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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species identification and tree-ring dat-

ing of Lotus Pedestal of the Amitabha Statue at Ssangbong-Temple in Hwasun. The six wood 

blocks used for the Lotus Pedestal were hard pines (Pinus spp.; diploxilon) except one piece 

which was ginkgo (Ginkgo biloba L.). The lotus leaves surrounding the pedestal body were also 

made of ginkgo. Tree-ring patterns of 3 blocks were synchronized and a 133 years chronology 

was made. The chronology was crossdated well with the master chronology of Japanese red 

pine in South Korea. It dated back to A. D. 1551∼1683, i.e. the last ring dated A. D. 1683.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sapwood rings removed during carving, the felling 

year was calculated A. D. 1704 ± 10. The calligraphic writing on the Pedestal indicated that 

this statue was made in A. D. 1694. Therefore, the accuracy of the tree-ring dating has been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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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불상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조성연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때 조성 발원문

과 같은 복장유물 자료가 전해지거나 묵서명이 남

아있다면 비교적 쉽게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불

2011년 12월 21일 접수; 2012년 1월 14일 수정; 2012년 1월 

16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박 원 규 (wood1957@hanmail.net)

상들은 사찰에서 봉안불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

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복장물이나 

묵서명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내용이 최초 

제작시기의 것이 아니고 중수나 개금시기의 것이 

많고 원문해석에 따른 견해도 다를 수 있어 불상

의 정확한 제작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없는 경우가 많아 불상의 편년

은 신체의 양감이나 비례 그리고 옷주름 형식 및 

조각수법 등과 같은 양식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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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itabha statue and its Lotus pedestal. 

대편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양식사를 위주

로 한 편년 검토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도 있어 만일 불상을 연륜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불상의 편년뿐 아니

라 여러 조성배경 등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연륜연대측정법은 목

재가 대상이 되므로 목불상이란 제한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륜연대로 분석된 목조불상으로

는 고흥 능가사 응진전 목조불상, 순천 송광사 영

산전, 약사전 석가모니, 완주 대원사 명부전 시왕 

등이 있는데 모두 17세기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

다(김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연륜연대측정법으로 쌍봉사 극락

전 아미타불 연화좌대의 제작연도를 밝히고자 하

였다. 쌍봉사 극락전의 아미타불은 조각승 색난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조선 후기 목조불상 중 조형성

이 최고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색난 작품 중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다음으로 큰 불상이다(최 2000). 

아미타불 연화좌대도 높이가 23 cm에 달해 육중

한 규모로 제작되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대상

화순 쌍봉사 극락보전에는 목조아미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었지만, 협시보살은 1989년에 도난당

해 근래에 제작한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대한불

교조계종, 1999). 본존인 아미타불상의 대좌 및 연

화좌대는 보존 관리를 위해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

관에 소장되어 있다(Fig. 1). 연화좌대는 위아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편의상 두터운 위 

부분을 몸체, 비교적 얇은 아래 부분을 밑판이라 

부른다. 몸체는 두께가 23 cm나 되는 두꺼운 목재 

판재(블록) 4개로 구성되었으며 서로 간 꺾쇠로 견

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몸체 아래에 고정되어 있

는 밑판은 얊은 판재 3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미

타불과 대좌․연화좌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쌍봉사 극락전 아미타불 규격: 높이 165.4 cm, 

무릎 폭 119 cm 

대좌․연화좌대 전체높이 96.5 cm

아미타불 연화좌대 규격: 가로 121 cm, 너비 

108 cm, 높이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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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e rings were taken with a digital camera, non-destructively.

본 연구에서는 연화좌대의 몸체와 밑판을 대상

으로 수종식별과 연륜연대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수종식별

아미타불 연화좌대의 내부 쪽에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1 mm 이내의 소편을 채취하였

다. 채취된 시편은 면도날을 이용하여 3단면(횡단

면, 방사단면, 접선단면)으로 얇게 절단하여 임시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세포의 구조 및 특징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현미경에 부착된 카

메라를 이용하여 특징을 촬영하였으며 아울러 해

부학적 특성을 이용해 수종식별을 실시하였다.

