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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에는 주불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의 벽면에 벽화들이 단청
으로 화려하게 장엄되어 있다. 이같은 장엄벽화는 제작 당시의 원위치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 가능한 걸개그림의 불화에 비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그린 화승 개인은 물
론 그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차 원형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찰 건물의 창건이나 중수, 건물의 대대적인 보
수를 실시할 때 단청불사 작업도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단
청불사가 행해질 때 불전 내 봉안하는 불화 제작도 유사시기에 이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와 참여하는 화승 및 장
인들의 수급 문제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 이 글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496)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ekpark9@hanmail.net)

234 石堂論叢 69집

본다면 사찰 중수 및 단청 불사시 건물에 부속적으로 속하는 벽체를
꾸미는 장엄벽화 역시 유사시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바로 단청장 그룹이나 불화를 둘러싼 화사그룹들이 장엄벽화에도 관
여하였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전통사찰 가운데 범어사, 통도
사, 운문사, 불국사, 신흥사 등의 벽화들을 대상으로, 주불전 및 주요
전각의 장엄벽화의 특징과 불사동향을 살펴보고, 그 벽화를 둘러싼 화
사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범어사 대웅전 전각의 벽화는 임한

ㆍ민휘계열 작품들과 공통점이 엿보인다. 둘째, 통도사는 18세기 전중
기 불화불사는 임한그룹이 통도사․석남사․운문사․표충사 등에서
대대적인 활약을, 중후기에는 두훈이 단청 및 괘불 제작에 주도적 역
할을, 후말기에는 포관과 유성, 지연그룹의 활약이 보여, 각 그룹들이
단청 및 벽화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운문사 는

1654년 대웅전이 중건된 이후 적어도 18세기 전반 이전에 통도사와
은해사권역의 화사들이 벽화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불국
사 대웅전 후불벽의 사천왕벽화(1769년경)는 지첨을 비롯 포관, 유성
이 관여한 것이다. 따라서 후불벽 뒷면 관음벽화도 이들 그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양산 신흥사 대광전 후불벽 뒷면
의 관음벽화 제작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주제어 : 장엄벽화, 화사집단, 영남지역, 조선후기, 범어사, 통도사, 운
문사, 신흥사

Ⅰ. 머리말
조선후기 영남지역에는 유서깊은 전통사찰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들 전통사찰에는 주불전을 비롯 주요 전각의 벽면에 불보살상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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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도상 외에 동식물과 다양한 장식무늬들이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엄
되어 있다. 이같은 장엄벽화는 제작 당시의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 가능한 걸개그림의 불화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그린 화승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서는 그 실
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더욱이 불전내 장엄벽화를 둘러싼 공인집단을
명백하게 제시한 일차사료 조차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다.2)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찰 건물의 창건이나, 중건 및 중수, 대대적인
보수 등의 불사는 사찰마다 처해진 특정한 상황에 따라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때 단청불사 작업도 불가피
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찰 중수와 단청불사가 이뤄질 때
각종 불전이나 법당에 봉안하는 불화 제작도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기에 참여하는 공인그룹
의 수급 문제도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3)
그렇다고 본다면 사찰 중수 및 단청 불사시 건물에 부속적으로 속하
는 벽체를 꾸미는 장엄벽화 역시 유사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 점은 바로 단청장 그룹이나 불화 화사그룹들이 장엄벽화에도 관
여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불전의 건립과 장엄
벽화 및 불화 제작 등과 같은 불사에는 동시기 화승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찰의 장엄벽화 연구는 불교회화사 연
구에 귀중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영남지역 전통사찰 가운데 주불전 및
1) 박은경․한정호, 영남지역 전통사찰 불전벽화의 장엄요소와 상징체계, 세
종출판사, 2017, 1～356쪽 참조.
2) 다만 조선후기 불전에 관여한 장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를 참조할
수 있다. 오세득, ｢조선후기 불전조영 승려장인의 계보와 건축기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51～205쪽 참조.
3) 한정호, ｢1767년 통도사 괘불탱 고찰｣,1767년 양산 통도사 괘불탱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특별전5, 2001, 6～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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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각의 장엄벽화의 특징과 불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벽화를 둘러싼 화사집단에 대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Ⅱ. 조선후기 영남지역 전통사찰의 주요 장엄벽화
1. 장엄벽화 사례
영남지역 전통사찰의 주요 전각의 대표적 장엄벽화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 양산 신흥사 대광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응진전․관음전․약
사전, 창녕 관룡사 대웅전, 청도 운문사 비로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주 불국사 대웅전 등과 같은 주불전 혹은 주요 전각에 존재하는 벽
화이다.([표 1] 참조)
먼저 범어사 대웅전은 동향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내부 좌우측벽에 대규모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좌측벽(북벽)의 중앙
칸 상단에 약사삼존도[그림 1-1], 그 위쪽에 천녀탄주비파도가 그려져
있고, 평방 안칸의 위쪽에 여래도, 평방 아래에 운룡도가 위치한다. 앞
쪽 퇴칸의 평방 위쪽에는 여래도와 관음보살도가 배치되어 있다. 반면
맞은편 우측벽(남벽)에는 중앙 칸 상단에 아미타삼존도[그림1-2], 그
위쪽에 천녀헌주도가 그려져 있고, 우측 안칸의 평방 위쪽에는 여래도,
아래쪽에 운룡도가 위치한다. 앞쪽 퇴칸의 평방 위쪽에는 달마혜가단
비도가 각각 그려져 있다.4)
양산 통도사의 경우, 영산전의 견보탑품변상 벽화를 비롯해 대광명
전, 용화전, 응진전, 명부전 등에 다양한 도상들이 장엄하게 그려져 있
4)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
서:부산광역시․경상남도②, 2009, 29～38쪽;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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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산 범어사 대웅전 약사삼존도(남벽) 264×440cm

[그림 1-2] 부산 범어사 대웅전 아미타삼존도(북벽) 264×440cm

다.5) 하단 영역에 속하는 하로전에 영산전을 중심으로 약사전과 극락
보전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약사전은 동향의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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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칸 규모의 건물로, 내부 좌측벽(북벽)에 약사삼존도를, 우측벽(남벽)

에 아미타삼존도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어 남북축을 이루는 중로전은
가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 순으로 위치한다.
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벽체 위 포벽에 다양한
모습의 관음상이 그려져 있다. 특히 2013년 보수공사로 북측벽이 노출
됨에 따라 관음벽화는 동측 3면, 서측 3면, 남측 3면, 북측 3면 등 총
12면이 확인되었다.[그림 2] 그리고 옴폭 들어간 우물천정의 동서남북
4면에 여래도 3위씩 총 12위를 배치하였다.6)

