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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in order to offer basic data for implementing and applying Samjonseokjo(三尊石造), which

is one of traditional stone construction method, by confirming how the constructive principle is expressed such as proportional

beauty, which is contained in the modeling of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that was formed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centering on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usan. The summarized findings a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size and proportion of totally 17 of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the average total

height in Bonjonbul(本尊佛) was 2.96m. Right Hyeopsi(右挾侍) was 2.19m. Left Hyeopsi(左挾侍) was 2.16m.

The height ratio according to this was 100:75:75, thereby having shown the relationship of left-right symmetrical

balance. The area ratio in left-right Hyeopsi was 13.4:13.7, thereby the two area having been evenly matched.

2. The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eosan is carved on Inam(印岩) rock after crossing over Sambulgyo bridge of

the Yonghyeon valley. Left direction was measured with S47°E in an angle of direction. This is judged to target an image

change and an aesthetic sense in a Buddhist statue according to direction of sunlight while blocking worshipers' dazzling.

3. As for iconic characteristics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eosan, there is even Hyeopsi in Bangasang(半跏像)

and Bongjiboju(捧持寶珠) type Bosangipsang. In the face of Samjon composition in left-right asymmetry, the unification

is indicated while the same line and shape are repeated. Thus, the stably visual balance is being shown.

4. In case of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eosan, total height in Bonjonbul, left Hyeopsi, and right Hyeopsi

was 2.80m, 1.66m, and 1.70m, respectively. Height ratio in left-right Hyeopsibul was 0.60:0.62, thereby having

been almost equal. On the other hand, the area ratio was 28.8:25.2, thereby having shown bigger difference. The

area ratio on a plane was grasped to come closer to Samjae aesthetic proportion.

5. The axial angle of centering on Gwangbae was 84:46:50, thereby having been close to right angle. On the other

hand, the axial angle ratio of centering on Yeonhwajwa(蓮華坐: lotus position) was measured to be 135:25:20, thereby

having shown the form of inequilateral triangle close to obtuse angle. Accordingly, the upper part and the lower

part of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usan are taking the stably proportional sense in the middle of maintaining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through angular proportion of inequilateral triangle in right angle and obtus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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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distance ratio in the upper half was 0.51:0.36:0.38. On the other hand, the distance ratio in the lower half

was 0.53 : 0.33 : 0.27. Thus, the up-down and left-right symmetrical balance is being formed while showing the

image closer to inequilateral triangle.

7. As a result of examining relationship of Samjae-mi(三才美) targeting Triad of Buddha Carved on Rock in Susan,

the angular ratio was shown to be more notable that forms the area ratio or triangular form rather than length

ratio. The inequilateral triangle, which is formed centering on Gwangbae(光背) in the upper part and Yeonhwajwa(lotus

position) in the lower part, is becoming very importantly internal motive of doubling the constructive beauty among

Samjae, no less than the mutually height and area ratio in Samj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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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조성된 마애삼존불상 조형에 담겨진 비례미 등 구성적 원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통 석조 방식의 하나인 삼존석조의 구축 및 응용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모색하였다. 총 17개 마애삼존불의 크기 및 비율 분석 결과, 본존불의 평균 전고는 2.96m, 우협시는 2.19m,

좌협시는 2.16m였다. 이에 따른 높이비는 100:75:75로 좌우 대칭균형의 관계를 보였고, 좌우협시의 면적비는 13.4:16.7

로 우협시의 면적비가 높았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용현계곡의 삼불교를 건너 인암(印岩)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좌향은 방위각 S47°E로 측정되  
었다. 이는 예배자의 눈부심을 차단하면서 햇빛의 방향에 따른 불상의 이미지 변화와 미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마애불의 도상적 특징은 반가상과 봉지보주형 보상입상을 협시도 하고 있으며, 좌우비대칭형의 삼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과 형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통일성을 보임으로서 안정된 시각적 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산마애삼존불의 경우, 본존불과 좌협시 그리고 우협시의 전고는 각각 2.80m, 1.66m, 1.70m였다. 좌우협시불의 
높이비는 0.60:0.62로 거의 대등한 반면 면적비는 28.8:25.2로 보다 큰 차이를 보여 평면상의 면적비가 삼재미적 
비례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배 중심의 사윗각비는 88:44:48로 직각에 가까운 반면 연화좌 중심 사윗각의
비는 127:30:23으로 측정됨으로서 둔각에 가까운 부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서산마애삼존불의 상부와 
하부는 직각과 둔각의 부등변삼각형의 각도 비례를 통한 대응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 비례감을 취하고 
있다. 상반부의 거리비는 0.51:0.36:0.38인 반면 하반부의 거리비는 0.53:0.33:0.27로 보다 부등변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상하 좌우대칭의 비대칭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산마애삼존불을 대상으로 삼재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길이비 보다는 면적비나 삼각도형을 이루는 각도비가 
더욱 두드러져 나타났다. 각 불상 상호간의 높이 및 면적비 못지않게 상부 광배와 하부 연화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부등변삼각이 이루는 구도는 삼재간의 구성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부적 동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 삼재미, 삼존석, 삼존불, 배석(配石), 부등변삼각형

Ⅰ. 서론

문화는 인간의 의해 경작(耕作)되어진 산물로, 다양한 문화
가 녹아 있는 상징체계 속에는 특정한 현상, 관념, 사물 등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담겨 있다(고여빈 등, 2010). 고대 동양의 
석조기법 또한 사실적 자연묘사와 함께 상징 기법을 통해 자연
경관을 상징화하거나 특정한 사물이나 의미를 표상화하고자 하
였다. 이 때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를 상징한 돌놓
기의 대표적 표현 양식이 바로 삼존석형(三尊石形)이다. 삼존

석은 주석과 종석, 또는 음석(陰石)과 양석(陽石)에 중용석(中

庸石)이 더해져 삼재를 이루게 됨으로서 이들 세 개의 돌 사이
에는 부등변삼각형(scalene triangle)의 균제미와 함께 심경미
(深景美)가 표출된다(민경현, 1998). 윤평섭(1998)은 삼재미를 
동양의 대표적 미로 보고,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세 가지 형
태가 만물을 제재(制裁)하고 이 세 가지가 3극을 이루어 함께 
존립할 때 아름다움의 극치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삼재미는 이
목구비(耳目口鼻)의 상호 비례관계로도 설명되는데, 이마와 코,

턱의 비례가 조화를 잘 이룰 때 아름다움을 유발한다. 또한, 삼
재미 사상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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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본받고 또 도(道)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다(이근철,

