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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직지사 대웅전에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
다. 그중에는 용을 탄 관음보살, 용을 탄 동자, 관음보살삼존도(관음보살․선재동
자․용왕)처럼 다른 사찰벽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이 많아서 조선
후기 사찰벽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본고는 직지사 대웅전의 내부벽화를 중심으로 배치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용을 탄 관음보살, 용을 탄 동자, 관음보살삼존도, 한산습득도 등 다른 사찰벽화와
차별성을 갖는 도상에 대해 도상적 연원과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대웅전
의 중창기록 및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벽화의 조성연대를 고찰하였다. 대웅전 내
부벽화 대부분은 1713~14년에 雪岑과 性澄을 비롯한 20여명의 화공이 중심이 된
단청 불사 때 조성되었으며, 1735년의 대웅전 중창 때도 부분적으로 벽화의 조성
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용을 탄 관음보살, 용을 탄 동자를 비롯한
일부 벽화는 도상과 채색 등에서 19세기 이후의 특징이 보이고 있어, 중창 이후
부분적으로 개채와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지사 대웅전의 후불벽
뒷면 벽화를 포함한 내부 벽화는 18세기 전반 사찰벽화의 제작기법과 양식 및 다
양한 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후기 사찰벽화 연구에서 자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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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상북도 김천 황악산 동남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직지사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古刹인만큼 직지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몇 가
지 설이 전해오지만1) 直指라는 용어가 중국 남종선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선종이 전래된 통일신라 말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왕명으로 寺記가 편찬되고 비
가 세워졌으며, 金字로 593函의 경전을 사경하여 海藏閣에 봉안할 정도로 번
창하였다.2) 조선 초에는 1399년 정종의 御胎가 산 북쪽 봉우리에 안치되었고,
1488년에는 學祖가 머물면서 세조의 후원으로 절이 크게 중창하였으나 1596
년 왜병들이 불을 질러 43동의 건물 가운데 千佛殿․天王門․紫霞門을 제외
한 모든 건물이 불타 버렸다. 이후 仁守·明禮가 중수를 발원하고, 妙衍․尙
元․信洽․寶鑑․道慧․覺淳 등이 70여 년간에 걸쳐 중창불사를 이루어 8
殿, 3閣, 12堂, 4寮, 3莊, 4門 등을 두루 갖추고 산내암자 20곳을 거느린 대사
찰로 거듭나게 되었다.3) 17세기에 이르러 수십 년간에 걸친 중창불사로 가람
의 형세를 완전히 회복한 직지사는 영조의 후궁 靖嬪 李氏(1694년~1722년)의
원당이 들어서고 숙종의 御筆을 하사받으면서4) 왕실원찰로서 발전을 거듭하

1) 신라 눌지왕 2년(418)에 阿道和尙이 도리사를 창건하면서 멀리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
아래도 절을 지을 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直指寺라 이름했다는 설, 聖住山門의 無染(801~888)이
머물렀던 심묘사에 부속된 절로 南宗禪의 가르침인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표방한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 936년 能如大師가 이 절을 세울 때 자[尺]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측량
하여 지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1741년)
2) <直指寺大藏堂記碑>(1185년, 망실)
3) 이상은 사적비문에 적혀있는 내용 참조.
4) <金山黃岳山直指寺御茟閣新建上樑文>(1791년) 및 <金山直指寺願堂靖嬪房懸板)(1768년). 정빈방
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山直指願堂 靖嬪房 傳曰世孫在焉其 亦所重一體擧行 事報備局爲有
矣 今此下敎豈特此 刹同爲施行事分 付本道爲良如敎 乾隆三十三年十一月初一日 別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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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1702년 천불전 중창, 1735년 대법당 중창, 1744년 대웅전 삼세불도 및
30여 종의 불화봉안 등 불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5) 19세기에 들어와 차츰 寺
勢가 기울기 시작하여 퇴락을 거듭하다가 1950년 본산으로 승격되었고, 현대
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건에 착수하여 다시금 대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
다.
이렇듯 직지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가람 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법
등을 이어오고 있다. 역사가 오랜 만큼 직지사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지사를 대표하는 주불전인 대웅전은 건축적 구조 뿐 아니라 전
각의 안팎을 가득 채운 내, 외부의 벽화로 인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외부
의 벽화는 대부분 개채되거나 새로 그려진 반면, 내부 동․서․남․북 네 벽
과 후불벽 뒷면의 벽화는 대웅전 중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
을 뿐 아니라 다른 사찰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도상을 다
양하게 갖추고 있어 가히 조선후기 사찰벽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직지사 대웅전 벽화 중 내부의 벽화를 중심으로 벽화의 도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대웅전의 중창과 관련하여 벽화의 조성시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대웅전 벽화의 배치현황
직지사 대웅전의 내, 외부에는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외부에는 건물
네 면의 包壁과 동․서․북측면의 벽체에 벽화가 남아있는데, 포벽화는 동․
서측면에 각 9점, 남․북측면에 각 15점씩 총48점이 있으며, 동․서․북측면
의 창방 아래 벽체에도 11점의 벽화가 남아있어, 외부벽화는 모두 59점에 이
른다. 외부의 벽화는 대부분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에 연목을 교체하고
단청불사를 행할 때 조성된 것으로, 벽체의 군열과 탈락이 심해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6)
5) <慶尙道金山郡黃嶽山直指寺古禪宗大伽藍史蹟>(1776년)
6) 포벽화는 꽃병에 연꽃, 모란 등이 꽂혀있는 花卉器皿折枝圖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체에는 十牛圖가
그려져 있다.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111. 이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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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부의 벽화는 비교적 잘 남아있다
(도1). 동․서․남․북면의 내목도리 상벽
과 포벽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벽화 44점
과 근래에 새로 조성된 벽화 4점 등 총 48점
의 벽화가 남아있으며, 서․북면의 측벽에
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普賢童子, 용을 타고
있는 관음보살, 용을 탄 동자. 공양천녀 등
이 벽면 가득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후불벽의 뒷면에는 善財童子가 보타산의 관
[도 1] 직지사 대웅전 서측면

음보살을 찾아 청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
으며, 창방․평방․대량 등의 목부재에도
다양한 벽화들이 남아있어, 전각 전체가 벽화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대웅전에는 동․서․남․북면과 후불벽 뒷면에 이르기까지 전각
전체에 걸쳐 벽화가 배치되어 있다. 그중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벽화는 크게 세부분, 즉 내목도리 상벽과 그 아래 포벽, 그리고 동․서벽의 하
단 측벽, 후불벽 뒷면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벽화의 내용은 내목도리 상벽,
포벽, 측벽 등 그려진 위치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부위
별로 벽화의 도상과 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측벽
대웅전에는 남쪽에 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로 들어가면 동측벽과 북측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측벽의 벽화는 내목도리 상벽 또는 포벽과 달리 대
웅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으로, 3개의 벽체를 이어 만든 직
사각형의 화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규모면에서도 단연 주목된다.
동․서․북벽은 벽화가 그려진 공간이면서 동시에 불교의례의 中壇과 下
壇이 설치되는 곳으로, 후불벽 앞의 上壇과 함께 예불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
라서 동․서․북벽의 측면벽화는 장엄화이자 예배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
고의 도판은 대부분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을 제공해준 성보문화재연구원
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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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칸

어칸

협칸

서
측
벽

[도 2] 대웅전 서측벽 벽화분포도

다고 할 수 있다. 출입문이 있는 남벽을 제외하고 동벽․서벽․북벽에 측벽
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동벽은 비어있다. 조선후기에는 대부분
동벽에 중단이 설치되고 서벽에 하단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7) 후불벽
에 마련된 상단에 이어 동벽, 서벽 순으로 예불이 행해지고 벽화 역시 그와 관
련하여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웅전 동벽에는 벽화가 남아있지
않으므로8) 측벽화가 남아있는 서벽과 북벽의 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 서벽

서벽의 측벽화는 직지사 벽화 가운데 가장 규모도 클 뿐 아니라 회화적으로
도 대웅전 벽화를 대표할 만하다. 벽화는 모두 3점으로, 중앙의 騎龍觀音圖를
중심으로, 향좌측에 騎象普賢童子圖, 향우측에 騎龍童子圖가 배치되어 있다.
중앙의 벽면을 가득 메운 것은 용을 타고 있는 관음보살, 즉 騎龍觀音이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요동치는 용 위에 관음보살이 서있고, 그 옆에
는 善財童子가 오른손으로 淨甁을 안고 서있다. 용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여의
주를 힘껏 움켜쥐고 온몸을 비틀 듯이 요동을 치는데, 용의 머리, 몸통 위에 서
있는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는 용과 달리 전혀 흔들림 없이 서있어 대조를 이룬
다.
기룡관음도의 왼쪽[향우측]에는 쌍계머리의 동자가 날개달린 용을 타고 하
늘을 나는 騎龍觀音圖가 배치되어 있다. 고개를 앞으로 쳐들고 입을 벌린 채