2.3. 연륜연대

2.3.1. 시료채취

연륜시료는 연화좌대에 노출된 나이테를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하여 채취하였다. 나이테가 노

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포로 묵서가 있는 곳

을 피해 미세하게 연마하여 나이테를 노출시켜 촬

영하였다(Fig. 2). 촬영된 사진은 합성을 한 뒤 각 

연륜의 폭을 컴퓨터에 부착된 연륜폭측정기를 이

용하여 0.01 mm까지 측정하였다. 나무의 채취(벌

목)연도가 정확히 알려져 있어 절대연대가 확실한 

지역별 마스터연륜패턴(연륜폭 곡선)과 목불상 부

재에서 작성된 연륜패턴(연륜폭 곡선)을 상호비교

한 후 불상목재에 절대연대를 정확히(오차 0년) 부

여할 수 있다. 다만 불상부재가 최소한 40개 이상

의 연륜을 포함하고 있어야 연대측정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통계분석(t값, 부호검정)을 이용하여 

측정된 연대를 검정하였다.

2.3.2. 크로스데이팅(cross-dating)

크로스데이팅 방법은 연륜의 폭이 좁고 넓은 양

상을 인접 수목들간 또는 고목재들 간에 비교함으

로써 위연륜(僞年輪 false ring: 연중생장기간 중 

생장조건이 급변하여 나이테가 1년에 2개 이상 생

기는 것)과 실연륜(失年輪 missing ring: 생장조건

이 열악하여 연륜이 생성되지 않는 해의 것)을 찾

아낸 후, 이미 연대가 부여된 마스터연대기와 비교

하여 정확한 생육연대를 각 연륜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데이팅이 가능한 것은 수목의 생장

이 환경, 특히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치 지

문과 같이 시대별로 독특하게 나타난 연륜패턴을 

인접한 지역의 수목들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다시 한 번 보면, 한 지역에 자라고 있는 

임목으로부터 연륜패턴을 작성할 수 있으며 고목

재나 출토목재로부터 작성되는 연륜패턴을 현생수

목의 것과 비교하여 연결함으로써 장기간의 연륜

패턴도(圖)를 만들 수 있다. ‘연륜연대기’라 불리는 

연륜패턴도는 나이테의 폭을 그래프로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된 연대기는 상관관계를 이용한 컴퓨

터프로그램으로 크로스데이팅의 신뢰성을 재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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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pwood ring numbers of Pinus densiflora (Son

et al., 2004).

2.3.3. 통계분석 

작성된 연대기간의 상호 유의성을 알기 위해 분

석 계산된 상관계수(r), t값, G값 등의 통계값을 참

고로 한다. 그 식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상관계수(r) = 표본(S: sample)과 비교샘플

(R: reference)간의 상관계수를 아래 식으로 계산

한다.





(Si: 표본시리즈 연륜폭, S: 표본시리즈 연륜폭평

균, Ri: 비교샘플시리즈 연륜폭, R: 비교샘플시리

즈 연륜폭 평균)

(2) t = 상관계수로부터 변환된 t값

 



 

(r: 상관계수, n: 비교결과 겹치는 년 수)

(3) Glk (G값; Gleichlaeufigkeit): 부호일치도로 

두 연륜폭 시리즈간 sign test 값이다.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통계적으

로 1% 수준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된다. 짧

은 기간이 중첩되는 시리즈간의 비교 시에는 통계

값들에 대한 유의성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일치되는 위치를 스크린하는 1

차적인 방법이며 항상 그래프를 육안으로 관찰하

여 표본의 연륜폭 시리즈가 마스터연대기의 연륜

폭 패턴과 어느 기간에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2.3.4. 벌채연도의 분석

어떤 대상물의 편년을 작성함에 있어 연륜연대

학을 이용한 절대연도의 규명은 벌채연도를 알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재를 벌채한 후 이루

어지는 행위이므로 벌채연도가 편년의 순서를 말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목이 완전한 목

재 즉, 수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수피의 존재 

즉, 완전한 변재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나

이테의 절대연도가 벌채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불상, 목공예품 등과 같은 목제품을 제

작할 때에는 수피 부위가 치목되어 변재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리게 되므로 변재 부위의 평균 연

륜수를 계산하여 벌채연도를 유추한 후 제작시기

를 가늠하게 된다. 참나무와 같은 수종은 수령에 

관계없이 변재의 연륜 수가 20여 개로 일정하기 

때문에 변재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는 없어진 변

재 연륜수를 추정하여 벌채연도를 알아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수종인 우리나라 소나무의 경우는 

