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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려후기 14세기의 불교조각들 가운데는 청양(靑陽) 장곡사(長谷寺) 금동약사불좌상

을 비롯하여 서산(瑞山) 문수사(文殊寺) 금동아미타불좌상과 부석사(浮石寺) 금동관음보

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 청양 운장암(靑陽 雲藏庵) 철조

보살좌상, 국립부여박물관의 금동불좌상 등과 같이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상들이 여러 

구 전하고 있다. 이 상들은 동일 공방(工房)에서 제작되었거나 혹은 동일계열의 조각가

들에 의해 주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불상조성의 유파(流

派)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 다. 특히 이 조상(彫像)들 중에는 기년명(紀年銘) 상(像)이 

몇 구 있어서 이 유형 불상들이 14세기 전반경에 유행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조상

(造像)기법도 훌륭하여 14세기 고려 불교조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1)

본고(本考)에서 살펴볼 백장암(百丈庵)의 금동보살좌상은 언제부터인지 정확치는 않

지만 꽤 오래 전부터 지리산 백장암의 선방(禪房)에 봉안되어 왔던 상인데, 도상(圖像) 

및 양식적 면에서 전술(前述)한 14세기 조각들, 특히 부석사(浮石寺) 금동관음보살좌상

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상으

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여러 구의 14세기 불상들과의 비교고찰을 통

해 이 백장암 보살상의 형식과 양식, 조성시기 등을 살펴보고 고려시대 조각사에서 백

장암보살상이 갖는 의의(意義)에 대해 논의(論議)하고자 한다.

1) 고려시대 14세기의 불교조각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연구한 論著는 다음과 같다. 閔泳硅,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14․15合輯(1966), pp.237∼247 ; 竹菊淳一, “對馬 壹岐の朝鮮系彫刻”, 『佛敎藝術』      

   95(東京 : 1974), pp.23∼24 ; 姜仁求, “文殊寺金銅如來坐像腹藏”, 『美術資料』18(1975), pp.1∼18 ; 4崔聖銀,      

   “14世紀의 紀年銘菩薩像에 대하여”,『美術資料』32(1983), pp.19∼36 ; 鄭恩雨, “高麗後期 佛敎彫刻              

   硏究”,『美術資料』33(198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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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살상(菩薩像)의 현상(現狀)과 형식(形式)

금동보살좌상이 전해오는 백장암(百丈庵)은 전라북도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 지리산

(智異山)에 있는 암자로 통일 신라말 홍척(洪陟)에 의해 개창된 실상사파(實相寺派) 선

문(禪門)이 열렸던 실상사(實相寺)의 속암(屬庵)이다. 백장암의 원(原) 사명(寺名)은 백

장사(百丈寺) 는데,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백장(百丈)은 마조도일(馬祖道一)(709∼

788) 문하(門下)로 강서성(江西省)(홍주(洪州)) 백장산(百丈山)에서 선법(禪法)을 펼쳤던 

백장회해(百丈懷海)(749∼814)를 지칭하는 것으로서2) 실상사파를 개창한 홍척(洪陟)스

님이 중국의 강서성(江西省)에서 역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고제(高弟)인 서당지장(西

堂智藏)(735∼814)으로부터 법을 받고 왔던 것과 함께 중국 강서성(江西省) 선풍의 

향을 크게 받았음을 분명하게 해준다.3)

이곳 백장암에는 나말려초기에 조성된 삼층석탑(국보 제10호)과 석등, 그리고 조선시

대의 승탑(僧塔)이 여러 기(基) 전하고 있어서 통일신라 이래 번성했던 역사깊은 고찰

(古刹)인 것을 알려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백장사(百丈寺)

가 수청산(水淸山)에 있다”고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4) 『지리산(智異山) 보상사지

(寶相寺誌)』에 의하면 백장사는 조선(朝鮮) 현종연간(顯宗年間)(1660∼1674)에 처음 화

재를 입었고, 숙종(肅宗) 5년(1679)에 2차 화재를 입은 뒤 백장사터에 몇간의 작은 건물

을 지어 백장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백장암은 고종 5년(1868)에 세 번째 

화재를 당했고 이듬해에 아래에 있던 터에서 현재 위치로 옮겼는데 광무(光武) 4년

(1900)에 다시 4차 화재를 입어서 다음해에 다시 세우게 되었다.5)