2008). 동아새국어사전(1991)에서는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
벽하게 이루어진 숫자 3을 오랜 옛날부터 길수(吉數) 또는 신
성수(神聖數)라 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철학에 깊숙이 배어 있다”하였다. 유별나게 3을 선호한 우리 
민족은 신화시대로부터 역사시대를 거쳐 오늘의 과학문명시대
에 이르기까지 삼재 원리를 석가삼존을 비롯하여 동양화의 삼
원법 등의 분야에서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삼재미의 형
태는 돌의 조합뿐만 아니라 꽃꽂이나 부케, 수목의 배식, 분재 
및 난의 배치, 그리고 각종 재료의 구성 등 여러 분야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특히 배석(配石)과 관련한 삼재
미를 논의한 연구는 윤평섭(1988)의 단편적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돌에 새겨진 삼존불의 도상과 비례미의 파악을 통
해 ‘배석 기법으로서의 삼존석의 원리와 이에 내재된 형식미’를 
추찰하고자 한다.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을 대상으로 삼은 것
은 아쉽게도 국내에서 고대 삼존석의 유구라 할 만한 것은 거
의 존재하지 않고, 삼존의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외 
조형물은 마애삼존불이 유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존불은 
불교의 불상안치(佛像安置) 형식으로 보통 불상이나 불화에서 
중앙을 차지한 높은 존상(尊像)과 좌우에 서 있는 협시(脇侍)

의 총칭으로(정옥헌, 2008), 삼존석은 불상의 삼존불과 같은 형
태로 중앙에 높은 주석을, 좌우에는 주석보다 낮은 첨석을 배
치하게 됨으로서 조화와 긴장을 이루게 된다. 비록 본 연구가 
눈높이와 같은 시점에서의 입면적 조형미의 추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마애삼존불이야말로 삼존석의 배석 원리를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기대는 본 연구 진행을 부추기는 중요한 
사유가 되었다.

마애삼존불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미술사적 관점(황수영, 1959;

김리나, 1989; 문명대, 1999; 이경희, 2003; 박성상, 2005; 정예
경, 2007) 이외에 조경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미하다.

단지 정재훈(1996)이 서산마애삼존불을 비롯한 마애불을 ‘마애
불 사원’이란 개념으로 전통의 원(苑)에 포함시켜 입지 및 조각 
특성 등을 설명한 것이 유일하다. 원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마애
불은 조성 당시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서 가장 극대화된 시각미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
상과 시점간의 시지각적 조형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마애불이 지향하고 있는 좌향 및 조망성 또한 특정 
표 1. 조사 및 비교대상 마애불의 양식

마애불명 존명 문화재 시대 소재지 자세 대좌 광배
태안 
마애삼존불

보살상 관음보살
국보 307호 백제

(7세기 전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42

입상 복연좌 보주형 두광
좌여래 약사불 입상 복연좌 보주형 두광
우여래 미륵불 입상 복연좌 보주형 두광

서산 
마애삼존불상

본존 미륵불
국보 84호 백제

(7세기 전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

입상 복연좌 보주형두광
좌협시 미륵보살 반가상 복연좌 보주형 두광(연화문)

우협시 관음보살 입상 복연좌 보주형 두광(연화문)

경관상징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경 영역의 확
대 차원에서도 마애불에 대한 조경사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고
대 조성된 마애삼존불상 조형에 담긴 비례미 등 형식적 원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전통적 석조 방식의 
하나인 삼존석조(三尊石組)의 배치 및 응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을 주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이 마애불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2-10번지 가야협곡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마애불은 조성 
당시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 양식의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의 전
파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
히 삼국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은 정확한 국적을 지니고 있어 삼
국시대의 불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박성상, 2004).

서산마애삼존불은 암벽의 동면, 튀어나온 턱 아래쪽의 한 단 
들어간 암면에 고부조로 새겨진 삼존 구조로 이루어진 백제시
대 최고 걸작으로 주목받고 있다(문명대, 1999).

a: 1959년 상태(좌상에서 俯瞰)

촬영: 이형모(1926～2000)

b:. 2010년 상태(전면 仰瞰)

필자 촬영
그림 1. 연구대상 서산마애삼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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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마애불명 존명 문화재 시대 소재지 자세 대좌 광배

경주 남산 탑곡마애조상군
본존

보물 201호 신라
(7세기 중반)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69

결과부좌 복연좌 원형두광(연화문, 방사선문)

좌협시 결과부좌 복연좌 원형두광(연화문, 방사선문)

우협시 결과부좌 복연좌 원형두광(연화문, 방사선문)

영동 신항리삼존불입상
본존

보물 984호 신라
(7세기 중반)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입상 원형두광(연화문, 연주문)

좌협시 입상 보주형(1조의 굵은 선)

우협시 입상 보주형(1조의 굵은 선)

군위 위성동마애삼존불상
본존

경북유형문화재
265호 신라

(7세기 중반)
경북 군위 소보면 위성리

입상 복연좌 원형두광(1조 음각선)

좌협시 입상 복연좌 원형두광(두꺼운 1조선문)

우협시 입상 마멸 마멸

경주 서악리마애석불상

본존 아미타불
보물 62호 통일신라

(7세기 후반)
경북 경주시 서악동 92-1

입상 복연좌 무
좌협시 입상 凹형받침,복판복연좌 무
우협시 입상 凹형받침,복판복연좌 무

영주 가흥리마애삼존불상
본존 미륵불

보물 221호 신라
(7세기 후반)

경북 영주시 가흥동 264-2
결가부좌 복판앙연좌 보주형 신광, 원형두광

(연화문, 국화문, 화염문화불 3구)

좌협시 입상 복판앙연좌 보주형 두광(연화문)

우협시 입상 복판앙연좌 보주형 두광(연화문)

성주 노석동마애불상군
본존 아미타불

보물 655호 신라
(7세기 후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81

결가부좌 복연좌 주형 거신광(화염문), 원형두광
좌협시 관음보살 교각상으로 추정 복연좌 원형 두광
우협시 세지보살 교각상 복연좌 원형 두광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본존 아미타불

국보 312호 8세기 전반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

길상좌 양복연좌 보주형 두광
좌협시 입상(삼굴) 복연좌 보주형 두광
우협시 입상(삼굴) 복연좌 보주형 두광

굴불사지석불상
본존 아미타불

보물 121호 8세기 중반
(730～750년)

경북 경주시 동천동 4
입상 양연좌

좌협시 관음보살 입상 복연좌(발, 대좌 각각 별석)

우협시 세지보살 입상 복연좌(별석)