7) 조선시대 불화와 의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명희,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畵 硏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및 정명희, ｢조선시대 불화와 의례공간｣, 불교문예연구
6(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2015) 참조.
8)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리건판 사진에서 동벽에 騎獅文殊圖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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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활짝 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용과 그 위에 올라탄 동자를 부각시켜
크게 그리고, 꼬리 부분은 작게 그림으
로써 용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듯한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관음보살의 오
른쪽[향좌]에는 가로로 긴 벽면에 코끼
리를 타고 있는 騎象普賢童子圖가 큼직
하게 그려져 있다. 동자형의 보현보살
은 두 손으로 긴 연꽃가지를 든 채 흰
[도 3] 騎獅文殊童子圖(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코끼리 등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오른쪽
을 향하고 있다. 코끼리는 상아가 6개

인 六牙白象으로, 머리 위에는 붉은 깃털과 테로 장식이 되었다. 보살의 광배
주위로는 怪雲形의 붉은 구름이 보살을 둘러싸고 있다. 기상보현동자도는 보
통 騎獅文殊童子圖와 함께 동서벽에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벽과 마주
한 동벽에는 기사문수동자도가 그려져 있었으나(도3)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2) 북벽

북벽의 좌우 퇴칸에는 각각 天女飛天圖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도4). 이
벽화는 서벽 측벽의 기룡관음도 및 기상보현동자도, 기룡동자도와 함께 직지
사 대웅전 벽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면에서나 기법 면에서
뛰어나다. 벽체의 나무로 인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직사각형의 벽면에 긴
젓대를 들고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날아가는 천녀와 오른손에는 공양물이 든
과반, 왼손에는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여의주를 들고 천의를 휘날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천녀가 그려져 있다. 서쪽면의 천녀는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인데, 유려한 움직임으로 인해 천
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벽체에 그려졌지만 두
면에만 그림을 그리고 한 면은 남겨둠으로서 여백을 살리는 한편 앞으로 나아
가는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동쪽면의 천녀 역시 한 면은 여백을 두고 있어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서쪽면의 천녀와 달리 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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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옷자락과 옷 사리로 드러난 바지를 입은 다리의 동작이 역동적이어서 강
한 대비를 느끼게 한다.
구분

퇴칸

퇴칸

측벽

[도 4] 대웅전 북측벽 벽화분포도

2. 내목도리 상벽
대웅전 내부의 각 면에는 拱抱 안쪽에 가로 얹은 내목도리 위쪽 벽에 다양
한 주제의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다. 내목도리 상벽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공간
으로, 이곳에는 주로 단독의 존상이 그려져 있다.
1) 남벽

남벽은 대웅전의 정면 출입문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전각 안에 들어갔
을 때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후불벽과 마주보고 있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남벽의 내목도리 위쪽 상벽은 공포 윗부분인데, 직사각형의 벽면
에는 達磨大師․地藏菩薩․道明尊者․釋迦牟尼佛․毗盧遮那佛․盧舍那佛
․龍王童子9)․白衣觀音․善財童子․老人觀松 등 10점의 벽화가 남아있다
(도5).10)
내목도리의 벽화는 중앙 어칸에 삼신불도, 삼신불도의 왼쪽에 관음보살도
와 선재동자도, 용왕용녀도, 노인관송도(근작), 오른쪽에 지장보살도, 도명존
자도, 산수도(근작), 달마도가 배치되어 있다. 삼신불도는 중앙에 智拳印의 비
로자나불, 오른쪽에 석가모니불, 왼쪽에 노사나불로, 세 부처 모두 정사각형

9)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에서는 이 장면을 용왕용녀도라고 명명했지만(p.135), 용왕과 함께
있는 인물은 쌍계머리의 동자형이므로 용왕동자도로 수정하였다.
10) 이하 벽화의 명칭은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직지사편(pp.107~168)의 명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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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목
도리
상벽

퇴칸

협칸

어칸

협칸

퇴칸

산수
도

[도 5] 대웅전 남벽 내목도리 상벽 벽화배치도

에 가까운 벽면에 각각 원형의 광배와 蓮葉形의 신광을 배경으로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있다.11) 비로자나불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지권인을 결하고
두 발을 약간 벌린 채 정면을 향해 서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면서 오른
손의 손가락이 하나도 노출되지 않도록 표현한 지권인의 모습은 기림사 삼신
불도(1718년) 중 비로자나불의 수인과 유사하다. 노사나불은 莊嚴形으로 보
관을 쓰고 두 손을 들어 어깨 부근에서 밖으로 벌린 說法印을 결하였는데, 양
팔을 바깥쪽으로 넓게 벌린 모습이 구례 화엄사 노사나불도(1757년), 통도사
대광명전 노사나불도(1759년)의 모습과 유사하다. 석가모니불은 오른손은 무
릎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마치 손목을 꺾은 듯한 모습으로 가슴 부근에 대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청곡사 괘불도(1722년), 운흥사 괘불도(1730년), 개암사
괘불도(1749년) 등 義謙이 그린 괘불도의 석가모니불에서 주로 볼 수 있으나
손목을 완전히 꺾은 모습이 의겸필 괘불도의 수인과는 다르다. 세 부처 얼굴
이 신체에 비하여 다소 크며, 신체의 윤곽선은 가는 선으로 그리고 옷자락은
굵은 선으로 마무리하였다.
삼신불의 우측으로는 지장보살과 도명존자가 그려져 있다. 지장보살은 聲
聞形으로 오른손에 석장, 왼손에 보주를 들고 바위 위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내려뜨린 채 정면을 향해 편안하게 앉아있다.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는 작으
며, 목에는 가는 선으로 三道가 표현되었다. 신광은 없으며, 대신 붉은 彩雲이
좌우를 감싸고 있다. 보살은 오른손으로 좌우 각각 3개식의 둥근 고리가 달린

11) 남벽 내목도리에 그려진 삼신불이 후불벽에 걸린 삼세불도와 마주한 도상에 대해 조선전기 직지
사 대웅전의 명칭이 大雄大光明殿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직지사의 法華信仰과 華嚴信仰을 한 전
각 안에 구현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이용윤, ｢직지사 대웅전 내부 벽화의 도상과 조성시기｣, 한
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652) 조선 초 직지사에 정종의
胎室이 안치되면서 ‘古禪宗大伽藍’이라는 첩문이 내려지고, 조선전기에는 대웅대광명전 뿐 아니
라 大毘盧金堂이 함께 갖추어져 있던 것을 본다면(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직지사본
사, 1994, p.198~199.) 대웅전 남벽 도리에 삼세불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게 삼신불도가
그려진 것을 화엄신앙과 법화신앙의 구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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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을 비스듬히 들었다. 통상 지장보살도에 표현되는 석장은 錫杖頭 좌우에
각각 3개씩 고리가 달려있는데, 여기에서는 3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
다. 이처럼 3개의 고리가 나란히 이어진 석장은 벽송사 지장시왕도(1708년),
해인사 지장시왕도(1739년), 대곡사 지장시왕도(1764년), 석남사 지장시왕도
(1801년), 혜국사 지장시왕도(1804년, 직지성보박물관소장), 홍법사 지장시왕
도(19세기 초), 수정사 지장시왕도(1821년), 선암사 지장보살도(1849년), 통도
사 비로암 지장시왕도(1869년), 해인사 삼장보살도(1885년), 운문사 명부전
지장시왕도(1889년) 등 18~19세기 경상도 지역의 지장시왕도, 삼장보살도 등
에서 볼 수 있다. 지장보살의 좌측엔 앳된 사미승 모습의 도명존자가 보살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삼신불 쪽을 가리키고 있다. 지장
보살의 오른쪽 도명존자와 상대하는 곳에는 무독귀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현재는 최근에 그린 觀瀑圖가 배치되어 있다.
삼신불의 왼쪽으로는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및 용왕동자가 배치되었다. 관
음보살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위에 솟은 거친 바위 위에 반가좌의 자세로 앉
아있다. 머리에는 아미타불입상이 그려진 높은 보관을 쓰고 왼손은 왼쪽 무릎
옆에, 오른손은 왼발을 잡고 있다. 관음보살 왼쪽의 거친 암벽에는 한 줄기 굵
은 대나무가 솟아나 있어, 普陀洛伽山의 바닷가 암벽에 있는 水月觀音을 표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살 왼쪽의 선재동자는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을 들고
바위 위에 서 있으며, 버들가지 위에는 분홍 몸통에 청색 깃을 지닌 새 한 마
리가 앉아 있다. 정병에 꽂힌 버들가지 위에 새가 앉은 모습은 흥국사 관음보
살벽화(17세기 후반)․운흥사 관음보살도(1723년)․통도사 관음전 관음보살
벽화(1724년) 등 18세기의 관음보살도에서 많이 그려지던 도상 가운데 하나
이다. 반대편의 용왕과 동자는 출렁이는 파도 위 연잎 위에 서서 용왕은 龍角
을 들고 보살을 향해 막 나아가려는 듯 몸을 앞으로 내밀고, 동자는 복숭아가
3개 담긴 과반을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내목도리 향좌측의 퇴칸에는 한 승려가 벽을 향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승려는 숭산 少林寺에서 9년 동안 面壁修行한 달마대사이다. 일반적으로
覆頭衣를 입고 수행하는 모습의 달마대사와 달리 붉은 옷을 입고 벽을 향해
앉아있다. 복두의를 입지 않아 짧은 머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인도 출신
의 달마대사를 표현한 듯 머리카락 아랫부분이 구불구불하다.12) 달마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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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한 반대쪽 퇴칸에는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고개를 꺾어
소나무를 쳐다보는 觀松圖(도8-8)가 배치되어 있다.
2) 동벽

