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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uddhist articles from various periods in the Vairochana Buddha statues, which are currently 
housed in the Haeinsa Temple’s Supreme Buddha Hall and Beopbojeon Hall. This research con-
centrates on the artifacts found inside the storage boxes, which was placed inside the Buddha 
statues in 1490. A total of 24 pieces of fabric articles found inside the Virochana Buddha in 
Beopbojeon and 213 pieces from the Supreme Buddha Hall were examined. The types of textiles 
are as follows: bast fiber, silk, cotton, and union cloth. Bast fiber consisted of ramie and hemp. 
For silk, tabby woven with plain weave, spun silk, and thin tabby were found. And twill damask 
made with twill, Sa and Ra with the leno weave, and satin damask made with the satin weave 
were also found. 

Also the two Jeogoris and three Jogakbos were found, the one Jeogori was made with Hwan. 
The Buddhist articles in the Vairochana Buddha of Haeinsa have been preserved well and its 
colors have remained virtually the same from the time of its original placement. Therefore these 
articles are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textile characteristics, weaving techniques, dying 
techniques as well as traditional colors. 

Key words: Hwan(환), Jogakbo(조각보), Joseon Dynasty(조선시대), the storage box(후령통), 
the Vairochana Buddha(비로자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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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불상이나 탑의 복장물(腹藏物)은 불교의 사상과

신앙생활이 함축된 유물들로 불교 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섬유류는 대

부분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직물의 고유색상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어서 당시의 섬유의 특성과 직조기법

뿐만 아니라 염색문화나 전통색상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납입(納入)연대가 분명한 경우

에는 직물의 편년 규정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되므

로 직물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경남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해인사(海印寺)는 법

보종찰(法寶宗刹)로서 불보사찰인 통도사,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삼대사찰로 꼽힌다. 해인

사에는 2구의 비로자나불상이 대적광전과 법보전에

각각 안치되어 있었는데 크기와 양식이 유사한 동형

쌍불(同形雙佛)로 알려져 있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내면에는 883년(헌강왕 9)에 완성하였다는 묵서가 적

혀있으나 대적광전의 불상에는 적혀있지 않아 조성연

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불상의 복장양상

은 거의 같아 복장의 발원문을 통해 1167년경과 1490

년에 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 해인사

에서는 1998년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을 개금하는 과

정에서 발견된 복장물을 학술발표회를 통해 일부 소

개하였으며 나머지 복장은 모두 재봉안되었다. 당시

발표된 섬유류 유물은 요선철릭과 답호 등2)으로 고려

시대의 복식과 직물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두 비로자나불상에 대한 전반적

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으며, 반야바라밀다심경, 대

불정다라니를 비롯하여 의복 등 다양한 종류의 복장

물들이 발견되었다.3) 이 유물들은 중요성이 인정되어

2012년 10월 30일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복

장유물은 보물 제1777호로, 대적광전의 불상과 복장유

물은 보물 제1779호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는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물 가

운데 새롭게 조사된 1490년에 납입된 섬유류 유물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아 조선 초기의 직물문화

의 한 단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물조사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당시 복장물은 박물

관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복장물의 납

입위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제공한 개봉할 당

시의 비디오자료를 참고하였다. 실물조사방법으로는

먼저 직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본 후

실체현미경(Leica EC3)을 사용하여 직물의 밀도․조

직․실의 굵기와 꼬임방향 등을 관찰, 실측하였다.

밀도와 실의 직경은 촬영한 이미지를 Image

Processing Software를 사용하여 수 회 측정하여 평

균값으로 산정하였다.

Ⅱ. 섬유류 복장물의 구성과 납입 양상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물 가운데에는 사리와 弘

治三年(1490)이라고 명시된 개금기를 비롯하여 저고

리, 직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섬유류는 법보전 비

로자나불에서 약 22건 24점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에서 약 71건 213점이 조사되었다.

해인사의 두 비로자나불 복장물은 양상이 비슷하

고 유사한 점이 많다. 불상의 복장물 가운데 가장 중

심이 되는 것은 후령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령통

의 외부 구성양상은 2구의 복장물이 동일하다. 불상

에 후령통을 납입할 때에 후령통의 주변에 직물뿐만

아니라 전적류도 함께 넣어 장엄한다. 법보전의 비로

자나불은 후령통의 주변에 ‘슈금’의 명문이 적힌 무

명(크기 51.5×32.5㎝)과 소색주(素色紬, 298.2×38㎝),

그리고 경사에는 모시, 위사에는 무명으로 직조한 소

색의 저면교직(苧棉交織, 58.1×32.1㎝)을 두어 충전역

할을 하도록 하였다.

