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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신불괘불도는 베 바탕이 아닌 종이 바탕인데다, 채색방법 또한 조선시대

불화의가장일반적인眞彩畵法의그림들과는다르게밑그림본인草本형식에淡彩技法을사용하고있어주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림자체의畵記라든가「壽墮寺史蹟」또는「壽墮寺古記錄」등어느곳에도이삼신불괘불도조성에대

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조성시기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채화법의 그림이 아니라서 다른 괘불도들과의

본격적인양식비교역시원활하지못하여그동안연구가이루어지지못하고소개정도에그쳤었다. 그러나최근보존처

리시그림뒷면의배접지를제거하는과정중에크기가세로 118㎝가로 87.5㎝인별도의한지에써서붙인墨書銘이발

견되었다. 내용은부처님법을올바르게따르기위하여지켜야할몇가지금지행위를알리는일종의‘榜’으로서 1690년

4월 15일에썼음이밝혀졌다. 이묵서명은수타사삼신불괘불도의조성년대를추정케해주는데매우귀중한자료이자, 그

림의정확한내용분석및성격파악등구체적인접근을위해서도필요한중요한단서이다.

수타사삼신불괘불도의현상과형식및양식적특징을고찰한다음이묵서명을바탕으로괘불도의조성시기를추정해

본결과첫째, 수타사삼신불괘불도는화기대신뒷면에첩부되었던‘방’으로미루어보아 1690년경을즈음하여조성되었

음을추정할수있다. 둘째, 조선시대삼신불괘불도중공주갑사삼신불괘불도(1650년) 이후가장기본적인도상을보여

주는최초의立佛形式삼신불괘불도일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또한수타사삼신불괘불도는3佛의형태라든가화면구성

력과배경처리, 근엄한듯자애로운얼굴표정묘사, 조화롭고적당한신체비례등에있어유사한형식의 18세기삼신불괘

불도는물론, 19세기삼신불괘불도에이르기까지진채화법괘불도들에많은영향을끼쳤을것으로볼수있다. 셋째, 수타

사 삼신불괘불도는비록완성본이아닌밑그림(草本) 형태이기는하지만筆線이뚜렷하게드러나는전형적인담채기법을

보여주고있어필력을구체적으로이해하고분석하는데자료적가치및불교회화사적가치가크다고하겠다.

비록형식및표현기법상수타사삼신불괘불도와동일한유형의괘불도자료가많이남아있지않아서충분한비교·

고찰은이루어지지못했다고하더라도, 조선시대 18-9세기 입불형식삼신불괘불도연구에밑받침을이루고있다는데연

구의의의를두고자한다.

주제어 |삼신불괘도, 진채화법, 담채기법, 입불형식,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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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강원도홍천군소재수타사에서소장하고있는삼

신불괘불도는보편적인베바탕이아닌종이바탕그림

이다. 채색방법 또한 조선시대 불화의 가장 일반적인

眞彩畵와는다르게밑그림본추정의草本형식에淡彩

技法을사용하고있어주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

림 자체의 畵記라든가「壽墮寺史蹟」또는「壽墮寺古記

錄」등어느곳에도이괘불도초본의조성에대한기록

이전혀남아있지않아조성시기가불명확할뿐만아

니라, 진채화법의그림이아니라서다른괘불도들과의

본격적인양식비교역시원활하지못하여그동안연구

가이루어지지못했다.

그러나최근보존처리시그림배면의배접지를제

거하는과정중부처님법을올바르게따르기위하여

지켜야할금지행위를알리는일종의‘榜’성격의별지

墨書銘이첩부된채발견되었다. 1690년 4월 15일에쓴

이묵서명은수타사괘불도초본의조성년대를추정케

해주는데중요한단서로서, 정확한내용분석및성격

파악을통하여구체적인접근이필요하다. 

Ⅱ장을 통하여 수타사 괘불도 초본의 조성배경에

대하여추정해보고, Ⅲ장에서는이에대한현상및도

상과양식특징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그리고Ⅳ

장에서는묵서명을바탕으로한수타사괘불도초본의

조성시기추정과함께불교회화사적의의를살펴보도

록하겠다. 

수타사괘불도초본의조성배경

월정사의末寺인壽陀寺01는강원도홍천군동면덕

치리에소재하는고찰로서, 홍천군청소재지로부터동

북쪽으로약 7㎞떨어진孔雀山동쪽기슭에자리하고

있다. 「壽墮寺史蹟」과「壽陀寺屬庵一覽」, 「壽陀寺의 建

物」편등의기록에따르면수타사는「新羅 708년(聖德王

7년)원효대사가牛跡山에절을처음세운뒤이름을‘日

月寺’라하였고같은해에진표율사가玉水庵을지었

으며, 그이후조선 1569년(宣祖 2년)에는지금의공작

산으로移建한뒤‘水墮寺’02로이름을바꾸었으나 1592

년임진왜란때완전히불타폐사되어버렸다」고한다.