수령에 따라 변재 연륜수가 일정하지 않다. 통계적 

수치를 보면 수령이 150년 미만인 시료들은 수령

이 증가할수록 변재부의 연륜수도 증가하나 수령

이 200년을 넘는 시료들은 변재부의 연륜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78개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

고 있다(손 외 2004, Fig. 3). 심재만 남아있는 경

우는 마지막 연륜의 연도 뒤에 벌채되었다는 사실

만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최외각 연륜에 수피의 흔적이 

있으면 마지막 연륜의 연도가 바로 벌채연도임을 

말해준다. 수피의 흔적이 없는 경우 중 첫째, 수가 

존재하거나 수 근처이면서 심․변재의 구분이 확

실하면 완전한 심재의 연륜수를 알 수 있다. 그에 

대응하는 원목의 수령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수령

에 따른 변동적 소나무의 변재 연륜수를 가늠하여 

벌채연도를 알 수 있다. 이때의 벌채연도는 오차범

위 ±10년을 갖는다. 둘째, 심․변재 구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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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gravity, shrinkage and hardness of each species (Jung and Park 2008)

Species
Specific gravity 

(air)

Shrinkage (%) Hardness (kg/mm
2
)

Tangential Radial Tangential Radial

Ginkgo biloba 0.55 4.9 3.0 1.6∼2.5 -

Pinus densiflora 0.47 9.11 4.88 1.2 1.6

Fig. 4. Hard pines (Pinus spp., Diploxylon) - PINACEAE.

Fig. 5. Maidenhair tree (Ginkgo biloba Linn.) - GINKGOACEAE.

없는 경우는 수령 예측이 불가능하여 벌채연도를 

알 수 없다. 단지 마지막 연륜의 연도 이후에 벌채

된 사실만 알 수 있다(김 2006).

3. 결과 및 고찰

3.1. 수종

연화좌대의 몸체를 구성하는 4개의 목재 판재

(블록) 중에서 3개는 소나무속 경송류로,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은행나무로 식별되었다. 밑판을 구

성하는 3개의 판재는 모두 경송류로 식별되었다. 

몸체를 감싸는 연잎 장식은 모두 은행나무로 식별

되었다. 은행나무는 수축률이 작아 조각에 용이하

며, 경송인 소나무는 수축률이 다소 높고 경도가 

낮지만, 여러 모양으로 조립하기에 적합하면서도 

불상을 받치기에 강도가 충분한 소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정과 박 2008, Table 1).

경송류(Pinus spp., Diploxylon) - PINACEAE

침엽수재로 조재로부터 만재로의 이행이 급하였

으며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

어져 있다. 방사가도관의 세포벽 안쪽으로 거치상

비후를 관찰할 수 있으며, 방사유세포 내의 직교분

야벽공은 창상벽공이다. 접선단면에서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를 갖는 방추형조직이 

혼재한다. 가도관이 주세포이고 수직수지구와 수

평수지구가 존재하며 창상교분야벽공에 방사가도

관을 가지므로 소나무속에 해당하며 소나무속 중

에서도 방사가도관에 거치상비후가 확인되고 조재

에서 만재로의 이행이 급한 특징이, 방사가도관이 

평활하고 조ㆍ만재 이행이 완만한 잣나무류와 구

별되므로 이 수종은 경송류(硬松類, hard pines)로 

식별할 수 있었다(Fig. 4). 우리나라의 경송류에는 

소나무와 해송(곰솔)이 있는데 이 두 수종은 목재

조직학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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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g. 6. Wood cutting for the Lotus Pedestal (upper panel and bottom panel). 