동벽은 대웅전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벽으로 보통 중단이 설치되
는 곳으로, 내목도리 상벽 중앙의 어칸과 좌우 협칸 1면에 達磨渡江圖․如來
授記圖․白衣觀音圖․拾得圖․寒山圖 등이 그려져 있다(도6). 달마도강도는
梁 武帝(502-549)와 문답을 주고받다가 서로 용납하지 못함을 깨달은 달마대
사가 갈대 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魏의 수도인 낙양 동쪽의 숭산 少林寺로
왔다는 고사를 그렸다. 온 몸을 하얀 옷으로 감싸고 허리에 호리병을 찬 달마
대사는 다리를 약간 벌리고 출렁이는 파도 위 갈대에 서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부릅뜬 큰 눈과 큰 코, 구불구불한 수염, 드러낸 이빨 등에서 이국적인
승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달마대사의 왼쪽에는 여래가 승려에게 수기
를 주는 장면으로, 화면 오른쪽의 녹색 법의에 붉은 가사를 걸친 여래가 구름
위에 서서 왼쪽 아래 구석에 꿇어앉은 승려를 향해 오른손을 내밀어 수기를
주고 있다. 여래의 오른손 검지에서 나온 빛이 승려를 향해 뻗어 내리고 승려
는 두 손을 모아 여래를 향해 합장하고 있는데, 막 머리를 깍은 듯 머리카락이
짧게 솟아있다.
구분
내목
도리
상벽

협칸

어칸

그림
없음

협칸

그림
없음

[도 6] 대웅전 동벽 내목도리 상벽 벽화배치도

여래수기도 옆에는 백의관음도가 배치되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 관음
보살이 서있고 옆에는 연잎을 탄 선재동자가 정병을 들고 서있다. 관음보살은

12) 남송대 화가 梁楷의 八高僧圖卷, 일본 雪舟(1420~1506)의 慧可斷臂圖(1496년)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달마는 붉은색 복두의를 입고 면벽수행하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후 달마상의 기본적인 형상이 되었다. 신광희. ｢禪定羅漢圖像 硏究｣, 文化史學 27(문화사학
회, 2007), pp.9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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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서부터 발아래까지 백색의 長袍를 두르고 머리에는 아미타화불이 그려
진 높은 보관을 쓰고 있다. 두 손을 배 앞으로 모으고 발을 약간 벌린 채 파도
위 연꽃 대좌 위에 서있는 관음보살의 오른쪽에는 쌍계머리의 동자가 두 손으
로 커다란 정병을 들고 서있다. 정병에는 버들가지가 꽂혀있고 그 위로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다.
관음보살도의 좌측, 서로 마주 보게 배치된 그림은 拾得와 寒山이다. 쌍계
머리 동자모습의 습득은 허리에 호리병과 파초 잎을 차고 오른쪽 허리춤에 빗
자루를 낀 채 왼손의 검지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듯한 자세로 왼쪽을 향해 서
있다. 습득의 뒤로는 두 그루의 대나무와 죽순이 솟아 있다. 한산은 오른손에
바구니를 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보름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산의
아래쪽에는 블록처럼 생긴 바위 위에 꽃이 그려져 있다.
3) 서벽

기상보현동자도와 기룡관음도, 기룡동자도가 그려진 서벽의 내목도리 위쪽
벽 향좌측 협칸에는 동자도 1구, 어칸에는 나한도 3구가 그려져 있다(도7). 동
자는 검은색의 목이 긴 정병을 들고 고개를 돌려 암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를 구경하고 있다.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듯 동자를 감싸고 있으며 동자
아래로는 포말이 일어나는 파도가 그려져 있어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하다. 3
구의 나한 중 좌우의 나한은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중앙의 나한을 바라보며 서
있다. 두 존자는 연꽃 또는 연잎을 딛고 파도 위에, 한 존자는 커다란 나무 앞
에 서서 두 손을 벌리고 있다. 높게 솟은 불그스레한 정수리, 길게 늘어진 흰
수염과 눈썹 등 노비구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구분

내목
도리
상벽

협칸

그림
없음

어칸

협칸

묵죽 그림
(현대) 없음

[도 7] 대웅전 서벽 내목도리 상벽 벽화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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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벽

남․동․서벽의 내목도리 위쪽 상벽에는, 여래와 보살, 나한, 동자 등 존상
도가 주로 그려져 있는데(도8), 북벽의 내목도리 상벽에는 동쪽(향우측) 퇴칸
에 묵죽도 1점 만이 남아있다. 가는 줄기에 잎이 풍성한 대나무는 담먹과 농묵
을 사용하여 몰골법으로 처리하였다.
구분
내목
도리
상벽

퇴칸

협칸

어칸

협칸

퇴칸

산
수
도

[도 8] 대웅전 북벽 내목도리 상벽 벽화배치도

3. 포벽화
포벽은 공포와 공포 사이에 이루어진 삼각형의 부분으로, 이곳에는 동․
서․남․북면의 포벽에 羅漢圖․如來圖․菩薩圖․天人圖․花鳥圖 등 다양
한 주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1) 동벽

동벽의 내목도리 아래에 위치한 포벽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羅漢圖 2점,
葡萄圖, 花鳥圖, 鳥竹圖, 白衣觀音圖 등 모두 6점의 그림이 남아있다(도9). 백
의관음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묵화이다. 2점 중 향좌측의 나한도는 빡빡머
리의 젊은 승려가 지팡이를 잡고 바위 위에 앉아있다. 나한은 얼굴에 비해 신
체가 매우 큰데, 두 손으로 호리병이 달린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
다. 그 옆 벽에는 오른손에 翼扇, 왼손에 긴 지팡이를 든 나한, 묵포도, 바위에
앉아있는 새와 화조, 대나무와 가지에 앉은 새가 차례로 그려져 있다. 모두 간
단한 필선의 수묵화인데, 각 벽화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수묵화 옆으로
는 백의관음과 선재동자를 그린 백의관음도가 배치되어 있다. 관음보살은 머
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백의를 입고 구름 위 연꽃 위에 서서 정면을 향해 있는
데, 오른손으로 버들가지가 꽂힌 정병을 들고 있는 선재동자의 머리를 쓰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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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선재동자는 신체에 비해 얼굴이 너무 작아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지
않는다. 정병 또한 동자에 비해 매우 큰 데, 注口가 두 개 있는 軍持와 달리 목
이 긴 병처럼 생겼으며, 다른 벽면에 그려진 선재동자도의 정병과 동일하다.
구분

포벽

협칸

어칸

협칸

그림
없음

그림
없음

산수
(현대)

[도 9] 대웅전 동벽 포벽 벽화배치도

2) 남벽

남벽 내목도리 아래의 포벽은 출입문 바로 위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如來
圖․天人圖․日光菩薩圖․地藏菩薩圖․阿彌陀佛圖․觀音菩薩圖․童子捧
果圖와 새로 그린 포벽화 몇 점이 배치되어 있다(도10). 여래도는 향좌측 퇴칸
에 2구, 어칸 우측 협칸에 1구 등 모두 3점이다. 향좌측 가장자리의 여래는 녹
색 법의 위에 적색가사를 입고 왼쪽을 향해 앉아 왼손 검지로 무엇인가를 가
리키고 있다. 그 옆벽의 여래는 정면을 향해 구름 위에 서있는데, 전체적으로
박락이 매우 심해서 도상 자체가 어그러져 있으며, 두 손을 배 앞으로 모은 듯
하지만 특히 배 부분이 박락되어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또 향우측 협
칸의 여래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왼손은 왼
쪽 무릎위에 대고 유희좌의 자세로 연화좌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다. 이 여래
는 특정한 수인이 표현되지 않아 어떤 여래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좌우로 관
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배치되어 있어 아미타여래로 추정된다. 여래의 왼쪽에
는 백의관음이 연꽃 위에 서서 여래를 바라보고 있다. 높은 보관에는 아미타
화불이 표현되었으며 보관에서 무릎까지 백색의 長袍를 쓰고 있다. 두 손은
구분

포벽

퇴칸

협칸
나
한
도

어칸
나
한
도

협칸

나
한
도

[도 10] 대웅전 남벽 포벽 벽화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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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칸

