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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봉정사 대웅전에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아미타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1997
년 1월 16일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해 벽에서 떼어내자 건립당시 후불벽에 그려
진 벽화의 전모가 드러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벽화는 손상이 심하지만 조선
초기 대웅전 중창시 후불벽화로 그려져 예배되던 불화인데 그 도상의 연원은 조
선전기 15세기에 간행된 법화경변상도에서 찾아볼수 있고, 불ㆍ보살상 등 존상의
형태, 복식, 광배와 보개의 모습 및 채색 등 세부표현 양식이 조선초기 지온지(知
恩寺) 관경변상도(1435)와 같은 조선 전기 불화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
러므로 이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는 중창기의 기록대로 1435년경에 제작되었음
을 알수 있고 그 도상은 조선후기 영산회상도의 조형(祖型)이 된다는 점에서 막중
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전각 후불벽화로서는 가장 연대가 이르고, 작품이
귀한 조선 전기불화인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 영산회상도, 도상, 묘법연화경, 변상도, 경전변
상도
* 이 논문은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조선시대 영산회상도의 조형-｣(한국의 불화 17, 성보
문화재연구원, 2000)을 대폭 수정ㆍ보완한 것이며, 내용의 일부를 [2018 석당학술원 학술대회](동
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12.27.)에서 발표하였다.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dwpark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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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봉정사(鳳停寺)는 경상북도 안동군 서후면 천등산 남록에 위치한 고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이다. 봉정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라 문무왕 12년(672) 능인(能仁)대덕이 창건했다는 설과 신문왕 2
년(682)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 등이 전해지나, 6․25동란 때 인민군이
머물면서 사찰에 있던 경전과 사지 등을 모두 불태워 정확한 역사는 잘 알 수
없다. 현재 이 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알려진 극락전
(1363년 중수, 국보 제15호)을 비롯하여 대웅전(국보 제311호), 화엄강당(보
물 제448호), 고금당(보물 제449호) 등의 건물과 극락전 앞 삼층석탑(경상북
도 유형문화재 제182호), 그리고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1620호), 아미타후
불탱화(1713년, 보물 제1643호), 대장경 판목 등 다량의 문화재가 건재하고
있다.
대웅전[그림 1]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양식의 팔작지붕 구조를 지닌
단층 전각이다. 내부에는 고주를 이용하여 후불벽을 만들었고 고주 앞에는 고
식의 불단을 짜서 불상을 안치하였다. 이 전각은 공포의 짜임새, 불단의 양식
등 건물의 가구수법 뿐만 아니라 고색창연한 단청의 기법과 색채 등 조선초기
건축과 불화의 양식을 대표하는 불전으로 손꼽힌다.
봉정사 대웅전에는 아미타삼존불상과 아미타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1997년 1월 16일 후불탱화를 보수하기 위
해 벽에서 떼어내자 후불벽에 그려진 벽화
의 전모가 드러나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벽화의 존재는 이미 관련 학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던 것이었으나 그 전모를 조사
할 기회가 없어 별도의 논고가 발표되지
않았었다.1)
[그림 1] 봉정사 대웅전, 필자 촬영.

그러나 대웅전 건물은 정기안전점검에

1) 벽화의 존재는 문명대교수에 의해 언급되었었고(한국의 불화, 열화당, 1979, 20쪽), 벽화가 공개
되자 동저에 의해 약보고가 발표되었다. 文明大, ｢鳳停寺 大雄殿 高麗 靈山會上圖 後佛壁畵略考｣,
불교미술연구3․4(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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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요 구조재에 대한 수평레벨과 수직 기울기, 부재의 이
격, 그리고 내부 고주와 후불벽 사이가 이격되는 등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울고, 뒤틀리는 변형이 발생된 사실이 드러나
1999년 7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해체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다. 공사에 포함된 벽화의 보존처리
는 1999년 8~9월에 실시되었고, 2000년 1월 31일 벽체에서
분리되어 현재 보존각에 별도 보관되어 있으며 2009년 4월
22일 보물 제1614호로 지정되었다.2)
필자는 대웅전의 수리공사 도중 1999년 11월 18일 벽화
를 자세히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후불벽화는 물론 불단, 고
주, 천장 등 전각 내부를 장엄하고 있는 고색창연하고 중후
한 단청이 뿜어내는 경건한 분위기가 정토를 형상화하려는
대웅전 안에 충만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그림 2] 또한
벽화를 조사하면서 그 도상이 필자에게는 익숙한 조선초기 [그림 2]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와
경전변상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점

단청, 필자촬영(1999.11.18.).

은 조선초기 영산회상도의 도상 형성의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영산회후불벽화의[그림 3] 도상을 조
선초기 경전변상도 등과의 비교 분석 통해 그
연원을 살펴보고, 불화와의 양식비교를 통해 벽
화의 편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3]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 한국의 불화
23(성보문화재연구원, 2001), 도1.

2)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문화재청, 2004) .67~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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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현상과 도상의 연원
1. 벽화의 현상
벽화가 그려진 화면은 꽃무늬가 그려진 테두리를 포함하여 세로 380cm, 가
로 387.5cm 규모의 정방형 화면으로3) 단독 그림으로서는 현존 국내 최대의
불교벽화이다. 벽체는 초벽, 중벽, 화벽으로 제작되는 일반적인 벽체의 구조
를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층위 구조의 성격이 명확하여 층위 구분이 명료하
다. 또한 벽화를 그린 화벽은 2층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4)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벽체가 균열되고 채색이 박락되는 등 벽화의 상태
는 각 존상의 배치와 도상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이
후불벽화의 주된 손상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벽체를 지지
하고 있는 구조체의 변형으로 인한 화면의 균열과 두 번째는 인위적인 훼손이
다. 화면의 균열은 대웅전 건물의 훼손과 변형에 의한 것이다. 후불벽을 형성
하는 기본 구조인 고주가 뒤틀리면서 중방과 깃 등 후불벽의 지지체가 균형을
잃어버려 벽체가 종횡으로 크게 균열되었다.
중방이 부러지면서 그 상하 벽체가 크게 균
열되었는데, 그 틈새로 본존과 좌우협시보살
아래에 중깃의 목재가 보이는데 이 세 개의
목재가 세워진 곳의 벽체가 세로로 크게 균
열되었음을 볼 수 있다.5) 구조적 원인과 함
께 화면에는 최소한 3종류 이상의 인위적인
[그림 4] 벽화의 인위적인 훼손의 예-안면부 제거, 필자촬영
(1999.11. 18.).

훼손이 가해졌음이 살펴진다. 첫째는 채색층

3) 벽화 화면의 실측치는 조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111쪽)의 실측치를 제시한다.
4) 정혜영ㆍ한경순,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체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23, 2008, 53
～65쪽.
5) 벽체를 포함한 대웅전 건물의 문제점은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되었다. 수평레벨과 수직기울기 모두 차이가 있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져, 상
부 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틀리는 변형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각 부재가 이격 되고
기와가 교란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후불벽 역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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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긁어버린 점이다. 문수보살과 극히 일부의 권속을 제외한 모든 존상들의
얼굴 부분은 인위적으로 화면을 긁어내어 세부표현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었
다.[그림 4] 두 번째는 이물질의 도포이다. 벽화는 전면적으로 옅은 붓자국이
화면 곳곳에 덮여있다. 빗자루 정도로 크고 뻣뻣한 붓에 무엇인지 묻혀 화면
위에 이리저리 그어댄 것인데, 아마도 벽화 전체를 지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 덮여진 물질이 무엇인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어야할
것이다.6) 세 번째는 한지와 접착제의 잔여물로 인한 변색이다. 일부 벽면을
한지로 도배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좌우협시보살의 두광 위쪽
높이에 갈색의 흔적이 가로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지와 접착제의 잔여물
이다.7)[그림 6]

[그림 5] 벽화의 인위적인 훼손의 예-이물
질의 도포, 필자촬영
(1999.11.18.).

