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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慈壽寺⋅仁壽寺의 章烈王后 發願
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송 은 석*
1)

－목 차－
Ⅰ. 서론

Ⅳ. 목조석가불좌상 발견 복장물

Ⅱ.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
Ⅴ. 목조석가불좌상의 양식적 특징
Ⅲ. 목조석가불좌상의 조성 배경과
과 조각승 현진
조각승

Ⅵ. 결론

개

요

1622년 광해군의 正妃인 章烈王后가 발원하여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하였던 11존상 중의 하나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당대
최고의 聲價를 구가하던 조각승들인 현진, 수연, 응원 등에 의하여 조
성된 불상이다. 선찰사 불상이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등 함께 조성된 불상들에 비하여 크기는 작지
만,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에서 후령통, 발원문, 저고리, 다라니, 筆寫된 종이 등이 발견되
었으며, 발원문을 통하여 불상의 조성 시기, 후원자, 조성 목적, 조각
가 이름 등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발
견되어 조사된 지장암 비로자나불상과 칠보사 석가불상 발원문과 비
교하여 광해군 말기 왕실 불교의 상황과 조선 전국의 불상 조각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songunsok@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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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찰사 석가불상과 함께 조성된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에 현진, 응원,
수연 등 여러 조각승들의 조각 양식이 반영되었던 것과 달리, 선찰사
석가불상은 칠보사 석가불상처럼 거의 현진 양식만으로 조성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러 조각승 유파가 참여하였던 대단위 불사 속
에서도 참여한 조각승 유파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다양한 양식의 불
상들이 조성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주제어 : 章烈王后, 慈壽寺, 仁壽寺, 玄眞, 彫刻僧, 仙刹寺

Ⅰ. 서론
2015년 12월 2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安東 仙刹寺

의 <木造釋迦佛坐像>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원문, 후령통, 저고리,
다라니 등 다양한 복장물들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 불상은
1622년 5월 26일 광해군 왕비인 章烈王后의 발원에 의해 慈壽寺와 仁
壽寺에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11존의 불상 가운데 하나로 밝혀

졌다. 당시에 제작된 11존상 중에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
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등 2존상이 기존에 조사되어
보고되었으며, 선찰사의 석가불상은 3번째로 보고된 불상이다. 11존상
은 즉, 2구의 毘盧遮那佛像, 3구의 釋迦佛像, 2구의 盧舍那佛像, 2구의
阿彌陀佛像, 1구의 觀音菩薩像, 그리고 1구의 大勢至菩薩像으로, 이중

비로자나상 1구와 석가상 2구가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 8존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1) 서울에서 제작되어 봉안되었던 불상들이 서
1) 장열왕후 발원 11존상의 발견과 보고:
2007년 7월: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사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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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뿐 아니라 경상도에서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아 1661년 자수사와 인
수사의 폐사 이후 11구의 존상들은 인연이 있는 전국의 사찰로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622년의 자ㆍ인수 양사의 불상 조성 불사는 조선 후기에 왕후가 직

접 발원하여 조성한 드문 사례이기에 조선 후기의 불교사적 의미가 크
다.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 하에서도 왕실의 妃嬪이나 왕자 등이 불사,
불전, 불상, 불화, 불탑 등을 제작하거나 시주한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
지만, 도성 안의 왕실과 밀접한 사찰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한꺼번에 11
구의 불상과 7폭의 불화를 조성한 불사는 다른 사례와 견주어 지역과
규모 면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또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玄眞, 守衍, 應元 등 당대 최고의 여러 流派에서 首
長들이 참여하여 불상을 제작하였던 것도 드문 사례였는데, 왕후의 發
願과 覺性같은 고승이 證明으로 지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 판단된다.
원래 11존상 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3구의 불상들에는 조각승 유파
의 양식적 차이가 확인된다. 즉, 지장암 비로자나상에는 수조각승인 현
진의 작풍뿐 아니라 차조각승과 3위 조각승 등의 작풍이 함께 표현되
어 있지만,2) 선찰사 석가상과 선찰사 석가상에는 수조각승인 현진의
작풍이 가장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는 여러 조각승 유파가 참여하였

2010년 3월: 지장암 학술대회 및 지장암: 지장암의 역사와 문화 발간 (한
국미술사연구소).
2014년 11월: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불좌상 조사 (문명대).
2015년 12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조사 (박은경, 한정호).
2016년 5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및 복장물 조사 (송은석).
2016년 12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의류 및 직물 조사 (이은주,
박윤미).
2017년 1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학술대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 22, 2008, 9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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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대단위 불사 속에서도 참여한 조각승 유파나 개인 조각승들의 조합
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Ⅱ.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
조선시대에 불상을 조성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였던 경전인 造像經
에 의하면, 복장발원문은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쓰며, 證明(불사를
총괄하는 상징적인 승려로 일반적으로 佛事 당시의 최고위 직책에 있
는 승려), 榟匠(조각 장인)과 給侍(장인을 보조하는 사람), 檀越(施主者,
불사에 소용되는 재물을 낸 사람), 緣化(불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
람들), 助緣(불사를 도와준 사람들) 등의 이름을 일일이 모두 써야한
다”고 하였다.3) 현존하는 조선 후기 복장발원문 중에는 조상경의 지
침에 따라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를 사용한 예가 많지는 않지만, 조상
경의 내용을 따라 불상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일반적이다. 1622년의 장열왕후 발원 불사에서는 지장암
비로자나불상, 칠보사 석가상, 그리고 이번 선찰사 석가불상의 발원문
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상경의 규정을 따라,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흰색 종이에 먹으로 쓴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상 발
원문과 달리 경전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2]. 또한 발
원문의 체계 또한 僧俗의 인물들이 계위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배치되
었으며, 임금의 私財인 寶帑金을 사용한 왕후의 발원인 만큼 일반적인
조선 후기 불상 조성시에 참여하였던 일반 속인 시주자는 하나도 참여
하지 않았다.

