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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말기인 1885년에서 1926년에 조성된 괘불은 18점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중 12점이 서울 경기지역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능침사찰( 寢寺刹)과 
원찰( 刹)은 왕실의 후원을 받았으나 태종의 오교양종(五敎兩宗)의 혁파로 인해 불교
의례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찰도 피폐해졌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다시 왕실과의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해온 사찰은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 국내 외의 사회적인 
혼란했던 이 시기는 국가 및 왕실의 안녕을 빌고 망자(亡 )의 극락왕생을 위한 대중적
인 사상이 괘불에서는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괘불에 보이는 새로운 도상은 1853년 남호당 영기(南湖堂 永奇)(1820~1872)가 삼
각산 내원암에서 판각 간행한 彌 권수 판화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도로부
터 시작된다. 고려 말에 유행한 수월관음도의 재등장은 망자추선(亡 善)과 제난구제
( 救濟)의 역할과 허응당 보우의 <水月 場空 佛事如幻 主夢中問 >이라는 도량
의식의 수월도양공화불사(水月 揚空 佛事) 의 허상과 망상이라는 도량의식, 극락세계
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만일회의 성행 등이 괘불 도상과 연관되면서 새로운 도상 출현
은 조선 말기 괘불에 새로운 이슈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괘불의 화풍도 진하고 
탁하고 채색과 음영법, 초본을 여러 번 활용한 동일한 도상에서 중앙집권적화된 화사계
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이 시기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아미타요해경, 아미타삼존, 수월관음, 수월도량공화불사, 만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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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로 들어서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방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선진 서구문화를 받아드린 수용지일 뿐만아니라 결합지로써의 시대적인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조선왕조의 체제모순이 심화되면서 대내적으로는 봉건체 수탈에 대한 저
항과 신분체제의 개혁이 일어났으며, 내외적으로는 일본에 의해 개항되면서 서양제국과
의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국제무대에 등장하지만, 자발적아니라 강압적으로 발
을 디디게 된다. 

서울의 근교 지역은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능을 수호하는 능침(
寢)사찰과 명복을 비는 원찰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조선 초
기의 불교종파 및 사찰 통폐합의 억불책으로 불교의례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찰도 피
폐해졌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다시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해온 사
찰은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괘불에서도 볼 수 있는데, 19세기에 들어서
면서 전국의 괘불은 18점 중에서 12점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현존하고 있다. 화사들의 
집단도 16세기에는 충청도, 17세기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19
세기에는 서울 경기지역으로 중앙집권화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彌 의 판각에 따른 아미타삼존도, 수월관음보
살의 등장, 염불만일회의 성행, 허응당 보우의 <水月 場空 佛事如幻 主夢中問 > 
도량의식 등이 도상과 연결되면서 괘불의 조성에서도 새로운 도상이 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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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괘불은 1858년부터 1926년까지 18건 괘불(<표 1> 참조)이 있는데, 대부
분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발원자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보이고 있
다. 도상과 발원내용을 살펴보면 20세기의 새로운 도상이 출현과 함께 도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조선말기 괘불목록

순번 사찰명 년대 화사 발원자 및 발원내용 비고

1 水 山
國寺

1858년
哲宗 9
咸  8

 惺 永 奇峯 森
改 片手 永煥 妙 快
幀片手 應 瑲曄 寶 摠
允 奉

주상전하와 왕비전하의 
안녕을 빌고, 경성남부 
다방동 경주김씨가 자신
의 극락왕생과 돌아가신 
부모을 위해 발원

2 寺
1879년

宗 16
光  5

片手 慶 應 波
照 德海 儀 大
比  復火 奉法 法尙
奉
沙彌 現照

-

3
國佛

敎
博物

1882년
宗 19 

光  8
- -

4 內 庵
1885년

 宗 22
光  11

 波定灈 東昊 徹
石 石 斗別 比 奉

安 比 作品
片手比  仁亨 玄照 宗
現 妙洽 慧照

-

5 奉恩寺
1886년

宗 23
光  12

片手 影明 天機
出  大

 亙照
和宮 壬 生 氏 壽

歷千秋와 丙午生 文
의 乾命(천명)

원통불사
점안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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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찰명 년대 화사 발원자 및 발원내용 비고

6 溪寺
1886년

宗 23
光  12

 堂亘(瓦)巡 東昊
堂 徹 堂機炯
出  山堂竺
片手 富一  宗玄  玩旿  
法忍  慧珠  弘

奉命 尙宮甲戌生千氏大
德 慧 心奉祝 / 大王大
妃殿下戊 生 氏玉 安
寧 壽無疆
奉命 尙宮癸卯生朴氏大
德 心 奉祝 / 王大妃
殿下 卯生洪氏玉 安

7 望月寺
1887년

宗 24
光  13

 淵 啓昌 石
山竺 石 喆侑 瓦淳

洵玟 湖 富一 玩烔
比丘 法印 奉奎 敬三

상궁 7명과 신녀 4명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

日會

8 海印寺 1892년
 瑞庵典琪 友松爽洙

出 片手沙彌 斗明 正
文性 大洪 太一 一元
元 暢 成浩 性喜 尙
旿 壽

-

9 寺
1901년

宗 38
光武 5

 永明堂天 秋山堂天
性 堂亙巡 漢 堂 法
比丘 台昕 亙燁 琮玧  尙
悟 台 在明

상궁 김씨 등이 대시주 水月 場空
佛事

10 佛巖寺
1895년 
고종 32

大 國朝
504

 永煥 慶 應
漢峰瑲曄 德月應崙 城性
王全
片手 潭奎祥
比丘 善明 昌仁 尙仙 宗
禪 昌旿
沙彌 照 祚 昌敏

상궁 엄씨와 강씨가 
宗皇帝와, 皇太子와 皇
太子妃, 大 君의 壽
無疆을 빌고, 明成皇后
의 極樂往生과 국가안녕
을 위해 발원

11 奉元寺
1901년

宗 38
光武 5

片手 峰堂應作 秋山
堂天性 德月堂應崙 堂
機炯? 明應堂幻 普庵堂
宣法 梵 堂潤益 淸庵堂
照 在 玩 柱

景 宮에 거주하는 嬪
下(엄비)가 돌아가신 

父母  外祖父母 外曾
祖父母 등 영월 엄씨를 
위해 발원

水月 場空
佛事

12 漢 山
國寺

 1902년
 光武 6

 慶 應 瓦淳
普 法
片手 梵 潤益 湖在悟
東 星
比丘 斗欽 奎 敬照 五
未 宗  
沙彌 幸彦

宗皇帝의 樓 歲와 
皇太子와 皇太子妃의 玉

安寧, 淳妃殿下(엄비)
의 安寧, 王의 玉
太平을 기원

日會



228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순번 사찰명 년대 화사 발원자 및 발원내용 비고

13 梵 寺 1905년
光武 9

 湖 效 慧庵正祥
世 宗仁 -

14 白洋寺 1917년 比丘 片手 琫榮 宗仁 -
15 安 庵 1919년  古山竺演 - 日會

16 多率寺
1920년

宗 38
光武 5

片手比丘 寶 普現
比丘 恩 法 城性

典 湖 琦淀 月
-

17 泉寺 1924년
比丘 湖 效 東星定

淵 淸應牧 永惺夢
敬仁 孝 在 來淳

-

18 桐 寺 1926년
 大愚奉珉 普應文性

廓 敬天
片手 圓日 圓應天日
松學 景海 淑 松坡淨

-
<發 文>
水月 場空

佛事

아미타 사상은 인간은 살아서 수명장수(壽命 壽)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極樂往生)
하기를 갈망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사람에게나 가장 많이 믿어왔고, 보편적으로 
파급되어왔다. 淨土三 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정토종(淨土宗)  뿐만 아니라 법
상종(法相宗), 법화종(法 宗) 등 어느 종파에서나 극락정토신앙(極樂淨土信仰)을 받아
들인 거불교적(擧佛敎的) 신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전시대를 거쳐 아미
타불을 모시는 전각은 물론 불화와 불상 등도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 말에는 아미타불이 설법하는 아미타존상도와 염불수행자를 서방극락세계로 인도
해가는 아미타불내영도가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아미타사상은 사후의 안락을 위하여 극
락왕생을 원했기에 민간에 깊이 파고 들었고, 임진왜란 등의 전란 이후에는 더욱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어 수명장수나 극락왕생을 추구하는 아미타불화가 조성되었다. 
즉 불국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소박한 영원을 품고 사자(死 )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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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화(1476년)과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화 (1776년, 국
보 924호)의 도상은 조선조를 대표하는 
불화로 아미타불은 좌상으로 오른손은 무
릎에서 상품중생인(上品中生印)을 왼손은 
가슴께에서 상품중생인의 아미타구품인
( 彌 九品印)을 짓고 있고, 좌우 협시보
살은 화불(化佛)과 정병(淨甁)을 봉안한 
보관을 쓴 관음( )과 대세지보살(大勢

)이다. 이러한 도상이 가장 일반적 
형식이다1).

괘불에서는 특이하게는 조선 말기에 집
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입상의 아미타
삼존불로로 고려 말에 유행한 내영도(來

圖)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1853년 남호당 영기(南湖堂 永奇)(1820 

~1872)2) 가 삼각산 내원암에서 판각 간행한 彌 3)의 권수(卷 ) 판화
(版畵)에 그려져있는 아미타삼존도이다. 이 판화는 중봉당 혜호(中(仲)峰堂 慧皓(浩))
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혜호는 흥천사 괘불(1832년)과 불암사 현왕도(1846년), 현
등사 칠성도(1861년) 등의 불화를 그린 금강산 표훈사4)와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사이다.

이 도상의 특징은 아미타삼존이 구름을 타고 내영(來 )하는 모습으로 아미타불은 오
른손을 아래로 내려 외장(外掌)한 내영의 자세이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상품중생인을 
1) 文明大, 1976, 無爲寺 極樂殿 彌 後佛壁畵 , 古 129 130, 國 史學會과 柳

理, 1980, 泉 寺 極樂殿 彌 後佛幀의 察 , 料  27, 國立中央博物 .
2) 南湖堂 永奇(1820~1872)는 東師列傳 권5 南湖禪伯傳 에 의하면 삼각산(북한산) 머물며 사경과

독경 및 경전간행 보급에 일생이 보낸 교학승이다. 1852년(철종 3) 강원도 보개산 지장암에서 아
미타경을 베껴 써서, 다음해인 1853년 삼각산 내원암에서 간행한 것이 아미타요해경 이다. 이 
판을 새길 때에는 글자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세 번씩 글자를 중심으로 돌고 세 번씩 예배하였으
며 세 번씩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일화로 유명하다. 이밖에 수락산 흥국사와 봉은사, 철원 석대
암에 불경을 간행하여 봉안되어 있다. (김종진, 2003, 동화축전(東化竺典)론 , 한국어문학연구  
4, 한국어문학연구회, p.302에서 인용)

3) 아미타경요해는 중국 명 智旭(1599~1655)스님이 아미타경을 주석한 것이다. ( 望月佛敎大 典  
4권, 1980, 東京 世界 典刊 協會 참조) 

4) 文影, 2000, 國書畵家人名事典  汎友社, p.7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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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화불을 봉안한 관세음보살은 
두손을 가슴에 모아 연꽃잎을 들고 있고, 
대세지보살은 정병을 보관에 봉안하고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
다5). 아미타불의 오른쪽 손은 외장(外掌)
한 내영의 형태가 아니라 내려뜨려 손바
닥을 보이지 않은 형태로 입상에서의 설
법도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 18세기 후반기부터 유행한 아미타
불화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미타사상과 함께 유행한 것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고 천일 또
는 만일간을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을 
부르는 모임인 만일회( 日會)이다. 이
彌 판각 때 증명법사인 남호당 
영기(1820~1872)는 서문을 쓴 동화축전
(東化竺典)와는 염불만일회와의 관련을 갖
고 있다는 것이다6). 

동화축전은 <금강산 건봉사지>에 의하면 1848년 헌종이 승하하자 순원왕후 김씨가 
내탕금을 하사하여 아들을 위한 추모불사를 건봉사에서 열어 왕실의 비호를 받았었고, 
그후 1851년 제3회 염불만일회를 개설 등 만일회를 주도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도 지
역의 사찰에서도 남호당 영기와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아 경전의 판각과 만일회의 성격, 
괘불의 조성과의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거한 아미타삼존도에 의한 도상의 특징을 현존하는 괘불과 
비교하고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彌 에 의한 아미타내영도  도상 8점과  
  1882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괘불
  1901년 봉원사 괘불
5) 朴桃  선생이 고려 말에 유행한 아미타내영도와 유사한 형태를 입증하였다. (朴桃 , 1997, 朝

 前半期 佛 版畵의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83~91.) 
6) 동화축전에 관한 논문은 김종진, 2004, 東化竺典의 <勸往歌>연구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발표요지와 

2003, 東化竺典 , 한국어문학연구  4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등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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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년 한미산 흥국사 괘불
  1905년 범어사 괘불
  1917년 백양사 괘불
  1919년 안양암 괘불
  1920년 다솔사 괘불
  1924년 향천사 괘불 

그 변형도상 3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858년 수락산 흥국사 괘불
  1887년 망월사 괘불
  1892년 해인사 괘불  

한국불교미술박물관7)에 소장된 이 괘불8)
은 1882년 ( 宗 19, 光  8)에 조성된 것
이다. 

