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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불영사(佛影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특징(特徵)과 건축술(建築術)

국/문/초/록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의 특징과 승장의 건축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는 1725년 제작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불영사 대웅보전에 관한 종합적 고찰 성격이 강하다. 기존 연구에서 건축과 불교미술사로 나누어져 

각각 연구되던 분야를 각 분야에 맞는 대상물과 비교 검토를 통해 하나의 관점으로 재정리하여 고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불영사 대웅보전은, 건물에 남아있는 벽화와 경상도 일원 벽화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으로 건물이 

창건되는 1725년을 전후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해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벽화의 제작시기를 1725년 

대웅보전의 창건이후에서 1735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1735년과 1739년 후불도와 삼장보살도가 완성

되어 내부 장엄까지 완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웅보전 기단은 국내의 유일무이한 귀부가 하단에 감입된 기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러한 기단의 

형태는 세부기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가구식기단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다소 간략화된 고려시대 

가구식기단의 초기적인 형태로 추정되며 하부 귀부 역시 세부기법을 통해 볼 때 기단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일원에서 제작된 불전과 불영사 대웅보전의 건축술 비교를 통해 건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영사 대웅보전을 제작한 동일한 도편수가 만든 1714년 통도사 영산전과의 직접적 양식

비교를 통해 고식의 기단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포의 제공 외단과 내단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세부기법, 

그리고 귀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간포 내단과의 유사성, 대보 상부에 초각이 가미된 포대공과 화반, 귀한대의 

승천하는 용의 표현, 보아지의 용두 표현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기법이 승장 조헌의 독자적인 

건축술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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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상북도 울진군 천축산 자락에 위치한 불영사(佛影寺)

는 아름다운 불영사계곡과 함께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찰로 알려져 있다<사진 1>. 불영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대체로 1370년에 한림학사를 지낸 유백유(柳伯

儒)가 작성한 「천축산불영사시창기(天竺山佛影寺始創記)」

에 삼국시대인 651년 의상대사가 초창했다는 기록을 따르

고 있다01<사진 2>. 그러나 경내에 남아 있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초기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는 삼층석탑 정

도로 앞서 언급한 창건시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창건 이후 불영사

에 관한 기록은 조선초기까지 전무한 편이다. 다만 불영사

의 사명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영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1370년 작성된 「천축산불영사시창기」에는 

“의상스님이 창건할 당시 불영사로 이름하고 이후 15년이 

지난 다음에 불영사로 돌아오는 의상 스님을 보고 한 노인

이 우리 부처님이 돌아온다고 기뻐하여, 이때부터 사람들이 

절 이름을 백암산 불귀사라 속칭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02

라는 기록을 통해 불영사가 창건 이후 15년이 지난 다음 불

귀사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 

불영사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

지만 조선초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서 불영사라는 사명을 대신해 불귀사가 백암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불귀사라는 

사명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03 조선후기는 사찰의 상량

문과 각종 지리지에서 불귀사가 아닌 불영사로 기록되고 있

어 다시 불귀사에서 불영사로 사명이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

르는 것으로 보인다. 

불영사 관한 기록은 조선초기까지는 사찰 명칭 변경에 관

한 사항 이외 특별한 사역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부

족한 편이지만 1408년 작성된 「환생전기(還生殿記)」에 “백

극재 선생이 울진 현령을 제수받아 수레를 타고 임지로 내려

가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부인 이씨가 두려워 불영

사가 영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여를 절의 탑 앞에 옮기도

록 조치하고 부처님 앞에서 분향하고 울며 축원한 후 선

생이 환생했다”04라는 기록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환생

전기」의 내용이 허구적 사실을 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불영

사의 사회적 위치와 대략적인 사찰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

01  「天竺山佛影寺記」, 新羅右碑云唐永徽二年…(중략) 法師卽塡湫而建刹焉震方特建靑蓮殿三間及無影塔一坐以裨補之額曰天竺山佛影寺(중략)… 洪武三年庚戌八月日 翰

林學士 柳伯儒書.

02  「天竺山佛影寺記」,…(중략)天下十有五年一日還入佛影寺至仙槎村一老翁喜曰我佛歸矣自此里人傳曰佛歸寺是山(중략)… 洪武三年庚戌八月日 翰林學士 柳伯儒書.

03 『新增東國輿地勝覽』, 蔚珍懸 佛字 佛歸寺在白岩山新羅僧義相所創(중략)…

04  「還生殿記」昔光山白先生克齋蔚珍縣令下車三月…(중략)之則庵然還生不勝㱋喜卽以塔僚爲㱋喜僚佛殿爲還生殿(중략)… 永樂六年戊子八月 日通訓大夫行安府判官李

文命講識.

【 사진 1 】 불영사 전경

【 사진 2 】 천축산불영사시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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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불영사가 조선시대 이미 울진현 일원에서 유서 깊

은 고찰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찰의 탑 앞에 

백극재 선생의 상여가 놓였다는 사실과 불전에서 축원을 올

렸다는 대목은 불영사에 기본적인 사찰의 골격인 탑과 금당 

이 유존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죽은 백극재를 축

원하기 위해 며칠 동안 사대부가의 여인인 이씨 부인이 불영

사에 머물렀다는 대목은 불영사가 기본적인 불전 이외에도 

일반 신도가 찾아와 쉴 수 있는 요사까지 갖추어진 제법 규

모 있는 사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초기 「환생전기」를 통해 불영사의 대략적인 사역을 

알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외 사역에 관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150년이 지난 1568년에 성원(性元)이 목어·법고·범

종·운판 등 불전사물을 조성하였고, 1577년에 영산전과 서

전을 건립하게 된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05 이후 1580년 남쪽 

절벽 밑에 산내암자인 남암을 짓고 의상이 지은 청련전 옛터

전에 동전과 청쾌각을 건립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영산전을 제외한 모든 당우가 소실된다.06