3) “靑綃紅書 證明諸師榟匠給侍檀越緣化見聞隨喜助緣者 一一備書爲可也.(造
像經, 楡岾寺, 1824,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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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22년 5월 26일, 靑綃紅
書, 33.2×69.8cm (송은석)

[그림 2]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
문｣ 중 ‘造像畵員秩’ 부분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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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4) 1622년 5월 26일, 靑綃紅
書, 33.2×69.8cm.
恭聞
覺皇功成億劫位著義天三身之德相周圓四智之慧明眞淨分身刹土實萬
善之莊嚴一坐蓮宮乃群心之欽慕慈深苦海悲極含生是故一聞號而衆
罪悉除一念歸而萬福畢集今我
章烈5)殿下益信

佛乘爰發 聖願特爲

主上6)殿下陰陽泠釋年月厄消二曜並明休光隻於千古兩儀齊壽盛業
邁於百王天人交慶日月貞光7)
王世子8)邸下壽星獻彩如來座福辰呈輝

世尊前順從民心荷天地之休

命傳授
寶明宣
祖宗之重光
世子嬪朴氏9)邸下壽命千秋敬奉慈圍之德仰致怡愉之禮密符徽音之恩克
勤敬10)戒之䂓速誕元孫纘承 聖嗣亦爲
4) 송은석 석문.
5) 광해군의 정비인 章烈貞聖王后柳氏(1576.7.21～1623.10.8)이다. 大東野乘
卷44에 수록되어 있는 凝川日錄 권1, 丙辰年(광해군 8, 1616) 10월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十六日禮曹. 闕前上尊號軆天興運浚德弘功. 今上
神聖英肅欽文仁武. 中殿前上章烈. 今上貞聖. 16일 예조에서, ‘임금께 전에
體天興運浚德弘功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이제 神聖英肅欽文仁武라는 존호
를 다시 올렸다. 중전께는 전에 章烈이라는 존호를 올렸는데, 이제 다시 貞
聖이라는 존호를 새로 올렸다’고 하였다.(釋尾春芿 編, 大東野乘 8,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0, 683쪽 ; 鄭鳳和 譯, 국역대동야승 Ⅺ, 서울: 민족문
화추진회, 1968, 176쪽).
6) 光海君 李琿(1575.4.26～1641.7.1 재위: 1608.2～1623.3). 선조대왕의 2자로
모친은 恭嬪 金氏(1553～1577)이다.
7) 지장암본에는 ‘明’.
8) 광해군의 세자 李侄(1598.12.4～1623.6.25). 지장암본에는 ‘世子’.
9) 광해군의 세자빈 朴氏(?～1623.5.25). 密陽 朴自興(1581～1623)의 딸이다. 지
장암본에는 ‘嬪朴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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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身章烈殿下德並大術道同宣仁增壽筭於靈椿著徽音於盛世身輕氣順
頓消諸病之根食穩寢安永享萬年之快抑願
先王先后祖宗列位仙駕
文陽府院君柳自新仙駕11)
蓬源府夫人鄭氏仙駕12)
壬辰生公主李氏仙駕13)
丙申生公主李氏仙駕14)
庚子生大君李氏仙駕15)
甲寅生郡主李氏仙駕16)
贈文陵君進士柳希鏗靈駕17)
贈文源君 柳 希 聃 靈駕18)
先亡上世宗祖親姻眷屬之靈脫此三有生彼九蓮以此大願恭捐寶帑虔
募良工敬造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盧舍那19)如來二尊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장암본에는 ‘儆’.
왕비의 부친인 文陽府院君 文化 柳自新(1541～1612)이다.
왕비의 모친인 蓬原府夫人 東萊 鄭氏(1541～1620)이다.
1592년생 장열왕후 유씨 소생의 공주로 추정되나, 宣祖實錄에 기록은 없
다.
1596년생 장열왕후 유씨 소생의 공주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선조 29년
(1596) 5월 22일 戊子조에, “世子嬪産室排設”이라는 기사가 있다.
1600년생 장열왕후 유씨 소생의 왕자로 추정된다. 宣祖實錄 선조 33년
(1600) 10월 4일 甲戌조에, “傳曰 世子嬪産室排設”이라는 기사가 있다.
1614년생 세자빈 박씨 소생의 왕손으로 추정된다. 光海君日記 광해군 6
년(1614) 7월 5일 乙卯조에, “傳曰 世子嬪産室已設”이라는 기사가 있으며,
동 12월 19일 丁酉조에, “東宮阿只氏不救”라는 기사가 있다.
유자신의 장남(1561～1583)이자 왕비의 오빠.
유자신의 이남(1563～1614)이자 왕비의 오빠.
지장암본에는 ‘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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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陁如來二尊
觀音菩薩
大勢至菩薩兼圖畵像
三身大靈山會幀二

龍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工手已畢奉安于慈仁壽兩寺仰表忄丹愫靡懈初心克成勝
妙以此大功德伏願
諸聖垂慈嘉應時格洪休使成前願必獲後果悔吝頓消吉祥荐至動資
佛力永享不老之春秋尋符 天恩長見太平之風月群臣協睦百神護
祐東溟乏賊倭之舟舟咠20)北地絶兇狄之弓弩天災自滅地変自弭雨暘和而百
穀登場干戈息而四方莫枕
佛日與舜日恒明禪風共堯21)遐扇然後願惠流22)

瑤圖地久寶曆天長

澤及含23)咸脫苦波同遊覺海伏惟
諸聖慧眼遙觀作此功德

時維

大明天啓二年壬戌五月二十六日謹記
造像畫員24)

咽導

證明大德熙彦

玄眞 淸虛

太鑑

證明大德覺性

玉明 性仁

密衍

守衍 宝熙

義仁

應元 印均

性玉

法玲 敬玄

勝一

持任智軒

明訔 志守 看香
坦宗

雲牛
書記
宗遍
寫經
熙安
別痤
熙祥

飯頭
笁熙
濟一
戒淳
熟頭

舟楫의 오기로 추정됨.
지장암본에는 ‘堯風’.
지장암본에는 ‘寶刹’ 추가됨.
지장암본에는 ‘靈’ 추가됨.
지장암본에는 ‘秩’ 추가됨.

