of three neck folds and 

the expression of the right arm are features that are seen exclusively in Takmil’s artworks. 

Therefore, it is inferred that this altarpiece dates from the late 17th – early 18th century.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in the  
Bogwangjeon Hall of Namjangsa Temple, Sangju

Treasure No. 922

Joseon (late 17th–early 18th centuries)
1 item
Wood
H. 236.0 cm, W. 226.0 cm
Namj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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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사 극락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조성 당시부터 경국사에 봉안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봉은사본말지奉恩寺本末志』에 경국사 법당이 1852년(철종 3)에, 극락전이 1915년에 중건되었다는 기

록이 남아 있어서 늦어도 이때에는 경국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5개의 판목板木을 연결한 다음,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여래가 설법하는 

장면을 조각한 것으로, 아미타여래, 팔대보살八大菩薩, 가섭존자迦葉尊者, 아난존자阿難尊者, 사천왕四天王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수미산須彌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상 대좌에서 뻗어 나온 연꽃을 대좌로 삼아 팔대보살

과 가섭존자, 아난존자가 아미타여래를 둘러싸고 서 있는 서방극락정토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설

법상은 조선시대 1684년에 조성된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龍門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후불목탱後佛木幀” 

과 1694년명 경상북도 상주 남장사南長寺 관음선원觀音禪院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목탱불상木幀佛像”이라

는 기록을 통하여 불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여래상은 통견식通肩式으로 법의를 입고 수미좌 위에 놓인 3중의 앙련仰蓮대좌 위에서 가부

좌한 채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아담한 몸에 비해 머리는 큰 편이며, 큼직큼직한 나발螺髮과 원통형의 정상

계주頂上髻珠,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다. 가슴 중앙에는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드물게 커다란 卍자

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불상에 卍자가 많이 그려진 조선 후기 불화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초본抄本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미타여래상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 올려 손등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

며, 무릎 위에 둔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법의 자락은 연화대좌의 앙련 사

이로 흘러내리고 있다. 거신형擧身形 광배는 아미타여래의 어깨까지는 수미산을 상징한 듯한 중첩된 산으로, 

그 윗부분은 보상화당초문과 같은 꽃으로 섬세하게 장엄되어 있다. 광배 바깥 가장자리는 도식화된 연꽃잎

으로 꾸며져 있다. 수미좌 아래쪽에는 9개의 연꽃이 3개씩 3열로 배치되었는데, 상품상생上品上生부터 하품

하생下品下生에 이르는 구품왕생九品往生의 품차品次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목각아미타여래

설법상의 도상이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팔대보살은 불공不空(705~774)이 번역한 『팔대보살만다라경八大菩薩曼茶羅經』에 도상적인 근거를 두고 

보물 제748호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1구
목조

높이 177.0cm, 너비 176.0cm
경국사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서울 慶國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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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전에서 언급된 보살상은 관음보살觀音菩薩, 미륵보살彌勒菩薩,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금강수보살 

金剛手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문수보살文殊菩薩,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그러나 조선 후

기 불화에서 확인되는 팔대보살은 관음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 보현보

살, 문수보살, 제장애보살除障碍菩薩, 지장보살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표현된 팔대보살 중 도상적 특

징이 분명한 것은 여래의 좌측 바로 옆에 있는 관음보살과 우측 바로 옆의 대세지보살, 좌측 위쪽에 있는 

금강장보살, 우측 위쪽의 제장애보살, 우측 제일 상단의 지장보살이다. 즉 보관에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고 

오른손으로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 보병이 새겨진 보관과 경합經盒이 놓여 있는 연꽃봉우리를 든 대

세지보살, 금강저金剛杵를 들고 있는 금강장보살, 칼을 잡고 있는 제장애보살, 민머리에 석장錫杖과 보주寶珠 

를 잡고 있는 지장보살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1675년에 조성된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大乘寺 목각아미타여래