이처럼 백장암이 네차례의 화재를 겪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 계속 요사채나 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범우고(梵宇攷)』(1779)에 폐사(廢寺)되었다고 기록

된 것은 과거의 규모와는 달리 초암(草庵) 정도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

다.6) 요즈음 지금의 건물주변을 시굴(試掘)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말의 막새기와에서부

터 고려, 조선까지의 유구(遺構)가 발견되는 것은 백장암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특히 

상감청자의 파편이 많이 발견되는 점은 13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

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7) 그러므로 백장암의 금동보살좌상은 고려말에 있었

을 백장암의 중창때부터 계속 이 절에서 전해 내려온 상일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백장

암과 가까운 실상사(實相寺)나 주변의 암자에서 이곳으로 이안(移安)된 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금동보살좌상은 크기가 50cm 정도이며 두부(頭部)가 상(像) 전체 크기에 비해 다소 

큰 편인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동안 두껍게 개금된 상태 으나(도 

1), 1998년 11월 8일 금(金)을 벗겨내고 다시 얇게 개금(改金)을 하 다. 금(金)을 벗긴 

2) 鈴木哲雄, 『唐五代の禪宗-湖南江西篇』(東京 : 大東出版社, 1984), pp.141∼145.

3) 金煐泰, 『韓國佛敎史槪說』(경서원, 1986), p.103.

4) 『新增東國輿地勝覽』남원군 佛宇條.

5) 현재 光明殿, 禪室, 文殊殿이 있는데 光明殿은 1910년에 건립되었고 禪室은 1972년에 증축되었다고 한다. 백장암  

  의 연혁에 대해서는 金映遂, 『智異山實相寺誌』;『實相寺百丈庵 三層石塔周邊發掘調査<略報告書>』(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1998. 11)『실상사』(선우도량, 1997) pp.75∼76 참조.

6)『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39권「운봉현(雲峯縣)」불우조(佛宇條) ;『범우고(梵宇攷)』운봉(雲峯).

7) 현재 백장암 시굴을 진행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김성기교수는 13세기 상감청자 파편이 많이 묻힌 점에서 볼 때,  

  이 상감청자의 연대보다 늦은 13세기 이후 대대적인 중창이 있어 청자의 파편들이 묻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있다.『實相寺百丈庵 三層石塔周邊發掘調査<略報告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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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보살상(菩薩像)의 세부를 살펴보면, 얼굴은 둥 고 뺨에 살이 많으며 턱이 짧

아서 둥근 얼굴의 윤곽이 강조되고 있다(도 2, 3, 4). 이마의 백호(白毫)에는 백옥(白玉) 

같은 재질의 돌이 박혀 돌출하 고 눈은 가늘고 길며 코가 크고 우뚝한데 입가에는 미

소를 띠고 있다. 보살상의 머리는 높은 보계(寶髻)와 앞머리, 양 어깨와 등쪽으로 흐르

는 수발(垂髮)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보계의 모양은 묶은 매듭이 보계의 상부에 위치하

고 그 위로 머리다발이 다섯가닥으로 나뉜 형태이며 측면에서 보면 보계끝의 머리다발

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뒤로 꺾여져 있다. 앞머리는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세 

개씩, 모두 여섯 개의 반원형으로 표현되었고 이 앞머리의 윗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좁

아져서 보관(寶冠)을 올려놓기 위한 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깨와 등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수발(垂髮)이 흐르고 있다. 보살상은 그동안 원통형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

었는데 원래부터 보관이 있었다는 것은 앞머리 부분이 돌출하여 관(冠)이 올려질 수 있

는 턱을 만들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으나 지금의 보관은 상 전체의 크기에 비해 너

무 크고 관 표면의 문양(文樣)도 불분명하여 제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장신구(裝身具)를 보면 중앙의 원형부분이 돌출된 화문(花紋)의 귀걸이와 원형의 장식

문양이 새겨진 두꺼운 띠모양의 팔찌를 끼고 가슴에는 둥근 화문(花紋)장식이 있는 목

걸이가 표현되었는데 세 개의 장식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수식(垂飾)이 중앙과 좌우에 다

섯가닥 내려오고 있다. 무릎 위에는 목걸이와 같은 모양의 구슬 달린 원형장식이 있는 

락(瓔珞)이 표현되어 있다.

