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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城 大谷寺 나한전 존상과 조각승 卓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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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대곡사 대웅전, 나한전(현), 대구 안일사 등 여러 사찰의 전각
에 봉안되어 있는 존상들이 원래는 의성 대곡사 나한전(원)에 함께 봉
안되어 있던 존상들임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대구 안일
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불좌상, 의성 대곡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그리고 신축된 대곡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16나한상, 소조제석천상, 소조판관상, 소
조사자상 등은 의성 대곡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가, 20세기 중반
경 나한전이 파괴되자 대곡사 내의 대웅전과 대구 안일사 등지에 흩
어져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일사 석가상의 복장으로부터 석가불상이라는 존상 이름, 의성 대
곡사라는 봉안처, 그리고 탁밀이라는 조각승의 이름 등이 기록된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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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이 발견되면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들 발원문의 진실성 여부
를 가리는 일은 본 연구의 시작을 위한 첫 번째 과제였으며, 석가상에
대한 양식 분석에 의해 조각승 탁밀의 제작품이라는 발원문 기록이
사실로 판단되었다. 또한 탁밀이 조성한 영월 보덕사 아미타삼존상

(1687), 울진 불영사 삼세불상(1704)과 얼굴, 의복 등의 세부를 비교하
여 분석한 결과 1694년에 제작되었다는 발원문 기록도 양식 변화 과
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곡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두 협시보살상을 조성한 조각승과
제작 년대 그리고 존명을 검토하는 일은 두 번째 과제였다. 안일사 석
가상과 대곡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두 보살상의 눈, 귀, 코 등 얼
굴의 세부와 옷의 세부 표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보살상 역시 탁밀
에 의한 제작품으로 판단되었다.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라는
현재의 명칭은 아무런 도상적 근거 없이 부여된 것이었으며, 원래는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미륵보살상과 제화갈라보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현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나한상,
제석상, 판관상, 사자상들은 얼굴의 세부 표현 방식에서 단응ㆍ탁밀파
의 작품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탁밀에 의해 조
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었다.
주제어 : 大谷寺, 安逸寺, 羅漢殿, 彫刻僧, 卓密, 端應.

Ⅰ. 서론
義城 大谷寺는 고려 공민왕 때 인도승 指空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

다. 지공선사가 회암사를 창건하고 남행하다가 이 절을 창건하였는데,
飛鳳山 大國寺 또는 太行山 大谷寺라 하였다. 지공이 인도로부터 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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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양국을 유력한 것이 봉황이 사람의 덕을 보고 내려온 것과 같기

때문에 비봉산 대국사라 이름 지었다 한다. 또한 어떤 당나라(중국) 사
람이 산 앞을 지나다가 “중국의 태행산이 언제 이리로 날아 왔는가?”
라고 하며 이 산과 계곡이 태행산을 닮았다고 한 데에서, 이 산을 태행
산, 절을 대곡사라 하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유서 깊은 대곡사는 임진
왜란을 당하여 전체가 불에 타 폐사하였으나, 1605년 坦祐를 비롯하여
戒訔, 敬性, 戒雲 등 선승들에 의해 중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1)

현재 대곡사에는 16나한, 2제석, 2판관, 2사자 등의 상들과 주존 석가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나한전이 있다. 이 나한전은 기존에 대웅전에 봉
안되어 있던 존상들을 위하여 최근에 신축된 것이다. 고려 말 대곡사
창건부터 1683년까지의 사적이 기록된 ｢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에 나
한전 창건 기록이 없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불상이 1694년에 처
음 조성된 것으로 보아, 원래의 대곡사 나한전은 1694년에 불상들과 함
께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어느 때인가 나한전을 비롯한 대
부분의 전각들이 파괴된 후 현재의 대웅전 건물만이 유존하였으며, 나
한전 불상들은 최근까지 대웅전에 옮겨져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현 나한전의 존상 구성은 조선 후기 나한전의 불상 봉안 방식으로서
는 매우 이례적이다. 양식상 여타의 존상들과 확연히 구별되어 근세에
1) 탄우는 1605년 法堂(즉 대웅전)을 재건하였고, 戒訔, 敬性, 戒雲 등은 법당
의 불상을 조성하였다. 法禪, 太顚, 敬眉, 惠璘, 印圭, 覺心, 秀瓊, 崇信 등이
說禪堂, 雨花堂, 백수당, 취운당, 두월료, 담월료, 남월료, 원통료 등을 세웠
으며, 普淨과 太鑑은 西上室과 香爐殿을 창건하였다. 德岑과 熙嘿이 五十佛
殿과 十王殿을 세웠고, 學悅과 處祥은 불상을 만들어 안치하였다. 또한
1644-83년 사이에는 德祐, 懷玉, 道閑, 靈敏 등이 梵鐘閣, 不二門, 香積殿을
창건하였고, 覺一은 省行堂을, 戒仁은 極樂殿을 세웠다. 이상 대곡사의 중창
기록은 모두 敬一, ｢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 東溪集 3, 1711 ; 한국불교
전서 12, 207∼208쪽 ; 김형수, ｢고운사ㆍ대곡사ㆍ흑석사 관련자료 소개｣,
영남학 4, 2003, 257∼2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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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된 상으로 판단되는 석가불상을 제외하더라도, 석가불의 좌우협시
인 미륵보살상과 제화갈라보살상이 없으며, 입구 좌우를 지키는 금강
역사상(장군상)도 봉안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조사된 조선 후기 나
한전 중에서는 단 한 건도 이 같은 구성을 갖춘 나한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의 나한전 존상 구성은 원래의 구성이 아닌 것임이
명백하다.
몇몇 존상들의 가감은 있지만, 조선 후기 나한전(응진전)의 일반적인
존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미륵보살상
과 제화갈라보살상의 협시로 구성된 三世佛像이 불단의 중심에 위치하
며, 삼세불상 좌우로 16나한상이 포진하고, 帝釋像, 使者像, 金剛力士像
등이 그 좌우로 연이어 봉안되는 구성인 것이다. 석가불상 좌우에 가섭
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이 배치되거나, 여러 나한상 사이사이에 동자상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배치에 준
해 대곡사 나한전 존상들을 다시 살펴보면, 과거 제화갈라보살상, 미래
미륵보살상과 좌우 금강역사상 등 반드시 배치되었어야 할 존상들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원래의 나한전
존상들은 여러 사찰과 전각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나한전이 창건되었던 당시의 존상들이 여러 사찰과 전각
에 흩어져 봉안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원래의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던
존상들을 원상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곡사 나한
전 존상들의 복원 작업은 대구 안일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불좌
상의 복장으로부터 대곡사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불상임을 증명하는
1955년의 改金佛事募緣記(이후 개금발원문으로 칭함)와 1694년의 造成
發願文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1694년에 제화갈라-석가-미륵의 삼세불상이 조성되었고, 개금발원문

