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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사의 소속 종단과 국가․사회적 역할․위상을 진단
하고 부석사에서 조성된 문화유산․기록유산의 성격도 검토하였다.
부석사는 신라말기 이래 고려시대에도 화엄종 소속의 핵심적인 사원으로 의상
의 華嚴一乘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불교적 위상과 인적 연계망을 국가․지
역적으로 확장하였다. 공민왕 7년에는 외적 침략으로 부석사의 역할과 위상이 일
시적으로 위축되었다가 같은 왕 21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고려시대 부석사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기록유산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중수하는 등 역사․문화적인 역할․위상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고려후기 진각국사 천희가 주석하였을 때 무량수전을 새
로 지었으며, 본존불인 아미타불상도 고치고 새롭게 금으로 칠하는 동시에, 조사
당도 건립하거나 중수하고 조사당의 벽화나 조사영정 등도 새롭게 수리하였다.
고종 때에는 고려역서로 농학 등과 관련된 吉凶逐月橫看 고려목판을 조성․보급
하는 국가․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불설아미타경판 및 3본 대방광불화
엄경판도 조성하는 등 목판 출판인쇄와 함께 아미타신앙․화엄교학을 널리 보급
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성․중수불사는 의상의
화엄일승 사상을 계승하는 의미도 반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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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鳳凰山의 浮石寺는 2018년 6월 봉정사․선암사․
대흥사․마곡사․법주사․통도사와 함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UNESCO)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와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부
석사의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위상을 창조적으로 정립하여 확장시킬 수 있
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부석사는 문무왕 16년(676) 2월 義相이 국왕의 명령으로 창건한 사원1)으
로, 창건 이후부터 海印寺․華嚴寺 등과 함께 華嚴十刹로 기능하였으며,2) 고
려시대에도 국가․지역사회에서 화엄종의 중요사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는 등 역사․문화적인 역할․위상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
켜 나갔다. 고려시대 지속된 부석사의 역사․문화적인 역할도 유네스코의 세
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중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나 성격을 부차적
으로 분석하거나 개별 영역별로 진단하는 등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불교사와 불교 문화사를 비롯하여 국문학․미술사․서지학․건축
학․지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석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분
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사의 역사와 출판인쇄,3) 무량수전의
건축구성4)과 성격,5) 조사당의 건립시기와 성격6) 및 벽화,7) 眞覺國師 千熙의
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6년 2월.
2) 삼국유사 권4, 義解, 義湘傳敎.
3) 千惠鳳, ｢浮石寺 三本華嚴經板｣, 佛敎美術 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위은숙, ｢深源寺 소장
13세기 ‘吉凶遂月橫看 高麗木板’의 農曆｣,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임기영, ｢浮石寺 간행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59, 서지학회, 2014 ; 南權熙․林基榮, ｢경상도
북부지역 사찰의 불교 자료 간행｣,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 韓基汶, ｢고려시대 화엄
종華嚴宗과 용수사龍壽寺｣,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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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활동8)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진단하면서 고려시대 부석사의 역사․문
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개별 분산적으로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한 발 더 들
어가 분석․정리해 볼 예정이다. 우선, 고려시대 부석사의 소속 종단과 국가
․사회적 역할․위상을 진단한 이후,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조성된 문화유
산․기록유산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이로써 고려시대 부석사가 창조적으
로 계승․발전시켜 온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드러내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고려시대 부석사의 소속 종단과 위상
문무왕 16년 2월 義相이 국왕의 명령을 수용하여 창건한 부석사는 통일신
라시대 화엄 10찰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고려사회에서도 화엄종에 소속되
어 국가․사회적인 기능․역할을 수행하면서 불교적 위상을 지속시켜 나갔
다.
해동(우리나라)에 화엄대학의 공간은 10산이 있다. 중악 공산(지금의 대구광역
시 팔공산)의 미리사, 남악 지리산의 화엄사, 북악 부석사, 강주(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 가야산의 해인사․보광사로…이들 10여 곳이다.9)

신라말기 유불지식인으로 활동한 孤雲 崔致遠이 편찬한 唐大薦福寺故寺
4) 조성산, ｢韓國 傳統 木造建築物의 構造解析에 관한 硏究 : 浮石寺 無量壽殿을 中心으로｣, 명지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차주환, ｢부석사 무량수전 측면 지붕부 결구의 구성방식에 관한 再考 : 중
국 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49-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5) 渡邊彰, ｢鳳凰山浮石寺保存工事執行의際에現古記錄의歷史的價値｣, 朝鮮佛敎叢報 제5호, 삼
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 金東賢, ｢浮石寺 無量壽殿과 祖師堂｣, 佛敎美術 3, 동국대학교 박물
관, 1977; 김태형,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성격에 대한 고찰｣, 文物硏究 28,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2015.
6) 渡邊彰, ｢鳳凰山浮石寺保存工事執行의際에現古記錄의歷史的價値｣, 朝鮮佛敎叢報 제6호, 삼
십본산연합사무소, 1917 ; 金東賢, 위의 논문.
7) 文明大, ｢浮石寺 祖師堂 壁畵試論｣, 佛敎美術 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孫連七, ｢浮石寺 祖
師堂 壁書｣, 文化史學 6․7합집, 한국문화사학회, 1997.
8) 金相鉉, ｢眞覺國師 千熙의 佛敎史的 位相｣, 文化史學 39, 한국문화사학회, 2013 ; 崔鈆植, ｢眞覺
國師 千熙의 生涯와 思想｣, 文化史學 39, 한국문화사학회, 2013.
9) 海東華嚴大學之所, 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知異山華嚴寺, 北岳浮石寺, 康州迦耶山海印
寺․普光寺…此十餘所(崔致遠, 法藏和尙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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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飜經大德法藏和尙傳(이하 法藏和尙傳)에는 화엄십찰이 삼국유사 권
4, 義解, 義湘傳敎에 기록된 해당 사원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부석사의
경우에는 두 기록에서 상호 일치하고 있으므로 화엄종단에 소속된 사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들 기록 가운데 법장화상전의 해당 내용은 효공왕 8년
(904)부터 의종 3년(1149) 사이에 화엄종 계열의 승려들이 추가․기술한 것
으로 짐작10)되므로, 부석사는 신라말기 이래 고려전기에도 화엄종 소속의 사
원들 가운데 중요 사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불교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부석사는 海印寺 등과 함께 화엄종의 南岳․北岳 가운데 義
湘―均如 등의 법맥을 이어가는 北岳계열에 포함되어 있었다.11) 이러한 부석
사는 고려시대 불교계의 변천에 따라 국가․사회적인 역할․위상도 영향을
받았지만 화엄종 사원 내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다.
(원융국사 결응은) 만년에 고향에 사원 하나를 지었다. 국왕(문종)께서 이 사원
에 華嚴安國寺라는 편액을 내려주었다. 정종 10년(1044)…(원융국사는 국왕에게)
마침내 옛 산으로 돌아가길 빌었다…원융국사는 浮石寺에 도착하였다…이 사원
(부석사)은 義相祖師께서 중국 당나라로 유학하여 華嚴學의 法炷를 智儼에게 전
달받았다가 뒤에 신라로 돌아와서 창건한 곳이다. 像殿의 안에는 오직 阿彌陁佛
像만 조성되어 있고 좌우의 협시보살이 없으며, 상전 앞에는 影塔(불탑)도 세우지
않았다…이것은 華嚴一乘의 깊은 요지이다. 지엄조사께서 이 화엄의 종지를 의상
조사에게 전하였으며, 의상조사께서 法嗣들에게 전하였다가 원융국사까지 이르
렀다. 원융국사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원에 주석하게 되었다.12)

