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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국/문/초/록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배치한 형식의 석가삼세불

상이 봉안되어 있다. 그동안 이 삼세불상은 목조불로 알려져 왔으나 X-선 촬영 결과, 본존불을 제외한 좌우불

에서 나무 위에 입힌 소조층이 함께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흥사의 삼세불상은 조선시대 목조불상 및 소조기법이 

적용된 불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접목조불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본존 석가모니불상은 크게 5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형상을 완성하고 있으며, 약사와 아미타불은 10개 

이상의 목재를 접목하여 외형에 가깝도록 조각한 뒤 그 위로 점토를 발라 소조기법으로 형상을 완성하고 있다. 

즉 내부의 목재가 심(芯)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목재의 접목방식이 조선시대의 목조불상보다는 소조

불상의 기법에 가깝다. 그러나 목심 위에 새끼줄을 감고 그 위에 점토를 두껍게 바른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직접 점토를 얇게 발랐으며, 얼굴 부분이 완전히 목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애초 

작가의 조성의도가 목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복장기록에 ‘소성(塑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

으로 보아 불상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 이들 불상을 소조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흥사 좌우불은 

조선시대식 소조기법의 한 예로 보아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흥사 삼세불상의 X-선 

촬영을 통해 얻은 화상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불상의 내부구조와 접목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상 제작기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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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1 萬曆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六日.

02 ‥以後十餘年間法堂及諸殿寮幾半」 復立舊址而画成後佛中下壇十王諸幀而像佛則難其幹緣之人故稽延數年矣適偶得之於雲水衲子之善者緇素等」.

03 太顚, 義根, 明默, 松幹, 德普, 釋熏, 釋湖, 愛仁, 思印.

04 불상조성기의 원문과 해석은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2013,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 조사보고서』 참조. 

05  약사불의 불상조성기에 ‘法堂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도 본존불과 좌우불의 조각승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한 불전에 봉안할 불상을 

작가를 달리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본존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06  이번에 실시한 수종분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한 시료는 석가모니불의 몸통, 약사와 아미타불의 몸통과 손에서 채취하였다. 그 결과 

석가모니불 몸통의 수종은 은행나무로 식별되었으며 약사와 아미타불의 수종은 몸통이 소나무류, 손은 은행나무로 식별되었다. 

【 사진 1 】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좌로부터 아미타, 석가, 약사불)

해남 대흥사 북원의 중심 전각인 대웅보전에는 삼세불상

이 봉안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석가를 중

심으로 좌우에 약사와 아미타를 배치한 석가삼세불상의 도

상을 따르고 있다<사진 1>. 이 삼세불상은 약사와 아미타불

에서 발견된 「법당당주석가약사미타삼존소성복장기(法堂

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이하 불상조성기)에 의

해 1612년에 조성된 불상이며,01 좌우불을 조성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본존불을 조성ㆍ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02 또한 

본존불은 조성기가 확인되지 않아 조각승을 알 수 없으나 좌

우불은 태전(太顚), 사인(思印) 등 9인의 조각승에03 의해 조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04

대흥사 삼세불상은 본존불의 크기가 196.6㎝, 약사불은 

163.7㎝, 아미타불은 168.3㎝로, 본존불의 크기가 다소 큰 편

이다. 본존불과 좌우불은 전체적인 비례와 형태, 그리고 세

부표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존불의 얼굴과 신체가 

방형에 가깝다면, 좌우불은 얼굴이 좀더 갸름하고 상체가 좀

더 길고 날씬하며 무릎도 낮다.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육계와 상호표현, 정상계주, 손가락 모양, 옷주름 등에서 차

이가 나타나 본존불과 좌우불은 다른 작가에 의해 조성된 것

을 알 수 있다.05 또한 본존불의 몸통은 은행나무, 좌우불의 

몸통(목심)은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수종(樹種)에서도 차

이를 보인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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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동안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불상의 제작기법을 연구한 논문에는 임석규, 2005, 「발해 소조불상의 성격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제7호, 고구려연구재

단; 한경순, 2006,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0호, 서지학회; 임남수, 2007, 「X-선 투과촬영장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

구」 『미술사학연구』 253호, 한국미술사학회; 전경미, 2009, 「조선후기 호남 북서부지역 소조상 제작기법 및 보존에 대하여」 『강좌미술사』 32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양