道彦
助役
可英
宗印

雙衍

性眞

應和

雙淳

妙安

宗式

敬禪
20)
21)
22)
23)
24)

淨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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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조석가불좌상의 조성 배경과 조각승
1. 조성 배경
최근 발견된 안동 선찰사의 <木造釋迦佛坐像>은 임진왜란 이후 조
성된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왕비 발원 불사인 광해군 왕
비 章烈王后에 의해 조성된 11구의 불상 중 하나이다.25) 왕비가 직접
발원하고 조성하여 후궁 등 왕실 여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시설인
慈壽寺ㆍ仁壽寺에 봉안되었던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거니와, 당

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장 뛰어난 조각승들이 대대적인 참여에
의해 조성된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불상들이
다.26) 당시에 조성된 11존상 중에서 서울 지장암의 비로자나불상과 서
울 칠보사의 석가불상에 이은 세 번째 발견 사례이며, 조성 배경이 기
록된 발원문으로는 지장암 불상에 이어 두 번째 발견이다.
지장암 비로자나불상과 선찰사 석가불좌상에서 발견된 두 발원문에
의하면, 이 불사는 광해군의 정비인 章烈王后가 임금(광해군)과, 자신
의 아들 내외인 世子와 世子嬪 朴氏를 위해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
다.27) 왕후는 또한 돌아가신 先王先后의 영가를 비롯하여 자신의 친정
아버지인 柳自新과 어머니 鄭氏의 靈駕 그리고 자신이 낳은 왕자와 공
25) 文明大, ｢17세기 전반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
의 연구｣, 講座美術史 29, 2007, 355～378쪽 ;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
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 22, 2008, 86～96쪽; 문명대, ｢칠보사 대
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석가불좌상과 복장품의 연구｣, 講座美術
史 43, 2014, 343～358쪽.
26) 자수사와 인수사는 서울 도성에 있던 尼院으로, 늙어 의지할 데 없는 宮人
들이 몸을 의탁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金龍國, ｢慈壽宮과
仁壽宮｣, 鄕土서울 27, 1966, 3～38쪽 ; 李起雲, ｢조선시대 왕실의 比丘尼
院 설치와 信行｣, 역사학보 178, 2003, 29～58쪽 참조.
27) 장열왕후는 광해군의 정비인 章烈貞聖王后 柳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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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壬辰生(1592), 丙申生(1596)의 공주 두 명
과 庚子生(1600)의 왕자, 그리고 세자빈 박씨 소생의 甲寅生(1614)의
왕손, 柳希鏗, 柳熙聃 등 세상을 떠난 친정 형제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성하였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칠보사 석가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大檀越로서 丁卯
生(1567년) 大妃金氏가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다. 1622

년 당시의 大妃는 선조의 계비인 仁穆王后(昭聖大妃, 1584～1632)이다.
그러나 인목왕후는 甲申生(1584)으로 발원문의 丁卯生과 다르며, 광해
군에 반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永昌大君을 옹립하려다 실패한 후 1618
년 폐위와 함께 西宮에 유폐되어, 1622년 당시에는 廢妃 상태였다. 광
해군의 생모인 恭嬪金氏(1553～1577)는 1610년 恭聖王后로 추증되었기
때문에 발원문에 大妃로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공성왕후는 癸
丑生(1553)으로 역시 발원문의 丁卯生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칠보

사의 역사가 기록된 칠보사연혁의 기사가 주목된다. 칠보사 석가상
과 지장암 비로자나상은 모두 廣州에 있었던 永昌大君 墓 부근의 法輪
寺에 봉안되었던 존상들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영창대군은 선조와

인목왕후의 嫡子이자 광해군의 이복동생으로 역모 혐의로 광해군에 의
해 廢庶人되어 죽임을 당한 왕자이다. 1661년 자수사와 인수사가 폐사
된 이후 존상들이 이안된 곳 가운데 하나가 영창대군과 관련이 있는
법륜사였다는 점에서 칠보사 석가상 발원문의 대비가 인목왕후일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8)
또 다른 조성 배경으로는 국가의 안녕과 전쟁의 종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개인적인 염원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1592～1598)의 신고를 몸
소 겪었고, 後金의 발흥과 전쟁을 지켜 본 장열왕후였기에 동쪽의 倭와
북쪽의 女眞에 의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되었

28) 문명대, 앞의 논문(2014), 346～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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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동쪽 바다에서는 왜적의 배들을 물리치고, 북쪽 땅에서는
흉악한 북쪽 오랑캐를 끊어내기를’ 바라며, ‘모든 전쟁이 완전히 멈추
기를’ 바라면서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29)

2. 조각승과 조각승 유파
이 불사는 왕비가 발원하였고 11존상을 함께 조성한 불사였기 때문
에, 玄眞, 應元, 守衍, 法玲, 淸虛, 印均, 勝一 등 당대를 대표하는 조각
승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졌다.30) 이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
데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한 조각승들도 있었겠지만, 유파를 대
표하여 참여한 조각승들도 있었다.31) 玄眞派에서는 수장인 현진이 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明訔이 6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勝日은
16위 조각승(지장암본에서는 冶匠)으로 참여하였다.32) 應元派에서는

수장인 應元이 4위 조각승(지장암본에서는 次彫刻僧)으로 참여하였고,
10위 조각승으로 印均이 참여하였으며,33) 守衍派에서는 수장인 수연이
29) “……東溟乏賊倭之舟舟咠北地絶兇狄之弓弩……干戈息…….”(｢安東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30) “……造像畵員 玄眞 玉明 守衍 應元 法玲 明訔 淸虛 性仁 宝熙 印均 敬玄
志守 太鑑 密衍 義仁 性玉 勝一……”(｢安東 仙刹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
發願文｣); “……造像畵員秩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訔 淸虛 性仁 普
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冶匠 性玉 勝一 密衍 義仁…….”(｢서울 地藏庵 木
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
31) 조선 후기 불상 조성 방식 중 여러 유파의 공동작업에 대한 연구는 송은
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 22, 2008, 86～96
쪽 참조.
32) 현진파에 대해서는 송은석, ｢17세기 彫刻僧 玄眞과 그 流派의 造像｣, 美
術資料 70․71, 2004, 69～99쪽; 문명대, 앞의 논문(2007), 369～377쪽 참
조.
33) 응원파에 대해서는 孫永文, ｢조각승 印均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
史 26-Ⅰ, 2006, 53～80쪽; 송은석, ｢조선 후기 應元․印均派의 활동: 應
元, 印均, 三忍｣, 한국문화 52, 2010, 219～249쪽 참조.