[그림 6] 벽화의 인위적인 훼손의 예-접착
제 잔여물로 인한 변색, 필자촬영
(1999.11.18.).

이러한 현상에서 특히 얼굴을 집중적으로 훼손한 점, 이물질의 도포와 한지
및 접착제 잔여물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이유의 고의적인 훼손8)혹은
6) 벽화보존처리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고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7) 벽화의 손상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보존처리를 담당했던 한경순교수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지
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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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대상으로서의 종교성 상실로 인한 폐기의식의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볼수
있을 것이다.9) 불가에서는 불상이나 불화를 봉안할 때 점안의식(點眼儀式)을
하듯 불화가 오래되거나 훼손되어 새로운 불화를 봉안할 때 구(舊)불화는 의
식을 행하고 태운다.10) 벽화는 태울수 없으므로 안면부를 긁어 알아볼수 없게
만들고 그 위에 한지를 덮어 폐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2. 도상의 분석과 연원
이 벽화는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테두리로 화면을 구획하고 그 안에 석가
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인 영산회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모든 존
상들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의 천상계와 하부의 구름층을 제외한 법
회 장면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었다. 즉 화면의 중심에는 석가모니불과 문
수․보현보살의 삼존좌상이 크게 자리잡고, 이들을 중심으로 팔부중, 비구중,
보살중, 범천, 제석천, 사천왕, 천부중 등의 권속이 상․하단에 가득히 늘어서
있다.
조선시대 영산회 후불화와 차별되는 점의 하나는 법회 장소에 대한 공간감
의 강조이다. 법회장면의 상부 뿐만아니라 하부에도 구름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현실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불세계의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7] 화

[그림 7]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 부분-천상부, 그림3의 부분.

8) 이에 대해 石鼎스님은 ‘어떤 異敎 狂信者의 폭행으로 파손되어…’라 언급하였다. 석정, ｢孤雲寺 本
末寺의 佛畫(Ⅰ)｣, 한국의 불화 23(성보문화재연구원, 2001), 201쪽. 실제 억불정책으로 일관한
조선시대에는 불상 등 수 많은 불교미술품들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도난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유생들에 의한 훼손이 상당히 많았다. 관련 내용은 진홍섭, ｢불상(佛像)과 사경
(寫經)의 훼손(毁損)｣, 默齋閑話(대원사, 1999), 135～150쪽.
9) [2018년 석당학술원 학술대회](2018.12.27)에서 한정호, ｢불상의 津送과 사찰벽화｣에 의해 제기되
었다.
10) 백파 긍선, 김두재 옮김, 作法龜鑑(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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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상부인 정토 공간의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구체화함으로 정토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토와 권속들은 3중의 구름층으로 구분된다. 권속들 뒤로
옅은 회청색 구름층이 드리워져 있고 그 위로 조금 더 진한 갈색 구름층, 그
위로 검은 구름층으로 구분하여 아득히 멀고 높은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맨 위의 검은 구름층은 굵은 청색선으로 윤곽을 그려 산화(散華)들이 날리는
천상부와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본존 두광 위쪽 구름층에서 두 그루의 보수
줄기가 올라가고 여기서 좌우로 잎들이 펼쳐져 있다. 암녹색의 보수잎을 배경
으로 구름에 싸인 보개(寶蓋)와 꽃들이 좌우로 퍼져 있고, 이들을 불상에서 뻗
어나온 서광이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이와함께 서광과 구름층 사이의
화면 양끝 공간에는 북, 피리, 비파, 장고 등과 같은 각종 악기들이 끈에 매달
려 하늘을 날고 있고, 시방제불이 좌우 5구씩 구름에 싸여 날아오는 장면이 그
려져 있다.이 장면은 경전에서 설한 정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아미타경은 극락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즉
극락의 보수, 연못, 누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어서 극락의 하늘
에서는 항상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위에는 주야로 만다라
꽃(曼陀羅華)이 휘날리고 그곳의 중생들이 아름다운 꽃을 타방불에게 공양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11)
녹색 보수잎들 사이에 꽃을 배치한 형상은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소장 관경변상도의
것과[그림 8] 기본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보다
도식화된 모습이다. 여기에 표현된 꽃은 법화
경 설법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묘법연화경
서품에서 언듭되었듯이 만다라화와 만수사화
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2) 이렇 [그림 8] 사이후쿠지소장 관경변상도의 부분-천상부,
그림출처; 高麗, 영원한 美, 圖1의 부분.
11) “彼佛國土 常作天樂 黃金爲地 晝夜六時 而雨曼陀羅華…(저 국토에는 항상 하늘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된 땅위에는 밤낮 육시로 만다라꽃이 휘날리느니라).”
阿彌陀經(원문은 隆慶六年(1572) 月岳山德周寺開板本 참조)
12) “佛說此經已 結跏趺坐 入於無量義處三昧 身心不動 是時 天雨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
曼殊沙華 而散佛上及諸大衆 普佛世界 六種震動…(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량의처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마하만다라꽃․만수사꽃․마하만수사꽃을 내리어 부처님 위와 대중들에게 흩뿌리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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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천상에 보수잎을 가득 표현한 방식
은 고려 사경변상도는13) 물론 조선초
기 법화경 판본변상도14)에서는 보편
적인 도상이다.[그림 9] 그리고 악기
들을 끈에 매달아 공중에서 날아다니
는 듯이 표현한 것은 정토에는 아름다
운 음악이 울려퍼진다는 것을 시각적
으로 형상화한 탁월한 표현이다. 이렇
게 보개 주위에 꽃과 악기가 날아다니
고 시방제불이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그림 9] 묘법연화경변상도, 1442년, 花岩寺. 필자촬영.

장면은 일본 사이후쿠지소장 관경변

상도, 지온인(知恩院) 소장 관경변상도(1323년), 지온지(知恩寺)소장 관경변
상도(1435년)[그림 10], 이맹근(李孟根)필 관경변상도(1465년, 지온인소장)와
같은 고려말 내지 조선초기의 관경변상도15)에 표현되어 있는 정토의 일반적
인 모습이다. 특히 받침이 있고 뚜껑을 덮은 그릇 처럼 보이는 보개의 모습은
붓다의 머리 위에서 붓다를 장엄하는 활짝 핀 연꽃에 부속하는 장엄구인데16)

[그림 10]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의 천상부와 보개,
1435년, 그림출처; 高麗, 영원한 美, 圖
4의 부분.

[그림 11] 孝寧․安平大君발원 묘법연화경변상
도의 부분, 1448년, 보물 766호, 개인
소장, 필자촬영.