착의형식은 이 시기의 다른 보살상들과 마찬가지로 불상의 대의(大衣)처럼 소매가 넓

은 포의(袍衣)형태의 보살옷을 입고 그 안에는 내의(內衣)를 묶은 매듭이 조각되었으며 

왼쪽 가슴에는 승각기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왼편 어깨에는 옷자락이 접혀 이등변삼각

형 모양의 주름을 이루고 다리의 오른쪽 발목위에는 옷자락이 접혀 있고 오른발 아래에

는 옷 끝자락이 한 자락 흘러내리고 있다. 양 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대어 아미타

불의 구품인(九品印) 가운데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結)하고 있다.

Ⅲ. 보살상(菩薩像)의 양식적(樣式的) 특징(特徵)과 

조각사적(彫刻史的) 의의(意義)

앞에서 살펴본 백장암보살상의 형식은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여러 구의 14세기 전반의  

불․보살상과 함께 고려 말 14세기 보살상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유형의 보

살상으로는 천력(天曆) 3년(1330)명의 서산(瑞山) 부석사(浮石寺) 금동보살좌상(도 5)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순(至順) 4년(1333)명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도 6), 국립중앙박

물관의 금동보살좌상(도 7), 선운사(禪雲寺) 도솔암(兜率庵) 금동지장보살좌상,8) 청양 

운장암(雲藏庵)의 철조보살좌상(도 8) 등이 있다. 또한 같은 양식계열의 불상으로는 

1346년에 조성된 장곡사(長谷寺) 금동약사불좌상(도 9), 현재 행방불명된 1346년명의 

문수사(文殊寺) 금동아미타불좌상(도 10), 이 외에도 부여박물관 금동불좌상9)과 국립중

앙박물관의 금동불좌상(덕(德) 71)10) 등, 여려 구 전해오고 있다. 이 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백장암보살상의 양식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 『佛敎美術大典』「佛敎彫刻」(한국색채문화사, 1994), pp.190∼191 圖 171.

9) 崔聖銀, 앞 논문, p. 27의 圖 11.

10) 文明大, 앞 논문, p.65의 圖 33 ; 崔聖銀, 앞 논문, p. 27의 圖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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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백장암 보살상은 크기와 세부표현에서 현재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 장기현

(長崎縣) 풍옥촌소강(豊玉村小綱)의 관음사(觀音寺)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관음보살상과 

흡사하다(도 5). 천력(天曆) 3년(年)(1330) 고려의 서주(瑞州) 부석사(浮石寺)에서 당

(堂)의 주존(主尊)으로 조성되었던 이 보살상은 50.5cm의 크기나 차분한 표정의 둥근 

얼굴, 착의형태,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의 수인(手印), 목걸이와 무릎위의 락표현, 보

계를 묶은 형태, 왼쪽 가슴의 승각기 치레장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백장암보살상과 유

사한 표현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11) 다만 백장암상의 앞머리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에 각각 세 개씩, 모두 여섯 개의 반원형으로 표현된 것에 비해 부석사상의 앞머리는 

다소 촘촘하게 새겨져 국립중앙박물관 지순(至順) 4년(1333)명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

상들의 앞머리 표현에 가깝다, 지순 4년명 금동보살입상들은 일제시대에 조사된 복장발

원문에 “지순사년구월이십일(至順四年九月二十日)”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

는데 현재 복장기는 소재는 알 수 없다.12) 이 상들은 입상이므로 승각기 장식이 옷속으

로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살이 많은 둥근 얼굴의 표현이나 락장식, 보살옷의 형태, 수

인, 둔중한 체구 등 여러 면에서 백장암상이나 앞의 부석사(浮石寺)상과 통하며, 앞머리

가 보관을 올려놓기 위한 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나 어깨와 등쪽으로 자연스

럽게 수발이 흐르고 있는 점에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다.