후령통은 기다란 원통형의 합(盒) 형태이며 전체

높이는 33.8㎝, 입지름 14.9㎝으로 매우 크며, 윗부분

에는 높이 11㎝, 지름 3.2㎝의 기다란 후혈(喉穴)이

갖추어져있다. 후령통의 후혈에는 오색의 옷감으로

감싼 오색후혈장엄(五色喉穴藏嚴)으로 장식하여 전

체적으로 원통형을 이루고 있다. 이 위에 후령통의

둥근 형태와 크기에 맞춰 원통형으로 제작한 내황초

폭자(內黃綃幅子)로 싸고 후령통의 아래에 백색사

(白色紗)에 금니로 쓴 소보협다라니<그림 1-2>와 중

수원문<그림 3>을 안치하였다. 소보협다라니가 적힌

백색사(크기 10.6×66.3㎝)는 경사 2올마다 간격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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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보협다라니

- 필자촬영

<그림 2> 소보협다라니의 백색사 확대

- 필자촬영

<그림 3> 중수원문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21

<그림 4> 후령통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18

<그림 5> 내황초폭자

- 필자촬영

<그림 6> 후령통 외부 구성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39(필자편집)

어지는 일종의 변형평직으로 직조된 직물로 밀도는

㎝당 경․위사 36×35올이며 생사(生絲)로 제직하였

다. 조선에서는 1740년경에 이러한 유형의 직물이

‘사(紗)’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

었다. 파계사 관세음보살상의 복장유물인 옥색 도포

는 뒷길 등 부분 안쪽에 한지가 꿰매어져있는데 ‘건

륭5년(1740) 성상의 청사상의 한 벌을 복장하여 만

세유전을 빈다(乾隆五年康申十二月十一日 腹藏記 聖

上主甲戊生李氏靑紗上衣一領 萬歲流專干 杷溪寺者國

家願堂三殿誕日佛供處也)’라고 묵서가 적혀있다. 이

복장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상은 영조이며 왕의 도포

를 ‘청사상의(靑紗上衣)’로 표현하고 있다. 도포의 소

재는 가는 견사를 사용하여 경사 2올과 2올 사이가

벌어지게 제직하였는데, 밀도는 ㎝당 경․위사 32×34

올이며 두께는 0.11㎜로4) 소보협다라니의 백색사와

거의 유사하다.

중수원문은 1490년(성종 21) 5월에 학조(學祖)가

택한 내용을 55.0×69.3㎝ 크기의 청색주(靑色紬)에

주서로 필사하였는데, 1448년부터 1490년까지 해인사

의 여러 전각을 중수하고 주불과 문수보현을 보수․

개금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위에 정사각형의

외황초폭자(外黃綃幅子, 84.7×83.5㎝)로 싼 후 황색실

로 묶고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주서로 적은 한지로

봉인하였다.<그림 4>5)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후령통은 지금까지 알려진

후령통 중에서는 가장 크며, 내황초폭자<그림 5>와

같은 원통형의 황초폭자도 처음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림 6>은 후령통의 외부 구성 상태를 나타낸 것으

로 2구의 구성양상은 동일하다. 각 비로자나불별로

납입된 후령통의 복장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복장물
법보전 비로자나불 후령통 후혈의 외부에 장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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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오색후혈장엄은 조사 당시 이미 해체가 되어

있었으나 해체하지 않은 대적광전의 것<그림 7>6)과

해체당시의 동영상 자료로 납입 당시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색후혈장엄은 5색의 직물로 감았는