정종～문종 때 王師․國師를 지낸 圓融國師 決凝은 고향에 창건한 사원을
華嚴安國寺라 하였으며, 義湘의 화엄교학을 계승하였으므로, 화엄종 소속의
대덕고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석사는 화엄종의 대덕고승인 원융국사가 하
산소로 삼아 최소 정종 10년(1044)부터 문종 7년(1053)까지 주석하고 있었으

10) 金福順, ｢崔致遠의 ｢法藏和尙傳｣ 檢討｣, 한국사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7～10쪽.
11) 崔炳憲,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均如派와 義天派의 對立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30, 한
국사연구회, 1980.
12) 晩年於桑梓之鄕, 造置一寺…上賜額曰, ‘華嚴安國寺’. 重熙十載…遂乞還舊山…屆浮石寺……是寺
者, 義相師遊方西華, 傳炷智儼, 後還而所創也. 像殿內, 唯造阿彌陁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此
一乘深旨也. 儼師以此, 傳相師, 相師傳法嗣, 曁于國師. 國師故始末住此寺焉(｢順興 浮石寺 圓融國
師碑文｣,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고려편2, 伽山文庫, 1995, 269․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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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11세기 중엽까지 의상의 종지를 계승하던 화엄종 사원으로 역할하면서
당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國師가 주석하는 중요 사원으로서의 위상도 확보하
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종 3년 5월 과거에 급제한 이후 숙종 원년(1095) 叅知政事를 지낸 문인지
식인 朴寅亮13)이 ｢海東華嚴始祖浮石尊者讚幷序｣라는 글을 짓고,14) 문종 9
년～숙종 6년 생존․활동한 大覺國師 義天도 의상을 주목하여 평가15)한 사
실 등에서도 부석사는 11세기 후기까지 고려사회의 문인지식인과 대덕고승으
로부터도 불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종 23년
(1145) 무렵 관료지식인 金富軾 등이 국왕의 명령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에도 부석사는 조정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신라말기 弓裔가 부석사 벽에
그려진 신라 국왕의 초상을 칼로 친 자국이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시기까지
남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16)한 부분에서, 부석사는 인종 23년 무렵 당
시까지 고려조정의 관료지식들에게 주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
석사는 인종의 아들로 玄悟國師에 추증된 宗璘이 의종 때 교종계열의 최고 僧
階인 首座에 있으면서 주지를 역임17)하는 등 12세기까지 화엄종 사원 가운데
국가․사회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종 원년(1198) 司天監 李寅甫가 慶州道祭告使로 파견되었다가 해당 업무
를 마치고 開京(지금의 개성직할시)으로 돌아갈 때 浮石寺 승려의 배려로 부
석사의 客宇에서 숙박하였으며,18) 이규보가 東京招討兵馬로 파견되었던 신종
4년 12월부터 개경으로 돌아왔던 같은 왕 7년 3월 사이19)에도 국왕이 東京(지
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의 봉기를 진압하고 지역사회의 민심 안정을 기원하면
13) 고려사 권95, 朴寅亮傳.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344～349쪽.
14) 圓宗文類 권22, 讚頌雜文類.
15) ｢浮石寺禮想師影｣, 大覺國師文集 권18.
自我海東浮石尊者, 求法之後, 圓頓之敎, 主盟諸宗者, 四百餘年矣(｢新集圓宗文類序｣, 大覺國師文
集 권1).
이들 자료는 이 글의 발표 때 토론을 맡은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의 박용진 교수님에게 도움을 받
았다. 글로 감사드립니다.
16) 삼국사기 권50, 弓裔傳. 한편 이 자국은 고려 때까지 남아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
상도, 榮川郡, 불우)고도 하였다.
17) ｢龍仁 瑞峯寺 玄悟國師塔碑｣,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고려편3, 伽山文庫, 1996.
18) ｢承安三年戊午 司天監李寅甫 以慶州道祭吿使｣, 補閑集 권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榮川郡, 불우.
19) 동국이상국집 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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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석사에 관료를 파견하는20) 등 부석사는 12세기 말기부터 13세기 초입까
지 국왕 및 관료들과 연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사회에서의 불교
적 위상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종 6년(1203) 9월 崔匡義가 급하게 보고하였다. “興州(지금의 경상북도 영주
시) 浮石寺․符仁寺 등의 사원과 松生縣(지금의 경상북도 청송군) 雙巖寺의 승려
들이 변란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마사에게 명령을 내려 국문하고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하였다.21)