그리고「40여년간폐찰된채로남아있은후 1636년(仁

祖 14년)工岑大師가大寂光殿을새로고쳐짓고 3년후

인 1639년에는白蓮堂을창건하며, 1644년과 1647년에

禪堂과僧堂을다시고쳐짓는다. 이와더불어 1650년

(孝宗 1년)의 雙溪庵 創建을 시작으로 興懷樓, 鳳凰門,

靑蓮堂, 香積殿, 送月堂, 月堂의創建및 1688년(肅宗

14년) 雲水庵 開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각들이 새로

세워지는등모두 89칸의건물을보유함으로써」당시

의사찰규모를충분히짐작하고도남음이있다03. 

이상의기록들에서파악되듯 1636년을시작으로수

타사의본격적인중창불사가이루어지게된것은아마

도임진왜란시불교계의호국활동에따른보상차원과

도어느정도는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겠

다. 이는四溟堂惟政(1544-1610)이임란당시강원도지

역의총본산격인杆城乾鳳寺에서義僧 700여명을거

느리고평양성탈환에참여하였던사실로미루어보아

서도충분히짐작된다04.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임

란후 40여년간폐사되었다 1636년부터 1688년에이

르기까지약 50여년에걸쳐간단없이지속적으로중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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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水墮寺’라는절의이름이좋지않다고하여 1811년(純祖 11년)에다시현재의‘壽陀寺’로개명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고한다.

02 水墮寺라는寺名은『乾鳳寺本末寺史蹟』편을보면 1569년공작산으로이건한뒤日月寺를개칭한것이라고하고있다. 그러나『동국여지승람』(成宗의명에의해 1481년펴낸인문
지리서)을증보하여 1530년에편찬한『신증동국여지승람』洪川縣佛宇條에‘孔雀山水墮寺’라는절이름이이미등장하고있는점과, 단기 4292년(1959년)에쓴「壽陀寺略史」의
1437년(世祖 2년)‘工岑大師移基重創改名孔雀山水墮寺’라는내용으로미루어보아보다구체적인사실고증이필요하리라생각한다. 

03‘『乾鳳寺及乾鳳寺本末寺史蹟』(漢城圖書株式會社, 昭和 3年), pp. 183-186 참조.

04 김창균, 2005, 「조선조인조-숙종대불화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미술사학과박사학위논문, p.22 주)53 재인용(『朝鮮王朝實錄』宣祖 25년 11월 19일조및권상노, 1917, 『朝鮮
佛敎略史』, pp. 200-203).



불사가진행되었다는것은이를잘입증해준다고하겠다. 

한편‘大寂光殿’을새로고쳐지은것을시작으로

많은전각들이세워져 89칸을보유하였다고하는것은

수타사가당시에는화엄종사찰로서사세가매우컸었

음을시사해준다. 따라서화엄사상에입각한비로자나

불관계불화가조성된것도당연하다고하겠다. 또한

“이단의설법이이땅에유래한뒤오로지염려하고방

어하는데힘썼기때문에佛法을따르네. 이를따르는

데오류를범하여술을마시고고기를먹음에장차부

처님을모독하지않을까염려되므로스스로경계하고

타이르니 마땅히 스스로 권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재앙을만날것이요마땅히고통스런업과를초

래할것이노라”라는묵서명내용을통해보아 1636년

이후 1639년, 1644년, 1647년, 1650년, 1688년에 걸쳐

진행된불사가아무탈없이잘이루어지게된데대한

보답으로괘불도초본을조성하지않았을까여겨진다. 

이와같은가정이외에당시불교사상과도관련이

있지않을까생각된다. 임란이후조선시대불교는석

가불위주의법화사상이크게유행을하다 17세기이후

통불교적성격을지니게됨에따라비로자나불중심의

화엄사상이크게대두된다. 특히 17세기후반이후『법

화경』을근저로하는천태종대신『화엄경』바탕의화

엄종이절대우위에이르면서삼신불도상이유행하게

된다05. 수타사 역시 화엄사상에 바탕을 두고 17세기

전반을분기점으로중흥을이루고있는만큼이에부응

하여삼신불괘불도를조성하였을것으로여겨진다. 다

만추정되는당시사세로미루어본다거나규모있는

화엄종사찰이었을것으로여겨짐에도불구하고진채

화가아닌초본성격의담채기법괘불도를보여주고

있다는점이의문으로남을뿐이다.  