앞머리의 표현방법에서 백장암상과 유사한 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보살좌상(덕

(德) 4238)이다(도 7). 이 상은 백장암상에서처럼 앞 머리가 여섯 개의 반원형으로 표현

되었으며 양 볼에 살이 통통한 얼굴이나 목걸이의 형태, 옷주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백장암 보살상과 흡사하다. 같은 유형의 보살상으로서 청양(靑陽) 운장암(雲藏庵) 철조

보살좌상(도 8)은 상의 재료가 금동이 아닌 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락이나 

착의형식, 옷주름, 승각기장식 등에서 백장암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13)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도 7)이나 운장암(雲藏庵)철조보살좌상(도 8)에서 보이

는 폭이 넓어 다소 방형에 가깝고 표정이 부드러우며 뺨이 통통하여 얼굴이 더 동그랗

게 보이는 여성적인 얼굴표현은 이 시기 보살상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인데, 이

와 같이 살이 많은 얼굴모습은 근진(根津)미술관의 대덕(大德) 10년(1306)명 아미타불

화(阿彌陀佛畵)14)나 1313년에 조성된 민천사(旻天寺)아미타불좌상15)(도 11)에서도 발견

되고 있어 14세기초부터 이미 유행하 던 양식이라고 생각된다.16) 유사한 부드러운 얼

굴표현이 선운사(禪雲寺) 도솔암(兜率菴) 금동지장보살상에서도 발견되나 이 상에서는 

목걸이의 조각이 얕고 단순화되었으며 무릎위의 주름표현에 있어서도 1340년대의 장곡

사(長谷寺)나 문수사(文殊寺) 금동불좌상에서 보이는 표현과 유사하다.

장곡사금동약사불좌상(도 9)과 문수사금동아미타불좌상(도 10)은 복장(腹藏)이 조사되

어 충목왕(忠穆王) 2년(1346)에 조성된 것이 밝혀진 상으로서17) 장곡사(長谷寺)상은 근

11) 이하 浮石寺像, 또는 浮石寺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칭함.

12) 至順은 元 文宗의 연호로 1330년부터 1332년까지 3년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至順 4년은 元 順帝元年, 高  

   麗 忠肅王 2년인 1333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李王家博物館陳列品寫眞帖』 上(李王家博物館, 1917) 圖  

   版 37, 38 ; 秦弘燮, 『韓國의 佛像』(一志社, 1976), p.320 ; 崔聖銀, 앞 논문, pp.24∼26 참조.

13) 운장암철조보살좌상에 대해서는 崔聖銀, 『철불』(대원사, 1995), pp.98∼99 참조.

14) 『高麗佛畵』 韓國의 美⑦(중앙일보․계간미술, 1981), 圖 10 ;『高麗․李朝の佛敎美術』(山口縣立美術館, 1997),  

    p.8 圖 1.

15) 文明大, 앞 논문, pp.44∼45.

16) 崔聖銀, 앞 논문, p.45의 도 9.

17) 『불교미술대전』「불교조각」 p.193의 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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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두껍게 개금(改金)되어 지금은 섬세한 표현을 알아보기 어렵고 문수사(文殊寺) 금동

불좌상은 도난당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불좌상들의 얼굴은 백장

암보살상을 비롯한 여러 상들에서 나타나는 얼굴 표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변화를 보

이고 잇다. 즉, 장곡사(長谷寺)와 문수사(文殊寺) 금동불좌상의 얼굴은 양 볼의 살이 약

간 빠지면서 턱 부위가 길어져서 난형(卵形)으로 갸름해지고 섬세한 입술과 인중, 더 차

분해진 얼굴표정에서 세련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340년대의 불좌상의 갸름해진 

얼굴표현과 이목구비의 표현은 보살상에서도 발견되는데 현재 일본(日本) 좌하(佐賀) 

보명사(普明寺)에 소장된 금동보살좌상(도 12)은 단아하고 갸름한 얼굴의 표현에서 앞

의 불상들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얼굴표현 외에도 상체가 길어진 당

당한 신체 비례와 무릎위에 새겨진 옷주름의 표현에서 장곡사불상의 양식을 따르고 있

다. 이러한 점과 보계가 높이 곧게 솟아 있는 점을 제외한 세부표현에서는 - 착의형식, 

목걸이와 락의 표현, 승각기장식, 옷주름 등- 백장암상을 비롯한 전술(前述) 보살상들

과 유사하다. 이 보명사(普明寺)상은 복장(腹藏)을 잃어 조성시기와 처음에 봉안되었던 

사찰 등을 알 수 없지만 형식적인 특징과 양식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백장암상과 같

