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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국보 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판>은 1246년에 정안이 조성한 것
이다. 이 경판 조성은 정안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어머니, 부부와 인
척들, 인연 있는 모든 법계 중생을 위해 저승길에 막힘없이 왕생하기
를 바라며 제작한다는 誌文이 새겨져 있다. 국보 206-10호본은 총 9판
이며,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상도가 무려 9장을 차지하고 있다.
변상도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몇 가
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보 제206-10호본은 두루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하동문화원․동아대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정안의 역사문화
적 성격과 위상’(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2017.9.2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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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형식의 저본을 바탕으로 폭이 넓은 경판에 새긴 변상도이다. 고
려후기 걸개그림의 불화처럼 엄격한 상하 이단구도가 아니라, 화면 크
기에 따라 구도상의 변화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고대 불교 의
식 공간에 대한 장치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세째, 도상간의 위
계에 대한 시각적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째, 변상 가장 마지막
장면인 말을 타고 幡을 휘날리며 달리는 명부사자 장면이 시사하는
바를 재검토하였다. 다섯째, 변상 장면 외에 제7경판의 판수제 ‘十王経

十二丈’ 아래에 三旀라는 각수명을 통해 그가 1238～1247년까지 많은
양의 경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장의 각성 사업에 적극 활동
한 자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예수시왕생칠경판, 국보 제206-10호,
정안, 해인사 사간판

Ⅰ. 머리말
해인사에는 사간판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3종이 전해온다. 즉, 국
보 제206-10호, 보물 제734-3호, 보물 제734-4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
도>이다.1) 그 중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는 발원
1) 해인사 사간판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에 대한 주요 논저는 임병중, 고려와 조
선시대의 불교판화에 대한 사적 비교고찰-해인사 및 송광사 변상판화를 중
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 최미연, 佛說預修十王生七經板에 대한 硏究-海印寺
소장, 국보 206-10호․보물 743-3호, 4호 經板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은경, ｢해인사 소장 사간판 <예수
시왕생칠경변상도>재검토｣, 석당논총6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해인사 사간판 예수시왕생칠경판에 대한 대표 논고는 최범술, ｢海印寺寺刊
鏤板目錄｣, 동방학지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0 ; 최수생,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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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에 의해 鄭晏이 1246년에 조성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정안은
하동 정씨 정숙첨의 아들로, 강화경판 조성사업의 경비를 시납한 고위
층 문신관료이다. 그는 대장경 조성 경비를 국가와 절반씩 분담하여 간
행하였다고 할만큼 대장경 경비에 막대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시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가 주도하여 개별적으로 조성한 경판도 妙法
蓮華經(소자본) 7권, 金剛三昧經論3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
脫境界普賢行願品, 金剛般若波羅蜜經, 佛說預修十王生七經, 佛
說阿彌陀經등 총 6종의 경판들이 알려져 있으며, 불설아미타경 외

의 5종은 해인사 보유․사간경판으로 현존하고 있다.3)
국보 제206-10호본은 총 9판으로 변상 장면은 경판 제1～5판에 이르
기까지 9면에 걸쳐 새겨져 있다. 이 9면의 변상장면을 재검토하여 지금
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던 고대불전의 의례공간의 특징, 도
상별 위계에 따른 시각적 장치 등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간장경판 연구｣, 국어교육연구5, 1973 ; 최연주, 고려대장경 연구, 경
인문화사, 2006 ; 최영호,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경전의
구성체제와 참여자의 출신성분-, 경인문화사, 2008 ; 박기영, 해인사 사간
판전 소장 목판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영호, ｢해인사에
소장된 鄭晏 조성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 석당논총65, 동아대학교 석
당학술원, 2016.
2) “晏初名奮性聰慧少登第陰陽算術醫藥音律無不精曉出倅晋陽以母老辭歸養河東
怡愛其才奏授國子祭酒晏見怡專權忌克欲遠害退居南海好佛遊遍名山勝刹捨私貲
與國家約中分藏經刋之事佛太煩一方厭苦”(고려사 권100, 열전13, 정세유 부
안)
박은경,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해인사 사간판 인경변상판화의 조사현황
과 특징｣, 석당논총 57,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86쪽 ; 최영호, 앞
의 논문(2016), 87～97쪽 ;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12～113쪽 참조.
3) 최영호, 앞의 논문(2016),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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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판> 개요
국보 제206-10호본은 일반적으로 예수시왕생칠경, 시왕생칠경, 예수
경, 시왕경 등으로 일컫고 있으나 원래의 명칭은 <佛說閻羅王授記四衆
逆修生七往生淨土經>이다. 이 경전은 당말오대 경에 成都府 大聖慈寺
沙門 藏川이 찬술한 것으로 불교의 지장신앙과 도교의 명부관이 습합