Table 2. Tree-ring dates of 3 panels

body panel 1 body panel 4  bottom panel 1 bottom panel 2

 Number of tree rings 129 132 106 111

    upper panel 1         1555 1683

    bottom panel 1      1552  1657

    bottom panel 2     1551 1661

 Composite        1551 1683

Table 3. Statistics of crossdating between master and sample chronologies

Master Overlapped year t-value G (%) Outmost ring

Ssangbongsa statues 103
6.6

(p < 0.001)

64

(p < 0.001)
A.D. 1683

은행나무(Ginkgo biloba Linn.) - GINKGOACEAE

침엽수재로 횡단면의 조재로부터 만재로의 이행

이 매우 완만하고 만재폭이 좁으며 연륜경계가 약

간 불분명하였다. 횡단면상 가도관은 원형에서 타

원형으로 불규칙하며 가도관벽에 존재하는 유연벽

공은 1∼2열이다. 교분야벽공은 편백형으로 분야

당 2∼4개 존재하며 결정이 들어있는 이형세포가 

존재하여 세포배열이 정연하지 못하다. 이형세포

는 침엽수재 중에서는 은행나무만이 갖는 특징이

다(Fig. 5).

3.2. 아미타불 연화좌대의 치목 및 가공형태

쌍봉사 아미타불 연화좌대는 몸체와 밑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못으로 결구된 상태이었다. 연

화좌대의 몸체에 사용된 목재의 절단방향은 수를 

포함하여 가장 넓은 면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재

되었으며, 밑판으로 사용된 목재는 수를 제외하고 

제재한 후 판재형태로 제작되었다. 몸체는 정목(柾

目, 나이테에 직각방향으로 절단된 목재)에 가까웠

는데, 정목이 판목(板木, 나이테에 평행하게 절단

된 목재)으로 제재된 목재보다 변형률이 적다는 장

점이 있다(Fig. 6).

 

3.3. 연륜연대

수종분석 결과, 경송류로 식별되고 나무결이 뚜

렷한 4개의 목재 중에 몸체 1개 블록과 밑판의 2

개 판재의 연륜패턴이 일치하여 이들로부터 133년

의 연륜연대기가 작성되었다(Table 2). 이 연대기

는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마

스터연대기와 크로스데이팅(상호 교차비교)하여 마

지막 연륜에 A. D. 1683년이 부여되었다(Table 3). 

마지막 연륜은 수피가 아니었으므로 목재 치목

과정 중에 없어진 연륜수를 남아있는 변재 연륜수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화좌대 목재는 나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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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utting year estimated from the heartwood and sapwood rings.

심인 수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심재부의 

연륜수를 알 수 있었다. 심재부의 연륜수는 84개, 

변재부에 남아있는 연륜의 수는 50개였다. 따라서 

여기에 통계치(평균심재연륜수가 84개일 때 평균

변재연륜수는 71개)를 적용하면 치목되어 없어진 

변재부의 연륜수는 21개(평균)가 된다. 즉 1683년

에 21년을 더한 1704년이 벌채연도가 된다. 그러

나 이러한 변재 연륜수 추정은 오차범위(±10년)를 

가지게 되므로 벌채연도는 1694년에서 1714년 사

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7).

쌍봉사 극락전 아미타불 연화좌대 밑바닥에 묵

서된 내용 “… 康熙三十三戊戌 … 彌陀殿彌陀左右

觀音大勢至菩薩 三層寶殿釋迦阿難迦葉尊者奉安 … 

金魚秩 色蘭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 ”

과 쌍봉사 대웅전의 석가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

문에 의하면 1694년(조선 숙종 20년/중국 강희33

년)에 조각승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이 彌陀殿의 阿彌陀三尊과 大雄殿의 釋迦佛을 

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최 2000). 1694년은 

연륜연대로 추정된 벌채연도인 1704년 ± 10년, 즉 

1694년에서 1714년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4. 결  론

조선후기 최고의 조형미로 손꼽히는 화순 쌍봉

사 극락전 아미타불의 연화좌대에 대하여 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다. 연화좌대를 구성하

는 판재의 수종은 일부 은행나무가 쓰였지만 대부

분은 소나무류로 식별되었다. 연륜연대 분석결과 

133년간의 연대기가 작성되었으며, 부재의 최외각 

나이테의 절대연도가 1683년으로 측정되었다. 치

목되어 없어진 변재부의 연륜수를 산출하여 벌채

연도는 1694년에서 1714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아미타불 연화좌대 밑바닥의 묵서내용과 대웅전 

석가불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94년 조

각승 색난 등에 의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화좌대의 벌

채연도 1704 ± 10년(1694년∼1714년 사이)과 일

치하는 것으로 극락전의 아미타불과 대웅전의 석

가불이 동 시기에 만들어진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륜연대의 정확

성이 입증되었으며, 연륜연대 분석이 미술사 분야

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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