동경의 봉기 때인 신종 6년 9월 南道招討兵馬使 崔光義22)가 부인사․쌍암
사와 함께 부석사의 승려들이 봉기를 모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국왕의
명령으로 부석사 등의 승려들을 유배시켰다고 하는 등 부석사는 이 때 상당한
타격을 입어 불교적 위상도 위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석사는 일정
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였다.23)
고려 고종 때에는 부석사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회복되기도 하였다. 부석
사는 고종 37년(1250) 희종의 아들인 冲明國師 覺膺24)이 僧統으로 住持를 역
임25)하는 등 불교계와 함께 사회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충선왕～충숙왕 때 密直副使․代言 등을 역임한 관료지식인으로 활동한 朴
孝修가 부석사를 방문하여 머물며 시를 짓는26) 등 부석사는 14세기 초기까지
도 중앙관료와 연계망을 가지면서 상당한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고 있었다.

20) 李奎報, ｢浮石寺丈六前願文｣, 동국이상국집 권38, 道場齋 醮․疏 祭文.
21) 九月, 崔匡義馳奏. “興州浮石符仁等寺, 及松生縣雙岩寺僧徒謀亂.” 命兵馬使, 推鞫配島(고려사절
요 권14, 신종 6년 9월).
22)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安東大都護府, 醴泉郡. 한편, 이 때 최광의의 직책이 南道招討使로도
표기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 건치연혁).
23) 이 때 東京招討兵馬로 파견된 이규보는 국왕 신종이 부석사에 관료를 파견하여 浮石寺丈六像에
의복을 봉헌하고 동경의 봉기진압과 지역민심 안정을 기원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때문에 최충헌
집권 때 일어난 동경의 봉기로 부석사의 역할과 위상이 타격을 입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4) 고려사 권4, 종실, 희종왕자, 冲明國師 覺膺傳.
25) 불설아미타경의 권말 간기에는 ‘伏爲聖德遐昌 隣兵不作 朝野咸安 法輪普轉 兼及含生 共登樂岸
募工雕板 印施無窮者 庚戌(고종 37 : 1250)七月日誌 浮石寺住持 僧統覺膺’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千惠鳳, 앞의 논문, 43쪽)고 한다.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榮川郡, 불우.

10

석당논총 73집

그러다가 부석사의 불교적 위상은 이후 외적의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공민왕 7년(1358) 적의 침략으로 부
석사의 건물 등이 불타면서27) 부석사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
었던 것이다. 이 때 부석사의 건물 등을 불 지른 적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공민왕 때에는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자주 침략하고 있었
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倭火로 표현28)하고 있으므로, 왜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부석사의 역할과 위상은 곧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우왕 8년(1382) 여름 6월 16일 화엄종의 浮石國師(진각국사 천희)께서 彰聖社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서 입적하였다…주상(우왕)께서 시호를 眞覺國
師, 탑호를 大覺圓照라 내려주었다…정미년(공민왕 16년 : 1367)…5월 (주상께서
는) 국사․大華嚴宗師․禪敎都摠攝으로 책봉하여 삼았다…圓應尊者라는 법호도
내려주었다. 관부도 설치하고 소속 관료도 배치하였으며 인장․법복도 내려주었
다…임자년(공민왕 21년)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殿宇들을 예전처럼 重營하였다.
모두 입적한 이후의 계획에 대비한 것이었다. 국사의 이름은 千熙이며 호는 雪山
이다.29)

부석사는 공민왕～우왕 때 國師․大華嚴宗師로 책봉되어 활동한 화엄종의
대덕고승 眞覺國師 千熙도 공민왕 21년부터 주석하면서 殿宇 등의 사원건물
을 중수하였다. 때문에 부석사는 14세기 후반기까지도 화엄종 사원으로 역할
하면서 화엄종의 중요사원으로서의 불교적 위상을 국가적․지역적으로 회복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엄종의 승려 敬南도 우왕 9년(1383) 건립된 ｢驪州神勒寺大藏閣記
碑｣의 음기에 浮石寺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30) 부석사는 고려말기까지