13) 박도화, ｢高麗後期 寫經變相圖의 樣式變遷｣, 高麗, 영원한 美, p.208..
14)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圖13․14․15.
15) 高麗, 영원한 美, 圖1․3․4․5.
16) 觀佛三昧海經권6의 도리천궁설법장면 중에는 붓다의 보개가 원래 화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부처님이 도리천궁에 들어가서 미간의 白毫光을 놓으니 그 빛이 칠보의 大蓋를
이루어 마야부인의 위를 덮었다……동방의 선덕불이 妙寶花를 석가모니와 마야부인의 위에 흩었
더니 변하여 화개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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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보면 마치 영락과 번(幡)이 달려있는 합(盒)과 같은 모양이다. 이러
한 보개는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1435년)나[그림 10] 효령․안평대군발원
묘법연화경변상도(1448년)17)[그림 11]의 보개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어서 주
목된다. 한편 이러한 보개의 형태는 설충(薛沖)필 관경변상도(1323, 일본 지
온인)나 회전(悔前)필 미륵하생경변상도(1350년, 일본 신노인) 등 고려시대
불화에서도 보여진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구례 화엄사영산회괘불도
(1653)나 상주 용흥사 영산회괘불도(1684)에서 처럼 유사하게 표현되기도 하
지만, 영수사영산회괘불도(1653)나 부석사 괘불(1745) 등과 같은 17~18세기
의 대부분의 불화에서는 주로 반원형의 화개(華蓋)로 그려진다. 그것은 보개
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락과 번으로 장식
된 합(盒)형태의 보개는 관자의 눈높이가 보개와 같은 위치에서 정면으로 보
았을 때의 모습으로 그린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시대부터 15세기 불화에서는
주로 이처럼 정면관으로 그리는 경향임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천상부 아래에는 구름에 싸여 있는 영산회의 장면이 전개된다.
이 영산회상도는 법회에 참여한 성중들의 배치로 보아 크게 3단으로 구성되었
다. 상단은 협시보살 위쪽의 3열, 중단은 협시보살과 그 좌우에 배치된 2열,
하단은 대좌 좌우의 2열로 늘어선 성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
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상단의 제1열에는 팔부중이 좌우 4구씩 배치되어
있다. 모두 상반신만 표현되었으나 훼손이 심해 대부분 그 위치 정도만 확인
될 뿐 정확한 모습과 명칭을 알 수 없다. 단지 본존을 중심으로 왼쪽(向右)18)
세 번째의 상은 좌우에 일상과 월상이 표현되어 있어 아수라(阿修羅)임이 확
실하고, 두 번째 상은 긴나라(緊那羅)가 아닐까 생각된다. 네번째 신중은 투구
를 쓴 신장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6] 대칭되는 위치의 신중은 더욱 형상을
알수 없다. 참고로 1404년간 묘법연화경합부 변상도(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
상복장유물, 보물 793호) [그림 12]에서 왼쪽에는 긴나라와 아수라, 반대쪽에
는 건달바와 가루라를 배치하였다.19)제2열은 본존의 두광 높이에 좌우로 배

17) 천혜봉, 書藝․典籍(國寶12 ; 예경산업사, 1985), 圖271 및 졸고,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圖15.
18) 이하 좌우의 방향표현은 觀者 쪽에서 본 것이 아닌 작품 쪽에서 본 방향으로 서술한다.
19) 千惠鳳, 書藝․典籍, 圖310 및 졸고,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圖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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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묘법연화경합부변상도, 1404년, 上院寺. 도판; 천혜봉, 書藝․典籍, 圖271.

[그림 13]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본 [그림 14] 소자본 묘법연화경변상도의 [그림 15] 묘법연화경변상도의 부분-본
존. 그림3의 부분.
부분, 1286년, 리움. 그림출처; 高
존, 1405년, 安心寺, 개인소장, 필자
麗, 영원한 美 도64의 부분.
촬영.

치되어 있는 존상들로서 각기 1구의 보살과 7명씩의 제자들이다. 모두 얼굴을
훼손시켜 모습을 알 수 없다. 이들은 합장하거나 지물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확인은 안된다. 제3열은 보살중으로 본존의 신광 좌우로 6구씩 늘어서 있다.
두광 좌우의 보살과 합하면 도합 7구씩이 된다. 모두 합장한 자세이고 녹색의
원형 두광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의 중심에 본존이 위치하고 본존 좌우의 약
간 낮은 위치에 협시보살이 앉아 있다.
화면의 중심이 되는 중단은 석가삼존과 협시보살 좌우에 작게 배치된 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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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존불은[그림 13] 원형의 두광과 신광 안에서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영산회상도에서 본존 석가모니불은 항
마촉지인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조선초기에는 원각사 10층석탑의 부조
영산회에서 볼수 있듯이 설법인을 취한다. 특히 법화경 판본변상도 중에는 설
법인을 취하고 있는 예가 흔하며, 특히 이 벽화의 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1286년, 보물 693호, 리움소장)[그림14]20), 묘법연화
경권제1(1401년간 추정, 보물 1145호, 목아불교박물관소장)21), 묘법연화경합
부(1404년간)[그림12]나 안심사간 묘법연화경판화(1405년, 보물 971호, 개인
소장)22)[그림15]와 같은 고려에서 조선초에 간행된 소자본 법화경변상판화에
서는 본존불이 모두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23) 영산회상도에서 본존이 항마촉
지인을 취한 가장 이른 예는 광평대군부인신씨(廣平大君夫人申氏) 발원 법화
경판화의 도상인데 이 도상은 조선초기에 국내로 반입된 명대초기의 제불보
살신승명경(諸佛菩薩尊者神僧名經)이나 제불여래명칭가곡(諸佛如來名稱歌
曲) 등의 권수판화를 보고 판각한 것이다.24) 조선초기 15세기에 수용된 항마
촉지인을 취한 석가불의 도상은 주린지(十輪寺)소장 오불회도에서도 보이지
만, 16세기 후반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석가모니불의 대표적인 수인
으로 보편화되었다.25)
좌우협시보살[그림16, 그림17] 역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닌 좌상으로
한손에 각기 연꽃가지를 잡고 있다. 원형 광배를 지니고 나란히 앉아있는 삼
존의 모습은 린쇼지(隣松寺)소장 관경변상도(1323년)26), 지온지소장 관경변
상도(1435년), 신노인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1350년)27) 등과 같은 고려와 조
선초기의 변상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상이며, 또한 안심사 묘법연화경변상

20) 高麗, 영원한 美, 圖64 및 졸고,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圖6 참조.
21)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92～’93指定篇)(문화재관리국, 1994), pp.138～139 및 졸고, ｢朝鮮 前
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圖10 참조.
22) 한국의 책문화 특별전(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圖61 및 拙稿,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圖13 참조.
23) 졸고,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44～63쪽.
24) 졸고, ｢朝鮮朝 妙法蓮華經 版畵의 硏究｣, 불교미술12(동국대학교박물관, 1994), 189～191쪽.
25) 박은경, ｢일본 소재 조선 전기 釋迦說法圖 연구｣, 석당논총50(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283～287쪽.
26) 高麗時代의 佛畵, 圖55.
27) 高麗時代의 佛畵, 圖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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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봉정사 영산회후불벽 [그림 17] 봉정사 영산회후불벽 [그림 18] 묘법연화경변상도의
화의 부분-우협시보살, 필자
화의 부분-좌협시보살, 그림
부분-좌협시보살, 1405년,
촬영.
3의 부분.
安心寺, 개인소장, 필자촬영.

도(1405년)[그림18]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원형 광배, 삼존의 배치와
함께 주목할만한 것은 이들의 손모양이다. 문수보살은 왼손, 보현보살은 오른
손을 어깨높이로 들어 연꽃가지를 잡고 있으며, 반대편 손은 모두 손목을 무
릎 위에 올려놓고 문수보살은 검지, 보현보살은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래로 살짝 굽힌 리드미컬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이러한 손
모양은 위의 불화 중 안심사간 묘법연화경변상도에서와 동일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즉 설법인을 취한 본존불은 물론 협시보살의 손모양이 안심사간 법
화경변상도와 일치한다.
이 중단의 좌우 끝 즉 문수보살의 왼쪽과 보현보살의 오른쪽에는 각기 범천
과 제석천이 본존을 향해 서있다.[그림5] 합장하고 서있는 자세, 보관, 새의 깃
털 처럼 끝이 뾰족한 장식이 달린 소매가 넓은 포(袍)와 좌우로 뻗친 천의자락
과 같은 복식의 표현 등 고려 및 조선불화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도상을
취하고 있다.
이들 삼존 및 범ㆍ제석천 외에도 10구의 성중들이 각 존상 사이에 상하 2열
로 배치되어 있다. 윗줄은 본존과 협시보살 사이에 각 1인, 범천과 제석천 위
에 각 2인씩 도합 6인의 제자들이 합장하고 서 있으며, 이중 문수보살의 오른
쪽과 보현보살의 오른쪽에 서있는 제자는 합장한 손에 염주를 잡고 있다. 나
머지 4구는 본존의 무릎 좌우에 서 있는데, 매우 작게 그려진 2구는 제자상이
고 그들 바로 위에 그려진 존상은 얼굴이 훼손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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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광과 보관, 흘러내린 보발과 복식의 표현으로 보아 보살로 볼수 있을 것이
다. 즉 중단의 존상들은 협시인 문수ㆍ보현보살과 이들 주위에 배치된 범․
제석천, 보살 2구, 제자상 8구로 구성되었다.
하단은 2열로 구성되며 전체 구성에서 제6열과 제7열로 볼수 있을 것이다.
제6열은 삼존의 바로 아래인 본존불의 대좌 좌우가 되는데 각기 제자 1인, 보
살2구, 천왕2구씩 배치되어 있고 보살과 천왕 사이에는 협시보살의 대좌가 살
짝 보인다. 이곳은 후불벽을 가로지르는 중방(中枋)에 해당되는데, 이 중방이
오랜 세월 동안 벽을 지탱하다 언제부터인가 부러져 버렸다. 그러므로 중방의
중앙(벽화 상에서는 본존의 대좌 부분에 해당됨)이 아래로 주저앉아있는 상태
여서 벽체도 횡으로 균열이 심한 편이다. 조사시에는 이 중방과 벽체 사이에
벌어진 틈새에 회를 박아 넣은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화면의 오른쪽(向左)
은 손상이 더 심하여 중방과 벽체의 이격이 심하고 채색도 거의 탈락되어 도
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 각 존상의 얼굴 부분은 다른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긁어내 버려 전혀 알아볼 수 없다.[그림19]