경주 두대리마애석불입상
본존 아미타불

보물 122호 8세기 후반 경북 경주시 율동 산60-1

입상 양복연좌 워형두광(선각), 신광화염문
좌협시 관음보살 입상 양연좌 원형 두광(선각)

우협시 세지보살 입상 양연좌 원형 두광(선각)

방어산마애불
본존 약사불

보물 159호 801년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

입상 양연좌
좌협시 입상 양연좌
우협시 입상 양연좌

삼릉계곡선각육존불

동암
본존

경북 유형문화재 
21호 9세기 전반 경북 경주시 배동 산71

길상좌 복연좌 두광, 신광
좌협시 입상 복연좌 두광
우협시 입상 복연좌 두광

서암
본존 입상 복연좌 원형 두광(선각)

좌협시 무릎 꿇고 복연좌 원형 두광(선각)

우협시 무릎 꿇고 복연좌 원형 두광(선각)

어물동마애여래좌상
본존 약사불

울산 유형문화재
6호 9세기 후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결가부좌 원형 두광
좌협시 입상 원형 두광
우협시 입상 원형 두광

낭산마애삼존불
본존 지장상

보물 665호 9세기 후반 경북 경주시 배반동 산17-1

결가부좌 두광, 신광
좌협시 신장상 유희좌
우협시 신장상 유희좌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본존 아미타불

경북 유형문화재
194호 9세기 후반 경북 경주시 동천동

결가부좌 원형 두광
좌협시 세지보살 원형 두광
우협시 관음보살 결가부좌 2중의 원형 두광

자료: 박성상(2004),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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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이 발견 당시 예배시점은 앙시(仰視)를 유
도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계곡이 메워져 별도의 예배공간과 
참배동선상에서 숙시각(熟視角)으로서 전망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다. 전반적인 마애삼존불의 비례관계를 비교 고찰하기 
위해 박성상(200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산마애삼존불을 포
함하여 총 18개 고대 마애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
된 마애불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형식은 표 1과 같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조사 그리고 현장관찰 및 실측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삼재미의 원리 및 상징성을 
개관하고 마애불의 의미와 조성배경, 부등변삼각형이 이루는 
아름다움 및 삼재미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선행 연구 등을 검토
하였다. 아울러 문헌 자료와 현장 실측을 통해 총 18개의 마애
삼존불의 각부 크기 및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분석의 근거자료
를 마련하였다. 실측조사는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은 뒤 현장에
서 광파측량기(모델명: GTS-105N Topcon)를 이용하여 삼존
불 각각의 높이와 폭 그리고 거리 등을 측정하였다(그림 2 참
조). 이와 같은 측정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의 주대상인 서산마
애삼존불의 실제 측정치와 사진 상의 측정치를 통해 도상의 길
이 및 거리, 면적 그리고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 후 3개 불상간
의 높이 및 거리 그리고 면적비를 분석함으로써 불상 상호간의 
조형적 비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면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비례로 작도한 도면을 통해 측정 사항을 도
시(圖示)하였다.

측정항목은 삼존불 각 불의 전고(全高: H), 삼존불의 높이 
비(Hr), 삼존불의 면적(A), 우협시까지의 거리 비(Dr1: 중앙불
을 1로 보았을 때 비율), 좌협시까지의 거리 비(Dr2), 광배가 
이루는 각도(ACh), 광배 중심을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거리비(Drh), 불두가 이루는 각도(ACd), 불두 중심을 연결한

그림 2. 서산마애삼존불의 평면배치 측정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Drd), 발끝을 이루는 각도
(ACt), 발끝을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Drt), 연
화좌 중심이 이루는 각도(ACp) 그리고 연화좌를 연결한 저변
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Drp) 등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마애불의 의미와 조성배경 
마애불이란 절벽이나 바위면을 선각이나 판불(板佛)을 이용

하여 불교의 교리나 내용을 부조(浮彫)로 형상화한 것으로 자
연의 바위가 재료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윤철현, 2005). 서
기 600년 전후 시기에 백제와 신라에서 마애불이 조성되기 시
작하는데, 이는 당시의 불교미술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때 대다수 조형물은 목재에서 석재로의 전환
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불교문화를 잘 반영한 것이 바로 마애불 
형식이다. 정재훈(1996)은 마애불과 그 주변 공간을 죽림정사
(竹林精舍)나 기원정사(祈園精舍)와 함께 불교사원의 효시로 
간주한 바 있다. 국내 마애불이 조성된 시기는 삼국항쟁기인 7
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8세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조성된 반
면, 9세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
애불은 조성 당시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 지역적인 양식 특성과 
문화의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바,

특히 삼국시대 조성된 마애불은 정확한 국적을 지니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박성상, 2004).

마애불의 조성 배경 중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미륵(彌勒)신
앙, 아미타(阿彌陀)신앙, 약사(藥師)신앙 등이 많은 영향을 끼
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륵신앙은 불교 전래 초기인 삼국시
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전반에 걸쳐서 신봉되었으며, 삼국기에 
조성된 마애불은 대부분 미륵불임이 확인되었다1). 불교에서 셋
은 삼보(三寶), 삼불(三佛), 삼각(三覺), 삼장(三藏), 삼선(三

善) 등을 일컫는 신성수이며, 특히 삼불은 아미타불 및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보살2)을 의미한다. 대개는 법신(法身)3)․보신
(報身)․화신(化身)의 세 부처를 두며, 현세불인 석가여래․약
사여래․아미타여래를 모시기도 하고, 과거․현재․미래불을 
함께 모셔 삼존불이라고도 한다. 현세의 3불을 모시는 경우에
는 삼세불(三世佛)이라고 한다. 삼세불의 경우, 과거 7불과 미
륵불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 이 중 현세불로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과거불로는 연등불(燃燈佛), 미래불로는 미륵불을 모
신다. 연등불 대신 갈라보살(竭羅菩薩)을 모시기도 하며, 이 경
우에는 미륵불도 미륵보살이 된다(김정희, 2009).