조선후기는 1602년부터 본격적인 전후복원 불사가 진행

되어 대웅전 신축, 선당 신축, 승당 신축, 의상전 신축 등의 

많은 불전과 불전 내부에 함께 봉안 할 석가삼존불상 3위, 관

음보살상, 영산회상도, 아미타도 등의 장엄물이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제작된다. 그러나 이 많은 전각도 안타깝게 1720

년 사찰의 화재로 인해 대부분 전소되고 영산전 한 동만 남

는다. 이후 1725년부터 다시 대웅보전 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1735년 대웅보전의 후불화인 영산회상도를 봉안하고, 1739

년 불영사 삼장보살도(현재 불국사 대웅전 소장)가 이어서 

제작된다. 1745년 대종 중수 이후 관음전 중수, 지장전 불상 

개금, 대웅전 불상 개금, 동상실 중창, 대원암 창건, 환생전 

후각 중수, 청풍당 중건, 명부전, 관음전 수리, 승당과 후각 

중수, 청련암 중건, 영산전 중수, 승당 중수 등의 크고 작은 

불사를 걸쳐 오늘날에는 30여 동의 전각을 갖춘 대가람으로 

성장하였다.07

불영사에 있는 대부분의 전각은 응진전 한 동을 제외하고 

모두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건물이며, 이마저도 1720년 사찰

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모두 전소되어 실제로는 1725년 이

후 조성되었다. 조선후기 집중적으로 제작된 불영사의 전각 

중 1720년 화재 이후 가장 먼저 조성된 전각은 대웅보전으로

써, 다른 불전에 비해 불영사의 역사를 고증해 내는데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건물 자체는 1725년 승장 조헌(僧匠 

祖軒)에 의해 제작된 정확한 기록과 18세기 초반의 건축술이 

잘 남아 있어 경상도 일원의 불전 연구에 있어 기준작으로 

평가될 만하고, 건물 하부에는 남아있는 고려초기에 제작된 

귀부와 고식의 가구식기단은 거의 백지상태로 비어 있는 고

려시대 불영사의 역사기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불전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포벽화, 창방별화 등의 45여점의 벽화는 조선후기 벽화

사 연구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불영사 대웅보전은 불영사의 사역이나 한국건축

사 연구에 있어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이지만 오늘날까지 대

웅보전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 성과는 축척되지 못한 상태이

며, 각종 보고서와 건물의 세부적인 기법이 학위논문을 통

해 소개되는 정도이다.08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

를 바탕으로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의 특징과 건축술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대웅보전에 남아있는 벽화를 

18세기 경상북도 지역에서 제작된 벽화 및 불화와의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를 검토해보고, 이어서 대웅보전 하부의 기단

05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p.347.

06 백극제의 환생에 관한 기록은 「還生殿記」가 있고, 임진왜란 때 사찰이 전소된 기록은 「應眞殿上樑文」에서 확인된다.

07 신대현, 2010, 『천축산불영사』, 대한불교진흥원, pp.70~75;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pp.55~80 참조.

08 불영사 대웅보전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李演魯, 2002, 『韓國傳統木造建築의 보에 關한 硏究-栱包와 지붕틀과의 結構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博士學位論文.

    梁宰瑛, 2007, 『朝鮮時代 多包式建築의 架構 發達過程에 關한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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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구식기단의 시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25년 승장 조헌에 의해 건립된 

대웅보전의 시기적 특징과 건축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벽화(壁畵)의 도상과 

제작시기 편년

천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불영사의 주불전으로 사용

되고 있는 대웅보전은 잘 짜인 공포와 가구를 갖추고 있고 

외벽과 내벽에 많은 벽화가 남아 있다. 대웅보전의 벽화 중 

외부에 남아있는 벽화는 모두 1994년 건물 보수공사 이후 내

부벽화 모양을 모방하여 그린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부족

하여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09 이에 비해 내부 

벽화는 불전의 제작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공포

대 상부에 모두 그려져 있고, 그 위치에 따라 포벽화 10점, 창

방별화 10점, 내목도리 상단벽화 18점, 대보 및 충량 그림 7

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45점이다.10 내부 벽화의 주요 내용

은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주악비천도(奏樂飛

天圖)와 포벽화의 여래도(如來圖), 서수도(瑞獸圖), 동자도

(童子圖)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포벽의 여래도는 

사방벽에 모두 그려져 있으나 남과 북의 포벽은 최근 재현

한 작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부족하고 동쪽 포벽의 6점과 서

쪽 포벽의 4점이 건물의 초창 당시에 그려진 작품이다<그림 

1>. 동쪽과 서쪽 포벽에 남아 있는 여래도 10점은 모두 붉은

색 연꽃대좌에 결가부좌를 하고 구품인(九品印)을 결하고 있

는 아미타불을 표현하고 있어 동일한 모본을 사용하여 반복

적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벽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

는 여래는 전체적으로 양 어깨를 감싼 적색의 통견의와 군의 

속으로 내의와 승각기를 입고 가슴 앞에서 흰색매듭을 지어 

묶었다. 상호는 갸름한 편이며 길고 높은 눈썹과 긴 귀를 표

현하고, 머리는 육계가 높이 솟아 있고 정상계주와 중간계주

를 두었다. 비교적 높게 솟은 육계의 표현과 가슴의 유두표

현, 승각기의 착의법과 매듭법 등에서 1735년 제작된 대웅보

전 영상회상도의 본존상과 유사성이 확인된다<그림 2>. 

09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p.184 참조.

10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pp.351~352 불영사 대웅보전 벽화현황표 참조.

【 그림 1 】 포벽화(여래도)

【 그림 2 】 대웅보전 후불도 본존상(17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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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악비천도는 내목도리 윗벽에 그려져 있으며 

가로로 긴 형태의 흙벽에 바탕을 칠한 뒤 적색, 녹색, 흰색 검

정색을 주조색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하늘을 나는 비천의 모

습으로 전체적으로 서측면을 제외하고 각각 동·남·북쪽 

면에 14기가 그려져 있다. 주악비천도는 사방에 비파를 들고 

있는 비슷한 도상을 배치하고 있지만 불전의 정면으로 진입

할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북쪽 벽면은 악기를 들지 않고 양

손에 연꽃을 받들고 있는 상과 뒷모습으로 표현된 상, 비파

를 들고 있는 상, 소북과 북채를 들고 있는 상, 피리를 들고 

있는 상 등 5구 비천상이 모두 다른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른 벽면과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도상의 표현은 

예배자가 보이는 정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조선후기 건축

물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맥을 같이하는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외 다른 벽면에 표현된 주악비천도는 북쪽면의 비파

를 들고 있는 상과 거의 대동소이한 도상을 표현하지만 그려

지는 위치에 따라 비파의 크기와 채색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각 천인상이 당의를 입는 상과 입지 않는 상으로 

구분되고 세부기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11 또한 남

11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pp.353~354 주악비천도 참조.