12 石堂論叢 67집

3위 조각승, 寶熙가 9위 조각승, 性玉이 16위 조각승(지장암본에서는
冶匠)으로 참여하였다.34) 유파 소속의 조각승을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

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승들로는 5위 조각승 法靈,35) 7위 조
각승 淸虛 등을 들 수 있겠다.36) 이들 제 조각승들은 17세기 초반과 중
반에 걸쳐 조선에서 가장 활발한 조상 활동을 펼친 조각승들이며, 전라
도, 경상도, 충청도 등 전국 곳곳을 근거지로 활동한 조각승들이다.
1622년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될 불상들을 조성할 당시 이들 조각

승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유파를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불상들만으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 언급된
조각승들은 1610년대에서 1620년대 사이에 각각의 수조각승들이 유파
의 구성원들을 이끌고 조상 활동을 시작하였고, 유파의 구성원으로 언
급된 현진파의 明隱과 勝日, 응원파의 印均, 수연파의 性玉과 寶熙 등
의 조각승들은 1622년 이후에도 자신이 속한 유파를 중심으로만 활동
하였기 때문에, 1622년 불사 당시에도 이들 조각승들과 유파들이 어느
정도 독립된 집단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수연파에 대해서는 최선일, ｢전라남도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
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 2004, 199～217쪽; 최선일, ｢17세기 전반 彫
刻僧 守衍의 활동과 佛像 硏究｣, 東岳美術史學 8, 2007, 149～171쪽; 송
은석, ｢17세기 중후반 운혜파의 조상 활동: 운혜와 경림｣, 미술사와 시각
문화 9, 2010, 116～145쪽.
35) 법령파에 대해서는 송은석, ｢法靈派 彫刻僧과 佛像 - 法靈, 惠熙, 祖能｣, 불
교미술사학 5, 2007, 179～207쪽 참조.
36) 淸虛 또는 淸憲에 대해서는 송은석,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流派의 造
像｣, 美術資料 70․71, 2004, 91～95쪽 ; 李熙靜,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과 조각승 淸憲｣, 佛敎美術史學 3, 2005, 159～182쪽 ;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硏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論文, 2006, 52～65쪽 참
조. 승일에 대해서는 이분희,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
史 26-Ⅰ, 2006, 83～110쪽 ; 최선일, 앞의 논문, 2006, 84～91쪽 ; 송은석,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 26, 2010, 411～449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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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隱(또는 明訔)은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1612년 함양 上蓮臺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614년 구례 泉隱寺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조성 불사에 각각 3위 조각승과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다른
유파의 수조각승과 함께 불사를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명실상부한
현진파 조각승이라고 판단된다.37)
印均은 1624년 순천 송광사 廣遠庵의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 불

사에서 수조각승 應元 아래에서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1636년에도 응원을 따라 구례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노사나불좌상>을

함께 조성한 바 있어, 응원파 조각승으로 판단된다.38) 수조각승이 된
이후에도 그의 작풍은 응원을 그대로 따랐는데, 1633년 김제 귀신사 영
산전의 <목조삼세불좌상>과 1648년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보
살좌상> 등에서 응원풍의 작풍이 확인된다.39) 인균은 1622년 자수사⋅
인수사의 불사에서 응원과 함께 참여하기 이전인 1615년 김제 금산사
<독성상> 조성 불사에서도 수조각승 태전과 차조각승 應元 아래에서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어, 일찍부터 응원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갖
37) “……像匠秩 上員玄眞比丘 造像主學文比丘 次員明隱比丘 次員義能比丘
敎習太訓比丘……”(｢咸陽 上蓮臺 木造觀音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612년
10월 [송은석 석문]); “……畫士 玄眞比丘 明隱比丘 蒙能比丘 彦浩比丘 思
印比丘…….”(｢求禮 泉隱寺 木造觀音勢至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614년 6
[송은석 석문]).
38) “……畵員 應元 高閑 心淨 思舜 印均 釋參 宗海 性宗 天曉 鳳翼……”(｢順
天 松廣寺 廣遠庵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 1624년 9월 [고경 석문];
“……佛像大化士 懶黙與希寶 邀請淸憲英頤印均應元等 傳得栴檀像…….”
(栢庵性聰 刊, ｢湖南道求禮縣智異山大華嚴寺事蹟｣ 1697).
39) “……畫員秩 證明處明 持殿性悅 畫員印均 畫員大悟 畫員信戒 畫員寬海 畫
員懷鑑 畫員天沽 畫員處心 畫員靈寬 畫員靈印 畫員沽敬 畫員尙儀 畫員學
沽……”(｢金堤 歸信寺 塑造三世佛坐像 造成發願文｣ 1633년 10월 [송은석
석문]); “畵員 印均 尙儀 慈敬 灵侃 智玄 善河 淳玉 淳一 淸學 德軒 明淡
頂峯…….”(｢麗水 興國寺 木造地藏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648년 6월 [고
경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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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고 추정된다.40)
性玉과 寶熙는 1622년 자수사․인수사의 불사 이전인 1619년 서천
鳳棲寺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守衍을 이은

차조각승과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이력으로 보아 1622년 당시에는 이
미 수연과 연관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추정된다.41) 성옥
은 또한 본 불사 직후인 1623년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
상> 조성 불사에서도 수조각승 수연을 이어 차조각승으로 활동한 바
있어, 수연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42)
만약 자수사․인수사의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에 참여하였던 모든 조
각승들이 수조각승인 현진을 따른 현진파의 구성원들이었다면, 현진이
수조각승으로서 1610～30년대에 조성한 작품들의 복장발원문에 이들
의 이름이 하위 조각승으로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明訔과
勝一을 제외하고서는 이들 조각승들의 이름은 현진이 제작한 불상의

발원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應元과 印均, 守衍과 性玉․寶
熙, 法靈, 淸虛 등의 조각승들은 현진이 활동하던 17세기 초반에 각각

별도의 유파에서 수장으로 혹은 소속 조각승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기
록들이 남겨져 있다. 또한 이들이 유파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조성한 불
상 작품들에는 현진파의 불상들과 다른 자신들만의 유파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622년 수조각승
현진과 함께 자수사와 인수사의 불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들 모두
를 현진파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1622년 慈․仁壽 兩寺의 불사에 수조각승 玄眞의 아래에서 주요
40) “……萬曆四十三年乙卯 獨聖造成 化主竹衍 畫員太顚 應元 守衍 法令 印
均.”(｢大藏殿奉安佛像造成年代及七星閣｣ 1845).
41) “……畫員守衍 性玉 靈哲 応仁 宝熙.”(｢舒川 鳳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造成發願文｣ 1619년 1월 [송은석 석문]).
42) “……畵員守衍 性玉 靈哲 察英 法林 惠庚…….”(｢江華 傳燈寺 木造阿彌陀
佛坐像 造成發願文｣ 1623년 4월 [송은석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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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승으로 참여하였던 應元, 守衍, 法令, 印均은 이보다 7년 전인 1615
년에 수조각승 太顚의 아래에서 똑같이 하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太顚派’ 조각승들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현
진파 조각승들이 아닌 이유와 같다. 이들 玄眞, 太顚 그리고 元悟 등
1610년대에 활동한 조각승들은 임진왜란 이전의 16세기 조각승들과 임