[그림 2] 통도사 관음전 동측벽 관음보살도

5)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
서:경상남도①, 2008, 80～441쪽 참조.
6)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80～94쪽 참조; 박은경․한정
호, 앞의 책, 2017, 56쪽; 관음전각은 문기와와 창호 개보수 공사 때 상량문
의 발견으로 초창은 1606년에 이뤄졌고, 이어 1701년과 1780～81년에 각각
중창․중수 기록이 확인되었다. 김미경, ｢통도사의 觀音殿과 관음보살 벽
화｣, 영남지역 전통사찰 불전벽화의 장엄요소와 상징체계, 세종출판사,
2017, 170쪽(도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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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산 신흥사 대광전(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남향
불전이으로, 대규모의 장엄벽화가 있는 불전이다. 불단을 중심으로 좌
우측(동서) 벽화와 불단 후불벽 뒷면에 관음벽화가 있다. 즉, 좌측(동
벽) 중앙칸 상단에 약사삼존도가 그려져 있을 뿐, 중․하단 벽체는 새
로 보강된 상태이다.[그림 3-1] 중앙칸 상단의 좌우측 포벽에는 최근에
개채된 여래독존상이 각각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전퇴칸에는 유성출가
상을, 후퇴칸에는 도솔래의상을 각각 그렸다. 그리고 중앙칸 가장 아래
쪽 후퇴칸에는 아수라상을 그렸다. 맞은편 우측(서벽)도 좌측(동벽)과
같이 중앙칸 벽화가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 중
앙칸의 상단에는 아미타삼존도를, 중단에는 육보살상을, 하단에는 사천
왕 4위를 각각 그렸다. 중앙칸 좌우측 포벽 상단에는 여래독존상이 각
각 위치하고, 그 아래 좌우측 퇴칸에는 팔상도를 그렸는데, 전퇴칸에는
설산수도상을, 후퇴칸에는 쌍림열반상을 각각 그렸다. 그리고 중앙칸
가장 아래쪽 후퇴칸에는 신장상 4위를 배치하였다. 불단의 뒤쪽에 가
설된 후불벽 뒷면 벽면에는 검은색 바탕에 백선과 황선으로 관음벽화
를 그렸다.[그림 3-3] 화면 중앙에 암좌에 앉은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입상의 관음상을 그렸다. 이 벽화는 보타락가산의 진신 관음,
응신인 백의관음과 어람관음 등을 그린 이례적인 도상의 조합이다. 이
같은 독특한 사례는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 벽에도 유사 도상이
확인된다.7)
창녕 관룡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
로, 건물내에는 13점의 벽화가 확인된다.8) 그 중에서도 불단 후불벽 뒷
면에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를 그린 대규모의 채색벽화가 그려져 있다.
7)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23～37쪽; 박은경, ｢新興寺 佛
殿莊嚴 壁畵考｣, 미술사논단41, 2015, 117～118쪽;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56쪽 참조.
8)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206～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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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신흥사 대광전 동측벽화

[그림 3-2] 신흥사 대광전 서측벽화

[그림 3-3] 신흥사 대광전 후불벽 뒷면 관음벽화 223.7×444.5cm

관음은 정면을 향해 암좌에 오른쪽 발을 푼 상태로 당당하게 앉아 있
고, 상대적으로 관음의 우측 하단에는 합장한 선재동자를 작게 그려 배
치하였다. 이들 배경에는 대나무와 정병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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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문사 비로전 후불벽 뒷면 관음달마도

청도 운문사 비로전(구 대웅보전)은 남향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
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 동서남북 벽면에 총 95점에 이르
는 다양한 도상의 벽화들이 장엄하고 있다.9) 그 중 후불벽 뒷면 벽화
는 기암괴석의 험준한 산수를 배경으로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함께
그린 독특한 형식이다.[그림 4] 이같은 도상 구성은 범어사 대웅전, 대
원사 극락전, 신륵사 극락전 등에서도 확인되나, 같은 벽면에 나란히
배치한 경우는 운문사 사례가 유일하다.10) 화면 좌측(향우측)은 보타
락가산을 상징적 배경으로 관음과 선재동자를 배치하고, 자연을 경계
9)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0, 464～466쪽 참조; 박은경․한
정호, 앞의 책, 2017, 63쪽.
10)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63～64쪽 참조. 이용윤, ｢신륵사 극락전 벽
화｣,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 충청남도․충청북도,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8, 399쪽; 박은경, ｢梵魚寺 大雄殿 壁畵考｣,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 부산광역시․경상남도②,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9, 398～399쪽; 김정희, ｢운문사의 불화와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운문사,
2017, 92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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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대쪽 우측에는 달마대사의 수행 모습과 혜가단비 장면, 그 외 설
화성이 강한 서사적인 장면들을 곳곳에 그렸다. 그러면서 관음과 달마
를 동일선상에 배치하지 않고, 관음을 약간 위쪽에 그린 반면 달마대사
는 상대적으로 약간 아래쪽에 배치함으로써 위격에 차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모습의 구제 관음과는 대조적으로 기질이
강한 달마의 모습을 한 벽체에 구성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두신광
을 갖춘 관음은 해수면 가운데 솟은 바위에 정면을 향해 보관 위에서
부터 백색 가사를 걸치고 결가좌한 모습이다. 반면 달마는 관음을 등지
고 약간 튼 자세로 동굴 안에서 수행하는 모습이다. 양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썹과 수염을 풍성하게 그렸으며, 홍색 가사
밖으로 드러난 가슴은 전형적인 달마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가사
는 분홍색을 바르고 꺽임이 강한 굵고 가는 주색 의습선을 사용함으로
써 홍색 가사를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천 직지사 주불전인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
붕 건물이다. 내부 좌우벽과 후불벽 뒷면에 다양한 장엄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외 평방과 대량, 천개 등의 벽화를 합치면 총 89면으로 집계
된다.11) 특히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관음벽화는 3면으로 구획되었는데,
중앙에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그 왼쪽에 해상용왕, 오른쪽에 선재동자
로 구성된 삼존 형식이다. 벽면 전체적으로는 검은 빛이 도는 진녹색을
바르고, 그 위에 도상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신흥사 후불벽 뒷면의
관음벽화처럼 유사한 표현기법이어서 흥미롭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
다. 불전내 동서남북 벽면에 총 98면에 이르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불단의 후불벽과 그 뒤쪽 벽면에 그려진 대규모의
벽화가 주목을 끈다. 후불벽에는 1769년 조성의 영산회후불도가 봉안

11)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1, 113～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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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남지역 전통사찰 불전의 주요 장엄벽화 사례12)
지역 사찰

전각

부산 범어사 대웅전
영산전
응진전
통도사 관음전
양산

약사전

벽화 위치(향방) 및 주요 도상
좌측벽(남벽)

약사삼존도,관음보살도 외

우측벽(북벽)

아미타삼존도, 달마혜가단비도 외

우측벽(서벽)
후벽(북벽)
우측벽(북벽)
동서남북벽
좌측벽(북벽)
우측벽(남벽)
전후벽(동/북)

후불벽뒷면
후불벽뒷면

견보탑품 외
범천권청도, 호계삼소도 외
아미타삼존도, 나한도 외
관음보살도, 여래도
약사삼존도 외
아미타삼존도 외
여래도, 비로자나불도/보살도 외
약사삼존도, 여래도, 유성출가상,
도솔래의상, 아수라도
아미타삼존도, 팔대보살도, 사천왕도,
여래도, 설산수도상, 쌍림열반상
관음보살도
관음보살도

후불벽뒷면

관음달마도

좌측벽(북벽)
대광전
신흥사
(대웅전)
창녕 관룡사 대웅전
대웅보전
청도 운문사
(비로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주 불국사 대웅전

우측벽(남벽)

동서남북벽
후불벽뒷면
후불벽
후불벽뒷면
동서남북벽

시기
18세기
18세기
18～19세기
18세기
18～19세기

17～18세기

18세기
17～18세기

여래도, 달마도, 관음도, 나한도,
비천도 외
18세기
관음보살도, 해상용왕도, 선재동자도
동방․남방천왕도, 서방․북방천왕도
어람관음도, 백의관음도
18세기
나한도, 주악천인도, 선인도 외

되어 있는데, 영산회도의 양쪽 벽면에 사천왕 도상이 2위씩 각각 그려
져 있다.[그림 5-1, 5-2] 즉, 후불탱과 사천왕 벽화가 한 도상을 이루는