도상은 아미타불과 좌우협시 보살, 아난과 
가섭, 문수와 보현동자로 구성된 형식이다.  
중앙의 본존은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내영한 
자세이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상품중생인
(上品中生印)을 취하고 있다. 좌우 보살은 
도상적인 특징인 각각 화불과 정병이 든 보
관을 쓰고 연꽃을 든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
과 대세지보살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彌 의 도상에서 비롯된 아미타삼존
도임을 알 수 있다.

7)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7월 개관하여 보물 제
1204호  水月 圖, 보물 제1210호 淸凉山 掛佛幀 등 6,0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
는 불교미술 전문박물관이다. 이 괘불 외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된 彌 佛掛佛幀
과 地 掛佛도 소장하고 있다.

8) 이 괘불 사진은 원광대학교 김정희교수에게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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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는 본존을 뒤에 서 있고, 좌우 보살은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락산 흥국사 괘불
(1858년)과 유사하다. 얼굴의 형상이나 본존의 키형 두광과 좌우 보살의 원형두광 등이
나 좌우로 연꽃을 든 형태 등은 유사하다. 다만 뽀족한 육계의 표현과 보관을 쓴 보살
의 형태는 수락산 흥국사 괘불보다는 생동감이 느겨진다. 길게 내린 팔은 가늘고 커서 
비현실적이고, 작은 이목구비( 目口 )는 생경한 느낌이 든다. 

아난과 가섭존자와의 형태는 조선말기에 표현되는 정형화된 모습이며, 최하단에 배치
된 문수와 보현동자9)의 코끼리와 사자의 모습도 정형화된 모습이다.

채색은 바래서 잘 알 수 없지만 황토색을 많이 사용하였고 좌우 보살의 화문 등에서 
수락산 흥국사의 초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기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화사가 생략되었는지 정확한 원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19세기 말의 서울근교에서 유행한 아미타삼존 괘불의 시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畵畵畵畵 >>>>
光
八年
壬午
九月
初八
日卯
晦

施主 
時大

子 允
子 允戊
子 允仁
女 成

봉원사10) 괘불은 1901년( 宗 38)에 조성된 것으로 다음해 1902년에 한미산 흥국
사 괘불과 더불어 왕실발원이다. 경운궁에 거주하는 황귀비 엄씨가 친정 부모를 위해서 
발원한 것이다. 괘불 화기에 水月 場空 佛寺 의 도량에 걸었던 것으로 돌아가
9) 화면 하단에 문수 보현동자가 그려진 경우는 봉원사 괘불(1901년) 화장사 괘불(1901년) 수미

산 흥국사 괘불(1902년) 경남 다솔사 괘불(1920년)가 있고, 삼신불인 경우는 흥천사 괘불(1832
년) 백련사 괘불(1868년) 등이 있다.

10) 봉원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1번지 위치한 태고종의 총본산이다. 단청과 범패의 맥을 
있고 있고 있으며, 영산재가 정규적으로 열리고 있다. 조선 1788년(정조 12)에 승려의 기장을 바
로 잡고 승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5개소의 正所(봉은사 용주사 남한산 개운사 북한산 중흥
사 봉선사)와 2개소의 公務所(수락산 흥국사 봉원사)가 있었는데, 그 중의 공무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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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모님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크기는 길이 810  폭 
380cm로 본존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
세지보살, 아난과 가섭존자, 문수와 보현동자
가 배치된 형식으로 한미산 흥국사 괘불
(1902년)과 같은 도상이다. 

중봉당 혜호가 밑그림을 그린 1853년 삼각
산 내원암에서 판각 간행한 아미타경요해
( 彌 )의 권수판화에 그려진 아미타
삼존도의 도상이다. 본존보다도 협시보살들이 
앞으로 나온 원근법을 사용한 조선 말기적인 
구도이다. 본존은 높은 육계에 윤곽선만이 표
현된 나발머리, 보주형의 정상계주와 큼직한 
반달형의 중간계주, 방형의 얼굴에 늘어진 귀 
등에서 생동감이 결여되었다. 길게 느려진 기
이한 손, 두터운 옷깃에 덮혀있는 두 어깨에

게 양 협시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좌우협시는 아미타불의 협시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다. 관음보살은 화불을 든 보

관을 쓰고, 대세지보살은 정병든 보관을 쓰고, 연꽃을 지물로 들고 있다. 
아난과 가섭존자는 합장한 자세로 하단에 보살보다 작게 묘사하였다. 가섭의 얼굴은 음영

으로 주름을 표현하였고, 흰 수염과 눈썹이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로 강조한 점을 볼 수 있다. 
하단의 보현와 문수동자는 코끼리와 사자를 각기 타고 있는데, 주름이 진 코끼리와 

해학적인 사자의 얼굴은 흥천사(1832년)의 도상에서 비롯되었음이 짐작된다.
화사는 금어편수( 片手) 한봉당응작( 峰堂應作) 추산당천성(秋山堂天性) 덕월

당응윤(德月堂應崙) 금화당기형( 堂機炯) 명응당환감(明應堂幻 ) 보암당선법(普
庵堂宣法) 범화당윤익(梵 堂潤益) 청암당운조(淸庵堂 照) 재겸(在 ) 원완(
玩) 성주( 柱)이다. 

<<<<畵畵畵畵 >>>>
皇城 嶺三 山奉元寺居住
水月 場空 佛寺

明 比  堂奎應
     比  智月堂光洽
     比  廣濟堂 悔

呪 比  圓應堂性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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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        善
持殿 比  寶潭堂宗彦
     比  俊

片片片片手手手手    比比比比     峰峰峰峰堂堂堂堂應應應應作作作作
                                    比比比比     秋秋秋秋山山山山堂堂堂堂天天天天性性性性
                                    比比比比     德德德德月月月月堂堂堂堂應應應應崙崙崙崙
                                    比比比比     堂堂堂堂機機機機
                                    比比比比     明明明明應應應應堂堂堂堂幻幻幻幻
                                    比比比比     普普普普庵庵庵庵堂堂堂堂宣宣宣宣法法法法
                                    比比比比     梵梵梵梵 堂堂堂堂潤潤潤潤益益益益
                                    比比比比     淸淸淸淸庵庵庵庵堂堂堂堂 照照照照
                                    比比比比                             在在在在
                                    比比比比                             玩玩玩玩
                                    比比比比                             柱柱柱柱
立      比  堂慧權
供司     比        應悟
         沙彌       昌

     比        奉喜
         比        普心
         比        德察
別供     比  惶堂春心
         比        仁圖

監 兩潭堂應夏
別座 慧月堂圓照
化主 潭堂大
火堂 李
淨桶 李在俊
來往 嚴學仁
三 文 庵正燮

    石慧月圓照
    僧      漢

大 光武五年 丑三月 日奉安于

施主秩
皇城內 皇 坊景 宮 居住
淳嬪 下甲寅生嚴氏大  伏爲

亡夫壬申生寧 嚴氏
亡母甲申生密 朴氏
亡外祖父庚戌生密 朴氏
亡外曾祖父    密 朴氏
亡外曾祖母丑巳生 海 氏

引勸 化主
尙宮淸信女乙未生 氏大 心 保

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 生 當生極樂國
同 無 壽 皆共成佛
之大

施主
乾命庚戌生李海  伏爲
奉父庚 生李氏 保
亡母丑巳生密 朴氏 
以此功德往生極樂世界上品上生
之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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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11) 괘불은 1902년(광무 6)에 회
주(會主)인 증명( 明) 완해성순(琓海
淳)과 화주(化主) 도감( 監) 뇌응계원
( 應啓 )이 만일회( 日會) 를 조직하
여 내탕금(內帑 )으로 괘불을 조성하였
다고 한다. 만일회는 백련사의 이칭(異稱)
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왕생을 위해 
조직되는 신행모임인데 백일동안을 기한
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12).

괘불은 길이 600  폭 358cm로 비교
적 작은 크기로 삼존불을 중심으로 아난
과 가섭존자와 문수와 보현동자를 협시한 
조선 말기의 경기도 일원에 나타나는 전
형적인 도상이다. 중봉당 혜호가 밑그림을 
그린 1853년 삼각산 내원암에서 판각 간
행한 彌 의 권수판화에 그려진 아미타삼존도이다.

본존 얼굴의 형상은 방형에 형식적인 이목구비, 유난히 긴 내영인의 손, 본존을 뒤로 
한 구도 등에서 조선 말기적인 수법이 보이고 있다.

고종황제와 황태자와 황태자비, 순비(엄비), 영친왕 등 황실의 안녕을 빌고 있어 왕실
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사는 금어( ) 경선응석(慶 應 ) 허곡와순( 瓦淳) 보암긍법(普 法), 편
수(片手) 범화윤익(梵 潤益) 설호재오( 湖在悟) 동운진성(東 星) 두흠(斗欽)
성규( 奎) 경조(敬照) 오미(五未) 종예(宗 ) 행언(幸彦) 등이다.

11) 흥국사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姑山(할미산)에 위치하고 있다. 1707년에 영조가 생모인 숙빈
최씨의 묘인 소령원으로 가다가 지금의 한미산 흥국사로 명칭을 바뀌고, 약사전의 현판을 내렸다
고 한다. 이때부터 사찰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12) 漢 山 國寺 日會碑 에 의하면
      內帑  掛掛掛掛佛佛佛佛幀幀幀幀 甚廣  光武壬寅 化主 應公 漢山 神  同甲 十月會主玩海公 善

爲導  尙宮 氏 淨德 張氏淨心 氏大德  共發弘  刱此 日會 日會  白 社異稱 三十
年念佛 火因 也



236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畵畵畵畵 >>>>
化秩
明玩海 淳
呪 性世善

持殿慧月大玹
慶慶慶慶 應應應應

                瓦瓦瓦瓦淳淳淳淳
                普普普普 法法法法
片片片片手手手手梵梵梵梵 潤潤潤潤益益益益
                湖湖湖湖在在在在悟悟悟悟
                東東東東 星星星星
                比比比比丘丘丘丘斗斗斗斗欽欽欽欽
                比比比比丘丘丘丘 奎奎奎奎
                比比比比丘丘丘丘敬敬敬敬照照照照
                比比比比丘丘丘丘五五五五未未未未
                比比比比丘丘丘丘宗宗宗宗
                沙沙沙沙彌彌彌彌幸幸幸幸彦彦彦彦

比丘元亨
    沙彌戒善

沙彌名
供司    
別供比丘性
    比丘善燁
    比丘奉學

    沙彌普
        尙俊
   男
火   明
來往  
淨桶  卞定吉

監 應啓
別座比丘 疇

以此功德普及於一切我
生當生極樂國同 無

壽 皆共成佛
光武六年歲壬寅七月二十五日

成  奉安干漢 山 國寺
心奉祝

夫皇帝 下 安寧 樓 歲
皇太子殿下玉 安寧 千秋
皇太子妃殿下玉 安寧寶 春
淳妃殿下寶 恒安寧儀淸寧

王殿下玉 太平寶壽
皇 永扇帝 昌佛日增
法 常
光武六年歲次壬寅七月二十五日

佛子 啓 投



조선 말기 괘불(掛佛)의 새로운 도상(圖像) 전개 / 이은희

문화재 제38호(2005)   237

범어사13) 괘불은 1905년(광무 9년)에 조성된 
괘불은 20세기에 충청도 마곡사 주석이었던 금호
당 약효( 湖堂 效)가 그린 것이다. 