에 의하여 이들 불상이 의성 대곡사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임이 밝혀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제화갈라-석가-미륵의 삼세불은 부산 범어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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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의 주존으로 봉안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
하며, 대부분의 삼세불상은 나한전(응진전)에 봉안되었다. 더구나 16나
한상의 주존인 삼세불상은 모두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존상임은 잘 알
려져 있다.2)
현재 대곡사의 나한전에는 이미 언급한대로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
으며, 필자는 이들의 주존상으로 현재 안일사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불
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곡사 대웅전에 아미타불의 협시보
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봉안되어 있는 두 보살상도 원래는 나
한전의 두 협시상인 미륵과 제화갈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두
보살상이 양식적으로 현 안일사 석가상 및 대곡사의 현 나한전 16나한
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대구 안일사, 의성 대곡사 대웅전,
나한전 등에 흩어져 봉안되어 있는 석가상, 미륵상, 제화갈라상, 16나
한상, 제석상, 판관상, 사자상 등은 모두 원래 대곡사 나한전(또는 응진
전)에 봉안되어 있었던 존상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2사찰 3전각에 분리되어 봉안되어 있는 이들 존상들이 동일 시기,
동일 작가들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을 발원문 등을 비롯한 문헌자료와
작품의 양식분석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안일사 대웅전 목조석가불좌상과 조각승 탁밀
대구 安逸寺 대웅전 목조석가불좌상의 복장물은 2009년 여러 복장물
들과 함께 도난된 후 회수되었으며, 지금은 다시 상의 내부에 복장되어
있다.3) 복장물의 정확한 구성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령통은 발견
2)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독창성｣, 美術史學 28, 2014, 313∼348쪽.
3) 필자가 조사한 2013년에는 이미 재복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원문은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을 통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으며 발원문의 諸元도 조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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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복장물 중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조
성발원문(1694년 5월)과 개금발원문(1955년 3월)이다. 두 발원문에는
이 불상이 원래 봉안되었던 사찰의 이름과 제작시기뿐 아니라 조각가
및 후원자에 대한 중요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원문 전체를 여기에
소개하도록 한다.

1.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
*｢大邱 安逸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그림 1]4) 1694년 5월, 白紙墨書.
生佛莫二迷悟斯異爾故諸佛以其心爲衆生之心衆生亦以其心而爲諸佛之心
億身之化無非提接於衆生則佛心非順於衆生歟一念之善亦可感通於諸佛則群
心非合於諸佛歟盖雖群心迷妄之極苟一念之善萌於中則一念之妄已除也一妄之
除卽一眞之現猶如鑿墻而牖明斯生鑿地而穴孔斯在穴與明非自外至但在其
幹而全体自現爾且覺性常寂無去無來必因人心之感而後靈應赫然是人心誠願
之所湊卽萬心之所在也是故太圭等木造釋迦文佛左右補處塑成十六應眞以爲人心
之所歸則靈變誠格之所應現一心可分千百億佛千百億佛不生一心須以吾心爲
佛之心可也願以此功德普及於一切我等與衆生當生極樂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康熙三十三歲次甲戌五月日太圭雪淸文戒印5)處連6)等謹願

4) 송은석 석문.
5) 文戒印: 烏金化主. ｢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에는 戒仁으로 표기되었으며, 극
락전을 조성하였다 함.
6) 處連: 助緣化主. ｢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에는 後佛, 掛佛, 三藏, 四五路等幀
을 조성하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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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大邱 安逸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94년 5월,
白紙墨書(안일사)
施主秩
大施主通政大夫梁得生兩主
供養施主嘉善大夫權重立兩主

緣化秩
眞應比丘
證明照影堂大師神鏡
持殿
自嚴比丘

供養施主
權一善兩主
供養燭燈兼施主 金邁有兩主
供養施主
敬還 比丘

畵員

卓密比丘
普雄比丘
取還比丘

供養施主通政大夫文記龍兩主
供養施主
金介夫保体
供養施主
梁戒立兩主

海■比丘
震雷比丘
震珠比丘

供養施主通政大夫■■ 比丘
腹藏秩施主
謙■ 比丘

震念比丘
廣益比丘
吳命兩主

片手
寺內秩

供養主

裕性比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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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衆大德崇惠比丘 灵■比丘 卓森比丘 仴像化主太圭比丘
■■住持幸■比丘 敏玄比丘
■像化主雪靑比丘
山中老德淨■比丘 應覺現比丘 助緣化主處連
比丘

致訔比丘
廣學比丘
木負信閑

老德敬還比丘 海湖比丘 烏金化主文戒仁
一常保体
前住持德閑
比丘 三剛天眞比丘
都大別坐勝心比丘
老德方勳比丘

위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의 명칭은 ‘釋迦文佛’이며, 함께 조성된 존
상은 좌우보처와 16나한상이다. 16나한상과 함께 나한전에 봉안된 두
보처 존상은 과거불인 제화갈라와 미래불인 미륵의 보살형이었음은 여
타의 조선 후기 나한전 존상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기록은 ‘木造釋迦文佛左右補處塑成十六應眞’이다. 석가불과 두 보처는
나무로 제작되었고, 16나한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안일사의
석가불과 대곡사 대웅전의 두 보살상은 木造이고, 대곡사의 현 나한전
16나한은 塑造여서, 발원문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불상은 조선 숙종
20년인 1694년 5월에 조성되었으며, 화주승은 太圭, 雪淸, 文戒印, 處連

등이다. 證明法師는 神鏡이며, 畵員은 卓密, 普雄, 取還, 海■, 震雷, 震
珠, 震念, 廣益 등 여덟 명이다. 증명법사인 신경은 1684년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탱, 1687년 영월 보덕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92년 안동
봉황사 목조삼방불좌상, 1697년 의성 고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705년 하동 쌍계사 목조사천왕좌상 등의 불사에서 증명으로 참여하였

던 승려로,7) 신경이 참여한 이들 모든 불사에는 오직 端應ㆍ卓密派 조
각승들만이 함께 참여하였다.8) 이 불상 조성 불사에 수조각승으로 참
여한 탁밀은 1665년에 김천 直指寺의 사천왕상 제작 불사에서 11명의
조각승 가운데 8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84년에는 예천 용문사
7) [표 1] 참조.
8)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美術史學硏究 278,
2013, 182∼18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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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전의 아미타삼존상과 목각탱을 수조각승 단응의 아래에서 차조각
승으로 조성하였다.9) 1687년에 영월 보덕사 아미타삼존상을 수조각승
으로 조성한 이래, 1697년 의성 孤雲寺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
하였고, 1704년 울진 佛影寺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의 조성 불사에 수조
각승으로 참여하였음이 알려져 있다.10) 본 논고의 대상인 의성 대곡사
삼세불상과 16나한상을 1694년에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사실은 이번 조
사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진 것이다.
[표 1] : 탁밀이 참여하여 조성한 단응ㆍ탁밀파의 불상 목록
수조각승

제작연대, 원 봉안처 현 봉안처, 작품명
보조조각승
1665년 6월 (원 金泉 直指寺)
■■ ■■ 廣學 四圭
金泉 直指寺 塑造四天王坐像 조성
■■ 卓密 敬遠 思遠
1684년 9월 (원 醴泉 龍門寺)
卓密 學崙 法淸 坦性
醴泉 龍門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ㆍ木造阿彌陀幀 조성 體元 學坦 太敏
단응 1692년 7월 (원 安東 鳳凰寺)
卓密 德崙 寶雄 裕特
(端應 安東 鳳凰寺 木造三方佛坐像 조성
就英 就還 坦玉 進念
瑞崙 道允 琢璘 廣什
丹應)
1692년 12월(원 함경도 사찰 추정)
卓密 普雄 宗印
西歸浦 永照寺 木造阿彌陀三尊佛龕 조성
1687년 6월 (원 寧越 報德寺)
學崙 坦性 楚訔 世雄
寧越 報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조성
裕特
1694년 5월 (원 義城 大谷寺)
普雄 取還 海■ 震雷
大邱 安逸寺 木造釋迦佛坐像 조성
震念 廣益
탁밀 義城 大谷寺 木造彌勒ㆍ提花揭羅菩薩坐像 조성
(卓密) 義城 大谷寺 塑造十六羅漢坐像 조성
1697년 10월 추정(원 義城 孤雲寺)
普雄 宗印 震珠 道允
義城 孤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조성
普雄 天印 能印 自得
1704년 5월 (원 蔚珍 佛影寺)
蔚珍 佛影寺 木造釋迦三尊佛坐像 조성
蓮珠 大全 豊國