설법상의 팔대보살과 비교하여 경국사 상像을 보면, 제일 상단 좌측의 연잎으로 감 싼 연꽃을 들고 있는 미

륵보살, 우측의 지장보살, 그 아래 단 좌측의 금강장보살, 우측의 제장애보살, 아미타여래 좌측의 관음보살, 

우측의 대세지보살, 제일 아랫단 좌측의 문수보살, 우측의 보현보살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은 각각의 지물持物과 세부 표현이 다를 뿐, 보관 형식과 전체적인 조형은 같다. 즉 몸을 비틀거나 옷주름을 

비대칭적으로 처리하는 등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장방형의 머리와 몸, 정강이 부분에 

⋓식으로 도식적으로 처리된 옷주름 등은 동일하다. 

한편, 늙고 젊은 수행승의 모습을 한 가섭존자迦葉尊者와 아난존자阿難尊者는 원래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였지만, 설법상에서는 아미타여래의 권속으로 표현되었다. 두 존자 중에서 솟아 나온 정수리와 주름진 

얼굴을 한 가섭존자가 특히 눈에 띤다. 설법상의 네 모서리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상단 좌우(여래

상 중심)에는 명패名牌 속에 북방비사문천왕北方毘沙門天王과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 기록되어 있고, 하단 

좌우에는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과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이 각각 상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천

왕을 이름으로 대신한 경우는 매우 드문 예로서, 설법상이 지닌 공간적인 제한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상단 양쪽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화불化佛이 각각 3존씩 있으며, 아미

타여래상의 위쪽에도 1존의 화불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존상은 아미타여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오고 있는 

타방불他方佛이거나 과거칠불過去七佛일 가능성이 높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서방극락정토왕생과 관련되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팔대보살의 『팔대

보살만다라경』으로 구성된 도상이지만, 부지런히 정업淨業을 닦으면 지름길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근수

정업왕생첩경勤修淨業往生捷徑』(1678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도상에 근거하여 17세기 후반부터 목각아

미타여래설법상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권속들이 일렬로 배치된 다른 설법상들

과 달리,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여래를 둘러싸고 있는 구도를 하고 있

다. 한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얼굴 표정과 법의 표현에서 조선시대 1684년에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龍

門寺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조성한 단응端應과 탁밀卓密의 조각풍을 엿볼 수 있다. | 배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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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광목천왕

북방

비사문천왕

지장보살

아난존자

남방증장천왕 보현보살 문수보살 동방지국천왕

대세지보살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가섭존자

제장애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존명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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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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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is hard to ascertain whether this altarpiece was originally enshrined in 

Gyeongguksa Temple, it is strongly assumed based on historical records that it has been here 

from at least the later Joseon period. On the surface rendered by piecing together five wooden 

blocks are carved the preaching Amitabha surrounded by the Eight Great Bodhisattvas, the 

Buddha’s disciples Kasyapa and Ananda, and two of the Four Guardian Kings. 

Unlike other wooden sculptures featuring a preaching Amitabha, this altarpiece does 

not present the attendant Buddhist beings in orderly horizontal rows, but places them in an 

alternating pattern that fully surrounds Amitabha. The facial expressions and monastic robes 

shown in this altarpiece reflect the sculptural traditions of Monks Daneung and Takmil, who in 

1684 produced the wooden Amitabha altarpiece of Yongmunsa Temple (Treasure No. 989-2).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of 
Gyeongguksa Temple, Seoul

Treasure No. 748

Joseon (late 17th–early 18th centuries)
1 item
Wood
H. 177.0 cm, W. 176.0 cm
Gyeo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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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43호
조선(약사여래좌상: 1561년, 석가여래좌상, 아미타여래좌상: 1648년) | 3구 | 목조,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7.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9.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5.5cm
정수사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eongsusa Temple, Gangjin