은 조각유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백장암이나 부석사의 보살상 형식이 진전되

어 나타난 1340년대의 보살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밖에 백장암보살상의 세부 표현양식을 살펴보면, 보관은 상 전체의 비례에 맞지 않

고 조법도 떨어진다. 당시의 보살상들 가운데 원래의 보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예는 그

리 많지 않지만 백장암상보다 다소 조성시기가 늦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형 보살좌상(도 13)이나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박물관소장의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의 좌협시 관음보살좌상(도 14)의 경우를 보면 관대(冠帶)에 화문(花紋)이 달려있고 관

의 중앙부분이 더 높은 산형(山形)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백장암보살상의 

보관도 이와 같은 형태 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의 보관(寶冠)은 후대에 보수된 것

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백장암상의 목걸이는 앞에서 예로 든 같은 양식계열의 보살상 모두에서 발견

되고 목걸이와 같은 형태의 구슬달린 원형장식이 있는 락이 무릎 위에 표현된 점도 

이들 조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백장암상의 목걸이 수식(垂飾)의 좌우

에 매달린 마름모꼴의 구슬은 14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보살좌상(도 7)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순(至順) 4년(1333)명 금동관음보살입상

(도 6)의 목걸이에서도 보이며 연우(延祐) 7년(1320) 아미타구존도의 관음보살상18)과 

같은 14세기의 불화에서도 발견되므로 이 시기에 유행했던 목걸이의 표현인 것으로 생

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백장암보살상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보살상과 불상들은 얼굴이나 보

계(寶髻)나 보발(寶髮), 승각기 장식, 착의형식, 수인 등의 표현에서 같은 양식계열 혹은 

조각유파의 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얼굴의 조각

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고, 보살상의 경우는 가슴과 무릎위에 

새겨진 목걸이와 락(瓔珞)의 형태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수인(手印)은 하품하생인(下

品下生印)을 결(結)한 운장암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미타불의 구품인 가운데 하품중생

인(下品中生印)을 결(結)하고 있으며 법륜(法輪)을 지물(持物)로 들고 있는 선운사(禪雲

寺) 도솔암 지장보살상이나 약합을 지물로 든 장곡사(長谷寺) 금동약사불좌상(도 9)의 

18) 『高麗佛畵』, op. cit, 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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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오른손으로는 긴 손가락을 가볍게 대어 구품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는 점은 당시 

이 수인이 크게 유행하 음을 알려준다.19) 착의형식은 불상과 보살상들이 동일하고 가

슴이 넓고 둥 게 파여 약간 융기한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며 왼쪽 팔부분에 표현된 이

등변삼각형 모양의 옷주름이나 내의 매듭, 왼쪽 가슴에 승각기 장식이 표현된 점에서 

일치한다.

고려후기 14세기 전반 조상(彫像)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백장암금동보살좌상은 천력

(天曆) 2년(1330)명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과 같은 유형의 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조

성시기도 역시 14세기 133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각양식은 1340년대에는 

지정(至正) 6년(1346) 장곡사금동약사불좌상과 문수사금동아미타불좌상, 보명사(普明寺) 

금동보살좌상 등에서 발견되는 갸름한 얼굴과 장신화된 신체의 세련된 자태가 돋보이는 

양식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백장암상이 처음 봉안되었던 상황은 삼존

불의 협시상으로 봉안되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관음보살상이라면, 부석사상의 경우에서

처럼 관음전(觀音殿)의 당주(堂主)인 독존상으로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백장암상에서 보이는 조각양식은 14세기에 중부지역에서 크게 유행하 던 양식이었을 

것으로 지금은 충청, 전북지역에서만 조상예(造像例)가 전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유행하

던 양식이라고 보기에는 상자체의 완성도가 높고 조각기법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개경

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행하던 양식이 충청․전라지역가지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346년에 조성된 장곡사나 문수사 불상의 복장발원문을 

보면 이 상들은 남녀노소(男女老少)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승속(僧俗), 문무관

료(文武官僚), 서민(庶民), 노비(奴婢)에 이르기까지 3백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발원

하여 조성하 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지방의 대대적인 불사(佛事)를 위해서 중앙에

서 활동하던 조각장인 그룹의 일부가 지방으로 내려와 조상작업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장곡사(長谷寺)불상과 거의 동일한 형식을 지닌 문수사(文殊寺)상이 장곡