진왜란 이후의 17세기 조각승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고리에 해당
하는 조각승들이며, 1622년 자수사․인수사의 불상을 조성할 당시 조
선에서 활동하던 조각승 가운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연장자인 현진에
게 수조각승을 맡기고, 전국에서 이름난 조각승 유파의 수장 및 각 유
파 소속의 조각승들을 모아 거행한 국가적인 불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ㆍ인수 양사 봉안 불상의 구성
선찰사 석가불상과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의 발원문에 의하면 이때 함
께 만들어진 존상이 모두 11존상이며, 그 존상은 毘盧遮那佛像 2尊, 釋
迦佛像 3尊, 盧遮那佛像 2尊, 阿彌陀佛像 2尊, 觀音菩薩像 1尊, 大勢至
菩薩像 1尊이라고 하였다. 또한 불상과 함께 三身靈山會幀 2幅, 龍華會
幀 2폭, 五十三佛幀 1폭, 中壇幀 1폭, 下壇幀 1폭 등 불화도 함께 제작

되었다.43)
1972년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七寶寺沿革에 의하면, 칠

보사 본존 석가불상은 廣州 淸凉山 永昌大君墓 곁에 있었던 法輪寺에
봉안되었던 삼존 중 하나로, 동대문 지장암으로 이안된 비로자나상이
본존이었고, 칠보사의 석가상도 삼존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그림 3].44)
43) “……尊像毘盧遮那佛二尊 釋迦如來三尊 盧舍那如來二尊 彌陁如來二尊 觀
音菩薩 大勢至菩薩 兼圖畵像 三身大靈山會幀二 龍華會幀二 五十三佛幀一
中壇幀一 下壇幀一 工手已畢 奉安于慈仁壽兩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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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七寶寺沿革 중 ‘대웅전본존’ 부분 (송은석)

비로자나불이 본존이고 석가불이 협시인 삼존은 석가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로 구성된 삼신불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장암 비로자나불
과 칠보사 석가불은 삼신불을 구성하고 있던 주존불과 우협시불일 것
이다.
칠보사연혁과 조선 후기 사찰의 일반적인 전각 구성과 전각 안에
봉안된 불상들의 조합을 참고하여 이들 존상을 재구성해 본다면, 삼신
불(석가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 2세트, 아미타삼존불(대세지보살-아
미타불-관음보살) 1세트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5) 조선
44) “대웅전 본존. 본존 부처님은 심혜운 주지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청량산
영창대군 묘 곁에 있던 봉은사 말사 법륜사에 모셨던 三존 중 비로자나부
처님은 동대문 지장암에 모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사에 모시다. 연대一
九五경. 법륜사는 조선 인조 때 창건, 千八百년 철종 十一年에 중수, 지금
은 서울 동부 낙타산 동강(東崗)에 옮겼다.”(七寶寺沿革). 띄어쓰기와 문
장부호는 필자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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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사찰에서 노사나불이 단독으로 봉안된 사례는 없으며, 삼신불의
좌협시불로 조성되어 봉안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사나불 2존은
삼신불상 2세트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후기에 조
성된 삼신불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봉안되어 있
는 1636년 작 삼신불상은 이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다[그림 4]. 대세
지보살 또한 단독으로 봉안된 사례가 없으며 관음보살과 짝을 이루어
아미타불의 협시로만 봉안되었기 때문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아
미타불을 주존으로 삼은 삼존불을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세트의
삼신불과 1세트의 아미타삼존불을 구성하고 남는 석가불 1존, 아미타
불 1존은 단독으로 영산전이나 극락전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만, 이제까지의 자료만 가지고는 확단하기 어렵다. 이중 2세트의 삼신
불상은 자수사와 인수사에 각 1세트씩 봉안되었으며, 三身靈山幀 2폭
은 각각의 전각에 後佛로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존상
들과 불화들이 어느 사찰 어느 전각에 봉안되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그림 4] 淸憲 외, <木造三身佛坐像> 1636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송은석)
45) 중국 明代와 조선 후기 불전과 불전 내부에 봉안된 불상의 종류에 대해서
는 李鼎霞 編, 佛敎造像手印, 北京: 燕山出版社, 1991, 63～172쪽 ; 송은
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2012, 30～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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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견된 3존상 중에서 법륜사로 이안되었던 삼신불상인 지
장암 비로자나불상과 칠보사 석가불상은 높이가 각각 117.5cm, 117cm
의 크기로 비슷한 데 반해, 선찰사 석가불상은 42cm에 불과하여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로 보아 현존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을 포
함하여 2세트의 삼신불을 구성하였던 불상들은 117cm 가량의 크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42cm 높이에 불과한 선찰사 석가불상은
삼신불에 포함되지 않은 獨尊像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Ⅳ. 목조석가불좌상 발견 복장물
선찰사 석가불상은 밑면 바닥에 둥근 복장공이 설치되었고, 원형 목
조 마개로 막혀 있었다. 마개는 옻을 접착제 삼아 복장공을 막고 있었
으며, 마개 위로는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가 朱書된 방형 백지가 부
착된 채 마감되어 있었다[그림 5].

[그림 5]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공과 다라니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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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공 안에서는 묵서발원문 1건, 필사기록 2건, 저고리 1건, 후령통
과 황초폭자 1건, 그리고 78매의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이중 78매의 다
라니는 方紙에 方形으로 ‘大佛頂首楞嚴神呪’(4행)가 인쇄된 다라니 53
매(墨印 38매, 朱印 15매), 方紙에 方形으로 ‘大佛頂首楞嚴神呪’(4행)와
‘腹藏眞言’(8행)이 墨印된 다라니 1매, 方紙 또는 圓紙에 圓形으로 朱印

된 다라니 24매 등이다[그림 6][표 1].

