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의 세계를 그리다

불화장(佛畵匠)은 불화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장인을 말하는데, 불교 교리를 알기 쉽

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 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한동안 이 같은 

불화를 제작하는 장인들은 1972년 단청장(丹靑匠)이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이래, 줄곧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었다. 하지만 불화는 궁궐·사찰·사원 등의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가지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단청과 제작 목적이나 표현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또 전승 현장에서도 불화와 단청은 각각 고유한 기술과 역

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불화장을 단청

장에서 분리시켜 단일종목으로 하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2006년 1월 

비로소 국가무형문화재로 단독 지정되기에 이른다.

지정번호 118.

불화장 |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교화용 탱화를 주로 

제작하는 장인. 

전통기술

불화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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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계, 그림으로 그려지다

불화가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불교 조각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성립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

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초기 작품으로 현재 남아 있는 예는 하나도 없

고, 초기 불교 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졌던 사실을 여러 경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 같은 경

전에서는 최초의 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사원의 건물이나 용도

에 따라 불화를 장식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물론 이 경전을 그

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나, 초기 사원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지 장식적이거나 교훈적인 그림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서기전 3∼2세기경부터는 인도의 불교 사원에 불화가 그

려졌다고 믿어진다.

한국의 불화는 4세기 불교전파와 함께 전래되었다고 보며, 『삼국사

기』에 신라의 화가 솔거가 황룡사 벽에 노송(老松)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 초에 사찰건물에 벽화양식의 불화가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삼국시대에는 많은 사찰들이 조

성되면서 그에 따라 불교 회화도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조 건물이란 한국 사찰의 건축 특성상, 현재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다만 고구려 고분의 벽화나 부여 능산리 고분의 벽화, 영주 순흥 고

분 등에 연꽃무늬를 비롯한 불교적 소재를 표현한 그림이 남아 있다. 

한편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호류지의 금당벽화를 그

렸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寫經, 경문을 쓰

고 그림을 그려 장엄하게 꾸민 불경)이 남아있어 이목을 끈다.

해당 유물은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으로, 신라 때 백지에 

먹으로 쓴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하여 줄여서 ‘화엄경’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경전 가

운데 하나이다.

해당 경전은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연기법사가 간행을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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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인 755년에 완성한 것으로, 사경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19명의 

사람에 대해 자세히 적고, 사경 제작방법과 그에 따른 의식절차를 적

은 간행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사경이 신라시대부터 경전신앙의 차

원에서 성립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두식 표현의 문장 

역시 이 사경의 특색이다.

책머리에는 금색으로 불경의 내용을 요약해 그린 변상도(變相圖)

가 있고, 신장상·불보살·꽃·풀 등이 그려진 표지에 해당하는 그림

이 있다. 불보살들의 형태는 매우 세련되고 우아하며 탄력 있는 수법

이다. 이것은 얼굴이나 신체, 또는 손이나 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

선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 건물의 세부선이나 인물의 

얼굴 윤곽 또는 신체 세부의 어느 선묘(線描)를 막론하고 우아하며 유

려한 필치를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래 1장이던 그림이 2조각

났지만 신라시대의 유일한 회화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불화는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 고려는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였던 만큼 최고의 기량을 지닌 작가가 불화 제작에 참

가했기 때문에 고려 불교의 심오한 사상이 불화에 잘 나타나 있다. 도

성인 개경에만도 70여 개 사찰과 수많은 귀족의 원당에 봉안된 불화

를 비롯하여 법회와 도량 등 불교의식에 소용된 불화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불화가 제작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불화는 고

려 말 왜구의 침입과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1592)으로 인해 약탈당하

여 대부분 일본에 건너갔다.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10, 44~50

통일신라754-755년,국보제196호,

29×1390.6㎝,리움미술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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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를 통해 보면 아미타불화·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개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

작된 불화들로 한 시기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세의 안

녕이 내세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미타 신앙에 의탁한, 

권문세가(權門勢家)의 현실적 종교관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노영이 그린 <아미타구존도>이다. 충렬

왕 33년(1307)에 제작된 이 작품은 나무판의 앞·뒷면에 흑칠을 한 뒤 

금니(金泥)로 아미타불과 8대보살 및 지장보살, 담무갈보살예배도 등

을 그린 것이다. 앞·뒷면 모두 악마를 깨뜨리는 무기인 금강저(金剛

杵) 문양으로 테두리를 장식하고 그 안에 여러 불·보살을 배치하였

다. 2단 구도적 화면 구성, 구불거리는 선묘, 찬란한 금니의 능숙한 필

치 등 고려시대 후반기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고려시대에 비해 작품의 질이 떨어졌