희제 외, 2012,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안전진단 및 제작기법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0호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임남수와 전경미의 논문이 X-선 

또는 γ-선 등의 투과촬영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작기법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대흥사 삼세불상은 목조불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루어진 X-선 비파괴조사 결과, 본존불을 제외한 좌

우불은 목재로 대강의 형태를 완성한 후 그 위에 점토를 붙

여 외형을 완성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기법은 소조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불상을 대상으로 X-선 

비파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대흥사상처럼 제작기법에서 목

조불과 소조불의 경계에 있는 불상의 예들이 왕왕 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상들은 나무로 불상의 기본적인 형

상을 제작하였으므로 목조불일까, 점토로 세부형상을 완성

하였으므로 소조불일까? 아님 목조와 소조의 절충기법으로 

제작된 목소불일까? 이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서양식 조각 

기법에 근거해 우리 조각을 분류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흥사 삼세불상의 제작기법

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앞선 물음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미

약하나마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을 밝히고 이해하기 위

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X-선 비파괴조사를 통해 얻은 화상정보를 

바탕으로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이하 대흥사 삼세

불상)의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불상 제작기법을 살

펴보고자 한다.07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의 제작기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의 삼세불상은 

본존불과 좌우불이 양식뿐만 아니라  재료도 달리 하여 조성

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제작기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X-

선 촬영 결과, 본존불은 일반적인 목조불상의 기법으로 제작

된 반면 좌우불은 일반적인 목조불상의 형태를 보이고는 있

으나 목재 위로 점토를 붙여 외형을 완성하고 있어 소조상 기

법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X-선 촬영사진

을 판독해보면서 대흥사 삼세불상 각각의 내부구조와 목재

를 어떻게 접목하여 구성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제작기

법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석가모니불

먼저 석가모니불의 머리는 정상육계의 꼭대기에서부

터 귀의 앞쪽을 지나 턱 아래의 목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

는 수직의 검은 선과 그 위로 지나는 꺽쇠의 흔적, 그리고 얼

굴 안쪽으로 빈 공간이 관찰되는 것을 통해 얼굴부분의 속

을 파낸 다음 따로 조각하여 접합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사

진 2>. 또한 머리 윗부분으로 일자형의 작은 못이 다수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머리 위쪽의 육계부분도 별도의 목재를 덧

대어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발과 중앙계주ㆍ정

상계주ㆍ양쪽 귀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였는데, X-선의 투

과 정도로 보아 나발은 점토로 제작하고 중앙계주ㆍ정상계

주ㆍ양쪽 귀는 나무로 제작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

부분은 꺽쇠를 양쪽으로 2개씩 박아 머리뒷면에 고정하였고 

중앙계주는 못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접착 물

질을 사용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계주와 양쪽 귀는 

일자형의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사진 2, 3>. 

몸통은 중앙계주가 자리한 지점부터 몸통을 지나 불상

의 바닥면까지 이어지는 수직의 검은 선과 그 위로 관찰되

는 9개의 꺽쇠, 그리고 검게 드러나는 검은 공간을 통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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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 석가모니불 X-선 촬영사진(얼굴측면)

              꺽쇠위치(A~D) 못(a~e)

【 사진 4 】 석가모니불 X-선 촬영사진(정면)

【 사진 3 】 석가모니불 X-선 촬영사진(얼굴정면)

              꺽쇠위치(A~D) 못(a~e)

【 사진 5 】 석가모니불 X-선 촬영사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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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개를 속 파내기 한 후 조각하여 좌우로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4>.

결가부좌한 다리는 뚜렷이 드러나는 연륜의 모양과 검은 

공간이 관찰되는 것을 통해 목재를 가로로 배치하여 형상을 

뜨고 속을 파낸 뒤 조각하여 몸통과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

다<사진 5>. 접합에는 꺽쇠가 사용되었는데, 정면사진을 보

면 양쪽무릎에서 각각 3개씩 총 6개의 꺽쇠가 확인된다. 그

런데 이 6개의 꺽쇠 중 양쪽무릎 위부분의 꺽쇠 4개는 꺽쇠

의 다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고 있으며 양쪽무릎 아랫

부분 꺽쇠의 다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를 다시 측면사진과 비교해 보면 위쪽의 4개의 꺽쇠는 정확

히 결구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몸통과 다리의 접목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아래쪽의 꺽쇠 2개는 꺽쇠가 사용된 부

분에서 목재의 갈라짐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목재의 갈라

짐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사진 6>. 

