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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굴산사( 山寺)는 신라하대에 통효대사 범일(梵日, 810~889)에 의해 개창된 이래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하나인 사굴산파

( 山派)의 본산으로서 크게 융성하 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위치한 굴산사지에는 거대한 당간지주를 비롯해서 고려시

대 석조부도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2구 전해오고 있으나, 범일과 그의 제자인 개청(開淸, 854~930), 행적( 寂, 832~916)

이 활동했던 나말여초기 굴산사를 알려주는 불교조각은 전하지 않는다. 이 에서는 나말여초기 굴산선문의 불교미술을 살펴

보기 위한 시도로서 굴산선문의 역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강릉, 오대산, 동해시 등지로 범위를 넓혀 나말여초기

명주지역 불교미술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범일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 굴산선문의 불교미술을 유추해

보았다. 

강릉지역의 석조물 가운데 강릉시 오죽헌박물관에 옮겨진 무진사지(無盡寺址) 석탑의 부조 사방불상과 사천왕상은 신라 중

앙이나 양양 진전사지, 선림원지 석조미술과 양식적으로 접하게 연결되어 나말여초기 명주지역 불교미술이 당시 상당한 수

준이었음을 말해준다. 범일의 제자인 개청이 주석했던 보현산 지장선원[普賢寺]에 전해오는 석조대좌의 부재(部材)는 팔각연화

대좌의 하대 복련좌(覆蓮座)를 받치고 있던 팔각의 받침석으로 안상(眼象)에 사자(獅子)가 새겨져 있어 나말여초기 광범위하게

유행하 던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국립춘천박물관과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각각 소장

되어 있는 한송사지(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 2구는 대리석이라는 재료를 비롯해서 머리 위에 쓴 원통형의 고관(高冠), 양손의

검지를 곧게 뻗은 수인(手印), 다리를 편히 놓은 서상(舒相)의 좌세 등, 독특한 교계 요소를 보여준다. 이러한 교계(密敎系)

도상(圖像)은 굴산선문 승려들의 당 유학(遊學)을 통해 명주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활발했던 굴산선문 승려들의

국제적 활동은 지역 미술에 큰 향을 주면서, 선진성을 고양하 을 것이다. 동해시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시무외·여

원인의 수인을 결(結)한 화엄계 노사나불상 표현은 당시로서는 예외적인 도상으로서 명주지역 미술이 전통성을 고수했던 면도

있었음에 주목하게 한다. 굴산선문 불교미술은 중앙지역과 같이 하는 양식 수준, 활발한 대당(對唐) 교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

진문화의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선진성과 국제성은 나말여초기 굴산선문 불교미술의 기본 성격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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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굴산사는 신라하대에 통효대사 범일(通曉大師 梵日,

810~889)에 의해 개창된 사굴산파( 山派)의 본산(本

山)으로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도록 크게 융성하 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위치한 굴산사지( 山寺址)에

전해오는 거대한 당간지주와 석조부도는 융성했던 시

기의 굴산사의 규모와 사세를 말해주고 있으나 범일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인 개청(開淸, 854~930)과 행적(

寂, 832~916)이 활동했던 당시의 불교조각은 전하지 않

는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본산인

보림사(寶林寺)나 실상산파(實相山派)의 본산인 실상

사(實相寺)에 창건기의 철불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과는 달리 당시 굴산선문 불교미술의 모습은 전혀 유

추할수없는상황이다. 

신라하대에 굴산선문이 개창된 후 반세기 간은 신라

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로 굴산선문이 위

치했던 명주지역은 10세기 초 태봉의 지배지역이었다

가 이어서 고려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불교미술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았을 것이다. 이 에서는 굴산선

문의 역권이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의 강릉, 오대산

일대, 동해시 등지로 범위를 넓혀서 범일과 그의 제자

들이 활동하던 신라하대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의

명주지역 불교미술을 파악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굴산사의 불교미술에 접근하고자 한다. 단

편적이고 굴산선문과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은 세

한 자료를 가지고 변화가 많았던 나말여초기 굴산선문

의 불교미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이 이 굴산선문 불

교미술 성격의 한 면을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

를 기대한다.

명주지역 나말여초 불교조각의
고찰

굴산사지에는원래3구의비로자나불상이전해왔는데,

한 구는 머리를 잃은 채 마을 우물의 버팀돌로 사용되다

가 홍수에 떠내려갔다<사진 1>. 현재‘굴산사’라는 작은

암자에봉안되어있는두구의석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2, 3>은 모두 훼손이 심하여 얼굴의 상호(相好)를 알아보

기힘든데, 석재가동일하고형식도 유사하나불신(佛身)

의 비례와 세부 조각기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시기에제작되지않았을가능성이클것으로생각된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은 2구 가운데 큰 상<사진 2>은

02

01

사진 1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傳)(고려시대,  강릉 굴산사지 출토)

『祖堂集』卷17 溟州·山故通曉大師條에 따르면 梵日은 15세에 출가하여 수학하다가 문성왕 9년(831)에 入唐하여 馬祖道一의 문하인 監官齊安의 법을 받고 會昌 7년(847)

에 귀국한 후, 851년 溟州 도독 金公을 만나 오대산 山寺에서 禪門을 열고 진성여왕 3년에 입적할 때까지 40여 년간 문풍을 크게 떨쳤다. 사굴산파에 대해서는 崔炳憲,

1972, 「新 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硏究』7; 杜珍, 1986, 「新 下代 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谷 叢』17; 金興三, 1997, 「나말여초 사굴산문과 정치세력의

동향」『고문화』50; 同著, 2000, 「나말여초 사굴산문의 정토신앙과 화엄사상」『강원문화연구』18; 同著, 2001, 「나말여초 굴산문 신앙의 여러 모습」『역사와 현실』41; 同

著, 2002, 「나말여초굴산문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참조.

굴산사가 있는 굴산은 오대산의 동쪽 가지에 해당하며 오늘날의 강릉과 오대산 일대를 차지하는 溟州지방은 일찍이 진골귀족이었던 金周元이 정쟁에서 패배한 뒤 식솔을

이끌고 은거했던 곳이므로 중앙지역의 불교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김주원의 자손들은 侍中과 같은 고위 관직을 역임하여 중앙에서 활동하

으므로 명주는 수도 경주와 긴 히 연결되어 귀족적인 경주문화가 이식되어 성행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 『三國遺事』卷3 臺山五萬眞身條; 『三國遺事』卷2 紀 2 元聖大

王條; 『三國史記』卷10 新 本記 第10 元聖王條; 金貞淑, 1984, 「金周元世系의 成立과 그 變遷」『백산학보』28; 昌謙, 1997, 「新 '溟州郡王'考」『成大史林』12·13,

pp.35~58; 金昌謙, 1995, 「新 元聖王의卽位와金周元系의動向」『阜村申延澈敎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일월서각, pp.447~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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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66번지(창파동 절골)에서‘黑▨▨’·‘黑岩▨’·‘▨岩寺’의 명문기와편이 발견되었다. 신호웅·이상수, 1994,「溟州郡의 佛敎遺蹟」『溟州郡의 史와 文
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江原道·溟州郡, pp.164~167; 홍성익, 2010, 「나말려초 폐사지 사명 비정에 관한 연구」『신라사학보』19, p.184, p.202; 김흥삼, 2010, 「선종과
강원지역」『강원도사』권 3, pp.463~466 참조.