[그림 19]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하단부분-성중, 그림3의 부분.

여기에 배치된 제자상 2인은 가섭과 아난으로 삼존 이외의 권속 중에서는
가장 크게 그려져 있다[그림20]. 그 곁의 보살들은 합장하고 있으며, 양 끝에 2
구씩 배치되어 있는 사천왕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왼쪽의 천왕 중
첫 번째 상은 칼을 들고 있고 두 번째 상은 합장을 하고 있다. 모두 갑옷과 투
구에서 붉은 천의자락이 심하게 구불거리며 날리고 있다.
그 아래인 마지막 제7열은 보탑의 용출 장면을[그림20] 중심으로 좌우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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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성중들이 작게 늘어서 있다. 훼손이 심
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드나 좌우
각 8인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대
부분 홀(笏)을 잡고 있고 소매가 긴 포를
입고 있는데 법화경 서품에 등장하는
천자들로 보아야할 것이다.28) 법화경
권1 서품에서는 법회에 참석한 성중들 즉
비구, 보살, 천자, 용왕, 긴나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아사세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중 구체적인 이름이 열거된 천
[그림 20]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부분-보탑, 그림3의
부분

자는 월명천자(明月天子), 보향천자(普香
天子), 보광천자(普光天子), 사대천왕(四
大天王), 자재천자(自在天子), 대자재천자
(大自在天子), 그리고 범천왕(梵天王), 시
기대범(尸棄大梵),

광명대범(光明大梵)

등이다. 참고로 위에서 예로 든 소자본법
화경 변상판화들에서는 화면의 아랫단에
모두 천자들을 표현하는데 그중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품으로 출토된 1404년
[그림 21]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부분-아사세태자, 필
자촬영.

간 법화경 판화에서는 성중 곁에 작은 곽
을 마련하고 그 안에 각기 ｢帝釋｣, ｢星天

子｣, ｢日宮天子｣, ｢月宮天子｣, ｢天子｣, ｢梵王｣, ｢龍王｣이라고 명칭을 새겨 넣
었다[그림12]. 다른 존상들과 마찬가지로 천자 역시 경전에서는 많은 이름을
열거하지만 변상도에서는 성천자․일궁천자․월궁천자․천자로서 대표하고
있다.
또한 이 열에서 주목할 것은 화면의 오른쪽 끝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작은
인물이다[그림 21]. 이는 역시 법화경서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

28) 이들을 시주자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명대, 앞글, 2쪽. 그러나 리움소장본(1286년)이나 상원사
본(1404) 법화경변상도 등과 같은 소자본변상도에는 천자들이 모두 홀을 들고 있고, 시주자들은
표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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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데희부인(韋提希夫人)의 아들인 아사세태자(阿闍世太子)로 보아야할 것
이다.29)
“네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 또한 위데희의 아들인 아사세왕도 백천 권속들과
함께하였다. 이들은 제작기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일반 불화의 영산회상도 중 아사세태자가 표현된 예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소자본 법화경변상도에서는 아사세태자가 표현되고 또한 그
이름도 새겨져 있다. 예를들어 1286년간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변상도]의 본
존 앞에는 보탑 좌우에 사리불과 아사세왕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새
겨져 있고[그림 14], 곽 안에 그 명칭도 새겨 넣었다. 1404년간 법화경합부변
상도의 본존 앞에도 역시 이들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22]. 아
사세태자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 역시 이 벽화가 변상도의 도
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본존불 대좌 앞에는 구름 위로 보탑이 솟아나는 장면이 그
려져 있다[그림20]. 탑신에는 난간이 표현되어 있고 옥개석에
는 영락과 방울 등을 장식한 흔적이 매우 희미하게 남아있다.
탑의 외곽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탑에서는 백ㆍ적ㆍ녹색
의 줄이 뻗어나고 있다. 이것은 탑에서 피어나는 향기를 표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한 영산회상도임을 확실하
게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묘법연화경 제11견보탑품의
첫부분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22] 그림12의 부분.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하나 있으니, 높이는 오백유순이요 넓이는 2백5십
유순으로, 이 탑은 땅으로부터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가지가지 보
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오천의 난간과 천만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당번을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영락을 드리우고 보배 방울을 또 그 위에 수없이 달았으며,
29) 이 인물이 소자본법화경변상도에서처럼 대좌 아래에 사리불과 함께 묘사되지 않았고, 제왕형의
복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공양자로 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이승희, ｢영산회
상변상도 판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변화｣,미술사연구28(미술사연구회, 2014), 143
쪽) 법화경변상도나 조선시대 영산회상도에서 공양자들이 표현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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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면에는 다마라발전단향을 피워 향기가 세계에 가득하고 모든 번개는 금․
은․유리․자거․마노․진주․매괴 등 칠보를 모아 이루니, 그 탑의 꼭대기는
삼천왕궁에까지 이르렀다. 삼십삼천은 하늘의 만다라꽃을 비내리듯 내리어 그 보
배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하늘․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
마후라가․사람인 듯 아닌 듯한 천만억의 중생들은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
와 기악들로 그 보배탑을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이러한 보탑의 용출 장면은 통도사 영산전에 벽화로30) 그려진 외에는 일반
불화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법화경 변상판화에는 자주 표현되는 장면이다.
법화경변상에서 보탑의 용출 장면이 첨가된 것은 위에서 예로든 1286년간 소
자본법화경변상도[그림 14] 외에도 안심사간 묘법연화경판화(1405년)[그림
15]와 화암사간 묘법연화경판화(1443년)[그림 9] 등 다수의 법화경변상판화에
서 볼 수 있다.31) 특히 구름 위로 솟아나는 탑 둘레에 삼각형의 구획을 마련한
모습은 안심사간본 및 화암사간본과 매우 유사하다.
이상의 법회장면의 아래인 가장 아랫부분은 구름층이다. 지금은 구름의 색
이 모두 탈락되고 흰 윤곽선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화면의 좌우 끝에 각기
붉은 화기난이 있다[그림 3]. 왼쪽(向右)에는 ‘靈山會圖造成施主等…’으로 시
작되는 시주질을 기록하였으나 오른쪽의 화기난은 현재 비어있다. 이로써 벽
화의 주제가 영산회상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정확한 제작연도는 기록되
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벽화가 일반 불화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꽃무늬로 장식한 화
면의 테두리이다.[그림 23] 이러한 테두리는 일반 불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경전변상도 특히 대부분의 사경변상도에서는 난곽(欄廓)으로 정형화된 형식
이다. 고려 사경변상도의 난곽 안에는 대부분 금강저와 법륜이 교대로 이어지
고, 일부 판본 변상도에서도 난곽을 돌리고 있다. 그들중 효령․안평대군 등
이 발원한 법화경변상도(1448년간)[그림11]에서는 사경변상도의 것과 같은 모
습의 난곽이지만, 안심사간 법화경판화[그림15], 대자암간 법화경판화(1422
년), 화암사간 법화경판화[그림9] 및 그 복각본에서는 당초문대를 돌리고 있
다. 봉정사 후불벽화의 난곽은 당초문을 돌리고 그 위에 만개한 꽃들을 다양
30) 佛敎繪畵(韓國佛敎美術大典2 ; 한국색채문화사, 1994), 圖161 참조.
31) 拙稿, ｢朝鮮 前半期 佛經版畵의 硏究｣, 55쪽. 및 圖6․7․10․13․14․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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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양으로 그려 위의 판본 경전변상도의 것을 보
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벽화의 도상은 화
면에 난곽을 마련한 점, 정방형의 화면, 존상들이 이
루는 3단횡구도, 불, 보살, 10대제자, 사천왕, 팔부
중, 타방불로 도상이 간략화되는 대부분의 조선후기
영산회상도보다 다양한 종류의 존상들이 등장하는
점, 설법인을 취한 본존과 연꽃을 든 보살의 모습,
각 존상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조선초기 법화
경 판본변상도의 도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
을 지적할 수 있고, 천상부와 같은 표현에서는 고려
및 조선초기 관경변상도와의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 영산회상도의 도상 원류는