수타사괘불도초본의현상및
도상형식과양식특징

1. 현상 및도상형식

수타사 삼신불괘불도 초본<그림 1>은 대적광전에

안치되어있었다. 오랫동안펴고말면서가로꺾임자

국이심하게나있으며상·하축봉이부러지고괘불함

이구비되지않아三身佛의얼굴부분에습기로인한

오염되어심하여검게변해있었으나, 최근에보존처리

를 마치고 괘불함을 제작하여06 지금은 유물전시관에

보관중이다. 

괘불도는 보통 길이가 5미터 이상으로 규모가 클

뿐만아니라밖에내어거는데사용하기때문에삼베나

모시, 비단바탕등베바탕을사용하여그림을그리는

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수타사괘불도초본의경우는

전지크기의장지 21장을잇대어만든종이바탕에묽

게 채색을 한 그림으로, 세로 640㎝(그림 594㎝) 가로

422㎝(그림 413㎝)크기이다. 장황방식은두루마리형태

의족자형식으로좌·우변과상·하의천간과지간이

거의마련되어있지않고, 좌·우변가장자리에는그

림이가로로찢기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여러가닥의

삼을꼬아만든삼베끈을넣어보강하였다07. 

수타사괘불도초본은협시보살등일체권속들을

모두생략한채비로자나불과노사나불, 석가모니불로

만이루어진삼신불그림이다. 중앙의비로자나불은가

슴앞에서두손을모아智拳印을짓고있으며, 왼쪽(향

하여 오른쪽) 보살 모습의 노사나불은 두 손을 좌우로

벌려 說法印을 지었다. 그리고 오른쪽(향하여 왼쪽)에

자리한석가모니불은오른어깨를드러낸채降魔觸地

印을 지어 전형적인 三身佛 도상을 보인다. 삼신불은

『華嚴經』의삼신사상에의한法身, 報身, 化身으로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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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병삼, 1998, 「불교계의동향」, 『한국사』35-조선후기의문화, 국사편찬위원회, pp. 129-131

06 2008년도에전면적인보수와배접을마쳤으며, 이와더불어괘불도에대한더이상의훼손을막기위하여괘불함또한새롭게제작하였다. 

07 좌·우변의삼베끈은수리전부터갖추어져있었으나부실하여새롭게만들어넣어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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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수타사삼신불괘불도초본, 1690년경,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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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불교의法身과色身(生身)이대승불교와더불어심

화발전된부처님모습을말한다. 이는中觀學派와더

불어인도대승불교의 2대사상조류를이루는瑜伽唯識

學派에의해이루어진불신관이다08. 

수타사괘불도초본을비롯한삼신불괘불도는 1650

년조성의공주갑사삼신불괘불도<그림 2>와 1735년

에그린남양주봉선사삼신불괘불도<그림 3>, 1739년

조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학림사 삼신불괘불도<그림

4>09등이있으며, 조선시대 17-8세기삼신불도상의후

불그림으로는 3폭식과 1폭식이있다. 3폭식은구례화

엄사대웅전삼신불도(1757년, 그림 5)와양산통도사대

광명전 삼신불도(1759년, 그림 6) 등이 있으며, 한 폭에

그려진 1폭식으로는청도운문사비로전삼신불도(1755

년, 그림 7)가있다. 이후 19세기에들어서는서울·경기

지역을중심으로삼신불괘불도가많이조성되기에이

른다10.

삼신불괘불도의도상형식은삼불의표현과권속등

의인물배치및화면구성에따라모두여섯가지유형

으로구분된다11. 첫번째는공주갑사삼신불괘불도처

럼협시와권속들을비로자나불과설법인의보살형노

사나불및항마촉지인의불형석가모니불로구성된삼

신불주위로빙둘러배치하는전형적인群圖形式을

말하며, 두번째는수타사괘불도초본을위시하여학

림사삼신불괘불도처럼아무런권속들없이지권인의

비로자나불을중심으로설법인의보살형노사나불및

항마촉지인의불형석가모니불삼불로만구성된형식

이다. 그리고세번째는서울청룡사소장원통사삼신

불괘불도(1806년, 그림 8), 서울 천축사 삼신불괘불도

(1858년, 그림 9) 등과같이지권인의비로자나불및보

살형노사나불과보살형석가모니불로구성된형식이

며, 네 번째는 의왕 청계사 삼신불괘불도(1862년, 그림

10)와같이삼불모두佛形으로이루어진형식을말한다.

