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천시

문화재명 : 은해사 거조암 산전

주 제 : 산전의 건축양식과 희로애락의 인간군상을 담은 오백나한 감상

시 대 : 조선

문화재 유형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불전

분 류 : 국보 제14호

소 재 지 : 경상북도 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은해사 거조암

제목 오백나한과의 정겨운 만남, 거조암 산전

유래 및 스토리

간결하고 담담한 거조암 산전

지금은 은해사의 부속 암자 중 하나인 거조암은 원래‘거조사’라 하여 은해사 보다 앞선

신라 효소왕 2년 혹은 경덕왕 때 창건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이곳

에 머물면서 당시 선과 교의 대립적인 양상과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각 종

파의고승들을맞아정혜(定慧)를익혔던사찰로유명하다. 

거조암 입구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당당한 풍채를 가진 산전이 바로 눈에 들어

온다. 산전 앞에 자리한 3층 석탑이 실제 크기보다 더 아담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면의 길

이가 제법 긴 건물이다. 조잡스러움이나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모습이어서 더 인상적인

거조암 산전과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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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물은나뭇결이천연의모습그대로드러나있고흙벽도꾸밈없이비어있는듯하면서도

온화하여 자연스런 느낌을 준다. 처마 밑으로 하얗게 드러나 있는 무색 단청은 방문객의 낯

선시선을담담히받아들이며화려한단청이주는느낌과는다른장엄하고정결한멋을품어

낸다. 수덕사대웅전의뒤를잇는백제계고려건축으로알려진 산전은꼭할말만하는무

뚝뚝한 경상도 아저씨나 수더분한 충청도 총각 같은 느낌이다. 지금은 법당으로 쓰이는

산전이 처음부터 그러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정면의 길

이가 측면에 비해 3:1 정도로 상당히 긴 형태라는 점과 불보살을 모시는 건물에는 일반적으

로 단청을 칠하는데 백골 단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건물 안에 나한상들을 모시기

위해임시로마련한듯한불단때문에더욱그러하다. 

이런 저런 궁금점을 안고 내부로 들어가보자. 산전의 입구는 건물 측면에 따로 두지 않

고건물중앙에단지한쌍의여닫이문만을두고있는데양옆으로길게뻗은건물에비해서

는다소작은느낌이든다. 

오백나한절 거조암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온통 붉은색 계열의 불화가 시선을 끈다.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청록색이나 흑백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붉은 색의 농담 변화로써 모든 색의 변화를 대

신하고 있는데 붉은 색이 가지는 자극적이거나 들뜬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깊은 맛을 느

끼게 하 다. ‘혹시 그림을 그릴 때 붉은 색 밖에 없어서 저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거조암 산전 내 나한상

나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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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들 정도로 붉은 색상이 화면 가득한 참으로 상식을 넘어선 대담한 표현방식이 놀라웠

고, 적절한농담변화를통해붉은색이다같은붉은색이아니어서신기할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잡아끄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산전에 자리 잡은 오백나한상들이

다. 적어도 19세기 이전에 조성되었다는 나한상들은 오백나한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526구이다. 화강암을 깎아 만든 뒤 얼굴과 머리에 칠을 한 나한상들의 자세와 표정은 모두

제각각이다. 양손으로 점잖게 염주를 돌리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며,

혹은 고요히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혹은 한쪽 어깨를 기울여 옆 사람에게 무슨 말을 수군

거리기도 하며, 어떤 것은 크게 웃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도 하여 인

간세상의희로애락을그대로담고있는모습이다. 그옛날스님을따라도를깨우치기위해

이절로들어와성불한526명의얼굴이이렇게생겼었나…

오백나한상과 일일이 눈을 맞추다가 문득 낯익은 나한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본

인 전생의 모습이라는이야기도 전해온다. 조각솜씨가 빼어난 것도, 칠을 올린 재주가 남다

른 것도 아니지만 오백나한상이 전해주는 희로애락은 결코 무겁지 않고 명랑한 기운이 있

어보는눈이즐거워진다. 

■직접 관련된 유적 : 은해사 거조암 산전

■간접 관련된 유적 : 은해사 거조암 삼층석탑, 거조사 본찰인 은해사

■관련된 스토리 : <오백나한 이야기> 거조암에서 도를 터득한 한 스님이 마을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한 농부의 조 이삭 세 개를 꺾게 되었다. 스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간 농부의 소가 되어 열심

히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3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일 잘하는 이 소를 탐내며 잃어버

린 자기 소이니 가져가겠다고 하 다. 물론 꿈쩍 않는 소를 아무도 데려가지는 못하 다. 3년이

되는 날, 농부가 소를 위해 큰 잔치를 벌 는데 이때 소는 다시 스님으로 변해 그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 후 모두가 스님을 따라 도를 깨우치겠다는 약속 하에 입산을 하 는데

그 곳이 바로 거조암이다. 결국 도를 닦은 526명은 성불하여 나한상이 되었고 스스로 자리를 차

지하여 앉게 되니 바로 오백나한절의 주인으로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 경관/지역/유적과의 연계성 : 거조암의 본찰인 은해사를 중심으로 은해사와 그 말사들을 둘

러보는 사찰 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