되어 형성된 위경으로 알려져 있다.4) 국보 제206-10호본은 총 9판 18
면(16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변상도는 총 9면이고, 그 외 본문
(경문)은 7면, 공란은 2면이다. 경판 형식은 사주단변에 무계선으로, 본

문은 한판에 30행 15자를 새겼다. 경판의 전후 양면의 향좌측 변란 안
쪽에는 板首題가 새겨져 있고, 그 외에 경판에는 변상제, 권수제, 권미
제, 각수자, 간행기록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5) 이들 원천 자료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국보 제206-10호 <預修十王生七經變相> 수록 경판의 판수와 크기6)
국보 제206-10호
(1246년)

板數
板刻面
(面數)
變相 經文 空欄 전체길이
(丈數)
9板
(18面)
(16丈)

9

7

2

크기cm
광곽길이

광곽너비

71.0～73.8 39.5～58.9 17.2～18.0

4) 김정희, 앞의 책(1996) 55, 66쪽 ; 최미연, 앞의 논문(2004), 14쪽; 박기영, 앞
의 논문(2009), 30쪽.
5) 최영호, 앞의 논문(2016), 85～86쪽 ;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13쪽.
6) [표 1]은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14쪽을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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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보 제206-10호 預修十王生七經板(變相, 經文, 印經) 개요7)
경 판
판 면

제
1
판

도상

前 석가설법상

後

板首題/
刻手
×

十王経
三
/○○

제
2
판 後

판관

十王経
四

前

판관

十王経
五卜
/○○

後

판관, 부군,
장군, 귀왕

十王経
六卜
/○○

前

귀왕

十王経
七

後

공란

×

제
4
판

제
5
판

前 귀왕, 동자

後

변상 및 내용

염왕수기상,
十王経
제대국왕,
二
육보살,시왕

前 시왕, 판관

제
3
판

경판

十王経
八

동자,명부사 十王経
자,지옥관리
九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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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본문
(경문)

十王経
十丈
/三旀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대성자사사문 장천찬술
․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
往生淨土經
․염라왕수기/생칠예수/讃
․讃
․아난과 부처의 문답

後

본문

十王経
十一丈

․아난과 부처의 문답/讃
․본경 조성,암송,수지공덕/讃
․본경 조성시,염왕이 죄과 소멸

본문

十王経
十二丈
/三旀

․往生報
․讃
․육광보살이 여래의 처소에서
세존찬탄/讃
․탈지옥 극락왕생/讃

본문

十王経
十三丈

․본경 수지시 免지옥, 免불재
앙, 부귀수명/讃
․본경 조성, 지옥고에서 탈피/
讃
․용신팔부,제대신,염라천자,지
옥관인등 일체 죄인 용서

본문

十王経
十四丈
/三旀

․讃
․명부사자를 망자 집으로 보내
점검/공덕자와 죄인 구별/讃
․讃제1진광왕～제7태산왕

十王経
十五丈

․제7태산왕～10오도전륜왕
․10번의 齋를 지내면 10가지
죄악 면죄, 放免, 천상탄생/讃
․본경의 명칭을 ‘閻羅王授記四
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 이라
일컬음

제
6
판

前
제
7
판
後

前
제
8
판

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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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前
9
판

본문

十王経
十六丈
/○○
(刀)

後

공란

×

․讃
․‘불설염라왕수기사중예수생칠
왕생정토경‘ 인연있는 이들에
게 권하여, 미리 공덕을 닦아
쌓게하고, 윤회굴레에서 벗어
나길 바람
․돌아가신 아버지, 길러주신
홀어머니, 부부, 친척, 모든
법계중생들의 왕생 기원/우바
새 鄭晏