尙■

性悅
法淸
義禪
尙念
宗印

處應
震珠

震梅
太宗

9) [표 1] 참조.
10) [표 1] 참조. 沈柱完, ｢龍門寺 木佛像의 작풍과 그 영향｣, 講座美術史 26Ⅰ, 2006, 139∼163쪽 ;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美
術史學硏究 278, 2013, 163∼194쪽 ; 宋殷碩, ｢蔚珍 佛影寺의 佛像과 彫刻
僧: 尙倫, 卓密｣, 東岳美術史學 17, 2015, 371∼4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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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大邱 安逸寺 木造釋迦佛坐像 改金發願文｣, 1955년 3월,
白紙墨書(안일사)
* ｢大邱 安逸寺 木造釋迦佛坐像 改金發願文｣[그림 2]11) 1955년 3월, 白紙墨
書
改金佛事募緣記
本釋迦文佛像距今二百六十二年前太圭化主造成奉安
于義城大谷寺甲午春蓮坡化主與諸檀信協心移安于
本寺乙未春改金佛事其光輝晃迶其化緣南北東
西本■界際此緣將畢更化何處迶緣耶
祈願
傳於本庵有緣衆生拔苦與樂以■春餘生生世世在在
處處常奉聖尊常聞佛法法界含靈共成佛道
化主
李萬行華
尹萬述

安龍玧
安貞子
裵小乭

蘇貞熹
崔炳坤
張誠文

金觀採
金復子
金奉和

鄭大慧月
許萬德行
施主

裵永■
尹永順
金晋泰

羅千守
權赫昊
朴茂述

金在河
吳相鎭
金玉蓮

11) 송은석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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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炳喆
崔炳鎭
崔炳克

鄭在勳
白東植
崔大德月

車玉用
高貞順
吳法藏

吳亨植
吳敬植

安炳琦
崔靜明華
安龍德

白斗永
白斗喆
白蓉子

吳任得
鄭用和
卞學壽

安蓉壽
安蓉雲

白蓉勳
蘇尙永

金福守
別供 金還守
裵萬行華

崔玉蓮

尹愛子

佛紀二九八三年

蘇秉熹

金弄春

檀紀四二八八年 乙未三月

證明暎虛景宇
住持蓮坡台碩
奉佛鶴堤京浩

개금발원문이 앞의 조성발원문과 동일한 불상에 대한 기록임은 개금
발원문의 ‘釋迦文佛像距今二百六十二年前太圭化主造成’이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된다. 석가문불이라는 표현이 조성발원문과 같으며, 개금시기
인 1955년과 조성시기인 1694년 사이의 연대차이가 262년인 점도 정확
하며, 화주인 태규에 대한 언급도 앞서 든 석가불에 대한 기록임을 말
하고 있다. 개금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봉안 사찰 이름이 기록된 것이
다. 1694년의 조성발원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의성 대곡사라는 사찰
이름이 개금발원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석가불상의 원 봉안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2. 목조석가불좌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 탁밀
석가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塗金된 상태이다. 두 팔은 별도로 제작
되어 본체에 삽입되었는데, 슴베의 형태가 전통 형식과 다르며 재질도
불신과 다른 것으로 보아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상의 상태
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두껍게 칠해진 도금으로 인해 불상의 원상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상 뒷면의 대의자락, 좌우의 귀, 왼
팔의 옷자락 등은 원래의 불상 양식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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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되어 있다.
이 불상의 표현상의 특징은 눈, 코, 귀 등의 얼굴 세부와 옷의 표현
방식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17세기 말 경상북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 단응ㆍ탁밀파 양식을 보이고 있다. 안일사 석가상이 조성
발원문 기록대로 조각승 탁밀이 1694년에 제작한 작품인지 여부는 기
존의 연구를 통해 탁밀 작품으로 판명된 1687년의 영월 보덕사 아미타
상과 1704년의 울진 불영사 석가상과 비교하여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찾아낸 이후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694년 5월, 高 102.0 膝幅 71.0cm
(송은석)

불상의 체격은 건장하며 하반신이 넓어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림 3]. 얼굴은 세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매우 큰 육계는

머리와 구별되지 않는다[그림 4]. 정상에는 버섯 머리 모양의 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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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卓密, <木造阿彌陀佛坐像>, 1687년, 寧越 報德寺 大雄殿

b)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694년, 大邱 安逸寺 大雄殿

c)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704년, 蔚珍 佛影寺 極樂殿
[그림 4] : 탁밀 작 불상들의 얼굴 비교(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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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육계와 머리의 경계에는 반달 모양의 계주가 장식되어 있다.
머리의 나발은 중간계주 아래의 발제 면에 접한 2줄은 작은 반면 위쪽
의 나머지 나발은 크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큰
육계와 버섯 머리 모양의 정상계주, 그리고 발제면 부근의 나발 크기가
작은 모습은 보덕사 아미타상과 불영사 석가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요소로서, 탁밀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하겠다[그림 4].

a) 卓密, <木造阿彌陀佛坐像>, b)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c)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687년, 寧越 報德寺 大雄殿
1694년, 大邱 安逸寺 大雄殿
1704년, 蔚珍 佛影寺 極樂殿
[그림 5] : 탁밀 작 불상들의 눈 비교(송은석)

눈은 위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누르듯이 각선이 이어져 있으며, 內眦에
는 소위 몽고주름이 길게 표현되었다[그림 5]. 이 같은 몽고주름이 표
현된 눈은 탁밀은 물론 단응의 작품에서도 보이는 단응ㆍ탁밀파의 특
징적 요소이다. 탁밀 작품의 코는 대체적으로 이마에서 급격하게 돌출
한 편으로, 1704년에 제작된 불영사 상에서는 매우 돌출되었으나, 1687
년에 제작된 보덕사 아미타상과 1694년 작품인 안일사 석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돌출된 편이어서, 후기로 갈수록 좀더 강한 표현이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또한 인중의 폭이 좁은 보덕사 상으로
부터 차츰 폭이 넓어져 불영사 상에서는 매우 넓게 표현되었는데, 안일
사 상은 보덕사 상과 불영사 상 사이에 중간 정도의 폭으로 나타나 있
다[그림 4].
귀는 三角窩가 매우 강하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으며, 耳甲腔 공간
이 거의 없으며, 내곽은 하반부가 아래로 좁고 길게 이어져 있다. 별도
의 耳屛이 도드라져 있지는 않지만, 내곽을 감싸며 이병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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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卓密, <木造阿彌陀佛 b) 卓密, <木造釋迦佛坐 c) 卓密, <木造釋迦佛坐
坐像>, 1687년, 寧越
像>, 1694년, 大邱 安
像>, 1704년, 蔚珍 佛
報德寺 大雄殿
逸寺 大雄殿
影寺 極樂殿
[그림 6] : 탁밀 작 불상들의 귀 비교(송은석)