천의 안에 감춘 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아미타여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
리를 약간 벌려 아래에서 피어오른 연꽃 송이를 각각 밟고 있다.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그려진 지장보살은 두 손으로 긴 석장을 비스듬히 잡고 녹색의 연잎
위에 서서 아미타불을 향해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서있다. 아미타불과 지장보
살, 관음보살의 좌우로는 홀을 든 관인모습의 인물, 복숭아 등 공양물이 든 과
반을 든 동자가 아미타불을 향해 서있다.
한편, 어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두 칸은 최근에 그린 그림으로
채워져 있고 향우측 칸에 日光菩薩이 그려져 있다. 일광보살은 다른 존상보다
큰데, 머리에는 커다란 백색의 달이 그려져 있는 보관을 쓰고13) 손에는 꽃가
지(?)를 들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그 옆의 두 칸이 박락되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광보살이 오른쪽을 향해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어칸의 중앙에는 약
사여래, 향좌측에는 월광보살이 그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칸의 오른
쪽 협칸에는 정면 또는 측면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천인이 2구 배치되었다.
3) 서벽

서벽의 포벽은 기룡관음도․기상보현동자도․기룡동자도가 있는 바로 위
쪽으로, 보살도․阿難尊者圖․迦葉尊者圖․3점의 여래도가 배치되어 있다
(도11).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사이의 포벽은 박락되었으나 두 존자의 모습으
로 보아 석가여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은 연꽃을 들고 두 발을 약
간 벌린 채 연꽃 위에 서서 왼쪽을 향해 서있다.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꽃 봉
우리와 잎이 달린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당당한데, 검은 머리카락이
양쪽 어깨를 따라 길게 무릎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아난존자는 두 손을 공손
히 모으고 땅에서 솟아오른 커다란 연잎 위에 서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단
정하게 체발한 사미승같은 아난존자와 달리, 노비구형의 가섭존자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발을 벌린 채 연잎 위에 서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꾹 다문 모
습, 훤하게 드러난 목 주위의 주름, 불룩 솟아있는 정수리 등에서 고집스런 노
비구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가섭존자의 왼쪽으로는 합장을 하고 연꽃 위

13) 이 보살은 보관에 흰색의 달이 표현되어 월광보살로 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약사여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치상 일광보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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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벽

협칸

어칸

그림
없음

협칸

석가불
(파손)

그림
없음

[도 11] 대웅전 서벽 포벽 벽화배치도

에 서있는 여래 3구가 그려졌는데, 肉髻가 높이 솟은 모습이 눈에 띈다.
4) 북쪽

북벽은 네 벽 중에서 벽화가 가장 적게 남아있다. 내목도리 아래쪽 포벽의
향좌측 퇴칸에는 근래에 그린 나한도가 2점 있으며, 향우측 퇴칸에는 연꽃이
활짝 핀 연지에서 두 명의 동자가 유희하는 童子遊戲圖가 2점 배치되어 있다
(도12). 향좌측의 유희도는 두 동자가 한손으로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손으로는 상대방의 얼굴 또는 팔을 붙들고 있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데, 한쪽 다리를 들고 힘을 주는 모습이 사실적이다.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동
자가 한쪽으로 몰린 듯한 동자의 얼굴은 남벽 내목도리 상벽의 선재동자, 포
벽의 捧果童子, 서벽 내목도리 상벽의 정병을 든 동자와 유사하다. 연지에는
활짝 핀 연꽃과 연봉우리, 연잎이 어우러져 있어 極樂蓮池를 연상케 한다. 향
우측에는 두 동자가 서로 마주보며 긴 연꽃줄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의 동자는 연못에 두 발을 담고 양손으로 연꽃 줄기를 잡은 채 얼
굴을 돌려 맞은편의 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반대편 동자 역시 양손으로 연
꽃 줄기를 잡고 한 발을 연못 속에 깊이 담그고 연못으로 들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자의 뒤쪽에는 활짝 핀 연꽃 두 송이와 연잎이 큼직하게 묘사
되어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 두 점의 동자유희도는 연지로 상징되는 극락

구분

퇴칸

협칸

어칸

협칸

퇴칸

나한 나한
포벽 도 도

[도 12] 대웅전 북벽 포벽 벽화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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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에서의 동자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후불벽

후불벽의 뒷면에는 전면에 걸쳐 觀音菩薩․善財童子․龍王이 그려져 있다
(도13). 중앙에는 관음보살이 큼직하게 그려졌으며, 향우측 벽에는 정병을 든
선재동자, 향좌측 벽에는 여의보주를 쟁반에 받쳐 든 용왕이 보살을 향해 서
있다. 그림이 그려진 벽면은 검은 색에 가까운 녹청색으로 칠하고 얼굴과 손,
발 등 육신부에는 흰색과 분홍색, 나머지 부분은 먹선으로 표현함으로서 관음
보살과 선재동자 및 용왕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관음보살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 솟은 바위 위에 유희좌의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다. 어두컴
컴한 곳을 배경으로 정면을 향해 앉아서인지 둥근 얼굴에 가는 이목구비의 흰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오른손으로 천의자락을 누르고 있는 모습, 양
쪽 무릎 밑에 늘어진 영락장식, 정면을 향해 앉은 모습 등은 의겸이 그린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1723년)와 유사하다. 용왕은 관음보살을 향해 龍角과 공
양물이 든 과반을 받들고 있다. 관음보살
왼쪽의 출렁이는 파도 위 연잎 위에는 선재
동자가 꼿꼿하게 몸을 세우고 정면을 바라
보고 있다. 두 손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정
병을 들었는데, 버들가지 위에는 새 한 마
리가 앉아있다. 통상 후불벽의 뒷면에 드
려지는 수월관음도에는 대부분 관음보살
과 선재동자만이 그려지지만 여기에서는
용왕을 함께 묘사한 점이 특징적이다.
[도 13]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

Ⅲ. 대웅전 내부 벽화의 도상과 특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지사 대웅전 내부에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
려져 있다. 그중에는 기룡관음도, 기룡동자도와 같은 독특한 도상의 벽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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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직지사 대웅전의 내부 벽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도상을 중심으로 도상적 유래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騎龍觀音圖 및 騎龍童子圖
직지사 대웅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벽에 그려진 기룡
관음도와 기룡동자도이다.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이 여의주를 꽉 움켜쥔 채 용
트림하듯 몸을 비틀고 있는 용 위에 올라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동자가
날개를 활짝 핀 용을 타고 있는 장면 또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
이다.
이러한 도상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
까. 직지사 기룡관음도(도14)처럼 관음
보살이 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상이
문헌이나 기록에서도 볼 수 없는 도상이
어서 이와 같은 도상이 어디에서 유래했
는지는 확실치 않다. 法華經 제25 觀
世音菩薩普門品에 등장하는 33觀音應身
에서 고안된 龍頭觀音을 지칭하는 것이
라고도 하며, 중국의 명, 청대 이후 민간

[도 14] 騎龍觀音圖

에서 널리 신앙되던 관음의 하나로 용에 대한 신앙과 관음신앙이 결합되어 생
겨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20세기 이후 기룡관음이 다수 조
성되었으며,14) 현재까지도 기룡관음은 관음33응신의 하나로 신앙되고 있다.
그러나, 기룡관음 도상과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존하
는 작품 또한 19세기 후반 이후의 것들이어서, 직지사의 기룡관음도 벽화의
연원을 알기 어렵다.
비교적 오래된 유물로는 19세기 미얀마에서 제작된 騎龍觀音圖(도15) 1점
이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은 세로 58.4cm, 가로
14) 黃山壽(1855~1919)의 기룡관음도가 대표적인데, 용 위에 서있는 관음보살이 정병의 물을 따라 용
에게 먹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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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1] 도15의 부분

40.6cm의 종이에 그려졌는데, 유희좌의 관
음보살이 용 위에 앉아있고 주위에는 여래
와 보살, 승려들이 관음을 둘러싸고 있으
[도 15] 기룡관음도, 19세기, 지본채색,
미얀마,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

며, 관음보살 아래에는 4구의 천녀가 바다
속에서 관음보살을 향해 공양물을 받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관음보살이 용을
타고 있다는 모티프만 동일할 뿐 직지사의
기룡관음도와는 도상적으로 전혀 동일하
지 않다. 반면 1890년에 일본의 서양화가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次郎, 1863-1899)
의 騎龍觀音圖(도16)는 직지사 관음보살도
보다 조성시기가 늦고 서양화와 불화라는
차이가 있을 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백
의를 입고 오른손에 버들가지, 왼손에 정병
을 든 관음보살이 파도 위에서 꿈틀대는 용
위에 서있는 모습이 놀랄 정도로 닮았
다.15) 현재로서는 직지사 기룡관음도나 하

[도 16] 騎龍觀音圖, 하라다 나오지로(原田直
次郎, 1863~1899), 1890년, 272X
181cm, 일본 東京國立近代美術館

라다 나오지로의 기룡관음도의 전거가 무

15) 일본 도쿄의 護国寺소장본으로 현재는 東京国立近代美術館에 기탁되어 있다. 이 작품은 독일에
유학했던 하라다가 유럽의 종교화와 일본의 관음보살도상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전해오지만,
일본에는 이 작품보다 올라가는 기룡관음도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가 어떻게 이 도상을 고안했
는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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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알 수 없지만, 유사한 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에 앞서 模本이 있었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용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타고 바다 위에 서있는 관음보살은 무위사후불
벽 뒷면 관음보살벽화를 비롯하여 선운사 영산전 관음보살도 등에서도 볼 수
있어, 기룡관음상을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과 관련하여 연잎, 연꽃, 구름
등을 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몸을 나투는 관음보살의 도상으로 보는 견해
도 있다.16) 물론 이러한 견해도 타당하지만, 기룡관음도상은 법화경 관세
음보살보문품에 등장하는 관음33응신 중 龍神으로 변화한 관음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無盡意菩薩이 세존에게 관음보살의
방편력에 대해 묻자 세존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佛身을 비롯한
다양한 응신으로 변하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장
면이 나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세계에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마땅히 비구, 비구
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곧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고, 장자, 거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
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가 있으면 곧 동남동녀의 몸으로 변하여 진리를 말하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신, 비인신으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다 그들의 몸으로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며, 집금강신의 몸으
로 제도해야 될 이가 있으면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시어 진리를 말하느니라
”.17)