데, 겉에서부터 초록→홍색→황색→남색→백색의 순

서로 감겨있었다. 가장 바깥에는 초록연화문사<그림

8>가 감겨있는데 가운데에는 붉은색 실로 묶여있었

다. 초록연화문사(草綠蓮花紋紗)는 이경교라(二經絞

羅)로 바닥을 짜고 평직으로 무늬를 제직하였는데

활짝 핀 두 가지 형태의 연꽃이 여백이 거의 없이

빽빽하게 원형의 넝쿨에 이어지며 배열되어 있으며,

단위무늬의 크기는 16×26㎝이다. 초록연화문사 다음

에는 초록면주(草綠綿紬)와 초록주(草綠紬), 홍색주

(紅色紬) 2점과 적색저포(赤色苧布)와 황색저포(黃

色苧布), 남색무문사(藍色無紋紗), 백색저포와 소색

주 3점, 초록운문사의 순서로 감겨있었다. 홍색주 두

점과 적색저포의 한쪽에는 비스듬하게 가위로 조금

씩 잘라놓은 흔적이 있다. 초록면주는 방적견사(紡績

絹絲)로 만든 평직의 견직물이다. 방적견사는 제사과

정에서 생기는 고치실 부스러기나 불량고치 등의 부

잠사(副蠶絲)를 사용하여 만든 솜 형태의 진면(眞

綿)을 방적해서 실로 만든 것을 말하며, 견방사(絹紡

絲) 혹은 수방사(手紡絲)라고도 한다. 방적견사는 제

사과정에서 실에 꼬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의 면주에 사용된 면사(綿絲)는 Z방

향으로 꼬임을 준 것이 많다. 해인사 복장직물 가운

데 면주는 모두 Z방향으로 꼬임을 준 실로 제직되었

는데,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명주나 견에 비해 비교적

두꺼우며 거친 느낌이 든다. 초록면주도 Z꼬임의 좌

연사를 사용하였는데 실의 직경은 약 0.15~0.30㎜로

차이가 많이 나며, 밀도는 27×29올/㎠이다.<그림 9>

후령통의 내부에는 다양한 복장물들이 납입되어

있는데 <그림 10>7)은 법보전 후령통의 내․외부 구

성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후령통 내부의 가장 아

래 밑바닥에는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皇命弘治

三年庚戌海印寺記)가 있으며 그 위에 저고리로 감싼

오보병, 무공성주, 사리호를 싼 보자기, 초록주를 싼

보자기가 놓여있고 맨 위에 양면원경(兩面圓鏡)으로

덮었다.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그림 11>8)는 황색주

(黃色紬, 크기 34.8×30.3㎝)에 1490년에 정희왕후(貞

熹王后)의 유지를 받은 인수(仁粹)․인혜(仁惠) 왕

대비가 학조스님에게 명하여 해인사의 중수, 불상 개

금․수보에 관여한 내용이 묵서로 적혀있다.

해인사기의 위에는 청색주로 둘레를 싸고 가운데

에 황색주로 묶은 저고리가 안치되었는데 청색주의

한쪽에는 ‘효민’, 그리고 황색주의 한쪽에는 ‘종보기

반그미’의 명문이 적혀있다. 저고리는 소색주(素色

紬)로 지었는데, 넓은 목판깃과 수구 쪽으로 소매가

좁아지며 ㄱ자형의 무가 달려있고 도련은 둥글다. 저

고리의 뒤 중심선 아래에는 ‘현시갯동현증복슈 病厄

災厄쇼뎨 生生셰셰극락셰계 친견미라슈리작불之원’의

주서가 적혀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81㎝, 화장 96.5㎝,

품 65㎝, 고대 15.4㎝, 깃나비 9.7㎝, 진동 31㎝, 옆트

임 31.5㎝이다. 저고리의 소재인 소색주는 0.30~0.40

㎜까지 차이가 나는 견사로 직조하였는데 밀도는 ㎝

당 경․위사 약 20올 정도로 치밀하지 않다.<그림 1

29)-15>

저고리의 안에는 청색주(靑色紬), 사면교직(絲棉

交織), 소색주(素色紬), 소색의 저포(苧布)와 마포

(麻布)의 7점이 길게 접혀있었다. 저고리를 들어내면

안에는 오색사로 감긴 오보병이 안치되어 있다. <그

림 16>10)은 후령통 안에 들어있던 오보병의 상태인

데, 오보병을 가운데에 두고 저고리→청색주→황색주

의 순서로 감겨있다.

오보병은 다섯 방위에 맞는 색상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동쪽에 해당하는 방형청색보병은 안을 청색

연화만초문단(靑色蓮花蔓草紋緞)으로 하고 겉을 청

색주로 하였으며 동쪽을 상징하는 범자 암(暗)자가

적혀있다. 청색연화만초문단<그림 17>은 5매수자직으

로 직조되었는데 경사의 직경은 0.17㎜이며 좌연사이

고 위사는 꼬임이 거의 없으며 직경은 0.23㎜이다.

직물의 밀도는 109×36올/㎠이며, 무늬는 측면형과 정

면형의 두 가지 형태의 연꽃이 넝쿨로 이어지고 있

고 단위무늬의 크기는 7.5×11.5㎝이다.