부위가 耳垂로부터 이어져 있다. 이 역시 보덕사와 불영사 상들과 상통
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탁밀 작품의 특징적 요소이다[그
림 6]. 목의 삼도 표현에도 탁밀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조선
후기 불상에서는 목의 삼도가 원통형의 목 곡선을 따라 곡선으로 표현

a) 端應, <木造釋迦佛坐像>, b)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c) 色難, <木造阿彌陀佛坐像>,
1692년, 安東 鳳凰寺 大雄殿 1694년, 大邱 安逸寺 大雄殿 1694년, 和順 雙峯寺 極樂殿
[그림 7] : 조선 후기 불상들의 삼도 표현(송은석)

272 石堂論叢 66집

되어 있는데 반해, 단응과 탁밀의 작품에서는 2-3줄의 음각선이 원통
형의 목 테두리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으
며 탁밀의 경우에는 또한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줄의 길이가 짧아지는
특징도 보인다[그림 7].
안일사 석가상은 항마촉지인 수인을 짓고 있는데, 오른쪽 가슴 아래
로 둥글게 말린 대의 사이에 뚫린 둥근 구멍에 별도로 제작된 오른팔
하박부가 삽입되었고, 상박부와 팔꿈치는 표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
식은 몸통과 한꺼번에 제작되고 팔의 상박부, 팔꿈치, 하박부가 모두
이어져 표현되었던 봉황사 석가불상(1692) 등 단응의 제작 방식과 완

a) 端應, <木造釋迦佛坐 b) 卓密, <木造釋迦佛坐 c) 卓密, <木造釋迦佛坐
像>, 1692년, 安東 鳳
像>, 1694년, 大邱 安
像>, 1704년, 蔚珍 佛
凰寺 大雄殿
逸寺 大雄殿
影寺 極樂殿
[그림 8] : 단응ㆍ탁밀파 제작 석가상의 항마촉지인 표현(송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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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다른 것이다. 반면 탁밀이 제작한 울진 불영사 석가상(1704)에는
안일사 석가상(1694)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 채택되어 탁밀이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탁밀의 작품에서는 석
가상의 항마촉지인뿐 아니라 아미타상이나 약사상의 시무외인도 독특
하게 표현되곤 하였다. 시무외인을 지은 팔의 하박이 팔꿈치에서 굽혀
져 위로 올리어 지고 손은 어깨 높이에 다다르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
니라, 팔이 무릎까지 낮게 내려지고 손목이 위로 꺾여 손바닥이 내보여
지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탁밀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단응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이 유파의 특징이라 하겠다. 단응
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안동 봉황사 목조삼방불좌상의 약사
불상과 아미타불상이 그러하며, 탁밀의 작품 중에서는 보덕사 아미타
상이 좋은 사례이다[그림 9].12)

a) 端應, <木造阿彌陀佛 b) 卓密, <木造阿彌陀佛 c) 勝日, <木造藥師佛坐
坐像>, 1692년, 安東
坐像>, 1687년, 寧越
像>, 1639년, 河東 雙
鳳凰寺 大雄殿
報德寺 極樂殿
磎寺 大雄殿
[그림 9] : 조선 후기 불상의 시무외인 표현(송은석)

12) 보덕사 아미타불좌상의 수인은 현재 옆으로 눕혀진 상태이나 원래는 위로
세워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법이 적용된 이른 사례로 淸
憲 등이 1639년 제작한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약사불좌상을 들 수 있으며,
청헌의 제자들인 勝日, 應惠, 熙藏 등도 스승의 방식을 따라 불상을 조성하
였다. 그러나 단응과 이들 조각승들 사이의 사승관계 여부는 아직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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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군의)-승기지-대의를 입고 있은 것으로 추정되나 군의는 승기
지 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항마촉
지인 석가상과 마찬가지로 안일사 석가상은 覆肩衣를 입고 있지 않으
며,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조금 감싸고 있는 변형 편단우견 방식으로
착용되었다. 오른팔이 삽입되는 구멍 주위가 대의로 감싸여 있음은 앞
에서 언급한 바이며, 오른팔 아래를 돌아 왼쪽 어깨로 넘겨지는 대의가
안쪽 면을 내보이며 복부를 넓게 덮고 있는 방식은 탁밀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또한 하반신 중앙에 오른발 아래로 늘어진 옷주
름이 구불구불하며 입체적으로 마감되는 것이 탁밀 작품의 특징 중 하
나이다[그림 4]. 탁밀의 초반 작인 보덕사 아미타상에서는 입체적이지
않았지만, 안일사 석가상에서는 약간 입체적으로 변하였으며, 후반 작
인 불영사 석가상에서는 옷주름이 반전하며 펄럭이는 매우 입체적인
형태로 변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동적, 입체적 옷주름으로
변한 것이다. 아미타불처럼 부견의를 입은 불상에서는 복부를 부견의
와 대의가 거의 대칭을 이루며 덮고 있는데,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가면
서 점차 넓게 벌어지다가 복부에서 두 옷이 만나면서 둥글게 마무리되
어 있다.13)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가사가 마치 하나의 옷처럼 대칭으로
표현되는 것이 단응ㆍ탁밀파 양식의 중요한 특징이며, 탁밀은 단응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눈, 코, 귀 등 얼굴의 세부와 수인, 옷 등의 표현에서
단응ㆍ탁밀파 조각의 특징 그리고 탁밀의 특징적 표현이 잘 드러나 있
으며, 이는 조성발원문의 ‘수조각승 탁밀’ 기록과 상통한다.

바 없다.
13) 조선시대 불상의 착의법에 대해서는 岩井共二, ｢高麗後期の如來․菩薩の
服制について-僧祇支の形式を中心として｣, 高麗․李朝の佛敎美術展, 山
口縣立美術館, 1997, 116∼120쪽 ; 宋殷碩,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
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 호암미술관, 2001, 102∼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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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곡사 대웅전 목조미륵․제화갈라보살좌상
현재 대곡사 대웅전에는 주존 아미타불좌상과 좌우보처인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의 불상과 관련하여서는
1742년에 대웅전 불상삼존을 개금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14) 당시의

대웅전(법당) 삼존상은 1605년 계은 등에 의해 조성된 불상이었고 현
재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 대웅전의 삼존상은 조
선 전기에 제작된 아미타불상과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 두 보살상뿐이기 때문에 1605년에 조성된 불상은 이미 없
어져 버린 상태로 판단된다.15)
대웅전의 두 보처보살상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알려져 왔으나,
필자의 정밀조사 결과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그림 10]. 그간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인식되었던 가
장 큰 이유는 두 보살의 보관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상징인 화불
과 정병이 부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 보관은 최근세에 새로 제작
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살의 존명은 정확한 근거에 따라 재검
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두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을 찾아 안일사
석가상과 동일 조각승의 작품인 것을 증명한 연후 두 보살상의 존명을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일사 석가상은 얼굴의 눈, 코, 귀의 표현에서
단응ㆍ탁밀파 조각의 특징이 발견되었는데, 똑같은 특징들이 대웅전의
두 보살상에서도 발견된다. 두 보살상의 얼굴은 길이가 약간 더 긴 직
14) 乾隆七年雲水自琛玄藏法淳三師共發大願…敬請良工塗金三尊佛像…乾隆七
年癸亥季夏下浣思順記(思順, ｢嶺左呂泉郡太行山大國寺大雄殿三尊佛像改
金記 懸板｣, 1743).
15) …至乙巳歲…於是祐公 先構法堂 訔性雲三人 從以瓦盖之 造佛像以奉安之
(敬一, ｢大谷寺創建前後事蹟記｣, 1685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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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卓密 추정, <木造彌勒菩薩坐像>, 1694년 5월 추정, 高 82.5 膝幅
57.0cm, 義城 大谷寺 大雄殿(송은석)