공란

×

Ⅲ.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의
도상구성과 특징
1. 도상구성
A. 제1판(변상1․2)
예수시왕생칠경판 제1판의 변상1은 석가설법상이다.[그림 1] 화면 중
앙에 두․신광과 거신광을 갖춘 본존 석가모니가 양 손을 든 설법인
자세로 향좌측을 향해 연화좌에 앉아 있고, 그 주위를 원형 두광을 구
비한 12위의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다.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합장형
보살상 4위, 아난과 가섭상 2위, 사천왕상 4위가 시립하고 있다. 화면
향좌측 가장자리에는 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천공과 빈 공간에는 꽃비
가 흩날리고 있다.

7) [표 2]는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14～115쪽을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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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1), 고려 1246년, 상:경판 하:인경

[그림 2]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2), 상:경판 하: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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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판의 변상2는 본존 석가 쪽을 향해 도상들이 향우측을 향해 일렬
로 배열되어 있다.[그림 2] 가장 앞쪽에는 염라왕이 수기를 받기 위해
앉아 있고 그 주위를 꽃비가 장식하고 있다. 위쪽 방제란에는 ｢閻王授
記相｣이라 적혀있다. 이어 서운을 사이에 두고 제대국왕, 천룡신왕, 아

수라왕이 시립하고, 간격을 약간 두고 지장보살, 용수보살, 구고관세음
보살, 상비보살, 다라니보살, 금강장보살 등의 육광보살이 열을 지어
서 있고, 다시 간격을 약간 두고 도명화상, 무독귀왕, 제1진광왕, 제2초
강왕 등이 등장한다. 도상들 위쪽에는 국화초문을 장식한 주름진 휘장
과 능형문이 새겨진 부재를 장식하였고, 여기에 방책란을 두어 도상 각
각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이어 바로 아래쪽에도 발과 같은 휘장을 말아
설치하였다.8) 화면 위아래쪽 가장자리에는 연속 당초무늬 띠를 새겨
화면의 틀을 형성하였다.

B. 제2판(변상3․4)
제2경판의 변상3은 제3송제왕 부터 제4오관왕, 제5염라왕, 제6변성
왕, 제7태산왕, 제8평등왕, 제9도시왕, 제10오도전륜왕 등이 본존을 향
해 향우측으로 시립하고 있다. 제10오도전륜왕은 갑주를 착용하고 합
장한 모습이고, 나머지 제3～9대왕은 금관조복을 갖추고 양손에 홀을
쥔 모습이다.[그림 3] 이들 대왕 도상에 이어서 판관 6위를 배열하였는
데, 복두와 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홀을 든 모습이나, 대왕들 보다 다
소 작게 그려 위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도상들 상단에는 앞서 경판1
변상2에서 보았던 장식들이 확인되는데, 다만 제3～10대왕의 두부 위
쪽에 보이는 발처럼 말린 장식은 판관들이 나열한 곳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9)
8) 이 장식 부재에 대해서는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0쪽에서 이미 간략하
게 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2장 2절에서 다루고 있다.
9) 이 장식에 대해서도 각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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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3), 상:경판 하:인경

제2경판 뒷면의 변상4에는 복두와 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홀을 쥔
총 18위의 판관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그림 4] 이들 도상명은
‘盧判官, 都句宋判官, 舒判官, 夏判官, 勝判官, 肅判官, 憑判官, 洪判官,
屈判官, 夏判官, 薛判官, 黃判官, 凌判官, 陸判官, 胡判官, 陳判官, 裵判
官, 童判官’ 등이다.10)
C. 제3판(변상5․6)

제3판의 변상5에도 복두와 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홀을 쥔 총 18위
의 판관들이 나열해 있다.[그림 5] 판관의 명칭은 속성과 관청명, 소임
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鄭判官, 皇甫判官, 趙判官, (郭)判官,
10) 도상 명칭은 최미연, 앞의 논문(2004), 33～34쪽;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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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4), 상:경판 하:인경