【 그림 3 】 한산습득도(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p.363. 인용)

【 그림 4 】 문수보현 동자도(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 pp.370~37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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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면의 비천상 1구는 절반 이상이 박락되어 원형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유존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주악비천상이 그려져 있는 내목도리 상부에는 주악비천

상과 함께 동쪽의 한 벽면은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가<그

림 3> 있고 이와 반대편의 서쪽 세 벽면은 문수(文殊)·보현

(普賢)동자도<그림 4>와 동자귀승도해도(童子龜乘渡海圖)

가 그려져 있다. 서쪽 벽면의 문수·보현 동자도에 등장하

는 사자와 코끼리에 올라탄 문수·보현보살은 『법화경(法華

經)』의 석가모니불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보살로 불교미술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한 모티프이다. 이와 마

주한 반대 벽면의 한산습득도 역시 중국의 송(宋)나라 때부

터 한산과 습득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12으로 간주

하고 있어 서쪽 벽면과 공통된 화제구성을 보인다. 내목도리 

상부의 주악비천도와 함께 문수·보현 동자도와 마주한 벽

면에 한산습득도가 배치된 사실은 전체적으로 건물 중앙 불

단의 주존불을 중심으로 좌·우 보처 보살격인 문수·보현

과 한산·습득을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주악천인상이 날고 

있는 천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내목도리 

12 成明淑, 2002, 「中國과 日本의 寒山拾得圖 硏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論文, pp.19~20 참조.

【 그림 5 】 18세기 벽화의 동자상 머리모양

a. 불영사 벽화 b. 관룡사 벽화 c. 운문사 벽화 d. 대웅보전 후불도

a b c d

【 그림 6 】 17세기 불화의 선재동자 표현

a b c

a. 관룡사 대웅전 후불도 선재동자(18세기 초) b. 관룡사 대웅전 후불도 선재동자(18세기 초) c. 관룡사 대웅전 후불도 선재동자(18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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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그려져 있는 비천상과 문수·보현 보살도, 한산습득

도는 석가모니불의 좌·우 보처 보살이라는 공통된 화제로 

구성되고 있어 벽화가 그려진 당시부터 계획된 구성으로 보

인다. 이러한 의도성은 작품의 세부기법을 통해서 더욱더 확

연하게 드러나는데, 먼저 한산습득도나 문수보살의 머리모

양은 양 어깨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날리고 머리장

식은 백색 구슬장식이 표현되는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

다. 머리의 구슬장식 표현기법은 창녕 관룡사 대웅전 후불벽

화 선재동자상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벽화 후불 선재동자

상, 불영사 대웅보전 석가후불도 상단부 여래상의 머리표현 

등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18세기 초반의 시대적인 특

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5>. 또한 주악비천상

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천의 자락이 소라처럼 말려서 

흩날리는 표현은 주로 17세기에 제작된 칠장사 오불회도 동

자상이나 흥국사 관음도 동자상 등에서는 보이지 않고 18세

기 전반 제작된 운문사 대웅보전 후불도 동자상에서 보이는 

기법과 상통하고 있어 주악비천상 역시 고사도와 동자도처

럼 18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

다<그림 6>. 그리고 벽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색감

의 표현이 밝은 홍색과 검은색의 대비 녹색, 황색, 흰색의 어

울림이 조화롭게 쓰였는데 이러한 색감으로 그려진 작품으

로 1735년 불영사 대웅보전 석가후불도, 1739년 불영사 삼장

보살도, 1707년 파계사 석가후불도와 1728년 동화사 지장시

왕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색감으로 불영사 대웅보전의 벽

화 제작시기를 18세기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불영사 대웅보전 벽화의 도상과 제작기법 통해 살

펴보면 1725년 대웅보전 중건 이후 1735년 석가후불도가 봉

안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웅보전 벽화와 석가후불도 본존의 상호 및 여러 가지 세

부기법에서 공통점이 확인되고 있어 석가후불도를 그렸던 

장인집단이 불영사 벽화작업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13 그러나 아쉽게도 불영사의 석가후불도를 그렸던 금어

의 추가적인 작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불영사 대웅보전 벽화는 1725년 건물의 창건

이후 1739년 삼장보살도의 봉안까지 계획적인 불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725년 건물의 외형

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1725~1735년 사이에 벽화가 그려졌

으며, 1735년 후불도의 봉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9년 삼장보살도의 완성으로 대웅보

전의 건물 중건 및 내부 장엄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쉽게도 불영사 삼장보살도는 원 봉안처인 불

영사 대웅보전이 아닌 불국사 대웅전 측면에 걸려있어 원 봉

안처로 환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단(基壇)의 제작시기

불영사 대웅보전 기단은 산지에 입지하는 건물의 특성상 

지형에 맞춰 전면은 높고 후면은 낮게 조성되어 있다. 기단

의 전면은 2단의 면석 상부로 상대갑석을 올린 가구식의 형

태이고 측면 일부분이 전면과 동일한 기법이 적용되었으나 

대체로 많은 변형이 발생하여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다. 그

리고 기단 하부에 2기의 귀부가 감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귀

【 사진 3 】 대웅보전 하부 기단

13  불영사 대웅보전 석가후불도 緣化秩 畵員 比丘家遠保體 比丘明俊保體 比丘淳日保體 比丘湫演保體 比丘秀坦保體 比丘哲眼保體 등의 화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추가적

인 화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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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용은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

적인 예이다<사진 3>.