으나 그럼에도 불화는 꾸준히 조성되었다. 특히 양란 이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 중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새롭

게 불화가 조성되었는데, 현전하는 사찰 전각의 탱화 대부분이 18세

기 이후 조성된 것들이다.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그림 부분

통일신라754-755년,국보제196호,

29×1390.6㎝,리움미술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노영, 아미타구존도

고려1307년,보물제1887호,

나무에금선묘,22.4×10.1㎝,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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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고려1307년,보물제1887호,나무에금선묘,22.4×10.1㎝,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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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를 그리는 사람들

어느날남루한행색의스님이무위사에와서극락보전안에벽화를그

리겠다고하였다.그대신49일동안법당문을열어보지말라고당부하

였다.그러나이를궁금하게여긴주지스님이마지막날문을열어보았

다.그러자파랑새한마리가입에붓을물고벽화를그리고있었다.결

국파랑새는관음보살상의눈동자를마저완성하지못하고홍채만남긴

채어디론가사라져버렸다.

전남강진‘무위사극락보전의후불벽화’에얽힌전설中

불화란 불교 신앙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불탑이나 불상, 불경 등과 함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림이다. 

불화는 그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벽화나 탱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종이, 비단 또는 삼베에 불교 경전 내용을 그려 벽면에 

걸도록 만들어진 탱화가 우리나라 불화의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절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불교회화 혹은 줄여서 불화라

고 하는데,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압축하여 그린 그림, 다시 말해 

불교미술의 회화적 표현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불화는 절의 법당 등

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존상화(尊像畵)만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

서는 불교도나 이교도를 교화하기 위한 갖가지 그림이나 절의 장엄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단청 같은 여러 그림들을 포함하여 불교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일체의 그림을 통틀어서 불화라고 한다. 따라서 불

화는 불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낸 모든 형상을 일컫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상을 모시는 전각에는 단청을 하고 벽에는 불화를 그려 

종교적인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용도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

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사원의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해 그린 장엄

용 불화, 둘째,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한 교화

용 불화, 셋째, 의식 같은 때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용 불화이다.

사원을 장식하는데 쓰이는 장엄용 불화의 대표적인 예는 천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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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벽면에 그린 단청과 벽화이며, 비천상 및 진귀한 새와 동물 그

림 등이 있다. 교화용 불화는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쉽

게 전달해 주고자 그린 것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악업

을 쌓지 않게 하려는 시왕도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의식 때 예배하

기 위한 예배용 불화로 괘불이 있다. 

불화를 주제에 따라 구분하면, 첫째 부처님 위주로 그린 불화로, 영

산회상도(靈山會上圖), 약사불회상도(藥師佛會上圖), 아미타극락회상

도(阿彌陀極樂會上圖) 등이 있다. 이중 영산회상도는 주로 대웅전에 

걸리게 되는데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법한 장면을 

불화장 임석환 보유자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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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것이다. 둘째, 보살도(菩薩圖)가 있다. 대승불교에서 중요시되는 

것으로 “위로는 진리를 찾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상을 실

천하는 모습으로 중요시된다. 관음보살도가 대표적이다. 셋째, 불교

를 수호하고 중생을 지켜주는 신들인 무장의 모습을 한 신장을 그린 

신중도(神衆圖)가 있다. 사천왕, 팔부중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로 부

처님의 제자를 그린 나한도로 16나한, 오백나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불화를 그리는 불화장은 2006년에 석정 스님과 임석환(林石

煥) 두 사람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불화장 임석환은 작업을 하

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을 보거나 염불을 외운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불심이 없다면 불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화를 

그리는 것 역시 수행의 일환인 것이다. 

“불화는붓손질한번,선하나에도정신과혼을담아야한다.그렇지않

으면부처님의자비를제대로표현할수없다.불화를그리는사람들은

생계의수단으로생각하기보다는수행의자세로다가가야한다.또한

시대의문화재를그린다는생각으로열정과정성을다해그림을그려야

한다.”

그렇게 부산 범어사, 서울 진관사, 강화도 전등사,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문수암, 청도 운문사, 양산 통도사 등 국내 유수의 사찰 단청

뿐 아니라 일본 요코하마의 안국사, 하와이 호놀룰루 대원사 등 국내

외 사찰에 있는 단청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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