2. 부등변삼각형상과 삼재미
우리 민족의 심층의식에는 셋(三)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은 

바 이 관념은 고조선의 단군신화에서 비롯된 것4)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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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미례, 1992; 리영순, 2006). 단군신화를 보면 숫자 3과 관
련한 내용이 많은데, 먼저 삼위태백(三危太白), 천부인 3개, 환
웅이 끌고 온 무리 3천명과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3인, 삼칠일(三七日) 등을 찾아볼 수 있다. 3의 기록이 다른 신
화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3을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라 하여 남다른 의미를 지
닌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삼성(三性)이라고 하여 일체의 세간법(世間法)

을 그 본질 면에서 선(善), 악(惡), 무기(無記)의 셋으로 보는 
교설이 있는데, 이 삼성의 입장에서 관조된 세계는 공(空)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유(有)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세상의 
있고 없음이 모두 삼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화적 사
유의 상징으로서 하늘, ‘ㅡ’는 땅,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세상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문화권에 편입되면서 한
문식의 ‘3’ 개념이 강화되었다.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삼일장(三日葬),

삼배(三拜), 삼탕(三湯), 삼색과실(三色實果) 등이 그것이다. 한
자문화권에서는 한자를 풀어서 ‘일(一)’과 ‘이(二)’를 합한 것
을 ‘삼(三)’으로 보았다. ‘삼’을 거꾸로 세우면 ‘천[川(泉)]’이 
되어 ‘셋’과 ‘샘’은 어원도 같고 무궁무진함을 뜻하기도 한다(이
상언, 1995; 이근철, 2008).

천지인의 삼재 셋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길이와 같이 문
자가 생성되던 상고시대부터 3은 늘 완벽의 상징이었다. 이는 
천․지․인으로 입체면에서 볼 때 한 물체를 상․중․하로 나
누어 수로 여겼는데,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의 상부에 해당되
는 선을 하늘(天), 중간부분의 선에 해당되는 것을 인간(人),

하부에 선에 해당되는 것을 땅(地)이라 하였다. 이러한 삼재미는 
높이의 비례미를 4:3:2와 3:2:1의 비율을 띄며(地坊專永, 1972),

정원석에 배석이나 동양식 꽃꽂이 등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특
히 식재와 관련하여 “오동나무 세 그루를 서북쪽에 심으면 길
하다.”라는 내용, ‘양동마을 심수정에 심어진 회화나무 세 그루’

등에서 삼점식(三點植)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한국전통조
경학회, 2009). 자연풍경식 배식(配植)의 기본형인 부등변삼각
형 식재기법은 공간의 자연스러운 배분으로 빛과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생태적인 질서가 유지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
도 겹쳐 보이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부등변삼각형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주공간의 삼대요소
인 천․지․인과 음․양․중성 등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성수
인 삼(三)의 원리는 배식의 기본형인 ‘삼각’에 담긴 뜻과 상통
한다. 삼재미 원리는 평면에서 삼석(三石)을 배석할 때도 응용
되는데 부등변삼각형의 꼭지점에 삼석을 배석하므로 미적 관
계가 유지된다.

삼존석형(三尊石形)의 수석 기법은 일본 정원에서의 석조 기
본이 된다. 일본 헤이안시대(794～1185)에 저술된 ‘작정기(作

庭記)’에는 “돌을 세울 때 삼존불의 돌은 세우고, 품문자(品文

그림 3. 설악산 계조암 극락현의 삼존석 

字)의 돌은 눕히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하여, 삼존석조가 예로
부터 이용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田中昭三, 2007). 일본에
서는 석조의 상징적 의미를 불교적 석조, 사상적 석조, 풍경적 
석조 그리고 실용적 석조로 구분하는 데(정옥헌, 2008), 이 때 
삼존석조는 수미산(須彌山), 예배석(禮拜石), 좌선석(坐禪石)

과 함께 불교적 석조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일본 문헌
에 의존한 것이긴 하지만 국내 기준을 제시한 민경현(1998)의 
분류에 따르면 신앙수석의 형태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매우 아쉽게도 전통 삼존석의 유구가 전무한 실
정으로 단지, 민경현(1987)이 1983년 설악산 계조암 서쪽 능선 
북쪽에서 발견하여 학회에 보고한 일명 ‘극락현(極樂峴) 삼존
석’은 국내 최초의 수석(樹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삼존석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키가 큰 선돌형의 돌을 중앙
에 세워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좌우에 산형석의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배석의 평면 형태는 천지인
의 삼재사상을 반영하여 주석, 종석, 첨석으로 구성된 품자형
(品字型)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우협시(그림 
3의 왼쪽 돌 참조)를 묘사한 종석(從石)은 원위치에 이탈하여 
전도(轉倒)된 상태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복원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삼재미의 평가
윤평섭(1998)은 돌, 나무, 꽃꽂이용 나무줄기 등의 자연소재

와 촛대, 시계, 전구 등의 인조 소재를 이용하여 삼재미(The

rule of three)의 선호(選好) 양상을 평가한 바 있다. 삼재를 이
루는 세 요소간의 위치 및 높이비례에 따른 선호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 전문가 100명을 평가주체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 결과, 선호되는 자연소재 조형물은 모두 입면 
상에서 볼 때 모두 부등변삼각형을 이루었으며, 3개의 돌을 이
용한 선호도 측정 실험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재 
비율이 3등분으로 처리된 석조 조합에서는 3:2:1 비례가, 4등
분으로 처리된 조합에서는 4:2:1 및 4:3:2 비례구성이 월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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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등분으로 처리

b: 4등분으로 처리
그림 4. 삼존석조의 선호도 평가 매체 
(자료: 윤평섭, 1998. 125쪽 인용)

높은 선호도를 보였음을 밝힌 바 있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대칭미를 갖는 인조 소재를 삼재형으로 배치하였을 때
는 등변삼각형을 이룬 형태가 더 보기 좋은 것으로 응답한 것
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으며, 천지인의 높이 배치는 균형미에 
의해 축으로부터 거리나 크기, 부피, 무게감, 색채의 농담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때 천의 위치는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앙을 비켜 놓는 것이 선
호되었으며, 또한 시각 편중(偏重)에 따른 선호 경향을 파악한 
결과, 왼쪽의 인(人)보다 오른쪽의 지(地)가 낮은 위치에 배치
한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삼재미의 배
치는 평면상에서 모두 부등변삼각형의 꼭지점에 배치한 것이 
선호되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

Ⅳ. 결과 및 고찰

1. 서산마애삼존불의 입지와 좌향
고대 마애불은 백제 지역의 서산, 태안과 신라 지역의 충주,

영주, 봉화, 경주 등지에 분포하고 있어 군사적 요충지와 교통
로 중심에 위치하며 호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

산․태안 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에 위치한 마애불은 북방에서 
수도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불력(佛力)을 통한 수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매개체로 마애불을 조형하였다(박성상, 2004).