손은 팔꿈치 부분까지 미치도록 별도의 목재로 만들어 끼

웠으며 왼손은 작은 일자형 못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은 크고 

긴 일자형 못을 박아 무릎에 고정시켰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바닥 밑판은 앞뒤로 판재 3

개를 놓고 여러 개의 못을 사용하여 불상에 고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석가모니불의 접목구성은 크게 머리 뒷면부

터 왼쪽 몸통까지의 부분, 머리 뒷면부터 오른쪽 몸통까지의 

부분, 얼굴부분, 머리 윗부분(육계부분), 결가부좌한 다리부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외 손, 정상계주, 중앙계주, 귀 

등을 따로 조각하여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2. 약사와 아미타불

접목조 기법으로 제작된 본존불과 달리 대흥사 약사와 

아미타불상은 10개 이상의 목재를 접목하여 외형에 가깝도

록 조각한 뒤 그 위로 점토를 발라 소조기법으로 형상을 

완성하였다. 

약사와 아미타불은 X-선 촬영 결과 거의 동일한 제작기법

으로 만들어졌으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다. 약사와 아미타

불의 내부구조는 거의 동일하므로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림 1 】  대흥사 석가모니불 접목구성

【 사진 6 】 석가모니불 X-선 촬영사진(다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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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머리는 석가모니불에 비해 많은 수의 꺽쇠와 못이 

확인되는데, 꺽쇠의 위치와 X-선의 투과율에 미루어 머리측

면을 구성하는 목재를 중심으로 얼굴부분, 머리뒷면, 머리 윗

부분을 접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7, 그림 2>.

머리측면은 나뭇결의 모양으로 보아 몸통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면사진<사진 8>에서 머리의 가운데 

부분이 검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 U자형으로 속을 파낸 것으

로 추정된다(목재 ①). 얼굴부분은 정상육계의 뒤쪽에서부

터 귀의 앞쪽을 지나 턱 아래의 목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

는 수직의 검은 선과 얼굴 안쪽으로 관찰되는 빈 공간을 통

해 속을 파낸 다음 따로 조각하여 접합시켰음을 알 수 있다

(목재 ②). 또한 머리측면 부재의 위쪽과 뒤쪽으로 못과 꺽쇠

가 관찰되고 투과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얼굴측

면 위쪽으로 육계뒷부분에 해당하는 목재(목재 ④)를 접합

하고, 뒤쪽으로는 뒤통수에 해당하는 목재(목재 ③)를 속 파

내기한 후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뒤통수에 해당하는 목

【 사진 7 】 아미타불 X-선 촬영사진(얼굴측면) 【 사진 8 】 아미타불 X-선 촬영사진(얼굴정면)

【 그림 2 】 대흥사 아미타불 머리를 구성하는 목재

재는 뒷목을 지나 가슴부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슴윗부분에서 뒤통수에 해당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 사

용된 가로로 긴 사각형의 목재와 꺽쇠가 확인된다<사진 9>. 

나발은 X-선의 투과 정도로 보아 점토로 제작하여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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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며 정상계주와 중앙계주, 양쪽 귀도 따로 제작하

여 접합하였는데,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는 못의 흔적이 관찰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접착 물질을 사용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이며 양쪽 귀는 못을 1개씩 박아 고정하였다. 

X-선 촬영 결과 얼굴부분을 제외한 머리측면부터 몸통과 

다리부분은 목재의 나뭇결과 점토의 균열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목재와 점토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통은 소조층 때문에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른

쪽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다리 위쪽까지 내려

오는 수직의 검은 선과 선 위에 위치한 꺽쇠, 그리고 몸통 

왼쪽에서도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 내려온 부

분과 다리 위쪽으로 오른쪽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 꺽쇠

의 흔적을 통해 수직으로 내려가는 대의의 옷자락을 따라 

3개의 목재를 접목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9>. 또한 몸

통 측면의 아랫부분에서 관찰되는 검은 선과 꺽쇠를 통해 

등도 별도의 목재를 사용하여 접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진 10>, 불상 내부의 내시경 촬영 결과, 등은 3개의 목