12) 영남지역 전통사찰의 벽화의 수량 및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
서에 상세 기술되어 있다.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
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경상남도①, 2008;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경상
남도②, 2009;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경상북도①, 2010;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
원, 한국의 사찰벽화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경상북도②, 2011; [표
1]은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56쪽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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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사천왕도(우)

[그림 5-2]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사천왕도(좌)

이례적인 사례이다. 이어 세로 430cm, 가로 183cm 규모의 후불벽 뒷쪽
의 벽면은 크게 3면으로 구획하여 중앙 벽면을 제외하고, 양쪽 벽면에
관음보살의 응신 장면을 그렸다.[그림 6-1, 6-2] 좌측에 어람관음상을,
우측에 백의관음상을 그렸고, 이들 도상 상단에는 여래상 3위를 모두
배치하였으나,13) 벽면 훼손이 심해 아쉽게도 도상의 대략적인 형체만
확인 가능할 뿐이다.
13)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0, 164～166,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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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우) 백의관음도 409×182cm

[그림 6-2]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좌) 어람관음도 392×172cm

2. 장엄벽화 간에 보이는 공통적 요소
앞서 살펴본 조선후기 영남지역 전통사찰의 주요 장엄벽화 사례를
통해 이들 벽화에 보이는 도상 및 양식적 공통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으나,14) 적어도
범어사 대웅전과 신흥사 대광전의 삼세불 배치 형식, 범어사와 운문사
14)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68～76쪽 참조. 본 글에서는 이와 연관하
여 다음 장에서 사찰불사의 동향을 통해 화사집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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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간의 동일 관음도상의 활용, 신흥사 대광전과 불국사 대웅전 후불
벽 뒷면의 관음벽화 도상의 공통점 등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불전 중앙에 석가 도상을 배치하고, 좌측벽에 약사삼존도, 우
측벽에 아미타삼존도 등을 배치한 구성이다. 즉, 중앙-석가, 좌-약사,
우-아미타 형식이다. 이처럼 도상들의 향방을 의식한 삼세불 배치 형
식은 범어사 대웅전과 신흥사 대광전을 들 수 있다. 이어 통도사 약사
전의 약사와 아미타 벽화를 좌우측벽에 대응하여 배치한 것도 일종의
향방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다. 적어도 영남권 전통사찰에서 공통적
으로 보여 주목된다.
둘째, 부산 범어사 대웅전의 우측벽(남벽)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도 가
운데 좌협시 관음상과 운문사 비로전(구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면의
관음달마도의 관음도상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백의관음은 두
부에서부터 백의를 걸치고 정면향 자세인데, 백의관음의 결가좌 자세,
복식 등 거의 흡사하다. 심지어 관음의 정병도 위치만 반전하였을 뿐
승반 갖춤과 정병의 주구와 병부 등도 동일하다. 그러나 운문사본에 비
해 범어사본의 경우 후대 개채가 확인되고, 작품의 긴장감도 떨어져 범
어사본은 운문사 관음벽화의 동일 범본을 활용하여 제작하였거나, 동
일 그룹의 화승의 이동에 의해 밑그림 초를 응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15) 덧붙여 통도사 관음전의 관음벽화도 운문사 관음도상과
화풍이 유사하여 동일집단에 의해 제작되었을 개연성도 언급하고 있으
나,16) 양자간에 제작 시기에 차이가 보여 검토를 필요로 한다.
셋째, 신흥사와 불국사 관음도상의 친연성이다. 신흥사 후불벽 관음
15) 박은경․한정호, 앞의 책, 2017, 73～74쪽 참조.
16)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0, 464쪽; 김정희, ｢운문사의 불
화와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운문사의 역사와 문화, 운문
사, 2017, 각주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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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는 진신 관음좌상을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 ‘좌-어람관음’ ‘우-백의
관음’입상을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법신에 해당하는 진신 관음좌상의
양측에 관음의 응현이신(應現二身)을 배치한 것은 매우 특수적인 사례
이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구성과 도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국사 대
웅전 후불벽 뒷면에도 확인된다. 그런데 불국사의 경우, 후불벽 뒷면의
관음도상이 거의 훼손되어 겨우 형체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국사의 ‘좌-어람관음’, ‘우-백의관음’ 도상 구성과 자세 등이 신흥사
본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얼굴 향방이 신흥사와는 반전된 형태이고,
백의관음의 손의 위치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17) 이처럼 보기드문 관음의 응현 2신[어람관음, 백의관음]
의 등장이 양산 신흥사와 경주 불국사의 주불전 후불벽 뒷면의 벽화에
보인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이 역시 신흥사와 불국사 간의 도상
공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 조선후기 17～19세기 영남지역의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신흥사, 불국사 등 지역적으로 근접한 사찰간
의 단청 및 벽화 작업에 공인집단 간에 상호 교류관계가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지금부터 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 신흥사 어람관음 도상은 삼재도회에 실린 관음도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좌
우가 반전된 자세일 뿐 거의 흡사하다. 불국사 어람관음도는 삼재도회본과
자세까지 일치하여, 적어도 신흥사 및 불국사 어람관음벽화는 삼재도회본
을 저본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明․王圻纂輯, 三才圖會권2, 민속
원, 2004, 777쪽 그림 참조; 삼재도회본에 게재된 어람관음과 불국사 도상
간의 유사성에 대해 김미경,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관음보살 벽화 고찰｣,
신흥사 대광전 벽화모사 보고서, 2010, 신흥사, 122쪽 참조; 박은경, ｢新
興寺 佛殿莊嚴 壁畵考｣, 미술사논단41, 2015, 117～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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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남지역 전통사찰의 주요 불사동향과
화사집단의 활동
앞서 살펴보았던 사찰의 장엄벽화 간의 유사 도상구성, 동일 도상의
공유 등을 통해 불전의 건립과 단청 및 벽화․불화를 그린 화사들의
활동과 교류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찰 중수 및 전각의 개보수 등에
따른 불사 작업에는 단청 공인들의 작업이 중요하며, 아울러 벽체에 불
보살을 비롯 장엄벽화를 그리는 역할 역시 이들의 활약은 물론 불화승
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행히 사찰의 중건 기록이나 단확기 등을 통해
장인들의 동향을 엿볼 수 있으며, 불화 제작에 참여한 화승들의 그룹은
화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여 장엄벽화에 참사들의 실체
를 추측해보고자 한다.

1. 사찰별 단청 및 불화불사 동향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17세기 이후 불교문화의 부흥으로
지역마다 사찰 재건 사업들이 활발하였다. 사찰 재건 불사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그 외 다양한 불사들이 뒤따르게 되었다. 건물 내 봉안
할 불상이나 불화 제작이나, 기존 불상들의 개금, 단청 공사들이 17세
기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여기에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일대(통도
사, 운문사, 석남사, 내원사 등)에서도 다양한 불사들이 확인된다.
먼저 범어사 불사는 17～19세기 초까지 건물 및 단청불사, 불상 및
불화불사에 참여했던 장인 및 화승, 주요 소임승들을 알기 쉽게 표로
제시하였다. [표 2]을 통해 17세기 전반기는 건물 수리를 위해 개와 작
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17세기 중반경에는 주불전이 대웅전 건물
의 완료에 따라 여기에 봉안할 불상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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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천왕문, 조계문, 보제루 등과 같은
부속 건물들의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전반에는
비로전 불상 개금불사와 관음상 조성, 대웅전 단청 공사와 개와 작업,
이어 명부전에 봉안할 지장보살 등이 새로 조성되었다.[표 2 참조]
[표 2] 범어사 대웅전 및 각종 불사(17～18세기)에 참여한 화승 및 소임승 일람표
연대