본 연구 주대상인 서산마애삼존불 또한 홍성을 거쳐 부여로 향
하는 지리적 중심축선 상에 입지하고 있다. 서산마애삼존불의 
입지는 가야산(678m) 석문봉을 정점으로, 한쪽은 옥양봉, 한쪽
은 일락산을 사이에 두고 두 봉우리 틈새에 형성되고 북쪽으로 
열린 기다란 계곡이다. 대부분의 마애불은 교통로 상에서도 산
정이나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주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성(眺望性)을 생각할 때 마애불의 위치 선정 또한 주목된
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여타 마애불과 유사하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운상(雲上) 세계에서 
민중을 굽어보는 불타(佛陀)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불타
의 진리가 사바세계(裟婆世界)의 사방으로 전파되어 사회가 
편안하고 불심으로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이들
이 교통로에 위치하여 왕래시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마애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마애삼존불은 태안마애삼존불과 함께 양자 모두 깊은 
산의 암벽을 택하여 조형되었으며, 부근에 소암(小庵)을 경영

a: 입지(정재훈, 1996 재구성)

b: 마애불 및 주변배치도
그림 5. 서산마애삼존불의 입지와 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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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한국 석굴사원(石窟寺院) 조영의 시원적(始原的)

형태를 보인다. 삼존불 주위의 바위는 관음암, 호암, 용암 등 불
교와 산신 그리고 용왕신의 상징성을 띄고 있는 소로, 다리, 개
울, 수림, 기암괴석 등으로 구성되며, 소수를 위한 선정(禪定)

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 사원(寺院)이다(정재훈, 1996). 서산마
애삼존불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현계곡의 삼불교(三

佛橋)를 건너 계곡을 오르다 관리소[舊 皐蘭寺] 왼쪽으로 돌아
올라 인암(印岩)에 새겨져 있다. 그림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애불이 새겨진 벼랑 위로는 마치 모자의 차양처럼 앞으로 불
쑥 내민 큰 바위는 약 80°로 기울어져 있어 처마 역할을 함으
로써 빗방울이 곧장 마애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유홍준, 1997). 마애불의 배향 측정결과, 좌향은 S47°E로 측정
되었다. 이는 태안 마애삼존불(S65°E)을 비롯하여 예산 사면
석불상(S30°E), 영주 가흥리마애삼존불상(S40°E), 영주 신암
리사방불상(S40°E), 중원 봉황리 마애불군(S80°E), 군위 위성
동마애삼존불상(S10°E), 단석산 신선사마애불군(S10°E), 경주 
남산불곡석불좌상(S19°E) 그리고 경주 서악리마애석불상
(S50°E) 등과 유사한 남동향(SE)을 주 좌향으로 함으로서 공
양시 예배자의 눈부심을 차단하면서 햇빛의 방향에 따른 불상
의 이미지 변화와 미감(美感)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마애삼존불의 크기 및 비율
조사대상 총 18개 마애불 중 태안마애삼존불은 유일하게 본

존불의 크기가 좌우협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조형되
어 있다(표 2 참조). 따라서 앞서 제시한 삼재 형태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유형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총 17개 마애삼존불의 
크기 및 거리비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존불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6.85m의 경주 
서악리마애석불상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크기를 보인 것
은 1.38m의 영주 신암리마애삼존불상(남방불)이었다. 주연구대
표 2. 삼존불의 크기 및 비율 측정 

No. 불상명 구분 H(전고) Hr A Dr1 Dr2
Halo(광배) Pedestal(연화좌)

ACh Drh ACp Drp

1 태안 마애삼존불
BC 2.22 1.00 96.59

0.37 0.41

88° 0.78 176° 0.78

BL 3.01 1.37 193.19 46° 0.56 2° 0.41

BR 2.94 0.33 187.19 47° 0.56 2° 0.37

2 서산 마애삼존불상
BC 2.80 1.00 90.73

0.24 0.29

84° 0.50 135° 0.56

BL 1.66 0.60 28.54 46° 0.36 25° 0.33

BR 1.70 0.62 26.68 50° 0.37 20° 0.27

3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남쪽

BC 2.34 1.00 12.68

0.30 0.30

167° 0.50 97° 0.66

BL 1.54 0.66 5.27 6° 0.25 46° 0.48

BR 1.48 0.61 5.18 7° 0.27 37° 0.41

4 영동 신항리삼존불입상
BC 1.96 1.00 21.66

0.20 0.24

85° 0.44

BL 1.36 0.66 7.93 50° 0.34

BR 1.48 0.76 9.49 45° 0.32

상인 서산마애삼존불은 본존불 2.89m, 좌협시 1.66m, 우협시 
1.70m의 크기를 보였다. 본전불의 평균 전고는 2.96m였고 우협
시는 2.19m, 좌협시는 2.16m로 나타났으며, 본존불의 표준편차
가 1.31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높이비는 100:75:75
인 반면 면적비는 31.54(본존불), 13.76(우협시), 13.47(좌협시)

로 나타나, 높이비와는 달리 좌협시가 차지하는 면적비가 높게 
나타났다. 좌․우협시불의 높이와 면적비에 대한 t-test 결과, t

값은 각각 －0.105, －0.117로서 5% 범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좌우 협시불의 크기와 면적은 일정한 크
기 및 면적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광배 중심을 연결한 평
균 사잇각은 본존불 126˚, 우협시와 좌협시 각각 27˚로 나타나 
마애불의 상부와 길이비로 볼 때 완전한 이등변삼각형 형태의 
입면구도를 보였다. 그리고 연화좌의 경우, 사잇각은 각각 155˚
(본존불), 13˚(우협시), 12˚(좌협시)로 역시 거의 이등변삼각형
에 근접한 부등변삼각의 형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길이비는 78:41:4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불상의 높이 및 면적 그리고 사잇각의 평균값
이 좌우 대칭에 가까운 결과는 마애불을 조성하고자 하는 암반
의 제한된 면적 여건이 기인된 불가피한 현상으로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17개 평균값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거의 
없이 표준화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볼 때 고대 마애
불의 삼존 구성형태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형식적 좌우대칭미
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좌협시와 우협시의 크기 
비교 결과, 좌우협시가 동일한 크기를 갖는 곳은 경주 서악리
마애불을 비롯하여 6개 마애불이었고, 좌협시가 큰 것은 군위 
위성동마애삼존불을 비롯하여 6개소였으며, 우협시가 큰 것은 
서산마애삼존불을 비롯하여 5개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
로만 판단한다면 마애삼존불 조형에는 좌협시와 우협시의 일
정한 크기 배분을 위한 의도적인 배려와 법칙성은 발견되지 않
는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협시와 좌협시간의 사
잇각 또한 각각 27°로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광배 중심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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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No. 불상명 구분 H(전고) Hr A Dr1 Dr2
Halo(광배) Pedestal(연화좌)