黃壽永, 1976, 『韓國 石遺文』, 一志社; 同著, 1999,『 石遺文 黃壽永全集4』, 혜안;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 末麗初金石文』上下, 혜안; 智冠, 1994, 『校勘譯註 代
高僧碑文』高麗篇1, 伽山文庫;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社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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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높이104cm, 무릎폭104cm의정삼각형신체비례를보

여주며 대의를 통견식(通肩式)으로 입었고 갸름한 얼굴

의 양감이 좋은 편이나 상 표면은 밋밋하게 평판적이다.

오른손의 검지를 왼손으로 쥔 역(逆)지권인의 수인을 결

하고 있다. 반면에 작은 상은 오른손의 검지를 왼손으로

쥔일반적인지권인(智拳印)을결했고, 크기79.5cm, 무릎

폭84cm로불신(佛身)에맞지않게무릎폭이넓은신체비

례이며, 불두가 길고 목이 움츠러든 자세이다. 이 상들의

조성시기는각각고려중기와그이후무렵으로추정되므

로이상들은굴산사의창건시기내지는나말여초기로볼

수 없는 상들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굴산사의 불당(佛

堂)에비로자나불상들이봉안되어있었다는사실을알려

준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을것으로생각되며나말여초

기에도비로자나불상들이굴산사불전(佛殿)의주존불로

봉안되어있었을것이라는추정을가능하게한다.@@

이밖에굴산선문과관련해서흥미로운자료는근래알

려진 흑암사지(黑岩寺址) 석불좌상이다<사진 4>. 흑암

사지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66번지에 위치하며 이

곳에서 1970년대에‘흑암사’라는 명문기와가 수습되어

이 절이 유서 깊은 사찰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

서 발견된 석불좌상은 현재 절터에서 2km 떨어진 청학

사(靑鶴寺)에 소장되어 있는데, 편단우견식(偏袒右肩式)

으로 대의(大衣)를 착의하고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서 항

마촉지인( 魔觸地印)의 수인을 결한 불상으로 현재 크

기는70cm 정도이다. 이불상은전체적으로심하게훼손

되어곳곳에시멘트로보수되었고어깨의넓이와불신의

크기로 볼 때, 불신과 접합되어 있는 지금의 두부는 이

불상의 머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얼굴 앞면의 조각

이안으로패어들어가있는것으로볼때안면이훼손되

어 추각(追刻)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전해오는 대좌<사

진 5>의 팔각중대석은 파괴되어 현재 일부만 남아 있는

데 중대석의 각 면에 여섯 구의 공양천인상이 새겨져 있

으며, 광배<사진6> 역시 훼손이 심하지만 주형(舟形) 광

배의 중앙 정상에 화불(化佛)이 고부조(高浮彫)되어 있

고 광배 하부의 좌우에 1구씩 화불이 새겨져 모두 3구의

화불이표현되어있다. 

흑암사지 석불좌상과 광배, 대좌부재는 그 조형적인

특징으로 볼 때, 고려중기 조각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굴산선문의 개창기와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흑암

사가 자적선사(慈寂禪師) 홍준(弘俊, 882~939)의 비문에

나오는“흑암선원”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굴산선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홍준은 출가를04

03

사진 2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고려시대,  높이 104cm, 강릉 굴산사지 출토) 사진 3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고려시대,  높이 79.5cm, 강릉 굴산사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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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동쪽으로 가다가 태령(太嶺)를 넘어“흑암선원”에

이르 다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던 진경대사 심희

(眞鏡大師 審希, 853~923)의 문하에서 출가하여 건부 6

년(879) 명주의 입양율사(入 律師)로부터 비구계를 받

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흑암사지는 굴산사로부터

4km 반경 안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굴산사와

접하게 연계된 사찰이었거나 산내 암자 을 것으로 추

정되므로 뒷날 봉림산문(鳳林山門)을 개창한 심희는 이

곳 흑암사에 잠시 머무는 동안 홍준을 만났던 것으로 해

석된다. 이처럼 여러 선승(禪僧)들이 굴산선문의 도량

(道場)에의탁할수있었다는사실에서당시선종불교계

에서 굴산선문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흑암사지

에서는‘□福寺’의명문기와가출토하여강릉신복사(神

福寺)의불사(佛事)를위해제작된기와가이곳에서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어 두 사찰 간의 관련성이 상정되며,

나아가 신복사와 굴산선문과의 연관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굴산선문 초창기의 불교미술은 앞에서

살펴본 굴산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들이나 흑암사지

석불좌상과같은고려중·후기의석조문화재보다는강

릉무진사지석탑부조, 보현사출토석조대좌부재(部材),

한송사지출토 석조보살좌상, 동해시 삼화사 철조비로자

나불좌상 등과 같은 나말여초기 유물들을 통해서 조금

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교조각들

의 일부는 매우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굴산선문의

06

05

사진 6 흑암사지 석조 광배(고려시대,  강원도 강릉 청학사)사진 5 흑암사지 석조대좌(고려시대,  강원도 강릉 청학사)

사진 4 흑암사지 석불좌상(고려시대,  강원도 강릉 청학사)

김흥삼, 2010, 「선종과강원지역」『강원도사』권 3, pp.463~466. 참조. 

심희는진성여왕 2년(888)에서효공왕 8년(904)까지설악산, 溟州의山寺, 김해의進禮城등지에서교화활동을폈다. 崔柄憲, 1975, 「 末麗初禪宗의社會的性格」『史學硏究』
25;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古代篇, 亞細亞文化社; 申昌秀, 2000, 「鳳林寺址發掘調査槪報」『考古歷史學志』1 6; 權悳永, 2002, 『韓國古代 石文綜合 引』, 학연문화사.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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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미술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지만, 당시 명

주지역의 가장 거대한 불교집단이었던 굴산선문이 명주

와 그 주변일대에서 차지했을 향력을 생각할 때, 현존

하는 이들 몇 유물들을 통해서 굴산선문의 불교미술을

유추하는것이어느정도는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1. 무진사지 석탑의 부조

명주지역의신라하대불교미술을살펴볼수있는자료

가운데하나로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의마당에있는무

진사지(無盡寺址)에서 옮겨온 석탑 부조가 있다. 1940년

대에절터에서발견된이들부조상은삼층석탑의1층탑

신부를 이루고 있던 사방불 가운데 하나 던 불좌상의

부조와 1층 기단 면석이라고 생각되는 사천왕상 부조가

전해오고있다<사진7, 8> 이가운데불좌상부조는사

방불의 하나로 허리가 긴 불신의 비례감, 작은 불두, 밝

게 미소 짓는 상호, 등(等)간격에 가까운 띠모양의 옷주

름에새겨진단엄한대의(大衣) 표현등에서신라하대불

교조각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양 손으로는 엄지와 검지

를 맞댄 설법인의 수인(手印)을 결하고 양 팔 위에는 마

치 소매와 같은 형태로 대의가 늘어져 있으며 불신의 뒤

에는 2중원의 광배가 받치고 있다. 이 불상의 전체적인

형식은 철원 도피안사(到彼岸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5)이나 봉화 축서사(鷲棲寺) 석조비로자불좌상(867

년)과유사하지만<사진9, 10>, 이상들에비해허리가긴

불신의 형태는 시대가 더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양식을

보여주는것으로생각된다. 