남쪽을 상징하는 삼각적색보병에는 안을 화문단으

로 하고 겉은 홍색주로 하였으며, 남(南)의 상징인

범자 람(囕)자를 썼다. 적색화문단<그림 18>은 5매수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 섬유류 유물에 관한 고찰

- 145 -

방위 동(東) 남(南) 서(西) 북(北) 중앙(中央)

색상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

구성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p. 34-36

내부

구성

6묶음의 직물-필자편집 문단 묶음의 오방색직물-필자촬영

<표 1> 오보병의 구성

자직으로 직조되었는데 실의 직경은 0.11×0.20㎜이며

모두 좌연사이고, 밀도는 95×44올/㎠이다. 연꽃을 추

상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넝쿨로 이어지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무늬의 크기는 7.5×10.6㎝

이다.

서쪽의 원형백색보병은 안은 백색운문단, 겉은 백

색주로 하였으며 서쪽을 상징하는 범자 밤(鑁)을 적

었다. 북쪽을 상징하는 반월형흑색보병은 안은 흑색

운문단으로 했으며 범자 함(唅)을 적었다.<그림 19>

백색운문단과 흑색운문단은 동일한 직물로 색상만

다른데 커다란 구름머리에 卍형태의 꼬리가 달린 단

독 운문으로 단위무늬는 15×23㎝ 크기이다. 5매수자

직으로 직조하였으며 실의 직경은 0.13×0.26㎜이고

경사는 좌연사이나 위사에는 꼬임이 거의 없다. 직물

의 밀도는 98×31올/㎠이다.

중앙을 상징하는 원형황색보병은 황색연화만초문

단과 황색주로 만들고 범자 캄(坎)을 적었는데 황색

연화만초문단은 동쪽의 청색연화만초문단과 동일한

직물이나 색상만 다르다. 오보병의 안에는 곡식, 향

등과 함께 약 10×10㎝ 정도의 직물묶음이 6매가 있

는데 직물의 종류별로 문사(紋紗), 모시(苧布), 초

(綃), 주(紬), 무명(綿布), 문단(紋緞)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묶음은 오방색의 동일 직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황→흑→백→적→청의 순서로

놓여있고 가운데에는 노란색 실로 크게 홈질이 되어

있다. 문사 묶음은 황색화보문사, 남색연화문사, 홍색

운문사, 청색무문사와 3경교라의 바닥에 평직으로 무

늬가 시문된 백색화문라(白色花紋羅)로 구성되어 있

다. 문단 묶음은 백색과 흑색은 운문단, 황색과 청색

은 연화만초문단, 그리고 홍색은 화문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오보병은 모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안에는 무늬가

있는 직물이 사용된 반면 바깥 부분은 무늬가 없는

명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자기에 물건을 쌀 때에

는 아름답고 화려한 쪽을 겉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 이외에 아름답게 보이는 장식적인 기

능까지 한다. 그러나 법보전의 오보병은 안쪽을 더

화려하고 값비싼 직물로 하였는데 이것은 안에 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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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색후혈장엄이

있는 대적광전의 후령통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27

<그림 8> 초록연화문사

- 필자촬영

<그림 9> 초록면주의 확대

- 필자촬영

<그림 10> 후령통 내부도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39

<그림 11>

황명홍치삼년경술해인사기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113

<그림 12> 저고리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84

<그림 13> 저고리의 명문

- 필자촬영

<그림 14> 소색주 확대

- 필자촬영

<그림 15> 저고리의 제도

- 필자도안제작

<그림 16> 오보병을 감고 있는

저고리와 청색주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190(필자편집)

<그림 17> 청색연화만초문단

- 필자촬영

<그림 18> 적색화문단

- 필자촬영

<그림 19> 흑색운문단

- 필자촬영

<그림 20> 사리호 보자기

- 필자촬영

<그림 21> 대적광전의 사리호

납입상태

-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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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초록운문사 조각보

- 필자촬영

<그림 23> 초록운문사

조각보의 구성

- 필자도안제작

<그림 24> 자색 홑보자기

- 필자촬영

<그림 25> 문사조각보

- 필자촬영

<그림 26> 문사조각보의 구성

- 필자도안제작

<그림 27> 초록주의 명문

- 필자촬영

<그림 28> 무문라조각보

- 필자촬영

<그림 29> 무문라조각보의

확대

- 필자촬영

지는 물건의 소중함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

되어진다.