사각형으로 안일사 석가상 얼굴 비례와 유사하다. 눈은 상하 폭이 매우
좁고 좌우로 길게 뻗은 모습이 동일한데, 특히, 內眦의 몽고주름은 안
일사 석가상과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성을 보인다[그림 11]. 백호 아래
에서 갑자기 돌출한 코는 안일사 석가상보다 불영사 불보살상과 좀더
가깝게 돌출되었다[그림 11]. 보덕사상(1687), 안일사상(1694)에서 불영
사상(1704)으로 가면서 코가 좀더 우뚝하게 변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보
았는데, 주존 석가상보다 협시 보살상에서 좀더 빠른 양식의 진전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이는 조선 후기 불보살상의 양식 변화
가 삼존상에서는 불상보다 보살상에서 좀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가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코 아래의 인중 표현
은 안일사 불상과 같은 비례를 보여 보덕사상-안일사상-불영사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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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목조미륵보살좌상의 얼굴(송은석)

으로 시간에 따라 점차 인중의 폭이 넓어지는 도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귀는 단응과 탁밀의 작품들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표현되었는데, 두 보
살상의 귀도 안일사 불상의 귀와 똑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안일사
불상과 동일한 표현은 이외에도 목의 삼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두 보살상이 착용한 옷은 불상에 착용되는 가사와 동일한 것으로,
(군의)-승기지-부견의-대의가 모두 표현되어 있다. 조선시대 보살상에

는 불상의 복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옷의
표현에서 특이한 부분은 바로 腹部이다. 보살 복부의 왼쪽에 겹친 반원
으로 표현된 옷은 대의이고, 오른쪽에 나타난 옷은 부견의인데, 이 두
종류의 옷이 거의 대칭을 이루어 표현된 것이 특징인 것이다[그림 10].
이러한 옷 표현은 탁밀의 작품인 보덕사 불보살상이나 불영사 불보살
상뿐 아니라 단응의 작품에서도 공통하는 요소로 단응ㆍ탁밀파 조각승
들의 특징적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하반신 중앙의 옷주름은 1704년의
불영사 상들처럼 휘날리는 듯한 표현과는 거리가 있으며, 안일사상보

278 石堂論叢 66집

a) 卓密, <木造阿彌陀佛坐像>, 1687년, 寧 b)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694년, 大邱
越 報德寺 極樂殿
安逸寺 大雄殿

c) 卓密 추정, <木造彌勒菩薩坐像>, 1694 d) 卓密, <木造釋迦佛坐像>, 1704년, 蔚珍
년 5월 추정, 義城 大谷寺 大雄殿
佛影寺 極樂殿
[그림 12] : 탁밀 작 불상의 하반신 옷 표현(송은석)

다도 고식에 가까우며 입체성이 떨어지는 1687년의 보덕사 불상의 주
름과 가장 유사하다[그림 12].
전체적으로 두 보살상에는 단응ㆍ탁밀파 조각 양식이 충실히 나타나
있으며, 코와 인중, 하반신 옷주름 등 세부 표현에서는 1687년의 보덕
사상과 1704년의 불영사상의 중간적인 특징이 보였던 안일사 불상 양
식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두 보살상의 존명은 어떻게 비정
되어야 할까? 원래의 보관이 멸실된 현 상태로서는 두 보살상의 존명
을 확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조선 후기 보살상들에서는 일부 관
음상이 정병을 지물로 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꽃가지를 들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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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도상은 보관에 화불과 정병
이 안치되어 관음과 세지로 판명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보관의 훼손
으로 그마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단응ㆍ탁밀파 조상 중 아미타삼존
상 중에서 관음보살상은 매우 독특한 복제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현존하는 단응ㆍ탁밀파 조상 중에는 모두
2건의 아미타삼존상의 좌협시 관음보살상이 남아 있다. 단응에 의해

조성된 예천 용문사 아미타삼존상의 관음보살상과 탁밀에 의해 조성된
영월 보덕사 아미타삼존상의 관음보살상이 그들인데, 이 두 관음상은
복부에 원형의 장식물이 달린 옷과, 두 다리에는 술이 달린 행전이 착
용되었고, 승기지나 부견의, 대의 대신 천의가 착용된 것이다[그림 13].

a) 端應, <木造觀音菩薩坐像>, b) 卓密, <木造觀音菩薩坐像>, c) 卓密 추정, <木造彌勒菩薩
1684년, 醴泉 龍門寺
1687년, 寧越 報德寺 極樂殿
坐像>, 1694년, 義城 大谷
寺 大雄殿
[그림 13] : 단응ㆍ탁밀파 제작 보살상의 장식물 비교(송은석,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선 후기 관음보살상은 여타의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군의-승기지부견의-대의가 착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단응ㆍ탁밀파 조상의
관음보살상은 이처럼 腹部飾과 행전, 그리고 천의가 착용되었던 것이
다. 그러므로 만약 대곡사 대웅전의 좌협시 보살이 관음보살이라면 아
마도 용문사나 보덕사 관음상처럼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삼세불의 좌협시 미륵보살로 판명된 불영사 극락전의 좌협시 보살상은
복식, 행전, 천의가 아닌 승기지, 부견의, 대의가 착용된 일반적인 조선
후기 보살상의 착의법이 채용되어 있어 아미타삼존상의 좌협시 관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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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과 차이가 있다.
대웅전의 두 보살상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대로 관음보살상과 대
세지보살상이 아니라면 원래의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보현보살-문수보
살, 또는 원래의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제화갈라보살-미륵보살의 두 가
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곡사 대웅전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1605년
에 재건되었고 불상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으므로,16) 17세기 후반
탁밀의 작풍을 보이는 현재의 두 보살상은 원래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던 보살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두
보살상은 1689년 탁밀에 의해 조성되어 원래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제
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Ⅳ. 대곡사 나한전 소조십육나한좌상, 소조제석천좌상,
소조사자․판관입상
현재 대곡사에 신축된 나한전에는 16위의 나한상, 2위의 제석천상, 2
위의 판관상, 2위의 사자상 등 도합 22위의 존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들 존상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후 채색된 된 것이다. 재질이 흙이
기 때문에 존상들의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마무리가 거칠지만 얼굴
의 세부 표현과 복식의 표현에서 안일사 석가상이나 대곡사 대웅전의
두 보살상과 같은 양식적 특징이 보이고 있어, 같은 조각승인 탁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에서는 좌우제석상을 시작으로 시
왕상과 판관ㆍ사자상으로 순으로 안일사 석가상 및 대웅전 보살상과
비교하면서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시왕
상보다 먼저 제석천상을 분석하는 이유는 제석천상이 비교적 조형적으
16) 각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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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형화된 얼굴로 표현되고,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카락이 표
현되는 등 보살상과 매우 유사한 외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제석천상은 보통 나한전이나 응진전에 한 쌍으로 봉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삼세불의 좌우로 배열된 16나한상 다음으로 한 단
이 낮게 조성된 불단 위에 대칭으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서 있는
두 제석천상은 복제나 자세 등이 모두 같다. 현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
는 제석상의 얼굴은 상하가 긴
직사각형이며, 얼굴 중앙에 코
가 우뚝하게 솟아 있다[그림
14]. 이마에서 갑자기 솟아 오