한편, 1층기단의면석에새겨진사천왕입상은기단에

07

이 사천왕상들이 1층 기단에 새겨져 있어 팔부중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도상에서 볼 때 사천왕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석탑은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새겨지고
1층 기단에 사천왕상과 범천, 제석천상이 새겨진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07

사진 9 到彼岸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통일신라 865년,  江原道 鐵原)사진 8 無盡寺址 석탑 부조 사천왕상(나말여초,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사진 7 無盡寺址 석탑 부조 불좌상(나말여초,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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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씩새겨져있어팔부중이라고생각되기도한다. 그러

나 팔부중은 양 현리와 화천리 삼층석탑의 팔부중상

<사진 11>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인 사천왕의 복식에서

보이는 팔소매가 짧은갈마의( 磨衣) 계통의 옷이 아닌

포의(袍衣)처럼 소매가 넓은 옷 위에 갑의(甲衣)를 입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사천왕

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진사지 석

탑의 사천왕상은 손에 보검을 들고 있는 사천왕으로서

필시동·남면의지국천왕과증장천왕을나타낸것이아

닐까 생각되는데 , 2구 모두 부드러운 상호와 갑의를

입은 신체가 인체비례에 가깝고 그 동작도 날렵하게 보

인다. 즉, 신라하대 석탑인 의성 관덕리, 양 현리, 양

화천리 삼층석탑의 사천왕 부조<사진 12, 13>에 비해 양

감면에서는 떨어지나 동적(動的)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는잘표현된상이라고판단된다. 이와같은현존예에서

볼 때, 무진사지 석탑은 1층 탑신에는 사방불이 그 아래

의 1층@ 기단에는 사천왕과 함께 천부상(범천·제석천)

이새겨져있었을것으로추측된다.09

08

寶塔을든북방多聞天王은서방廣目天王과한條가되어새겨졌을것이기때문이다. 

기단부에 사천왕상이 조각된 석탑은 예천 동본리 삼층석탑과 의덕 관덕리 삼층석탑이 있다. 후자의 경우 1층 탑신부에 보살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보살상보다 位階가 낮은
사천왕상은 기단부에 새긴 것이다. 따라서 1층 탑신부에 사방불이 새겨진 무진사지 삼층석탑의 경우도 기단부에 사천왕을 새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1층
탑신에사천왕을새겼는데, 그 예로는경주남산숭효곡삼층석탑, 국립경주박물관삼층석탑, 원원사지동삼층석탑등을꼽을수있다. 

09

08

사진 10 鷲棲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통일신라 867년,  慶 奉化)

사진 12 관덕리 삼층석탑 부조 사천왕상(통일신라,  경북 의성) 사진 13 화천리 삼층석탑 부조 사천왕상(나말여초,  경북 양)

사진 11 화천리 삼층석탑 부조 팔부중상(나말여초,  경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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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사지 석탑부조에 대해서는 같은 명주지역이었던

양양(襄陽)에 소재한 진전사지(陳田寺址)와 선림원지

(禪林院址)의석탑부조와의비교를통해서조금더살펴

볼 수 있을 듯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진전사는 염거

( 居)와 체징(體澄)으로 이어지는 가지산문(迦智山門)

의초조(初祖)로일컬어지는도의선사(道義禪師)가창건

하 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진전사지 삼층석탑의 1층

탑신네면에는사방불이새겨져있고, 1층기단의네면

에는 팔부중상이, 그 아래층 기단에는 천인상이 새겨져

있는데, 조성시기는대략9세기중·후반으로생각되며,

뛰어난 사실성과 절제된 균형감이 조화된 우수한 조각

이라고평가된다<사진14, 15>.

한편, 선림원지 삼층석탑은 앞의 진전사지 삼층석탑

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탑신부의 사방불은 표현

되지 않고 위층 기단에 팔부중만 새겨져 있는데 진전사

지 삼층석탑의 부조에 비해서 다소 평면적이고 경직된

형태를 보여준다<사진 16>. 이는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선림원지 삼층석탑의 조성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생각되며, 선림원지 석탑 팔부중상에서 보이는 두

부가작고허리가긴장신화된신체와띠모양의옷주름

이 층을 이루고 있는 표현은 무진사지 석탑 사방불상과

상통하는점이다.

무진사지석탑의부조는사방불이탑신에표현된점은

진전사지 삼층석탑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부에 사천왕이

배치된 점은 신라하대 석탑 부조 가운데 절충적인 형식

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건립 시기는 880∼90년대에서 10

세기 초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무진사

지 석탑이나 선림원지 석탑이 세워지고 부조가 제작된

시기는 범일(851∼889년)과 개청(854~930), 행적

(832~916)이 명주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할 것

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진전사지 석탑과 선림원지 석탑

과마찬가지로무진사지석탑은명주일대불교미술이중

앙지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알려주는

예가될것으로생각된다.

2. 보현사 석조대좌

사굴선문의 승려로 낭공대사 행적(朗空大師,

832~916)과함께통효대사범일의2대제자의하나인낭

원대사 개청(朗圓大師 開淸, 835∼930)은 나말여초의 전

환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그가 주석했던 명주 보현산 지

장선원은 사굴선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이다.13

12

11

10

襄陽이溟洲에속했던것은祖堂集에도의선사가명주에은거했다는기록외에도범일이唐의明州開國寺에서만났던한귀가없는스님의집이溟州界翼嶺縣으로여기
서‘익령’은‘양양’이므로당시양양이같은명주계에속했음을알수있다. 『三國遺事』卷3 塔像4 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김흥삼, 앞의 논문(1992), p.102 참조. 

도의선사는 唐에서 선종불교를 수학하고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한 뒤, 이곳에서 40여년간 수행하 다고 하는데, 이 절터에서는“陳田”이라는 在銘瓦가 출토되어 사찰명
을확실하게알수있었다. 鄭永鎬, 1967,「陳田寺址三層石塔과石造浮屠」『考古美術』83; 同著, 1969, 「襄陽 陳田寺址遺蹟調査」『 史敎育』11·12;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1989, 『陳田寺址發掘報告』참조. 

진전사지삼층석탑 1층 탑신부의사방불에대해서는 炯均, 1995, 「統一新 塔四方佛像의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참조.

강릉 성산면보광리산 544번지 소재.13

12

11

10

사진 14 진전사지 삼층석탑 탑신 사방불좌상
(통일신라,  강원도 양양)

사진 15 진전사지삼층석탑기단팔부중상
(통일신라,  강원도 양양)

사진 16 선림원지 삼층석탑 기단 팔부중상
(통일신라,  강원도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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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이 중국 유학은 물론 수도 경주와 김해 등지에서 왕

실귀족과 지방호족의 다양한 단월들의 후원을 받으며

폭 넓게 활동했던 것에 비해서 개청은 굴산사 주변을 떠

나지 않았고 그의 단월들도 주로 명주의 유력세력들로

제한된다. 