오보병의 위에는 두 개의 보자기로 싼 꾸러미가

있다. 첫째, 사리호를 싼 보자기 꾸러미이다. 높이 2.9

㎝, 지름 2.2㎝의 작은 사리호는 황색주로 만든 지름

약 10㎝의 원형으로 재단한 둥근 보자기<그림 20>에

싸여 황색실로 묶여있었다. 조사 당시는 이미 해체

분리되어 있었으나 대적광전의 것<그림 21>은 해체

하지 않아 납입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위에 겹보자기① 로 싸고 홍색견사로 묶었는데, 겹보

자기의 겉은 초록운문사 24조각을 이어 만든 조각보

<그림 22-23>이며, 안은 홍색화문단으로 하였다. 초

록운문사는 2경교라의 바닥조직에 평직으로 무늬가

제직되었는데 얇고 투공율이 높은 직물이기 때문에

뒤의 홍색이 은은하게 비쳐 은근한 멋을 풍기고 있

다. 초록운문사 조각보는 다시 자색 홑보자기

(35.9×34㎝)<그림 24>로 싸고 그 위에 겹보자기②로

또 한 번 쌌다. 겹보자기②의 겉은 홍색주이며 안은

일곱색의 문사(紋紗)로 지은 조각보이다. 조각보의

전체 크기는 32.8×32.5㎝이며 8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9조각은 운문사(雲紋紗)이며 2조각만 화문

사(花紋紗)로 되어 있다.<그림 25-26> 원색에 가까운

색으로 구성되어 선명한 오방색의 조화를 이루는 매

우 아름다운 보자기이다.

오보병 위에 놓인 두 번째 꾸러미는 초록주(草綠

紬)를 싼 것이다. 초록주는 106.2×30㎝의 크기이며

한쪽에는 ‘남슈이 니시 노시 남흔’의 명문이 적혀있

는데<그림 27> 작게 접고 홍색실로 묶었다. 초록주는

자색 홑보자기(34.6×36.2㎝)로 싸고 홍색사로 묶은

후 다시 겹보자기③으로 쌌다. 겹보자기의 전체 크기

는 35×34.5㎝ 이며 겉은 백, 남, 홍, 청, 초록, 황, 담

홍의 일곱 색상의 무문라(無紋羅)를 사용하여 81조

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28-29> 보자기의 안은

연두색 문단(紋緞)으로 되어 있다. 해인사 복장 보자

기의 대부분은 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소박한 부분

이 겉으로 오게 하였으나 초록주를 싼 보자기만 겉

을 화려한 조각보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후령통 내부에 복장물을 납입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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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인사 수국사

형태

시기 1490 미상

크기 지름 8.6㎝, 길이 11.5㎝ 지름 1.2㎝, 길이 2.2㎝

직물순서 초록, 홍, 황, 흑, 백 흑, 백, 홍, 초록, 황

복장위치 후령통 외부 후혈부분 후령통 내부

<표 2> 오색장엄의 비교

위에 양면원경으로 덮은 후 후령통의 뚜껑으로 덮어

장엄하였다.

2.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복장물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적광전의 복장물은 법보전의

것과 구성과 양상이 유사하다. 후령통 외부의 복장물

의 종류와 납입순서는 동일하나 후령통 뚜껑의 후혈에

감긴 오색후혈장엄은 개봉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관으로 보이는 구조와 해체한 법보

전의 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후령통의 오색후혈장엄은 직물은 안에서부터 백색

→남색→황색→홍색→초록색의 순서로 감고 가운데에

는 홍색사로 묶었다. 가장 바깥부분의 초록색의 직물

은 커다란 사합여의형태의 구름머리가 있는 운문사

(雲紋紗)이다.<그림 7-8> 불상조성의 의식에 관한 경

전인 조상경의 후령통 안을 안립하는 순서에는 “오
보병 입구에 매달아 놓은 오색사를 합하여 통 뚜껑에

서 뽑아 나오게 하여 후령을 오뚝하게 솟게 한 후에,

통 뚜껑을 덮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11) 실제로 많

은 불복장에는 이와 같이 오보병이 후령통의 안에 안

립되며 오색사가 뚜껑의 뾰족한 부분을 통해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 후령통

의 오색후혈장엄과 같이 후령통의 후혈에 직물이 감

겨 있는 방법은 아직 조사된 예가 없다. 그런데 수국

사의 아미타불 복장물 가운데 오색직물이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것이 있다.12) 길이 2.2㎝, 나비 1.2㎝인 작

은 원통형의 직물로 안에서부터 황색→초록→홍색→

흰색→흑색의 순서로 감겨있으며 후령통 내부에 안립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직물과 해인사의 오색후

혈장엄은 직물이 감긴 순서가 다르며 안립위치도 다

르지만 형태면에서 유사하게 보인다. 수국사 아미타

불상은 1239년 조성된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복장물은

대부분 1562년 개금중수 때 납입된 것이나 일부 일제

강점기 시기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13)

후령통 내부는 법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면 양원면경이 복장물을 덮고 있었다. 후령통 내부

바닥에는 소색주에 싸인 황명홍치경술해인사기와 소

보협다라니가 있고 그 위에 오보병이 안치되어 있다.