[그림 6] 목조석가불좌상 복장물 (한정호)
[표 1]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발견 복장물 목록46)
1
2
3
4

항목

규격

재질

복장공 마개

지름 10.5cm

나무

수량

1

복장공 마감 다라니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옴 바계타 나막 사바하)
박샹궁원불 뎐의나

17.0×20.0cm

紙(朱書)

1

32.5×5.5cm

紙(墨書)

1

覺天比丘信洁比丘

16.0×5.5cm

紙(朱書)

1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紙(墨印)

15

20 石堂論叢 67집

5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6

方紙圓形다라니

7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圓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8-1 方紙圓形다라니

8-2

9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腹藏眞言

10 저고리
11 造成發願文
12 方紙圓形다라니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14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15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16
大佛頂首楞嚴神呪
喉鈴筒 및 黃綃幅子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다라니:
大佛頂首楞嚴神呪
17
方紙圓形다라니
13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2.6×18.6cm
(외경)13.7cm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2.6×18.6cm
(외경)13.7cm
(전체)22.6×18.6cm
(외경)13.7cm
(전체)22.6×18.6cm
(광곽)12.5×23.0cm
(전체)22.6×18.6cm
(광곽)12.5×23.0cm
(전체)22.6×18.6cm
(광곽)12.5×23.0cm
(전체)20.7×26.0cm
(광곽)12.3×22.4cm
143.0cm(화장)
59.5cm(길이)
33.5×70.0cm
(전체)22.6×18.6cm
(외경)13.7cm
(전체)21.5×18.8cm
(광곽)17.0×8.9cm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미개봉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4.2×20.5cm
(광곽)17.0×8.9cm
(전체)22.6×18.6cm
(외경)13.7cm

紙(墨印)

3

紙(朱印)

2

紙(朱印)

1

紙(朱印)

7

紙(朱印)

2

紙(朱印)

1

紙(墨印)

6

紙(墨印)

5

紙(墨印)

1

絹

1

靑綃紅書

1

紙(朱印)

5

紙(朱印)

4

紙(朱印)

4

紙(朱印)

2

紙(墨印)

2
1

紙(朱印)

3

紙(墨印)

3

紙(朱印)

6

圓紙圓形다라니: 후령통 상부 마감 (외경)13.7cm

紙(朱印)

2

方紙方形다라니: 후령통 외곽 마감 (전체)24.2×20.5cm
大佛頂首楞嚴神呪
(광곽)17.0×8.9cm

紙(墨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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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발원문 1건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서술한 바 있어 본 장에
서 언급을 생략하겠으며, 저고리 1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고가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그림 7]. 또한 후령통
1건은 아직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논급은 차후로 미루어 두

도록 하겠다[그림 8].

[그림 7] 장열왕후 저고리 (송은석)

2건의 필사된 종이는 모두

백지에 墨書 또는 朱書된 기
록물이다. 묵서 기록은 폭이
좁고 세로로 긴 백지의 상단
에 2줄로 쓰여 있는데, “박상
궁(이) 원불(의) 前(에) 衣帶
(옷) 하나(를 시주한다)” 즉,
[그림 8] 후령통 (송은석)

박상궁이 이 석가불상을 願
佛로 삼아 옷을 하나 시주한

46) 박은경ㆍ한정호,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一括｣, 道
文化財委員會 動産分科 第2次會議, 경상북도, 2016. 9. 22, 32～33쪽의 목
록을 바탕으로 필자 수정. 각 복장물의 번호는 복장 내에서 꺼낸 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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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샹궁원불
뎐의나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9]. 그
러나 여기에 언급된 의대 즉
옷이 장열왕후의 저고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다른 필사 기록은 “覺天比丘信洁比丘”라고 주
서된 기록물인데, 大佛頂首楞嚴神呪 다라니 인쇄
본을 감싸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2건의 필사
기록에 등장하는 박상궁, 각천비구, 신길비구는 앞
에 언급된 발원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지
만, 별도의 종이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1
존의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에 꽤 비중이 있는 시
주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라니는 복장공 안에서 78매, 불상 밑면에서 1
[그림 9] 묵서기록
(송은석)

매 등 모두 79매가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文殊
菩薩法印能消定業呪, 大佛頂首楞嚴神呪, 腹藏眞言,

그리고 未詳의 진언의 네 종류이다[그림 10]. 이들
다라니들은 11존상들에 공통적으로 납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에 발견된 두 존상에서도 다라니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a) 大佛頂首楞嚴神呪 b) 大佛頂首楞嚴神呪+腹藏眞言

c) 다라니

[그림 10]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복장 발견 다라니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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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불상에 대한 보고서 성격을 겸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라니에 대
한 구체적인 언급이 생략되었고, 복장품들은 조사 이후 재복장되었기
때문에 칠보사와 지장암 불상에서 발견된 다라니에 대한 자세한 비교
고찰은 어려운 상황이다.47) 2010년 개최된 지장암 비로자나상 복장물
전시회에는 方紙方形의 大佛頂首楞嚴神呪, 方紙方形의 大佛頂首楞嚴神
呪+腹藏眞言, 方紙圓形다라니 등 선찰사 석가상 복장에서 발견된 다라

니들과 동일한 다라니들이 출품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훨씬 다양한 다
라니류가 전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1]. 또한 칠보사 석가상
복장에서도 동일한 다라니류가 모두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
인되지는 않았다.

[그림 11]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발견 다라니 (송은석)

선찰사 석가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물들은 지장암 비로자나불상
이나 칠보사 석가불상의 복장물과 비교하여 소략한 편이다. 이는 선찰
47) 문명대, 앞의 논문(2007), 364～365쪽; 문명대, 앞의 논문(2014), 354～3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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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석가상 크기가 위의 두 불상에 비하여 현저히 작고, 腹藏孔의 크기
도 두 불상에 비하여 좁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암 비
로자나불상과 칠보사 석가불상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妙法蓮華經
(1622)과 華嚴經疏(1631)나 지장암 비로자나상에서만 발견된 五千
五百佛名經 권3과 佛說佛名經 권2 등 해인사 재조대장경판 영인본

낱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Ⅴ. 목조석가불좌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 현진
1622년에 제작되어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된 11존상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최고의 조각승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상들임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또한 11존의 불상과, 7폭의 불화는 적어도 3～5 전각
에 나누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유
명한 조각승들에 의해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들 11존상들은 어떤 방식
으로 제작되었던 것일까? 모든 불상이 수조각승 한 사람의 작풍에 따
라 조성되었는지, 아니면 여러 유파 출신의 수조각승들이 존상을 나누
어 조성하는 방식이었는지? 이에 대한 답은 각 불상들의 양식적 특징
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3존상이 발견되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현진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고 작풍의 유사성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불사에서 수조각승 현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
며, 나머지 조각승들은 모두 현진파에 속한 보조조각승들이라고 결론
짓기도 하였지만,48) 비로자나불상의 경우 여러 유파 출신의 조각승들