그리고다섯번째는남양주봉선사삼신불괘불도<그림

3>와같이지권인의비로자나불을중심으로보살형노

사나불과불형석가모니불삼불을상단에두고협시와

보살및기타권속들을하단으로배치한형식이다. 여

섯번째는화면을상·하로구분지은뒤상단에삼신불

을위치시키고하단에협시및권속들을배열하는형식

은다섯번째형식과구성방법이동일하다. 그러나서

울흥천사삼신불괘불도(1832년, 그림 11)와서울백련사

삼신불괘불도(1868년, 그림 12)의경우처럼삼불이모두

불형을이루고있는점은다르다. 

이들 삼신불괘불도 가운데 수타사 괘불도 초본과

같이삼불의경우에한하여지권인의비로자나불을중

심으로보살형노사나불과불형석가모니불로구성되

는가장기본적인도상은12 학림사와봉선사삼신불괘

불도등 18세기삼신불괘불도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

며, 비로자나불및보살형노사나불과석가모니불삼불

이그려지는경우와삼불모두불형인경우는주로 19

세기괘불도들에서보이고있어시기에따른변화라고

할수있다. 

2. 양식특징

수타사괘불도초본의경우권속들이모두생략되

어화면구성이매우간단하기는하지만設彩法과筆線

08 이에 대해서는 이기영, 1966, 「불신에 관한 연구」,『불교학보』3·4합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 205-279 ; 문명대, 1944, 「비로자나불의 조형과 그 불신관의 연구」『이
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상-고대편·고려시대편, 일조각, pp. 476-502 ; 김창균, 2005, 「조선조 인조-숙종대 불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 51-56 참조.

09 이괘불도를조성한시기에대하여서는 1739년설[박도화, 「학림사비로자나삼신불괘불화」, 『성보』6, (대한불교조계종, 2004), pp. 29-39〕과 1737년설〔김정희, 2007, 「서울전
통사찰의 불화」, 『서울의 사찰불화』Ⅰ, 서울역사박물관), p. 245 주]이 있는데, 괘불함뚜껑안쪽에 쓰여져있는묵서명‘楊州水落山內院庵掛佛 己未年造成三補定欽留鎭于寺’
라는내용중의‘기미년’은중수년인 1774년전후의기미년과연관지어 1739년으로보는것이보다타당하다고생각된다. 

10 서울·경기지역의 19세기삼신불괘불도는서울청룡사소장원통사삼신불괘불도(1806년)와서울흥천사삼신불괘불도(1832년), 서울천축사삼신불괘불도(1858년), 의왕청계
사삼신불괘불도(1862년), 서울백련사삼신불괘불도(1868년) 등이있다.

11 도상형식에 대해서는 문명대, 1998, 「삼신불의 도상특징과 조선시대 삼신불회도의 연구」-보관불연구 Ⅰ,『한국의 불화』12, 성보문화재연구원, pp. 210-224 내용을 참조하여 논
하였음을밝힌다.

12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삼신불도상은 비록 본격적인 삼신불 그림이 아닌 三身三世佛 성격의 五佛會圖이기는 하지만 1628년 조성의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도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있음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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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갑사삼신불괘불도,
1650년, 공주

그림 3봉선사삼신불괘불도,
1735년, 남양주

그림 4학림사삼신불괘불도,
1739년경, 서울

그림 5화엄사대웅전삼신불도, 1757년, 구례

그림 6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 1759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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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운문사비로전삼신불도, 1755년, 청도

그림 8원통사삼신불괘불도, 1806년,
서울청룡사

그림 9천축사삼신불괘불도, 1858년, 서울



이모두드러나는특징을지니고있어, 다른삼신불괘

불도및삼신불도와비교를통해구도와존상의표현

및신체비례, 표현기법등에대한양식특징을구체적으

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구도

화면을세로로삼등분하여권속없이삼불만일렬

로배치함으로써크지않은규모의화면을장대하게느

껴지도록하는효과를보인다. 이와더불어삼불을배

치함에있어서는좌우의노사나불과석가모니불을본

존불보다 앞쪽에 위치시키고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은

협시불보다뒤쪽으로물러나게배열하여크게그림으

로써△형구도를이루어단조로운평면의화면에깊이

를느끼게하는공간감을주고있다. 이렇게본존불을

좌·우협시불보다뒤쪽에두어공간을배려하는구성

법은학림사삼신불괘불도<그림 4>와봉선사삼신불괘

불도<그림 3>등의 18세기 삼신불괘불도를 비롯하여,

흥천사삼신불괘불도<그림 11>을제외한대부분의 19

세기삼신불괘불도들에서도두루쓰이고있음을볼수

있다. 따라서이러한구성법은화면에보다깊이감있

는공간부여에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겠다. 