[그림 23] 봉정사 영산회후
불벽화의 화면 테두리, 필
자촬영.

법화경 경전변상도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영산회후불벽화는 조선 후기의 영산회상도 보다 다양한 종류의 존상들이 등
장하고 특히 법화경에 등장하는 존상들을 모두 표현하고 있어 경전변상도의
도상을 큰 화면에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전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표
현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는 조선초
기의 영산회상도를 대표하는 도상이고 그것은 법화경 서품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 즉 석가모니설법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묘법연화경변상도’라 할수 있
다.

Ⅲ.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양식과 편년
1. 양식 분석을 통한 편년
앞장에서 이 벽화의 도상은 조선초기 특히 15세기 법화경판본 변상도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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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의 불화는 기년명이 있는 예가
극히 적어 양식적 특징을 분명하게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고려불화
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한편 새로운 특징들도 보이고 있다. 또한 벽화의 손상
이 심해 세부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구
도, 형태, 묘선, 색채, 문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구도

우선 이 벽화가 조선시대의 다른 후불화, 혹은 영산회상도와 크게 다른 점
은 구도라고 할 수 있다. 화면의 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불벽의 규모가 큰
편이며 화면은 세로가 긴 장병형이 아니라 정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벽면의 구조에 맞게 배치한 도상의 구성이 구도상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벽화는 본존 뿐만아니라 협시보살도 모두 좌상이며 3단횡구도
를 이루고 있다. 즉 권속들이 삼존 주위에 열을 지어 좌우로 배치된 방식이다.
이러한 구도법에서는 2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고려불화
의 보편적인 상하2단구도가 조선시대 불화의 원형구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벽화의 도상이 보여주는 경전변상
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구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불화의 구도는 본존과 권속이 상하로 엄격히 구분되는 2단구도이고,
조선불화의 구도는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이 주위를 둘러싸는 원형구도가 일
반적이다. 그러한 변화과정의 과도기적인 구도가 바로 이 횡구도일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보여주는 예는 무위사(無爲寺) 극락전의 아미타삼존후불벽화
(1476년)와 동벽의 설법도[그림24], 수종사 금동불감 후면불화(1465～1493
년), 그리고 불화는 아니지만 원각사
(圓覺寺)10층석탑 탑신부조상(1464
～1467)의 영산회 장면에서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원각사탑의
1층에서 3층 탑신에는 각 면마다 각
기 다른 법회의 장면이 부조되어 있
는데, 이중 1층 탑신석 서면상단 조
[그림 24] 무위사 극락전 설법도 벽화. 사진제공;김석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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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주제는 영산회이다.32)[그림25]
화면의 중심에 설법인을 취한 석가여
래와 줄기가 긴 연꽃을 든 문수와 보
현보살이 나란히 자리하고 그 사이에
아난과 가섭이 합장하고 서 있다. 그
아랫단에는 질문하는 사리불을 중심
으로 청문중들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
며 본존을 향하고 있는데 사리불 옆의
관을 쓴 2인은 아사세태자와 용왕으 [그림 25] 원각사10층석탑 부조상-영산회, 1464～
로 볼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1467년. 그림출처: 圓覺寺址十層石塔 實測調査報
告書,문화재관리국, 1993, 261쪽.

비구들이다. 본존의 두광에 화불5구
가 표현되어 있고 화면 상부 좌우에는 시방제불이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다. 이 영산회를 비롯한 법회의 구도는 대부분 삼존과 권속, 청문
중으로 구성된다. 화면의 중심에 삼존이 나란히 앉아있고 그 사이에 권속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권속 혹은 청문중이 역시 일렬로 배치되어 2단횡구
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협시보살은 본존과 나란히 앉아 있어 고려시대의
상하2단구도가 깨어진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수종사 불감의 불화에서
도 협시보살이 본존의 좌우에 나란히 앉아있고 그 사이에 약간 뒤로 물러났으
나 제자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삼존과 2인의 제자상은 위계에 따른 크기
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존의 아랫
단에도 보살과 제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서 수종사불감의 불화는 2단의 횡
구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삼존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무위사 극락전
동벽의 설법도에서도 볼 수 있다. 화면이 횡으로 긴 구도에 맞춘 구도이긴 하
지만 수종사 불감불화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횡구도에서 권속이 층단을 이루며 본존을 둘러싸는 원형구도는 15
세기말에서 16세기초기로 추정되는 일본 요다지(與田寺)소장 지장시왕도에
서 보이기 시작하여 일본 이야다니지(彌谷寺)소장 지장시왕도(1546년), 엔가

32) 홍윤식,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조각내용과 그 역사적 위치｣, 이것이 탑골탑의 놀라운 조각-원각
사 10층 대리석탑 특별전(궁중유물전시관, 1994), 95～117쪽; 문명대｢圓覺寺10層石塔 16佛會圖
의 圖象特徵｣, 강좌 미술사1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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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지(圓通寺) 약사불화(1561년),33) 일본 탄죠지(誕生寺)
소장 지장시왕도(1582년)34),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
天王寺)소장의 영산회상도(1587년)35)[그림26] 등과 같
은 16세기 불화에서는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에서 보듯 고려불화의 상하이단구도는 15세기에는 권속
이 본존의 좌우로 올라와 늘어서는 횡구도를 이루다가
16세기에 원형구도로 정착되는 것을 알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이 벽화의 구도는 경전변상도의 구
도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이다. 이 벽화가 보여주는 3
단횡구도는 대자암(大慈菴)간 법화경변상도(1422년)36)
나 이 판본의 도상에 보탑을 첨가한 화암사(花岩寺)간
[그림 26] 영산회상도, 1587년, 오사카
시텐노지, 사진제공: 유근자

법화경변상도(1442년)[그림9]의 구도와 거의 동일하
다.37) 이 법화경변상판화들은 상단에 팔부중, 중단에 삼

존좌상과 제자상 및 사천왕, 하단에 아난과 가섭, 보살중이 배치되어 있는데
횡으로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
이상에서 볼 때 15세기 불화는 화면이 대체로 가로가 긴 구조이고 이에 따
라 구도 역시 횡구도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형태는 경전변상도의 구도에
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시대 불화의 도상과 구도는 경전
변상도의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형태