ACh Drh ACp Drp

5 군위 위성동마애삼존불상
BC 2.50 1.00 36.03

0.45 0.47BL 1.90 0.76 13.71

BR 2.20 0.87 14.58 마멸 마 멸

6 경주 서악리마애석불상
BC 6.85 1.00 36.89

0.28 0.28

180° 0.54

BL 4.05 0.59 10.87 0° 0.27

BR 4.05 0.59 10.87 0° 0.27

7 영주 가흥리마애삼존불상
BC 3.20 1.00 21.16

0.40 0.51

115° 0.81 156° 0.86

BL 2.00 0.63 6.98 34° 0.49 13° 0.47

BR 2.30 0.70 7.77 31° 0.47 11° 0.42

8
영주 신암리
마애삼존석불 남방불

BC 1.38 1.00 27.44

0.28 0.42

124° 0.78

BL 1.22 0.89 13.83 28° 0.42

BR 1.23 0.89 14.36 28° 0.42

9 성주 노석동 마애불군
BC 1.55 1.00 49.35

0.65 0.55

141° 1.13 148° 1.18

BL 1.14 0.73 19.03 19° 0.58 18° 0.68

BR 1.22 0.78 19.85 20° 0.60 14° 0.55

10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BC 2.66 1.00 36.47

0.34 0.34

130° 0.66 168° 0.66

BL 2.11 0.82 21.21 25° 0.37 6° 0.34

BR 2.11 0.82 21.21 25° 0.37 6° 0.34

11 굴불사지석불상
BC 3.51 1.00 28.67

0.44 0.44BL 2.92 0.85 15.95

BR 2.49 0.72 9.54

12 경주 두대리 마애석불입상
BC 3.32 1.00 19.32

0.41 0.37

117° 0.78 174° 0.78

BL 2.45 0.76 8.22 32° 0.46 3° 0.37

BR 2.22 0.68 7.27 31° 0.46 3° 0.41

13 방어산마애불
BC 2.85 1.00 35.50

0.42 0.42

165° 1.00

BL 2.45 0.86 15.17 6° 0.42

BR 2.64 0.92 16.33 9° 0.58

14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동암
BC 2.40 1.00 21.25

0.48 0.51

153° 0.99 168° 0.99

BL 2.60 1.06 23.72 13° 0.50 5° 0.45

BR 2.60 1.06 23.72 14° 0.52 7° 0.56

서암
BC 2.65 1.00 15.25

0.30 0.32

87° 0.64 169° 0.64

15 BL 1.80 0.69 7.99 47° 0.47 5° 0.31

BR 1.80 0.69 7.99 44° 0.45 6° 0.34

16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BC 5.20 1.00 49.95

0.52 0.50

111° 0.93

BL 3.50 0.69 16.64 33° 0.55

BR 3.50 0.69 14.57 36° 0.57

17 낭산 마애삼존불
BC 2.30 1.00 16.05

1.58 1.48BL 1.80 0.75 8.13

BR 1.90 0.75 8.93

18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BC 3.00 1.00 17.88

0.40 0.40

137° 0.78 152° 0.78

BL 2.30 0.75 10.80 22° 0.43 14° 0.40

BR 2.35 0.75 10.80 21° 0.40 14° 0.40

<범례> Hr: 삼존불의 높이 비, A: 삼존불의 면적, Dr1: 우협시까지의 거리 비(본존 중앙불을 1로 보았을 때 비율), Dr2: 좌협시까지의 거리 비, ACh: 광배가 이루
는 각도, Drh: 광배 중심을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거리비, ACd: 불두가 이루는 각도, Drd: 불두 중심을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 ACt: 발끝
을 이루는 각도, Drt : 발끝을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 ACp: 연화좌 중심이 이루는 각도. Drp: 연화좌를 연결한 저변과 우변 및 좌변의 길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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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삼존불의 크기 및 비율의 평균치 분석

측정 내용 본존불(BC) 우협시(BR) 좌협시(BL)

Mean S. D. Mean S. D. Mean S. D.

全高(TH: m) 2.96m 1.31 2.19m 0.75m 2.16m 0.78m

높이비(Hr) 1.00 0.00 0.75 0.12 0.75 0.11

면적(A:) 31.54 19.00 13.76 6.52 13.47 6.26

광배(Halo)
사윗각ACh(°) 126° 30.82 27° 15.79 27° 15.40

거리비(Drh)* 0.74 0.21 0.44 0.09 0.44 0.09

연화좌(Pedestal)
ACh(°) 155° 23.32 13° 13.24 12° 10.13

Drh 0.78 0.20 0.41 0.11 0.41 0.11

Dr1 Mean 0.45 S. D. 0.31

Dr2 Mean 0.46 S. D. 0.28

*: 본존불의 길이를 1로 설정하였을 때의 사잇각에 마주 보는 변의 길이 비

결한 우변 그리고 좌변의 길이비(Drh) 또한 0.41로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마애삼존불의 입면적 크기 및 
거리비례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거의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좌
우대칭적 균형이 지배하는 미학적 조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애삼존불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단순
한 통일성 또는 단순한 상이성에 의한 대칭원리가 강하게 지배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서산마애삼존불의 도상 및 비례미
1) 도상적 특성
서산마애삼존불상 중 본존불인 석가여래입상(그림 6b)은 균

형 잡힌 신체에 양감이 풍부한 둥근 얼굴 등에서 백제인의 고
졸한 미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 두광(頭光)의 원안 가운데에는 
연꽃을 새기고 그 둘레에는 3구의 화불(化佛)이 조각되어 있
다. 목에는 삼도(三道)

5)가 없고,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양어
깨에 걸쳐 U자형의 좌우대칭을 이룬다. 오른손은 들어 바닥을 
앞으로 보이고 왼손은 내려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여원인(與願印)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중
생의 두려움과 고난을 없애주고 또한 중생의 원을 들어 준다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하는 자세(정예경, 2007; 박성상,

2007)라 할 수 있다. 이런 손 모양은 석가여래뿐 아니라 아미타
불․약사불․미륵불․관음보살에서도 두루 나타나 통인(通印)

으로 불린다. 특히 여원인을 취한 왼손의 넷째, 다섯째 손가락
을 구부리고 있는데, 이것은 삼국시대 특히 백제불상에서 특징
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문명대, 1999). 기본적으로 서산마애삼
존불의 도상적인 특징은 좌우비대칭형의 삼존 구성임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선과 형태가 반복되면서 통일성을 보임으로서 
안정된 시각적 균형을 보이는 가운데 반가상과 봉지보주형 보
상입상을 협시로 하고 있다(이경희, 2003).