[그림 5]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5), 상:경판 하: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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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判官, 陰判官, 陽判官, 工曹倉曹判官, 兵曹(司)曹判官, 戶曹法曹判官,
定福定罪判官, 消災散禍判官, 益祿益(尊)判官, 度厄厄難判官, ○○○厄
判官, 注生句死判官, 注福注壽判官, 保命延生判官’ 등이다.11)

경판 뒷면 변상6에는 총 16위의 도상들이 배열되어 있다.[그림 6] 먼
저 ‘招(點)生死判官, ○庫祿庫判官, ○印○印(等)判官, 不知名位一切判
官’ 등의 판관 4위를 비롯하여 이어 ‘泰山府君, 時通○, 三道大神, 行道
天王, 不知名位一切(諸聖), 周將軍, 葛將軍, 唐將軍, 不知名位一切將軍,
大山五道大明王, ○利失鬼王, ○○失鬼王’등이다.12) 판관은 복두와 관

복, 가죽 신을 착용하고 양 손에 홀을 들었다. 반면 태산부군을 비롯
대신, 제성 등은 통천관과 대수의를 착용하고 홀을 쥐었는데, 裳衣와

[그림 6]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6), 상:경판 하:인경
11)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2쪽 참조(( )는 추정 글자, ○는 해독 불가).
방책명에 적힌 도상명은 기존에 판독 부분(최미연, 앞의 논문(2004), 37～
38쪽)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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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 끝자락의 너풀거리는 전 장식이 비교적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13)

D. 제4판(변상7)
제4판의 변상7에는 총 18위의 귀왕이 원류관과 대수의를 착용하고
양손에 홀을 든 모습으로 나란히 줄을 지어 시립하고 있다.[그림 7] 裳
衣의 가장자리에는 화려한 전장식이 보이며, 둥근 목깃과 긴 소매자락

가장자리에는 작은 원문이 새겨져 있다. 이 도상들의 명칭은 ‘負石鬼王,
惡毒鬼王, 大諍鬼王, 三日鬼王, 多惡鬼王, 那失鬼王, 血虎鬼王, 白虎鬼
王, 電光鬼王, 飛身鬼王, 赤虎鬼王, 千助鬼王, (敢)獸鬼王, 狼牙鬼王,
(亢)刹那失鬼王, 注禍鬼王, 那吒鬼王, 注食鬼王’ 등이다. 한편 제4판의

[그림 7]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7), 상:경판 하:인경

12) 최미연, 앞의 논문(2004), 40～41쪽;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2쪽 참조.
13)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2～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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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뒷면은 변상이나 경문 없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14)

E. 제5판(변상8․9)
제5판의 앞면 변상8에는 향우측을 향해 시립한 귀왕 16위, 동자 1위
등 총 17위의 도상이 배열되었는데,[그림 8] 귀왕과 동자 도상 간에는
간격을 두어 그룹을 구분 짓고 있다. 이들 도상명은 ‘主耗鬼王, 主財鬼
王, 主畜鬼王, 主禽鬼王, 主産鬼王, 主獸鬼王, 四目鬼王, 主魅鬼王, 主命
鬼王, 主目鬼王, 主陰鬼王, 主疾鬼王, 散殃鬼王, 虎目鬼王, 南安鬼王, 不
知名位一切鬼王, 注善童子等’ 등이다.15)

경판 뒷면의 변상9는 예수시왕생칠경판의 마지막 변상장면이다.[그
림 9] 총 14위의 도상이 표현되었는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注惡童

[그림 8]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8), 상:경판 하:인경
14) 최미연, 앞의 논문(2004), 43～44쪽.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3쪽 참고.
15) 최미연, 앞의 논문(2004), 47쪽.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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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等, 監齋使者等, 直府使者等, 年直使者, 日直使者, 時直使者, 地獄官典
等, 府吏官典等, 不知名位一切眷屬, 無量無○眷屬○, 量難○一切○○不,
○○一切○○等’ 등이다. 가장 앞 열의 주악동자는 앞서 언급한 변상8