27) 아래 인용 자료 ①의 ｢鳳凰山浮石寺改椽記｣(부석사성보박물관 소장) 참조.
28) 아래 인용 자료 ② 참조.
29) 洪武十五年夏六月十六日, 華嚴浮石國師, 示寂于彰聖社…上賜諡曰, 眞覺國師, 塔曰, 大覺圓照…
丁未…五月, 封爲國師大華嚴宗師禪敎都摠攝…圓應尊者. 置府, 設寮屬, 賜印章法服…歲壬子, 住
浮石, 重營殿宇悉如舊. 盖爲身後計也. 師諱千熙, 號雪山(｢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수원박
물관 소장).
30) ｢高麗國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의 뒷부분에 ‘高麗國驪興郡神勒寺大藏檀越四部衆’이라 새겨진 음
기 가운데 ‘浮石寺敬南’도 표기되어 있다(보물 제230호 ｢驪州神勒寺大藏閣記碑｣ 및 ｢驪州神勒寺
大藏閣記｣, 朝鮮金石總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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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엄종 사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더구나 敬南은 태조 2년(1393) 태조 이
성계가 주도한 海印寺大藏經板의 印出佛事에 함께 참여하였을 때 禪敎都摠
統․判僧錄司事․海印寺住持․國一都大師 등을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
으므로,31) 부석사는 해인사와 함께 조선건국 때까지도 화엄종 사원으로 불교
계 내부에서 고위 僧職․僧階를 배출하는 사원으로서의 국가․사회적인 기
능과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석사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요 사원을 주도하는 住持들도 배출하였다. 우왕
9년 부석사에 소속되어 있던 敬南이 이후 海印寺 주지를 지냈으며, 진각국사
천희의 비문을 세우던 우왕 12년(1386) 정월 당시에는 천희의 門人으로 표기된
妙智無碍通照大師 冲述이 開泰寺의 주지를 역임32)하는 등 부석사는 14세기
말기 지역사회의 중요 화엄종 사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지들을 배출하면
서 불교적 연계망과 함께 지역적 위상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더구나 진각
국사 천희의 비문에는 개경․지역사회에 있던 교종․선종의 다양한 소속종단
사원의 主法․주지와 함께 당대 고위관료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4세기 말
기 당시 부석사의 불교적 위상이 전국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왕 3
년(1377) 5월 진각국사 천희의 주도로 건립된 부석사 祖師堂의 건립 또는 중수
불사에도 貞信翁主(貞信宮主 : 공양왕의 딸) 李氏를 비롯하여 禪師․首座 및
다양한 사원이 대시주로 참여하고 있는33) 등 부석사는 당시 왕실과 함께 다양
한 불교종단․사원과의 연계망과 위상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석사는 신라말기 이래 고려시대에도 화엄종 소속 사원으로 역할
을 수행하다가 공민왕 7년(1358)에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
나 공민왕 21년 이후 우왕 때까지 곧 회복되어 불교계의 국가․사회적인 위상

31) 태조 이성계가 태조 2년(1393) 7월 지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발문은 해인사에 원판과 함께 후
대 보각경판의 2종이 현존하고 있다. 원판은 제목도 없고 일부분이 마모된 상태이며, 후대 보각경
판은 ｢印経跋文｣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 가운데 원판의 제5장에는 ‘前禪敎都摠統判僧錄司事海印
寺住持國一都大師 敬南’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후대 보각경판 ｢印経跋文｣의 제9장에는 ‘前禪敎都
摠攝統判僧錄司事海印住持國一都大師 敬南’으로 각각 새겨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洪武十九年丙寅正月 日 門人開泰寺住持妙智無碍通照大師 冲述 立石 比丘恵岑 刻(｢彰聖寺眞覺國
師大覺圓照塔碑｣, 수원박물관 소장).
33) 이기백 편, ｢浮石寺 祖師堂 棟樑記｣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일지사, 1987, 235～236쪽 ; 渡
邊彰, ｢鳳凰山浮石寺保存工事執行의際에現古記錄의歷史的價値｣, 朝鮮佛敎叢報 제6호, 삼십
본산연합사무소, 1917, 44～46쪽 ; 申榮勳, 韓國古建築上樑記文集, 考古美術同人會, 1964 ; 熊
谷宣夫, ｢朝鮮佛畵徵｣, 朝鮮學報 44, 天理大學 朝鮮學會,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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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하였다. 더구나 부석사는 화엄종 가운데 의상―균여의 법계를 계승하
는 핵심적 사원으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한 시기, 그
리고 玄悟國師 宗璘 및 冲明國師 覺膺이 부석사에 주지를 지내던 시기에는 법
맥의 계승과정에서 변동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부석사는 고종 6년(1219) 6월 浮石寺 願堂主 重太師 知□가 편찬
한 高麗曆書로 五行思想․星命學(운명학)․불교학 및 農學과 관련된 ｢吉凶
逐月橫看 高麗木板｣(보물 제1647호)을 조성34)하는 등 이와 관련된 영역의 전
문지식을 가지고 보급하는 국가․사회적인 역할과 위상을 분담하기도 하였
다. 고종 37년(1250) 7월에는 희종의 아들인 冲明國師 覺膺35)이 주지를 역임
할 때 부석사에서 佛說阿彌陀經의 경판을 조성하였으며,36) 13세기 중엽에
는 3본 大方廣佛華嚴經의 경판(보물 제735호 榮州 浮石寺 高麗木板)도 조
성37)하는 등 목판 출판인쇄와 함께 아미타신앙 및 화엄교학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고려시대 중수․창건한 부석사의
無量壽殿과 祖師堂은 1933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
念物保存令｣을 근거38)로 1934년 5월 1일 木造建造物 가운데 ‘浮石寺無量壽
殿’ 및 ‘浮石寺祖師堂’이라는 명칭으로 보물에 지정되었다가39) 1962년 12월
국보 제18호 및 제19호로 각각 지정되는 등 일제강점기 이래 현재까지 역사․
문화적인 가치․위상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Ⅲ. 고려시대 부석사 造成佛事의 역사 ․ 문화적 성격
고려시대 부석사는 화엄종 사원으로 역할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산․기록유
34) 위은숙, 앞의 논문.
35) 고려사 권4, 종실, 희종왕자, 冲明國師 覺膺傳.
36) 千惠鳳, 앞의 논문, 43～44쪽.
37) 부석사의 3본 대방광불화엄경판(영주 부석사 고려목판)은 기존연구에서 조성시기를 11～14세기
로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장에서 13세기 중엽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38) ｢通牒 : 國有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處分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2105호, 1934년 01월
19일.
39) ｢燦爛한半萬年의 文化를자랑하는古蹟 : 國寶二百五十二點 萬歲에保存을 決定/ 寶物二百十,古蹟
卄一, [天然物]卄一點/ 朝鮮寶物古蹟保存會서｣, 동아일보 제4813호, 1934년 05월 03일(목요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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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중수하였다. 부석사는 圓融國師 決凝이 주석할 때까
지 義湘의 법맥을 계승하였으며,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는 문화유산․기록유
산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중수하였다.
우선, 無量壽殿의 중수 불사와 함께 아미타불상의 수리가 이루어졌다. 眞覺
國師 千熙의 비문에서는 천희가 공민왕 21년(1372) 부석사를 하산소로 삼아
주석하면서 자신의 입적 이후의 계획을 대비하여 부석사의 여러 殿宇를 모두
예전과 같이 중영하였다고 하였다. 입적 이후의 계획은 고려 화엄종 발전의
기초를 다지려는 의도도 있으면서40) 부석사가 화엄일승의 의상 법맥을 지속
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4세기 부석사 無量壽殿 및 아미타불상의 중수불사와 관련된 내용은 1916
년 일제강점기 무량수전을 해체․보수할 때 발견된 묵서에서 확인된다. 조선
광해군 때의 묵서로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발견된 ｢鳳凰山浮石寺改椽記｣ 등을
포함한 2종이다.41) 이들 묵서 내용은 일제강점기 이래 최근까지 여러 차례 원
문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판독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隔字나 改行
의 형태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부석사의 도움으로 2종의 묵서 가운데 현재 부석사 성보
박물관에 보존된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원천자료 1종을 확보42)하여 새롭
게 정리하였다.
① 鳳凰山浮石寺改椽記
此寺唐高宗二十八儀鳳元年新羅王命
義相法師始立創建後元順帝十七年至
正戊戌敵兵火其堂
尊容頭面飛出烟熖中在于金堂西隅文
蔵石上而奏于 上洎洪武九年丙辰圎融
國師改造改金而至于萬歴三十九年辛亥
五月晦日風雨大作折其中樑明年壬子改