벽화는 전반적으로 손상이 심하고 특히 각 존상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훼손
33) 熊谷宣夫, ｢朝鮮佛畵徵｣, 朝鮮學報44(朝鮮學會, 1967), 圖45.
34)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1996), 圖103.
35) 高麗․李朝の佛敎美術展(日本 : 山口縣立美術館, 1997), 圖29.
36) 이 법화경은 仁順府尹 成抑이 사위이자 태종의 4남인 誠寧大君의 早世와 元敬王后의 명복을 빌고
자 발원하여 사촌인 成達生과 成槪 형제에게 필사를 청하여 大慈菴에서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 卞
季良과 涵虛堂 己和의 跋, 定庵의 발원문이 기록되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孝寧大君과 三韓國大
夫人鄭氏를 비롯한 왕실관계자와 승려들이 함께 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졸고, ｢朝鮮 前半期 佛
經版畵의 硏究｣, 53～55쪽. 참조.
37) 화암사법화경은 대자암본을 복각한 것이다. 본문은 모두 成達生이 필사한 것을 판각한 것이다. 판
화도 대자암본을 복각하였으나 보탑을 첨가한 점이 다르다. 졸고, ｢조선 전반기 불경판화의 연구｣,
53～55쪽. 이들 성달생이 필사한 법화경에 대해서는 姜順愛, ｢成達生書體系의 妙法蓮華經 戒環
解의 板本에 관한 硏究｣, 伽山學報6(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3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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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세부 표현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
과 남아있는 부분의 양식, 특히 존상과 복식의 표현, 광배 및 대좌 등의 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이 벽화의 양식적 특징과 편년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존불[그림13]의 얼굴은 비교적 갸름하면서도 둥근 모습이고, 신체는
상체가 약간 긴듯하지만 세장하거나 건장한 모습이 아닌 적절한 체구이며 오
른발이 드러난 길상좌, 설법인의 손가짐 등 단정한 자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본존의 형태는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1435)[그림27]나 이맹근(李孟根)필
관경변상도(1465년)의 본존[그림28]과 매우 유사하다. 얼굴과 체구의 형태는
물론 삼산형(三山形)으로 이루어진 머리칼의 윤곽과 낮은 육계, 붉고 큼직한
중간 계주의 모습 역시 위의 불화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본존의 표현양식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불화의 일반적인 양식이며 고려
말 14세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는 단아한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38)
이러한 형태가 진전되면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의 본존[그림 29]에서 처럼 점
차 건장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 벽화의 복식 표현에서도 고려말 단아양식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그림 27]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의 본 [그림 28] 이맹근필 관경변상도의 본 [그림 29]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
삼존후불벽화의 본존, 1476
존, 1435년. 그림출처;고려, 영원
존, 1465년. 그림출처;고려, 영원
년.
한 美圖4.
한 美圖5.

38) 문명대,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 -坐像을 중심으로-｣, 古文化2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3), 3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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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붉은 색이며 오른손 손목에 걸쳐진 녹색 가사의
끝단에는 흰색 바탕에 당초문과 같은 꽃무늬가 정교
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군의와 리본
형의 띠매듭, 왼쪽 가슴 한 구석에 승각기를 묶은 다
이아몬드형 금구(金具)장식이 대의 곁으로 살짝 보이
고 있다. 또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왼쪽 팔에는 Ω형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의 양식은 고려 14세기에 표현되는 전형
적인 단아양식계열 불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불의
에 문양표현이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연화당
[그림 30]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의 좌협시
보살, 1435년. 그림출처; 고려, 영원한
美圖4.

초원문(蓮華唐草圓文)과 같은 문양이 시문되었을 것
으로 생각한다. 협시보살 역시 비교적 갸름한 얼굴과
세장한 신체이다. 좌협시보살[그림16]은 유일하게 얼

굴이 훼손되지 않았으나 얼굴의 중심에 세로로 균열이 있다. 이목구비의 표현
은 윤곽이 매우 흐릿하지만 내려뜬 가는 눈, 예리하게 휘어진 눈썹, 매우 작은
입, 턱 밑의 약간의 수염 등의 표현에서 고려말 보살상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살상의 길게 내려온 보발과 양쪽 가슴의 장식을 고정한 붉은
띠매듭의 자락이 길게 늘어진 모습 등은 고려말 내지 조선초기 불화의 보살상
양식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안심사 법화경변상도의 보살[그
림 18]이나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1435년)의 보살[그림30]과 매우 유사하다.
광배[그림13]는 본존과 좌우협시보살 모두 원형광배이다. 두광의 일부가 신
광과 중첩되어 있고, 크고 작은 색테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다. 두광의 외연
은 굵은 녹색과 가는 적색의 테두리를 돌리고 그 안의 바탕은 짙은 암녹색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적색의 테와 내부의 암녹색 사이에는 흰 선을 매우
가늘게 한번 더 돌린 모양이다. 이러한 색테로 이루어진 원형 광배는 고려 및
조선전기 불화의 일반적인 광배양식이며, 네즈(根津)미술관소장 아미타삼존
도39), 신노인소장 미륵하생경변상도(1350년), 지온인소장 미륵하생경변상
도,40)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그림 27], 이맹근필 관경변상도[그림 28] 등과
39) 高麗時代의 佛畵 圖10.
40) 앞의 책, 圖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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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화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신광의 내부는 현재 채색이 거의 남
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원형광배의 형태는 회암사(檜岩寺) 약사삼존도
(1565년) 등과 같은 16세기까지의 불화에서는 보편적인 모습이고 일부 조선
후기 불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조선 후기 불화의 광배는 이중연판형이 일반적
이다. 이러한 광배는 원각사탑부조상(1464～1467)[그림 25]이나 무위사 아미
타후불벽화(1476년)[그림 29]에서 처럼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대좌는 화려한 장식이 가해진 8각 연화좌이다[그림3, 그림 20]. 상ㆍ중ㆍ하
대가 모두 팔각형이고 그 위에 연화좌를 올려놓은 형태인데 각 면과 모서리에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상대의 면석에는 당초문, 중대의 면석
에는 안상 안에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귀면인지 꽃무늬인지 확실하지
않다.41) 이러한 팔각대좌는 일본 우에스기진쟈(上杉神社) 소장 아미타삼존도
(1309년), 일본 호온지(法恩寺)소장 아미타삼존도(1330년)를 비롯한 고려불
화에 표현된 대좌의 보편적인 형태이며,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1435)[그림
27]의 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팔각대좌는 무위사 아미타삼존후불벽화 이후
16세기 및 조선 후기불화에서는 대체로 사각대좌로 변모한다.
3) 묘선

이 벽화에서는 존상을 비롯한 각 부분 묘사에 있어 조선시대 불화에서 보다
윤곽선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불화에서와 같이 묘선을 중복하지는 않
았으나, 존상을 비롯한 각 부분의 형태는 윤곽선을 강조하여 형태를 정확히
묘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묘선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비교적 유연
하게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각 존상의 얼굴과 손 등 신체의 윤곽은 가늘고 섬
세한 선으로, 광배나 대좌의 윤곽은 그 보다는 굵고 분명한 선으로 표현하였
다. 불화의 기본적인 묘법인 굵기의 변화가 없는 철선묘(鐵線描)를 주로 구사
하였으나, 보살상이나 천부중, 비구중, 사천왕 등의 옷주름선은 유연한 필세