의 주선동자와 같이, 두부에 관을 쓰고 양쪽 소매에 치전장식을, 치마
끝단에는 전 장식을 갖춘 복식을 하고, 소매에 가려진 양손에는 망자의
선악행위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쳐 들고 있다. 이어 인간을 감시하는
소임을 맡은 감재사자는 앞서 보았던 복두와 관복, 가죽 신을 착용한
판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3번째 도상인 직부사자부터 그 뒤를 이
은 연․월․일․시직사자는 중음기간에 인간들의 행위를 전달하는 전
령자답게 角이 꽃힌 모자를 쓰고 활동적인 袴를 입었다. 다음 지옥․
부리관전 도상은 양손을 소매에 넣은 모습이나, 착의는 사자 도상과 동
일하다. 이어 약간 거리를 두고 후속 도상들을 배치하였다. 향우측 마
지막 장면에는 말을 타고 幡을 휘날리며 달리는 명부사자를 배치하였

[그림 9]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9), 상:경판 하: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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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명부사자 위쪽에는 ‘諸王發使乘/黑馬把黑幡/着黑衣撿亡/人家造何
功/德誰名放牒/抽出罪人不/違誓願’ 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명부사자

의 향방은 지금까지 변상2～9에 나열된 권속들이 본존 석가(변상1)를
향해 시립한 쪽과는 다른 역방향을 취하고 있다. 화면 상하와 명부사자
쪽 외곽은 당초연속문띠로 장식하여 변상 그림은 끝이 난다.16)

F. 제6～9판
경판1～5변상 그림에 이어 경판 제6～9판에는 본문이 이어진다[표2
참조]. ‘佛說預修十王生七經’ 이라는 권수제를 밝히고 이어 ‘염라왕예수
생칠왕생정토경’을 암송하여, 이 경을 인연있는 이들에게 권할 것을 서
원하며 ‘成都府大聖慈寺沙門藏川讚述’이라고 적혀있다. 이후 염왕수기
의 연유에 대해 아난과 부처의 문답을 비롯 예수재의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경을 수지하고 암송하면 재앙을 면하고 지옥고
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토에 태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제1대왕에서 제10대왕에 이르는 찬문이 펼쳐지고, 이어 ‘염라왕
예수생칠왕생정토경’을 인연있는 이들에게 권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
으로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을 삼가 부모님과 모든 법계중생들에게 널리
미치게 해 왕생하기를 바라는 鄭晏의 기문이 적혀 있다.

2. 변상의 특징
국보 제206-10호본의 변상 장면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하였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제1경판의 변상1에 보이는 석가설법도의 구도이다.[그림 10]
16) 최미연, 앞의 논문(2004), 48～51쪽 ;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3～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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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석가설법도), 고려 1246년

[그림 11] <十王經繪卷>(석가설법도), 돈황출토, 佐藤汎愛氏將來 長尾美術館

석가설법도 장면은 돈황본 <十王經繪卷>이나 <十王圖卷>의 첫 장면
에 등장하는 석가설법도[그림 11]와 비교해 도상 구성상의 차이는 있
으나 동일 주제이다.17) 돈황본에 보이는 석가설법상은 석가를 비롯해
17) 대표 사례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P.제2003호 <十王經繪卷>, 佐藤汎愛氏
將來 長尾美術館本<十王經繪卷>, 대영박물관의 S.제3961호<十王經繪卷>,
스타인將來 <十王經圖殘卷> 등이 있다. 松本榮一, ｢敦煌本十王經圖卷雜考｣,
國華 621호, 昭和17년, 232쪽 ; 故禿氏祐祥․小川貫貳, ｢十王生七經讚圖
卷の構造｣, 中央アジア佛敎美術 西域文化硏究5, 西域文化硏究會編, 1962,
498～513쪽 ; 西域美術제2권, 講談社, 1982, 도63․64 ; 西域美術2권
(ギメ美術館․ペリオコレクション), 講談社, 1995, 도92-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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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미타팔대보살도>
고려 14세기, 일본 東京藝術大學 소장