재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의 측면사진을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 연

륜의 모양과 다리 안쪽으로 검은 공간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나무를 가로로 배치하여 형상을 뜨고 속을 파낸 뒤 조

각하여 접합시켰음을 알 수 있다<사진 11>. 이 외에도 불상 

【 사진 9 】 대흥사 아미타불 X-선 촬영사진(정면)

【 사진 11 】 아미타불 X-선 촬영사진(다리부분)

【 사진 10 】 대흥사 아미타불 X-선 촬영사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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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군데에서 확인되는 작은 못들은 더 많은 목재가 쓰였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아미타불의 접목구성은 크게 얼굴측면을 포

함한 몸통부분, 왼쪽 몸통, 오른쪽 몸통, 등, 머리부분, 결가

부좌한 다리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등은 3개의 목재

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는 몸통까지 이어지는 머리측면부분

을 중심으로 3개의 목재를 더 접목하여 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그림 3, 4>. 그 외 손, 정상계주, 중앙계주, 귀 등을 따로 

조각하여 접합하였다. 약사불의 접목은 아미타불과 거의 동

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나 등을 구성하는 3개의 목재 바

깥쪽으로 하나의 목재를 덧대어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의 본존 석가

모니불은 크게 5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형상을 완성한 접목

조불상이며, 좌우불은 소조층 아래 목재의 구성이 접목식으

로 결구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 그림 3 】 대흥사 아미타불을 구성하는 목재

【 그림 4 】 대흥사 아미타불의 접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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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

1. 목조불상

 

목조불상의 제작기법은 크게 일목식(一木式)과 접목식

(接木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목식은 문자 그대로 머리끝

부터 발끝까지를 하나의 목재를 가지고 조각하는 기법을 말

하며 접목식은 2개 이상의 목재를 이어 붙여 조각하는 기법

을 말한다. 이처럼 여러 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조각하는 기

법은 하나의 목재를 사용하여 조각하는 기법에 비해 제한된 

나무의 형태와 크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

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목조불은 대부분 

접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크게 3~6개의 목재를 이어 붙여 

형상을 완성하고 있다. 

먼저 진주 월명암 아미타불상(1612년), 함양 법인사 아미

타불상(1657년), 부산 범어사 석가모니불상(1661년) 등은 크

게 머리(얼굴)앞면, 머리 뒷면부터 몸통, 결가부좌한 다리 등 

3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하였다. 문경 김룡사 대웅전 삼

존불상(조선 후기), 거창 심우사 아미타불상(1640년), 진주 

응석사 삼세불상(1643년) 등은 머리(얼굴)앞면, 머리 뒷면부

터 왼쪽몸통, 머리 뒷면부터 오른쪽 몸통, 결가부좌한 다리 

등 4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하였다. 4개의 목재로 이루어

진 경우 몸통을 좌우로 나누는 대신 앞뒤로 나누어 등을 따

로 제작하여 접목하기도 하는데, 진주 청곡사 석가모니불상

이 여기에 해당한다. 창녕 관룡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상(1630

년)은 머리(얼굴)앞면, 머리 뒷면부터 가운데 몸통, 왼쪽몸

통, 오른쪽 몸통, 결가부좌한 다리 등 5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하였다. 좌우에 함께 봉안된 약사와 아미타불상은 4개

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하였는데, 이처럼 한 불전에 봉안되

면서도 접목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진주 청곡사 문

수보현보살상(1615년 추정, 1750년 중수개금)은 머리(얼굴)

앞면, 머리 뒷면부터 가운데 몸통, 왼쪽몸통, 오른쪽 몸통, 결

가부좌한 다리, 등판 등 6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목조불상은 여러 개의 목재를 접목

하여 구성하되 얼굴은 별도로 조각하여 접합하였고 그 외에 

나발, 육계, 귀, 손 등도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위에 언

급한 불상의 나발은 모두 점토로 제작하여 붙였는데, 모양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틀을 이용하여 제작한 뒤 소성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08 또한 손은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소매 안