41) 이 부분은 중방 목재 위에 그려져 있는데 그림도 희미하고 부재의 균열로 내용을 적확하게 파악하
기 어렵다. 고려불화에 표현된 대좌에는 상대에는 당초문 중대에는 金剛杵를 입에 물고 있는 鬼面
혹은 연화문과 같은 꽃무늬가 그려지는 것이 보편적인 도상이다. 고려시대의 불화, 圖9․10․
11․14․16․1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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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 존상의 신체 윤곽에는 매우 가는 주선(朱線)과 먹선, 대의를 비롯한
각 존상의 의복, 광배, 대좌, 구름 등 각종 형태의 윤곽선은 먹선과 흰색선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체의 윤곽선에 주선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불
화의 보편적인 묘선양식이지만,42) 흰색의 윤곽선은 고려불화의 금니선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불화에서도 흰색의 윤곽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다. 일부 보살상의 베일에 밑그림선인 먹선 위에 백색선을 긋고 다시 금니선
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43) 일본 사이후쿠지 관경16관변상도나 일본 엔가
쿠지소장 지장삼존도44) 하단에 그려진 구름의 윤곽선과 같이 일부 표현에 흰
색선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불화에서는 의습선이나 존상의 윤곽
등에 전반적으로 금니선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이
봉정사 후불벽화에서는 현재 윤곽선으로 흰색선을 사용하였다.
4) 색채

벽체의 훼손으로 채색층이 많이 탈락되어 있고, 먼지나 오염물질, 접착제
잔여물 등으로 인한 변색으로 채색을 육안으로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주
조색으로는 불화에서 기본이 되는 적색과 녹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오랜 시
간이 흘러 채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본존 대의의 적색은 지금도 탁하지
않은 밝은 홍색조를 보이고 있고 광배의 녹색은 비교적 어두운 암녹색으로 보
인다. 이와함께 천상부와 하단의 구름층 또한 어두운 색조이다. 더구나 각 존
상의 신체가 갈색조로 변해있어 전반적으로 화면이 어둡게 보이지만 흰 윤곽
선, 구름과 보살, 비구, 천부중의 의복이 밝은 회청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전체
적으로는 중후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구름과 보살의 복식
에 밝은 회청색을 사용한 특징은 이맹근필 관경변상도(1456년)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된 경향이다.
사용된 주요 색의 안료를 분석한 결과 적색은 진사와 연단, 흰색은 연백, 녹
색은 염기성 염화동과 뇌록석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갈색, 자색, 회색 안료
42) 정우택, ｢高麗佛畵의 圖像과 아름다움 - 그 表現과 技法 -｣, 高麗時代의 佛畵(해설편), 29쪽.
43) 앞의 주와 같음.
44) 고려시대의 불화, 圖109 및 p.332의 세부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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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은 위의 녹색, 적색, 흰색의 성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오랜 시간의 경과
로 변색되었다고 분석되어 진다.45)
그런데 이 봉정사 벽화의 채색에서 특징적인 것은 금색 대신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본존의 얼굴이나 신체에 가해진 색이 금색일 가능
성이 많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곽선에도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금
색을 제한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46) 전반적으로 중후하지만
선홍색 법의와 흰색이 가미된 하늘색과 연분홍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5) 문양

현재 문양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다. 본존의 오른쪽 팔에 걸
쳐진 녹색 대의에 형태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희미한 문양의 흔적이 보이며,47)
그 테두리의 당초문[그림 13], 대좌의 영락장식무늬[그림 23], 가섭존자 하의
끝단의 원형 꽃무늬와 가사의 굵은 녹색 띠 안에 표현된 문양[그림 23], 천자가
입은 붉은색 하의의 ‘亞’자문양 정도가 확인된다. ‘亞’자문양은 일본 닛코지(日
光寺) 지장시왕도48)나 독일 베를린동양미술관 소장의 지장시왕도49)와 같은
고려시대의 지장시왕도에서 시왕상의 복식에 시문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섭존
자 복식의 원형 꽃무늬 역시 위 지장시왕도에서 지장보살의 하의 끝단에 표현
된 것과 유사한 문양으로 일본 이야다니지 소장 지장시왕도(1546년)와 같은
16세기 불화에서도 보여진다. 이러한 예로 보아 문양들은 고려불화 이래의 문
양이 계승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대부분의 복식에 문양이 표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더 이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표현된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는 양식적으로 고려말 내지 조
선초기 불화의 양식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상의 표현양식, 광배 및

45) 문환석 등, ｢고대 벽화안료 재질분석 연구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 및 고아동 고분벽화를 중심으
로｣, 문화재 35(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60～183쪽.
46) 문명대, ｢조선조 불화의 양식적 특징과 변천｣, 176쪽.
47) 고려불화에서 이 부분에 가해진 문양은 주로 雲鳳文이지만 현 상태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48) 高麗時代의 佛畵, 圖111.
49) 高麗時代의 佛畵, 圖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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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좌의 형태에서 무위사 아미타삼존후불벽화(1476년)나 원각사탑부조상
(1464～1467년)에서와 같은 새로운 요소를 보이기 보다는 고려말 이래의 전
통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존상 특히 본존의 모습은 형태, 자
세, 복식 및 광배 등의 세부 표현에서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1435년)의 본존
양식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금선을 제한하고 흰선으로 대체한 점 또
한 조선초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정사 영산회후불
벽화는 양식상 15세기 전반기 이후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상과 화면구성에 있어서는 가로가 약간 긴 화면에 많은 존상들이
3단으로 정연히 배치된 횡적인 구도, 보탑의 용출 장면, 천상의 표현 그리고
화면의 테두리에 문양대를 마련한 점 등에서 위에서 예로든 대자암 법화경변
상도(1422년)이나 화암사 법화경변상도(1443년)와 가장 유사한 공통점을 지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畵記와 묵서의 내용
벽화의 하단 좌우 끝에는 2구의 적색 화기란이 있다. 이중 향좌측 화기란은
비어있고, 향우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靈山會圖造成施主等禪師洪宝
禪師 蓮待
禪師 德忠 德峯
中德 廻重 信觀 海修 頓旭 性心 義尙 性田 洪湖 祖翁
思敏 信空 信惠 義正
綠事 潘渾 朴氏 崔云奇 林碩根 吐一个 金石老
朴仁兩主
金自鶴兩主
金○○兩主
李明隨兩主
莆豆彦兩主
張忠兩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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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有正兩主
張敦福兩主
金石伊夫妻
店(?)惠彦夫妻
応(?)叱金夫妻
儀正達如
義孜
이 화기에는 벽화의 주제와 시주자만 기록되어 있을뿐 제작연대와 화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앞의 논의와 같이 이 벽화는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광경을 그린 ‘靈山會圖’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시주자는 승려와 속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승직은 선사(禪師), 중덕(中
德), 녹사(綠事)이다. 선사는 일반적으로 승려 혹은 선승을 일컫는 보통명사처
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선종의 법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일환으로 불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삼국시대부터 대서성(大書省), 소서
성(小書省), 국통(國統) 등의 승직이 존재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국사ㆍ왕사제
및 발전된 불교제도가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억불 기조에서 불교를 축소
ㆍ정비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고려의 승직제도를 계승하고 있었다. 특히 세종
대에는 태종대의 종파 축소에 이어 선교 양종으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양종
도회소의 설치와 함께 양종의 행수를 판사(判事)라 일컬었다. 또한 승과(僧
科)를 통한 승려선발과 고려시대의 법계 체제를 유지하였다. 대체로 선종은
大選→中德→禪師→大禪師, 교종은 大選→中德→大德→大師의 순으로 진급
하였다. 대선사 중 흥천사의 주지는 도대선사(都大禪師)라는 법계와 함께 선
종판사(禪宗判事)의 승직을 주었고, 대사 중에서 흥덕사의 주지가 되
면 도대사(都大師)의 법계와 교종판사(敎宗判事)의 승직이 주어진다.50) 이 벽
화는 홍보를 비롯한 4인의 선사, 13인의 중덕, 그리고 녹사 및 일반 평신도들
이 시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시주자들은 대웅전에서 발견된 묵서의 시