[그림 13] <지장시왕도>
고려 14세기, 일본 靜嘉堂文庫 소장

나한상, 시왕상, 판관 등의 권속들이 등장한다. 국보 제206-10호본은
보살상과 나한상, 사천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돈황본의 두루
마리 형식처럼 가로 폭이 넓은 제206-10호본도 본존 석가를 중심으로
권속들이 좌우로 비교적 대칭을 이루며 본존을 에워싼 구도이다. 지금
까지 고려후기 설법형식의 아미타삼존 및 아미타구존도, 지장시왕도
등과 같은 불화[그림 12․13]에 보이는 상하 이단 구도는 고려사회의
엄격한 상하신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18)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신분적 차이만으로 해석하기보다 고려불화의 화폭 크기
18) 고려불화의 이단구도에 대해 고려사회의 귀족과 민중 간의 신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명대, ｢고려불화의 조성배경과 내용｣, 고려불
화, 중앙일보, 1981, 213쪽).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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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화면 길이에 비
해 화폭이 넓은 경우에는 도상의 배치나 화면 구도에 간섭을 보인다는
것이다.19) 실제 이같은 현상은 고려 사경변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변상도(권제3)을 보면[그림 14], 가로 폭이 넓은 경우, 이단
구도를 탈피하여 권속들이 본존 좌우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강보문발원합부변상도의 경우[그림 15], 경책의 접힌 면을 화면
으로 설정한 경우 상하 이단구도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고려불화 가운
데 비교적 화폭이 큰 관경변상도나 미륵변상도에도 화면내 장면 장면
마다 권속들이 본존을 에워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보 제206-10호본은 두루마리형식의 저본을 바탕으로 가로 폭이 넓
은 경판에 새긴 변상이다. 기존의 장방형의 불화에서 보이는 엄격한 상
하 이단구도가 아니라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좌우로 둘러싼 방식
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화면의 제약은 화면의 구도와 직접적인 상관관
계가 있으며, 고려불화의 화면의 크기에 따라 구도상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신분에 따른 구도상의 차이만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이다.

[도 14] <묘법연화경변상도>(권제3)
고려 1340년, 감색종이에 금니, 20.2×43.6cm, 일본 鍋島報效會 소장

19) 박은경, ｢고려불화의 변죽｣, 미술사논단 34호, 한국미술연구소, 2012,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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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금강보문발원합부변상도>
고려 1371년, 종이에 금니, 17.4×18.1cm,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둘째, 고대 불교 의식 공간에 대한 장치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제1판의 변상1․2를 보면, 석가 본존 쪽을 향해 염라왕에 이어 제대국
왕, 천룡신왕, 아수라왕, 육보살상 그룹, 도명과 무독귀왕, 제1～10대왕
에 이르기까지 도상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들 위쪽 화면 상단에 주름진
드림새 휘장과 방책란 아래에 국화초문과 능형 무늬가 장식된 발과 같
은 모티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6․17]

[그림 16]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2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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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변상3 부분)

이 발과 같은 휘장은 고대 불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당～송대 돈황 벽화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盛唐 막고굴
172굴 북벽, 217굴 북벽, 445굴 남벽에 그려진 아미타정토변, 中唐 막고

굴 158굴 동벽, 유림굴 25굴 남벽 등의 전각 벽화, 송대 막고굴 454굴
의 서쪽의 탑 그림 등을 들 수 있다.20)[그림 18․19․20] 일본 동대사

[그림 18] <관무량수경변상도>, 盛唐, 돈황 막고굴 217굴 북벽
20) 燉煌硏究院編, 燉煌 石窟全集21, 商務印書館, 2001, 도105․107․17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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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그림 18의 부분

[그림 20] <아미타정토변상도>
中唐, 유림굴 25호 남벽

<華嚴五十五所繪卷>에서도 동일 사례를 엿볼 수 있다.21)[그림 21]

이들 건물은 대체로 벽체가
없는 누각식 건물로 의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드리워진 발을
걷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티프가 국보 제206-10
호본의 변상1․2에 표현되었다
는 것은 본존 석가를 향해 의식
공간에 참여하는 권속들의 그룹
행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좌우 열을 지어 시립하
였을 것이다. 적어도 고대 동아