오보병은 법보전과 안치된 양상이 비슷한데 둘레에

저고리를 접어 돌리고 가장자리에 자색주로 싼 후

가운데에 황색주를 접어 묶어 고정시켰다. 법보전의

저고리는 청색주로 둘레를 싼 반면 대적광전의 저고

리는 자색주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접혀있는 저고리의 가운데에는 여러 점의 직물들

이 길게 접혀있는데 황색화문라(黃色花紋羅), 청초홍

서 중수발원문과 동일한 청색주, 소색면주(素色綿紬),

소색주(素色紬), 소색저포(素色苧布), 사면교직(絲棉

交織) 등이 있다.<그림 30>14) 황색화문라는 3올의 경

사가 위사와 교차하는 3경교라(三經絞羅)의 바닥에

연꽃과 넝쿨로 이어지도록 무늬를 시문하였다. 실의

직경은 0.15×0.31㎜, 밀도는 39×28올/㎠이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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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저고리 안에

들어있던 직물들

- 해인사 법보전․대적광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p. 71

<그림 31> 황색화문라

- 필자촬영

<그림 32> 황색화문라의 확대

- 필자촬영

<그림 33> 소색면주의 확대

- 필자촬영

<그림 34> 저고리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p. 85

<그림 35> 저고리의 제도

- 필자도안제작

<그림 36> 저고리의 명문

- 필자촬영

<그림 37> 환의 확대

- 필자촬영

<그림 38> 오색사에 감겨있는

오보병

- 필자촬영

<그림 39> 초록운문사

- 필자촬영

<그림 40> 녹황색운문단

- 필자촬영

31-32>

저고리는 정련이 잘된 소색의 견으로 만든 홑적삼

으로, 깃은 넓은 목판깃이고 여밈이 깊은 저고리이다.

화장 91.1㎝, 뒷길이 79㎝, 뒤품 71㎝, 진동 34㎝, 수

구 24.5㎝로 소매는 수구 쪽으로 약간 좁아지는 형태

이며 진동 아래에는 약 32㎝ 정도의 트임이 있다. 무

는 없으며 2×23.5㎝의 작은 고름이 달려있다. 저고리

의 오른쪽 길 아래에는 “文氏加旕紈奉爲 先亡父母迬

生極樂悟無生忍扦亦己身夫妻幷諸子孫灾殃 永殄家宅

昌盛無灾無障福壽延長共享多福”의 묵서가 적혀있는

데, 이 명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문씨의 환

(紈)을 다음의 발원을 위하여 올립니다. 앞서 돌아가

신 부모님이 극락에 왕생하여 무생무멸법인천을 깨

닫게 해주시고, 또 저 자신의 부부와 아울러 모든 자

손들에게 재앙이 영원히 끊어지게 하며, 집안이 창성

하며, 재앙도 없고 장애도 없으며, 복과 장수를 연장

하여 함께 다복을 누리게 해주시고...”15) 여기에서 언

급하는 ‘환(紈)’은 저고리를 지은 소재, 즉 저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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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 소재의 직조에 사용

된 실의 직경은 경․위사 0.25×0.49㎜ 정도로 경사에

비해 위사가 2배 정도 굵으며 밀도는 ㎝당 23×17올

정도로 치밀하지 않으나 일반 견(絹)이나 주(紬)에

비해 매우 부드러운 직물이다.<그림 31-34> 문헌에

의하면 ‘환’은 고려시대에는 거란으로부터 선물로 받

았다는 기록이 있으며16), 조선시대에는 옷뿐만 아니

라 그림을 그리는 화견(畵絹)17), 부채의 제작에도 쓰

였다. 태종 18년(1418)에 각 품에 따라 부채를 상정

하는데 1,2품은 분홍환원선(粉紅紈圓扇), 3,4품은 남

저원선(藍苧圓扇), 5,6품은 학령선(鶴翎扇), 참외(參

外)는 백접선(白摺扇)으로 상정한 것18)과 세종이

142년에 흥녕 부원군 안경공의 제문에 “오직 경은 3

공(公)의 빛나는 가문이요, 육예(六藝)의 명문이라,

대대로 기구(箕裘)의 바탕을 따르고 조금도 환기(紈

綺)의 기습(氣習)이 없었다.”19)라고 적은 것으로 보

아 당시 환은 상위계층에서 사용하던 고급직물이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대적광전의 저고리는 조