Treasure No. 1843
Joseon (Clay Amitabha: 1561, wooden Sakyamuni and unidentified wooden buddha: 1648) |  
3 items | Wood, clay 
Sakyamuni: H. 137.0 cm, Bhaisajyaguru: H. 109.0 cm, Amitabha: H. 115.5 cm 
Jeongsusa Temple

04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論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51호
조선(1605년) | 불상 3구, 복장유물 4점 |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90.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74.7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80.0cm
쌍계사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sanggyesa Temple, Nonsan

Treasure No. 1851
Joseon (1605) | Buddhist statue: 3 items, excavated relics: 4 items | Clay
Sakyamuni: H. 190.0 cm, Bhaisajyaguru: H. 174.7 cm, Amitabha: H. 180.0 cm
Ssanggyesa Temple

02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보물 제1789호
조선(1603년) | 3구 |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79.0cm, 좌협시 보살입상 높이 163.0cm, 우협시 보살입상 높이 164.0cm
청룡사

Clay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gnyongsa Temple, Anseong

Treasure No. 1789
Joseon (1603) | 3 items | Clay
Sakyamuni: H. 179.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63.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64.0 cm
Cheongnyongsa Temple

05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19호
조선(1606년) | 불상 3구, 복장유물 77점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10.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2.2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4.2cm
동학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Donghaksa Temple, Gongju

Treasure No. 1719
Joseon (1606) |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77 items in 67 varieties | Wood
Sakyamuni: H. 110.5 cm, Bhaisajyaguru: H. 102.2 cm, Amitabha: H. 104.2 cm
Donghaksa Temple

03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보물 제1842호
조선(1605년) | 보살입상 1구, 복장유물 27점 | 목조
높이 152.5cm
관음사

Wooden Standing Bodhisattva of Gwaneumsa Temple, Iksan

Treasure No. 1842
Joseon (1605)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27 items in 7 varieties | Wood
H. 152.5 cm
Gwaneumsa Temple

조선시대 朝鮮時代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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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晉州 月明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86호
조선(1612년) | 1구 | 목조
높이 80.0cm
월명암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t Wolmyeongam Hermitage, Jinju

Treasure No. 1686
Joseon (1612) | 1 item | Wood
H. 80.0 cm
Wolmyeongam Hermitage

09

해남 대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大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63호
조선(1612년) | 불상 3구, 복장유물 9건 21점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99.6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63.7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68.3cm
대흥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Daeheu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863
Joseon (1612) |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21 items in 9 varieties | Wood
Sakyamuni: H.199.6 cm, Bhaisajyaguru: H. 163.7 cm, Amitabha: H. 168.3 cm
Daeheungsa Temple

10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晉州 靑谷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688호
조선(1615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70.5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162.5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151.0cm
청곡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Cheongg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8
Joseon (1615) | 3 items | Wood
Sakyamuni: H. 170.5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62.5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51.0 cm
Cheonggoksa Temple

11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751호
조선(1619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3.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2.5cm
봉서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Bongseosa Temple, Seocheon

Treasure No. 1751
Joseon (1619) | 3 items | Wood
Amitabha: H. 103.0 cm, Avalokitesvara: H. 101.5 cm, Mahasthamaprapta: H. 102.5 cm
Bongseosa Temple

07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보물 제1852호
조선(1차 제작: 1610년, 2차 제작: 1645년) | 불상 25구, 복장유물 18점 | 목조, 소조
높이 93.0~153.0cm
선원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Clay Ten Underworld Kings of 
Seonwonsa Temple, Namwon

Treasure No. 1852
Joseon (1610, 1645) | Buddhist statues: 25 items, excavated relics: 18 items | Wood, clay
H. 93.0 –153.0 cm
Seonwonsa Temple

06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驪州 神勒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보물 제1791호
조선(1610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9.5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77.5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74.2cm
신륵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illeuksa Temple, Yeoju