석가여래입상 왼쪽 미륵반가사유상(그림 6c)은 보다 유연하
게 묘사되어 있다. 두 팔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전체 형태는 충
분히 알아 볼 수 있으며 특이한 삼존구도의 좌협시상을 이루고 
있다. 미륵반가사유상은 양감 있는 얼굴에 눈은 길고 일직선으

a: 우협시 b: 본존불 c: 좌협시

d: 구세관음상
(일본 법륭사)

e: 금동보살입상
(일본 법륭사)

f: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 서산마애삼존불의 유사 도상 검토
필자 촬영, 사진(d, e, f) 출처: http//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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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실눈이며 만면에 소년처럼 장난스런 미소를 고스란히 담
아내고 있다. 주형의 광배가 있고, 상반신은 나형(裸形)이며, 왼
손은 오른쪽 발을 잡고 오른손은 턱을 괸 채 연화좌를 밟고 있
는 사유형이다. 이와 같은 도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국보 
73호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그림 6f)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우협시(그림 6a)는 법화경(法華經)
6)사상에 의해 이루어진 

제화갈라보살로 보는 견해(문명대, 1999)와 머리에 쓴 관과 손
에 쥔 보주에 착안하여 관음보살로 보는 견해(황수영, 1959;

김리나, 1989; 박성동, 2005)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협
시는 두 손은 가슴에 모아 보주를 감싸고 있으며, 고대의 바탕
이 있는 날씬한 장신(長身)형의 입상이다. 화려한 옷을 걸치고 
머리에 관을 썼기 때문에 보살로 보이며 양손을 들어 가슴 높
이에서 등근 형태의 보주(寶珠)를 쥐고 있는데, 최근의 주장으
로 엄기표(2004)는 삼국시대 관음보살 등은 봉보주(捧寶珠)를 
하여 양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5․6세기 삼국에
서 빈번하게 등장했던 것으로서, 이러한 도상의 백제 관음불상
이 일본에 많이 남아있음을 들어 우협시의 존명을 관음보살로 
확증한 바 있다.

소위 ‘보주봉지보살(寶珠奉持菩薩)’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
의 보살상의 수인을 위주로 살펴보면 일본 호류지(法隆寺) 몽
전(夢殿)의 구세관음상(求世觀音像)(그림 6d)과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보관의 형태나 연화좌 만을 보았을 때는 역시 
일본 법륭사 대장보전 금동보살입상(그림 6e)과 매우 흡사한 
도상으로 보인다.

삼불의 시선을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특히 우협시의 시선은 
보다 좌측으로 비껴져 설정되고 있다. 손 모양 또한 제각기이
다. 그러나 삼불은 유려(流麗)한 옷 주름선과 어깨선의 형태가 
반복되고, 좌우협시는 보관과 동일한 형태의 광배를 배경으로 
모두 연화좌 위에서 한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유사하
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상이성과 긴장으로 인해 규칙성과 
비규칙성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모순적 대립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에 가득한 웃음으로 일종의 
유머스러움과 코믹(comic)함 마저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편
안함과 여유로움를 내용미로, 조화와 균형을 형태미의 근원으
로 하여 ‘백제의 미소’는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삼존불의 비례미
서산마애삼존불의 각 높이와 중심축과의 거리 그리고 면적

비를 파악하기 위한 예시 도형은 그림 7a와 같으며, 상반부와 
하반부 중심 간의 거리 구성비를 파악하기 위한 예시 도형은 
그림 7b와 같다. 상반부는 삼존불의 각 백호공과 광배를 중심
으로 측정하였고, 하반신은 연화좌의 중점을 중심으로 연결선
을 그어 역시 거리 구성비를 파악하였으며, 그 종합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존불과 좌협시 그리고 우협시의 전고는 각각 2.80m, 1.66m

표 4. 서산마애삼존불의 비례 관계

측정내용 본존불
(BC)

좌협시
(BL)

우협시
(BR)

全高(TH: m) 2.80(m) 1.66(m) 1.70(m)

높이비(Hr) 1.00 0.60 0.62

면적비(Ar) 90.73 28.54 26.68

광배
(Halo)

사윗각(ACh:°) 84° 46° 50°

거리비(Drh) 0.51 0.36 0.38

연화좌
(Pedestal)

사윗각(ACh:°) 135° 25° 20°

거리비(Drh) 0.56 0.33 0.27

Dr1 0.24

Dr2 0.30

그리고 1.70m로, 이에 따른 높이비는 1.00:0.60:0.62의 비율을 
보였으며, 면적비는 94.2:28.8:25.2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부의 
사윗각은 각각 84:46:50을 보임으로서 전고나 높이비에 비해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이 각 점을 연결하는 거리비는 0.56:0.33:0.27로 나타난 
반면에 연화좌를 중심으로 한 사윗각의 비는 135:25:20으로 측
정됨으로서 하부의 삼각구도는 상부에 비해 둔각에 가까운 부
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거리비는 0.56:0.36:0.27로
서 상부 삼각도형과 대칭되면서 우협시에 치우친 도형을 보이
고 있어 비대칭균형을 이루고 있음이 발견된다. 한편, 본존불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우협시까지의 거리비(Dr1)와 동일 개념
의 좌협시까지의 거리비(Dr2)는 각각 0.24와 0.30의 값을 취함
으로서 보다 우협시에 근접한 부등변삼각의 도형으로 인지됨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는 윤평섭(1998)의 
연구 결과와 같이 도형상 천(天)의 위치는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앙을 비켜놓는 것이 선호되었으며, 또한 삼재
미의 배치는 평면상에서 모두 부등변삼각형의 꼭지점에 배치
한 것이 선호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의 구성미를 보였다.

또한, 시각 편중에 따른 선호 경향을 파악(윤평섭, 1988; 윤
평섭, 2003)한 결과, 왼쪽의 인(人)보다 오른쪽의 지(地)가 낮
은 위치에 배치한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서산마애불에서 우협시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비대
칭균형 구성과 같은 맥락의 설득력 있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앞서 살폈던 여타 삼존불에 비하여 서산마애삼존불
은 삼재 간의 부등변삼각형의 비율 및 시각 구성상의 비례관계
를 통한 미학성(美學性)이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삼존불간의 대칭은 추상적 관점에서 보면 균형 자체일 뿐이
지만 그것이 높이, 거리, 면적 등의 대립을 포함하는 자유로운 
다양성 속에 균형이 발견되고 있으며, 삼존불 상호간의 높이 
및 면적비 못지않게 상부 광배와 하부 연화좌를 중심으로 형성
되는 부등변삼각형의 구도는 서산마애삼존불 삼재간의 구성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미적 동인(動因)으로 작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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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높이․거리․크기 비례

b: 중심간 사윗각 비례
그림 7. 서산마애삼존불의 비례미
(자료: 필자 정밀스케치 위에 圖示)

Ⅴ. 결론

본 연구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조성된 마
애삼존불상 조형에 담겨진 비례미 등 구성적 원리가 어떻게 표

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전통 석조 방식의 하나인 삼존
석조의 구축 및 응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간추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17개 마애삼존불의 크기 및 비율 분석 결과, 본존불의 
평균전고는 2.96m, 우협시는 2.19m, 좌협시는 2.16m였다.