40) 金相鉉, 앞의 논문, 63쪽.
41) 부석사 무량수전의 後側 西北隅 공포묵서(｢鳳凰山浮石寺改椽記｣)와 前側 西南隅 모퉁이 나무묵
서 등 2종이다.
42)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원천자료는 등화스님(부석사 총무스님)의 배려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등화스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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椽新其畫彩儼若旧制也記其匠碩及勸
縁人以示後世

기존의 연구43)에서는 2행의 ‘二十八’ 다음에 ‘年’을 넣어 판독한 사례를 비
롯하여, 5행의 ‘熖’을 같은 음과 뜻으로 사용되는 ‘焰’, ‘文’을 ‘大’, 6행의 ‘洎’를
‘泊’, 7행의 ‘歴’을 ‘曆‘, 8행의 折’을 같은 뜻의 ‘柝’, 9행의 약자 ‘旧’를 정자 ‘舊’,
‘及’을 ‘乃’, 10행의 ‘世’를 ‘也’로 각각 오독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바로잡아 다시 소개하였다. 다만, 묵서 자료①의 7행에는 명나라 神宗 때의
연호인 ‘萬曆’을 동음이자의 ‘萬歴’으로 표기하였으나, 원문에서는 글자 그대
로 소개하고 번역 부분에는 별도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元順帝十七年
至正戊戌’도 표기 내용에서 오류를 보인다. 원나라 순제는 즉위 이후 寧宗의
연호인 元統을 2년동안 지속하다가 至元의 연호를 제정․사용하였으며, 무술
년은 지정 18년에 해당하는 등 원나라 순제의 재위 연도와 간지 연도가 각각
어긋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술년이라는 간지연도를 기준으로 번역 부
분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묵서 자료①에는 5행의 ‘尊容頭面’ 부분이 개행되어
있으며, 6행의 ‘上’자가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등 불교와 고려 국왕에 대한 역
사․문화적인 인식태도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한편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의 중수불사와 관련된 다른 1종의 묵서는
현재 원천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다른 1종의 묵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지
낸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1937년 소개한 내용과 최근 소개된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② 此金堂者洪武九年經倭火後改造而至萬曆三十九年自折衝椽也壬子年始役畢
於癸丑年八月也44)
此金堂 自洪武九年經倭火 後改造而至萬曆三十九年 自折衝椽也 壬子年始役 畢
於癸丑年八月也45)

43) 渡邊彰, ｢鳳凰山浮石寺保存工事執行의際에現古記錄의歷史的價値｣, 朝鮮佛敎叢報 제5호, 三
十本山聯合事務所, 1917, 27～29쪽 ;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정밀
조사(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1권, 문화재청, 2013, 34쪽 ; 김태형, 앞의 논문, 49쪽.
44) 渡邊彰, 위의 논문, 29쪽.
45)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위의 보고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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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의 4번째 글자 ‘者’자와 ‘自’자를 각각 다르게 판독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재 원천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어느 글자가 옳은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글자의 의미로 볼 때 ‘自’자가 옳은 듯하여, 이 글
의 번역 부분에 반영하였다.
① 이 사원(부석사)은 문무왕 16년(676) 신라 국왕이 義相法師에게 명령을 내
려 처음으로 창건한 이후 공민왕 7년(1358 : 무술년) 敵兵들이 부석사의 堂(무량
수전)을 불태우므로 본존불의 얼굴․머리 부분이 연기와 화염 중에 날아 나가 金
堂의 서쪽 모퉁이에 있는 文藏石의 위에 있게 되었다. 주상에게 보고하였으며, 우
왕 2년(1376)에 이르러 圎應國師께서 본존불(아미타불)을 고쳐 만들고 금으로 다
시 칠하였다. 조선 광해군 3년(1611) 5월 그믐날에 이르러 비바람이 크게 몰아쳐
금당의 중보가 갈라지므로 다음해인 임자년(광해군 4년 : 1612) 금당의 서까래를
고치고 그 佛畵를 새롭게 채색하였다. 예전 규격처럼 엄격하게 따랐다. 해당 佛事
의 匠碩과 함께 보시 담당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인다.
② 부석사의 금당(무량수전)은 우왕 2년부터 왜구의 병화를 겪었으므로 뒤에
고쳐지었다. 광해군 3년 큰 서까래 부분이 스스로 쪼개졌다. 임자년(광해군 4년 :
1612) 때의 불사는 계축년(광해군 5년) 8월 마쳤다.