이렇듯평면의화면에공간감을형성하는구도법은

비록주제가영산회도이기는하지만본존불과좌·우

협시보살을앞줄에내세우고뒤에권속들을배치하는

이른바 2단구도법을들수있다. 이의대표적인예로

는 18세기의성주선석사영산회괘불도(1702년, 그림 13)

를 비롯하여 통영 안정사 영산회괘불도(1702년, 그림

14), 예천용문사영산회괘불도(1705년, 그림 15), 진주청

곡사영산회괘불도(1722년, 그림 16), 부안개암사영산

회괘불도(1749년, 그림 17),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도

(1764년, 그림 18)등 5존·7존·9존의입불형식영산회

괘불도를들수있다. 

이와 반대로 19세기 삼신불괘불도의 경우 흥천사

삼신불괘불도처럼협시불보다비로자나본존불을앞쪽

에두어∇형구도를이루는경우또한볼수있다. 이와

같은구성법은입불형식괘불도의경우그예가드문

구도로본존불을앞쪽으로돌출시킴으로써뒤쪽의공

간감부여는물론, 삼신불의주가되는비로자나본존

불을강조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지않을까여겨진다.

이에비하여후불도성격의 3폭식및 1폭식삼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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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청계사삼신불괘불도, 1862년,
의왕

그림 11홍천사삼신불괘불도, 1832년,
서울

그림 12백련사삼신불괘불도, 1868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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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선석사영산회괘불도, 1702년, 성주 그림 14안정사영산회괘불도, 1702년, 통영

그림 15용문사영산회괘불도, 1705년, 예천 그림 16청곡사영산회괘불도, 1722년,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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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좌불형식의삼신불괘불도의경우는13 입불형식

과다르게화면만 2-3등분하여인물들을배치함으로써

공간감은없다. 그러나그대신인물의크기를위로갈

수록작게하여상승효과는보인다. 

(2) 존상의 표현 및 신체비례

삼신불가운데佛形의비로자나불과석가모니불의

얼굴(그림 19, 그림 19-1) 은이마가넓고턱이갸름하여

역삼각형에가까운형태에눈·코·입의표현이단정하

다. 이중눈꼬리를위로살짝치켜올려굽어보는듯

한표정으로다소근엄해보이기는하나弧形으로곱게

그린눈썹과가느다랗게반쯤내리뜬눈, 코망울이둥

글어날카롭지않고코볼이두렷한적당한크기의곧은

코와붉고자그마한입술은여성스럽기까지하여자애

로움이배어난다.   

옆머리가넓게벌어지고높게솟아오른육계로삼

각꼴을이룬머리는나발을굵게표현하였으며, 머리

중앙과꼭대기에는큼직한반달모양의中央 珠와둥

근형태의頂上 珠가마련되어있다. 다소형태는다

르지만이렇듯육계가높게솟아오른예는안성칠장사

오불회괘불도(1628년, 그림 20)를시작으로공주갑사삼

신불괘불도<그림 2> 등에서일찍부터엿보여영향관계

그림 17개암사사영산회괘불도, 1749년, 부안 그림 18대흥사영산회괘불도, 1764년, 해남

표 1 수타사삼신불괘불도초본의삼신불法量 단위 : cm

얼굴크기
(顔高)

얼굴너비
(顔幅)

머리크기
(頭高)

비로자나불(본존불) 470 91 54 53.5

노사나불(좌협시불) 470 110(보관포함) 55.5 53

석가모니불(우협시불) 470 91 54 53

전체크기
(全高)

13 좌불형식의괘불도및 3폭식·1폭식삼신불도의예로는공주갑사삼신불괘불도(1650년),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1759년), 청도운문사삼신불도(1755년), 구례화엄사대웅
전삼신불도(1757년) 등을들수있다.



가짐작된다.

앞의두불상에비하여좌측(향하여우측)의노사나

불<그림 21>은관을쓴菩薩形으로비로자나불·석가

모니불과는달리얼굴모양이턱에살이붙은타원형을

이루며 둥글어져 보다 원만한 느낌이다. 그리고 눈·

코·입의묘사역시눈을더크게뜨고코망울이더욱

둥글어졌으며입술도두툼해져여성스러움이더욱강

조되고있다. 이와같은얼굴과머리모양은학림사괘

불도<그림 4>와봉선사괘불도<그림 3>와도유사한면

을보여영향관계가짐작된다.