개청은 스승인 범일의 입적 후에 육두품인 명주의 알

찬 민규(閔規)의 후원으로 보현산사(普賢山寺)에 주석

하게 되는데, 그의 비문에는“초목을 베어내고 둔덕을

깎아평지를만들고통로를개설하 으며, 높게전탑(殿

塔)을 수축하는 한편 담장을 치고 대문을 크게 열어 회

상(會上)을 차리니, 문법대중(聞法大衆)이 구름처럼 모

여들어 바다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그가 보현산

지장선원을크게중창하 음을 알수있다. 그런데이

처럼 지장선원이 대대적으로 중창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절의 북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보현산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이산성은명주지역의고성(古城)으로

서 대공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 당시에 명주의 군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장선원은

이 지역 불교를 대표하는 사굴선문의 도량으로서 군부

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점

은 지명주군주사(知溟州軍州事) 왕순식(王荀息, 順式)

이개청의단월이었던사실과도연관이있을것이다.

현재 보현사에 남아있는 석조물은 개청의 부도와 탑

비외에도석조대좌의 일부가전해오고있다. 이가운데

석조대좌<사진 17>는 팔각 연화대좌의 하대 복련좌를

받치고 있던 팔각의 받침석으로 생각되는 대좌편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사자(獅子)형

태의동물이보인다. 이것은대좌위에봉안되어있던불

상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라와 고려초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첫번째는석남암사(石南巖寺) 석조비로자나불상

(766년경)의 경우에서처럼 대좌에 아무런 문양이 없는

형식이다. 두 번째로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

나불좌상(863년), 풍기 비로사 석조비로자불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처럼 팔각연화대좌의 중대

석각면에7구의사자가새겨져있는형식이다. 세번째

는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부석사 자인

17

16

15

14

智冠編, 1994,「高麗國溟州普賢山地藏禪院故國師 圓大師悟眞之塔碑」『校勘譯註 代高僧碑文』高麗篇 1, 伽山文化硏究院.

보현사와지장선원이라는사찰명에대해서는보현산의지장선원이山名과寺號가혼용되어사용된것으로이해되기도한다. 김흥삼, 앞의 논문(1992), p.83.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안에는 건물터로 보이는 평지가 곳곳에 있고 식수로 사용하 을 우물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신호웅·이상수, 1994,
「溟州郡의 關防遺蹟·陶窯址」『溟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博物館, p.245). 또한『世宗實 』卷153 地理志 江 大都護府에는 이 성안에 작은 개울이 다섯 곳이
있는데가물어도두곳은마르지않는다고기록하고있다. 김흥삼, 앞의 논문(1992), pp.125~126 참조.

개청은 일시적으로 보현사를 떠나 郡城에서 머물면서 軍州師 왕순식와 邑人들과 가까이 교유하 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청과 명주군 정부 사이의 긴 한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보현사의 불교미술이 바로 명주지역 불교미술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탑비가 세워진 940년에는 왕순식이 太匡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생각되나개청의생존기간에는아직왕건에게歸附하기이전이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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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석조비로자나불좌상(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7 보현사 석조대좌 部材(나말여초,  강원도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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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주 북지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2구(보물 제 220

호) 와 같이 팔각연화대좌의 하대복련좌를 받치고 있

는 팔각 받침석의 일곱 면에 사자를 새긴 형식이다<사

진 18>. 원주지역의 두부를 잃은 여러 구의 석조비로자

나불좌상의 대좌에도 예외 없이 하대 받침석에 사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필시 보현산사에서 조성된

석불좌상도 비로자나불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지장선원으로 불렸던 보현산사에 대해서 사굴

선문의 성격과 연관지어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이 절이

지장선원이었으므로 필시 지장보살의 조각이나 화상

(畵像)이봉안되어있었을가능성이크다. 

3.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명주지역의 나말여초 불교조각 가운데 조각적으로 수

준이 높은 작품은 한송사지(寒松寺址)에서 출토한 석조

보살좌상 2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보살

상 한 구는 국립춘천박물관에, 두부를 잃은 다른 한구는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있다<사진 19,

20>.@ 한송사는 강릉시에서 해안 쪽으로 조금 떨어진 현

재는 공군비행장이 들어선 강동면 남항진동(하시동리)

에 있던 절로 원래 이름은 문수사(文殊寺)인데, 주변에

신라시대 사선(四仙)이 놀았다는 차 유적지로 유명한 한

송정(寒松亭)이 있어 뒷날 한송사로 불리게 된 것 같

다. 이 절의 정확한 창건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곡(

穀)은 그의「동유기(東遊記)」에 문수사의 문수·보현석

상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라고 기록하 는데 , 현존

하는 보살상들이 바로 이곡이 말하는 문수와 보현상일

것으로생각된다.. 

두구의보살상은우리나라석조조각에흔히사용되는

화강암이 아닌 백대리석으로 제작되었는데 ,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립춘천박물관 보살상의 높은 원

23

2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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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당에봉안되어있는 3구의석불은부석사동쪽에동방사지에서옮겨왔다고한다. 2구의비로자나불상외에항마촉지인석불좌상의대좌하대석에도 7구의사자가새겨
져있는데, 이 상의 대좌윗면을보면군의자락이부채꼴로새겨져있으나불상의옷자락과연결되지않는것으로보아이석불좌상의대좌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진표에 의해 금강산과 명주지역 일대에 지장신앙이 전해진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李基白, 1986, 「眞表의 彌 信仰」『新 思想史硏究』, 一潮閣, p.272;
趙仁成, 앞의 논문, 1991, p.23; 김흥삼, 앞의 논문(1992), pp.85~86. 

이 보살상에 대해서는 崔聖銀, 1980, 「高麗初期 溟州地方 石造菩薩像에 대한 硏究」『佛敎美術』5; 권보경, 2006,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의 연구」『史林』25,
pp. 113~149.

『新增東國輿地勝覽』江 大都護府—佛宇條.

“人言文殊普賢二石像從地湧出者也東有四仙碑爲胡宗朝(且)所 唯 趺在耳”. 穀, 「東遊記」『東文選』71 記; 『稼亭集』5, 『 瀛誌』에는 문수사와 보현사가 일시에 창건되었
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임 지』가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져 ㆍ정조 때에 재편된 문헌이고 보현사의 원래 이름이 지장선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는어려우므로문수사창건연대의추정에는여전히문제가남는다. 

이 절터와그리멀지않은명주군江東面 谷里가대리석출토지역이라는점은참고할만하다. 대한지질학회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太白山地區地質圖』.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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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고려초기,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사진 19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고려초기,  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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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 보관이다.@ 보살상이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쓴 표

현은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 조각에서 간혹 나타나는

데, 그 이후에 초당·성당기의 불교미술에서는 거의 보

이지 않다가, 중ㆍ만당기에 들어와서 교도상의 향

으로 크게 유행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사진 21>. 따

라서 한송사지 보살상에서의 원통형 고관을 쓴 보살상

형식은 당시 새로운 도상의 전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한송사지 보살상<사진 19>의 세부

표현을 살펴보면, 이마에는 수정(水晶)을 박았던 커다란

백호구멍이 뚫려있고, 얼굴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이다. 얇고 정교하게 조각된 입술에는 붉은 채색을 했던

흔적이 있으며 턱에는 살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또

한 삼도(三道)가 굵게 새겨진 목에는 보상화문과 구슬로

장식된 두 줄의 목걸이를 걸었고, 여성의 신체처럼 풍만

한 몸과 둥근 어깨 위로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리고 있다. 상 전체에서 나타나는 세련되고 부드러운