조선 광해군 때의 묵서로 부석사 無量壽殿에서 발견된 ｢鳳凰山浮石寺改椽
記｣ 등 2종의 기록유산에서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공민왕 7년(1358) 적병
(왜구)들의 침략으로 불타면서 무량수전의 본존불인 阿彌陁佛像도 훼손되었
으므로, 우왕 2년 圓應國師(眞覺國師)46) 千熙가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새로 지
었으며,47) 본존불 아미타불상도 고치고 새롭게 금으로 칠하였다고 하였다.
부석사의 이러한 무량수전과 본존불 아미타불상은 ｢順興 浮石寺 圓融國師
碑文｣에서 이미 밝혀둔 내용처럼 華嚴一乘의 깊은 요지이며 부석사의 창건
이래 지속해 온 의상의 법맥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왜구의 침략
으로 훼손된 무량수전과 본존불 아미타불상을 우왕 2년부터 복원한 불사도 의
46) 원문이 圎融國師로 표기되어 있으나, 圓應尊者인 眞覺國師 千熙가 옳다. 원융국사는 정종 10년
(1044) 부석사를 하산소로 삼아 주석하였으며, 진각국사는 임자년(공민왕 21년) 부석사에 주석하
면서 여러 전각․건물들을 예전처럼 重營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자료②의 내용에서는 부석사의 금당(무량수전)이 왜구의 병화를 겪은 시기를 우왕 2년으로 기술
되어 있으나, 자료①과 비교할 때 오류를 보인다. 왜구의 병화를 겪은 시기는 공민왕 7년이며, 우
왕 2년부터는 무량수전을 중수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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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법맥을 잇는 華嚴一乘사상으로서의 계승․복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석사 조사당의 창건불사도 의상의 법맥을 계승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③宣光七年丁巳(우왕 3년 : 1377, 선광 9)五月初三日立柱
大施主 寺住持 國師圓應尊者雪山和尙
同願施主 貞信翁主 李氏
…
祖師改畵員
禪師 義厸
禪師

厸

道者 覺伊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지낸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1917년 부석사 祖師
堂 添桁(長舌) 上端에 기재된 문자를 소개48)하면서 1행의 ‘三日’을 ‘二日’로, 2
행의 ‘圓應’을 ‘因應’으로, ‘雪山’을 雲山으로 각각 판독하였으며, 厸자를 嚴의
속자라 하였다. 그리고 다른 판독 자료에서는 ‘二日’을 ‘三日’49)로, ‘圓應’의 ‘因
(圓?)應’으로, ‘雪山’을 ‘雲(靈?)山’으로 각각 소개하였으며, ‘厸’자도 약자로 표
기하였다.50) 그런데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소개하였다. 특히 眞覺國師 千熙
의 비문에서는 ‘圓應尊者……雪山’이라 표기되어 있으므로, ‘因應尊者雲山’을
위의 내용처럼 바로잡아 정리해 보았다.
이 자료에서 부석사의 조사당은 우왕 3년(1377)51) 5월 당시 부석사의 주지
眞覺國師(圓應尊者․雪山和尙) 千熙와 貞信翁主(貞信宮主 : 공양왕의 딸) 李
氏 등의 시주로 기둥이 세워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부석사 조사당의
기둥이 세워졌다고 기록된 사실에서 조사당의 堂宇가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 당시는 부석사의 무량수전의 중수와 본존불 아미타불상의 복원불사가

48) 渡邊彰, ｢鳳凰山浮石寺保存工事執行의際에現古記錄의歷史的價値｣, 朝鮮佛敎叢報 제6호, 三
十本山聯合事務所, 1917, 44～46쪽.
49) 이기백 편, 앞의 책, 235쪽 ;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보고서, 16쪽.
50) 이기백 편, 위의 책, 235～236쪽.
51) 丁巳年은 北元의 연호 宣光 9년에 해당하며, 선광 7년은 乙卯年으로 우왕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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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이듬해이며, 진각국사 천희의 비문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진각국사가
殿宇를 重營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 진각국사 천희와 정신옹주 이씨 등의 시주로 건립된 부석사의
조사당은 새롭게 세운 堂宇로 파악하기도 하며,52) 중창 또는 전면 해체보수를
거친 당우로 추정53)하기도 한다.
④前開彩承安六年壬子三月 日
後開彩弘治六年癸丑(성종 24년 : 1493)四月 日 書 畵員禪師 義戒
惠淸
化主 戒云
一禪