즉 관세음보살은 부처의 몸으로 뿐 아니라 天龍八部의 몸으로도 응신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이다.18) 따라서 기룡관음은 바로 용으로 응신한 관음

16) 이용윤, ｢직지사 대웅전 내부 벽화의 도상과 조성시기｣, pp.650~651.
17) “善男子 若有國土衆生 應以佛身 得度者 觀世音菩薩 卽現佛身 而爲說法…應以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身 得度者 卽現比丘比丘尼 優婆塞 優婆夷身 而爲說法 應以長者 居士 宰官婆羅門 婦女身 得
度者 卽現婦女身 而爲說法 應以童男童女身 得度者 卽現童男童女身 而爲說法 應以天龍夜叉 乾闥
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迦 人非人等身 得度者 卽皆現之 而爲說法 應以執金剛神 得度者
卽現執金剛神 而爲說法”
18) 관음의 응신에 대해서는 유경희, ｢道岬寺 觀世音菩薩三十二應幀의 圖像 硏究｣, 美術史學硏究
240(한국미술사학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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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용은 바로 관
음보살 그 자체이므로 파도 속에서 꿈틀대는 용 위에 보살이 당당하게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한편, 기룡관음도 왼쪽의 기룡동자도(도
17)은 등 위에 동자를 태우고 용이 날개를 활
짝 펴고 창공을 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동자는 쌍계머리에 붉은 옷을 입고 천
의를 휘날리며 의젓한 자세로 용의 등에 타고
있다. 용은 황색 몸통에 옅은 주홍색의 날개
를 갖고 있으며, 치켜세운 눈썹과 크게 뜬 눈,
크게 벌린 입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이빨,

[도 17] 騎龍童子圖

양쪽으로 길게 뻗은 두 가닥의 흰 수염, 머리
양쪽에 솟아난 두 개의 뿔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기룡동자도에 표현된 날개달린 용의 모습은 山海經에 수
록된 鯥魚(도18) 및 鷹龍의 모습과 유사하다.19) 山海經의
神獸가 직지사 벽화에 표현된 것에 대해, 조선후기 佛卓에 신
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직지사벽화를 제작한 화승이 경상
북도 장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신수 도상에 기존에 사용하던
草를 결합하여 새로운 도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20) 그러나 기룡동자도는 직지사 뿐 아니라 마곡사 대광보

[도 18] 鯥魚(山海經)

전 내부 충량 및 마곡사 응진전 내부 북측면 반자,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속초 신흥사 극락전, 양산 신흥사 동쪽 외벽 등 타 지역의 사찰벽화
에서도 볼 수 있다. 마곡사 대광보전 내부 충량에 그려진 기룡동자도(도19)21)
는 충량의 구조 상 동자와 용의 모습이 측면으로 표현된 점만 다를 뿐 날개를
활짝 펼친 용의 모습, 용 위에 앉아있는 동자의 모습 및 용의 세부적 특징까지
직지사 기룡동자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주로 대량, 충량, 창방 등
가로로 긴 벽면에 그려지던 기룡동자의 도상이 직지사 대웅전에서는 서벽의

19) 山海經 14 四大荒東經 34(이용윤, 앞의 논문, p.651)
20) 이용윤, 앞의 논문, p.651.
21) 한국의 사찰벽화:충청남도 충청북도편(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07),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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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이라는 크고 중요한 공간에 비중
있게 도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騎象普賢童子圖
직지사 서벽의 기룡관음도 옆에는
보현동자가 코끼리를 타고 앞으로 나
아가는 모습을 그린 기상보현동자도
(도20)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앞에
서도 말했듯이, 이 그림은 기상문수보

[도 19] 동자기룡도, 조선후기, 충남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충량

살도와 짝을 이루어 대웅전의 동, 서벽
에 배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동벽의
문수보살도는 남아있지 않다.
조선후기 사찰벽화에는 기사문수동
자도와 기상보현동자도가 짝을 이루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직지사와 인근
인 경상북도 지역만 하더라도 청송 대
전사 보광전(17세기), 영덕 장육사 대
웅전(18세기), 울진 불영사 대웅전(18
세기), 대구 용연사 극락전(18세기 후 [도 20] 騎象普賢童子圖
반), 양산 신흥사 대광전(19세기 초),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1817년), 구미 수다사 대웅전(19세기 후반), 문경 대승
사 명부전(19세기 후반), 김천 청암사 대웅전 (1914년), 은해사 대웅전(20세기
초)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외 논산 쌍계사 대웅전(19세기 초), 제천 신륵사
극락전(19세기 초), 영덕 장륙사 대웅전(도21, 22),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파
주 보광사 대웅전(19세기), 청원 월리사(19세기 후반) 등 전국적으로 조성되
었음을 볼 수 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전거는 찾
아보기 어렵지만 陀羅尼集經에서 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중국 당대
이후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의 도상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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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기상보현동자도, 조선후기, 경상북도 영덕 장육사 [도 22] 기상보현동자도, 조선후기, 경상북도 영덕 장육사

거는 화엄경에서,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의 도상적 전거는 법화경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23)
직지사 기상보현동자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사찰벽화에 그려진 보현보살은
모두 어금니가 6개 있는 六牙白象을 타고 있다. 그 도상적 근거 역시 법화경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뒷날 오백세 뒤 오탁악세에서 비구나 비구니, 우바새나 우바이 가운데 이 경을
찾아 간직하고 독송하며 베껴 쓰는 자가 있어 이 법화경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응
당 일심으로 21일 동안 정진해야 할 것이다. 21일을 다 채운다면 내(보현보살)가
응당 여섯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한없이 많은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든
중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리니 법을 설하여 가르침을 보여
이롭고 기쁘게 하고 또한 다라니 주문을 줄 것이다”24)

라고 하여 보현보살이 육아백상을 타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법화
경 외에 宋의 曇無蜜多가 한역한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에는 육아백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2) 주수완, ｢토함산 석굴 문수, 보현보살상 연구｣, 강좌 미술사 44(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pp.98~105.
23) 朴亨國, ｢中國における騎獅文殊と騎象普賢の成立と一對化過程に關する一試論｣, 密敎圖像 23
(密敎圖像學會, 2004), pp.1~7.
24) 法華經普賢菩薩勸發品 第28, “若後世後五百歲濁惡世中 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求索者 受持
者 讀誦者 書寫者 欲修習是法華經 於三七日中應一心精進 滿三七日已 我當乘六牙白象 與無量菩
薩而自圍繞 以一切眾生所憙見身 現其人前 而為說法示教利喜 亦復與其陀羅尼呪”

158

석당논총 73집

“보현보살은 身量이 가이 없으며 음성도 가이 없으며 色像도 가이 없음이나, 이
나라에 오고자 하여 自在한 神通에 들어 몸을 줄여서 작게 함이라. 娑婆世界의 사
람은 세 가지의 장애가 무거운 까닭으로, 지혜의 힘으로 化해서 흰 코끼리를 타느
니라. 그 코끼리는 여섯 개의 어금니가 있고, 일곱 개의 다리를 땅이 받치며, 그 일
곱 개의 다리 밑에는 일곱 개의 연꽃이 남이라. 코끼리의 빛은 아름다운 흰 빛이
며, 흰 빛 중에서도 으뜸이라. 頗梨의 雪山도 결코 비할 바가 아니니라....鞍裝의
四面에는 일곱 가지 보배의 기둥이 서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서 보배의 자리를
만들고, 자리 가운데는 일곱 가지로 된 연꽃을 틀어 올렸음이라. 그 틀어 올린 연
꽃 꽃술은 백 가지 보배로 만들었으며, 그 蓮華臺는 큰 摩尼珠라. 그 위에 한 보살
이 跏趺坐를 하고 앉아계시니 그의 이름이 普賢이라.”25)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은 高麗大藏經에도 포함되어 있어 고려시대부터
이 경전에 보이는 육아백상의 보현보살상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이 경전은 법화경과 함께 육아백상을 탄 보현보살의 도상 성립에 영향을 주
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 불화 및 벽화 기상보현동자상 도상이 성립되
었다고 할 수 있다.26)