쪽으로 손목의 촉을 길게 만들어 끼워 넣는 예가 흔한데 안

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1199년), 강화 청련사 목조아

미타여래좌상(13세기 전반)은 손의 촉을 짧게 만들어 부착하

고 있어 이것 또한 시대적 차이가 아닐까 한다.09 

목재와 목재의 접합에는 주로 꺽쇠와 못이 사용되고 있

다. 반면 강화 청련사 아미타불상, 안동 봉정사 관음보살상 

등 고려시대 불상에서는 못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은 아교나 어교 등의 접착물질과 촉(매)

이음기법 등을 사용하여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2. 소조불상

우리나라 소조상의 제작기법은 크게 흙으로 빚어 형상

을 완성한 뒤 자연스레 말리는 건조식과 불에 굽는 소성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소조상은 대부분 안

에 상의 골격이 되는 심(芯)을 세우고 그 위에 흙을 붙여 조

각한 뒤 자연 건조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때 심은 소조

08  송광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나발의 실체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를 보면 다양한 점토광물과 석영 및 흑운모의 입상광물이 확인되었으며 X-선 회절분석 결과

에서는 석영, 운모, 정장석 및 사장석 등의 조암광물이 동정되었다. 특히 이 나발은 외관상으로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경도가 높으며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녹니석 등

의 점토광물이 동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00℃ 이하의 온도로 소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소연, 2013, 『완주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및 석가여래삼불좌상의 손상도 

진단과 제작기법 해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

09  일찍이 임남수는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면서 손의 촉을 짧게 만들어 부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바 있다. 임남수, 2007, 「X-선 투과촬영장

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호, 한국미술사학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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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2 】  완주 송광사 석가모니불 내부 
내시경 촬영 결과

【 사진 13 】  완주 송광사 약사불 내부 내시경 
촬영 결과

【 사진 14 】  완주 송광사 아미타불 내부 
               내시경 촬영 결과

【 사진 15 】 금산사 미륵전 법화림보살상 목심(등 부분) 【 사진 17 】 공주 갑사 석가모니불상 목심(좌측 하반신 부분)

【 사진 18 】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불상 목심【 사진 16 】 공주 갑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상



174·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10 전경미, 2009, 「조선후기 호남 북서부지역 소조상 제작기법 및 보존에 대하여」 『강좌미술사』 32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11  <그림 5>과 <그림 6>에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약사와 아미타불의 몸통을 구성하는 목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용된 목재의 개수와 형태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색깔에 

차이를 두었다. 이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불상의 밑판 바로 위에 가로로 놓여있는 판재를 표시한 것이다.

12 어준일, 2011, 『16세기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문화재청, 2012, 『2012년 중요동산문화재(목불, 철불, 건칠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P.332~333.

상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부재로 조선시대의 소조불은 삼

국시대와는 달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두 내부에 목심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소조불의 목심을 세우는 방법을 살펴보면 대

부분 애초에 내부공간이 형성되도록 여러 개의 나무를 접

목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접목한 목재의 형태에 

따라 방형(方形)인 것과 인체형(人體形)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방형 구조는 완주 송광사 석가여래삼불좌상(크기: 

본존 5.4m, 좌우불 5.1m), 부여 무량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본존 5.2m, 좌우보살 4.3m), 김제 귀신사 비로자나삼불좌

상(3m), 금산사 미륵전 법화림보살입상(8m) 등 대체로 대형

의 소조상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불상은 판재와 

각재를 가구식으로 연결하여 내부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

으며<사진 12~14>, 그 위로 흙을 상당히 두텁게 올려 형태를 

완성하고 있다.

후자의 인체형 구조는 공주 갑사 삼세불상(3m이상)을 제

외하고는 완주 송광사 명부전 소조상(도명존자 1.8m, 평등

대왕 2m, 동자상 0.9m), 익산 숭림사 영원전 소조상(무독귀

왕 1.3m), 익산 심곡사 지장전 소조상(평등대왕 1.8m) 등 주

로 중형의 상에서 볼 수 있으며10 외형에 가깝게 접목한 나무 

위에 흙을 도톰하게 덧발라 세부형태를 완성하고 있다. 

목심의 외부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소조층이 떨

어져 나간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방형구조의 금산사 미륵전 

법화림보살상은 별도의 조각 없이 각을 이루고 있으나<사진 

15>, 인체형 구조의 공주 갑사 삼세불상의 목심은 인체에 가

까운 곡선으로 조각되어 있다<사진 16, 17>. 이는 강진 무위

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의 목심표면을 거칠게 조각하여 흙이 

잘 붙도록 처리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사진 18>.