기단의 세부기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남측면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기단의 양 측면에 가로 30cm × 세로 70cm 규모

의 직사각형 우주 2기를 놓고 그 사이에 비교적 넓은 면석을 

2줄로 쌓아 연결하고 있으나 가로줄은 맞지 않는다. 기단의 

중앙은 소맷돌과 디딤돌을 둔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이 역시 

많은 변형이 가해진 상태로 원형 추정이 불가능하다. 남측면 

기단의 면석은 판석형태로 하단과 상단으로 구분되는데 하

단은 높이 50cm × 넓이 120cm 내외의 판석 9매를 이용하여 

가로로 길게 놓고, 상단은 높이 20cm × 넓이 110cm 내외의 

규모로 하단보다 작은 판석을 올렸다. 2단의 면석 상부로 높

이 27cm × 넓이 200cm 내외의 상대갑석을 놓아 가구식기단 

구성을 완성하였다. 기단에 판석형 면석을 상·하단으로 놓

고 상대갑석을 올려 마감하는 형식은 가구식기단14이 처음 

등장하는 통일신라시대에는 확인되지 않는 기법으로 이 보

다는 늦은 봉정사 극락전 기단과 수덕사 대웅전 기단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15 

그러나 기단의 면석 크기가 상·하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줄눈이 맞지 않은 엇물림 구성은 고려시대 중기

에 제작된 기단과 다른 요소로 오히려 고려초기에 만들어진 

법천사지 탑원의 축대부16<사진 4>나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쌍봉사지 대웅전 후면의 축대부<사

진 5>와 영암사지 축대부17 등에서 확인되는 기법과 상통하

는 부분이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제작된 건축물 기단의 경우 

불영사와 같은 산지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암사지 금당 기

단처럼 사면 모두 기단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단의 시대성 규명과 함께 기단 하단부에 놓

여 있는 귀부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단 하단에 놓여 있는 귀부는 1994년 대웅보전 실측 조사

때 하단부의 조사가 실시되어 정확한 형태가 노출되었다. 

1994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귀부가 처음 만들어진 통일

신라시대의 하대석과 몸돌이 1조로 조각되는 기법18과 달

리 하대석이 생략되고 이를 대신하여 장대석을 1매 놓아 귀

부의 하단을 받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사진 6>. 그리

고 전체적으로 귀부의 머리와 귀갑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기

단으로 감입되는 후면인 귀부의 몸통 표현을 생략하고 있

어 기단 하부에 놓이는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틀림

14 朴柱達, 1995, 『7~9世紀 新羅 寺刹의 基壇에 關한 硏究-架構式基壇의 部材分析과 使用尺度를 中心으로-』, 明知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참조.

15 오세덕, 2013, 「부석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고찰」 『新羅史學報』 28, p.237.

16 고려 문종 24년(1070년)에 지광국사가 법천사에서 입적하자 그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사리탑 고려초기 탑원의 기단부가 조성되었다.

17  박경식, 1999, 『우리나라의 석탑』, 역민사, pp.154~155를 통해 영암사지 삼층석탑의 시대편년을 9세기 말경으로 보고 있음; 鄭允舒, 2006, 『統一新羅 石燈 硏究』, 東亞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p.67를 통해 영암사지 쌍사자석등을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18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귀부는 무열왕릉 귀부, 김인묘 귀부, 사천왕사지 귀부 등이 대표적이며 모두 하대석과 귀부를 1조로 조성하고 있다.

【 사진 4 】 법천사지 탑원 축대부

【 사진 5 】 쌍봉사지 대웅전 후면 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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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보인다. 또한 귀부가 놓여 있는 기단의 면석 역시 귀부

의 전체 넓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단부를 절단해 끼워 넣

고 그 상부로 두매의 면석 맞춤이 귀부 중앙부에 맞는 형태

를 보이고 있어 기단 조성시 귀부의 감입을 고려하여 제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귀부의 기능을 살펴볼 때 기

단의 시대성 규명과 함께 귀부의 제작시기도 함께 검토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귀부가 가장 먼저 사용

된 예는 경주 무열왕릉 귀부가 최초이고 이후 서악동 귀부, 

사천왕사지 귀부 순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19 이러한 

초기 제작된 귀부는 거북머리, 등, 앞·뒷발, 꼬리, 등갑 등

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전형적인 거북의 모습이다. 통

일신라의 전형적인 거북이 모양의 귀부가 9세기 초반 801년 

무장사지 귀부, 868년 쌍봉사 철감선사 귀부 등이 제작되는 

시점부터 얼굴의 형태, 등갑, 비율, 화려한 조식 등이 가미되

어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한다.20 

또한 더 이상 귀부의 제작이 당시 수도인 서라벌에 국한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구산선문을 중심을 한 서라벌의 외각

으로 분산되기 시작한다. 수도의 외각으로 분산되기 시작한 

귀부는 주로 사찰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사적비 또는 고승을 

기리기 위한 탑비의 대좌로 제작되는데 불영사 대웅보전 기

단의 하대석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조선시대 일부 건물에서 비슷한 유구가 확인되고 있

으나 그 형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21 불영사 귀부의 세부적

인 형태는 머리는 거북의 형상으로 무열왕릉 귀부<사진 7>

와 유사하고 머리 뒷면 정수리 부분의 원형 띠 모양과 이빨

의 표현은 서악동 귀부와 이조리 귀부22 등에서 나타나 표현

법과 유사하다<사진 8>. 또한 서쪽 귀부의 정확한 귀갑문의 

표현과 동쪽 귀부의 고부조의 보상화문 장식은 전형적인 통

일신라시대 귀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요소이

다. 다만 전체적인 조형 비율 및 귀두의 세부치석에서 7세기 

초반에 제작된 귀부에 비해 현격하게 작품성이 떨어지고 있

어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귀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귀부의 제작이후 두 번의 건물 전소가 발생하여 많은 

훼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귀부의 치석기법은 통

일신라대 전형기 귀부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상을 통해 검토한 불영사 대웅보전 기단은 기단 하부

로 귀부를 감입한 국내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또한 가구식기

단의 형식에 면석만을 이용하여 쌓은 세부기법을 보이고 있

어 통일신라시대 전통적인 방법에서 다소 간략화된 고려시

대의 초기적인 형태이며 하부 귀부 역시 세부기법을 통해 볼 

때 기단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

19 이근직, 2006, 『新羅王陵의 起源과 變遷』,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57~258.