손과발의모양<그림 22, 22-1> 또한여성적인경향

의얼굴과같이크기를 작게하였음은물론곱상하면

서도다소곳이표현하여정갈한모습을보이는데, 동일

한유형의학림사·봉선사괘불도와는색다른느낌을

주어수타사괘불도초본에서만엿볼수있는한특징

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림의규모가그리크지않아상대적으로삼불의

신체비례가短軀이고부적당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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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수타사삼신불괘불도석가모니불얼굴

그림 19수타사삼신불괘불도비로자나불얼굴 그림 20칠장사오불회괘불도, 1628년,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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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수타사삼신불괘불도노사나불얼굴

그림 22수타사삼신불괘불도 3불손모양

그림 22-1수타사삼신불괘불도 3불발모양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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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수타사삼신불괘불도삼불연화좌(이빛, 삼빛)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림 24수타사삼신불괘불도법의끝단꽃문양

그림 25수타사삼신불괘불도노사나불법의나선문 그림 26수타사삼신불괘불도석가모니불법의사선문



삼불모두 470㎝정도의비대하지않은 6등신대의신체

로서적당한크기의머리와넓지않은어깨, 알맞은굵

기의팔등과비교해보면비교적조화를잘이루고있

음이확인된다. 이와같은신체비례는여성스럽게나

타낸크지않은얼굴과단정하고고운모습의이목구

비, 자그맣고곱상하게나타낸손과발의모양과어울

러져두루두루보살펴주는삼신불의자애로운느낌을

보다잘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특히치마

(裙衣)밑으로발등과발가락만을살짝드러낸발의표

현으로보다여성적인면을강조하고있다고하겠다.      

(3) 표현기법

수타사괘불도초본은종이바탕에부드럽고묽은

채색을가한담채기법의그림으로진채성향의다른괘

불도와는색다르게수채화와도같은참신함마저느껴

진다. 특히묽은황색계열바탕색에굵고가늘기(肥瘦)

가뚜렷하고유연하면서도힘있고빠른선을베푼위

에, 중간색조의주황색과황토색등난색계열의색채

와호분을많이가미한밝은색의피부빛깔, 연두색과

연하늘색등의색채를채용함으로써전반적으로따뜻

하고부드러우면서도편안한느낌을준다. 이에걸맞게

삼불의머리및보관과영락장식역시옅은청색과선

홍빛적색을사용하여최대한조화를이루도록배려하

고있음을볼수있다.

머리광배(頭光)를구비하지않은삼불모두황색과

청색 연화좌를 딛고 있으며, 화면의 위·아래와 삼불

몸체, 하늘공간을구분짓는곳에잔잔한구름을배치

하였다. 이와더불어묽은황색계열바림과윤곽선없

이연화좌의꽃잎내부를 2빛과 3빛처리함으로써(그림

23)부드럽고온화한느낌이더욱강하다. 

法衣표현중본존불의大衣는선명한주황색을칠

하고裙衣자락은분홍빛에가까운묽은적색을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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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수타사삼신불괘불도광선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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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수타사삼신불괘불도후면첩부묵서



였다. 그리고노사나불과석가모니불은모두황토색계

열의대의에군의에는연두색과황색계열을채색하고,

법의끝단에는엷은청색과연두색바탕에잔잔한꽃무

늬(그림 24)를장식하였다.

삼불모두법의에활달한鐵線으로옷자락과옷주

름을나타내었는데, 螺線<그림 25>과斜線<그림 26>을

주로구사하여잔잔한가운데활기를불어넣어주고있

다고하겠다. 삼불의머리뒤위쪽으로하늘공간을나

타내기라도하듯표현한구불구불피어나는광선줄기

<그림 27>는五色光으로처리하여더욱역동적이다.

수타사괘불도초본은이렇듯단순한구성에밝고

명랑한채색의설채를보여주며, 활기차면서도유연한

선을구사함으로써부드럽고조화로운가운데역동성

을부여해주는독창성있는그림이라고하겠다. 이점이

수타사삼신불괘불도초본에서발견되는가장큰특징

이라고할수있으며, 주목되는점이라고하겠다. 

수타사괘불도초본의편년및
불교회화사적의의

수타사괘불도초본은구사된筆線의굵기와다소

거친필치로미루어보아최종본인완성작이라기보다

는밑그림인草本에담채기법의채색을가하여사용하

였을가능성이크다고여겨지는그림이다. 화기가남아

있지않아조성년대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수없으나

앞서서살펴본바와같은형식과구도, 존상의표현및

신체비례, 세부적인표현기법등의양식적특징을비

교해봄으로써대체적인조성시기는어느정도짐작이

가능하리라여겨진다.