이에 따른 높이 비는 100:75:75로 좌우 대칭균형의 관계
를 보여주었으며, 좌우협시의 면적비는 13.4:13.7로 거의 
대등한 비율이 높았다.

2. 용현계곡의 삼불교를 건너 인암(印岩)에 새겨져 있는 서
산마애삼존불의 좌향은 방위각 S47°E로서 예배자의 눈부
심을 차단하면서 빛의 방향에 따른 불상의 이미지 변화와 
미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3. 서산마애불의 도상적 특징은 반가상과 봉지보주형 보상입
상을 협시도 하고 있으며, 좌우비대칭형의 삼존 구성임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과 형태가 반복됨으로서 통일성과 
안정된 시각적 균형을 보이고 있다.

4. 서산마애삼존불의 경우, 본존불과 좌협시 그리고 우협시의
전고는 각각 2.80m, 1.66m, 1.70m였다. 좌우협시불의 높이
비는 0.60:0.62로 거의 대등한 반면 면적비는 40.4:37.7로 
보다 큰 차이를 보여 평면상의 면적비가 삼재미적 비례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광배 중심의 사윗각은 84:46:50으로 직각에 가까운 반면 
연화좌 중심 사윗각의 비는 135:25:20으로 측정됨으로서 
둔각에 가까운 부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서
산마애삼존불의 상부와 하부는 직각과 둔각의 부등변삼
각형의 각도 비례를 통한 대응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 비례감을 취하고 있다.

6. 상반부의 거리 비는 0.51:0.36:0.38인 반면 하반부의 거리
비는 0.53:0.33:0.27로 하반부가 보다 부등변삼각형에 가
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상하 좌우대칭의 비대칭균형을 이
루고 있다. 또한, 좌우협시까지의 거리비는 0.24와 0.30의 
값을 취함으로서 우협시에 가까운 시각편중(視覺偏重)을 
보여주었다.

7. 서산마애삼존불을 대상으로 삼재미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길이비 보다는 면적비나 삼각도형을 이루는 각도비가 
더욱 두드러져 나타났다. 불상 상호간의 높이비와 면적비 
못지않게 상부 광배와 하부 연화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부등변삼각의 삼재 구도는 삼재간의 구성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부적 동인이 된다.

이와 같이 본 측정치는 고정 시점이 아닌 다시점상의 자료임
으로서 실체로 시점 및 지각거리에 따라 시지각상의 비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한정된 범위의 입면적 배치
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돌을 배석할 때도 응용되는
데 부등변삼각형의 꼭짓점에 삼석을 배석하므로 표출되는 삼
재미의 원리는 삼존석형(三尊石形)의 배석의 기본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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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유추한 것은 소득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삼존석으로 알려진 배석이 거의 전무하므로 마애삼존불의 배
치 관계가 고대 삼존석의 비례관계를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평면 차원의 삼재미와 구
도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주 1) 아미타신앙은 통일신라 중대에 가장 성행하였고, 삼국기에는 무열
왕계의 원불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서악리마애석불상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경주 남산 칠불암마애석불로 대표되는 
항마촉지인상의 마애불이 아미타불상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약
사신앙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에 유행하였는데, 삼국기에는 
태안마애삼존불에 조상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방어산마애불,

옥산사 마애약사여래좌상 등과 같이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는 마
애불들로서 대체로 좌상으로 조성되었으며, 태안마애삼존불, 방어
산마애불, 신무동 삼성암지 마애약사여래입상 만이 입상이다(박성상,

2004).

주 2) 협시보살․대세․세지(勢志)․득대세지(得大勢志)보살 등으로도 불
린다. 마하살타마바라발다(摩訶薩馱摩婆羅鉢多)․마하나발(摩訶那鉢)

등으로 음사하며, 왼쪽의 협시불인 관세음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
불(三尊佛)을 이룬다.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지혜 및 광명이 으뜸
인 보살이다.《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는 지혜의 빛으로 널리 중
생을 비추어 삼도(三途)를 떠나 무상(無上)한 힘을 얻게 하고, 발
을 디디면 삼천세계와 마군(魔軍)을 항복시키는 큰 위세가 있다고
하였다. 그 형상은 정수리에 보병(寶甁)을 이고 천관(天冠)을 썼으
며, 염불하는 수행자를 맞을 때는 항상 합장하는 모습이다(http//

www.encyber.com/).

주 3) 법신은 법으로서의 부처님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비로자나
불로 나타난다. 보신은 수행을 통해 무궁무진한 공덕을 갖춘 부처
님으로, 아미타불로 나타난다. 그러나 선운사 대웅보전의 예와 같
이 보신으로 노사나불을 모신 곳도 있다. 화신은 응신(應身)이라
고도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여러 형
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말한다.

주 4)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의 시조신인 천상계의 신인 환인,

신과 인간세계를 오가는 환웅, 환웅의 아들로서 인간인 단군이 삼
위일체적 존재로 그 신성함을 더하게 된다. 이들 삼신이 셋이면서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三一神的 인식은 셋이 곧 완성된 하나로
서 완전한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리영순, 2006).

주 5) 삼도란 불상의 목에 표현된 3줄의 주름을 의미한다.

주 6) 법화경에는 과거․현재․미래부처가 각각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선행
과 수행에 의한 결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이를 授
記라 함) 나중에 부처가 된 분들이다. 즉, 과거 부처인 練燈佛(제
화갈라)은 진흙탕 길에 머리카락을 깔아주는 선행을 한 석가모니
에게서 현재 부처인 석가불의 수기를 주었고, 현재 부처인 석가불
은 다시 미래 부처인 미륵불에게 수기를 주었다. 그래서 과거․현
재․미래 부처가 탄생했는데, 바로 세 부처가 제화갈라, 석가여래,

미륵보살이다(엄기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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