20 朴慶植, 1994, 『統一新羅石造美術硏究』, 學硏文化社, p.322.

21 기단 하부에 귀부가 놓이는 경우 완주 송광사 대웅전과 달성 도동서원 강당이 있으나 귀부의 세부기법은 불영사 대웅보전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22  이은석·조현경, 2010, 「경주 남산 이조리귀부에 관한 고찰」 『문화재』 제44권·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59~76를 통해 기존에 1740년 제작설을 부정하고 8세기 중

반에 제작된 귀부로 편년하고 있음.

【 사진 6 】  대웅보전 하단의 귀부노출(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

寶殿 實測調査報告書』, p.1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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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하단부에 귀부가 감입되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기단 하부의 귀부가 감입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

지만 거북이가 주로 십장생의 하나로 오래살고, 지면에 접하

는 부분과 안정감 등을 고려하여 석비의 대좌로 이용되고 있

는 점과23 불에 취약한 목조건물의 특성상 불을 막기 위한 벽

사의 의미를 담은 각종 동물을 벽화로 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불영사 대웅보전 하부 귀부 역시 불을 막기 위한 벽사

의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 짐작된다.   

대웅보전 건축(建築)과 

조헌(祖軒)의 건축술(建築術)
 

불영사 대웅보전은 1720년 사찰의 화재로 전소되어 1725

년 중건되는데, 1993년 해체수리시에 발견된 상량문을 통

해 중건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大雄殿上樑

䟽」의 내용을 살펴보면, ‘擁正 三年(1725) 五月十九日 巳時

에 상량이 이루어졌고, 당시 공사에 참여한 시주자는 울진 

현령을 지낸 李復淵, 李行敏, 李世機, 沈諧, 문경현감 黃太河 

등 이다.’ 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연화질에는 공사를 주

도한 상편수 조헌(祖軒), 야장편수 양철귀24, 부편수는 도감

과 천찬 등이 남아 있다.25 연화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상편

수 조헌은 당시 동래 범어사 승려로 추정되는 인물로 1699년

~1725년까지 경상도 지역의 많은 불전을 조영하는데, 1699

년 범어사 보제루 1708년 해월사 법당, 1713년 범어사 법당, 

1714년 통도사 영산전, 1718년 범어사 천왕문, 1725년 불영

사 대웅보전과 1704년 부산향교 향청 등이 전해지고 있다.26 

특히, 불영사 대웅보전은 승장 조헌이 가장 완숙한 기량을 

발휘하던 노령기에 건립한 불전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

축물이다. 그가 직접 도대목으로 참여하여 건립한 경상도 일

원의 전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승장 조헌은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이외 8

동 이상의 전각을 더 지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

의 전각이 후대에 개보수 되어 18세기 초반 건축술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전각 중 18세기 초반의 건축술이 남아 

있는 전각은 통도사 영산전과 불영사 대웅보전이다<사진 9, 

10>.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은 불영사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승장 조헌의 건축술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사진 7 】  무열왕릉 귀부

【 사진 8 】  이조리 귀부와 불영사 귀부비교

23 陳宗煥, 1984, 「慶州地域 龜趺碑文樣에 대하여」 『慶州史學』 권3집, pp.111~113.

24 「蔚珍天竺山佛影寺靈山殿重創上樑文」, …(생략)緣化秩 上木手斗性 副木廣勒 治匠梁鐵九(생략)…의 치장 양철구와 동일인물로 추정됨.

25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pp.73~74.

26 서치상, 2003,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來地域 造營活動」 『建築歷史學會』 第12卷 通卷35號를 통해 승장 조헌을 포함한 범어사 지역 승장에 관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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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 대웅보전은 전체적으로 고식의 가구식기단 상부

에 조선후기 목조건물이 올라간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 건조물은 주로 초창 이후 많은 변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불국사 대웅전, 법주사 팔

상전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조선후기 일반적인 불전의 

형태와는 다른 구성이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기단 세부 형

태는 앞장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지만 면석과 장대

석을 결합한 가구식으로 고려시대 조성된 봉정사 극락전 이

후 법주사 팔상전과 관음전 기단 등에서 확인되는 형식과 유

사하다. 이는 불영사 대웅보전이 초창 당시의 기단을 간직

한 상태로 조선후기까지 유지되다가 임진왜란과 1720년 사

찰의 전소 이후 1725년 새로운 중건 과정에서 하부의 고식기

단을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조선후기 건조물을 조영한 것을 

의미한다.33 이러한 하부의 고식기단 위에 조선후기 목조건

축물을 올리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자연석 돌을 이용해서 기

단을 쌓고 상부에 목조건물을 올리는 조선후기 수법과는 다

른 경향이다.34 불영사 대웅보전이 왜 고식의 기단을 그대로 

둔 채 상부에 목조건물을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불영사 대웅보전과 동일한 승장이 만든 1714년 통도사 영산

전도 불영사와 같은 이원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어 일정부분 

승장의 건축적 성향의 반영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35

【 표 1 】 도대목 조헌이 건립한 전각일람

순번 건립 건축물 및 시기 지역 내용 비고

1 범어사 보제루 창건기(1700)27 부산 緣化秩 首頭 祖軒 현판

2 부산 향교(1704)28 부산 大木 僧祖軒 상량기문

3 부산 향청(1704)29 부산 大木 祖軒 기록

4 해월사 법당(1708) 부산 大木 祖軒 기록

5 범어사 법당(1713)30 부산 都大木 祖軒 사지

6 통도사 영산전(1714)31 양산 都大木無施主 祖軒 상량문

7 범어사 천왕문(1718) 부산 都大木 祖軒 상량기문

8
비로삼존중수개금겸금상관음

신조기현판(1722)32
부산 山中大德 祖軒 사지

9 불영사 대웅보전(1725) 울진 都大木 祖軒 상량문

27 亞細亞文化史, 1989, 「東萊府北嶺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 『梵魚寺誌』, pp.27~32.