도상은 중봉당 혜호가 밑그림을 그린 彌
의 전형적인 아미타삼존도이다. 본존은 원형

두광에 오른손은 상품중생인, 왼손은 내영의 자세
이며 좌우 보살은 관음과 대세지보살이다. 전체적 
화면에서는 아미타삼존을 큼직하게 표현하였고, 상
단 위로는 아난과 가섭존자의 머리부분만 표현하여 
삼존불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괘불의 특징은 본존의 얼굴과 어깨와 팔 등에
서 음영법을 엿볼 수 있고, 본존을 머리와 신체부
분에 음영을 두어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다. 배경도 
상단에는 음영이 가미된 구름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화사는 금어비구( 比丘) 금호약효( 湖 效)
혜암정상(慧庵正祥) 초암세한( 世 ) 편수비
구(片手比丘) 보응문성(普應文性) 등이 참여하였
다. 화기에 의하면 많은 시주자들의 명단이 나열된 것으로 보아 괘불 조성불사가 대단
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3) 범어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에 위치한 사찰로 嚴宗 十刹 중의 하나이며, 일제강점기
에는 31교구 本山의 하나였다. 범어사창건사적 에 의하면 360채의 요사, 360결의 토지, 100여호의 
노비 등을 소유한 대명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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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大 光武九年九月 成于慶尙 東 井
山梵 寺仍
奉安也

化秩 
明比丘 海曇 益

會主比丘 梵河東澈
         一海 和

呪比丘 允
         敬學
         一成
         尙源

比比比比丘丘丘丘    湖湖湖湖 效效效效
                                    慧慧慧慧庵庵庵庵正正正正祥祥祥祥
                                    世世世世

片片片片手手手手比比比比丘丘丘丘    普普普普應應應應文文文文性性性性
                                                            漢漢漢漢炯炯炯炯
                                                            敬敬敬敬崙崙崙崙
                                                            天天天天目目目目
                                                            眞眞眞眞珪珪珪珪
                                                            敬敬敬敬學學學學
                                                            柄柄柄柄
                                                            法法法法延延延延
                                                            允允允允
                                                            夢夢夢夢
                                                            大大大大炯炯炯炯
                                                            竺竺竺竺演演演演
持殿比丘 敬潭 宗
         峰璂燁
             淳
淨桶沙彌 東炅
供司沙彌 玟

別供沙彌 福先
         源悟
         守益

沙彌 普演
         尙熙
別座比丘 斗佑

監比丘 湖度
化主比丘 混海瓚允

別化主秩
春 玟悟
嶋巖 嵅
瑞庵尙

峰琪燁
幻溟

山 云
惺月益
影河寶千

典洽
松席典洽

德目
秋庵妙淳
彗溟法
擎山 河
    奇信
    斗洪
    珍煥
    淳
    玄
    福田



조선 말기 괘불(掛佛)의 새로운 도상(圖像) 전개 / 이은희

문화재 제38호(2005)   239

本寺山中施主大德秩
庵潤成
溪性律
峰奇明

    法允
性洽

    法成
樵庵奇日
    彰嘩
滿 性旭 
    琪性

巖璨勛 
    敬
月影富潤
    允益

湖學仁
    秀玄
晩 漢明
   廣欣
混海瓚允
    度允
印月禎寅

山尙佑
    奉根
普庵定浩
    斗浩
友奉永
    
碧潭文佑
    竺先
晦玄 佺
    奉琪

峰桂煥
    敬俊
性海定明
    取先
慧 定眞
    斗元

山法定
    敬幸
普明智   
    
現月世浩
    法其
古 善殷
    應住
春 玟悟
    振玉
湛海德基
    法

庵
    彰仁

典昕
    定完

峰琪燁
    尙律

庵善眞
    性敬
孝 洵
    彰元
影河寶千
    福先

河 洙
春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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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完
東 戒涓
    性煥
松 典洽
    柄

成善明
    奉守
擎山 河
    奉性
應 云
    奉寬
石庵 悟
    性日
幻溟
    允寬
晩山 云 
    彩

湖度
    秀
瑞庵尙
    福
慧溟法
    彰律
德山典佑
    法三
秋庵妙淳
    佑善

德一
    弘
徹 休珍
    法仁
惺月益

    福佺   
一化善益
    淳
東源尙京
    普淨
九潭奉
    福周
潭月智淳
    南石
一愚大垠
    星
映
    琰
梵河東澈
    性玟
一海 和
    秀敬
    
    祥玟
    敬律
    秀成
    奇信
    秀
    斗洪
    應植
    典云
    學
    典宥
    法
    奎彦
    秀煥
    亙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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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普日
    玄
    普洽
    應攝
    普
    福
    永善
    珍煥
    善
    兢
    秀圓
    淳
    熾佑
    志欣
    福允
    德允
    德仁
    秀浩
    燁
    憲
    周洽
    斗佑
    性云
    仁和
    圓律
    世仁
    秀益
    斗宥
    東炅
    戒宥
    敬秀
    珎日

    尙敏
    彰浩
    守天
    法信
    敬
    應岑
    斗
    圓善
    奉珎
    瑄
    周三
    涓植
    普干
    文守
    永壽
    海珠
    三
    尙眞
    守
    周益
    星演
    攝
    秀洽
    明律
    法岑
    浩典
    佑
國淸寺比丘 潭戒瓚
           永明 性
           守明瓚周
               尙俊
               竺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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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基
彌勒庵比丘 湘燻
海印寺比丘 擎植

施主秩
己亥生朴琪淙張氏兩主
戊 生玄暎 氏兩主
甲寅生吳仁祚徐氏兩主
壬午生秋月梧李氏兩主
戊寅生 畿朴氏兩主
己巳生 斗 氏兩主
己亥生 大 氏兩主
丙 生 永 李氏兩主
庚申生李光昱尹氏兩主

未生李 昱具氏兩主
乙卯生朴奎 氏兩主
甲戌生 氏單
庚 生朴氏
壬午生卞氏單
乙未生朴敬洪 氏兩主
己丑生尹晋 弟命
癸丑生朴夏瑛 氏兩主
淸信女甲申生張氏普 月
淸信女李氏普德
甲戌生秋 燁子東暢
戊子生 東柱禹氏兩主
癸亥生 在德姜氏兩主
丙申生 宰旭李氏兩主
癸卯生崔氏淨
壬寅生 氏 月
戊午生 法 姜氏兩主
丁巳生 氏率女 氏

癸未生具氏 剛
乙巳生 氏慧念
己 生 敬崔氏兩主
庚戌生李慶濠 氏兩主
癸卯生崔氏上德
甲午生 伊孫氏兩主
甲寅生 氏上上
庚午生李爭吉 氏
甲申生 氏普光

丑生李氏善玉
丁亥生林氏大心月
己亥生 氏善  
丁未生尹氏 心
甲子生李元俊姜氏兩主
丁未生安學周 
己亥生崔氏念佛
庚戌生洪俊吉
丁丑生支明梵
戊 生柳東秀
壬子生 氏玉
己 生 文性 氏兩主
秋時安
姜允
乾命吳德根
癸卯生 氏性德
己 生 氏大元
乙巳生梁柄學
己亥生文氏淨德
己 生李氏善
己亥生 氏普
己 生 氏大
戊戌生李氏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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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生 瑗李氏兩主
庚戌生李氏正

卯生安光洙秋氏
壬子生朴氏 德
壬 生 心
壬 生 春圃洪氏兩主

甲子生 氏
丙申生張 李氏
乙卯生 氏上品
乙卯生 末均任氏兩主

未生張 氏兩主
各 檀 煩不具引

백양사14) 괘불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 보현보살과 지장 관음보살, 아난
과 가섭존자, 신중들이 협시하고 있는 비
교적 간략한 형식이다.  

크기는 길이 761(744)  폭 484(463) 
cm로 세존응화(世尊應化) 2944년인 1917
년 4월에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에서 새로 그림을 조성하여 봉안한다고 
화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탕은 보통 조선 후기에는 마본이 많
이 쓰이고 있으나, 1910년 이후에는 면바
탕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백양사 
괘불도 면 바탕이다. 

화면 중앙에는 아미타불이 오른손은 내
영 자세, 왼손은 상품중생인의 수인을 취
하고 서 있고 좌우에 문수와 보현보살이 
각각 연꽃가지를 들고 협시하고 있다. 상
단에는 지장보살과 백의관음보살, 아난과 
가섭존자가, 그 위로 용왕과 산신 등 신
장 4구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이 괘불은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19세기부터 나타나는 남색의 지나친 
14) 백양사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산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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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적색과 녹색, 토황색의 탁한 점을 볼 수 있고 본존의 형태에서도 사각형적인 얼
굴, 어색한 수인, 움추린 듯한 어깨, 엉거주춤한 자세 등에서 도식적인 면모가 보인다. 

괘불 뒷면에는 복장의식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불상을 조상하면서 배( )안에 
사리와 여러 가지 의식 공양물을 봉안하는 법식과 일치되고 있다. 괘불의 경우 囊에 
의식공양물을 봉안하여 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 백양사 괘불 경우는 의식문으로 대체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화사는 금어( ) 편수(片手) 봉영(琫榮) 종인(宗仁)인데, 봉영은 20세기에 경기도 
일원에서 활약한 작가이다.

<<<<畵畵畵畵 >>>>
  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四年
  四月日
  全 南 城 北下
  白 寺新畵成奉安于
  本寺
  明比丘      坦泳
                灌
                根
  比比比比丘丘丘丘    片片片片手手手手    琫琫琫琫榮榮榮榮
                                                                宗宗宗宗仁仁仁仁
  呪比丘      昌善
                吉
  持殿比丘      上玉
                祐
  比丘      東
  供司比丘      善宥
  別座比丘      善洪
  監比丘      佳

    本寺秩
  時住持比丘    宗憲

                性
                潤玉
                珍
                敬守
                煥
                暢尉
                宗
                玉
                炳

   施主秩
 京城府內 司居住
 淸信女 亥生 氏大慧心
 淸信女丁巳生 氏上生
       松峴洞居住
 淸信女癸未生林氏 德
       州 居住
 淸信女壬子生林氏
 化主  癸未生林氏 德

 以此功德生前福
 祿 死後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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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淨刹之大
<<<<     畵畵畵畵 >>>>
東 方

瑪瑠寶甁
  大  生  人
  木  大      
  彩幡  時
  樹  矩  盖
  帛杵

南 三
   摩尼寶甁
   稷  眞珠  甘  
   丁     
   彩幡  時
   楸樹  摩 矩
   盖 帛杵

 圓
 珊瑚寶甁 

   稻  生  桂心
    小  白  

   白彩幡 白  白時
   夜合樹  室利矩
   盖 白帛杵

北 半月
琉璃寶甁

    琉璃 梨
   沉   子
   彩幡  時
   梧桐樹  矩
   盖 帛杵

中 圓
白水 晶寶甁 
   子 琥珀 子 乳
   牛   彩幡 
   時  檉樹
   悉 矩  白盖 帛杵
   兩 圓  無孔水昌珠
   五  利七

안양암15) 괘불은 1919년 (世尊應化 2946)에 조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9호 아미타괘불정( 彌 掛佛幀)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길이 690  폭 324cm로 
15) 안양암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만수산에 위치한 사찰로 1889년에 性月大師(1850~1926)가 

창건한 이래 서울 내의 중심 淨土 場이었다. 이 곳에는 19~20세기 전반에 조성된 많은 불교문
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주목된다. 古山堂 竺演을 비롯하여 慶惺 慶 堂 應 普應堂 文
性 寶 日燮 又日 李石城 松 등이 조성한 불화 및 불상 등이 남아 있다. ( 안양암
에 담긴 정토신앙의 세계 , 2005. 한국불교미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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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긴 형태이다.
도상은 중봉당 혜호가 밑그림을 그린 彌 의 아미타삼존도이다. 본존은 

오른손은 상품중생인을 왼손은 내영의 자세이며, 좌우로 관음보살은 화불을 봉안한 보
관에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백의의 모습이다. 대세지보살은 정병을 봉안한 보관에 연꽃
을 들고 있다. 그 위로 가섭과 아난존자가 합장을 한 모습이다. 그 하단으로 문수와 보
현동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도상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소장(1882년), 봉원사(1901년), 다솔사(1920년), 
한미산 흥국사 (1902년)과 같다. 이 안양암 괘불의 특징은 좁고 긴 화면에 아미타불을 
크게 묘사하고 권속들은 작게 묘사하여 기존의 화면구도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다. 

화기에 의하면 당시 주지는 양학태준( 學泰俊)(1879~1973)이며, 금강산 유점사의 
화승으로 망월사 괘불(1887년)을 고산 축연16)의 작품이다

20세기의 특징인 음영을 통한 입체표현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畵畵畵畵 >>>>
佛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六年七月十五日

化秩
學 元守

    何山
    晴湖學密

古古古古山山山山竺竺竺竺演演演演
住持 學泰俊
化主 
淸信女

監比丘 相

京城東 外 安 庵奉安

16) 古山 竺演은 당호는 山, 법명은 竺 이라고 쓰이고 있다. 화풍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승희, 2001, 畵僧 石 喆侑와 古山竺 의 生涯와 作品 , 東垣學 文  4, 한국고고미술연구

소, pp.61~92; 崔燁, 2002, 代 畵僧 古山堂 竺演의 佛畵硏究 ,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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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主秩
淸信女壬午生李氏光明
乾命 未生 東潤
信女 巳生李氏大 心

子丙申生 求
女息乙巳生 月得
婿乾命戊戌生 相學
女坤命壬寅生 秀熙
童女己未生李氏普慧心

子庚寅生 榮濟

文
信女李氏 大 心 伏爲
亡媤夫乙巳生 氏
亡媤母癸卯生 仁李氏 兩位
亡坤命癸 生南 洪氏
亡乾命丁巳生慶州 氏

永 ?三界之火宅
卽登九品之 坮

다솔사17) 괘불은 1920년에 조성된 것인데,  도상적인 특징은 아미타삼존으로 서울 
봉원사(奉元寺) 괘불(1901년)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 國寺) 괘불(1902년)에서 사
용된 초본을 전승 변용한 것이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아난과 가섭존자, 문수동자와 
보현동자로 구성되었다. 본존인 아미타불은 거신광배에 유난히 긴 팔, 육계가 크고, 정

17) 다솔사는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와룡산에 위치한 사찰로 쌍계사 말사이다. 신라 때 처
음 창건된 고찰로 임진왜란 시에 불타 것을 여러 번 중수를 거쳤다. 현재의 모습은 1914년에 중
수한 것이며, 적멸보궁과 차밭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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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 上 珠)와 반원형의 중앙계주(中央
珠)가 큼직하다. 화불(化佛)을 봉안한 보관을 
쓴 관음보살( )과 정병(淨甁)을 봉안한 
보관을 쓴 대세지보살(大勢 )은 꽃가지를 
들고 있다. 아난( )과 가섭( 燮)은 합장 
또는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있고, 문수동자(文
殊童子)와 보현동자(普 童子)는 각각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다. 