Treasure No. 1791
Joseon (1610) | 3 items | Wood
Amitabha: H. 149.5 cm, Avalokitesvara: H. 177.5 cm, Mahasthamaprapta: H. 174.2 cm
Sille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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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785호
조선(1623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3.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92.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89.5cm
전등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eondeung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5
Joseon (1623) | 3 items | Wood 
Sakyamuni: H. 123.5 cm, Bhaisajyaguru: H. 92.5 cm, Amitabha: H. 89.5 cm
Jeondeungsa Temple

14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順天 松廣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像 一括
보물 제1549호
조선(1624년) | 26구 | 목조, 소조
높이 67.5~78.0cm
송광사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and Clay Sixteen Arhat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549
Joseon (1624) | 26 items | Wood, clay
H. 67.5 –78.0 cm
Songgwangsa Temple

16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보물 제1360호
조선(1626년) | 3구 |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509.0cm, 좌협시 여래좌상 높이 492.0cm, 우협시 여래좌상 높이 471.0cm
법주사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 1360
Joseon (1626) | 3 items | Clay
Vairocana: H. 509.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492.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471.0 cm
Beopjusa Temple

15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坐像
보물 제1834호
조선(1625년) | 19구 | 목조, 소조
높이 58.0 ~ 120.0cm
다보사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and Clay Sixteen Arhats of  
Dabosa Temple, Naju

Treasure No. 1834
Joseon (1625) | 19 items | Wood, Clay
H. 58.0 –120.0 cm
Dabosa Temple

17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順天 松廣寺 塑造四天王像
보물 제1467호
조선(1628년) | 4구 | 소조
높이 403.0cm
송광사

Clay Four Guardian King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467
Joseon (1628) | 4 items | Clay
H. 403.0 cm
Songgwangsa Temple

12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621호
조선(1622년) | 1구 | 목조
높이 117.5cm
국립중앙박물관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at Jijangam Hermitage, Seoul

Treasure No. 1621
Joseon (1622) | 1 item | Wood
H. 117.5 cm
National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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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麗水 興國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보물 제1550호
조선(17세기 전반)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5.0cm, 미륵보살입상 높이 143.9cm, 제화갈라보살입상 높이 143.6cm
흥국사

Wooden Sakyamuni Buddha Triad of Heungguksa Temple, Yeosu

Treasure No. 1550
Joseon (early 17th century) | 3 items | Wood
Sakyamuni: H. 135.0 cm, Maitreya: H. 143.9 cm, Jehwagalla: H. 143.6 cm
Heungguksa Temple

21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扶餘 無量寺 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565호
조선(1633년) | 3구 | 소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521.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449.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449.0cm
무량사

Clay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Muryangsa Temple, Buyeo

Treasure No. 1565
Joseon (1633) | 3 items | Clay
Amitabha: H. 521.0 cm, Avalokitesvara: H. 449.0 cm, Mahasthamaprapta: H. 449.0 cm
Muryangsa Temple

19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
보물 제1730호
조선(1629년) | 불상 3구, 대좌 3좌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50.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2.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4.0cm
관룡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Pedestal of Gwallyongsa 
Temple, Changnyeong

Treasure No. 1730
Joseon (1629) | Buddhist statues: 3 items, Pedestals: 3 items | Wood 
Sakyamuni: H. 150.0 cm, Bhaisajyaguru: H. 122.0 cm, Amitabha: H. 124.0 cm
Gwallyongsa Temple

20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金堤 歸信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보물 제1516호
조선(17세기 전반) | 3구 |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13.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291.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293.0cm
귀신사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Gwisinsa Temple, Gimje

Treasure No. 1516
Joseon (early 17th century) | 3 items | Clay
Vairocana: H. 313.0 cm, Bhaisajyaguru: H. 291.5 cm, Amitabha: H. 293.0 cm
Gwisinsa Temple

22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高敞 禪雲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보물 제1752호
조선(1633년) | 3구 |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307.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26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266.0cm
선운사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Seonunsa Temple, Gochang