명칭

1614 만력42년명 암막새
1643 숭덕8년명 암막새
1650 순치7년명 암막새

1658 순치15년명 암막새
1658 순치15년명 암막새
1658 대웅전종도리 묵서
대웅전 목조석가
1661 여래삼존상
복장발원문
1667 대웅전단청 묵서

1667

1673
1680
1685

화승 및 소임승
燔瓦大木 : 林順傑
化主 : 貫惠比丘
化主 : 崇嶽
瓦匠 : 思雲 仅玉 雪祖 妙雲 覺明 雪梅 䖏甘 幸
抬 性还 雪○ 勝(夫)金
化主 : 思恵 別座 守釋
角木 : 余應男 李安命 崔○未 李士安 未徃 法堅
別座 : 斗森
斡善化主 : 卯雄 自修
募緣化主 : 卯雄 自修
消遙後人松月堂大師眞凞述 雲谷門人凌虛禪伯觀
海書 府使閔昇重 水使黃道昌
首頭 : 熙莊 宝海 敬信 雙黙 雷影 神學 淸彦
證明 : 錬玉
持殿 : 守全 道雨
別座 : 贊心
幹善道人 : 海敏
확인불가능

都片手 : 䖏明
都監 : 自○
강희6년명 암막새
別座 : ○雲
三剛 : 法黑
化主 : 淳法○○○應璘
강희12년명 암막새
別座 : ○草
대웅전 기단면석
康熙十九年庚申/四月日造成
명문
片手 : 仅元 ○益 信曄比丘
강희24년명 암막새
別座 : 淳一比丘

비고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범어사 대웅전 수
리공사보고서(2004)

복장발원문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보고서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중창공사 마무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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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천왕문조영기문

1700

1712
1713
1713

前僧統嘉善 自修

大都監 : 釋瓊
首頭 : 祖軒
성보박물관 소장
片手 : 懷英 祖远
普濟樓創建記 현판
범어사보제루창건
治匠 : 金時発 應淡 灵恵 管天 思式 敏湛 就冾
기(범어사지)
孰能 浄彦文湛 引鉅 存还 呂式 存坦
化士 : 自修
都片手 : 恵遠
강희51년명 암막새 都監 : 最善
法堂重修燔瓦
別座 : 大弘
범어사 대웅전
대웅전 목부재
丹靑○○○十六名○金海○○…
수리공사보고서
묵서18)
都監 : 最善
法堂重創兼丹雘記
범어사지
別座 : 大弘

1718 천왕문상량기문

都大木 : 祖軒

證明 : 宗敏
관음전
持殿 : 仁淑 坦日 懶軒
1722 목조관음보살좌상 金魚畵員 : 進悅 淸雨 淸徽 貫性 玉㧾
연화좌상면 묵서 大功德化主 : 興寶
摠令都監 : 祖眼
證明 : 宗敏
梵魚寺毘盧三尊重 良工 : 進悅 寬性 玉聰 淸愚 淸輝
修改金兼金像觀音 持殿 : 懶軒 坦日 仁淑
1722
新造記 현판
別座 : 彦聰
都監 : 祖眼
工刻 : 李庭白
1731 옹정9년명 암막새
1742

천왕문창건, 조계
문 중수 공역

범어사
지장보살도19)

대웅전묵서단
1749
확기20)

都監
瓦匠
良工
善眼
彩賢

: ○僧○元
: ……章益
: 敏輝 證淳 須機 至誠 楚日 守澄 夏潤
斗還
應俊 贊悅 義閑

改丹雘都監 : 泰英
別座 : 禪○
化主 : 奉祥等九人
金海都畵師 : ○○海暉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성보박물관 소장
1988년
명부전 화재 소실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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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主 : 若兩
성보박물관 소장
良工 : 守一
別座 : 通政善聰 北片將 蘭淑 南片將 淸○
持殿 : 体玉 彩仁 且打……
書記 : 法聰 持事 允鑑
梵魚寺鐘○○○記 木手 : 鳴鐘
1775
성보박물관 소장
懸板
都片手 : 太○ 妙○ 崔致○ 寶○ 月○ 就○ 贊
○ 如○…
板子木手 : 見學 板刻 性秋 山任 乃信 升千 三
輔 儀元
證明 : 守一 豊悟
誦呪 : 惠寶 位成 淨學
持殿 : 戒彦
비로전 비로자나불 片手 : 永璘
성보박물관 소장
1791
회도
龍眼 : 萬謙 極惠 性印 太旻 衍洪 影修 有海
別座 : 再伯
化主 : 金汥仁秋
畵記 : 永輝
1767 의상대사진영

다음 양산 통도사 일대는 석남사, 내원사 등을 포함해서 18～19세기
초까지 단확기와 불화화기를 중심으로 이 불사에 참여했던 장인 및 화
승, 주요 소임승들을 표로 제시하였다.[표 3 참조] 특히 통도사의 경우
는 활발한 연구로 화사들의 계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이

18) ｢十日/康熙五月日/壬辰三癸巳年/重倉〇/ 四月日丹靑/〇〇〇/十六名〇金海/
〇〇通政〇〇/都〇〇〇〇〇/左〇〇〇〇〇/右〇〇〇〇〇/康熙/五十二/癸巳
/四月/日丹靑/〇〇/十六名金/海〇〇/寺定/後月/〇｣(범어사 대웅전 수리공
사 보고서, 2004, 82쪽 참조.)
19)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2003, 454쪽 참조. 단 화승중
彩(取+目)은 彩賢으로 판단된다.
20) 대웅전 목부재 묵서(대웅전 정면 우측 귓기둥 위 주심장여에서 발견된 묵
서단확기) ｢聖上二十五年己巳三月日/改丹雘/ 都監泰英/別座禪〇/化主奉祥
等九人/金海都畵師〇〇海暉/本邑採明/ 金海/ 永川/ 梁山/ 人也/ 定筆/ 二
月二十九日/ 畢及/ 六月初/ 旬也｣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보고서, 부
산광역시․금정구청, 2004, 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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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근 사찰간의 이동 및 교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 통도사권 각종 불사(18～19세기)에 참여한 화승 및 소임승 일람표21)
연대

명칭
洛迦寶殿上樑
1701
(관음전)