흥국사 괘불의 초본을 사용하였기에 구도나 
형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표현은 다
르다. 필선은 굴곡이 없는 일정한 선에 적색과 
녹색, 청색은 부드럽지 못하고 칙칙하고 탁하
다. 본존의 하의와 문수와 보현동자의 아래에 
채워진 구름은 굵은 선에 몰골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섭존자의 얼굴과 손에서 짙은 명
암의 몰골법이 보이고 있다.  

이 괘불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활약한 
계사당 봉법과 금성당 성전이 그렸고,  한미산 
흥국사 괘불은 경반응석(慶 應 ) 허곡와순

( 瓦淳) 보암긍법(普 法) 등에 의해서 조성되었는데, 특히 봉법은 경반당 응석
의 화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솔사 괘불은 고양 흥국사 괘불의 도상과 
화풍을 그대로 전승한 것으로 조선 말기의 화법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것을 보여주
는 귀중한 자료이다. 

<<<<畵畵畵畵 >>>>
慶尙南 泗川 方丈山多率
寺掛佛幀畵奉安于本寺
    化秩

明比丘 寶潭寶
持殿比丘 洛庵 奐

呪比丘 潭奉

         尺月昶悟
         洛庵 奐
片片片片手手手手比比比比丘丘丘丘    寶寶寶寶 普普普普現現現現

比比比比丘丘丘丘    恩恩恩恩 法法法法
                                    城城城城性性性性典典典典
                                    湖湖湖湖 琦琦琦琦淀淀淀淀
                                    月月月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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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丘   景元
    沙彌   影
奉 沙彌   寅奎
           吉秀
淨桶       文 三
火        張文
           東
別供       璣
供司       泰準
別座       永

監       幸俊
化主   月 升憲
秉法       奉文
    本寺秩
住持   月 升憲
持殿   洛庵 奐
比丘   寂照法
       兌一
       凌 永
比丘       尙
           性燁
           幸俊
           奉文
           璣
           性浩
           景元
           泰準
沙彌       寅奎
           影
           影
           煥
           敬守
           吉秀

           正守
           壽

共法界 生同入彌
大 海盡未來 度 生

他一時成佛
世尊應化二千九百四十七年
庚申四月八日

  大施主
晉州 晉州 平安洞居住
坤命壬子生張氏
率 子壬申生朴憲慶
子婦甲申生孔氏
孫子壬寅生朴南
孫婦 丑生權氏
次孫丙午生朴
三孫丁未生朴
四孫庚戌生朴午
五孫甲寅生朴守
六孫丙 生朴文
七孫乙卯生朴判
孫女壬子生朴 只
次孫女己巳生朴
            保

晉州 晉州 大安洞居住
坤命壬午生張文玉
坤命丙申生李內岳
率子乙巳生張祥
次子戊申生張祥洙
率女癸丑生場忠禧
三次子丙 生張祥洪
次女己未生張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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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各 保

   施主秩
河東 岳 立石 居住
  坤命 巳生李恩兩
  弟癸未生李珍兩
  侍母丁未生 氏
河東 加宗 月橫
  乾命 泰
河東 北川 南浦
  乾命壬申生李 植
河東 橋 橋
  乾命癸 生 允相
                  兩主
  坤命丁丑生崔氏
  率子己亥生 弘琪
                  兩主
  子婦丁 生 氏
  次子 丑生 弘植
                  兩主
  子婦己亥生崔氏
  率女甲 生福碩
  次女丙午生又福碩
  孫子戊午生濟壽
河東 外橫甫 上 庵
  坤命乙 生李氏
  率子戊午生 暢
              保

<<<<掛掛掛掛佛佛佛佛樻樻樻樻外外外外正正正正     文文文文>>>>
                普
                姬

                崔 姬
                秋 南
                權 子
                中城洞李氏
                      上品
                晋州 內 氏
                  公  德  
      三千浦      東伊
  晋州玉峰     桂
        泗川    崔守京
  晋州 洞    姜 浩
      三千浦東 張 台
      川前     李  氏
                用
                在
                昌伯
                
            河氏百年
        洞  
        三千浦  用柱
            姜氏現 天
  平安洞    安氏吉常
  平安洞        權相元
        玉峰   文
  平安洞    李氏務常甚
  平安洞        東植
    仝洞    安氏安樂
          東禮 烈
    洞  姜氏李玉甚
  固城東海洞權氏百年
          洞李 仙
          泗川  尹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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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城洞  尹命巖
          仝洞  白判生
        內城洞  朴永得
            朴氏海
        中安洞  在永
    
    
    
    
    
    
      奈洞 智水  明月
      中安洞    
      中安洞    千
  上玉峰 全氏  普年
  上玉峰 氏  極樂月
        大安洞  大東月
  平安洞  李氏  尹基云
  上玉峰       崔
      仝    月
          中安洞千氏
                普年
    中城洞 氏  
          洞
              朴氏
        平安洞禹氏 德
  上玉峰 氏  普年
        大安洞  姜 子
        平安洞  李
        玉峰   李
  晋州 奈洞 山
                沈

        大安洞 氏  元
        平安洞安氏  南
        上       生吉
        上       命
        玉峰   氏福德
        平安洞  權氏 䜳
        平安洞      權南凡
                上 姜上
                洞方淸心
                中城洞 玉化
                山 氏奉 化
                三洞    得
  玉峰         智水   德化
  文       中城洞    朴如浩
  洞      仝洞      在
  姜汶       中安洞    朴
    子        平安洞    朴奉
  姜       中安洞    
    東得      洞    
    生       智水      權
  內城洞      洞李氏 德
  姜敬玉      智水      
    子        洞 氏大保
  姜奉       奈洞     
              東城洞    
  洞      內城洞    仁
  兪正石      平安洞    
    玉峰     大安洞 氏
  姜氏天化六  中安洞    成
              智水     
    內城洞    中安洞 氏 化
    奎    洞徐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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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玉峰     中安洞
  氏 明   玉峰
          內城洞
          中安洞
      安    大安洞 基
              仝洞吳
                    
                    淑
                禹
    斗成          崔判任

        大安洞 甲
        平安洞申斗
              分伊
              大安洞 二洞嶽伊
              平安洞 氏
        木手  徐明
              洞權氏
                
                  

향천사18) 괘불은 공주 마곡사( 寺) 주석이었던 금호당 약효( 湖堂 效)의 최말
기 작품으로 1924년에 조성된 것이다. 크기는 길이 565  폭 313 cm 로 비교적 작다. 

도상은 삼존불 형식의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화불과 정병을 잡은 보살과 연꽃
가지를 든 보살이다. 중봉당 혜호가 밑그림을 그린 彌 이 도상은 서울 근
교의 왕실과의 관련이 있는 사찰로 극락세계로의 염원을  함축시킨 것이다. 

형태는 뽀족한 육계, 생경하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얼굴표현, 우견편단의 어깨에
서의 내려진 오른손이 작고, 권속들의 일률적인 좌우대칭의 배치 등에서 20세기에서 현
대로의 과정을 느낄 수 있다.  색채도 짙고 탁한 육색과 청색, 황토색도 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상단의 권속들은 아난과 가섭을 비롯한 6대제자상과 시방제불, 동자와 동녀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획일적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아난이 치아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모습
과 음영으로 주름을 표현하고 흰 눈썹의 가섭상의 표현이 특이하다.

화기에 의하면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진섭( 燮)이 가족들이 극락세계에 태어
나 모두가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조성하였고, 금어( ) 금호약효( 湖 效)
동성정연(東星定淵) 청응(淸應) 목우(牧 ) 영성몽화(永惺夢 ) 연암경인( 敬仁)
효암재찬(孝 在 ) 래순(來淳) 등이다.

18) 향천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덕사 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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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佛 千九百五拾壹年甲子
月 拾七日新畵成 眼仍玆奉
安于
忠淸南 禮山 禮山 泉
烏山 泉寺

化秩
明比丘 德永守

會主比丘 溪東榮
秉法比丘 淸應牧

呪比丘 混海妙
         湖成
持殿比丘 榮 珠

比比比比丘丘丘丘    湖湖湖湖 效效效效
                                    東東東東星星星星定定定定淵淵淵淵
                                    淸淸淸淸應應應應牧牧牧牧
                                    永永永永惺惺惺惺夢夢夢夢
                                    敬敬敬敬仁仁仁仁
                                    孝孝孝孝 在在在在
                                                    來來來來淳淳淳淳
供司比丘     善旭
別供       李

沙彌     在
       洪昌植

           朴癸姬
淨桶       梁洙淵
火        吳明善
汲水       李文弼
書        李元
化主淸信女 成珎

監比丘 溪東榮

施主秩
忠淸南 禮山 禮山 禮山 居住
乾命乙丑生 燮
坤命壬戌生 徐氏 三主
坤命庚 生 張氏正 心
淸信女己巳生 張氏無

子庚寅生 星權
坤命戊子生 氏 兩主
坤命
次子乙未生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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坤命壬 生 氏
坤命
孫子甲寅生 享哲
孫子丙 生 享植
孫子壬子生 
孫女 生
淸信女戊申生 崔平

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 生 當生極樂國
同 無 壽 皆共成佛
甲子二月二十七日
孫子癸丑生 享元
孫子乙卯生 享碩
孫女丁己生

흥국사19) 괘불은 1858년(哲宗 9, 咸  
8)에 조성된 것으로 크기는 길이 544  폭 
306cm이다. 

중앙에 설법인을 짓고 있는 본존불을 중
심으로 좌우로 두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삼
존불을 강조한 구도이다. 얼굴은 방형에 이
목구비가 안쪽으로 몰려 있고, 아주 작고 가
는 눈에 옆으로 퍼진 육계에 반달형의 중간
계주가 특징적이다. 신체는 늘씬한 편으로 
본존은 어깨가 아주 넓어 당당한 편이고, 양 
협시는 앞 쪽으로 한 발이 나와서고, 본존은 
뒤로 서 있는 원근감을 주고 있다. 두손은 
모두 신체에 비해 작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하체가 길다. 광배도 중앙에 키형광배와 좌
우 협시는 원형광배를 지고 있어 화면에 원
근법을 사용한 감을 주고 있다.
19) 흥국사는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수락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선사 말사이다. 신라 때 

창건되어 水 寺라고 전해오다가 조선 宣祖가 1568년(선조 1) 부친인 德 大 君의 堂으로 
德 이라는 사액을 내렸고, 1626년(인조 4)에 흥국사라고 개칭하였다고 한다. 1793년(정조 

17) 왕실에서 내탕금으로 사찰을 중수하였고, 그 이후 왕실의 원당으로 운영되어왔었다. 峯 信
瑗이 1856년(철종 7)에  만월전을 고쳐지었는데, 다음해에 괘불 조성을 주관한 스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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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홍색을 주로 사용하여 녹색과 청색, 육색이 붉은색에 가려져 붉은 세계를 보
여준다. 문양은 본존의 옷끝단과 하의에 변형된 작은 문양으로 도안화되었다. 좌우 협시
보살의 두소매 자락에도 연꽃을 장식하고 있다. 20세기에 특징인 속내의나 하의에 바림
기법이 보이고 있다. 향 왼쪽의 보살의 하의 자락을 묶은 띠매듭과 풀잎모양의 치견장
식도 향 오른쪽 보살과는 상대적으로 장식적이다. 즉 괘불에서의 특징은 본존을 중심으
로 좌우에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장식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두어서 획일적인 면에
서 탈피시키고 있다.    

구도는 상하의 배경을 많이 두고 있는데, 상단은 오색광선과 서운으로 가득차 있고, 
중앙의 본존 정상계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서광이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하단은 
연못 속에서 피어나는 연밥을 각각 밟고 있는 모습이다. 