면이 석굴암 감실의 미륵보살상과 유사하며, 두꺼운 천

의의 주름이 높낮이가 다른 띠 주름으로 표현된 것은 도

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사진 9>, 축서사 석

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사진10>의양소매의띠주름

에가까워서중대신라조각의풍만함과신라하대조각의

형식화된표현을함께보여주고있다.@ 

이보살상에서흥미로운부분은독특한형태의수인이

다. 이 수인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에서 유일하게 나타나

는수인으로오른손의검지를곧게뻗고, 남은네손가락

으로는연꽃을들었으며, 왼손도검지만을펴고있다. 이

처럼 양손의 검지를 곧게 뻗은 수인은 교의 수인 가운

데 기극인(期剋印) 혹은 침인(針印)으로 보이는데, 일체

의 악귀를 막고 항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이와같은 교수인을결하고원통형보관(寶冠)을

쓴 보살상 형식이 명주지역에서만 전하고 있는 사실은

이 지역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

한점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두부가없는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의보살좌상

<사진 20>은 오른팔을 잃어 오른손의 일부만 무릎 위에

올려져 있고, 왼손으로는 크고 둥근 보주(寶珠)를 감싸

쥐고있는데훼손이심하다. 쓰고있던보관의형태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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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조각 가운데 태안 마애삼존불상의 중앙보살입상에서 보이며, 신라하대 9세기 조각으로는 경주 狼山 출토 석조보살입상(국립경주박물관)과 같은
예가 전해온다. 前者는 중국 남북조 불교조각으로부터의 향으로 나타난 도상이라고 생각되며, 後者는 중·만당기의 교도상의 향이 반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밖에
한반도에서 전해졌다고 생각되고 있는 法隆寺 헌납보물 143호 금동삼존불입상의 좌우협시 보살입상, 長野 觀松院 금동반가사유보살상의 보관 등에서 보이고 있다.東京國
立博物館, 1987, 『特別展 銅佛- 中國ㆍ朝鮮ㆍ日本』, p.30의 도20, p.35의 도32, pp.102~103. 원통 고관형보살상에대해서는崔聖銀, 1997, 「唐末五代와 代의圓筒形
高冠菩薩像에대한一考察—高麗初期高冠形菩薩像과관련하여」『講座美術史』9 참조.

逸見梅榮, 1970, 『佛像の形式』, 東京: 東 出版, p.212, pp.215~216. 25

24

사진 21 은제도금보살좌상(唐 871년,  섬서성 부풍 法門寺) 사진 26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통일신라 859년,  전남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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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지만, 등과양어깨에각각세갈래의머리가닥이대

칭되게 조각되어 있고, 보관에서 늘어져 내려오는 두건

의 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국립춘천박물관 보살상과

같은형태의보관(寶冠)은아니었을것으로생각된다. 무

릎의폭은넓으며오른쪽무릎에는보림사철조비로자나

불좌상<859년, 사진 26>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865년, 사진9>과같은9세기후반의불상들에서처

럼 세 가닥의 옷주름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

어신라하대조각의요소를보인다는점에서흥미롭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과거 이들 한송사지의 두 보살상

의 중앙에 본존불이 있어 삼존을 이루었다고 하나, 오늘

날본존불은소재를알수없고남은두보살상이삼존불

의 좌우협시 다는 것은 이 상들의 좌세(坐勢)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보살상들은 다리를 편안하

게놓은이른바‘서상(舒相)’의자세로앉았는데, 국립춘

천박물관의 보살상은 오른쪽 다리를 안으로 하고 왼쪽

다리를 밖으로 두는 좌(左)서상이며 강릉시립박물관의

보살상은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하는 우(右)서상

이다. 좌세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 삼존불의 좌우

협시 음을짐작할수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송사지보살상들의명칭에

대해서는 문수와 보현보살상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는

한송사지에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의 대좌로 생각되

는 동물좌 형태의 석물이 있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수 있

을것이다. 이화강암제대좌는훼손이심하여형체를알

아보기 힘들지만 웅크린 형태의 사자좌(獅子座)와 상좌

(象座)로생각된다<사진22>.

보살상각각의존명(尊名)에대해서는국립춘천박물관

보살상의지물(持物)인연꽃이나강릉시립박물관보살상

이 들고 있는 보주(寶珠)는 대승불교 도상(圖像)에 나타

나는 여러 불보살들의 보편적인 지물이므로 지물만으로

어느상이문수이고보현보살인지판단하기는어렵다.

다만, 국립춘천박물관의 보살상이 침인을 결하고 있는

점과석굴암감실문수보살좌상<사진23>이결한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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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한송사지 석조대좌(사자좌,  象座 부분,  강원도 강릉) 사진 23 석굴암 감실 문수보살좌상(통일신라,  경북 경주)

필자가 1979년에 강릉시청 공보과의 문화계장인 박춘동씨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1940년대 초에 국립춘천박물관과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의 두 보살상은 본존으로
보이는조금큰불상의좌우에놓여있었으며그당시에도오죽헌시립박물관의보살상은머리부분을잃어버린상태 다고한다. 

이러한 서상은 석굴암 감실의 보살상들이나 탑과 부도의 기단에 흔히 조각되는 天人의 자세와 유사하다. 따라서 크기가 같은 두 보살상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 반대쪽의
다리를밖으로놓고각기반대쪽의손으로持物을들게된다. 文明大, 1979, 「韓國佛像의佛身姿勢에대한試 」『文化財』12, p.125. 

風鐸居士, 1913, 「江原道發見の白玉佛」『考古學雜誌』4·5, pp.277~279.@ 

북방불교의 교적 도상에서는 문수보살의 지물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無知의 구름을 쫓는다는 뜻을 지닌 무기와 경전을 들고 있는 경우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靑
蓮을 든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송사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은 어느 하나의 도상에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曼茶 등에 보이는 교적인 도상과 전통적인 도상을
절충시킨 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胎藏界曼茶 』中臺八 院과 文殊院의 문수·보현보살상의 이미지와 유사하면서도 지물이나 수인이 동일하지는 않다. 또한 감실
문수보살상은 지물 없이 침인의 수인만을 결하고 있다. 보현보살의 지물 역시 매우 다양하여 寶珠를 지물로 든 경우도 있으나 교도상에서는 삼고저, 오고저를 들기도
하고 팔이 많은 多臂의 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Alice Getty, 1962, The Gods of Northern Buddhism,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p.47, pp.110~113.
『大正新修大藏經』圖像部 1 文殊 普賢菩薩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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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검지와중지를뻗어변설(辨說)을나타내는수인을연

관지어본다면연꽃을들고침인을결한국립춘천박물관

보살상은문수보살로, 보주를든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의상은보현보살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존상의명칭

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더검토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이두보살상이좌우협시로서삼존상을이루었

다면, 그 구성을 석가불과 문수, 보현보살의 석가삼존으

로 보는 방법과 비로자나불과 문수, 보현보살의 삼존상

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선(禪)·교(敎)가 각기

자기위주로상대편을포섭하려하 던나말여초의상황

과 본존인 비로자나불을 제쳐놓고 아미타불을 주존불로

모셔왔던화엄종이신라하대9세기부터는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모셨던 점, 또 교적으로 볼 때에도 비로자나

불을 모시는 중기 교의 수용 이래 9세기 중반부터 마

하비로자나불이대거조성되기시작하는점 등을감안

해볼 때, 한송사지의 삼존불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는문수와보현의삼존상이아니었을까생각된다.