28 釜山直轄市, 1989, 『攀化樓上樑文』 『東萊鄕校 實測調査報告書』, p.28.

29 김숙경, 2003, 『朝鮮後期 東萊地域의 官營工事에 관한 硏究』, 釜山大學校 박사학위논문, p.93.

30 앞 사지, 1989,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無丹雘記」, pp.35~46.

31 「通度寺 靈山殿 丹雘記」 원문 자료는 양산유물전시관 신용철 관장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2 앞사지, 1889, 「梵魚寺毘盧三尊重修 改金兼金像觀音新造記」, pp.56~61.

33 불영사 귀부에 불에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심현용, 2009,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 『蔚珍史香』 제2호, 蔚珍鄕土文化史硏究會, p.161.

34 김홍주, 2000,「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4를 통해 18세기 분석대상의 건물중 70%가 자연석 막돌쌓기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5  통도사 영산전 하부기단은 면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가구식으로 조립한 형태로 고려시대 봉정사 극락전의 하부 기단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단 소맷돌의 

경우 삼각형 판석부재를 이용하여 지대석과 면석 소맷돌이 함께 조영된 형태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계단 소맷돌, 분황사 계단 면석, 숭복사지 계단 면석, 군위 인각사 계단

면석 등과 같다. 오세덕, 2013, 「부석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고찰」 『新羅史學報』 28호, p.237 참조.

【 사진 9 】  통도사 영산전 전경

【 사진 10 】  불영사 대웅보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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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불영사 대웅보전 공포의 구성은 다포계 팔작

지붕으로 사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과 후면 정칸에 

주간포를 2조씩 배치하고 다른 칸은 모두 1조씩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주상포 12조, 주간포 14조, 귀포 4조를 포함한 

총 30조로 짜여 진다. 공포의 출목수는 외 3출목 7포작 내 4

출목 9포작 형식으로 구성되고 제공의 세부형태는 외단으

로 일·이·삼제공은 앙서 중간에 연화(蓮化)와 연봉이 차

례로 초각(草刻)되어 있다. 사제공은 수서형이고, 오제공은 

운공으로 마감하고 정칸의 주상포는 봉황두(鳳凰頭) 장식

을 가미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화쇠서형 공포형태

는 1633년 중건된 내소사 대웅보전<사진 11>에 사용된 것

이 가장 앞선 사례로 이후 1635년 금산사 대장전<사진 12>, 

1694년 쌍봉사 극락전 등에 사용되다 1700년 이후 폭발적

인 증가를 보여 1727년 동화사 대웅전, 1735년 직지사 대

웅보전, 1738년 논산 쌍계사 대웅전, 1741년 오어사 대웅보

전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찰 건물에서 나타나고 있어 18

세기를 대표하는 공포형식으로 볼 수 있다.36 그러나 연화

쇠서형 공포도 그 세부형태가 각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영사 대웅보전<사진 13>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단 제공의 세부형태는 1714년 중건된 통도사 영산

전의 외단 공포의 세부형태인 일·이제공은 연꽃을 표현하

고<사진 14>, 삼제공은 연봉을 초각하고, 사제공은 수서형

이고, 오제공은 운공으로 마감하고 있는 수법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36 양윤식, 2000,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4.

【 사진 11 】  내소사 대웅보전 공포세부

【 사진 13 】  불영사 대웅보전 주간포 외단 【 사진 14 】  통도사 영산전 주간포 외단

【 사진 12 】  금산사 대장전 공포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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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5 】  대웅보전 주간포 내단 【 사진 16 】  통도사 영산전 주간포 내단

【 사진 17 】  불영사 대웅보전 귀포

【 사진 19 】  장곡사 대웅전 귀포(17세기)

【 사진 18 】  직지사 대웅전 귀포(18세기)

【 사진 20 】  대웅보전 귀포 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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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보전 공포의 출목은 외단보다 내단이 1단 더 높은 4

출목 9포작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공의 세부형태는 

일~사제공까지 교두형으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오제공은 삼

분두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오제공의 삼분두 상부로 연봉이 

가미된 제공을 내목도리 상부로 길게 놓고 끝단에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8세기 조성된 불전은 외단 

제공이 연화쇠서형으로 구성되며 동화사 대웅전이나 오어

사 대웅보전처럼 내단의 제공 역시 연화쇠서형으로 통일시

키는 경우가 많지만 불영사 대웅보전과 같이 제공의 내·외

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사진 15>. 이러

한 내단 제공의 교두형 처리기법은 주로 18세기 보다는 앞선 

17세기 조영된 1653년 운문사 대웅보전, 1657년 양산 신흥사 

보광전, 통도사 약사전 등에서 많이 나타나다 1730년을 전후

한 시점에서 내단의 제공형태가 연화쇠서형으로 많이 바뀌

는 경향이 있다.37 또한 내단의 제공형태가 교두형으로 나타

나더라도 불전에 따라서 세부형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불

영사 대웅보전의 공포 내단 세부형태는 1714년 통도사 영산

전<사진 16>, 1734년 직지사 대웅보전 공포의 내단 제공 세

부형태와 동일하다. 

대웅보전의 귀포는 귀한대와 귀한대를 중심으로 한 좌·

우대, 그리고 내부는 도매첨차38로 이루어져 있다. 평방 위에 

주두를 올리고 초제공의 좌·우대를 직교하여 결구하고 귀한

대를 반턱으로 맞춤한 뒤, 좌·우대의 끝단에 외옆갈 이갈소

로를 놓았으며 귀한대 내·외단에는 외옆갈 접시소로를 설치

하고 사제공까지 반복하여 결구하는 일반적인 법식을 잘 따

르고 있다<사진 17>. 