화기에는 주상전하와 왕비전하의 안녕을 빌고 있고, 경성 내남부 다방동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가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발원한 것으로 보아 극락정
토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존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께로 위로 올려고, 왼손은 상품중생인을 짓고 있다. 이 괘
불의 도상은 보존은 아미타불, 좌우협시는 관음과 대세지보살로 추정된다. 단지 화기에 
대영산괘불탱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彌 의 아미타삼존 변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화기에 의하면 금어( ) 성운영희(惺 永 ) 기봉등삼(奇峯 森), 개금편수(改 片
手) 금곡영환( 永煥) 묘심(妙 ) 쾌웅(快 ), 정편수(幀片手) 응석(應 ) 창엽(瑲
曄) 보감(寶 ) 총윤(摠允) 봉감(奉 )인데, 모두 경기도 일원에서 활약한 화사이다.

<<<<畵畵畵畵 >>>>
咸 八年戊午
九月晦日
神供新 成
大大大大 山山山山掛掛掛掛佛佛佛佛
幀幀幀幀一 十月
初七日 成
奉安干京
畿右 楊洲
水 山 國

寺 奉爲
主上殿下
卯生李氏
壽 歲 
王妃殿下
壽 歲
大施主
京城內南

洞居住
淸信女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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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慶州 氏
九品 保  
以此功德生
前 上太平

死後往生極
樂當 佛果
之 抑 上世
先亡父母眞外
祖上各  
同生淨 之
本寺秩
主 峯信瑗
主丈 惺乃
    淸 活
    梅月之
    月河大天
    月熙燦
    月典卣
    漢 玟昊
    有如
    月波大
    桐月
    圓潭宇垁
    波尙愚
    九 定
    永奎
    三
    佑捐
    碧月  屹
    月亙灄
    比 宥

    比 昌悟
    比 知現
    比 瑞念
    比 悟眞
    比 玩昭
    潤淸普淳
    再淳度欣
    普咸瑞益
    應憲斗惺
    斗幸在益
    海 應
    宣摠知
    取珹慧
    允執 章
    奉律普合
    快碩 惺
    斗欽應河
    弼奉碩
童子允 泗文
    比 亙直

化秩
明比 印

        性惟
    嶽普
    桐庵永善

呪海月啓天
    惺月元明
圓成比 晩悟
持殿桐庵永善
化主南溟海

惺惺惺惺 永永永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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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奇奇奇奇峯峯峯峯 森森森森
改改改改 片片片片手手手手 永永永永瓊瓊瓊瓊
                                比比比比 妙妙妙妙
                                比比比比 快快快快
幀幀幀幀片片片片手手手手比比比比 應應應應
                        比比比比 瑲瑲瑲瑲曄曄曄曄
                        比比比比 寶寶寶寶
                        比比比比 摠摠摠摠允允允允
                        比比比比 奉奉奉奉
別座比 應澤

比 咸
供 主妙權
淨桶比 富
火 孫
來往崔千石
淸信女乙卯生
吳氏慧
    保
所 成就之
    大

망월사 괘불은 1887년( 宗 24) 에 조
성된 것으로 크기는 길이 640  폭 
354cm이다. 

상궁이 발원하여 왕실과의 관련된 것으
로, 화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울과 금강산 지역에서 함께 활약한 혜
산축연(慧山竺 )과 석옹철유(石 喆侑)
가 조성한 것이다.20) 

도상은 본존을 중심으로 2보살과 아난
과 가섭존자가 협시한 비교적 간략하다. 
본존의 얼굴은 방형에 육계는 옆으로 퍼
져 불분명하지만 중앙계주와 정상계주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꼬불꼬불한 머리칼인 
나발을 표현하였고, 이목구비는 반달형의 
눈썹, 눈꼬리가 올라가고 아주 작은 입 
주위에 턱수염과 콧수염은 형식적이어서 
20) 화승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승희, 2001, 畵僧 石 喆侑와 古山竺 의 生涯와 作品 東垣

學 文  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p.61~92; 崔燁, 2002, 代 畵僧 古山堂 竺演의 佛畵硏究
,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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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생경된 인상을 보여준다. 신체는 아주 건장하고 두손은 설법인의 변형으로 
향오른손을 뒤집었고 역시 왼손도 뒤집였다.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큼직한 두손 만을 강
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좌우 협시는 본존의 한단 아래에 서 있는데, 본존보다 짤막하여 마치 유희자한 것처
럼 보인다. 향 왼쪽보살은 화관을 쓰고 연꽃을 들고 있고, 향 오른쪽보살은 화불을 봉안
한 보관을 쓰고 여의를 들고 있다. 본존과 같이 두손과 지물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상
단의 아난과 가섭존자도 음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도는 화면을 좌우 상하로 구분하여 권속들을 일정하게 배치하였고, 색채는 청색과 
녹색이 탁하고 본존과 2보살의 육색을 많이 사용하여 화면은 보다 밝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철유와 축연의 기법으로 보인다. 

19세기 말부터 왕실에서 발원하는 괘불은 彌 도상에 전거하고 있다. 이 
괘불은 보존의 내영 자세, 대세지보살 등의 정확한 특징은 없지만, 상궁들이 명성황후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됨을 알 수 있다.

<<<<畵畵畵畵 >>>>
化所秩
明比丘

相 慧
寶 瓦

應
修

月淵旼皥
呪比丘泰

    比丘法弘
持展比丘快仁

淵淵淵淵 啓啓啓啓昌昌昌昌
                石石石石
                山山山山竺竺竺竺
                石石石石 喆喆喆喆侑侑侑侑
                瓦瓦瓦瓦淳淳淳淳    
                洵洵洵洵玟玟玟玟

                湖湖湖湖 富富富富一一一一
                比比比比丘丘丘丘玩玩玩玩烔烔烔烔
                比比比比丘丘丘丘法法法法印印印印
                比比比比丘丘丘丘奉奉奉奉奎奎奎奎
                比比比比丘丘丘丘敬敬敬敬三三三三
供司沙彌善
奉 沙彌戒林

沙彌日午
別供沙彌大
    沙彌日浩
淨桶 玉
來往 德祚
別座星巖應天

監玩松 準
化主仁坡 玄
尙宮信女甲申生
河氏淨德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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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宮信女丁亥生
氏修慧月

尙宮信女戊戌生
洪氏 生
尙宮信女丙子生

氏
尙宮信女乙亥生
洪氏妙慧月
尙宮信女癸未生
朴氏法性
信女 卯生
李氏實相
信女壬寅生
文氏大法
信女己 生朴氏
大慧月

信女己 生 氏
大智月

以此功德
普及於一切
我 生
當生極樂國
同 無 壽
皆共成佛

光 十三年
丁亥二月十八
日  奉安于

奉山望月
寺

해인사 괘불은 1892년(고종 29)에 조성되었는데, 길이 875(840)  폭 457.5 
(440.5)cm로 경기도 일원의 괘불보다는 큰 편이다. 재료는 면본( 本)인데, 19세기 말
부터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부터의 현상을 느낄 수 있다.  

구도는 본존을 화면 가득히 묘사하고 좌우대칭으로 아난과 가섭존자, 문수와 보현보살, 
사천왕상이 횡렬로 배치되어 약간 경직된 배치이다. 본존의 머리는 윤곽선만을 표현한 
나발머리가 옆으로 퍼져 마치 퍼마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상계주만을 표현하였고 눈을 
바로 뜨고 있어 생경감을 주며, 상품중생인의 수인을 강조한 점은 경기도 일원과 유사하
다. 그리고 백호와 손톱을 백색으로 처리하여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는 점도 독특하다.  

2보살도 정면향을 보살들은 각기 연꽃을 들고 있는데, 손이 작게 표현되어 비례감을 
상실되었다. 사천왕상도 작은 크기로 나란히 서있고, 얼굴표정도 생동감이 없고 지물도 
들고 있는 모습도 경직되었다. 상단의 아난과 가섭존자의 배치도 좌우대칭의 경직되었
고, 가섭존자의 빨간색의 입에 드러난 이는 20세기에 많이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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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역시 군청색의 남용을 볼 수 있고, 
바람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적색과 녹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본존과 두광, 권속들의 
포인트를 군청색으로 강조하여 화면의 하이
라이트를 강조한 기법이 보인다. 문양은 본
존의 옷끝단을 장식한 화문의 변형인 도안화
된 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괘불은 본존을 강조 즉 설법인의 수인을 
강조하였고, 좌우의 협시는 엄격한 좌우대칭
을 이룬 경직된 배치하고 있다. 경기도 일원
의 수락산 흥국사 괘불(1858년)과 불암사 
괘불(1895년)과 마 찬가지로 본존의 수인인 
변형된 아미타불이다. 또한 좌우협시 보살도 
문수와 보현보살, 관음과 대세지보살의 도상
적인 특징은 없다. 화기에 의하면 금어(

) 서암전기(瑞庵典琪) 우송상수(友松爽洙), 
출초편수사미(出 片手沙彌) 두명(斗明) 정
연(正 ) 문성(文性) 대홍(大洪) 태일(太
一) 일원(一元) 영원( 元) 창운(暢 )
성호(成浩) 성희(性喜) 상오(尙旿) 만수
( 壽) 등이 참여하였는데, 문성은 충청도 일원에서 활약한 화사이다. 

<<<<畵畵畵畵 >>>>
光 十八年壬 六月日 眼十一日奉安

明相 慧
    天日
    應海 溶

呪 月志修
    山善文
    明星仙園

座琪

持殿敬松琪演
    瑞瑞瑞瑞庵庵庵庵典典典典琪琪琪琪

                    友友友友松松松松爽爽爽爽洙洙洙洙
出出出出 片片片片手手手手沙沙沙沙彌彌彌彌    斗斗斗斗明明明明
                                                    正正正正
                                                    文文文文性性性性
                                                    大大大大洪洪洪洪
                                                    太太太太一一一一
                                                    一一一一元元元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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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元元元
                                                    暢暢暢暢
                                                    成成成成浩浩浩浩
                                                    性性性性喜喜喜喜
                                                    尙尙尙尙旿旿旿旿
                                                    壽壽壽壽
別座永祐

監 庵仁性
化主梵 就堅
    圃 定守
獨 大施主乙未生朴文煥
乾命壬寅生 氏
子壬戌生基福
  丁卯生基祥
  癸 生基敦
  乙亥生基亨
  癸未生古味
生前壽福死後淨土

山中大德秩
淵 師
信海瑞章
又惺宥
禮峰平信

峰
德庵尙律
律庵 仁
相 慧
應淡大泫
德峰尙眞
信庵琪眞
包 定守
寬 以官

準
敬 于
學明 一

夏水
漢應普于
修庵圭一
普明琪炘

庵仁性
化漢悟
湖永基

友松爽洙
幻 應相
桂 永
海 法犁
浩城祥敏
晦山典旻
友 善

明 寅
山智和

所任秩
時 攝應海 溶
山 監 夏水
時 監 庵仁性

應月敬彦
持殿敬松琪演
板殿 政于

僧修炅
三  書 炳喜
     三甫 浩
     直使三祐
信女文氏對法
信女李氏善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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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또하나의 특색은 괘불의 하단에 배치된 수월관음보살도(水月 圖)
과 화기와 발원문에 기록된 수월도장 공화불사(水月 場 空 佛事) 라는 글귀이다. 

수월관음은 명칭과 도상은 돈황석굴에서 출토된 <天福8年 水月 圖>(五代 943년, 
파리 기메미술관 소장)의 묵서명에서 수월관음보살(水月 ) .21)이라고 쓰고 있어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妙法 관세음보살보문품( 世 普 品)과 大方廣
佛 嚴 40권본 입법계품(入法界品)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의상( 相)이 낙산의 관음굴에서 관음 지신을 친견하고자 예배 발원하면서 지었다는 
<白 場發 文>22)에서 所有本師 水月 嚴 無盡相好 亦有弟子 空 相 有漏形

 依正淨穢 樂不同(저희 스승의 수월장엄 및 다함없는 상호와 제자의 헛된 몸과 유
누의 형체에는 의보와 정보, 정토와 예토,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지 않습니다.)  에서 
수월장엄(水月 嚴)은 모든 중생이 고통을 당할 때에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
름을 일컬으며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갖가지 상호로써 일체 중생에게 두
루 응하심이 마치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으므로 수월관음 이라 하는 것
이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으면 업장이 깨끗이 소멸되며 무수 겁도록 지은 생사
의 죄가 소멸되며, 무수겁토록 지은 생상의 죄가 소멸되며, 이 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해
도 무량한 복을 얻게 된다고 한다.23)라고 하여 수월장엄 은 중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의상(625~702)스님의 사문상(沙 像)과 신앙은 2가지로<法界圖 >와 <白
場發 文>이다. 먼저 <法界圖 >는 의상스님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의 제2조 지엄
(智儼)(602~668)화사 문하에서 7년간 화엄학을 연찬하였는데, 그 당시 지엄화상에게 
받친 저술이다. 이 내용은 화엄경의 광대무변한 진실의(眞實 )를 포괄한 우리나라에서
는 불교의식을 집행될 때, 반드시 법성도의 원을 그리며 법성게를 송주하면서서 회향하

21) 수월관음보살은 중국 돈황석굴에 처음 등장하여 고려 말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조상의 목
적은 亡 과 救濟을 위한 것이다. (황금순, 2000,  水月 圖의 圖像과 信仰硏究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은 그 원본이 따로 전해지지 않고, 체원의 白 場發 文略 에 
실려 있다. 고려 충숙왕 때 승려 元이 해인사에서 원문의 각 절 밑에 주석을 달아 1334년에 
계림부에서 개판한 것으로, 원문은 조선불교사찰전서  6책에 수록되어 있다.  