3. 寒山拾得圖
대웅전 동벽의 내목도리 상벽에는 습득도(도23)와 한산도(도24) 가 각각 그
려져 있다. 쌍계머리 동자모습의 습득은 허리에 호리병과 파초 잎을 차고 오
른쪽 허리춤에 빗자루를 낀 채 왼손의 검지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듯한 자세
로 왼쪽을 향해 서있고, 한산은 오른손에 바구니를 들고 나무위에 올라가 왼
손으로 보름달을 가리키고 있다. 한산의 아래쪽에는 블록처럼 생긴 바위 위에
꽃이 피어나 있으며, 습득의 뒤로는 두 그루의 대나무와 죽순이 솟아 있다. 한
산습득도는 중국 당대의 유명한 隱者였던 寒山과 그의 친구 拾得을 그린 인물
화로, 당대에 ≪寒山詩集≫과 그들에 대한 일화가 유행하면서 선종 화단에서
25) 宋 曇無蜜多譯,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大正新脩大藏經 Vol.9, no.0277), “普賢菩薩身量無邊 音
聲無邊色像無邊 欲來此國 入自在神通 促身令小 閻浮提人三障重故 以智慧力化乘白象 其象六牙七
支跓地 其七支下生七蓮華 象色鮮白 白中上者 頗梨雪山不得為比…於鞍四面有七寶柱 眾寶校飾以
成寶臺 臺中有一七寶蓮華 其蓮華鬚百寶共成 其蓮華臺是大摩尼.”
26) 불화에서는 19세기 이후 기승보현동자와 기사문수동자의 도상이 유행하였으며, 특히 19세기 후
반 서울, 경기지역의 괘불도에는 화면 하단에 커다랗게 기승보현동자와 기사문수동자를 그린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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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拾得圖

[도 24] 寒山圖

많이 그려졌다.27)
중국의 승려였던 습득은, 어릴 때 항상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던 豊干이 주
워 사원에서 길렀는데, 사원의 부엌에서 일하며 은둔하고 있던 친구 한산에게
남은 밥을 주었다고 한다. 보통 마당 빗자루나 나뭇잎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또는 한 손에는 긴 빗자루를 들고 한 손으로는 보름달을 가리키며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반면 天台山에 살았던 한산은 300여 편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한데, 寒巖의 깊은 굴에 살았으므로 한산이라 불렸다. 한산은 때
로 사원의 뜰을 몇 시간 동안 거닐면서 가끔씩 환성이나 웃음 또는 혼잣말을
지껄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웃다가 손뼉을 치면서 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
산은 보통 글자가 없는 빈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곤
한다.
한산과 습득은 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되어 선종의 사원 속에 자리 잡게 되
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종화의 소재로 일반회화 뿐 아니라 사찰벽화로도
많이 그려졌다. 18세기의 청도 대적사 극락전에는 내부 북측면에 한산과 습득
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이 그려졌고, 고창 선운사 영산전에는 고목나무 등걸에
걸터앉아 왼손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한산과 바위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습득을 그린 寒山拾得圖가 그려져 있다. 또 통도사 영산전 외부 동

27) 한산습득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성명숙, ｢中國과 日本의 寒山拾得圖 硏究｣, 홍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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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면벽에는 두 동자가 나무에 걸터앉아 손가락으
로 달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의 한산습
득도(18세기 후반)가 있으며, 속초 신흥사 극락보
전, 청원 월리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도
25) 등에도 19세기의 한산습득도가 그려져 있어,
한산과 습득은 18~19세기의 사찰벽화에 자주 그
려지던 제재였음을 알 수 있다.
직지사 벽화에서는 습득이 손가락을 뻗어 무엇
인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한산 역시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 명대의 浙派畵家
張路가 그린 <拾得圖>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습 [도 25] 한산습득도, 조선후기, 토벽채색, 중청남도 공주
득이나 조선 중기의 화가 李澄이 그린 <問月圖>에

마곡사 대광보전

서 오른손에 긴 빗자루를 들고 왼손으로 보름달을 가리키고 앉아있는 습득 등
에서도 보듯이, 습득은 한 손으로는 보름달을 가리키며 앉아있는 모습이 일번
적이다. 그러나 직지사 벽화에서는 습득이 아닌 한산이 보름달을 가리키고 있
다. 그렇다면 직지사 벽화에서 한산이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키는 장면은
잘못 그려진 것일까.
손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楞伽徑의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달을 가리
키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언어만 집착하는
자는 나(부처)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구절에 근거한다.28) 즉 그림자를 참
모습으로 착각하여 집착하지 말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진
리] 자체를 바로 보라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한산의 시
가운데에도 “홀로 바위 앞에 고요히 앉으면 하늘 한복판에 둥근 달이 빛나니
만상은 모두 그림자를 나타내나 달은 본래부터 비추는 것 없구나. 탁 트이어
정신을 절로 맑고 허를 머금어 그윽하고 묘하여 손가락을 의지해 달을 보나니
달은 이 마음의 상징이니라”라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직지사 대웅전의 한산
도 벽화에서 한산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도상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지사 벽화를 그린 화승들이 한산습득도 도상

28) 楞伽徑 如來藏性品 第11, “如愚見指月觀指不觀月計著文字者不見我眞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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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4. 후불벽 뒷면 觀音菩薩 ․ 善財童子 ․ 龍王
조선시대에는 후불벽 뒷면에 주전각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음보살을 그리는
것이 성행하였다. 조선전기의 무위사 극락보전(1476년)을 시작으로 여수 흥
국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마곡사 대광보전, 위봉사 보광명전, 천은사 극
락보전, 마곡사 대광보전, 선운사 대웅보전, 관룡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등
17세기~19세기에 중건 또는 중수된 전각의 후불벽 뒷면에는 관음보살 벽화
가 배치되었다.29) 대부분 보관 위에서부터 발아래까지 불투명한 순백의 長袍
를 길게 내려 쓴 관음보살을 단독으로 그렸으며, 배경으로는 普陀洛伽山으로
상징되는 암반 아래 水波가 일렁이는 해수면이 표현되곤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사찰의 주전각 후불벽 뒷면에 관음보살을 큼직하게 그
리는 전통은 중국 원, 명대에 불전 후불벽 뒷면에 관음벽화와 관음상을 배치
하는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30) 후불벽 뒷면에서 亡者의
천도와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白衣觀音禮懺儀式이 행해짐에 따라 이러한 의식
을 위해 백의관음보살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31) 또 보광명전이나
비로전 불단 뒷면 관음벽화는 華嚴淨土의 성격을 띠며 대웅전 불단 뒷면 관음
벽화는 法華經에 의거한 관음신앙을 반영하였으며32) 대부분 벽화에서 관
음보살이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거나 보살의 뒷배경에 연꽃이 피어오른 모습,
연꽃 위에 합장한 선재동자, 연꽃 위의 정병 등이 觀世音菩薩靈驗略抄 또는

29) 전각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도는 12점 가량으로, 금산사 대적광전 후불벽 이면에도 관음보살도
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나 결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유경희,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畵의 圖像과 信
仰 硏究｣, 美術史學硏究 265(한국미술사학회, 2010. 3), p.216.
30) 후불벽 뒷면에 관음보살이 봉안되는 예는 북송대 부터 나타나며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는 중국 산
서성 大雲院 彌陀殿(940년)의 후불벽에 그려진 관음보살도와 대세지보살도로 알려져 있다(이승
희, ｢無爲寺 極樂寶殿 白衣觀音圖와 觀音禮懺｣, 동악미술사학 10, 동악미술사학회, 2009,
pp.63〜65 및 김선희, ｢朝鮮後期 後佛壁背面壁畵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1) 이승희는 무위사 벽화를 조성 발원한 세력은 천태종 계통으로,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벽화는 천
태종의 불교신앙과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이승희, 앞의 논문 pp.59~84). 그렇지만 현재 후
불벽 뒷면에 관음보살도가 대광명전이나 대웅전 등에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사찰의 신
앙 내지 특정한 의식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2) 김수현, 조선시대 관음도상과 신앙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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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頂心陀羅尼經변상도 등에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여 그것을 참고해서 그린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33) 이 외에 불교의식 때 법당을 돌면서 물을 뿌리는
灑水儀式을 하는 것처럼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관음보살이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쇄수의식을 위해 관음보살을 그렸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34)

[도 26] 觀音菩薩圖

직지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의 벽화(도26) 역시 조선후기에 불전의 후불벽
뒷면에 관음보살을 배치하던 전통에서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직지사 관음보살도는 검은 색에 가까운 바탕에 선묘로 그려졌으며, 선재동자
와 함께 용왕이 크게 부각되어 그려졌다는 점에서 다른 벽화와는 다르다. 먼
저 벽화에서와 같이 후불벽 뒷면 벽화의 바탕을 검은 색으로 처리하고 채색을
거의 배제한 채 선묘 중심으로 그린 예는 양산 신흥사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
살도(도2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35) 신흥사 대광전에는 건물 외부 포벽과 측
33) 유경희, ｢朝鮮 後期 白衣觀音壁畵의 圖像과 信仰 硏究｣, 美術史學硏究 265(한국미술사학회,
2010), p.218.
34) 정명희, ｢조선시대 불교의식의 삼단의례와 불화연구｣, p.71~73.
35) 후불벽 뒷면 관음벽화를 검은색 바탕으로 처리한 것은 단순히 선묘를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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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내부 좌우측 벽 및 포벽,
후불벽 등에 총 80여 점의 벽
화가 남아있는데, 내부의 동벽
에는 藥師三尊圖와 八部衆, 서
벽에는 阿彌陀三尊圖와 6大菩
薩圖 및 八部衆, 좌우 포벽에
八相圖 등이 있으며, 후불벽
[도 27] 신흥사 대광전 삼관음보살벽화, 조선후기, 토벽채색, 경상남도 양산