른 콧등은 넓고 이마와 사이에
경계선이 뚜렷하다. 코 아래 인
중의 폭은 대웅전 보살상과 같
은 정도를 나타낸다. 두 눈은
가늘게 떠서 상하 폭이 매우
좁으며, 내자에 몽고주름이 선
명하게 나타나 있다. 귀는 삼각
와가 매우 강하게 음양각되었
으며 이갑강 공간이 거의 없다.
내곽은 하반부가 아래로 좁고
길게 이어져 있으며, 별도의 이
[그림 14] : 卓密 추정,
병이 도드라져 있지는 않지만,
<塑造帝釋天倚坐像>, 1694년 5월 추정,
高 109.5cm, 義城 大谷寺 羅漢殿(송은석) 내곽을 감싸며 이병 역할을 하
17) …大靈山敎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花竭羅慈氏彌勒十六大阿羅漢與五百聲聞
龍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諸位使者童子等像…(｢完州 松廣寺 羅漢殿 木造
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56년 7월, 白紙ㆍ墨書(송은석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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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위가 이수로부
터 이어져 있다[그림
15]. 이 같은 눈, 코,

귀, 인중 등 얼굴의
세부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안일사 석가
상이나 대곡사 대웅
전의 두 보살상 얼굴
의 세부와 거의 구별
되지 않을 정도로 흡
[그림 15] : 소조제석천의좌상의 얼굴(송은석)

사하다. 다만, 코의
표현은 안일사 석가

상이나 대웅전의 두 보살상보다 훨씬 강하게 돌출하였고, 콧부리에서
급격히 완만해 진 매부리코 형식인데, 1704년에 제작된 울진 불영사 삼
존상의 코와 좀더 가깝다고 하겠다[그림 4, 14]. 나한전의 두 제석상은
양식적으로 안일사 석가상과 대곡사 대웅전 보살상을 조성한 탁밀의
작풍이 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석가상, 보살상과 같은 1694년에 함
께 조성되어 나한전(또는 응진전)에 봉안되었던 상으로 판단된다.
나한상은 불교의 여러 존상 가운데에서 가장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되는 존격의 하나이다. 16명의 나한들은 나이와 배경 등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옷, 자세, 지물 등도 서로 다르고 같은 나한이
라도 시대와 조각가에 따라 일정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불보
살상과 비교할 수 있는 눈, 코, 입 등 얼굴의 세부의 분석을 통해서 조
각승을 추론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한상들의 얼굴은 앞
에서 든 불보살상들과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젊은이, 늙은이,
앞을 바라보는 이, 옆으로 몸을 돌린 이, 백발, 흑발 등등 다종다양한
자세와 표정이 나한상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 16나한상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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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흙으로 제작되었고, 얼굴의 세
부도 동일한 작풍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한 조각승 집단에 의해 제
작된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
을 것이라 판단된다[그림 16].
나한상들의 얼굴 세부는 자세
나 노소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다. 앞에서 본 불보
살상이나 제석상이 상하로 긴 직
사각형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데
반해, 이들 나한상들은 상하로 긴
직사각형의 얼굴은 거의 없다. 불
보살상들의 얼굴에는 세부 근육
[그림 16] : 卓密 추정,
<塑造阿氏多尊者坐像>, 1694년 5월 추정,

에 의한 굴곡이나 주름이 표현되

고 68.5cm, 義城 大谷寺 羅漢殿(송은석)

드러나지 않는 것과 달리, 나한상

지 않아 인간의 희노애락 정서가

의 얼굴에는 눈과 눈썹의 크기와 굵기, 입의 벌림, 이빨의 노출, 뺨의
근육, 이마의 주름, 목의 근육 등에 의해 다양한 표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안면 근육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지 않은 코, 인중,
귀의 표현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서 불보살상들과 비교할 수 있
으며, 눈도 일상적인 평온한 표정을 한 나한상의 경우에는 불보살상들
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나한상들의 눈은 대부분 가늘게 떠서 상하 폭이 좁으며, 평온한 상태
의 눈에는 내자에 몽고주름이 선명히 표현되어 있어, 앞에서 든 안일사
석가상을 비롯한 탁밀 작품의 눈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코는 이
마에서 강하게 돌출하여 얼굴 중앙에 우뚝하게 솟아 있으며, 인중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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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소조아씨다존자좌상의 얼굴

도 앞에 든 불보살상과 동일한 정도이다[그림 17]. 호분에 의한 훼손이
적어 귀의 세부가 잘 보이는 경우, 귀의 모습도 탁밀의 여타 작품과 거
의 유사하다. 삼각와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갑강 공간이 거의
없고, 이병 역할을 하는 부분의 표현도 동일하다. 이러한 얼굴 세부의
공통적인 표현법은 동일 조각가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에, 이들 나한상들은 모두 탁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일사 석가상 발원문에 “塑成十六應眞”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나한
상들의 재질이 흙이라는 점도 탁밀 작품이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판관상과 사자상도 불보살상과는 다른 복제가 착용되기 때문에 안일
사 석가상이나 대곡사 대웅전 보살상들과 비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나, 눈, 코, 귀 등 얼굴의 세부 표현을 비교하여 조각가와 제작 시
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관상과 사자상의 얼굴은 위에
서 탁밀의 작품으로 판단된 제석상처럼 상하로 긴 직사각형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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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卓密 추정, <塑造使者立像(向左)과 塑造判官立像(向右)>, 1694년 5월
추정, 사자: 고 107.0cm 판관: 고 103.0cm

으며, 안일사 석가상과 대웅전 보살상들의 얼굴 형태와 유사하다[그림
18]. 얼굴 중앙에 크게 자리한 코는 이마로부터 급하게 돌출한 점도 동

일하다. 두 눈은 가늘게 뜨고 있으며, 내자에 몽고주름도 자리하고 있
어 단응ㆍ탁밀파의 표현상 특징과 상통한다. 비교적 세부 확인이 가능
한 좌판관의 귀를 예로 들면, 삼각와, 이갑강, 내곽, 이병의 표현이 모
두 앞에서 든 불보살상과 제석상, 그리고 나한상들과 상통하고 있다[그
림 19]. 이처럼 얼굴의 세부가 같은 점으로 보아 이들 판관상과 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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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소조판관입상의 얼굴(송은석)