이 자료는 부석사 조사당의 丸桁(道里) 下端에 묵서된 3종의 내용54) 가운데
1종으로 조선 성종 21년(1490 : 경술년) 4월 17일 부석사의 조사당을 重修한
이후인 성종 24년 4월 묵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조사당의 건물
을 채색한 내용으로 활용하여 조사당이 고려 신종 4년(1201 : 承安 6년) 3월
처음 건립되었으며, 우왕 3년 5월 중창되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 보수되었
다고 이해하고 있다. 우왕 3년 5월 부석사의 조사당이 중창된 근거는 자료 ③
의 禪師 義厸(隣)․厸 및 道者 覺伊 등이 ‘조사를 새롭게 고쳐 그리는 화원(祖
師改畵員)’으로 표현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 ④의 내용을 근거로 조사당의 건립시기를 고려 신종 4년 3월
로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재고의 여지도 남아 있다. 조사당의 벽화 또는 조사
영정을 앞서 開彩한 '承安六年壬子'의 시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承安은 금나라 章宗의 연호로 5년 동안 사용되었으므로, 승안 6년은 오류이
다. 승안 6년이라 표기하였을 때는 고려 신종 4년(1201)으로 辛酉年에 해당하
며, 승안의 연호를 사용하기 4년 전인 고려 명종 22년(1192)이 壬子年이다. 때
문에 고려 신종 4년을 부석사 조사당의 앞선 開彩 시기로 진단하는 견해는 재
52) 渡邊彰, 위의 논문, 47쪽 ; 金相鉉, 앞의 논문, 63쪽.
53)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앞의 보고서, 16쪽. 한편 우왕 3년 조사당의 건립을 수용하면서 이 때 중
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으며(孫連七, 앞의 논문, 428쪽), 조사당의 건립을 신종 4년 3월로 진단
(임기영, 앞의 논문, 312쪽)하기도 한다.
54) 渡邊彰, 위의 논문, 1917, 50쪽 ;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위의 보고서,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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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지를 가진다.
더구나 고려시대 조성된 불교조형물이나 기록유산 및 묘지명에는 중국 연
호와 干支 연도를 함께 표기할 때 중국 연호에서 오류를 보이는 대신에, 간지
연도가 일치하는 사례가 상당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禪門拈頌集
의 修禪社無衣子序에서 ‘貞祐十四年丙戌仲冬海東曹溪山修禪社無衣子序’55)라
표현한 경우이다. 貞祐는 금나라 宣宗의 연호로 1213년 시작되었다가 5년째
인 1217년 興定으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무의자의 서문에서는 정우 14년으로
표기하여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병술년의 간지 연도가 옳다. 그리고 부석사
의 조사당에 기둥을 세운 ‘宣光七年丁巳’(자료 ③)의 시기가 北元의 연호와 간
지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그 개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선광 7년
은 乙卯年으로 우왕 원년(1375)에 해당하며, 정사년은 선광 9년으로 우왕 3년
에 해당하는 등 부석사 조사당의 묵서 내용 가운데서도 연호의 시기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설명된 자료 ①의 내용 가
운데 ‘元順帝十七年至正戊戌’도 오류를 보인다. 따라서 자료 ④의 '承安六年壬
子' 가운데 임자년을 부석사 조사당 건물의 앞선 開彩 시기로 진단할 수 있다.
임자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 명종 22년 임자년부터 60주년을 주기로 반복되
는 임자년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진각국사 천희의 비문 내용에 기술된
임자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각국사 천희께서) 임자년(공민왕 21년) 부
석사에 주석하면서 殿宇들을 예전처럼 重營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이 때의 임
자년은 진각국사 천희가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부석사의 殿宇를 예전처럼 중
영한 공민왕 21년으로 자료 ④의 간지 연도와 일치하고, 중영한 대상을 부석
사의 殿宇라 표현하였으므로, ④의 간지 연도를 공민왕 21년으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 중영은 중수만 의미하는지 중수와 건립을 모두 포
괄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부석사 조사당의 앞선 開彩 시
기로서의 조사당을 건립한 시기는 공민왕 21년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시대 부석사에서는 조사당의 벽화 또는 祖師影幀의 보수
도 이루어졌다. 우왕 3년 5월 당시 부석사의 주지 眞覺國師 千熙와 貞信翁主
(貞信宮主) 李氏 등의 시주로 조사당의 건물이 건립될 때 禪師 義厸(隣)․厸
55) 修禪社無衣子, ｢禪門拈頌集序｣, 禪門拈頌集(해인사 소장 경판 및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인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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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道者 覺伊 등이 ‘조사를 새롭게 고쳐 그리는 화원(祖師改畵員)’으로 기록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祖師改畵員의 祖師 내용이 조사당의 벽화 및 조
사영정․조사상 등 가운데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서
조사의 내용은 부석사의 개창 조사인 의상과 무관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부석사는 고려후기 眞覺國師 千熙가 주석하였을 때 조사당의 건립
등과 함께 의상과 관련된 불교문화유산을 조성․보수하는 불사를 수행하였
다. 이러한 불사는 부석사가 고려후기까지 의상의 화엄종을 계승하는 의미에
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석사에서는 고려시대 3본 大方廣佛華嚴經의 경판도 조성
하였다. 부석사의 寶藏閣에는 1982년 5월 ‘榮州 浮石寺 高麗木板’이라는 명칭
으로 보물 제735호로 지정된 貞元本(40권)․晋本(60권)․周本(80권) 등 三本
大方廣佛華嚴經板이 보존되어 있다. 부석사에는 缺板을 제외하고 정원본 122
판 240면, 진본 240판 473면, 주본 272판 536면 등 644판 1,249면의 원판과 후
대 보각경판이 현존하고 있다.56) 기존연구에서는 이들 경판의 원판이 契丹大
藏經의 계통으로 조성 시기를 11～12세기,57) 12세기 초기 이후 13세기 중
엽,58) 13∼14세기 경59) 등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석지표가 제
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원판에는 정원본의 권10 제6장에 위치한 권미제의 아래 ‘俗離寺依止
大師戒元刻’60)이라 표기된 내용과 함께 刻手良守(진본),61) 印如(진본 권14 제
6～7장 및 권15 제1장), 戒元(주본 권17 제1～2장) 등의 각수들이 양각되어
있다. 이들 각수들은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高麗國分司大藏都監 등
에서 국보 제32호 ’합천 海印寺大藏經板‘에 편입된 개별 경판을 조성한 인물의
법명․인명과 일치하기도 한다.