사상이 완성된지 2개월후에 완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어떤 조각가 그룹이 청양의 장곡

사상을 주조하고 서산쪽으로 와서 문수사상을 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백장암상이나 운장암상과 같은 보살상들의 조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러한 추측은 출토지를 알 수 없는 지순(至順) 4년(1333)명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과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 국립부여박물관 금동불좌상 등 이 유형의 많은 상들의 

최초 봉안처가 밝혀진다면 보다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14세기 전반 불좌상들을 중국불상과 비교해 보면 당시 고려조각계의 보수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불좌사의 형식은 당말오대(唐末五代)에 나타나서 북송(北

宋)과 요대(遼代) 조각에 이어졌던 불상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는 

절강성 항주(杭州)의 천룡사(天龍寺) 마애아미타불좌상20)이나 지금은 파괴되어 없는 항

주(杭州) 석옥동(石屋洞)석굴의 아미타칠존상의 본존불상21)과 같은 10세기 중엽의 오대

(五代) 불상을 비롯해서 맥적산석굴 제90호굴의 북송대(北宋代) 불좌상(도 15)과 요대

(遼代) 중희(重熙) 7년(1038)에 조성된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 하화엄사(下華嚴寺)

의 소조불좌상(도 16)22)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후자의 맥적산석굴 불상이나 하화

19) 이처럼 고려후기 보살상에서 阿彌陀佛의 九品印이 표현되는 것은 당시 아미타불의 유행으로 구품인을 결한 상  

   이 정형화되었을 가능성과 이 시기의 많은 보살상들이 관음보살이고 관음은 아미타의 협시로서 아미타불을 보  

   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구품인을 結한 보살상이 성행하 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 崔聖銀, “杭州 慈雲嶺과 天龍寺 佛慤의 吳越彫刻에 대한 考察”, 『佛敎美術硏究』 3․4(1996), p.128의 圖 13.

21) 앞 논문, p.134의 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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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의 불상에는 고려 14세기 불․보살상에서 보이는 승각기장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불상형식은 중국에서 여래상의 전형으로 자리잡아 남송(南宋)․원대(元代)조각에

까지 내려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보살상의 경우, 살이 드러나는 쇼올(shawl)모양의 천의(天衣)를 상체에 두르는 

대신에 불사의 가사(袈裟)나 서양의 가운(gown)형태의 소매가 넓은 장포(長袍)를 상의

(上衣)로 입은 표현은 10세기 오대(五代)조각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서 전촉(前蜀)의 

913∼915년작인 대족(大足)석굴 북산(北山) 32감의 보살입상을 비롯하여 오대(五代) 민

(閩)의 륭(永隆)원년(936) 금동보살좌상(도 17), 소주(蘇州) 호구탑(虎丘塔)에서 출토

한 목조 관음보살감 23) 등 많은 예가 있다. 이와 같은 보살상형식은 북송(北宋)이나 요

대(遼代) 조각으로 이어져 크게 유행하 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북송 정화(政和)원년

(1111)에 조성된 산서성(山西省) 장자현(長子縣) 법흥사(法興寺)의 소조연각(塑造緣覺)

보살좌상(도 18)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이 세 개 달린 목걸이와 내의(內衣)매듭이며 승각

기장식이 표현된 보살상 유형은 고려 14세기 보살상들의 범본(範本)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백장암상이나 부석사상의 둥 고 다소 넓적한 얼굴의 형태와 체구에서 보이는 

둔중한 중량감 등은 북송이나 요대(遼代)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금

(金)․원대(元代)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로얄온타리오미술관(美術館)의 금(金) 

명창(明昌) 6년(1195) 목조관음․대세지보살입상(도 19)이나 메트로폴리탄박물관(博物

館)의 원(元) 지원(至元) 19년(1282) 목조보살입상(도 20)이 둔중한 불신(佛身)과 방형

에 가까운 둥 고 살이 많은 얼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러한 양식이 고려후기 조각계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보살상의 보

계가 높게 표현되는 것은 몽고(蒙古)에서 고려왕비에게 하사하 다는 고고리(姑姑里) 

혹은 고고관(姑姑冠)이라고 하는 몽고(蒙古) 고위층 여성들의 높은 관(冠)(도 22)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4) 반면에 고려의 14세기 전반의 불보살상에서는 원(元) 지