화승 및 소임승
비고
大木 : 祖軒 崔伯伊
상량
首頭 : 道侃
都大木兼施主 : 祖軒
天王門片手 : 道侃 英惠 李居士 周草 祖嚴 爾軒 隆欽
存建 元湜 申鑑
통도사 영산전
1715
단확기
靈山殿前面片手 : 智聰 智淳 智淡 偉淸
단확기22)
金片手 : 海坦 思悅
靈山殿後面片手 : 萬雄 廣海 國信 등
畵員 : 任閑 敏輝 舜白 抱根
통도사 영산전
1734
證明 : 指空大和尙 印湛 持殿:祐淨 誦呪:良言
화기
석가모니후불도
別座 : 楚瓊
畵員 : 任閑 敏輝 抱根 舜白 璽淨 性悟 夏潤
證明 : 梅月堂和白
석남사 대웅보전 持殿 : 證元
1736
화기
석가모니후불도 誦呪 : 玄湛
大都監 : 忠信
別座 : 宏屹
통도사
畵員 : 喜心
오계수호신장번 都監 : 世奇
화기
(제1계)
別座 : 覺澄
畵員 : 喜心
證明 : 印湛 体聰 戒眞 雪荷
1736 오계수호신장번
持殿 : 雪岑
화기
(제2계)
別座 : 覺澄
大都監 : 世奇
오계수호신장번 畵員 : 抱根
화기
(제3계)
都監 : 世奇
良工 : 任閑 喜心 璽淨 弘遠 夏潤 彩賢 斗英
證明 : 湫演
통도사 극락보전 下持殿 : 淸卞
1740
화기
아미타후불도
上持殿 : 密雲
誦呪 : 會閑 一閑
都監 : 義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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良工 : 任閑
都片手 : 夏潤 斗英 玉尙 守性 普寬 成益 尙心 若明 平
통도사 대광명전 仁 太一 戒澄 興悟 孟學 太俊 伊活 守日
1759
화기
삼신불도
證明 : 花谷戒天 平心
誦呪 : 萬輝 六和
持殿 : 月谷贊慧 錦惠
丹靑畵員 : 任閑 玉尙 守性 斗薰 思玉 浩心 義悅 守雲
斗薰, 단청
尙心 成孟(益) 典榮 戒澄 自安 興悟 宜初 伊活 智玄 普
己卯年改金幀畵
화원으로 통
演 自淨 太雲 李世方
1759 丹雘事施主記
도사불사에
幀畵員 : 任閑 夏潤 斗英 玉尙 普寬 平印 太一 若明 孟
처음 등장
學 太俊 守一 成益 守性 戒澄 興悟 伊活 尙心
敬畵 : 抖薰 性澄 悅幸 成益 守性 定安 快定 脫閏 淸習
智還 志悅 旻初 奉正 守一
證明 : 廓心
1767 통도사 괘불
화기
誦呪 : 學岑 法軒 義一 武日
三持殿 : 錦惠 畵演 守悟
都監 : 惠定
良工錄 : 華月斗薰
畵師 : 抱冠 定聰 內監 宇明 壬平 就澄
팔상도 화기
1775 통도사 영산전
副畵師 : 有誠 曉俄 定寬 百奉 志言 興悟 戒禺 策寬 學
와 <八相記
팔상도
○ 大奉 伸一 靜坦 守仁 坦察 定眼 守曄 勝演 幸澄 廣
文> 내용 참
益 得惠 坦悟 若善 肯悟 會○ 有仁 色一 定玉 守旻 志
조
悅 悟守 定諄 斗明 尙悟 廣信 戒湜 厚文
1775 대법당 현왕도
壬平 廣○(益)
화기
良工 : 定聰 有誠 定坦 富一 守仁 坦悟 色一
證師 : 霽雲 幻寂 雲溪鴻湜 東峯誨寬 影助○熏
통도사 응진전
誦呪 : 智平 平寬
1775
화기
석가모니후불도 持殿 : 了性
都監 : 快峻
別座 瑞湛
良工 : 抱冠 ○○ 任平 ○○ ○見 安奉 志言 興悟 戒禹
策寬 守洪 坦察 定眼 守曄 勝洪 得惠 有仁 定玉 亙悟
통도사 약사전
1775
證明 : 霽雲幻寂
화기
약사후불도
誦呪 : 平寬
持殿 : ○如
都片手 : 始勸
洛迦寶殿重創上
1780
副 米杞 允玉 性旻 義洪 太有
樑文(관음전)
性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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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音殿重修兼丹
雘記 현판
靈山殿重修兼丹
1792
雘記

丹靑緣化秩
首畵 : 萬澄 普演 自安 萬俊 致心 心洪

1792 世尊碑閣記

畵師 : 指演 遇旻 守悟

1781

1792 괘불

畵員 : 指演

畵員
普心
碩雄
畵師
普心
碩雄
證師
誦呪
持殿

성보박물관
指演 처음
등장

: 智演 致心 頓活 抱善 快能 宇定 宇心 定華 福贊
宇洪 尙言 贊淳 儀天 國成 性彦 永慧 永宗 再封 화기
福英 永佑
: 指演 致心 頓活 抱善 快能 宇定 宇心 定華 福贊
宇洪 尙言 贊淳 儀天 國成 性彦 永慧 永宗 再封
福英 永佑
화기
: 敬坡敬審 慧月性觀 枕虗守一 一庵警誼
: 禪德記華 禪德瑞普 禪德性徵…
: 守善 德欽 性淡

1792

통도사
삼장보살도

1792

원적산 금봉암
신중도

福贊 指演 致心 頓活 抱善

화기

1794

觀音彌勒改金記
현판

良工 : 指演

현판

玉仁 璟甫 勝活

화기

1798 용화전 후불도

1798

통도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1798

내원사 노전
신중도

1801

통도사 백운암
지장도

良工
相言
尙曄
右曄
持殿
別座
良工
證師
誦呪
良工
持殿
別座
都監

: 指演 太演 戒寬 致心 演洪 慶悟 玉仁 定和 宇弘
有和 璟甫 國成 采彦 宇白 慶玉 會彦 勝活 兌日
佑念 眞惠 戒閑 佛天 戒澄 豊旭 慶岸 快安 守和
화기
福英 如性
: 戒言 達允 理性
: 永守
: 勝活 志閑
: 豆斗閑
화기
: 良允
: 指演 景甫 國成 璟玉 勝活
: 淳厚
화기
: 有軒
: 性玉

21) 한정호, 앞의 글, 2001, 12～13쪽 표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2) 단확기 내용은 오세득, 앞의 논문, 2014, 96～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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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청도 운문사는 1653년에 대웅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익년
1654년에 다시 중건되었다. 경내에서는 1655년, 1676년, 1678년명의 암

막새가 발견되어 1718년 <운문사사적>이 작성되기 전까지 중창불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3) 이후 1755년에 대대적인 불화불사
가 있었다.[표 4 참조]
[표 4] 운문사 대웅보전(17～18세기) 관련 불사에 참여한 화승 및 소임승 일람표
연대
명칭
화승 및 소임승
비고
都大木 : 覺元
운문사 대웅보
대웅보전 종 都片手 : 尙慧
1655
전 수리․실측
도리 묵서명 副片手 : 性坦 戒衍
보고서(2007)
○○○: 能戒 裕悅 日輝 (이하판독불가)
首頭 : 任閑
敬畵 :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
玧 埰淨 抱寬 義全 秀雲 性贊 卓悟 致行 若鵬 國玄 泰一
證明 : 宣㝎
대웅보전
誦呪 : 道英 致元 戒初 世澄
1755
抱寬과 抱冠
삼신불도
持殿 : 性和
동일인물
化主 : 世橉 幻圭 明印 周玄 宗悅
別坐 : 爾俊
都監 : 喆澄
修理 : 萬益
首頭 : 任閑
敬畵 :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
玧 彩淨 抱寬 義典 暉雲 普寬 性贊 卓悟 若鵬 致行
國玄 太日
現 온양민속박
證明 : 宣定
물관 소장
대웅보전
1755
誦呪 : 道英 致元 戒初 世澄
삼장보살도
化主 : 世橉 幻圭 明印 周玄 宗悅
화기
都監 : 哲澄
(지지보살도)
修理 : 萬益
別坐 : 爾俊
書記 : 釋惠
1773 대웅보전 중수 확인
23) 김미경, 조선후기 관음보살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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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주 불국사 대웅전은 임란시 전소되었다가 1659년에 천룡사의
승려 채원(采遠)이 중창한 건물이다. 이후 1765년에 호남승 쾌연(快演)
을 비롯하여 영남승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
고 있다. 다만 기단과 초석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창건 당시의 모습
을 지니고 있다.24)[표 5 참조]