56)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 문화재(2017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12, 경상북
도 3, 2018, 203․265․337쪽.
57) 임기영, 앞의 논문, 328쪽.
58) 千惠鳳, 앞의 논문, 43～44쪽.
5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
60) ‘俗離寺’를 ‘俗離山’으로 판독(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338쪽)하였으나, ‘俗離
寺’가 명확하다.
61)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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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元
大方等大集經 권1, 제24․25․27․29장/ 계묘세(고종 30년 : 1243) 대장도
감
經律異相 권17, 제28장/ 계묘세(고종 30년 : 1243) 분사대장도감
法苑珠林 권13, 제17장/ 갑진세(고종 31년) 대장도감
法苑珠林 권33, 제19장/ 갑진세(고종 31년) 분사대장도감
良守
度世品經 권2, 제31장/ 임인세(고종 29년) 대장도감
添品妙法蓮華經 권1, 제2․4․6․8․9․12․14․16․17․20장/ 계묘세
(고종 30년) 대장도감
印如
悲華經 권3, 제24․26~28․30~32장/ 계묘세(고종 30년) 대장도감
順中論義入大般若波羅蜜經初品法門 권하, 제14․16장/ 계묘세(고종 30년)
분사대장도감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敎王經 권6, 제6․7장/ 갑진세(고종 31
년) 대장도감
法苑珠林 권14, 제14․15장/ 갑진세(고종 31년) 분사대장도감

부석사에 소장된 정원본․진본․주본의 3본 대방광불화엄경판을 조성한
각수 戒元․良守․印如는 고종 29년(1242)부터 같은 왕 31년 사이에 대장도
감․분사도감 또는 대장도감에서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大方等大集經
등 다양한 개별 경판을 조성하였던 각수들의 人名․法名과도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부석사 소장의 3본 대방광불화엄경판은 13세기 중엽 조성되었을 개연
성이 높다고 진단할 수 있다.62)
한편 부석사에서는 희종의 아들로 僧統을 지내면서 부석사의 주지를 맡은
冲明國師 覺膺이 고종 37년 7월 佛說阿彌陀經의 경판을 조성하기도 하였
다.63)
이처럼 부석사는 13세기 중엽 3본 대방광불화엄경판과 불설아미타경판을
조성하여 보급한 사실에서도 華嚴一乘의 義湘 법맥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
62) 부석사 소장 3본 대방광불화엄경판의 조성시기․배경은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다른 글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63) 千惠鳳, 앞의 논문,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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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석사 주지 승통 覺膺이 불설
아미타경판을 조성하면서 황제 고종의 안녕, 몽고와의 전쟁종식, 조야의 안
녕, 佛法의 보급 등을 기원하는 등 13세기 중엽 당대의 현실적 바램을 반영하
고 있었다. 그러면서 불설아미타경판의 조성은 무량수전에 阿彌陀佛만을 봉
안한 義湘의 화엄일승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사의 소속 종단과 국가․사회적 역할․위상을
진단하고 부석사에서 조성된 문화유산․기록유산의 성격도 분석하였다.
부석사는 신라말기 이래 고려시대에도 화엄종 소속의 핵심적인 사원으로
義湘의 華嚴一乘 사상을 계승하여 수행하면서 國師의 하산소로 역할하고, 국
왕과 대덕고승 및 관료지식인들의 관심을 받는 등 불교적 위상과 인적 연계망
을 국가적․지역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하다가 공민왕 7년(1358)에는 외적의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일시적인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21
년 이후부터 우왕 사이에 곧 회복되어 국가․사회적인 위상과 연계망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며 확장하였다.
부석사는 義湘의 법맥을 계승하는 화엄종 사원으로 역할하면서 이러한 정
체성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유산․기록유산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중수하는 등
역사․문화적인 역할․위상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고려후기 眞覺國師 千熙가 주석하였을 때 무량수전을 새로 지었으며, 본존불
인 아미타불상도 고치고 새롭게 금으로 칠하는 동시에, 조사당도 건립하거나
중수하고 조사당의 벽화나 조사영정 등도 새롭게 수리하였다. 그리고 고종 때
에는 高麗曆書로 五行思想․星命學(운명학)․불교학 및 農學과 관련된 吉凶
逐月橫看 高麗木板을 조성․보급하는 국가․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佛說阿彌陀經板 및 3본 大方廣佛華嚴經板(보물 제735호 榮州 浮石寺 高麗木
板)도 조성하는 등 목판 출판인쇄와 함께 아미타신앙․화엄교학을 널리 보급
하고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불교사업 가운데 吉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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逐月橫看 高麗木板 조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佛事는 義湘의 華嚴一乘 사상을
계승하는 의미도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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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that the
Buseok-Temple(浮石寺) Created in the
Koryo(高麗)-Dynasty
Choy, Young-Ho
This paper attempt to analyze into the sects belonging of the BuseokTemple, and national & social status that the Buseok-Temple was played
the role in the the Koryo-Dynasty. in the process, this paper analyzed into
the historical & cultural character of the Cultural heritage & Memory
heritage that the Buseok-Temple was created in the Koryo-Dynasty.
The Buseok-Temple was also a key member of Hwa-ueom-school(華嚴
宗)'s temple during the Koryo-Dynasty, and was succeeded to the hwaueom one-vehicle(華嚴一乘)’s thought of the Euisang(義湘) that was played
the role as a Buddhist major monk. in the process, Buseok-Temple
expanded its Buddhist status and human links-network throughout the
country.
The Buseok-Temple was created the various Cultural heritage & Memory
heritage that fit this identity during the Koryo-Dynasty. during the
Jingak-guksa(眞覺國師) Cheonhee(千熙)'s stay in the second half of the
Koryo-Dynasty, the Muryangsujeon(無量壽殿) & Josadang(祖師堂) of the
Buseok-Temple newly was constructed, and was renovated the AmitabhaBuddha-Statues(佛說阿彌陀佛像) of the Muryangsujeon & the wall painting
of the Buseok-Temple's Josadang. in addition, the Buseok-Temple newly
created the Avatamsaka-Sutra(大方廣佛華嚴經)-woodblocks & the Sukhavati

-Vyuha-Sutra(佛說阿彌陀經)-woodblocks in the mid-13th century. the
Buddhist project also reflected the meaning that succeeded to the
hwa-ueom one-vehicle’s thought of the Eu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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