[그림 21] <華嚴五十五所繪卷>
平安時代(12세기), 일본 東大寺 소장

21) 奈良六大寺大觀제11권(東大寺 3), 岩波書店, 1972, 122쪽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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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불교 의식 공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각적 장
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상들 간의 위계에 대한 시각적 장치이다. 제1판 뒷면 변상2
의 염왕수기상과 제대국왕 사이에 구름으로 경계를 짓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두부 상단에 위로 말린 발에 장식된 능형 문양에도 차이를 주고
있다.[그림 22] 즉, 염라왕 윗부분에는 1개의 능형으로 구성된 소형 장
식, 후열도상에는 4개의 능형으로 구성된 능형조합문을 각각 장식하여
상호간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 제2경판 앞면에 제
10오도전륜왕의 두부 상단에 초문과 능형 무늬로 장식된 발을 마감하

였고, 시왕상이 배열된 위쪽에는 수술 장식이 늘어뜨려져 있다. 발에
첨가된 수술 장식 모티프는 시왕상과 그 뒤를 잇는 판관들 간의 위계
의 차를 보이는 시각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제3경판 뒷면의 제성과
주장군 사이, 장군과 대산오도대명왕 사이에는 구름을 배치하거나 혹
은 간극을 두어 도상 그룹들 간의 성격의 차를 나타내고, 상단장식에도
마름모 장식 무늬 2조를 배치하여 구분짓고 있다.
넷째, 변상 도상들의 향방이다. 제1경판의 석가설법도 향방에 따라

[그림 22]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좌: 변상2 우: 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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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판 변상9

제1판 변상2

제1판 변상1

[그림 23]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

변상2에서 변상9에 이르기까지 본존 석가를 향해 열을 지워 도상들이
시립하고 있다.[그림 23] 그러나 제5판(판수제:十王經九)의 마지막 변상
장면을 보면, 말을 타고 幡을 휘날리며 달리는 명부사자를 배치하였는
데, 지금까지 도상들이 석가설법상 쪽을 향해 배치된 방향과는 역방향
으로 명부사자를 새기고, 테두리에 당초연속문띠로 마감하여 변상장면
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명부사자의 역할과 향방과는 밀접한
관련성을 짓는다. 명부사자는 망자들의 죄업을 시왕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망자들을 감시 감독하는 감재
사자, 직부사자, 연․월․일․시직사자 등 각각의 제 역할이 있다. 변
상장면이 끝난 이후 제6판부터 저술정보와 분문이 시작된다. 특히, 제8
판 양면(14․15丈)에 시왕 각각의 변상 장면은 생략되어 있으나, 제1진
광왕부터 제10오도전륜왕까지의 각각의 찬문을 기술하고 있어 이에 대
응하여 명부사자를 역방향으로 배치하였을 것이다.22)
다섯째, 경문에 각수자로 추정되는 三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앞서
[표 2]에서 밝혔듯이, 제7판의 판수제 ‘十王経十二丈’아래에 三旀라는

각수자가 보인다. 이는 제8판의 앞면 판수제 ‘十王経十四丈’ 아래에도
22)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의 시왕변상을 추가로 제작한
것이 보물 734-3호본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박은경, 앞의 논문
(2016), 124～144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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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三旀라는 각수자가 보인다.23) 三旀는 해인사 사간본 대방광
불화엄경소 4권의 경판 각 변계선에 새겨진 9명 각수 중 1명으로 확인
되며, 특히 이들 9명 각수는 1236～1251년까지 조성된 강화경판 大藏
과 外藏에 편입된 판각사업에 직접 관여한 자들이다. 그 중 삼며는
1238～1247년까지 많은 양의 경판을 조성하였는데, 대장의 각성 사업

에 적극 활동하였고, 외장에 편입된 대방광불화엄경소 4권 이외 외장
에 입장된 금강삼매경론, 선문염송집, 종경록 등의 조성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였던 자로 알려져 있다.24) 이처럼 삼며가 국보 제206-10호본 예
수시왕생칠경판의 경문 판각에 직접 관여하였으나, 변상도 조성에 직
접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대장 외에 외장의 판각
조성에 참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국보 제206-10호본 제작을 둘러싼
조성자들은 삼며가 속한 그룹의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25)
각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4.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의 의의
국보 제206-10호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는 발원기문에 의해 1246
년에 정안이 조성한 것이다. 정안이 조성한 경판에 대한 종류 및 조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국보 제206-10
호본은 정안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홀어머니, 부부와 인척들, 인연있는