뒷면에는 三觀音菩薩圖가 그

려져 있다. 삼관음보살도는 화면 중앙에 정면향의 水月觀音坐像, 왼쪽에는 물
고기가 담긴 바구니를 든 魚籃觀音, 오른쪽에는 白衣觀音이 배치되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三觀音을 함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그런데 신
흥사 삼관음보살도는 직지사 관음보살벽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은 바
탕에 백, 황색선묘를 사용하여 그린 점에서 직지사 대웅전 관음보살도와 같은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37)
육신부에는 채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묘로 그리는 벽화는 18세기 線描
佛畫의 성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에는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묘불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특히 경상도 지역은 현
존하는 선묘불화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묘불화의 조성이 성행했다.
朱地를 많이 사용했던 전라도지역에 비해 경상도에서는 朱地와 함께 墨地, 紺
地 등을 사용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바로 이러한 흑지나 감지를 불화의 바탕
으로 사용하던 경상도지역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후불벽화에서 검은 바탕을
사용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38)

라 관음의 주처인 어둡고 깊숙한 暗窟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은경, ｢新興
寺 佛殿莊嚴 壁畵考｣ 미술사논단 41(한국미술연구소, 2015), pp.132~134).
36) 김미경은 수월관음을 본체신으로 하여 오른쪽의 일반여인상의 어람관음은 化身, 그리고 왼쪽의
백의관음은 應身 등 觀音化現 三身像으로 보았다. 김미경, ｢조선후기 관음보살도 연구｣(동아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37~38. 또한 박은경은 최근 불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에서
발견된 어람관음, 백의관음벽화는 삼관음은 아니지만 신흥사의 어람관음·백의관음 벽화는 동
일계 관음초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은경, ｢新興寺 佛殿莊嚴 壁畵
考｣, p.131.
37) 신흥사 벽화에서는 백, 황색의 선묘를 사용한 반면 직지사 벽화에서는 먹선을 사용해서 그린 점이
다르다.
38) 선묘불화에 대해서는 김형곤, ｢조선시대 선묘불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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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지사 관음보살벽화에서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선재동자와 용왕을
삼존형식으로 함께 표현하는 도상은 다른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벽화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도상이다. 관음보살도에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것은 잘 알려
져 있듯이, 華嚴經 入法界品에서 善財童子가 53善知識을 만나 도를 구하던
중 28번째로 보타락가산의 金剛寶石 위에 跏趺坐를 틀고 앉아 있는 觀自在菩
薩을 만나 菩薩行과 菩薩道에 대해 묻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음보살도
에 선재동자와 용왕이 함께 나타나는 도상은 의겸이 그린 운흥사 관음보살도
(1730년)에서 처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용왕 뿐 아니라 용녀가 함께 나타나
고 있어 용왕이 관음보살의 중요한 협시로 표현된 직지사 관음보살벽화의 도
상과는 다르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용왕으로 이루어진 삼존형식은 18세기
후반의 용연사, 통도사벽화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삼존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
도로 용왕과 선재동자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39) 대부분 불화에서도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도상이 유행했던 것을 볼 때,40) 직지사 관음보살벽화는 관
음보살-용왕-선재동자의 도상을 보여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Ⅳ. 직지사 대웅전 벽화의 편년
지금까지 직지사 대웅전의 내벽에 그려진 벽화의 현황과 도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웅전 외벽의 벽화는 모두 근래에 새로 그려진
것으로 옛 모습을 알 수 없다. 반면 내부 벽화는 처음 조성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웅전 내부의 벽화는 언제 그려진 것일까. 탱화와
달리 벽화는 건물의 창건 및 중창, 중수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벽화의 조성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직지사 대웅전의 중창과 중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9) 용연사 극락전 측면의 백의관음도는 보살 앞에 선재동자, 뒤쪽에 용왕이 묘사되어 있고 통도사 영
산전 외부 서측면 관음보살도는 보살 앞에 선재동자와 용왕이 마주한 모습으로, 직지사처럼 관음
보살, 용왕, 선재동자가 본격적인 삼존을 이루는 형식은 아니다.
40) 19세기 관음보살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미경, ｢19세기 如來圖에 융합된 觀音菩薩의 新圖像硏究｣,
文物硏究 18(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동아시아문물연구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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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사 대웅전(도28)은 多包
系 팔작지붕의 정면 5칸, 측면 3
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서,
현재 보물 제1576호로 지정되어
있다.41) 조선 전기에는 大雄大
光明殿이라고 불린 2층의 건물
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조선 후기에 단층건
물로 다시 세웠다고 한다.42) 대
[도 28] 직지사 대웅전, 조선후기, 경상북도 김천

웅전에 관련된 기록자료로는
<直指寺大雄殿重創記>(1664,

靈祐)와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1735, 琯澄), <直指寺大雄殿
重刱上樑文>(1735, 鄭儁) 등이 전해오며, 그중에서 가장 이른 사기의 기록은
1664년에 靈祐가 지은 <直指寺大雄殿重創記>(도29)이다. 이 중창기는 직지사
의 중창불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그 시말을 기록한 것인데, 1649년(인조27)에
尙元과 戒林의 주도로 대웅전을 중창하고 단청을 했음을[塗丹] 밝히고 있다.
당시의 대웅전 불사에 대해 ‘순치6년(1649) 住持 太佑와 尙元 등이 (대웅전을)
重營하였는데, 그 전각의 규모와 회화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기원정사 못지않
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43) 대웅전이 상당한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탱화 및 벽

[도 29] <直指寺大雄殿重創記>, 1664년, 靈祐 지음

41) 김천 직지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상하)(문화재청, 2011).
42) 직지사－본사편(성보문화재연구원, 1994), pp.198~199 ; <金泉直指寺重記>(1776년), “大覺世
尊釋迦牟尼佛大光明寶殿”
43)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 “順治六年己丑春行住持太佑尙元等戮力而重營其宮殿之宏
廣繪畫之美麗誠不下於祇園之精舍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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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한 잘 갖추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대웅전 불사는 왜란 때 소실
된 것은 완전하게 새로 지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중창이라고 할 수 있다.
직지사 대웅전은 90년 만에 다시 중창되었다. 대웅전 상량식에 즈음하여 쓰
여진 <直指寺大雄殿重刱上樑文>에 의하면44) 1735년에 대웅전을 중창했다고
한다. 당시 중창의 총 지휘자는 僧統인 宗益이며, 琇卞․淸察이 이를 도왔고,
義天․處明․琯澄 등 산중대덕도 힘을 모았으며 忠黙․淸源가 大化主, 祖遠
이 化主를 맡았다고 한다. 就運은 목수, 雪雲은 석공을 총괄하였고, 대들보에
龍首를 잇대는 일은 緇白, 기둥의 鳳頭를 조각하는 일은 雪仁, 曇現은 재물, 雙
允은 음식공양을 담당하는 등 목수 20여 명과 冶匠, 蓋瓦工, 都監 그리고 化
士, 總察都監, 陶瓦都監 등 50여 명의 산중대중과 900여 명의 시주가 참가하
였다고 한다.45) 1649년의 중창불사 이후 100년도 안된 시기에 대대적인 중창
불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수와 개와공, 야장 등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900명이나 되는 시주가 동참했던 것을 보면 대웅전 불사가 상당한
규모였던 듯 하다.
이상의 기록에 의해볼 때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왜병의 방화로 불타버린 후
1649년에 중건되었으며, 1735년에 다시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35년 이
후 대웅전을 중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오늘날의 대웅
전의 모습은 18세기 중엽 중창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735년 중창불사의 기록 어디에도 단청 화승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누
가 단청을 했는지, 어느 정도로 단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1735년의 중창기록에는 화승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반
면 1714년에 대웅전 불상을 개금하면서 남긴 <慶尙道金山郡地西嶺黃嶽山直
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46)에 단청화승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을 근거
로, 1714년에 이미 대웅전에 단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735년 중
창 때는 단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47) 사실 대웅전
삼세불의 腹藏願文에는 1713~1714년에 삼세불상의 개금 뿐 아니라 대웅전 단
44) <直指寺大雄殿重刱上樑文>(鄭儁 撰)
45) 상량문은 연목 교체 및 기와를 번와(1969. 3. 1~1970. 11. 30) 할 때 주지 녹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46) <慶尙道金山郡地西嶺黃嶽山直指寺佛像三尊改金腹藏重修記>, 1714년, 종이, 55.4×238.7cm, 1매,
직지성보박물관소장
47) 이용윤, ｢직지사 대웅전 내부 벽화의 도상과 조성시기｣, p.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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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法殿丹靑畵工秩로 雪岑을 비롯하여 性澄․道
益․雪梅․性眼․順安․呂淸․敏凞․心俊․心鑑․六淸․致學․碩宗․惠
察․印䝺․䝺信․一玄․戒摠․名岑․智明 등 20여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수화승 설잠을 비롯하여 단청불사에 참여한 화승들은 당시 경상도를 중
심으로 활동하던 화승으로 18세기 초부터 직지사의 단청 및 개금, 불화 불사
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므로,48) 1714년 불상개금불사 때 이들이 대웅전의 단청
을 조성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대웅전 벽화의 화풍이 설잠, 성
징 등의 화풍과 유사한 점 역시 이 시기에 단청불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49)
그런데, 사적비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1649년의 불사를 重修,50) 重營51)
이라고 기록한 것과 달리, 1735년의 대웅전 중창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重創이
라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대웅전은 거의 새롭게 지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전각을 중창하면서 단청은 거의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시
중창불사에 9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시주를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중
창의 규모는 대단했던 것 같다. 이와 함께 대웅전 내벽 벽화가 대체적으로 18
세기 전반의 양식을 보여주면서도 일부 벽화에서는 18세기말~19세기로 내려
볼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1714년의 단청불사 후에도 일부
벽화의 중수나 개채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52)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것이 벽화의 양식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
럼 대웅전 내부에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졌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시선
을 사로잡은 것은 서벽 측벽에 그려진 기룡관음도이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용 위에 서서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모습은, 다른 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직지사 벽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8) 이들 화승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용윤, 앞의 논문, p.660 참조.
49) 직지사 단청의 양식과 참여화승들의 화풍에 대해서는 이용윤이 앞의 논문(pp.656~662)에서 자
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50)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1741), “壬辰之亂寺蕩爲灰燼山人仁守明禮等發願重脩繼而有妙衍尙元
信洽寶鑑道慧覺淳等幹其伇七十年間”
51)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1735), “順治六年己丑春行住持太佑尙元等戮力而重營其宮
殿之宏廣繪畫之美麗誠不下於祇園之精舍況”
52) 직지사 대웅전은 건축 구조상으로 볼 때 17세기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공의 세부형태는
연화쇠서형으로 후기적 요소가 병행하고 있어, 대웅전은 17세기 중건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친 것으
로 보기도 한다.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 2, p.110.