23) 김호성의 백화도량발원문약해  해설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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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신앙에 있어서 의식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하나는 의상의 
찬술인 <白 場發 文>은 관음신앙으로 현세이익적 구복보다는 구도적인 성격이다. 
즉 의상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화엄이면서 미타 정토신앙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다.24) 

다시 말하자면 의상의 신앙도 嚴 과 왕생사상(往生思想)과의 관련성을 추구하
고 있으므로, 관음신앙과 백화도량과의 관련은 현세이익적인 구도보다는 구도적(求 的)
인 면이 강하다.25) 망자추선이나 제난구제를 위하여 조성된 돈황석굴에서 출토된 수월
관음보살도와 고려 말에 유행한 수월관음도의 유행에서 그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
다.26)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중기 불교를 부흥시킨 허응당 보우( 應堂 普 )27)의 
<水月 場空 佛事如幻 主夢中問 >28)에서는 수월(水月) 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이
다. 공화(空 )  역시 흐릿한 눈에 나타나 보이는 허공 속의 꽃으로 모두 실체가 아닌 
헛되고 부질없으며 그림자의 모습인 허상을 나타내는 은유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여(幻如) 는 실재하지 않은 허깨비를 말하고 몽중(夢中)은 현실의 셰계가 아닌, 깨어
나면 사라지는 허무한 꿈속을 나타내고 있는 은유( 喩)이다. 즉 물에 비친 달그림자같
은 허상의 공상에서 이루어지는 허공 속 번뇌의 꽃과 같이 부질없는 불사, 그 속에서 
허깨비같은 무상한 두 주빈(主 )이 꿈속에서 나누는 문답이다. 즉 허상의 도량, 망상의 
불사, 한 낱 허상의 두 주객이 주고받는 문답이라는 제목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 
그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환상이라는 보우의 인생관이 잘 표현되고 있
24) 고려시대 승려 惠永(1228~1294)의 인 <白 禮懺文>의 내용도 관음보살이 十惡의 소멸시

켜 懺悔하면, 그 참회를 통하여 극락왕생이라는 기다린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徐承延, 1988, 時代 白 禮懺文 硏究-白 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25) 의상의 화엄신앙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知 , 1990, 相大師-海東 嚴의 기둥 세운 宗主 , 한국불교인물사상사 , 불교신문사편, 민

족사.
     김상현, 1993, 의상의 신앙과 발원문 , 신라화엄사상사연구 , 민족사. 
     정병삼, 2001, 의상의 신앙과 그 사회적 성격 , 의상 화엄사상 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26) 신라시대 의상과 조선시대 괘불과의 관련성은 취서사 괘불(1768년) 발원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 囊  文(朱書)>
    慶尙左 安東乃城北嶺文殊山 棲寺新畵成掛佛 文/ 府之北文殊之南有刹曰 棲也唐儀 元年新

文武王時/ 湘法師創建所占 也百乏之中 水月 場空 佛/事之時最 唯掛佛歟爰有 人厥
曄慨然發/心募 檀 物 天來功似 役新畵成一 德尊相/燦然可 山以之得光水以之得 以之
共 物亦如是 /况人乎噫時丁未 不一年 告成 人之德化何其壯 人/無百年功有千 後世囕之
感於此哉時/乾 三十三年戊子三月十四日始役四月十二日告成 ( 괘불조사보고서 제3집, 2004,국
립문화재연구소, 49쪽 참조)

27) 普 (1515~1565)은 호는 應堂 또는 懶巖, 보우는 법명이다.  
28) 吉奉準, 1997, 應堂普 大師 時文學 巧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p.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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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이다. 

이와같이 수월관음 이라는 도상과 수월도량공화불사 라는 발원문이 괘불에서 나타나
고 있어 주목되며, 현존하는 괘불은  

1879년 개운사 괘불
1885년 내원암 괘불
1886년 화계사 괘불 등 3점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살펴보고자 한다. 

개운사29) 괘불은 1879년(고종 16)에 조
성된 것으로 길이 674  폭 395cm로 비교
적 작은 편이다. 이 시기에 서울지역에 출현
하는 꽃가지를 들고 있고, 하단에 수월관음
보살을 배치한 독특한 도상이다.30) 본존이 
꽃가지31)를 도상은 개운사(1879년)에서 봉
은사(1886년)과 화장사(1901년)에서도 같은 
초본을 사용하였고, 화계사(1904년)의 경우
는 꽃가지만 생략하여 세부적인 표현만이 다
르게 한 도상의 변형을 볼 수 있다.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단에는 
본존과 아난과 가섭을 배치하고, 하단은 정
면향의 관음보살과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상단의 본존은 설법인을 짓고 연꽃가지를 들
고 있고, 키형광배에는 화염문을 표현하고 

29) 개운사는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하며 봉은사 말사로 불교교육의 근본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설립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창건은 조선 초 무학대사에 의해서 永導寺로 시작되었다고 전하나 불분명
하고, 1779(정조 3) 정조의 후궁인 洪嬪의 明仁園의 원당으로 지금의 위치로 옮기게 되고 이름
도 개운사로 고치게 되었다.  

30) 서울특별시, 1996, 서울전통사찰불화 175~178에는 화기가 정확하지 않아, 2005년 대한불교
조계종 심주완 선생과 함께 조사하였고, 힘들게 꺼내어 보여주신 화계사 주지스님에 감사드린다. 

31) 꽃가지를 든 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으로 다음 편에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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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존의 얼굴은 온화한 표정이 보이는데, 반달형의 눈썹이 더욱더 좌우의 보살은 
생략되었지만 아난과 가섭존자는 합장한 모습인데, 가섭 얼굴은 음영법을 사용하여 늙
은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월관음보살은 화불이 든 보관을 쓰고 그 위에 백의 
가사를 걸쳤으며,  두손을 모아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유희좌가 아닌 결가부좌의 
자세로 정면향을 하고 있다. 

색채는 전체적으로 탁해지고 남색이 많이 사용한 점과 음영법의 등장으로 20세기의 
수법이 나타난다. 

화사는 금어편수( 片手) 경반응석(慶 應 ) 만파돈조( 波 照) 덕해도의(德海
儀) 대허체훈(大 ) 등이 참여하였다. 시주자는 청신녀(淸信女)와 상궁(尙宮)들

로 주로 이루어진 것이 왕실과의 관련성을 짐작케한다.

<<<<畵畵畵畵 >>>>
化秩

光 五年己 正月
        卯
二十七日神供四月初
十日 成于三 山

寺掛掛掛掛佛佛佛佛一
奉安

明奉琪
    幻 瓊眞
    淸 慶悟

呪化庵 悟
    峰大悟

片片片片手手手手慶慶慶慶 應應應應
                                波波波波 照照照照
                                德德德德海海海海 儀儀儀儀
                                大大大大
                比比比比 復復復復火火火火
                比比比比 奉奉奉奉法法法法
                比比比比 法法法法尙尙尙尙

                比比比比 奉奉奉奉
                沙沙沙沙彌彌彌彌現現現現照照照照
持殿應 淸

監碧 慶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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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座比 悟
供司比 戒先
化主滿 彩晟
    影化 氵
    淨桶柫七成
    木淨

比 戒律

大施主秩
淸信女乙 生秋氏淸淨
淸信女乙未生 氏 心
坤命甲寅生嚴氏
淸信女戊子生李氏 心向
淸信女丙子生尹氏普光月
淸信女 亥生梁氏
淸信女乙未生李氏白光
淸信女庚寅生 氏光明
淸信女丙午生 氏白
淸信女尙宮戊子生 氏普性
淸信女甲申生 氏普明
淸信女乙未生千氏月光心
淸信女壬寅生 氏
淸信女己亥生李氏大
淸信女壬寅生李氏正喜
淸信女尙宮 丑生 氏
淸信女己亥生李氏德水

乾命丙戌生權氏
坤命丙戌生洪氏 兩位
淸信女甲戌生 氏極
坤命丁卯生 氏
淸信女丙戌生 氏大智
淸信女丁丑生 氏
淸信女甲戌生李氏大
淸信女 丑生 氏妙智慧
淸信女乙巳生尹氏大仁
乾命 巳生 氏
坤命癸巳生李氏 兩位
乾命庚申生 氏
坤命丁巳生崔氏 兩位
淸信女尙宮丁巳生張氏月光
淸信女尙宮庚申生張氏上品
淸信女尙宮壬戌生 氏九品
淸信女丙寅生 氏 活
乾命乙亥生李氏
淸信女甲 生 氏
乾命壬申生嚴氏
坤命甲申生朴氏 兩位
乾命甲寅生 氏
淸信女甲戌生 氏無心
乾命己 生 成吉

子壬申生 氏
淸信女癸卯生李氏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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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암32) 괘불은 1885년( 宗 22, 光  
11)에 조성된 것으로 길이 555(544)  
폭 366(353.5) 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 괘불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였는
데, 상단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난
( )과 가섭존자( 燮尊 )를 협시하고 
있고, 하단에는 관음보살( )을 배치
되어 있다. 본존은 원형두광과 거신형의 신
광을 지고 있고, 얼굴표정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인은 두손을 가슴께로 들어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아난과 가섭존자는 측면향의 합장한 모습
인데, 가섭의 주름은 역시 음영법을 사용하
여 노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단
의 관음보살은 화불이 든 보관을 쓰고 그 
위에 백의의 가사를 걸쳤는데, 두손을 모아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결가부좌의 자
세로 정면향을 하고 있다. 

색채는 전체적으로 탁해지는데, 면본에 물감의 농도를 짙게해서 밑그림이 보이지 않
도록 두텁게 칠해지고 있다. 남색이 많이 사용하였고, 신광과 관음보살의 화불, 아난존
자의 옷 등에 두텁게 칠해진 금니 등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이 괘불은 본존과 아난과 가섭이 배치된 상단과 하단의 관음보살을 배치하였는데, 개
운사( 寺) 괘불(1879년) 화계사( 溪寺) 괘불(1904년)에서 볼 수 있다. 개운사 괘
불은 본존이 꽃가지를 들고 있고, 하단에 관음보살과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화계사
의 경우는 하단에 관음보살과 더불어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같으나, 상단의 본
32) 내원암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水 山에 위치하고 있다. 內 庵七星 新建 에 의

하면 1794년에 왕실에서 七星 을 짓고 光 殿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山和尙과 坡大師의 기
도로 正祖가 왕세자( 祖)를 낳게 하여 왕실에서 四 殿을 지었고, 1825년 내탕금으로 知 樓를 
신축하였다고 한다. 1831년과 1851년, 1880년에도 내탕금으로 전각을 중수하였다고 하는데, 왕
실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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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은 구품인(九品印)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본존이 꽃가지를 든 예는 봉은사(奉
恩寺) 괘불(1886년) 불암사(佛巖寺) 괘불(1895년) 화장사( 寺) 괘불(1901년) 등
에서 볼 수 있다. 화장사는 봉은사의 초본( 本)을 보다 간략하게 사용한 것이며, 화계사
의 경우는 꽃가지만 생략하여 세부적인 표현만이 다르게 한 도상의 변형을 볼 수 있다. 

화사는 금어( ) 만파정구( 波定灈) 동호진철(東昊 徹) 학허석운( 石 )
석암두별(石 斗別) 비구봉안(比 奉安) 비구작품(比 作品), 편수(片手) 비구인형(比

仁亨) 현조(玄照) 종현(宗現) 묘흡(妙洽) 혜조(慧照) 운제( ) 등 이다. 수석
화사인 만파당 정요는 금강산 장안사 16존상을 개금한 인물로 알려져 왔지만 확실치 않
고, 동호당 진철 등의 여러 화사들은 봉은사 수락산 흥국사 불암사 등의 경기도 지역
의 사찰의 불화를 담당하였다. 

내원암 괘불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최소한의 중요한 도상만을 표현
한 것인데, 아마도 산 정상가까이에 위치한 사찰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즉 괘
불을 현괘할 경우의 바람 등의 자연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재
료는 면본인데, 20세기 말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본보다는 면본( 本)이 많이 보이
는 예의 하나이다.