Treasure No. 1752
Joseon (1633) | 3 items | Clay
Vairocana: H. 307.0 cm, Bhaisajyaguru: H. 265.0 cm, Amitabha: H. 266.0 cm
Seonunsa Temple

23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靈光 佛甲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377호
조선(1635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3.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5.0cm
불갑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ulgapsa Temple, Yeonggwang

Treasure No. 1377
Joseon (1635) | 3 items | Wood
Sakyamuni: H. 143.0 cm, Bhaisajyaguru: H. 125.0 cm, Amitabha: H. 125.0 cm
Bulgap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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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786호
조선(1636년) | 31구 | 목조
높이 71.0~151.0cm
전등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Jeondeungsa Temple, Ganghwa

Treasure No. 1786
Joseon (1636) | 31 items | Wood 
H. 71.0 –151.0 cm
Jeondeungsa Temple

26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河東 雙磎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
보물 제1378호
조선(1639년) | 6구 | 목조
불상 높이 172.0~203.0cm
보살상 높이 177.0~186.0cm
쌍계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Four Standing Bodhisattvas of 
Ssanggyesa Temple, Hadong

Treasure No. 1378
Joseon (1639) | 6 items | Wood
Buddha statues: H. 172.0 –203.0cm, Bodhisattvas statues: H. 177.0 –186.0cm
Ssanggyesa Temple

27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禮山 修德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381호
조선(1639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55.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4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5.0cm
수덕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Sudeoksa Temple, Yesan

Treasure No. 1381
Joseon (1639) | 3 items | Wood
Sakyamuni: H. 155.0 cm, Bhaisajyaguru: H. 145.0 cm, Amitabha: H. 145.0 cm
Sudeoksa Temple

28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90호
조선(1640년) | 1구 | 목조
높이 111.2cm
심우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Simusa Temple, Geochang

Treasure No. 1690
Joseon (1640) | 1 item | Wood
H. 111.2 cm
Simusa Temple

29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完州 松廣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274호
조선(1641년) | 3구 |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545.0cm, 약사여래좌상 높이 510.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510.0cm
송광사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Songgwangsa Temple, Wanju

Treasure No. 1274
Joseon (1641) | 3 items | Clay
Sakyamuni: H. 545.0 cm, Bhaisajyaguru: H. 510.0 cm, Amitabha: H. 510.0 cm
Songgwangsa Temple

24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求禮 華嚴寺 木造毘盧遮那三身佛坐像
보물 제1548호
조선(1636년) | 3구 |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높이 280.0cm, 노사나불좌상 높이 264.5cm, 석가여래좌상 높이 245.0cm
화엄사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Hwaeomsa Temple, Gurye

Treasure No. 1548
Joseon (1636) | 3 items | Wood
Vairocana: H. 280.0 cm, Sambhogakaya: H. 264.5 cm, Sakyamuni: H. 245.0 cm
Hwaeo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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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晋州 凝石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687호
조선(1643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1.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23.1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27.3cm
응석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Eungse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7
Joseon (1643) | 3 items | Wood
Sakyamuni: H. 141.5 cm, Bhaisajyaguru: H. 123.1 cm, Amitabha: H. 127.3 cm
Eungseoksa Temple

33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寶聖禪院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801호
조선(1647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148.0cm, 좌협시 보살좌상 139.0cm, 우협시 보살좌상 139.0cm
보성선원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Boseongseonwon Temple, Daegu

Treasure No. 1801
Joseon (1647) | 3 items | Wood
Sakyamuni: 148.0 cm, Bodhisattva on the left: 139.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139.0 cm
Boseongseonwon Temple

31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750호
조선(1644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8.2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134.1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132.2cm
경흥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Gyeongheungsa Temple, 
Gyeongsan

Treasure No. 1750
Joseon (1644) | 3 items | Wood 
Sakyamuni: H. 148.2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134.1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132.2 cm
Gyeongheungsa Temple

32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635호
조선(1645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38.9cm, 관음보살좌상 높이 128.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31.0cm
남장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Namjangsa Temple, Sangju