다행히도괘불도초본의보존처리시그림의뒷부

분에서첩부되어있는墨書<그림 28>가발견되어이를

통해조성년대추정에더욱근접할수있을것이다. 세

로 118㎝가로 87.5㎝크기의별지에묵서하여그림의

뒤쪽에붙여놓은것을위에덧발라버려알수없었으

나후배지제거시첩부된채발견되었으며원문은다

음과같다.

“說法不聞畜生異類非果輕粱武懺中明異說旣來此地

務以精專慮防故作 爲恐有飮酒食肉深爲未便

寔可不然若非榜示於壇前且恐冒瀆於眞宰故玆戒勖

宜自勸之不唯現獲 殃亦乃當招苦果

右榜於壇所告示諸人各令知悉

時維

康熙二十九年歲次庚午四月十五日 秉法沙門”

이내용을풀어살펴봄으로써수타사괘불도초본

의조성목적과조성시기에대해어느정도는추정해볼

수있으리라생각된다14. 

‘설법을듣지않아도축생이류가과연양무제도참

의밝은뜻을경시하지않았다. 이단의설법이이땅에

유래한뒤오로지염려하고방어하는데힘썼기때문에

오류를범하여술을마시고고기를먹음에심히불편할

까두려워하고있으니진실로이와같을수는없는법

이다. 

만약단앞에방을걸어현시하지않는다면장차부

처님을모독할까염려되므로이에경계하고타이르니

마땅히스스로권면해야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재앙을만날것이요마땅히고통스

런업과를초래할것이노라.

이방을단소에걸어여러사람에게고시함으로써

모든사람으로하여금분명히알게할지어다.

강희29년(1690년, 숙종16) 경오4월15일병법사문’

이와같은내용으로미루어보아이墨書는부처님

법을따르고오류를범하여이를어기지않도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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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원문에대한고증과풀이는한국학대학원이완우교수께서직접해주셨음을밝히며감사드린다.



위해서는술을마시지말고, 고기를먹지말며, 장차부

처님을모독하지않을까염려되므로스스로이를경계

하고권면하도록고시하라는일종의‘榜’임을알수있

다. 1690년 4월 15일에써서붙인이묵서는곧수타사

괘불도초본의조성년대를추정케해주는중요한단서

라고하여도좋다. 왜냐하면이방을써붙였을때는이

미이괘불도초본이있었다는것을의미할뿐만아니

라, 1690년에써놓은것을시간이많이지난후에그림

뒤에붙였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즉, 이괘불도

초본을조성하여걸고뒷면(壇所)에이방을붙여널리

고시함으로써모든사람들이분명히알게하여술마시

고고기먹기를경계하고스스로권면토록하고자하는

목적을갖고있었기때문에, 이방은미리써두거나다

른곳에있던것을옮겨붙였다고추측하기에는무리가

있다고사료된다. 그렇다면결국수타사괘불도초본은

아무리늦어도 1690년을즈음하여조성되었다고추정

해보는것이가능하지않을까한다.

만약수타사괘불도초본이 1690년경에조성되었다

면입불형식으로는처음그려진삼신불괘불도가되며,

18세기의학림사괘불도<그림 4>나봉선사괘불도<그

림 3>를 비롯한 19세기 삼신불괘불도들은 비록 초본

성격으로본격적인진채괘불도가아니기는하지만도

상특징으로미루어보아수타사괘불도초본의영향을

받아발전된것으로보아도좋지않을까판단된다.

특히수타사괘불도초본의비로자나불과석가모니

불의나발형머리칼의표현과솟아오른육계에큼직한

중앙계주와공모양의정상계주, 그리고노사나불의보

관 모습, 단정한 눈·코·입과 근엄한 듯한 얼굴표정,

삼불의손모양, 움츠린듯한석가모니불어깨모습, 단

순한법의, 약간가늘어진목의삼도표현등에서학림

사괘불도와유사점이많이발견되고있는점으로미루

어보아두괘불도간의관계가미루어짐작된다.

그러나전형적인삼신불도상표현으로같은유형

이기는하나봉선사괘불도의경우는비로자나불과석

가모니불 머리의 중앙 및 정상계주, 노사나불의 보관

형태, 삼불의 손 모양, 복잡해진 법의의 옷자락 묘사,

특히화면구성에있어학림사괘불도와수타사괘불도

초본과는큰차이점을보여직접적인영향관계에대해

서는보다신중한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본다. 