23) 三旀의 이름이 확인되는 것은 제6․7․8경판(10․12․14장)으로 보인다.
그 외 각수자 이름은 분명하지 않으나 각수 명이 새겨진 경판은 3․5․6
장과 16장을 들 수 있다. 최영호, 앞의 책(2016), 85～86쪽 참조.
24) 최영호, 앞의 책(2008), 190～196쪽;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5쪽.
25) 三旀와 유사 경력을 가진 자가 변상에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
다. 박은경, 앞의 논문(2016),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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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계중생에게 널리 미쳐 저승길에 막힘없이 왕생하기를 바라며
경판을 조성한다는 誌文이 새겨져 있다. 특히, 정안이 조성한 경판 중
에 국보 206-10호본은 총 9판이며,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상도
가 무려 9장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상도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몇가지 중요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보 제206-10호본은 두루마리 형식의
저본을 바탕으로 폭이 넓은 경판에 새긴 변상도이다. 고려후기 걸개그
림의 불화처럼 엄격한 상하 이단구도가 아니라, 화면 크기에 따라 구도
상의 변화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고대 불교 의식 공간에 대한
장치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세째, 도상간의 위계에 대한 시각
적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째, 변상 가장 마지막 장면인 말을 타
고 幡을 휘날리며 달리는 명부사자 장면이 시사하는 바를 재검토하였
다. 다섯째, 변상 장면 외에 제7경판의 판수제 ‘十王経十二丈’ 아래에
三旀라는 각수명을 통해 그가 1238～1247년까지 많은 양의 경판을 조

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장의 각성 사업에 적극 활동한 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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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oodblock Illustration of
Yu-xie-shi-wang-Sheng-qi-Jing of
National Treasure No.206-10 Created
by Jeong-An(鄭晏)
Park, Eun-Kyung

Woodblock

Illustration

of

Yu-sie-shi-wang-Sheng-qi-Jing

(Buddha’s Utterance on Rituals to be Performed While Living in
Preparation for Judgment by the Ten Kings of Hell, 預修十王生七經
變相圖)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No.206-10 has been
known as Jeong-An(鄭晏)’s work in 1246. The purpose of Jeong-An
making this Woodblock Illustration was to praying reincarnation in
paradise for his deceased father, mother as well as the public. In
addtion, nine pieces of Illustration of Sutra in the woodblocks of the
National Treasure No.206-10 have been appraised very significant
artworks in art history.
By going over images in Illustration of Sutra, this essay examines
four important aspects which have not been mentioned. First, the
National Treasure No.206-10 is engraved Illustration of Sutra on
wide woodblocks based on a scroll type of an original script.
Second, these images indirectly show visual settings of an an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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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ritual place. Third, the author confirmed visual settings for
hierarchy among sacred figures. Forth, this essay reexamines for
what the image of Grim Reaper-a rider heading for other siderepresents. Last, throughout the engraver’s name of Sam-myeo(三
旀)

under

a

title

of

the

seventh

Woodblock

Ilustrations

(Shiwang-kyung Shiwang-jae, 十王経十二丈), Sam-myeo not only
created numerous Buddhist-Sutra-woodblocks from 1237 to 1247,
but he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engraving the Woodblock of
Tripitaka Koreana.

Key Words : Woodblock on Yu-xie-shi-wang-Sheng-qi-Jing
(Buddha's Utterance on Rituals to be Performed
While Living in Preparation for Judgment by the
Ten King of Hell, 預修十王生七經板), Woodblock
Illustration of Yu-xie-shi-wang-Sheng-qi-Jing
(Buddha's Utterance on Rituals to be Performed
While Living in Preparation for Judgment by the Ten
Kings of Hell, 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
Chong-An(鄭晏), National Treasure No.206-10,
Sagan Woodblock(Woodcut of Buddhist Scriptures in
Temple-published edition, 寺刊板) in Haein-te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