좌·우대의 외단에서 쇠서는 앙서형으로 주심열 앙서 중

간에 연화장식을 하고 그 외는 연화장식을 하지 않았다. 다

만 사제공의 주심만 수서형으로 처리하였다. 귀한대는 초제

공부터 최상단까지 승천하는 용을 일체화하여 초각하고 상

단은 여의주를 문 용두로 마감하여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

고 있다.39 일반적인 18세기 불전의 귀포 처리기법은 1727

년 동화사 대웅전이나 직지사 대웅전<사진 18>처럼 외부 

삼출목인 경우 초제공부터 삼제공까지는 귀한대와 좌우대

의 쇠서가 앙서형이고 사제공의 쇠서는 수서형이며, 오제공

의 경우는 출목장여 뺄목을 운공형이나 초공형으로 처리한

다. 그러나 불영사 대웅보전은 좌우대의 쇠서에 연화 장식

이 가미된 것과 가미되지 않는 2종류가 나타나고 있고 사제

공의 주심이 수서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포의 내단 역시 

주간포가 교차되지 않는 분리형40으로 나타나고 있어 18세

기 제작된 불전의 귀포 세부기법 보다는 17세기 조성된 장

곡사 대웅보전<사진 19>, 전등사 대웅보전, 관룡사 대웅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포의 세부기법41과 유사성이 나타

나고 있어 불영사 대웅보전 귀포의 세부기법이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기법의 적용 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귀포 내단의 5제공 상부로 연봉이 가미된 제공을 내목

도리 상부로 길게 놓고 끝단에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는 장

식적 기법은 주간포 내단의 제공 공포처리 표현과 동일한 

구성요소이다<사진 20>.

세 번째로 불영사 대웅보전의 가구구성은 1고주 2중량 방

식이다. 불전 내부의 측면 중행주 보다 약간 후면에 2기의 내

진고주를 놓아 불단을 고정하고 상부에 전면 평주에서 이어

진 대보와 퇴보가 맞보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대보 상부

에 전·후쪽으로 2기씩의 포대공을 놓아 종보와 외기도리를 

함께 받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각각 동·서쪽에서 2기의 충

량을 이용하여 대보와 결합하고 있다. 대웅보전의 가구구성

37 양윤식, 2000,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7~148 <표 4-14> 조사대상별 공포 내부 형태 유형 참조.

38 “내출목 포살미, 첨차에서 귀한대에 연귀로 맞닿은 첨차, 소첨보다 짧게 됨.” 장기인, 1993,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Ⅳ)』, p.384.

39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pp.136~137.

40  주간포의 구성하는 기법을 분리형, 교차형, 일치형, 내부형 등의 4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양윤식, 2000,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87.

41  귀포의 세부형식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형으로 구분하고 통도사 대웅보전, 전등사 대웅보전, 관룡사 대웅전의 다형으로 분리하고 그 건립시기를 17세로 추정하고 있음, 

尹淇燮, 1994. 「韓國傳統木造建築의 귀포에 關한 硏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論文, p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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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인 18세기 불전을 잘 따르고 있지만 내진고주의 위

치가 중행주 보다 약간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방식은 18세기 

불전42의 중행주와 후면 중간지점에 고주를 놓아 불단을 배

치하는 방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와 유사성을 

보이는 불전은 보덕사 극락보전, 미황사 대웅전, 화성 용주

사 대웅보전 정도이다.43 불영사 대웅보전의 내진고주의 위

치 문제는 건물의 측면 주칸 간격 설정과 함께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불영사 대웅보전의 평면구성은 정면 3칸, 측면 3

칸이다. 정면과 후면의 정칸 간격이 15척이고, 협칸이 10척

으로 설정되어 협칸에 비해 정칸이 넓은 일반적인 형식을 따

르고 있다.44 다만 측면의 주칸 구성은 중앙칸이 9.5척이고 

전·후칸이 10척으로 중앙칸 보다 전·후칸이 넓은 구성을 

보이고 있어 다소 이형적이다. 이는 앞 절을 통해 간략하게 

언급했던 하부기단 문제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데, 하부기단은 고식으로 그 크기가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하부기단의 크기가 대략 29.5척 정도의 크기로 고

정되고, 정면 협칸의 간격이 10척이면 팔작지붕인 건물의 특

성을 감안하여 측면의 전·후칸 간격이 각각 10척으로 구성

되어야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측면 중

앙칸은 9.5척만 남게 된다.45 이러한 측면 주칸 간격 설정에 

따른 중행주의 위치를 고려하여 내진주를 전면에서 19.5척 

떨어진 지점에 놓고 불단을 배치한다면 18세기 다른 불전의 

내부 공간 보다 좁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한 내진고주의 위치가 중행주보다 0.5척 후면에 위

치하여 결과적으로 전면에서 20척 거리에 불단이 놓이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불단의 상부로는 2기의 대보를 놓고 상부

의 종보를 받고 있다. 종보는 다시 상부로 판대공을 놓아 종

도리를 받고 있어 전체적으로 출목도리를 제외한 5량가 구

성을 이루고 있다. 2기의 내진고주와 2중량을 이용해서 가구

를 형성하는 법식은 18세기 일반불전의 가구구성과 동일한 

기법을 잘 따르고 있으나 포대공과 화반 등의 세부기법에서 

일반불전과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절을 바꾸어서 자세

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 대웅보전의 세부장엄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천장의 구성은 중앙부와 전면부, 후면부로 나누어지는데, 중

앙부는 반자틀에 초각이 가미된 소란대 두른 8 × 6열의 널을 

설정하고 반자널 중간 중간에 9종의 화판 장식을 덧대고 있

어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인다. 중앙부 외각을 감싸는 전면과 

측면 천장 역시 반자틀에 소란대를 둘렀지만 소란대 초각형

태가 아닌 직선재로 구성되고 있어 중앙부 천장 반자틀에 비

해 장식성이 떨어진다. 천장 후면은 장널을 이용한 빗반자 

구성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대웅보전의 천장 구성은 중앙

부가 강조되는 위계형이다<사진 21>. 이러한 대웅보전의 천

장 구성은 18세기 일반불전의 반자틀을 이용한 천장을 만드

는 기법과 상통하고 있으나, 9종에 달하는 화판 문양판을 덧

대고 있는 점은 다른 불전에서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화려

한 장엄 요소이다<사진 22>. 