도 탁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 시기도 1694년으로 추정
된다.
제석천상과 사자상은 조선 후기의 나한전에 항상 봉안되는 존상들이
지만, 판관상이 봉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판관은 冥府에서 지장보
살을 도와 재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자들이어서 명부전에는 항상 봉
안되지만 삼세불이 주존인 나한전에 봉안되지는 않는 존자이기 때문이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나한전의 판관상은 양식상 탁밀에 의해
1694년에 제작된 불보살상, 나한상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한전에 판관상이 봉안된 사례는 조선 후기의 사찰에서는 대곡사 나
한전 이외에는 거의 알려진 사례가 없지만, 1678년에 조성된 청도 덕사
나한전에 석조삼세불좌상, 십육나한상과 함께 使者, 판관, 제석이 함께
봉안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18) 현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나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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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상, 판관상, 사자상은 모두 눈, 코, 귀, 인중 등 얼굴의 세부에서 안
일사 석가상이나 대곡사 대웅전의 두 보살상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
음이 확인되었다. 안일사 석가상이 1694년 수조각승 탁밀에 의해 제작
된 것이므로 이들 나한전의 제 존상들은 모두 같은 해에 탁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대곡사 나한전 존상의 복원과 배치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대구 안일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 석가상
은 원래 의성 대곡사의 나한전에 삼세불의 주존으로서 조성되어 봉안
되었던 존상임이 석가상 복장의 두 발원문으로부터 확인되었다. 조성
발원문에 의하여, 1694년 화주 태규 등에 의해 목조의 석가문불과 좌우
보처, 그리고 소조의 16나한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개금
발원문에 의하여, (안일사의) 이 존상이 262년 전(즉, 1694년) 화주 태
규에 의해 조성되어 의성 대곡사에 봉안되었던 석가문상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즉, 두 발원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1694년 화주 태규에
의해 조성된 존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제화갈라-석가-미륵의 삼세불,
흙으로 제작된 16나한이며, 이들은 모두 의성 대곡사 나한전(추정)에
봉안되었다는 것이다.
앞의 Ⅲ장과 Ⅳ장에서 시도한 양식 분석을 통하여 대곡사 대웅전의
두 보살상과 현 나한전의 제 존상들은 모두 안일사 석가상의 조각가인
탁밀이 제작한 작품으로 판단되었고, 그 제작 시기도 1694년으로 추정

18) …右使者李是連單身 左使者梁順男灵駕 右判官宋命閑兩主 左判官崔善好兩
主 右帝釋李白蓮兩主 左帝釋崔白花保体…(｢淸道 德寺 石造釋迦佛坐像 造
成發願文｣, 1678년 6월, 白紙ㆍ墨書(송은석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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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대구 안일사, 의성 대곡사 대웅전, 의성 대곡사
나한전 등에 분산되어 봉안되어 있는 제 존상들이 원래 봉안되었던 전
각은 지금은 없어진 대곡사 내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래의 대곡사 나한전에 봉안
되었던 것이 확실하거나 추정되는 존상들은 주존 석가상(안일사), 좌우
보처보살(대웅전), 시왕(현 나한전), 제석(현 나한전), 판관과 사자(현
나한전) 등 총 19구이다. 대개 조선 후기에 조성된 나한전에는 이들 존
상들 외에도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석가불의 좌우에 봉안되기도 하
며, 전각의 입구 좌우에는 금강역사(또는 장군)가 봉안되는 것이 일반
적인 구성이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여러 사찰의 나한전 존상들과 존상
들의 복장으로부터 발견된 발원문 기록 등을 근거로 나한전 존상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세불과 16나한이다. 삼세불은 과거 연등불(가섭불, 제화갈라
불), 현재 석가불, 미래 미륵불의 세 부처이며, 조선 후기 나한전에 주
존으로 봉안되었던 불상들이다. 주목할 점은 석가불을 제외한 과거불
과 미래불은 모두 보관을 쓰고 영락을 착용한 보살형으로 조성되었으
며, 이처럼 보살형의 제화갈라와 미륵이 삼세불로 봉안된 사례는 조선
후기 한국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19) 16나한은 석가의
입멸 후 미륵불이 성불할 때까지의 부처가 없는 시대 즉 ‘無佛時代’에
불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성불을 미룬 승려들이며, 이들이 곧 연등불석가불-미륵불로 이어지는 授記三尊의 완성을 도와주는 존재들이다.20)
19)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독창성｣, 미술사학 28, 2014, 314∼321쪽
참조.
20) …佛薄伽梵般涅槃後八百年中. 執師子國勝軍王都. 有阿羅漢名難提蜜多羅
(唐言慶友)…我等未知世尊釋迦牟尼無上正法當住幾時. 尊者告曰. 汝等諦聽.
如來先已說法住經. 今當為汝粗更宣說. 佛薄伽梵般涅槃時. 以無上法付囑十
六大阿羅漢并眷屬等…至彌勒如來成正覺時善得人身…於彼佛第一會中以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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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한이 주인인 나한전의 주존으로서 삼세불이 봉안될 수 있
는 근거는 이미 ‘무불시대에 불법을 수호하’는 나한의 성격으로부터 확
보되어 있었다.
둘째, 제석천이다. 조선 후기 나한전에 항상 한 쌍의 제석천상이 봉
안된 사실은 앞에서 든 완주 송광사 나한전 이외에도 많은 전각의 사
례를 통하여 확인된다. 욕계 제2천인 도리천의 주인이며 須彌山頂에
거주하는 제석천은 머리에는 보관을, 몸에는 천인의 의복을 착용하고
서 倚坐한 모습으로 주로 조성되었다. 1580년에 제작된 울진 불영사 나
한전(또는 응진전),21) 1633년의 김제 귀신사 나한전,22) 1678년 청도 덕
사 영산보전,23) 1685년 고흥 능가사 응진당,24) 1693년 구례 천은사 응
진당25) 등 16세기 이래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나한전에는
제석천이 봉안되었다. 그러나 16나한 조성의 근거인 법주기에 제석천
이 등장하지 않으며 여타 나한과 관련된 경전에서도 제석천은 등장하
지 않기 때문에, 나한전에 제석천이 봉안되는 경전적 근거는 찾기 어려

21)

22)

23)

24)

25)

信心捨俗出家剃除鬚髮披著法服既預聖眾. 隨宿願力便得涅槃(밑줄 필자)(玄
奘 譯,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T49n2030), 12∼14쪽).
萬曆八年庚辰三月日始八月日畢釋迦文佛左右補處與十六聖衆帝釋使者童子
六軀健靈神等安于於天笁山佛影寺(밑줄 필자)(｢蔚珍 佛影寺 三世佛ㆍ十六
羅漢像 造成發願文｣, 1580년 8월, 黃綃ㆍ墨書(송은석 석문)).
“靈山敎主釋迦牟尼佛左右補處阿難迦葉十六大阿羅漢左右帝釋監齋使者直符
使者建靈神幷二十五位安于…(밑줄 필자)(｢金堤 歸信寺 塑造三世佛坐像 造
成發願文｣, 1633년 10월, 白紙ㆍ墨書(송은석 석문))
時維歲次康熙拾柒年戊午六月初五日…右帝釋李白蓮兩主 左帝釋崔白花保
体…(밑줄 필자)(｢淸道 德寺 石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78년 6월, 白
紙ㆍ墨書(송은석 석문))
新造成一如來六菩薩十六大阿羅漢二九童子二使者二帝釋兩金剛諸端嚴相記
(밑줄 필자)(｢高興 楞伽寺 木造三世佛坐像 造成發願文｣, 1685년 6월, 白紙
ㆍ墨書(고경 석문))
康熙三十三年癸酉仲夏敬造靈山敎主釋迦如來左右補處迦葉阿難與十六聖衆
左右帝釋今旣畢功安于智異山甘露寺(밑줄 필자)(｢求禮 泉隱寺 木造羅漢坐
像 造成發願文｣, 1693년 5월, 白紙ㆍ墨書(송은석 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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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이다.
셋째, 使者이다. 사자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勸供諸般文(1574), 諸
般文(1694) 등 의식문에 삼세불의 권속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거의 모

든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26) 의식문에 의하면 양 쪽의 사자는 각각
監齊使者)와 直符使者로 추정된다. 이들 사자상은 원래 명부전에서 명

부의 일을 보는 존재로 등장하였는데, 어떤 연유로 나한전에까지 등장
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곡사 나한전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 판관상과 함께 명부전 권속이 나한전 권속으로 유입된 사례로
추정된다.
넷째, 將軍이다. 金剛 또는 金剛力士라고도 하는 장군상은 원래 불법
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아 석가여래의 곁을 지키던 신장이다. 조선 후기
에는 명부전과 나한전 등 전각의 문을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였는
데, 거대한 몸집에 상체를 드러내고 온 몸의 근육이 강조된 조각이다.
이상 조선 후기 나한전에 일반적으로 봉안되었던 존상들을 근거로
대곡사의 원 나한전 존상들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에는 높은
불단을 두고 그 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미륵보살과 제
화갈라보살이 배치되며, 좌우로는 중간 높이의 단을 두고 16나한과 제
석천이 좌우로 배치된다. 제석천 옆으로는 낮은 단이 자리하며, 차례로
입상의 판관과 사자가 배치되고 마지막 문 좌우로는 장군상이 마주하
는 배치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그림 20].