4.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동해 두타산에 위치한 삼화사(三和寺)에 대해서『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실린「석식 암기(釋息影菴記)」에는

“범일이터를닦고고려태조가후삼국통일후에크게중

창하 다”고기록되어있다. 지리적으로볼때, 이곳에

서해안로를따라북상하면명주로이어지고내륙로를따

라 태백 방향으로 남하하면 봉화, 주 등지로 이어지게

되므로삼화사는동부해안지역의교통로상에위치하고

있던 주요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절에는

삼층석탑1기와함께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전해온다.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24>이 처음 조사된

1967년 당시 이 불상은 하반신이 완전히 파손되어 전체

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했고 양 손도 잃은 상태 다.

그러나 1997년에 하반신과 양 손 등을 새로 만들어 지금

의 모습으로 보수되었다. 그런데 보수 과정에서 오른쪽

등판에 양각된 1행 17자씩 10행 161자로 이루어진 명문

이 발견되어 이 불상의 존명이‘노사나불’로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명문에는 신라하대의 화엄종 승려 결언

(決言)이언급되어있는데, 결언은최치원의사형인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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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기 후반에「三遍成佛 」으로 교선 일치를 주장했던 了悟禪師 順之에 따르면 內在의 를 깨닫는 방법은 實智에 의한 證理成佛과 萬 에 의한 滿成佛 등이 있어
여기서의 智는 文殊로, 은 普賢으로 理는 遮那로 대변된다. 즉 一佛二菩薩의 遮那는 理, 문수는 智, 보현은 을 말하는데, 이·지·행은 3인이 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버릴 수 없고, 또 일불이보살은 主伴이 없어서 무상한 본체에서는 차나가 主이며 智功의 見性에는 문수가 주이며, 福力의 萬 에서는 보현이 주가 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일불이보살이 1인이라는일원적선사상으로선교일치의사상을내포하고있다. 金杜珍, 1975, 「了悟禪師順之의禪思想」『 史學報』65, p.18. 

文明大, 1978, 「新 下代毘 舍那佛像彫刻의硏究(續)」『美術資料』22, p.32. 참조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현존 예로서 신라하대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法水寺의 비로자나삼존불상은 각각 사자와 코끼리에 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로
하는비로자나삼존불이다. 또한 佛國寺에도 9세기후반쯤에제작된듯한사자좌와코끼리좌가전해오고있어, 문수보살과보현보살을협시로하는비로자나삼존불상이신라
하대부터조성되기시작하여고려에들어와서도계속유행하 으리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文明大, 1969, 「法水寺摩訶毘 舍那三尊佛」『古文化』5·6, pp.38~44; 同著,
1971, 「佛國寺石造三尊佛臺座」『考古美術』109, pp.12~16. 참조

이 불상은명문에‘노사나불’로쓰여있으나명칭의혼란을피하기위해본고에서는‘비로자나불’로부르도록하겠다. 

동해시 삼화동산 172번지 소재. 『新增東國與地勝覽』三陟都護府佛宇條

1997년 석탑을 지금의 위치로 移建할 때, 1층 기단의 내부에서 목제함과 납석제 소형탑 25기, 청동제 대좌편 2개, 鐵片 6개가 발견되어 석탑의 건립과 사찰의 창건시기
추정을 위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다. 삼화사·동해시청·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000, 『삼화사 삼층석탑 실측조사 보고서』; 鄭永鎬, 1997, 「三和寺 鐵佛과 三層
石塔佛敎美術史的照明」『文化史學』8. 

秦弘燮, 1976, 「三和寺의塔像」『考古美術』129·130, pp.113~116. 

명문의 해석에대해서는다음논문들을참조. 黃壽永, 1997, 「三和寺 新 鐵佛坐像의 背刻銘記」『한국문화유산의위상제고』, 동해문화원, pp.19~24; 朴盛鍾, 1997, 「三和寺
鐵佛 銘文에 대하여」『文化史學』8; 金相鉉, 1999, 「三和寺鐵佛과 華嚴業 決言大大德」『文化史學』11·12·13-豪佛鄭永鎬敎授停年退任紀念 叢-; 金昌鎬·韓基汶, 1999,
「東海市三和寺鐵佛銘文의재검토」『講座美術史』12; 文明大, 2002, 「元曉系華嚴宗本尊佛問題와三和寺鐵 舍那佛像의硏究」『美術史學硏究』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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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삼화사철조노사나불좌상(좌)보수전(우)현재(나말여초, 강원도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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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賢俊)과 함께 헌강왕 10년(884)에 화엄사에서 화엄결사

를 주도하 고, 행적(832~916)이 굴산선문으로 오기 전

에 해인사에서 화엄을 공부하 다는 사실에서 해인사

와삼화사, 굴산사의상호관계를엿볼수있을듯하다.@

불상의 세부를 살펴보면, 머리는 나발로 표현되었고

동그란 얼굴에 눈이 옆으로 길게 새겨지고 오똑한 코와

단정한 입매의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상호를 보여준다.

분할주조기법(piece mold)에의해주조되었는데 , 삼도

아래의목선, 불신의중앙수직분할선, 상복부에수평의

분할선 등, 상의 전면(前面)에 분할선이 드러나고 있어

최대한분할선이감춰진신라하대의일부철불들과제작

기법면에서 다른 요소를 보인다. 양 손은 현재 시무외

인과 여원인으로 복원되었으며, 조사 당시 왼손은 완전

히 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었고 오른손은 수평으로 들

었음이 분명하나 손목 위치에서 부러져 없어진 상태

다. 그러므로 원래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던 불상

이라고생각된다.

대의깃의옷주름은도식화된띠모양의주름과동그랗

고 여성적인 불안(佛顔), 아담한 불신, 내의를 묶은 리본

형 매듭[결대(結帶)]이 보이는 점은 봉화 축서사 석조비

로자나불좌상<867년, 사진 10>과 같은 신라하대 9세기

후반 불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양쪽 겨드랑이에 V형

의주름이4-5개반복되어새겨진표현은경주골굴암(骨

窟庵) 마애불좌상<사진 25>에서와 같은 일부 신라하대

불상의 형식화된 표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식적인 면

에서 볼 때, 이 철불의 조성시기는 나말여초기라고 판단

되므로 범일 이래 행적, 개청의 활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적지않다.@ 

그런데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하대에서

고려초에이르는시기의비로자나불상들에서표현된지

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지 않은 비로자나불이라는 점

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삼화사가 창건되거나 혹은 중창

된시기인나말여초기는지권인비로자나불의도상이널

리 유행하던 때 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로

자나불이 화엄종 사찰의 주존이므로 교의 마하비로자

나불(大日如 )의 지권인을 표현하는 대신에, 시무외·

여원인의 수인으로 화엄종의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을

나타냈을가능성이있다는해석이제기되기도하 다.

특히, 당시 해인사와 같은 화엄종 사찰에서 예배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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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源植, 1988, 「新 下代의海印寺와華嚴宗」『韓國華嚴思想史硏究』, 민족사, pp.161~164. 