168

석당논총 73집

아미타화불이 그려진 높은 보관을 쓰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白色의 長
袍를 걸치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교차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모습은 중국에서
는 唐末부터 五代十國 시기에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의 관음보살은 특히
북중국 遼와 남중국의 吳越國에서 성행하였던 도상으로 절강성 杭州 煙霞洞
洞口西壁의 백의관음상에서도 볼 수 있다.53)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
와 유사한 백의관음상이 알려졌던 듯, 일본 東光寺 관음보살도에서 유사한 모
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 뒷면 관음보살벽화
(1476년)로 이어졌고 이후 조선후기까지 즐겨 도상화되었다. 또한 관음보살
의 얼굴표현 중 눈썹을 녹청으로 버들잎모양으로 칠하고 눈 아래 위에 선을
그어 눈두덩이를 표현한 기법은 隱奇를 비롯한 義謙의 제자 5명이 그린 선암
사 33조사도의 석가모니불(1759년)에서도 볼 수 있으며, 도톰한 콧망울과 작
은 입술 등은 흥국사 수월관음도(1723년), 운흥사 수월관음도(1730년), 국립
중앙박물관소장 수월관음도(1730년) 등 18세기 전반경의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병을 들고 관음보살과 함께 용 위에 올라서 있는 동자의
모습이나 정병의 형태 또한 17~18세기에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여서,
기룡관음도의 양식과 도상은 18세기 중창 당시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음이 타고 있는 용의 모습은 몇 가지 점에
서 다소 시대가 떨어진다.54) 먼저 과장된 발톱과 부
리부리한 눈, 다소 희화화된 입 주변의 모습, 가지런
히 묘사된 갈기 등은 창방과 평방에 그려진 雲龍圖와
비교할 때 형식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용의 등 비늘
을 마치 점을 찍듯이 흰색으로 그린 점(도30)이 눈에
띄는데, 흥국사 팔상전 석가모니후불도(1741년), 직
지사 삼세불도(1744년),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불도
(1776년) 등 18세기 불화에서는 용의 등 비늘이 뾰족
한 가시처럼 표현되지만, 19세기에 이르면 송광사 청 [도 30] 기룡관음도 부분

53) 유경희, ｢朝鮮後期 白衣觀音壁畵의 圖像과 信仰 硏究｣, pp.200~201
54) 조선시대 후기 운룡문의 시대적 변천에 대해서는 방병선,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
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硏究 220(한국미술사학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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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암 아미타후불도(도31, 31
-1, 1880년)에서 보듯이 원형
의 점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의 표현은
관음보살보다 조금 시대가
내려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북벽의 여의주를
쥐고 있는 천녀비천도에서
천녀가 들고 있는, 세 갈래의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납작
[도 31] 송광사 청진암 아미타불도, 1880년, 전라남도 [도 31-1] 도31의 부분
순천

한 원통형의 보주는 고방사
아미타불도(1688년), 화엄사

괘불도(1653년),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 통도사 대광명전 석가모니불도
(1759년) 등 17~18세기 불화의 둥근 구술에 한 줄기 화염이 표현된 보주와는
다르며, 19세기 불화에 보이는 보주의 형태와 유사하다. 또, 남측면 내목도리
윗벽과 포벽화 등에서도 구불구불한 광배의 표현이라던가 굵은 윤곽선, 인물
표현기법 등에서 일부 18세기 전반기 불화양식과는 다른 표현들이 엿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예로 볼 때, 대웅전의 내벽 벽화 대부분은 18세기 전반의 양식
을 보여주지만 일부 벽화는 후대에 다소 개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직지사 대웅전에는 서측벽과 동․서․남․북면의 내목도리 윗벽 및 포벽,
후불벽 뒷벽 등에 많은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중에는 기룡관음도와 기룡동자도, 후불벽의 관음보살․선
재동자․용왕도처럼 다른 사찰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도상이 많아서
조선후기 사찰벽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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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직지사 대웅전 내부벽화의 배치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기룡관음
도․기룡동자도․후불벽 뒷면 관음보살도․한산습득도 등 다른 사찰벽화와
차별성을 갖는 도상에 대해 도상적 연원과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대웅
전의 중창기록 및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벽화의 조성연대를 고찰하여, 벽화 대
부분은 1713~14년에 雪岑과 性澄을 비롯한 20여명의 화공이 중심이 되었던
단청불사 때 조성되었으며, 1735년의 대웅전 중창불사 때도 부분적으로 벽화
의 조성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룡관음도와 기룡동자도를 비
롯한 일부 벽화는 도상과 채색 등에서 19세기 이후의 특징이 보이고 있어, 중
창 이후 부분적으로 개채와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직지사 대웅전의 후불벽 뒷면 벽화를 포함한 측벽화와 사면의 포벽화,
내목도리 윗벽화 등 내부벽화는 18세기 전반 사찰벽화의 제작기법과 양식 및
다양한 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찰벽화 연구에서 자료적 가치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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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conography and Characteristic of Wall Painting of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in Late Joseon
Kim, Jung-Hee
The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attracted attention long ago with
wall paintings of various themes. Among them, as in the Avalokitevara
riding a dragon, the Buddhist child riding a dragon, and the Avalokitevara
Triad (Avalokitevara‐Sudhana‐Dragon King), there are many unique
iconographies that cannot be seen in other temple wall paintings, which
shows the originality of its value that is widely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temple wall paintings in late Joseon. This study
examined the layout of the wall painting of the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and explored the iconographical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inting which show differentiation from other temple wall paintings
such as Avalokitevara riding a dragon, Buddhist child riding a dragon,
Avalokitevara Triad, Chinese Monk Hansan(寒山) and Seupdeuk(拾得)
painting, etc.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ositional ages of wall
paintings focusing on the Daeungjeon Hall’s rebuilding records and
document records. Most of the wall paintings were created during the
painting work Buddhist construction, which was centered on about 20
monk‐painters who painted painting works including Seoljam(雪岑) and
Seongjing(性澄) in 1713‐14, and it was found that wall painting was
partially made in the rebuilding period of the Daeungjeon Hall in 1735.
However, some wall paintings, including the Avalokitevara riding a dragon
and the Buddhist child riding a dragon, are showing characteristic of
iconography and coloring of the post 19th century, and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repair and maintenance were partially performed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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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ing. The wall painting of the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is
well preserved inside the wall painting including the wall painting behind
the Buddha, and therefore, it is said that it is a representative work showing
the production technique, style and various iconographies of temple wall
paint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that there is a great value
to the study of temple wall paintings in late Joseon.
Key Word : Daeungjeon Hall at Jikjisa Temple, Wall Painting, Avalokitevara

riding a dragon, the Buddhist child riding a dragon,
Avalokitevara Triad, Chinese Monk Hansan(寒山) and
Seupdeuk(拾得) painting, Seoljam(雪岑), Seongjing(性澄),
Temple wall paintings in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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