지금껏살펴본수타사괘불도초본은비록진채의

완성본과는달리담채기법을보여주는초본형태이고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조성시기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림 뒷면에 첩부되어 있던 榜으로 말미암아

1690년을즈음하여조성되었을것으로추측이가능하

다. 만약수타사괘불도초본의조성시기가 1690년경이

라고한다면비록초본성격이기는하지만유사한형식

의학림사괘불도와봉선사괘불도를위시하여 19세기

삼신불괘불도들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수있을것이다. 또한수타사괘불도초본은도상학

적으로도가장기본적인삼신불도상을보여주고있어

조선시대의삼신불괘불도가운데입불형식으로는최

초일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그리고당시에는잘채용되지않았던붓질이모두

드러날정도의담채식설채법파악과, 전반에걸쳐선

명하게드러나는필치에대하여명확하고도구체적으

로이해하고분석할수있게해준다는데학술적가치와

더불어불교회화사적의의가크다고하겠다.  

결론

이상과 같이 수타사 삼신불괘불도 초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첫째, 초본 성격의 수타사

삼신불괘불도는화기가마련되어있지않은대신뒷면

에첩부되었던‘방’으로미루어보아 1690년경을즈음

하여조성되었음을추정할수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삼신불괘불도중공주갑사삼신불괘불도<그림 2> 이

후가장기본적인도상을보여주는최초의입불형식

삼신불괘불도일가능성이크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

다. 또한수타사괘불도초본은삼불의형태라든가화

면 구성력과 배경처리, 근엄한 듯 자애로운 얼굴표정

묘사, 조화롭고적당한신체비례등에있어유사한형

식의 18세기삼신불괘불도는물론, 19세기삼신불괘불

도에이르기까지많은영향을끼쳤을것으로볼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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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것이다. 셋째, 수타사괘불도초본은비록완성본

이아닌초본형태이기는하지만비수가뚜렷한필선이

명확하게드러나는전형적인담채기법을보여주어필

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자료적 학술

적·불교회화사적으로가치가크다고할수있다.

비록형태및표현기법상수타사괘불도초본과동

일한유형의삼신불괘불도자료가영성하여충분한비

교·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18-9세기입불형식삼신불괘불도연구에밑받침을이

루었다는데연구의의의를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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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ketch of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Suta-sa Temple

Abstract
The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Suta-sa Temple at Hongcheon-gun, Gangwon-do draws attention as it was

painted not on flax but on paper, and used the water color painting technique on the sketch rather than the deep color

painting technique, which is most common in Buddhist paintings created during the Chosun Dynasty. 

Nevertheless, there is not any information on the creation of the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painting record on

the painting, in Sutasasajeok(壽陀寺史蹟), or in Sutasagogirok(壽陀寺古記錄), so it is uncertain when the painting was

created. Furthermore, because it was not drawn by the deep color painting technique, it has been difficult to compare

it with other banner paintings. For these reasons, the Trikaya Banner Painting has been studied little except brief

introduction. In recent preservation treatment that removed multiple-layered paper from the back of the painting,

however, an inked inscription written on Korean paper 118㎝ high and 87.5㎝ wide was discovered on the back. It is

a kind of placard notifying a number of acts prohibited in order to follow Buddha’s teachings correctly, and was

found to have been written on April 15, 1690. The inked inscription is a very valuable material for estimating the

creation date of the Suta-sa Trikaya Banner Painting, and provides crucial clues for approaching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painting more precisely.

When the image, form, and style of the Suta-sa Trikaya Banner Painting were examined and its creation date was

estimated based on the inked inscription, first, the painting is presumed to have been created in around 1690 as

suggested by ‘the placard’attached on the back instead of a painting record. Second, the painting is highly likely to

be the first standing Trikaya banner painting showing the basic icons of Trikaya banner paintings in the Chosun

Dynasty since the Trikaya Banner Painting in the Gap-sa Temple in Gongju (1650). Furthermore, considering the

shape of the Trikaya in the painting, screen composition, background treatment, solemn and affectionate facial

expression, harmonious and adequate body proportion, etc., the painting is believed to have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not only on Trikaya banner paintings of similar style in the 18thcentury but also on deep-color Trikaya

banner paintings in the 19thcentury. Third, although the Suta-sa Trikaya Banner Painting is not acompleted work but

a sketch, it exhibits the typical water color painting technique in which the strokes are clearly visible. Thus, it is

considered highly valuable in understanding and analyzing stroke styles and in studying the history of Buddhist

paintings.

As there are not many extant banner paintings of the same style in form and expression technique as the Suta-sa

Temple Trikaya Banner Painting, this study could not make tho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ork, but stil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laid the ground for research on standing Trikaya banner paintings in the 18thand 19thcenturies in

the Chosun Dynasty.

Keywords | Trikaya banner painting, Deep color painting technique, Light color painting technique, Standing

Buddha style,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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