분할주조법(piece mold)은 흙으로 내형을 만들고 상을 조각한 뒤에 그 위에 다시 주물형 점토로 외형을 만들어서 분할해서 떼어내고, 내형을 깎아낸 뒤에 분할했다가
합범한 외형을 씌워서 주물을 붓는 방식이므로 외형을 분할한다고 해서 분할주조법이라고도 하고 내형(中子)을 깎아낸다고 해서‘削中子 주조법’,‘원상깎기 주조법’이라고
도부른다. 일반적으로 철불의제작기법으로알려져있으나실제로는 납주조법이널리쓰이기전의금동불상이나奈 東大寺대불과같은대형의금동불상들에서 분할
주조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佐藤昭夫·中村由信, 1980, 『日本の鐵佛』, 東京: 小學館, pp.75~82; 崔聖銀, 1995, 『철불』대원사, pp.13~17; 文明大, 2003, 『한국의
불상조각 2 統一新 佛敎彫刻史硏究(上)』, 예경, pp.142~143; 국립중앙박물관, 2012, 『남원지역의철불–실상사·선원사·대복사철불조사보고 -』, p.57 참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와 보존과학팀에서 실시한 정 계측과 조사를 통하여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의 주조기법이 밝혀졌는데, 안면이나 가슴같이 앞으로 드러나는 중
요한 부분은 분할하지 않고 머리의 발제선이나 삼도선, 대의 윤곽선을 따라서 분할함으로써 분할선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감추었고 틀을 고정한 못들 역시 눈에 띄지
않는곳에설치하는등, 세심한 주의를기울여주조한것으로확인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2), p.57, pp.106~108. 참조

지권인은원래 교의주존인마하비로자나의수인이며이를화엄의비로자나불에표현하 던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文明大, 1982, 「韓國 華嚴宗美術의展開」『韓國
華嚴思想硏究』, pp.323~332.(同著, 2003,「統一新 佛敎彫刻史 硏究」上『한국의 불상조각』2 , 예경, pp.157~165.에 재수록); 同著, 1994, 「毘 遮那佛의 造形과 그 佛身
觀의硏究」『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上, pp.476~502.(同著, 앞의 책, pp. 166~184.에 재수록) 참조

文明大, 2002, 「元曉系 華嚴宗 本尊佛 問題와 三和寺 鐵盧舍那佛像의 硏究」『미술사학연구』236, pp.69~96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에서는 보림사철조비로자나불을 비롯
한 신라하대의 비로자나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상계 화엄종과 이 향을 받은 선종계 사찰들에서 지권인 비로자나불을 봉안했던 것과 달리 삼화사 불상은 시무외·여원인
을결하고있는점을지적하여삼화사가원효계화엄종사찰이라면시무외·여원인의노사나불이원효계화엄종사원의주존불이었을가능성이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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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골굴암 마애불좌상(통일신라 9세기,  경북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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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처구회화엄경변상도」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화엄

경변상도」에보이는화엄종고유의비로자나불의도상을

따랐던것으로이해되기도한다. 당시로서는예외적인

도상이라고할수있어명주지역불교문화의성격을이해

하는데있어중요한자료로다루어야할것이다.

명주지역 나말여초 불교조각의
특징과굴산선문

앞에서 살펴본 명주지역의 나말여초 불교조각은 당시

번 하 던굴산선문의성격을이해하는데어느정도도

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먼저, 무진사지 석탑의 부조 사

방불과 사천왕상<사진 7, 8>은 진전사지나 선림원지 삼

층석탑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

되는 점은 탑 표면을 조각으로 장식한 부조탑이 수도 경

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역에서 유행하여 확산되었다

고 생각되므로 , 무진사지나 선림원지 삼층석탑의 건

립시기보다이른9세기중후반에이미진전사에수준높

은 부조탑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수도 경주와 명주

사이의 불교문화 교류 뿐 아니라 경주에 비해 뒤떨어지

지않은명주지역불교문화의수준을이해할수있다. 

다음으로 보현사(지장선원)의 대좌 받침석 각면에 새

겨진사자<사진17>는비로자나불좌상이조성되었던사

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지장선원이라는 굴산선문의

도량에서 화엄계의 도상인 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며, 범일은 물론 행적이나 개청이 먼저

화엄을수학하다가선종으로전향했던점과도관련이있

을것이다. 아울러가지산(迦智山)선문의장흥보림사철

조비로자나불좌상(859년, 사진26>과같이‘노사나불(비

로자나불)’을 조성하는 선종사찰의 불상봉안 전통이 굴

산선문에서도그대로행해지고있었음을보여준다.

또한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사진 24> 역시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상일 것이다. 이 불상

이 비로자나불상의 일반적인 수인(手印)인 지권인을 결

하지 않고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는 점은 당시 해

인사를 비롯한 여러 화엄종 사찰에서 모시고 있던 화엄

경변상도에 나타난 노사나불의 도상을 채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 불상의 명문에는‘노사나불’외에

도‘당래하생미륵존(當 下生彌 尊)’에 대한 언급이

있어 미륵하생신앙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점도 주

목된다. 이는 조성발원문에 통상 나타나는 미륵신앙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나말여초 태봉(고

려)의지배기에중앙지역에서성행했던미륵하생신앙이

이 지역까지 향을 미쳤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송사지출토의 대리석제 보살좌상<사진 19,

20>은 굴산선문의 국제적인 성격을 알려주는 불상이다.

대리석은 중당기(中唐期)에 수도 장안(長安)에서 불상

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당시 동(銅)의 사용이 제한

되면서 금동불의 화려함을 대신할만한 재료로써 대리

석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

라 석불조각에서는 대리석을 불상재료로 사용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송사지 보살좌상이 대리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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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대리석제보살좌상(中唐, 西安市동북교출토, 碑 搏物館)

崔聖銀, 2003, 「開泰寺石造三尊佛 像硏究 - 새로운 統一王朝高麗의出現과佛敎彫刻 -」『美術史論壇』16·17 참조

경주지역에는 昌林寺址 삼층석탑, 慶州 南山 숭효곡 삼층석탑, 國立慶州博物館 삼층석탑(2기), 遠願寺址 東삼층석탑, 皇龍寺 西寺址 삼층석탑, 慶州 南山洞 동·서 삼층
석탑 등다수의浮彫탑이전해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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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것은 당(唐)의 대리석 불상들<사진 27>을 보

고 돌아와서 같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욱이 한송사지 보살상의 수인과 원통형 고관, 서상의

좌세는 중·만당기에 유행했던 교계의 도상으로서

당에 유학했던 굴산선문의 승려들에 의해 새롭게 전래

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870년에 입당(入唐)하여 15

년간 유학(遊學)했던 행적은 의종(懿宗)황제의 배려로

장안의 보당사(寶堂寺) 공작왕원(孔雀王院)에 머물 고

황궁에도 초빙되었으며 오대산(五臺山) 화엄사(花嚴寺)

에서 문수보살상에 예배하고 멀리 사천(四川)까지 내려

가 성도(成都) 정중사(淨衆寺)의 무상대사(無相大師) 

당에 참배하 다. 따라서 그는 당시 장안에서 유행하고

있던 교미술의 여러 도상에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대산에서 기사(騎獅)문수보살상을 보았을 것이며, 정