Treasure No. 1635
Joseon (1645) | 3 items | Wood
Amitabha: H. 138.9 cm, Avalokitesvara: H. 128.0 cm, Mahasthamaprapta: H. 131.0 cm
Namjangsa Temple

34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麗水 興國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
보물 제1566호
조선(1648년) | 불상 21구, 발원문 등 10점 | 목조
높이 129.0~160.5cm
흥국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and 
Excavated Relics of Heungguksa Temple, Yeosu

Treasure No. 1566
Joseon (1648) | Buddhist statues: 21 items, excavated relics: 10 items | Wood
H. 129.0 –160.5 cm
Heungguksa Temple

35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完州 松廣寺 塑造四天王像
보물 제1255호
조선(1649년) | 4구 | 소조
높이 430.0cm
송광사

Clay Four Guardian Kings of Songgwangsa Temple, Wanju

Treasure No. 1255
Joseon (1649) | 4 items | Clay
H. 430.0 cm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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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瑞洞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715호
조선(1650년) | 불상 3구, 발원문 2점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7.8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4.5cm, 아마타여래좌상 높이 115.0cm
서동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eodongsa Temple, Haenam

Treasure No. 1715
Joseon (1650) | Buddhist statues: 3 items, 2 dedicatory inscriptions | Wood
Sakyamuni: H. 127.8 cm, Bhaisajyaguru: H. 114.5 cm, Amitabha: H. 115.0 cm
Seodongsa Temple

38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718호
조선(1650년) | 불상 3구, 발원문 3점, 복장유물 373점 | 소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7.0cm, 가섭존자입상 높이 159.5cm, 아난존자입상 높이 160.0cm
동국사

Clay Sakyamuni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Dongguksa Temple, 
Gunsan

Treasure No. 1718
Joseon (1650) | Buddhist statues: 3 items, dedicatory inscriptions: 3 items,  
excavated relics: 373 items | Clay
Sakyamuni: H. 147.0 cm, Kasyapa: H. 159.5 cm, Ananda: H. 160.0 cm
Dongguksa Temple

39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보물 제1829호
조선(1650년) | 1구 | 목조
높이 85.0cm
비래사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of Biraesa Temple, Daejeon

Treasure No. 1829
Joseon (1650) | 1 item | Wood
H. 85.0 cm
Biraesa Temple

40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束草 新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721호
조선(1651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64.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46.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0.0cm
신흥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inheungsa Temple, Sokcho

Treasure No. 1721
Joseon (1651) | 3 items | Wood
Amitabha: H. 164.0 cm, Avalokitesvara: H. 146.5 cm, Mahasthamaprapta: H. 150.0 cm
Sinheungsa Temple

41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束草 新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보물 제1749호
조선(1651년) | 3구 |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98.4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40.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55.5cm
신흥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of Sinheungsa Temple, Sokcho

Treasure No. 1749
Joseon (1651) | 3 items | Wood
Ksitigarbha: H. 98.4 cm, Domyeong: H. 140.0 cm, Mudokgwi: H. 155.5 cm
Sinheungsa Temple

36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華溪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822호
조선(1649년) | 25구 | 목조
높이 98.0 ~166.5cm
화계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Hwagye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22
Joseon (1649) | 25 items | Wood
H. 98.0 –166.5 cm
Hwagye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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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서울 奉恩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19호
조선(본존 석가여래좌상: 1689년 경, 좌우 불상: 1651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46.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5.0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7.0cm
봉은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ongeun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19
Joseon (Sakyamuni: around 1689, attendants: 1651) | 3 items | Wood
Sakyamuni: H. 146.5 cm, Bhaisajyaguru: H. 115.0 cm, Amitabha: H. 117.0 cm
Bongeunsa Temple

45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報恩 法住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361호
조선(1655년) | 1구 | 목조
높이 235.0cm
법주사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eopjusa Temple, Boeun