48) 문명대, 앞의 논문(2007), 361～363쪽; 문명대, 앞의 논문(2014), 350～3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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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부를 나누어 조각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9) 지장암 비로자나
상의 조성에 현진파, 응원파, 수연파 등
유수의 조각승 유파 수장들의 작품 양식
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 각 유파의 작
풍은 강건한 신체 표현, 왼쪽 어깨와 하
반신의 옷주름 표현, 지권인 표현 등에
반영되었음이 지적된 것이다[그림 12].
그러나, 지장암 비로자나상에 여러 유
파의 양식적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과 달리 서울 칠보사 석가상과 안동 선
찰사 석가상에는 현진파 양식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특히 칠보
사 석가상은 얼굴과 신체 표현은 물론

[그림 12] 玄眞, <木造毘盧遮那佛
坐像> 1622년 5월, 高
117.5cm, 서울 地藏庵
(송은석)

세부적인 옷의 표현에서도 대부분 현진
파 양식만이 나타나 있다[그림 13]. 선찰
사 석가상은 얼굴과 신체, 그리고 옷 표
현에서 현진파 양식이 주조를 이루고 있
지만 칠보사 석가상에 미치지는 못한다.
선찰사 석가상의 몸체는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얼굴은 약간 긴 직사각형이며
폭이 넓고 각진 턱을 갖고 있어, 지장암
비로자나상이나 칠보사 석가상과 유사
하다[그림 14]. 수조각승인 현진이 1610
년대에 조성한 함양 上蓮臺 <목조관음

49) 송은석, 앞의 논문(2008), 86～96쪽.

[그림 13] 玄眞, <木造釋迦佛坐
像> 1622년 5월 추정,
高 117.0cm, 서울 七寶
寺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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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1622년 5월, 高 42.0cm 膝幅 27.0cm, 安東
仙刹寺 (송은석)

보살좌상>이나 구례 泉隱寺 <목조관음ㆍ대세지보살좌상>은 하체에
비해 상체가 길며 얼굴 또한 좁고 길어, 이 비로자나불의 체구와는 달
랐는데, 1615년 현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靑谷寺 대웅
전의 <목조석가삼존불좌상>에서부터 이 상처럼 당당한 체구와 넓적한
얼굴을 갖고 있는 불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그림 15, 16]. 1626년
에 제작된 보은 法住寺 <소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는 몸체가 훨씬 당
당해지고 얼굴의 폭도 넓게 변한 모습인데, 선찰사 석가상이나 칠보사
석가상 그리고 지장암 비로자나상에 이어 동일한 양식적 특징이 이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진파 불상 양식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1615년의 청곡사 석가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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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玄眞, <木造大勢至菩薩坐像> [그림 16] 玄眞 추정, <木造釋迦佛坐像>
1614년 6월, 高 96.7cm, 求禮
1615년 추정, 高 160.0cm, 晉
泉隱寺 (송은석)
州 靑谷寺 (송은석)

불상에서부터 신체와 얼굴이 당당하고 넓적하게 변하기 시작하였기 때
문에, 1622년에 이 같은 신체와 얼굴을 갖고 있는 불상이 조성되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넓은 어깨를 갖고 있는 당당
한 신체와 넓고 큰 얼굴이라는 특징적 표현은 1623년에 守衍에 의해
제작된 江華 傳燈寺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이 수조각승인 현진에게서 연유한 것인지 3
위 조각승인 수연에게서 연유한 것인지 아직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얼굴의 세부 중에서 조각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귀
를 들 수 있다. 선찰사 석가상의 귀는 폭이 좁고 길며 三角窩가 짧은
음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內廓도 폭이 좁은 타원형인데, 내곽 하부에
는 작은 돌기가 음각되어 있다. 이러한 귀 모습은 지장암 비로자나상과
칠보사 석가상에서도 발견되는데, 지장암과 칠보사 상들의 귀는 내곽
이 좀 더 원형에 가까우며 내곽 하부의 음각 돌기가 좀 더 선명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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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玄眞, <木造大勢至菩薩坐 b) 玄眞 추정, <木造菩薩坐像> c) 玄眞, <木造盧舍那佛坐像>
像> 1614년, 구례 천은사
1615년 추정, 진주 청곡사
1626년, 보은 법주사

d) 玄眞, <木造毘盧遮那佛坐 e)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f)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像> 1622년, 서울 지장암
1622년, 서울 칠보사
1622년, 안동 선찰사

[그림 17] 현진 작 불상의 귀 비교 (송은석)

가 있을 뿐이다[그림 17]. 1612년의 구례 화엄사 지장암 관음상, 1614년
의 구례 천은사 대세지보살상 등 현진의 초기 작품의 귀는 내곽이 좁
은 선찰사상의 귀와 유사하며, 1615년의 진주 청곡사 석가상과 1626년
보은 법주사 노사나불상 등의 귀는 내곽이 좀 더 볼록하고 하부 돌기
가 선명한 칠보사 상의 귀와 상통한다(도 17). 소략함과 정밀함의 차이
가 있지만 선찰사, 지장암, 칠보사 불상들의 귀는 모두 현진의 초기작
인 1610～20년대 초반 불상들의 귀와 상응하고 있어, 현진파의 所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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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17세기 조각승들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 옷
주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불상에서 대의는 왼쪽 어깨 너머
로 걸쳐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왼쪽 上膊으로 흘러내린 대의 옷주름
은 조각승들에 따라 특성 있게 표현되었다. 앞의 논고에서 필자는 지장
암 비로자나상의 옷주름 표현이 어깨에서 팔꿈치 쪽으로 흘러내린 대
의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지다가 양쪽이 모두 안으로 접혀지
면서 대의의 안쪽 면이 넓게 드러나는 입체적인 주름이라고 언급하였
다.50)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옷주름은 수조각승인 현진의 옷주름 표
현법과 매우 다른 모습이고, 차조각승(선찰사 발원문에서는 4위 조각
승)인 응원의 표현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오직 3위 조각승(선찰사 발원
문에서도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守衍의 작품들에서만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요소였다. 1614년에 수연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서천 鳳棲寺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나 1634년에 수연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a) 玄眞, <木造毘盧遮那佛坐 b) 守衍, <木造阿彌陀佛坐 c) 守衍, <木造地藏菩薩坐
像> 1622년, 서울 지장암
像> 1614년, 서천 봉서사
像> 1634년, 익산 숭림사