중사(淨衆寺)[뒷날 만불사(萬佛寺)]에서 현실속의 인간

모습에 가까워서 살아 움직일 듯한 만당기 불교조각을

보고경탄을금치못했을것이다<사진28>. 한송사지보

살좌상은 사자좌 위에 앉은 문수보살상으로 교식의

원통형보관을쓰고, 세속적이라고할만큼인간적인조

형감을보이고있어, 만당불교미술의여러요소가복합

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살

상의 제작 배경에는 행적과 같이 당 불교문화에 정통한

인물이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굴산선문 승려들의 당 유학(遊學)과 관련하여 살펴볼

유물은 순천 송광사(松廣寺)에 전해오는 목조삼존불감

<사진 29>이다. 이 상은 전단목( 檀木)으로 만든 높이

14.5센티미터의 소형 불감(佛龕)으로 순례승들이 당에

서 선물로 받거나 구입해서 가져왔던 개폐식의 휴대용

불단(佛壇)이다. 불감을 열면, 중앙에 석가불상을 중

심으로 좌우에 기사문수상과 기상보현상이 협시하는

삼존불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불감의 문수보살상에서

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상과 같은 교적인 색채를 찾기

어렵지만, 적어도 만당기에 당을 여행했던 신라승려들

이 현지의 여러 사찰에서 배관(拜觀)했던 기사 문수보

살상의 형상을 살필 수 있다. 이 목조불감이 전해오는

송광사[修禪社]가 선종 계통상 굴산선문에 속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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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에 대해서는, 裵珍達, 2001, 「松廣寺 木彫三尊佛龕(國寶 第 42號)의 圖像과 編年」『松廣寺 普照國師 木彫三尊佛龕』, 松廣寺 聖寶博物館, pp. 45~70; 崔聖銀, 2008,
「목조삼존불감」『韓國의國寶회화/조각』,  pp. 344~349. 참조

會昌 5년(845)에 일본의 순례승 圓仁이 신라인 元佐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壇龕像(전단목으로 만든 불감)’2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圓仁 저·김문경 역, 2002, 『입당
구법순례행기』권 4, 서울: 중심, pp.4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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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석조보살상 두부(唐 9세기,  사천성 성도 萬佛寺址출토) 사진 29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  唐 9세기,  송광사성보박물관,  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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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에서 미루어 볼 때, 이 불상이 신라하대 이래 굴산

선문 승려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던 원불(願佛)일 가

능성도배제할수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나말려초기에 명주의 향권 안에 놓여 있

던오늘날의강릉, 오대산과동해시일대의나말여초불

교조각을 굴산선문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강릉 오죽

헌시립박물관의 무진사지 석탑부조는 석탑의 대부분을

잃고 면석 2개만 남은 상태이지만 밝은 상호를 보여주

는 단엄한 형태의 사방불상과 동적인 자세가 돋보이는

사천왕상을 통해 이 부조가 나말여초기의 우수한 조각

품임을 보여준다. 보현사 석조대좌편은 지금은 남아있

지 않은 나말여초기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이 보현사

에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송사지 석조보살좌

상은 굴산선문의 승려들이 당 유학을 통해 체험한 새로

운 불교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조각에서 유래가 없는 독특

한 도상의 보살상이 신라의 수도 경주나 고려의 수도

개경이 아닌 명주에서 전해온다는 사실은 굴산선문이

라는 배경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보살상들은 굴산선문의 국제적 성격을 말해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삼화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은 나말여초기에 크게 유행하던 철불이 명주지역에서

도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예로서 도상면에서 화엄경

변상도에서 보이는 시무외·여원인의 비로자나불 도상

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에서 크게 유행하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과 더불어 시무외·여원인의 화엄

계비로자나불상도상이이어져내려왔음을알수있다. 

이 에서 살펴본 불교조각품들을 통해서 굴산선문이

갖고 있던 불교문화의 국제성과 함께, 중앙지역에 비해

결코뒤지지않는수준과참신한시대성등을엿볼수있

었다. 앞으로 굴산사지 발굴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

되어굴산선문의불교미술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이루

어지고나아가나말여초불교조각연구의새로운지평이

열릴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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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星圭, 1984, 「고려후기수선사의결사운동」『韓國學報』36, pp.2~29; 강건기, 2010, 『보조국사지눌의생애와사상』, 불일출판사, pp.102~108.

이 불감은 보조국사의 願佛로 전해오고 있으나 고려시대 修禪寺結社를 일으켜 불교중흥에 힘썼던 보조국사 知訥(1158-1210년)과 목조불감의 제작시기와는 3세기 이상의
시간적인격차가벌어진다. 여기서의 보조국사가지눌이아닌九山禪門가운데迦智山派를이어寶林寺를창건한보조국사體澄(804-880년)이라고 보는견해도있다. 즉,
불감 삼존상이 당의 9세기 양식을보이고 있으므로 840년 무렵에 보조체징이 중국에서가져왔을 것이라는 說로서, 後代에 보조 지눌과보조체징을 혼동하여 松廣寺에서
전해온 까닭에 보조 지눌스님의 원불로 구전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Marylin M. Rhie, 1977, The Fokuang ssu: Literay Evidences and Buddhist Images, New York
& London: Garland Pub,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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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Buddhist sculptures of the Gulsan-sa School of Seon Buddhism,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priest Beomil(梵日) at Myeongju(溟州), present-day Gangneung(江 ) area, and prospered until the late Goryeo period.
There are very few surviving Buddhist images at Gulsan2 temple-site showing the Buddhist art when Beomil or his
disciples, Gaecheong(開淸) and Haengjeok( 寂), were active, except a set of huge stone pillars for temple-banners
and a stone monk stupa.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focus on pieces of artworks in Gangneung and nearby are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art of Gulsan-sa from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For example, the stone relief seated Buddha image, one of Four Buddhas of Four Directions, and a stone relief of
standing Guardian King both from the stone pagoda at Mujin temple-site(無盡寺址) can be compared with stupa reliefs
at the capital Gyeongju area in their high quality of carving. The stone octagonal base showing seven lions on each of
seven sides at Boheon-sa(普賢寺) demonstrates that it was made as a part of an octagonal lotus pedestal for a Vairocana
Buddha now lost. Since Boheon-sa was erected by Gaechung, a disciple of Beomil as a branch of Gulsan-sa, it is fair to
assume that the Vairocana image at Boheon-sa migh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Buddhist images at Gulsan-sa in
its style and iconography. 

The stone seated Bodhisattva from Hansong temple-site(寒松寺址) displays a benign face, exquisite necklace, and
exotic iconography in its hand gesture and high cylindrical crown. The stone seated Buddha at Cheonghak-sa(靑鶴寺),
brought from a temple-site where fragments of roof-tiles with the inscription of Heukam-sa(黑岩寺) were discovered,
displays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Heukam-sa seems to have been related to Gulsan-sa or have been one
of the branches of Gulsan-sa. Extant fragments of artworks at Myeongju implicate the high quality of Buddhist art of
Gulsan-sa in its iconography and style as well as unique features of Gulsan-sa Seon School.

Key Words_Gulsansa site, relief of Buddha and Four Guardin King of Mujinsa, Stone Seated Bodhisattva of Hansongsa, Fragment of

Octagonal Lotus Pedestal at Bohe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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