선시대 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자

료라고 할 수 있다.<그림 3420)-37>

대적광전의 오보병은 해체하지 않고 오색사에 감

긴 채로 있으나 법보전의 것과 직물의 소재와 색상

이 같으므로 각 방위에 따른 복장물의 구성 또한 동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8> 오보병의 위에는 무

공심주, 은제팔엽연봉, 사리호를 싼 자색보꾸러미와

청색주를 싼 청색보꾸러미가 놓여있었다. 사리호는

법보전의 것과 같이 원형의 황색주 보자기에 싸여

황색사로 위를 묶었다. 그리고 겹보자기로 쌌는데 겉

은 초록운문사<그림 39>이며, 안은 녹황색운문단<그

림 40, 표 4>으로 지었다. 초록운문사는 2경교라의

바닥에 평직으로 무늬를 시문하였는데, 사합여의형의

큰 구름머리에 卍자 형태의 꼬리가 달려있는 단독운

문으로 단위무늬의 크기는 20×16㎝의 큰 무늬의 직

물이다. 녹황색운문단은 5매수자직으로 직조되었는데

구름꼬리의 한쪽이 사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단독운

문으로 단위무늬의 크기는 8×14㎝이다. 이 겹보자기

로 싼 사리호는 다시 58×34.5㎝ 크기의 직사각형의

자색보(紫色褓)에 싼 후 홍색실을 사용하여 ‘十’의

형태로 묶었다. 청색주는 너비 10㎝ 길이 384.2㎝의

직사각형으로 작게 접어 56.8×22.4㎝ 크기의 청색주

에 싸고 그 위에 홍색실로 ‘十’ 형태로 묶었다.

Ⅲ. 섬유류 복장물의 특성
1. 구성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섬유류

유물들은 1490년에 납입된 조선 초기의 유물들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1400년대 조선 초기의 복장물은 통

도사 아미타삼존불의 직물편 6점과 실뭉치(1450)21),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30여점의 직물편(145

8)22), 상원사의 상의(1463)23)만이 현전하고 있어 해

인사의 복장유물들은 희귀한 유물들이다. 또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서 마치 금방 제작된 것 같은 색감

과 직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불복장 유물 가운데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납입된

유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조선 전기의 불복장 양식뿐

만 아니라 직물과 복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

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닌다. 해인사 섬유류 불복장

물의 구성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자기의 사용방법이다. 보자기는 물품을 보

관, 이동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

만 물건을 포장하는 장식적인 효과를 의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인사 복장물에서는 겹보자기인 경우

대체로 화려한 부분을 안으로 사용하고 소박한 부분

을 겉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보자기의 사용

의미에 대한 문헌자료가 없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된 예가 조사된 바가 없어 단언할 수는 없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는 보자기 안에 넣는

물품의 소중함이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법보전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이다. 조

각보는 우리나라의 규방문화를 대표하는 전통공예품

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각보가 지닌 뛰어난 조형미와

아름다움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3점의 조각보

가운데 1점은 초록운문사 한 종류를 24조각으로 구

성하여 만들었는데 반대쪽의 홍색이 은은하게 비춰

초록운문사의 구름무늬와 이은 부분이 선명하게 드

러나는 아름다운 보자기이다. 2점은 81조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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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모시(44)

문사(35)

무명(27)

단직물(27)

라직물(17)
견(6) 면주(3) 사면교직(3) 환(1) 삼베(1)

<표 3> 복장직물의 종류

운문

녹황색운문단

(단위무늬: 8×14㎝)

- 필자도안제작

운문단

(단위무늬: 15×23㎝)

- 필자도안제작

<표 4> 문양의 특성

된 보자기인데 원색에 가까운 선명한 오방색을 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색을 배치하여 매우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조각보이다. 현재까지 조

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조각보는 1415년 불상 조성

시에 납입되었던 내소사의 조각보24)가 있는데 이 보

자기와 더불어 해인사의 조각보는 1400년대 조각보

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며, 우리나

라 조각보의 역사가 6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해 주고 있다.