50) 이봉춘, ｢조선시대의 僧職제도｣, 한국불교학25(한국불교학회, 1999), 167～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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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고 관직도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단
지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선사 홍보(洪宝)가 벽화 조성시 화주(化主)의 역
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당시 봉정사의 주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화기의 기록으로는 주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이 벽화의 도상
이 법화경에 의거하였다는 논지와 부합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웅전을 해체하던 중 2000년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사이 여러 부재
에서 5종의 묵서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각기 ①불단의 내부 상판 묵서, ②종
량 장혀 묵서, ③어칸의 종도리 묵서, ④순각판 묵서, ⑤종도리 장혀 상량문
이다.51) 이중 ②종량 장혀 묵서는 ‘宣德十年乙卯八月初一日書……’로 시작되
어 시주질 등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玆寺 新羅時代 五百之餘年 至乙卯法堂重
創 去戊申年分 彌勒下生圖畵成 庚戌年二增 殿閣造成 辛亥年丹靑 壬子年一百
分安居…’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묵서의 내용으로 보아 대웅전은 선덕10년인
1435년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건축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연대와
부합한다.52) 이 묵서는 종보를 받친 장혀의 윗면에 쓰여진 것이므로 대웅전
중창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썼으므로 벽화와 단청은 1435년 건물이 완성된
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벽화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앞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많은 부분에서
고려불화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일부 새로운 양식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새로운 양식적 요소가 15세기 후반기 보다는 훨씬 적어 고려말과 15세기
후반기 불화의 양식을 이어주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 벽화는
15세기 초기 법화경변상도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중창
기의 기록대로 1435년 건물 중창시에 제작된 영산회상도로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벽화의 폐기시점과 현재 봉안되어 있는 후불탱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짧게 부기하고자 한다. 현재도 이 전각명은 후불벽에 영산회상도가 그려졌던
‘대웅전’이지만 벽화 분리 이전부터 현재에도 아미타후불탱화(1713년, 보물
제1643호)가 봉안되어 있다. 왜 아미타불화인가? 언제부터 후불화가 이 탱화

51) 김동현, ｢鳳停寺 大雄殿에 대하여｣, 동악미술사학1(동악미술사학회, 2000.), 83～93쪽
52) 대웅전 해체시 발견된 묵서에 대해서는 지면상 이 글에서는 생략하며, 김동현, 앞글, 88쪽 및 김현
정, ｢안동 봉정사 대웅전 중창과 후불벽화 조성 배경｣, 상명사학8ㆍ9(상명사학회, 2003), 127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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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치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기록이나 신빙성있는 전언
등은 알수 없다. 아마도 이 벽화의 본존 수인을 설법인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에서 후대에 아미타불화로 그린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
이 석가모니의 수인으로 항마촉지인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조선초기이지만
보편화된 것은 16세기 후반이고, 현재의 탱화가 제작된 1713년 무렵의 영산회
상도에서 석가모니의 수인은 모두 항마촉지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벽화
에 그려진 수인은 설법인이 분명하므로 당시 제작된 후불탱화를 설법인을 취
한 아미타불로 조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또한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불화 조성시 구 불화는 불태우는 등 폐기하는 것이 불
가의 관습이다. 대웅전 건립시 그려졌던 이 벽화가 이백여년이 넘는 오랜 시
간이 경과하여 손상 등의 이유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었
으므로 현재의 후불탱화를 새로 조성하게 되었고, 그 무렵 벽화이므로 달리
폐기하기 어려워 풀질 등 이물질을 도포하고, 한지를 붙이는 등의 작업으로
폐기를 대신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Ⅳ. 맺음말 :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의 의의
이상과 같이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의 도상과 양식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의를 지적할 수 있으며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 벽화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불화이자 후불벽화
이다. 이 벽화의 연대를 1435년으로 볼 때,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벽
화로 알려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삼존후불벽화(1476년) 보다 41년이나 앞서
는 작품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까지 전각에 봉안되는 불화 특히
후불화의 형태는 벽화가 위주였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둘째, 이 벽화는 현존 최고의 영산회상도이고 그 도상은 현재 많은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조형(祖型)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화기
에도 ‘靈山會圖’라 분명히 쓰여져 있고,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묘법연화경
 서품에 등장하는 존상들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그 도상은 1404년간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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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15세기 초에 간행된 소자본 법화경판본 변상도에 등장하는 존상의 배치
와 수를 화면에 맞게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단횡구도, 존상의 배
치, 삼존의 형태와 자세, 수인, 보탑의 모습 등 양식적 특징은 1405년 안심사
간 법화경변상도, 1443년 화암사간 법화경변상도 그리고 지온지소장 관경16
관변상도(1435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천상부의 모습은
고려말 내지 조선초기 관경변상도에 표현된 정토의 모습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는 경전변상도의 도상
과 표현방식을 너를 벽면에 확대한 장엄한 법화경변상도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한 점은 경전변상도에 표현되는 난곽을 화면 테두리에 표현하여 장엄
한 점에서도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도상이 점차 간략화되고 세로가 긴 후
불벽의 형태에 맞추어 가며 조선후기 후불화의 도상으로 변해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봉정사 영산회후불벽화는 조선초기 특히 15세기 전기 불화의 양식 규
명에 절대적인 자료가 된다. 현재 국내에는 15세기 불화가 극히 적고 특히 15
세기 전반기의 불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
로 이 벽화는 조선시대 불교회화사에 있어서 공백기였던 15세기 전반기의 양
식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
화에서 처럼 15세기 후반기에는 고려불화의 특징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여
러 가지 점에서 새로운 특징들이 등장하는데 이 벽화의 양식을 통해볼 때 15
세기전반기까지는 고려불화의 양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
나 구도, 존상의 형태, 채색 등 고려시대와는 다른 점도 발견되어 고려말과 15
세기 후반기 사이의 양식변화의 양상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불화의 구도는 15세기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16세기를 거치며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화면의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15세기 전반기의 불화는 봉정사후불벽화처럼 가로가 긴 구조이다. 이
러한 구조는 무위사 아미타삼존후불벽화(1476년) 와 같은 15세기 후반기 불
화와 일본 시텐노지 영산회상도(1587년) 등과 같은 16세기 불화에서는 완전
히 세로가 긴 구조로 정착한다. 그에 따라 도상의 배치도 존상들이 옆으로 늘
어서는 횡구도에서, 권속들이 층단을 이루며 본존을 에워싸듯이 배치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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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도로 변하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봉정사 대웅전 영산회후불벽화의 도상은 조선 초기, 특히 15세기
전반기 영산회상도의 구도와 양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 연원은 조선초기 묘
법연화경 변상도에서 찾을수 있다. 또한 그 양식 역시 조선초기 묘법연화경변
상도 뿐만아니라 지온지소장 관경변상도와 같은 15세기 전반기 불화와 매우
밀접하여 중창기의 기록대로 1435년경에 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한편 이 벽
화 이후에 제작된 조선시대 불화와의 비교를 통해 이 영산회후불벽화는 현존
하는 조선후기 영산회상도 도상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 막중한 의의가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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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conographic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Yeongsanhoesangdo Mural behind the Buddha in
Daewoongjeon, Bongjeongsa Temple
Park, Dow-Ha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 and style of the Yeongsanhoesangdo
mural painting behind the Buddha in Daewoongjeon, Bongjeongsa Temple,
and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is mural through these analyses. The
mural was paint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hen the Daewoongjeon
was established, although it was severely damaged. The iconographic
origin of this mural painting can be found in the illustrations of Lotus
Sutras, published in the 15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confirmed that detailed expression patterns such as the shape of icons,
such as clothes and accessories, haloes, canopy, we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Buddhist painting of Amitayur-dyana-sutra made in 1435, posessed in
Gionji, Kyoto.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ural painting was made
around 1435 as the records founded in Daewoongjeon. The mural painting
of Daewoongjeon in Bongjeongsa Temple wa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became a prototype of Yeongsanhoesangdo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also valuable in that the mural painting is the earliest of its
kind and the work of the early Joseon Dynasty, because the number of
Buddhist paintings is very rare at that time.
Key Word : Bongjeongsa Temple, Yeongsanhoesangdo mural painting

behind the Buddha, iconography, the Saddharma 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Byeonsangdo(Transformative Paintings
based on Buddhist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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