[표 5] 불국사 대웅전 관련 불사(17～18세기)에 참여한 화승 및 소임승 일람표
연대

명칭

화승 및 소임승

1659 대웅전중창
采遠
불국사대웅전사
1705
良工 : 崔榮善
적기
證明 : 處澄
持殿 : 雪元
대웅전
1739
畫員 : 密機 彩元 瑞澄
삼장보살도
供養主 : 呂聰
別座 : 彩元
良工 : 湖南僧 快演 圓信 右堅 大仁等十八人 嶺南僧
1765 대웅전중수25)
戒澄 始敏等 10餘人
重創都化士 : 西岳堂道泰
大雄殿重創丹
1767
丹雘都化士 : 魚山師䝺弘
雘記懸板
都畫員 : 夏閏 총53명(확인)
都畵師 : 尙淨
塗金良工 : 大德 尙淨 碩岑 淸益 宇學 抱冠 德仁 定
安 脫閏 藏榮 報㤙 圓敏 最善 桂觀 慕欣 有誠
대웅전
都畵師 : 智瞻 次全 幼禪 哲印 富一 大演 宥祥
1769
석가후불도
證明 : 西峯堂道泰 慶庵堂平心 東峯堂誨寬
誦呪 : 快湜 六平
都監 : 閏悅
別座 : 贊弘
1769 사천왕벽화

비고

불국사지

(원)울진현
불영사 봉안

불국사지

화기참조
(후불도/사천
왕벽화 一組)

좌측벽화(持國天王･增長天王)
良工 : 抱冠

24)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
고서:대구광역시․경상북도①, 2010,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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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벽화(廣目天王･多聞天王)
良工 : 智瞻 有誠
良工畵員 : 有誠

2. 화승들의 교류와 활동
먼저, 범어사 벽화는 인근 양산 신흥사, 통도사 그리고 운문사 대웅
전의 벽화와도 지역적으로 인접하며 그 연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범어
사 대웅전 전각의 벽화는 적어도 18세기 전반 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
이 엿보이며, 현재 벽화의 개채 흔과 보필 흔으로 보아 18세기 후반～
19세기 경에 단청 보수시 개채되었거나 옮겨 그린 문양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범어사 벽화의 조형적 특징으로 보아 천신(天
信)계열, 천오(天悟)ㆍ임한(任閑)계열, 임한(任閑)ㆍ민휘(敏輝)계열, 의

겸(義謙)계열 작품들과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민휘(敏輝)는 1728년에 전북 무주 안국사 괘불탱에 수화승 의겸
과 같이 작업한 바 있다. 이어 1734년에는 통도사 영산전 석가후불도에
수화승 임한과 함께, 1736년에는 울산 석남사 석가후불도에 수화승 임
한과 함께 작화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민휘는 1720년대에는 의겸 휘하
에서, 1730년대에는 임한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1742년에 범어사
명부전의 지장보살도 제작에 12명의 화승을 거느리고 수화승으로 참
여하였다. 게다가 1742년 지장보살도 조성의 민휘그룹에 속했던 화원
하윤과 채현 역시 임한 휘하에서 통도사와 석남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는 바로 수화승 임한 그룹이 18세기 전반 범어사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불화불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라도에서 출발하여 양산 통도사권에서 활동하였

25) 중창기 내용은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274쪽; 오세
득, 앞의 논문, 2014, 111～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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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민휘그룹이 범어사 벽화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
다. 이는 1749년 범어사 대웅전의 개단확(改丹雘) 공역을 통해 벽화 작
업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6) 이같은 화승들의 이동과
교류는 1767년에 범어사 의상대사 진영을 주도하였던 수일(守一)을 통
해서도 확인된다. 수일(守一 혹은 守日)은 18세기 후반에 활약한 화승
으로, 1759년 통도사권에서 수화사 임한 휘하에서 성징(性澄)․성익(成
益)․수성(守性) 등과 더불어 보조화승으로 활동하다가, 1767년 통도사

괘불탱 제작 시에는 두훈(斗薰) 아래에서 활동하였다.27) 이어 같은 해
1767년에 범어사 의상진영을 단독으로 제작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817년 조성 범어사 신중도 제작에 증명비구와 본암질(本庵秩)에도 수

일이 등장한다. 따라서 수일은 청․장년기인 18세기 후반에서 노년기
에 이르는 19세기 초반까지 통도사와 범어사권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
으로 보이며,28) 이 두 사찰간의 화승들의 교류를 짐작케 한다.
범어사 벽화는 인근 양산 신흥사, 통도사 그리고 청도 운문사 대웅전
의 벽화와도 지역적으로 인접하며 그 연계성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26)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천신(天信)계열, 천오ㆍ임한계열, 임한ㆍ민휘계열,
의겸계열 작품들과 일정 부분 공통점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웅전
정면 우측 귓기둥 위 주심장여에서 발견된 묵서 단확기를 확인할 수 없으
나 발견 당시 묵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민휘(敏輝)를 해휘(敏暉)로 오독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박은경, 앞의 글, 2011, 152쪽 참조.
27) 수일은 1759년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에 수화사 임한(任閑) 아래에서
보조화승으로 등장하며, 동시기 단확시주기(丹雘施主記)에도 탱화원으로
임한휘하에 등장한다. 그러나 1767년에 이르러 통도사 괘불탱 제작에 수
화사 화월당 두훈(斗薰) 아래에서 보조화승으로, 1780년에는 수화사 설훈
과 경기도 양주 봉선사 대웅전 불상을 중수․개금에 동참하였다. 임한은
1734～1759년 사이 통도사 불사를 주도했던 화승이나, 1767년 괘불화 조
성 시기부터 보이지를 않아 그 이전에 입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은
경, 앞의 글, 2011, 223쪽(각주74～76); 한정호,1767년 양산 통도사 괘불
탱: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특별전5,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1, 11～12쪽.
28) 박은경, 앞의 글, 2011,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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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역 불화와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범어사 대웅전 중수
보다 한해 앞선 1657년에 중수된 양산 신흥사 대광전 공역에 참가한
공인이 범어사 순치15년(1658) 암막새 기와에서도 확인되어 공인집단
의 교류 관계 등을 엿볼 수 있다.29) 또한 19세기초이지만 1801년 신흥
사 대웅전 중수기를 적은 호명궤관(浩溟軌觀)이 범어사에 머물면서 찬
하였다는 사실과, 통도사 극락암 신중도(1818), 아미타불회도(1821)의
화기에 증명비구 혹은 산중대덕질 명단에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같
은 사실로 비추어 17～19세기에 범어사, 통도사, 신흥사, 운문사 등 지
역적으로 근접한 사찰간의 단청 및 불화 작업에 공인들의 상호 교류관
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30)
둘째, 통도사 18세기 전․중반기의 불화불사는 영남계의 거장 임한
(任閑) 그룹이 주도하였으며, 인근 석남사, 운문사, 표충사 등에서도 대

대적인 활약을 하였다. 이 시기의 건물 개보수 및 단청 작업은 임한 그
룹들이 동원되었을 확률이 크다. 특히 1759년에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
불도와 단청불사가 함께 진행되었고, 1759년 <기묘년개금탱화단확사
시주기(己卯年改金幀畵丹雘事施主記)>에 단청화원과 탱화원들을 제시
하고 있어 그들의 동향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표 3] 참조)
1775년에 영산전 팔상도를 비롯하여 대법당 현왕도, 응진전 후불도, 약

사전 후불도 등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1792년에는 영산전의 중수
단청 및 세존비각 건립과 더불어 괘불탱과 삼장보살도가 연이어 조성
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대체로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대대적으로 사
찰을 정비하는 중창불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1)
29) 박은경, 앞의 글, 2011, 213쪽.
30) 이정옥, ｢부산경남지역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연구-범어사 대웅전과 신흥
사 대광전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4～85쪽 참조;
박은경, 앞의 글, 2009, 412쪽; 박은경, 앞의 글, 2011, 213쪽.
31) 한정호, ｢1767년 통도사 괘불탱 고찰｣, 1767년 양산 통도사 괘불탱통도
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5, 200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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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후반에는 임한의 행적은 사라지고 두훈(斗薰, 抖薰, 枓訓)