[그림 18] 수연 작 불상의 왼쪽 팔꿈치 옷주름 비교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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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崇林寺 靈源殿의 <목조지장보살좌상>에는 모두 지장암 비로자나
상의 옷주름과 똑같이 대의의 안쪽 면이 넓게 드러나 입체적인 옷주름
이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그림 18].
현진 및 현진파가 제작한 불상의 왼쪽 上膊部 옷주름 표현법은 중앙
에 ‘U’자 모양의 커다란 주름을 중심으로 팔의 앞쪽과 뒤쪽으로 ‘끝이
동그랗게 말린’ 작은 주름이 덧붙여진 형태로, 현존 最古의 현진 작품
인 1612년의 함양 상련대 관음상, 1614년의 구례 천은사 관음ㆍ세지 상
으로부터 1626년에 제작된 보은 법주사 삼신불상 등 현진 작품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칠보사 석가상 왼쪽 어깨 아래의 옷주름은 바
로 현진파에서 상용하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그림 19].51) 그
러나 선찰사 석가상 왼쪽 어깨의 옷주름 표현은 지장암 비로자나상이
나 칠보사 석가상과는 또 다른 계통의 표현법이어서 주목된다. 어깨 쪽
주름의 폭이 좁고 팔꿈치 쪽으로 넓게 벌어진 모습은 應元 작 불상들

a)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b) 玄眞, <木造大勢至菩薩坐 c) 玄眞, <木造盧舍那佛坐
1622년, 서울 칠보사
像> 1614년, 구레 천은사
像> 1626년, 보은 법주사

[그림 19] 현진 작 불상의 왼쪽 팔꿈치 옷주름 비교 (송은석)
50) 송은석, 앞의 논문(2008), 40쪽.
51) 송은석, 앞의 논문(2004),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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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위 ‘上狹下廣’식 옷주름과 유사하지만, 현진 작 옷주름의 ‘끝이 동
그랗게 말린’ 작은 주름이 약화된 모습과도 유사하다. 42cm에 불과한
작은 불상으로서 세부가 간략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4].

선찰사 석가불상의 하반신에는 왼쪽 대퇴부 위로 올린 오른발로 인
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 대의가 나타나 있다. 중앙에서 좌우 무릎을 향
하여 2줄의 양각이 층을 이루어 조각되었고, 중앙으로는 무릎 쪽으로
향한 주름보다는 폭이 넓은 주름이 바닥까지 이어져 있다. 이러한 주름
은 칠보사 석가상의 주름과 거의 동일한 것이며, 1610년대의 함양 상련
대 관음보살상과 구례 천은사 세지보살상 등으로부터 1630년대의 청도
적천사 삼방불상에 이르기까지 현진 작 불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특징이다[그림 20].

a)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1622년, 안동 선찰사

b) 玄眞, <木造釋迦佛坐像>
1622년, 서울 칠보사

c) 玄眞, <木造大勢至菩薩坐像>
1614년, 구례 천은사

d) 玄眞, <木造藥師佛坐像>
1636년, 청도 적천사

[그림 20] 현진 작 불상의 하반신 옷주름 비교 (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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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의 양식적 특징을 찾아본 결과, 전
체적인 체형과 얼굴, 얼굴의 세부,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 표현 등
전체 불상에서 현진 작품의 특징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찾을 수 있
었다. 지장암 비로자나불좌상이 현진, 수연, 응원 등 여러 조각승 유파
의 양식적 특징이 표출되었던 사실과 달리, 칠보사 석가상과 선찰사 석
가상은 현진파의 특징만이 강하게 대두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광해군 집권 말기에 해당되는 1622년, 광해군의 正妃인 章烈王后가
발원하여 왕실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慈壽寺와 仁壽寺에 봉안되었던
11존상 중 하나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은 당대 최고의 聲價를

구가하던 현진, 수연, 응원 등 여러 조각승 유파의 합동작업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함께 조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서울 칠
보사 목조석가불좌상이 사찰 주 전각에 봉안되었던 삼신불의 주존불과
우협시불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데 반해 크기가 작은 선찰
사 목조석가불좌상은 영산전 같이 작은 전각에 단독으로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
선찰사 석가상의 복장으로부터 다라니, 발원문, 후령통, 필사 지편,
저고리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복장물의 수량은 지장암 비로자나상
과 칠보사 석가상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이었으며, 그 이유는 역시 작
은 상과 좁은 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내용에는 불상의 조성 시기, 후원자, 조성 목적, 조각
가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칠보사 불상의 발원문보다 풍부한 내
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장암 비로자나상과 동일한 수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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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기 발견된 두 발원문과 선찰사 불상 발원문
을 비교를 통하여 광해군 말기 왕실 불교의 상황과 조선 전국의 불상
조각가의 상황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선찰사 석가상은 함께 조성된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에 현진, 응원, 수
연 등 여러 조각승의 양식이 반영되었던 것과 달리 거의 현진 양식 하
나만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 후기 불상을 조성하
는 방식 중 하나인 여러 조각승 유파가 참여한 대단위 불사 안에서도
참여한 조각승 유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작업과 다양한 양식
의 불상들이 조성되었다는 점도 선찰사 불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2017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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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eation of the Buddhist Statues
in 1622 sponsored by Queen
Jangyeol and the Śākyamuni statue
in Seonchal-sa Temple of Andong
Song, Un-Sok
The wooden Śākyamuni statue enshrined in Seonchal-sa Temple
of Andong is one of the eleven Buddhist statues, which were
enshrined in Jasu-sa Temple or Insu-sa Temple for the resigned
royal concubin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near royal palace,
Gyeongbok-gung, in Seoul. These eleven statues were created by
the most famous and talented monk-sculptors, Hyeonjin, Suyeon,
Eungwon and so on, at that time and sponsored by the Queen
Jangyeol, wife of the King Gwanghae, in 1622.
A Huryeongtong (ritual container), a written prayer, a women's
Jeogori (jacket), Dhāraṇīs, and written papers were found from the
belly of the statue. A written prayer contained various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the time when the Buddhist statue was created,
the sponsors, the purpose of the creation, and the names of the
sculptors. In addition, we could recognize the situation of the Royal
Buddhism and the activities of the Buddhist sculptors all over the
country in the late period of King Gwan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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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confirmed that the Śākyamuni statue of the Seonchal-sa
Temple, unlike the Vairocana statue of the Jijang-am Hermit had a
mixed sculptural style of Hyeonjin, Eungwon, and Suyeon and so
on, was composed of Hyeonjin style only. So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sculptors from various monk-sculptors'
schools was in various ways, and the style of the statues was in
various ways too.
Key Words : Queen Jangyeol, Jasu-sa Temple, Insu-sa Temple,
Hyeonjin, monk-sculptor, Seonchal-sa Tem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