26) 羅漢請…一代敎主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右補處提和竭羅菩薩十六聖
衆監齋使者直符使者幷諸眷屬…(撰者未詳, 勸供諸般文, 1574, 安邊 釋王
寺 開板(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第一集, 保景文化社, 1993, 680쪽)) ; 羅
漢請…一代敎主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右補處提花竭羅菩薩十六聖衆
監齋使者直符使者幷諸眷屬…(밑줄 필자)(撰者未詳, 諸般文, 1694, 金堤
金山寺 開板(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 第二集, 保景文化社, 1993, 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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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대곡사 나한전의 존상 배치안(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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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대구 안일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석가불좌상의 腹藏에서 발견된 조
성발원문(1694)과 개금발원문(1955)을 통해 이 불상이 1694년 조성되
어 의성 대곡사에 봉안된 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때에 석가불상과 함께 조성된 불상은 미륵보살상, 제화갈라
보살상, 그리고 16나한상이었으며, 이들 불상들은 모두 대곡사 나한전
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곡사에 있었던 원래의 나
한전은 1955년 개금 불사 이후 어느 때인가 헐렸거나 파괴되었고, 파손
을 면한 존상들은 외부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가상은 멀리 대
구 안일사로 이안되었으며, 보살상과 나한상 등 나머지 존상들은 대곡

292 石堂論叢 66집

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으로 이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나한
상, 제석상, 판관상, 사자상 등이 새로 지어진 나한전으로 이안되어 본
래의 전각을 찾았지만, 미륵보살상과 제화갈라보살상은 이미 본래의
명칭을 잃고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으로 개칭되어 대웅전 아미타
불의 협시보살로 역할이 바뀐 상태였다. 또한 원래의 나한전에 봉안되
었을 것이 확실한 장군상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오래 전 파괴된 나한전으로부터 유리되어 대곡사 내의 대웅
전과 대구 안일사 등지에 흩어져 있던 불상들의 원래 봉안처를 찾고,
불상들의 원래 구성을 추정하여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안일사 석
가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기록의 진실성 여부는 불상 구성의 복
원을 위한 첫 번째 과제였으며, 석가상에 대한 양식 분석을 통해 조각
승 탁밀의 제작품이라는 발원문 기록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탁밀이 조성한 영월 보덕사 아미타삼존상(1687), 울진 불영사 삼세
불상(1704)과 얼굴, 의복 등 세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1694년에 제작
되었다는 발원문 기록이 양식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는 대곡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두 협시보살상을 조성한 조각승과
제작 년대 그리고 존명을 검토하는 일이었다. 안일사 석가상과 대곡사
대웅전의 두 보살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보살상 역시 탁밀에 의한
제작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라는 현 명
칭은 아무런 도상적 근거 없이 부여된 것이었으며, 원래의 나한전에 봉
안되었던 미륵보살상, 제화갈라보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
었다. 마지막으로 현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는 나한상, 제석상, 판관상,
사자상들은 얼굴의 세부 표현 방식에서 단응ㆍ탁밀파의 작품들과 동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탁밀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
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들 나한상들이 안일사 석가상 조성
발원문의 ‘塑成十六應眞’ 기록에 상응하는 소조상인 점도 이러한 결론
에 이르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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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ulptures in the Nahan-jeon
Hall of Daegok-sa Temple in Uiseong
and Monk Sculptor Takmil
Song, Un-Sok
The written prayers marking the original gilding (1694) and
re-gilding work (1955) carried out on the wooden statue of seated
Śākya-muni Buddha enshrined in Anil-sa Temple in Daegu reveal
that it was made in 1694 for enshrinement in Daegok-sa Temple in
Uiseong. According to the prayers, the Śākya-muni statue was
made

along with various other statues,

including Maitreya

Bodhisattva, Dīpaṃkara Bodhisattva and the sixteen Arhats, to be
enshrined in the Hall of Arhats (Nahan-jeon Hall) of Daegok-sa
Temple. Many of the original statues disappeared after the 1955
re-gilding work following the destruction of the hall, when the
Śākya-muni statue was relocated to Anil-sa Temple where it is
currently enshrined and the rest of the statues were moved to
Daeung-jeon Hall at Daegok-sa Temple. The statues of the Arhats,
Judges, Messengers, and Indra were later restored in the new Hall
of Arhats, while the Maitreya and Dīpaṃkara statues were renamed
Avalokiteśvara and Mahāsthāmaprāpta and placed as acolytes on
each side of the principal Buddha, Śākya-muni, enshrin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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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prayer hall of Daegok-sa Temple. However, no one knows
the whereabouts of the statues of the Generals(Vajrapāṇis), which
should have been enshrined in the original Hall of Arhats.
This study aims to restore the set of sculptures of Buddhist
deities originally enshrined in the Hall of Arhats at Daegok-sa
Temple in Uiseong, which, as previously mentioned, were later
displaced from the original shrine to other locations including
Daeung-jeon Hall of the same temple and Anil-sa Temple. A study
of the written prayers discovered in the hidden repository inside the
Śākya-muni statue enshrined in Anil-sa Temple, as well as the
analysis of the sculptural style of the statue, revealed that it was
carved

by

a

monk-sculptor

named

Takmil(탁밀,

卓密).

A

comparison of the Śākya-muni statue with other works by the same
sculptor, such as the Amitabh Buddha Triad of Bodeok-sa Temple
in Yeongwol (1687) and the Buddhas of the Three Generations
(1704) in Buryeong-sa Temple in Uljin, also confirmed the veracity
of the record in the written prayer stating that it was made in 1694.
The

two

acolytes

of

the

Śākya-muni

Triad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Daegok-sa Temple were also closely reviewed
to reveal when they were made and by whom. A comparison of the
two bodhisattvas with the Śākya-muni statue in Anil-sa Temple
revealed that the statues were made by the same sculptor, Takmil;
that the bodhisattvas are the Maitreya and Dīpaṃkara statues
originally enshrined in the Hall of Arhats at Daegok-sa Temple; and
that their new names were given to them arbitrarily after their
transfer to the new location. Finally,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statues of the Arhats, Judges, Messengers and Indra in the Ha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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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hats display the same style as other sculptural works by
Daneung and Takmil, suggesting that they were made by the latter.
Such a conclusion is backed up by a record on “the statues of
Sixteen Arhats made of clay” contained in the written prayer
marking the enshrinement of the Śākya-muni statue in Anil-sa
Temple.
Key Words : Daegok-sa Temple, Anil-sa Temple, Nahan-jeon Hall,
Monk-sculptor, Takmil, Dan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