<<<<畵畵畵畵 >>>>
光 十一年甲申十日月初
六日始沒十五日 眼
奉安于水 山內

庵
化秩
明 奉宣

    含影法曇
持殿 松應澤

呪比 就
波波波波定定定定灈灈灈灈

                東東東東昊昊昊昊 徹徹徹徹
                石石石石
                石石石石 斗斗斗斗別別別別
                比比比比 奉奉奉奉安安安安
                比比比比 作作作作品品品品

片片片片手手手手比比比比 仁仁仁仁亨亨亨亨
                比比比比 玄玄玄玄照照照照
                比比比比 宗宗宗宗現現現現
                比比比比 妙妙妙妙洽洽洽洽
                比比比比 慧慧慧慧照照照照
                比比比比
秉法獜
供司比 施正
別供比 俊
    比 竺奉
    比 秉照

比 就權
淨桶李信士
火 化
引權信女 氏淨月
大施主丁亥生盧氏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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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秩
大德應 昔元奉
    
    比 宣直
    比 勤惠
    比 法惠

    沙彌 怡
    沙彌性坦
    主 庸 典愚
三 主掌晩惺應權
    三甫比 南極 

화계사33) 괘불은 1886년(光  12)에 조성된 것으로 길이 725  폭 480cm이다. 도
상은 개운사(1879년)괘불 보다는 큰 규모이지만 하단에 관음보살을 배치한 같은 초본
을 이용한 도상이다34).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상단에는 본존과 아난과 가섭을 배치하고, 하단은 정
면향의 관음보살과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 상단의 본존은 설법인을 짓고 있고, 키형광
배에는 화염문을 표현하고 있다. 본존의 얼굴은 방형에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건장
한 신체에 가슴을 드러내었고, 수인이 크게 묘사되었다. 정면향의 아난과 가섭존자는 합
장한 모습인데, 가섭 얼굴은 음영법을 사용하여 늙은이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관
음보살은 화불이 든 보관을 쓰고 그 위에 백의의 가사를 걸쳤는데, 두손을 모아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유희좌가 아닌 결가부좌의 자세로 정면향을 하고 있다. 사천왕상의 
얼굴은 음영으로 주름을 표시하였다. 배치도 향 왼쪽은 탑과 용 여의주를 향 오른쪽은 
비파와 검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색채는 전체적으로 탁해지고 남색이 많이 사용한 점과 음영법의 등장으로 20세기의 
수법이 나타난다. 고양 흥국사 괘불과 더불어 왕실의 후원을 받았는데, 상궁 천씨와 박
씨가 대왕대비인 신정익왕후와 헌종 계비 효정왕후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을 빌고 있다. 
또한 신정익황후의 조카 조영하35)의 아들인 조동윤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있다.  

33) 화계사는 도봉구 수유1동 487번지 삼각산에 자리한 조계사 말사이다. 1938년 安 湖스님이 편찬
한 三 山 溪寺略 에 의하면 1522년(중종 17)에 창건되었는데,  宣祖의 生父인 德 大 君
과 宗의 生父인 宣大 君과의 관련있는 왕실 사찰이다. 특히 1880년(고종 17)에 神 王后
(조대비)가 冥府殿의 佛 沓을 獻供하면서 궁절 이라고 불리웠다. 

34) 서울특별시, 1996, 서울전통사찰불화 , p.194 참조.
35) 寧夏(1845~1884)는 본관은 穰, 자는 三, 호는 惠人 시호는 忠文으로 신정익왕후(조대비)의 조

카이다. 1880년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내면서 事大 의 실력자로 임오군란과 대원군의 납치 등
을 실현하여 민씨세력이 재집권하도록 하였고, 갑신정변 때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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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化秩所
明比丘 堂玩佑

    比丘 南化堂布昕
    比丘       淨

呪比丘 印月堂 憲
持殿比丘 山堂秉燮

比比比比丘丘丘丘    堂堂堂堂亘亘亘亘((((瓦瓦瓦瓦))))巡巡巡巡
                比比比比丘丘丘丘    東東東東昊昊昊昊堂堂堂堂 徹徹徹徹
                比比比比丘丘丘丘    堂堂堂堂機機機機炯炯炯炯
出出出出 比比比比丘丘丘丘    山山山山堂堂堂堂竺竺竺竺
片片片片手手手手比比比比丘丘丘丘    富富富富一一一一
                比比比比丘丘丘丘    宗宗宗宗玄玄玄玄
                比比比比丘丘丘丘    玩玩玩玩旿旿旿旿
                比比比比丘丘丘丘    法法法法忍忍忍忍
                比比比比丘丘丘丘    慧慧慧慧珠珠珠珠
                比比比比丘丘丘丘    弘弘弘弘     
供司比丘 侖
    比丘 應協
別供比丘 慶
    比丘 昔奉
     祚

比丘 昔天
別座比丘 敞愚

監比丘 昌禧
化主比丘 山堂善益

山中秩
玩佑

印月 憲
南化布昕

梵 就堅
東明昌禧

亘巡
竇彰印

奇山眞
機烱

德 濙
山秉燮
山善益
山定燮

比丘淨
    奉典
    奉昕
    泰
    法照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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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基
    法忍
    昔奉
    慶
    敬俊
    敬三
    應協
    在權
    富一
    幸典
    侖
    石天
    法明
    吾珍

光 十二年丙戌七月日奉安于三 山 溪寺
將此佛事法界 生同登樂岸
大施主秩

奉命 尙宮甲戌生千氏大德 慧 心奉祝
大王大妃殿下戊 生 氏玉 安寧 壽無疆
奉命 尙宮癸卯生朴氏大德 心 奉祝
王大妃殿下 卯生洪氏玉 安
伏  孝子 未生 東允
伏爲 亡父忠憲公乙巳生 穰 氏 寧夏
伏  乾命庚午生李氏
     坤命庚午生洪氏 兩位保
同參 尙宮甲戌生千氏大德慧
     尙宮戊寅生 氏天眞
     尙宮 巳生南氏寶積
     尙宮癸未生梁氏    
     乾命癸卯生申 億
     坤命丁未生崔氏    兩位保

以此因 功德普 法界死生 三 八 四
報恩三有一切 生同歸淨土同 彌 同
淨法同化 生之大

기타 도상은 彌 에 의한 아미타삼존도 도상 변형과 수월도장공화불사
(水月 場空化佛事) 라는 도량적인 의미를 지닌 괘불로 

  1886년 봉은사 괘불
  1985년 불암사 괘불
  1901년 화장사 괘불
  1926년 동화사 괘불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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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36) 괘불은 1886년( 宗 16)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의 괘불 크
기는 비교적 700cm로 내외 역시 작은 편인 길이 674  폭 395cm이다.

본존은 설법인의 수인에 꽃가지를 들고 키형광배를 지고 있다. 좌우로 좌우 협시보살
이 생략되고 아난과 가섭존자만이 협시하고 있다. 하단에는 보현동자와 문수동자가 배
치된 봉원사(1901년) 화장사(1901년) 한미산 흥국사(1902년) 경남 다솔사(1920
년)가 있고, 삼신불인 경우는 흥천사(1832년) 백련사(1868년)이 있다. 

본존을 강조하였고 계란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위엄이 배제되고 단아하고 평온한 표
정을 짓고 있으나, 생동감이 결여되었다. 두터운 옷깃에 덮혀 있는 두 어깨는 강조하여 
두툼하고 전면에 큰 꽃가지를 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꽃가지를 의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난과 가섭존자는 본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소하며, 역시 얼굴에 비해 신체를 강조하
였다. 가섭의 얼굴은 음영으로 주름을 표현하였고, 흰수염과 눈썹이 흰색으로 하이라이
트로 강조한 점을 볼 수 있다. 

하단의 보현와 문수동자는 코끼리와 사자를 각기 타고 있는데, 두 동물의 얼굴은 해
학적으로 표현한 점은 흥천사(1832년)의 도상에서 전승하였음이 짐작된다.

화사는 편수(片手) 영명(影明) 천기(天機), 출초(出 ) 대허체사(大 ), 금어(
) 선조(亙照) 등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화사들은 순

서는 편수 다음에 출초, 금어 순으로 기록되어 그 서열이 주목된다. 대시주자는 순화궁
( 和宮)37) 임진생(壬 生) 김씨와 병오생(丙午生) 김문달( 文 ), 상궁들이 圓 佛事
時神供五月二十六日 眼回向 六月初五日로 발원한 것으로 보아 아미타불과의 관련성을 
짐작케한다.  

36) 봉은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조 禪宗의 寺刹이다. 조선조에  
宣 (成宗의 능)의 刹로 번창하면서 문정왕후와 應堂 普 의 불교 증흥을 기했던 곳이다. 또
한  승려의 기장을 바로잡고 승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규정소의 하나이다. 1870년 흥선대원군의 
영세불망비 건립 등 왕실의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존속해 온 사찰이다.     

37) 化宮은 憲宗의 후궁 慶嬪 氏(1832~1907)이다. 主  在淸의 딸로 1847년 간택에 의해 책
봉되었으며, 헌종이 1849년에 승하하자 사궁인 종로구 인사동 149번지 순화궁(후에 太和 )에 
1907년76세로 별세할때까지 거처하였다. 경빈김씨가 순화궁에서 궁체로 필사한 和宮帖
(國忌服 四 服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1호,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이 
전해오는데, 王室 儀式的인 복식과 장신구 등의 왕실문화를 전해주고 있다.  헌종이 창덕궁에 경
빈김씨를 위해 낙선재를 건축할 만큼 총애를 받았으며, 간택에 의해 책봉된 만큼 왕비와 못지 않
게 권세를 누렸던 것 같다. ( 조선왕조실록 헌종14년 10월20일조와 고종실록 권48 광무11
년 6월1일조,  用淑, 1996, 朝 朝 宮中 俗 硏究 , 일지사, pp.429~4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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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光 十二年丙戌榴夏
掛掛掛掛佛佛佛佛幀幀幀幀一一一一 新 成奉安于廣州府修 山奉恩寺

化秩
師 峯應奎

    淸 包
    淸 智

呪比丘啓天
片手影明天機
出 大

比丘亙照目 照
別座比丘泰

監 海法天
供司比丘戒定

比丘
化主春潭世恩
大施主秩

和宮壬 生 氏壽 千秋
乾命丙午生 文
乾命戊子生李氏
乾命己亥丑 氏 兩位
乾命 亥生 李 淳
坤命癸丑生洪氏 兩位
坤命丙寅生 延壽

坤命丙寅生李氏 兩位
乾命丙戌生朴氏 
坤命丙戌生 氏 兩位
引勸大施主
尙宮信女乙 生 氏大
尙宮信女 巳生 氏淸淨
圓 佛事時神供五月二十六日 眼回向 六
月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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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사38) 괘불은 1901년(光武 5)에 
조성된 것으로, 크기는 길이 456  
287.5cm로 아주 작은 편이다. 

도상은 봉은사 괘불(1886년)의 축소판
이라 볼 수 있듯이 본존은 구품인 수인에 
꽃가지를 들고 아난과 가섭존자와 하단의 
보현동자와 문수동자가 거의 유사하다. 
단지 본존의 하체를 생략하였는데, 개운
사 괘불(1879년)과 봉은사 괘불(1886년)
과 같은 초본에 의해서 것이다. 

꽃가지를 든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 협
시보살을 생략하고 대신에 아난과 가섭존
자를 배치하였다. 본존은 뽀죽한 육계와 
이목구비의 생경한 얼굴표정 등은 개운사 
괘불보다는 좀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
다. 

화사도 추산당 천성(秋山堂 天性)은 봉
원사 괘불(1901년)을 그렸다. 하단에 보
현과 문수동자를 배치한 도상은 봉은사
(1886년) 봉원사(1901년) 한미산 흥국사(1902년) 경남 다솔사(1920년)가 있고, 삼
신불인 경우는 흥천사(1832년) 백련사(1868년) 등의 괘불이 있다. 이러한 도상은 조
선 말기의 하나의 유행으로 보여진다.     

이 괘불은 수월도장공화불사시(水月 場空 佛事時)에 팔상도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발원문(發 文)과 함께 전해온다.

38) 화장사는 현재 국립묘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사찰전서 에 의하면 京畿左  果川  冠
岳山 水月 場空 佛事를 거행한 사찰로 유명하다. 한국전쟁이후 국립묘지가 되면서 호국지장사
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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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大 光武五年 丑三月十六日京
畿左 果川 冠岳山
寺水月 場掛幀 八相幀

成後
明 一
呪 瀛珠

持殿比丘 法海
 永明天

     秋山天性
     亙巡
     漢 法
比丘 台昕
     亙燁

     琮玧
     尙悟
     台
     在明
供 比丘

 
比丘永瓊

別供    德文
        德
        甘
大

化主敬 堂

<<<<發發發發 文文文文>>>>
大 光武五年 丑三月十六日京畿左 果川

冠岳山
寺水月 場空 佛事時掛幀 八相幀 成

後
發 文

 喃  摠是 之慈眼  法界 中
山  水孱  無 毘盧之 目 有方便
漚和 中
不捨一事  有是今此化主敬 禪師大發 提
之心
神 勸文招十方檀  化 一吹 樹同春
施 淂毘沙 無盡之庫  以此功德法
界含
施彩 獲大 燮 光之大福 同法極樂共

佛界.