이 두각을 나타나며 임한 그룹이었던 일원들과 활약하기 시작한다. 두
훈도 원래는 통도사 단청불사에 참여하였다가 통도사 불화불사를 주도
하는 인물이였다. 앞서 언급한 <기묘년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己卯年
改金幀畵丹雘事施主記)>(1759년)을 통해 두훈은 단청화원으로 임한 휘

하에서 활동하였다. 충청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활약하던 두훈이 통도사
로 영역을 넓히게 된 계기는 1759년에 행해진 통도사 단청불사를 계기
로 통도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계기로 두훈은 이후
1767년 통도사 괘불탱을 주도하여 임한 그룹의 일원들과 활동을 펼치

게 된다.32) 이후 1775년 통도사 팔상도 작화에 두훈 아래 포관(抱冠),
정총(定聰), 유성(有誠) 등이 활동하다가 응진전 석가후불도에는 정총과
유성, 약사전의 약사후불도에 포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이후
1792년도 <영산전중수겸단확기(靈山殿重修兼丹雘記)>에 지연(指演)이

등장한 이후 19세기 초까지 지연 그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표
3] 참조) 이처럼 단청 작업에 불화 화승들이 직접 관여하였으며, 이는

바로 불전의 단청과 더불어 벽화 작업에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초로
이어지는 단청 및 불화 조성에 ‘임한→두훈→포관․정총․유성→지연’
으로 이어지는 수화승 그룹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은 적어도 이
시기에 조성되는 불전의 벽화 작업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도 운문사 벽화는, 비로전(구 대웅보전) 건물이 중건된 1654
년경 혹은 중건 이후부터 1718년 <운문사사적>이 작성되기 전까지 이
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33) 특히 산수배경의 수지법, 반석의 금벽 산
32) 괘불조성의 화사로 함께 등장하고 있는 성징․성익․수성․수일 등은 임
한의 휘하에서 통도사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화사들이었다. 한정호, 앞
의 글, 2001, 11쪽.
33) 이경희는 1654년 중건경(이경희, ｢운문사 비로전 후불벽 뒷면 관음․달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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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기법, 상호의 이목구비와 보관표현, 관음의 법의 문양, 선재동자
착의 및 정병 등을 토대로 하한시기를 <운문사사적>이 완료되는 시점
으로 추정하고 있다.34) 그런데 관음달마벽화는 명대 정운붕(丁雲鵬)
계의 관음의 고관 표현,35) 정병의 통체부를 비롯 주구와 병부 표현, 선
재동자의 착의 등으로 보아 하한연대는 18세기 전반 이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운문사는 18세기 중반 1755년에 대웅전
삼신불도와 삼장보살도를 임한의 지휘아래 처일(處一), 성징(性淸), 포
관(抱寬) 등 총 19명이 동참하여 대대적인 불화불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임한은 1754년 은해사 및 부귀사 아미타후불도의 시주질에도
등장하며, 이어 처일도 1750년에 경북 영천 <은해사 괘불>에 보총과
함께 등장하며, 동시기 은해사와 백흥암 아미타후불도에 수화승으로
활약하였다. 1755년에는 수화승 상오와 함께 <은해사 대웅전 삼장보살
도> 조성에 참여하였다.36)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1755년 <운
문사 삼신불도> 및 <운문사 삼장보살도>, <은해사 삼장보살도>에 등
장하는 증명승 선정(宣㝎)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표 4] 참조) 처일이
증명승의 이동에 따라 함께 지역별로 작화 활동을 옮긴 사례이다.
따라서 1755년 운문사 불화불사 당시 대불모 임한은 상징적 존재로
의 특징과 조성시기｣, 경주문화연구8,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6,
121～141쪽)으로 보고, 최근 김미경은 1654년 중건이후부터 <운문사사적>
이 완료되는 18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김미경, 앞의 글, 2013, 42쪽)
34) 이경희는 1654년 중건경(이경희, ｢운문사 비로전 후불벽 뒷면 관음․달마도
의 특징과 조성시기｣, 경주문화연구8,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6,
121～141쪽)으로 보고, 최근 김미경은 1654년 중건이후부터 <운문사사적>
이 완료되는 18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김미경, 앞의 글, 2013, 42쪽)
35) 지봉(전현진), ｢대승의 불성사사에서 본 조선후기 관음보살도 연구｣, 동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9쪽 참조.
36) 김미경, ｢영천 은해사 괘불탱화｣, 영천 은해사 괘불탱화통도사성보박물
관 괘불탱화 특별전31, 2014,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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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고, 실제 불화 조성의 진두지휘는 팔공산 화파인 은해사의 처일
(處一)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던 1755년 운문사

삼신불도 및 삼장보살도에 보이는 화승 성청(性淸)․성징(性澄)․취우
(就愚)․채정(彩淨)․성찬(性讚)․치행(致行) 등은 모두 처일 일파이다.

이는 영남지역의 거두 임한 아래에 처일을 중심으로 한 팔공산일대 은
해사권의 화사들이 운문사, 통도사 불화불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
다는 것이다.37)
그러나 운문사 벽화는 시기적으로 17세기 중반에서 하한선이 18세기
전반 이전으로 소급되는 작품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통도사권, 팔공산
일대 은해사권 활동 화사들 중에서 한 세대를 소급한 그룹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임한 혹은 처일 이전 그룹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운문사 대웅보전의 건축적 특징 및 법당기문(1655)
에 의해 대웅보전 건립에 참여한 장인들이 팔공산과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하던 장인이라고 이미 언급된 바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38)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과 그 뒷면에 그려진 벽화가 주목
시 된다. 불단 위에는 석가삼존상과 석가후불도(1769년)가 봉안되어 있
다. 석가후불도 즉, 영산회상도의 양쪽 벽면에는 영산회 도상 구성에
속하는 사천왕상이 별도로 그려져 이례적인 사례이다. 또 후불벽 뒷면
벽체 3면에는 중앙 벽면을 제외하고 좌우 벽면에 관음의 응신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좌측에 어람관음상을, 우측에 백의관음상을 배치하였
37) 그 외 18세기 후반에도 통도사권 화사들이 은해사 불화 불사에 깊은 관여
를 하였다. 유성은 1777년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포관은 1782년 은해사 백흥암 대웅전 현왕탱 수화승 참여하였다. 지연은
1792년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감로탱 수화승 희봉․취징 다음 3번째 순서
에 등장하며, 1822년 영천 팔공산 수도사 괘불 보수시 수화승으로 활약하
였다.
38) 오세득, 앞의 글, 2014, 151～1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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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천왕 벽화는 대웅전이 중창(1765, 불국사고금창기)되고 1767년에
건물이 단청된 이후에 조성된 귀중한 이미지 텍스트로 평가된다.
더욱이 대웅전 후불벽 좌우측벽의 사천왕벽화는 후불벽에 봉안된 후
불탱인 영산회상도와 동시기에 조성된 사례로, 후불도와 벽화가 세트
를 이루는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다행히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은 지첨
(智瞻)을 비롯해 차전(次全), 유선(幼禪), 철인(哲印), 부일(富一), 대연
(大演), 유상(宥祥)이 주도하였고, 사천왕 벽화는 지첨(智瞻)을 비롯 포