Treasure No. 1361
Joseon (1655) | 1 item | Wood
H. 325.0 cm
Beopjusa Temple

43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853호
조선(1652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42.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40.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36.0cm
정수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Jeongsusa Temple, Wanju

Treasure No. 1853
Joseon (1652) | 3 items | Wood 
Amitabha: H. 142.0 cm, Avalokitesvara: H. 140.0 cm, Mahasthamaprapta: H. 136.0 cm
Jeongsusa Temple

44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大邱 雲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814호
조선(1653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3.5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9.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07.0cm
운흥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Unheungsa Temple, Daegu

Treasure No. 1814
Joseon (1653) | 3 items | Wood
Amitabha: H. 113.5 cm, Avalokitesvara H. 109.5 cm, Mahasthamaprapta: H. 107.0 cm
Unheungsa Temple

46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漆谷 松林寺 石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606호
조선(1655년) | 3구 | 석조
아미타불좌상 높이 125.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01.5cm, 지장보살좌상 높이 103.5cm
송림사

Stone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Songnimsa Temple, Chilgok

Treasure No. 1606
Joseon (1655) | 3 items | Stone
Amitabha: H. 125.0 cm, Avalokitesvara: H. 101.5 cm, Ksitigarbha: H. 103.5 cm
Songnimsa Temple

47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729호
조선(1655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28.5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12.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12.5cm
성주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eongjusa Temple, Changwon

Treasure No. 1729
Joseon (1655) | 3 items | Wood
Sakyamuni: H. 128.5 cm, Bhaisajyaguru: H. 112.5 cm, Amitabha: H. 112.5 cm
Seongj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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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보물 제1833호
조선(1655년) | 불상 1구, 발원문 1점, 후령통 1점 | 목조
높이 46.0cm
청룡사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Cheongnyongsa Temple, Gimje

Treasure No. 1833
Joseon (1655)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 dedicatory inscription, 1 treasure receptacle |  
Wood
H. 46.0 cm
Cheongnyongsa Temple

50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漆谷 松林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605호
조선(1657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277.0cm, 좌협시 보살좌상 높이 264.0cm, 우협시 보살좌상 높이 264.0cm
송림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Songnimsa Temple, Chilgok

Treasure No. 1605
Joseon (1657) | 3 items | Wood
Sakyamuni: H. 277.0 cm, Bodhisattva on the left: H. 264.0 cm, Bodhisattva on the right: H. 264.0 cm
Songnimsa Temple

51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晉州 靑谷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689호
조선(1657년) | 21구 |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06.3cm, 도명존자입상 높이 138.0cm, 무독귀왕입상 높이 176.5cm
청곡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Cheonggoksa Temple, Jinju

Treasure No. 1689
Joseon (1657) | 21 items | Wood
Ksitigarbha: H. 106.3 cm, Domyeong: H. 138.0 cm, Mudokgwi: H. 176.5 cm
Cheonggoksa Temple

52

진주 청곡사 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
晉州 靑谷寺 木造帝釋天·大梵天倚像
보물 제1232호
조선(17세기) | 2구 | 목조
높이 210.0cm
청곡사 문화박물관

Wooden Seated Indra and Brahma of Cheonggoksa Temple, Jinju

Joseon (17th century) | 2 items | Wood
H. 210.0 cm
Cheonggoksa Museum

53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咸陽 法印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보물 제1691호
조선(1657년) | 1구 | 목조
높이 84.1cm
법인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eobinsa Temple, Hamyang

Treasure No. 1691
Joseon (1657) | 1 item | Wood
H. 84.1 cm
Beobinsa Temple

48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大邱 龍淵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813호
조선(1655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56.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138.0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43.0cm
용연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and Excavated Relics of 
Yongyeonsa Temple, Daegu