원(至元) 연간에 조성된 항주(杭州) 비래봉(飛來峰) 마애조각상들에서 보이는 라마불교

적인 요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14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조각경향을 통해서 이 시기 불교조각에 대한 중요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고려는 원(元)의  압제하(壓制下)에 있었고 원의 부마국

으로서 양국이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었으나 원대 조각으로부터 수용한 양식은 불상의 

얼굴형태나 신체의 양감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양식도 금대(金代)이래 

내려오는 양식이므로 원대(元代) 특유의 조각양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

의 황실에서 조성되었을 라마불교적인 조각양식은 앞의 고려 14세기 불보살상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고려조각계에 아예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호응을 

얻지 못하여 불상제작에 반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2) 鄭恩雨, 앞 논문, pp.42∼43 참조. 이 에서는 이러한 불상양식의 유입이 가능했던 이유로서 고려와 遼 사이의  

   빈번한 사신왕래와 大藏經을 비롯한 佛書교환에 관한 기록을 예로 들고 있다. 

23) 崔聖銀, “中國 蘇州 虎丘塔과 金華 萬佛塔출토 佛像彫刻”, 『考古美術史論』 2(1991), p.178의 사진 9. 

24) 柳喜卿, 『韓國服飾史硏究』(이화여대출판부, 1975), pp.212∼213 ; 崔聖銀, “14世紀의 紀年銘 菩薩像에 대하여”,  

   p.22의 註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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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지리산 백장암에서 전해오는 금동보살좌상을 중심으로 고려후기 14세기의 

불교조각의 한 유형을 살펴보았다. 백장암의 보살상은 14세기 전반에 유행하던 조각양

식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표현에 있어서 서산(瑞山) 부석사(浮石寺)금동

관음보살좌상과 같은 1330년대 보살상들과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계열의 조각가나 

불상제작소에서 주조(鑄造)된 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그리고 백장암 보살상을 비

롯한 이들 14세기 전반의 불․보살상들이 현재 충남과 전북일대에서 조사되고 있지만 

조각기법의 우수성에서 볼 때 개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앙지역의 조각장인들이 지방

의 불상제작에 참여하 을 가능성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이들 14세기 전반의 불교조

각을 통해서 당시의 조각양식이 오대(五代) 북송(北宋)이나 요대(遼代) 조각양식에 기초

한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고려(高麗)와 접했던 원(元)의 조각양

식도 선별적으로 수용하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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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백장암(百丈庵) 금동보살좌상(원(原) 개금(改金)상태), 
전북 남원군 산내면 대정리,50cm,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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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백장암(百丈庵) 금동보살좌상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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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백장암(百丈庵) 금동보살좌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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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백장암(百丈庵) 금동보살좌상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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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부석사(浮石寺)금동관음보살 좌상, 대마도 관음사, 고려시대 13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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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금동관음 대세지보살입상, 고려시대 1333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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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금동보살좌상,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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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철조보살좌상, 고려시대, 충남 청양 운장암(雲藏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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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장곡사(長谷寺)금동약사불좌상, 고려시대 1346년, 충남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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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문수사(文殊寺)금동아미타불좌상, 고려시대 1346년,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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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금동불좌상, 고려시대 1313년, 개성 민천사지(旻天寺址)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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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금동보살좌상, 고려시대, 일본(日本) 좌하(佐賀) 보명사(普明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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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금동보살좌상,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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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금동아미타삼존불상(좌협시관음보살), 고려시대, 동국대학교 박물관
 
 

143



도 15. 석불좌상, 북송(北宋), 맥적산(麥積山)석굴 제90호굴, 
감숙성(甘肅省) 천수현(天水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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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소조불좌상, 요(遼) 1038년, 산서성(山西省) 대동(大同) 하화엄사(下華嚴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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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금동보살좌상, 오대(五代) 936년, 일본(日本) 소창(小倉)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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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소조보살좌상, 북송(北宋) 1111년, 산서성(山西省) 장자현(長子縣) 법흥사(法興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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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목조관음 대세지보살입상, 금대(金代) 1195년, 로얄온타리오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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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목조관음보살입상, 원대(元代) 1282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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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마애불좌상, 원대(元代) 1290년, 광동성(廣東省) 천주(泉州) 청원산(淸源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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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원(元) 영종황후상(英宗皇后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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