관(抱冠)과 유성(有誠)이 담당하였다. 후불벽 뒷면 관음 벽화도 유사
시기에 지첨 그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천왕 벽
화는 지첨 외에 포관과 유성이 관여하여 후불탱 화승들과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벽화의 주도적 역할을 한 포관과 유성은 1775년에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조성에 두훈 아래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다.39) 그 중
포관은 1755년에 <운문사 대웅전삼신불도>에 임한 아래에서 처일과
같이 작업한 경력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 이로 보아 지첨이 전체 주도
하고 실질적인 벽화는 포관과 유성이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은 바로 후
불벽 뒷면 관음벽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신흥
사 대광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벽화(18세기 추정)도 이들과 관련있는
그룹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40)
39) 포관은 1775년에 통도사 약사전 후불도의 수화승으로, 유성은 1775년 <통
도사 응진전 석가후불도>에 수화승 정총과 더불어 작업에 참여하였다.[표
3 참조]
40) 대광전 해체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암막새 기와 명문에 조선 효종 4년
(1653) 대광전에 사용할 기와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때부터 17세기
의 건물 중수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②대광전의 해체보수
때 종도리 뱃바닥에서 발견된 묵서명 상량기에 조선 효종 8년(1657) 현재
의 대광전이 중창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③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新
興寺大光殿重修記〉현판에 순조 1년(1801)에 중수하였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현판 내용에는 오늘날 대광전이 대웅전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
말기까지 대광전은 대웅전으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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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사찰 건물의 단청은 물론 장엄벽화 및 불화 제작에는 당대 화승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 사찰의 장엄벽화를 둘
러싼 화승 집단에 대해 정보를 주는 일차 원형사료는 극히 드물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장엄벽화를 주도한 인물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조선후기 영남지역 전통사찰 가운데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불국사,
신흥사 등의 주요 불전의 벽화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벽화 간의 공통점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찰의 각종 불사 동향을 정리하
여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부산 범어사, 양산 통도사, 청도 운문사 등은 지역적으로 인접
하며 벽화의 도상 및 양식적인 면에서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범
어사 대웅전 전각의 벽화는 임한ㆍ민휘계열 작품들과 공통점이 엿보인
다. 특히 민휘는 1730년대에는 임한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수화승
으로 범어사 명부전의 지장보살도(1742년) 제작에 임한의 보조화승들
과 활동하였다. 이어 1749년 범어사 대웅전의 개단확공역(改丹雘工役),
과 벽화 작업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는 바로 임한 그룹에
속했던 민휘그룹이 18세기 전반 범어사 대웅전 불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통도사는 18세기 전중반 불화불사는 영남계의 거장 임한그룹
이 통도사, 석남사, 운문사, 표충사 등에서 대대적인 활약을 하였다. 아
마도 이 시기 불전의 개보수 및 단청 작업은 임한 그룹들이 동원되었
을 확률이 매우 높다. 18세기 중후반의 단청 및 벽화 작업은 두훈을 비
롯 임한 휘하의 포관, 유성 등이, 18세기 말기이후는 지연그룹에 의해
주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청도 운문사 벽화는 1654년 대웅전이 중건된 이후 적어도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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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반 이전에 통도사권, 지리산 및 팔공산 일대 은해사권역 화사들이
운문사 벽화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넷째, 경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에 그려진 사천왕 벽화는 석가후불
도(1769년)와 일조를 이루는 도상구성이다. 대웅전이 중창(1765년)되고
건물의 단청(1767년)이 이뤄진 이후 1769년에 조성된 매우 귀중한 이
미지 텍스트이다. 사천왕 벽화는 지첨(智瞻)을 비롯 포관(抱冠), 유성
(有誠)이 활약하였다. 역시 후불벽 뒷면 관음 벽화도 이들 그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벽화의 주도적 역할을 한 포관과
유성은 임한의 제자들로 두훈 휘하에서 1775년에 <통도사 영산전 팔
상도> 에 동참한 자이며, 포관은 1755년에 <운문사 대웅전 삼신불도>
에 처일과 같이 작업 경력을 가진 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
로 이들은 신흥사 대광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벽화도 관여하였을 가능
성이 엿보인다. 이 점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비추어 조선후기 영남권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사찰간의 단청 및 불화 제작에 화승들을 포함한 공인 집단들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전들이 허물어지고 새로 건립되는 과정에서
벽화가 사라져간 점을 고려할 때 조선후기 장엄벽화는 사찰을 움직였
던 화사들을 살펴보는데 매우 귀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본고에 게재된 도판은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제공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일에 투고 되어,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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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ificent buddhist murals and
Buddhist painting artists’ group in
Yeongnam Area during Late Joseon
Park, Eun-Kyung
In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there are main halls and also
murals on the walls of major royal palaces decorated with
dancheong splendidly and magnificently. This magnificent Mural has
crucial meaning compared to scroll Buddhist paintings that are
movable because it maintains the original position it had when it
was made. Despite that, the primary original materials can be
hardly found from which we can figure out the substance of monk
painter individuals or groups that painted the mural.
Yet, in general, when extensive repair or remodeling or foundation
of a Buddhist temple building is done, it should be conducted
unavoidably to carry out a Buddhist project for Dancheong, too.
When

It was performed, Buddhist paintings enshrined inside the

Buddhist sanctum were also drawn in the same period in many of
the cases. It seems that financial reason or the procurement of
monk painters or masters participating in it did work as the main
factor. If so, when carrying out the remodeling of a Buddhist temple
or Buddhist project for Dancheong, magnificent Mural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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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e the wall belonging to the building adjunctively, too, should
have been made in the same period, too. This indirectly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the master artisan’group of Dancheong or Buddhist
painting artists’ group concerned in Buddhist painting may have
been involved in magnificent Mural as well.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d murals in Beomeo Temple,
Tongdo Temple, Unmun Temple, Bulguk Temple, and Sinheung
Temple

among

the

traditional

Buddhist

temples

located

in

Yeongnam during late Joseon and investigated the painting styles of
magnificent buddhist mural in main halls and major royal palaces
and trends of Buddhist projects and estimated the Buddhist painting
artists’ group concerned in the murals. First, the murals in Beomeo
Temple’s Daewoongjeon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Imhanㆍ
Minhwi(敏輝)-line works. Second, about Tongdo Temple, the Imhan
group, the masters of Yeongnam, took such an active part in
Tongdo Temple, Seoknamsa, Unmun Temple, and Pyochung Temple
regarding the Buddhist painting projects in the early to mid-18th
century. and Pogwan(抱冠) group and Yuseong(有誠) group were
active in late-18th century. Third, concerning Cheongdo Unmun
Temple’s mural, this author opens the possibility that after the
reconstruction of Daewoongjeon in 1654, or at least,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Buddhist painting artists of Eunhae Temple’s
sphere did get involved in Unmun Temple’s mural centering around
Cheoil under Imhan. Fourth, about the Four Deva’s images Mural
drawn on the

back wall where is enshrined buddhist statue in

Gyeongju Bulguk Temple’s Daewoongjeon(around 1769), not only
Jicheom(智瞻)

but

Pogwan

and

Yuseong

did

get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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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lokiteshvara Moral on the back of wall where is enshrined
buddhist statue in royal palace, too, may have been made by this
group.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y did get involved in Avalokiteshvara Mural on the back of wall
where

is

enshrined

buddhist

statue

in

Sinheung

Temple’s

Daegwangjeon.
Key Words : magnificent Buddhist mural, Buddhist painting artists’
group, Yeongnam area, late Joseon, Beomeo Temple,
Tongdo Temple, Unmun Temple, Sinheung Te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