Treasure No. 1813
Joseon (1655) | 3 items | Wood
Amitabha: H. 156.0 cm, Avalokitesvara: H. 138.0 cm, Ksitigarbha: H. 143.0 cm
Yongyeo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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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24호
조선(1659년) | 3구, 복장유물(발원문 2점, 중수문 1점, 후령통 1점) | 석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9.3cm, 약사여래좌상 높이 109.5cm,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103.5cm
장안사

Stone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Jangansa Temple, Gijang

Treasure No. 1824
Joseon (1659) | Buddhist statues: 3 items, excavated relics: 2 dedicatory inscriptions, 1 document on 
reconstruction, 1 treasure receptacle | Stone
Sakyamuni: H. 139.3 cm, Bhaisajyaguru: H. 109.5 cm, Amitabha: H. 103.5 cm
Jangansa Temple

57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811호
조선(1661년) | 불상 1구, 복장유물(후령통 1점, 발원문 12점) | 목조
높이 117.0cm
상원사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angwonsa Temple, Pyeongchang

Treasure No. 1811
Joseon (1661)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13 items | Wood
H. 117.0 cm
Sangwonsa Temple

55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靑龍寺 石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821호
조선(1660년) | 22구 | 석조
높이 83.0~102.5cm
청룡사

Stone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Cheongnyongsa Temple, Seoul

Treasure No. 1821
Joseon (1660) | 22 items | Stone
H. 83.0 –102.5 cm
Cheongnyongsa Temple

56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보물 제1526호
조선(1661년) | 3구 | 목조
석가여래좌상 높이 130.0cm, 미륵보살좌상 높이 125.5cm, 제화갈라보살좌상 높이 121.0cm
범어사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eomeosa Temple, Busan

Treasure No. 1526
Joseon (1661) | 3 items | Wood 
Sakyamuni: H. 130.0 cm, Maitreya: H. 125.5 cm, Jehwagalla: H. 121.0 cm
Beomeosa Temple

58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보물 제1660호
조선(1662년) | 불상 1구, 복장유물 35점 | 목조
높이 92.3cm
송광사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Songgwangsa Temple, Suncheon

Treasure No. 1660
Joseon (1662) | Buddhist statue: 1 item, excavated relics: 35 items in 11 varieties | Wood
H. 92.3 cm
Songgwangsa Temple

59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보물 제1726호
조선(1667년) | 21구 | 목조
지장보살좌상 높이 104.0cm, 도명존자·무독귀왕입상 높이 146.0cm, 시왕상 높이 156.0cm
쌍봉사

Wooden Ksitigarbha Bodhisattva Triad and Ten Underworld Kings of 
Ssangbongsa Temple, Hwasun

Treasure No. 1726
Joseon (1667) | 21 items | Wood
Ksitigarbha: H. 104.0 cm, Domyeong and Mudokgwi : H. 146.0 cm, Underground Kings: H. 156.0 cm
Ssangb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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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醴泉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보물 제989-1호
조선(1684년) | 3구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높이 85.0cm, 관세음보살좌상 높이 79.5cm, 대세지보살좌상 높이 84.0cm
용문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Triad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989-1
Joseon (1684) | 3 items | Wood
Amitabha: H. 85.0 cm, Avalokitesvara: H. 79.5 cm, Mahasthamaprapta: H. 84.0 cm
Yongmunsa Temple

62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醴泉 龍門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보물 제989-2호
조선(1684년) | 1점 | 목조
높이 265.0cm, 너비 218.0cm
용문사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of Yongmunsa Temple, Yecheon

Treasure No. 989-2
Joseon (1684) | 1 item | Wood
H. 265.0 cm, W. 218.0cm
Yongmunsa Temple

63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보물 제923호
조선(1695년) | 1점 | 목조
높이 162.0cm, 너비 195.0cm
남장사 관음선원

Wooden Amitabha Buddha and Bodhisattvas Altarpiece at 
Gwaneumseonwon Hermitage of Namjangsa Temple

Treasure No. 923
Joseon (1695) | 1 item | Wood
H. 162.0 cm, W. 19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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