神 勸文招十方檀  化 一吹 樹同春
施 淂毘沙 無盡之庫  以次功德法
界含
施彩 獲大 燮 光之大福 同法極樂共

佛界

像( ) 名 列于后
明 堂 一
呪 湖堂瀛珠

持殿比丘 法海
 永明堂天

     秋山堂天性
     堂亙巡
     漢 堂 法
比丘 台昕
     亙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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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琮玧
     尙悟
     台
     在明

比丘永瑗
供司    漢益

沙彌漢
別供    德文
        德
        甘

化所秩 大施主

尙宮淸信女己 生 氏大慧月
尙宮淸信女己 生朴氏大智月
  坤命 亥生 氏
  子 丙子生 熙益
  坤命 丁丑生李氏 一廓
  乾命 壬子生朴東圭
  亡活信女壬 生 氏寶心
  淸信女丙申生五氏 池
  淸信女壬 生李氏愚德

化主敬 堂戒
火 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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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사 괘불은 왕실에 발원한 것으로 1895
년(고종 32)에 조성된 것이다. 크기는 길이 
573  폭 346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삼세불로 본존을 약간 크고 뒤로 물러나 
있고, 좌우 협시는 앞으로 나와 선 원근법
으로 배치되었다. 광배도 각기 원형광배를 
지고 있으면서, 신광을 하나를 이용하여 마
치 일광삼존의 형태를 보여준다. 좌우협시
는 손을 아래로 내려뜨려 내영의 자세인 아
미타불과 약합을 든 약사불인데, 본존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연꽃을 든 석가불
이다. 이 괘불을 발원한 상궁 엄씨(후에 皇

妃)와 상궁 강씨가 을미년(乙未年)에 변
고를 당한 명성황후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
해서 발원한 것과 연관한다면 아미타불과의 
관련성을 있을 것이다.

본존은 방형의 얼굴 입이 크게 묘사되어 
괴량감을 느끼게 하며, 육계가 낮지만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얼굴의 형상이 
넓적하게 보이게 한다. 가슴이 넓지만 본존은 양 협시에 가려져 일부만 보이고 있다. 좌
우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보다더 가슴을 넓게 벌렸다. 상대적으로 승각기가 내려져서 묶
어졌는데 특히 약사불의 경우는 허리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 머리가 크고 수인이 작고 
다른 권속들을 배제한 삼세불만을 강조한 구도이다.  

색채는 군청색을 포인트로 사용하였고, 육색은 강하게 표현되었다. 바람기법, 도안화
된 문양으로 20세기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삼세불만을 배치한 구도로 명성왕후의 극락왕생과 관련된 황귀비(皇 妃)39)가 발원
한 것이다. 그녀는 봉원사 괘불(1901년)은 친정 부모와 외조부를 위해서, 한미산 흥국
사 괘불(1902년)은 왕실을 위해서 발원한 것이다. 조선 말기에 서울 근교 사찰에서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화사는 금어( ) 금곡영환( 永

39) 皇 妃 嚴氏는 宗의 후궁으로 영친왕의 생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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煥) 경선응석(慶 應 ) 한봉창엽(漢峰瑲曄) 덕월응윤(德月應崙) 금성성잠( 城性
岑), 편수(片手) 용담규상( 潭奎祥), 비구(比丘) 선명(善明) 창인(昌仁) 상선(尙
仙) 종선(宗禪) 창오(昌旿), 사미(沙彌) 운조( 照) 예조( 祚) 창민(昌敏)이다. 

<<<<畵畵畵畵 >>>>
大 國朝
五百四年乙未

月二十六新
彩畵塗
掛佛幀一
神供 眼
於 月初一日
因玆奉安於
京畿楊州天
寶山佛巖寺

化秩
明沿應淇滋

    暻 慧
呪比丘竺念

持殿比丘俊弼
永永永永煥煥煥煥

                慶慶慶慶 應應應應
                漢漢漢漢峰峰峰峰瑲瑲瑲瑲曄曄曄曄
                德德德德月月月月應應應應崙崙崙崙
                城城城城性性性性岑岑岑岑
片片片片手手手手 潭潭潭潭奎奎奎奎祥祥祥祥
                比比比比丘丘丘丘善善善善明明明明
                比比比比丘丘丘丘昌昌昌昌仁仁仁仁
                比比比比丘丘丘丘尙尙尙尙仙仙仙仙
                比比比比丘丘丘丘宗宗宗宗禪禪禪禪
                比比比比丘丘丘丘昌昌昌昌旿旿旿旿
                沙沙沙沙彌彌彌彌 照照照照

                沙沙沙沙彌彌彌彌 祚祚祚祚
                沙沙沙沙彌彌彌彌昌昌昌昌敏敏敏敏

沙彌善
供司比丘昌兩

比丘在憲
別座沙彌應
    思心

監竺明 玟
化主泄 定修
本山中秩
比丘碧山海
比丘慈兩永湖
比丘孝庵奉
比丘梵庵性禧
比丘    德昕
沙彌    普眼
大施主秩
奉命
尙宮甲寅生嚴氏
尙宮壬寅生姜氏
志心奉祝
大君主 下
壬子生李氏
天 安寧

壽 歲
王太妃殿下
  甲戌生李
  氏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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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寧
  壽 岺
王太子殿下
  壬申生 氏
  寶 恒安
  壽 年
大 君 下
  庚 生李
  氏保
  安康
  壽無疆
先皇后 下
  亥生
  氏仙
  往生

  世界
  上品上生
  之大
國界安寧

民樂
天下泰平
法
施受物三淨

炅增
祐再

樑廣
度

佛界
之大

동화사 괘불은 1924년 (佛  2951)에 조성된 것으로 길이 987(911)  폭 477 
(430)cm로 비교적 큰 편이다. 

도상은 꽃가지를 든 단독상으로 아미타삼존상과 관련은 없지만, 발원문에 水月 場空
佛事 라고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화불을 봉안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꽃가지를 든 단독의 상은 다른 권속들을 배제하고 

화면 가득히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원형 두광과 거신형 광배에 화려한 광선문양을 
표현하고 있어 본존을 극대화하였다.  

채색은 짙고 탁한 적색과 녹색, 20세기에 많이 사용되는 청색의 사용과 경직화된 수
법은 당시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화사는 금어( ) 대우봉민(大愚奉珉) 보응문성(普應文性) 곽운경천(廓 敬天) 편
수(片手) 퇴운원일( 圓日) 원응천일(圓應天日) 학송학눌( 松學 ) 경해진숙(景
海 淑) 송파정순(松坡淨淳)이다. 

화기에 의하면 많은 시주자들이 참여하였고, 발원문에서 수월도량공화불사 의 허상의 
도량, 망상의 불사 등의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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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畵畵畵 >>>>
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一年甲子 四月初一
日 始初十日神供二十五日午前十時奉安于
本寺大 殿

化秩
明 月 定慧

會主 應化 周
呪 敬海 度

     影峰煥奭
     宇 祥云
持殿 秋月海
     宇 祥云 
     海 東燮
         定和

 大愚奉珉
     普應文性
     廓 敬天
片手 圓日
     圓應天日
     松學
     景海 淑
     松坡淨
供司 慧 斗海
別供 浩根

 滿千
 昌琪

淨桶 仁學
     火坮
     七岩
別座 淸 周性

監 混應 宇

化主 尼會眞
     慧月
     大德

本寺 員秩 
住持 月 定慧
監務 
監事 晩庵在
法務 振應智演
書  圃光振
     月庵種淳
典座 影湖尙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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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中秩
月 定慧
應化 周
庸
混應 宇

山浩惺
振應智演
大愚端律

晩庵在
守山泰演
滿 大
惺庵 佑
慧山弼祚
春山柄千
檀坡東旭

<<<<發發發發 文文文文>>>>
仰告 盡法界 空界無盡三寶慈尊無 伏 今此水月 場空 佛事 以此勝 功德
去現在師尊父母一切 屬廣及法界一切 生咸淂 俱成正 仰 各 浞今日 命 始四
大康健六根淸淨無 碍成就淨業正念不昧往生極樂 佛 法梧無生忍淂究竟果三 四 五
眼六 悉具 三十二大人相八十種 形好以爲 嚴 無盡 往無 佛刹供 承事淂 正
法不捨本 再 婆演竗法 度濟 生煩惱盡我唯 三寶慈悲 明抑 此寺 場基地安寧災
厄 消 佛常住天 淸淨 子 場寺富僧 安 吉祥 三寶弟 用 定慧 書

<<<<掛掛掛掛佛佛佛佛櫃櫃櫃櫃    墨墨墨墨書書書書 >>>>
掛佛櫃獨 施主 京城府 洞居住 淸信女庚午生李得心 年甲子 六月初八日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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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에서 1926년에 조성된 괘불 18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중봉당 혜호가 판각한 彌 의 아미타삼존 도상이 나타난다. 아
미타불은 내영(來 )하는 모습으로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외장한 내영의 자세이고, 왼
손은 가슴 앞에서 상품중생인을 취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화면 하단에 수월관음도의 등장이다. 고려 말에 유행한 수월관음도의 망자
추선과 제난구제의 역할과 허응당 보우의 <水月 場空 佛事如幻 主夢中問 >도량의
식의 수월도량공화불사 는 중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해 주거나, 허상의 도량인 망상의 
불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조선 말기의 국 내외의 혼란한 시기를 시대적인 배경이 잘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아미타불의 내영 자세과 구품인(九品印), 꽃가지를 든 형상 등 다양한 
도상들이 출현하는데, 화불을 봉안한 보관을 쓴 관음보살로 보아 아미타삼존의 변형으
로 보인다. 

네 번째로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이다. 봉은사는 헌종의 후궁인 순화궁 김씨, 화계사는 
문조의 비인 신정익왕후, 불암사 봉원사 한미산 흥국사는 순종의 어머니인 순빈엄씨
가 주관하여 괘불을 조성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괘불도상이 하나의 초본으로 여러 번 사용한 점이다. 예를들면 彌
에 의한 아미타삼존도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괘불(1882년)을 비롯하여 

1901년 봉원사 괘불, 1902년 한미산 흥국사 괘불, 1920년 다솔사 괘불 등은 한 초본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화사도 제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새로운 불화의 기법이 등장이다. 색채는 진하고 탁하며, 음영법의 등장은 
근대화풍을 보이고 있고, 화사들의 집단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전국을 대변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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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서울 경기도 지역 괘불 도상은 彌 의 판각에 
따른 아미타삼존도와 수월관음보살 등장, 염불만일회의 성행에 따른 아미타괘불이 조성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조선 중기부터 도량의식에 사용된 허응당 보우의 <水月 場空 佛事如幻 主夢中問
>의 허망한 불사의 사상적인 면이 이 시기의  국내 외의 사회적인 혼란에서 국가 

및 왕실의 안녕을 빌고 망자(亡 )의 극락왕생을 위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봉원사 괘불(1901년)과 한미산 흥국사 괘불(1902년)에서 볼 수 있듯이 
영친왕의 생모인 황귀비(皇 妃) 엄씨(嚴氏)가 친정 부모와 고종황제와 황태자 및 황태
자비 등의 왕실을 위해서 각각 발원하고 있다. 내원암 괘불(1885년)은 정조가 왕세자
(순조)를 얻은 기도 도량과 덕흥대원군(선조의 아버지)의 묘가 가까이 있어, 왕실과의 
관련된 원당이다.  괘불이 19세기 말부터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조성되는 것도 
왕실의 내탕금으로 사찰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불교종파 및 사찰 통
폐합의 억불책으로 왕실의 지원이 끊어지고 사찰이 피폐되었지만 18세기 말부터 19세
기 초에는 능침사찰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염불만일회의 
성행도 아미타괘불 조성의 전성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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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Un-hui

Gwaebul, creat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especially from 1885 to 1926, now 
exist 18 ones. And 12 of them are owned by Buddhist temples located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province.

 Royal Tomb praised and Royal household praised Buddhist temples in early 
Joseon dynasty were supported by Royal Family. As a renovation of Buddhist 
temples by king Taejong's reign(1400-1418), they became impoverished with 
reduced Buddhist ceremony.

But they maintained their lives in intimate connection with royal family, and went 
prosperous from late 18th century.

At that times, a new trend in Gwaebul appeared, which have popular idea for 
wishing peace of the dead, the nation and the royal family.

The new composition of painting expressed in Gwaebul starts in Amitabha-Triad 
paintings which carved in first volume of Amita-yohaegyeong made of wooden 
plate. And Gi-heoh(A.D. 1820-1872) carved it in 1853 at Naewonam Buddhist 
hermitage of Samgaksan mountain

And a return of Suwolgwaneumdo which had been popularized in late Goryo 
dynasty is worth noticing as a new issue of late Joseon dynasty. It is related with 
a composition of Gwaebul that expressed 'a leading the dead to the good', a 
Buddhist consciousness of falsehood and fancy.

The saturated and blurred style of painting, the fact that centralization-powered 
lineage of painter who used composition of multi-used basic pattern, are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Keyword : Amita-yohaegyeong, Amitabha-Triad, Suwolgwaneum, Suwoldoryanggonghwabu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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