2. 복장 직물의 종류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복장물 가운데 섬유류는 법

보전 비로자나불에서 약 22건 24점과 대적광전에서

약 71건 213점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실을 제외한

직물류는 약 237점 정도이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주(紬)가 49점, 모시(苧布) 44점, 문사(紋紗) 35점,

무명(棉布) 27점, 단(緞) 27점, 라(羅) 17점, 견(絹)

6점, 면주(綿紬) 3점, 교직(交織) 3점, 환(紈) 1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직은 사면교직(絲棉交織)이

2점 저면교직(苧棉交織)이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인사 복장직물은 평직의 주와 모시, 무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문직물과 같은 고급직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 초기 고급직물

로 여겨졌던 ‘환’이 규명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문양의 특성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직물 가운데 문직물의 경

우 무늬의 종류는 크게 운문(雲紋)과 화문(花紋)으

로 구분된다. 첫째, 운문은 구름만으로 구성된 단위

무늬의 크기가 큰 단독운문이 주를 이룬다. 조각보와

같이 단위무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머리에 卍의 형태의 꼬

리가 달려있는데, 대적광전의 사리호 보자기의 안에

사용된 녹황색운문단<그림 40>은 꼬리가 상하로 이

어지는 구도인 반면 겉감인 초록운문사<그림 39>와

법보전의 오보병에 사용된 운문단은 꼬리가 이어지

지 않고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다.

둘째, 화문은 대부분 연꽃이 넝쿨로 이어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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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

초록연화문사의 무늬

(단위무늬:16×26㎝)

- 필자도안제작

연화만초문단의 무늬

(단위무늬:7.5×11.5㎝)

- 필자도안제작

화문단의 무늬

(단위무늬:7.5×10.6㎝)

― 필자도안제작

태로 법보전의 오색후혈장엄에 사용된 초록연화문사

의 경우 연꽃이 보상화풍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백이

없이 넝쿨로 배치되어 있으나, 법보전의 오보병 가운

데 방형청색보병과 원형황색보병에 사용된 연화만초

문단은 측면형과 꽃 중앙에 연밥이 표현된 형태의

두 가지의 연꽃이 여백의 여유를 두고 넝쿨로 이어

지고 있다. 삼각적색보병에 사용된 화문단은 정확한

꽃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나 연꽃을 추상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해인사 대적광전과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에는 다양

한 시기의 복장유물이 발굴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

의 복장물을 중심으로 특성을 조사하였다. 두 불상의

복장물은 형식이 거의 유사하며 직물에 있어서도 동

일한 직물이 두 복장물에 같이 사용된 예가 많다. 해

인사의 복장물은 연대가 확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후령통을 개봉할 때에 비디오와 사진촬영 등으로 정

확한 근거가 남아있어서 복장직물의 납입위치, 순서

등을 알 수 있다. 이 유물들은 조선 전기의 불복장

양식뿐만 아니라 직물과 복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섬유류 유물은 법보전 비로자

나불에서 약 22건 24점과 대적광전에서 약 71건 213

점이며, 직물을 섬유의 성분으로 구분하면 마직물,

견직물, 면직물, 교직물이 있다. 마직물로는 모시(저

포)와 삼베(마포)가 있으며, 견직물로는 평직으로 직

조한 주, 면주, 초, 환이 있고, 능직으로 직조한 문능,

익조직의 사와 라, 수자직의 문단이 있다. 직물에 사

용된 무늬는 주로 운문과 화문이 많은데 운문의 경

우 구름머리의 크기가 큰 단독운문이 주를 이루고,

화문은 연꽃이 넝쿨로 이어지는 구도의 무늬가 많다.

2점의 저고리는 목판깃, 통수에 가까운 소매, 긴

길이 등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저고리의 형태를 보

여주고 있는데, 대적광전의 저고리는 ‘환’으로 지었다

는 것이 밝혀졌다. 법보전의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

기의 조각보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다.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직물은 보존상태가 뛰어나

납입 당시의 색상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

선 초기의 직물의 특성과 직조기법뿐만 아니라 염색

상황이나 전통색상 등의 직물문화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다.

복장물의 납입양상이나 구성면에서 전례가 없는 유

물들이 다수 발견되어 그 의미에 대해 규명되지 못

한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형식의 복장물들이 계속

연구, 조사됨에 따라 복장물의 의미와 상징성이 자세

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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