대웅보전은 화려한 천장의 구성 이외에도 용과 봉황을 많

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귀포 귀한대의 승천

하는 용<사진 23>의 표현은 다른 불전에서 보이지 않는 요

소이다. 또한 내진고주와 대보가 연결되는 주두 하단에 놓인 

보아지의 용두 표현은 대웅보전의 화려한 장엄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며 대보 상부에 놓이는 초각장식을 가미한 포대

공과 화반은 구조적 부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장엄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 부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불영사 대웅보전에서 나타나는 장엄적 요소는 1714년 

제작된 통도사 대웅보전의 내부 장엄의 포대공과 화반, 용두

의 표현 등에서 동일한 표현법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사진 24>. 

42 김홍주, 2000, 『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을 통해 18세기 분석대상의 건물중 60%가 이주법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43 梁宰瑛, 2007. 『朝鮮時代 多包式建築의 架構 發達過程에 關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35.

44  도리통 3칸 건물의 주칸구성(A>B>C) 정면 3칸 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53동의 건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B-A 형식 A-A-A 형식이 12동 기타 A-B-C 형식이 4동

으로 압도적으로 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청, 2006, 『영조규범 조사보고서』, p.169 <표 3-25>.

45 文化財廳, 2000, 『佛影寺 大雄寶殿 實測調査報告書』 의 용척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1尺=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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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상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725년 제작된 불영사 대웅보전은 1714년 제작된 통도

사 영산전과 동일한 도편수에 의해 제작된 불전으로 비록 팔

작지붕과 맞배지붕집으로 전체적인 구조의 직접적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고식의 기단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

포의 제공 외단과 내단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세부기법, 

그리고 귀포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간포 내단과의 유사

성, 대보상부에 초각이 가미된 포대공과 화반, 귀한대의 승

천하는 용의표현, 보아지의 용두의 표현 등이 모두 두 건물

에서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세부기법이 승장 

조헌의 독자적인 건축술로 여겨진다. 그리고 불영사 대웅보

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17세기 18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귀포의 표현법 역시 승장 조헌의 독자적인 건축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맺음말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의 특징과 건축술이라는 주제로 진

행된 본고는 1725년 제작된 정확한 기록이 확인된 불영사 대

웅보전에 관한 종합적 고찰 성격이 강한 글이다. 기존 연구

에서 건축과 불교미술사로 나누어져 각각 연구되던 분야를 

각 분야에 맞는 대상물과 비교 검토를 통해 하나의 관점으로 

재정리하여 고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불영사 대웅보전은, 건물에 남아있는 벽화와 경

상도 일원 벽화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으로 건물이 창건되는 

1725년을 전후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해 보았다. 그리

고 구체적으로 벽화의 제작시기를 1725년 대웅보전의 창건

이후에서 1735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1735년과 

【 사진 21 】  불영사 대웅보전 천장

【 사진 23 】  불영사 대웅보전 귀한대 용 【 사진 24 】  통도사 영산전 용

【 사진 22 】  통도사 영산전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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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 후불도와 삼장보살도가 완성되어 내부 장엄까지 완

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대웅보전 기단은 국내의 유일무이한 귀부가 하

단에 감입된 기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러한 기단의 형태

는 세부기법을 고려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가구식기단의 전

통적인 방법에서 다소 간략화 된 고려시대 가구식기단의 초

기적인 형태로 추정되며 하부 귀부 역시 세부기법을 통해 볼 

때 기단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일원에서 제작된 불전과 불영사 대웅

보전의 건축술 비교를 통해 건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불영사 대웅보전을 제작한 동일한 도편수가 만든 

1714년 통도사 영산전과의 직접적 양식비교를 통해 고식의 

기단을 사용하고 있는 점, 공포의 제공 외단과 내단을 동일

하게 처리하고 있는 세부기법, 그리고 귀포 내부에서 나타

나고 있는 주간포 내단과의 유사성, 대보 상부에 초각이 가

미된 포대공과 화반, 귀한대의 승천하는 용의표현, 보아지

의 용두 표현 등이 모두 통도사 영산전과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는 기법으로, 이러한 기법이 승장 조헌의 독자적인 건

축술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고증 작업을 통해 불영사 사역의 빈 페이

지로 남아 있는 고대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서 한국건축사 연구에 있어 1725년 제작

된 불영사 대웅보전의 건축사적 위치를 살펴 볼 수 있는 작

은 단초를 제공한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개에 있어 기단의 시기성 규명에서 다소 무리한 추론이 있

었던 점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이에 대

한 다른 표본을 찾기 어려웠던 측면과 함께 필자의 학문적 

한계를 시인하는 바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다음 연구

자를 위한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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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nder the title of Daeungbojeon Hall of Bulyeongsa Temple, Uljin and the architectural 

technique of the architect, aimed to make a comprehensive speculation on Daeungbojeon Hall of 

Bulyeongsa Temple whose accurate construction year was confirmed in 1725. While existing studies 

dealt with it separately between construction and Buddhist art history this study attempted to sort out it in 

one perspective by means of comparison with compatible objects in the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st, by means of comparison of wall painting of Daeungbojeon Hall of Bulyeongsa Temple and other 

wall paintings of Gyeongsang-do Province, it was estimated to be created before and after 1725, the 

founding year of the building.  

2nd, the stylobate of Daeungbojeon Hall is the only and unique case that Guibu was supported by 

the bottom. Such stylobate was estimated to be built in the early period of Goryeo stylobate of Post-

Lintel Construction which was more simplified than that of the traditional unified Silla period considering 

specific techniques. 

Lastly, by means of comparison of the architectural technique of Daeungbojeon Hall of Bulyeongsa 

Temple with other temples in Gyeongsang-do Prov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were found. 

In particular, the same architectural technique was confirmed by direct comparison of style with 

Yeongsanjeon Hall of Tongdosa Temple in 1714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same archit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