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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그리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영수사에 있는 ‘진천 영

수사 영산회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

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은 웅장하다. 

본존불인 석가불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십육나한

상, 금강역사, 용녀와 용왕, 야차와 건달파, 아수라

와 가루라, 벽지불과 십방제불, 비천들로 배치되고,

중단에는 보살, 아난과 가섭존자, 제석과 범천 그

리고 사천왕상을, 하단에는 사리불과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마가다왕국의 아사세왕과 위제희자왕비

등의 무리 또는 전륜성왕의 무리로 추정되는 여러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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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운집하여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있다. 

또한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은 화려하다. 

홍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녹색, 청색, 황토색, 주황 등의 다양한 중간 색조를 옅게 써서 복

잡한 문양 대신 밝고 투명한 색조로 화면을 차분하게 연출한다. 특히 본존불의 거신광배

의 두광은 홍색을, 신광은 청색으로 처리한 보색의 대비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본존불을

돋보이게하는 뛰어난 색조의 사용수법을 볼 수 있다.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은 엄숙하다. 

괘불 속의 사람들을 보면 매우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고 장엄하다. 그 어디에서도 무질서하

고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함을 찾을 수 없다. 능숙한 인물 묘사가 돋보인다. 

저녁놀이 질 무렵이면 상산8경의 하나인 영수사의 범종소리가 영산회괘불탱이 있는 관음

보전과 두타산을 감싸며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가장 크고 오래된 괘불

괘불이란 탱화의 일종으로 야외 법회 때 쓰는 의식용 불화를 말한다. 큰 재(齋)나 초파일

같이 대중이 모이는 날 법당 앞에 걸어놓고 예불을 올렸다. 삼베 바탕에 그려진 영수사 영

산회괘불탱은 크기가 가로 579cm, 세로 835cm에 이르는 대형으로 진천지역에서는 유일

한 조선시대의 괘불탱화이다. 1653년(효종 4) 백련사에서 명옥, 소읍, 현욱, 법능 등 4명

의 승려가 그렸는데, 백련암이 폐사되면서 지금의 영수사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 

영수사에서는 석가탄신일이나 특별한 법회가 있을 때 간혹 밖에 내걸어 많은 사람이 예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이 워낙 크다보니 밖에 내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데다 날

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걸지 못한다.

이 괘불탱화의 구도를 보면 십팔대보살을 비롯한 제석과 범천 등 여러 권속들로 배치된 좌

우 대칭의 복잡한 구도이고, 하단의 여러 성중들의 배치는 틀에 박힌 좌우대칭 구도를 벗

어나고 있다. 선은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선으로 그었다. 

이 영산회괘불탱은 조선 후기의 불교회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물로서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다가 보물 제1551호로 승격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비

록 부분적으로 후대에 수리한 흔적이 보이지만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조선후기에는 『법화경』이 유행하면서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

린 영산회상도가 가장 많이 그려졌는데, 영수사 영산회괘불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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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골짜기 속 은밀한 사찰

영산회괘불탱이 있는 영수사는 두타산에 있다. 충북 진천군의 동쪽에 병풍처럼 솟아있는

해발 598m의 두타산(頭陀山)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줄기가 증평군과의 경계를 이

루는 산이다. 정상부에 산성이 축조되어 있어 예로부터 이 지역을 지켜온 관방유적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심신단련을 위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기도 하다. 이

산의 서쪽 골짜기인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에 진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영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두타산 영수사는 지리적으로 진천읍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막상 찾아가보면

의외로 골이 깊어서 골짜기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절 입구에 닿을 수 있다. 주

위의 풍치도 고즈넉하면서도 수려하여 옛날의 시인묵객은 상산8경(常山八景)의 하나로

‘두타모종(頭陀暮鍾)’을 꼽았을 정도이다. 

영수사는 918년(고려 태조 원년)에 증통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나 확실한 문헌기록

은 없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이 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조선 말기

인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호서읍지』에 처음으로 기록이 나타나는데 간단히 위치만 소

개되고 있으며, 1937년 간행된 『조선환여승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영수사는 두타산에 있는데 절 뒤에 영천(靈泉)이 있으므로 절 이름을 영수사라 하였으며

삼한고찰이라 하였다.”

『상산지』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두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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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간접 관련된 유적(물) 영수사, 영수사 관음보전, 영수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또한 절에서 전해오는 중수기에 의하면 1624년(조선 인조 2)에 벽암대사(碧巖大師)가 중

건했고, 1831년(조선 순조 30)에 승 묘익(妙益)이 지방민과 힘을 모아 절을 중수하였으

며, 고종 3년 이한(李韓)이 다시 수축하였다 한다. 이후 수 차례의 중건을 거치면서 근근

이 유지되어 오던 조그마한 암자였으나 1947년에 혜철 스님의 중창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절 뒤편에 있는 영천 약수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데서 사찰명이 유래하였고, 이곳에는

한여름에도 얼음보다 차가운 물이 흘렀다고 전해진다. 

현재 경내에는 조선후기에 지은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지붕의 관음보전과 관음

보전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 그리고 보물 제1551호인 괘불과 조선 말기에 그려진

후불탱화와 칠성탱화 등이 남아 있으며, 이 밖에 근래에 신축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

전과 그 앞의 마당 좌우측에 콘크리트조의 관음보전과 승방 건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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