이러한 기법들 중 대흥사 대웅보전의 약사와 아미타불

은 인체형 접목구조를 사용한 소조불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그림 5, 6>.11

한편 대흥사 대웅보전의 약사와 아미타불에서 보이는 인

체형 접목구조는 16세기 불상인 금산 신안사 아미타삼존불

좌상과 문경 봉암사 보살상에도 나타나고 있다. 인체형 목심 

위에 얼굴부분을 제외한 상의 전면에 점토를 발라 완성하였

음을 X-선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2 또한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1651년)은 그동안 

목조불로 인식되어져 왔는데, X-선 촬영 결과 무독귀왕은 목

재와 점토층이 함께 관찰되었다.13 따라서 더 많은 X-선 촬영

【 그림 6 】 대흥사 약사불의 인체형 목심구조【 그림 5 】 대흥사 아미타불의 인체형 목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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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 】 대흥사 약사불 내부공간【 사진 19 】 대흥사 석가모니불 내부공간

결과가 축적된다면 그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중대형 불상은 목조이건 소조이

건 간에 내부에 빈 공간을 둔다. 이러한 빈 공간은 복장공의 

역할을 함과 더불어 속을 비움으로써 중량의 감소와 목재의 

갈라짐이나 점토의 균열을 완화시킬 수 있어 수명이 연장되

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흥사 본존불상과 좌우불상은 모

두 내부에 공간을 두고 있는데, 본존불과 좌우불상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에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인다. 본

존 석가모니불은 목조불의 일반적인 기법인 속 파내기 기

법으로 표면을 다듬어 내부에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내부

의 목재 표면 또한 불상의 형태에 맞추어 둥글게 잘 다듬어

져 있다<사진 19>. 

반면 약사와 아미타불은 애초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목재

를 연결하여 내부 공간을 마련하였음을 볼 수 있다. 어깨부

분에서 속을 파낸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목재

의 표면이 재단했을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사진 20>. 이러한 방법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소조상에

서 엿볼 수 있는 목심 형성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소조기법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체형 목심구조를 지니는 조선시대 소조상

(완주 송광사 지장전의 소조상(1640년), 익산 숭림사 영원전 【 사진 21 】  익산 숭림사 영원전 무독귀왕 감마선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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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조상(17세기), 익산 심곡사 지장전의 소조상(17세기))

들 또한 크고 굵직한 나무를 상과 비슷하게 대강 깍거나 붙

여 목심을 구성하고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을 두고 있다<사

진 21>. 그리고 완성된 목심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새끼줄을 

감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르면서 상을 완성하였다<사진 22>.

그런데 대흥사 약사와 아미타불은 목심 위에 새끼줄을 감

고 그 위에 점토를 두껍게 바른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직접 

점토를 얇게 발랐으며, 위의 상들과 달리 얼굴 부분이 완전

히 목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일반적인 소조상에서는 목재 위에 소조층이 덮일 것

을 감안하여 접목의 경계를 다소 허술하게 구성하는데, 대흥

사 약사와 아미타불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듯이 나무와 나

무 사이의 경계가 빈틈없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애초 작가의 조성의도가 목불이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으나 복장기록에 ‘소성(塑成)’이라는 단어가 사용

된 것으로 보아 불상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들 불상을 

소조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대흥사 삼세불상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

와 아미타불을 배치한 형식으로 본존불과 좌우불은 전체적

인 비례와 형태, 그리고 세부표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재료와 제작기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본존인 석가

모니불은 크게 5개의 목재를 접목하여 구성한 뒤 조각하여 

형상을 완성한 반면 약사와 아미타불은 10개 이상의 목재를 

외형에 가깝게 접목한 뒤 그 위에 점토를 발라 소조기법으로 

형상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좌우불의 경우 소조층 아래의 내

부목재가 심(芯)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접목된 목재

의 형태가 인체형(人體形)을 하고 있으며 목재의 외부표면 

역시 곱게 다듬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러한 예는 16세기 불상인 금산 신안사 아미타삼존불상과 문

경 봉암사 보살상을 비롯하여 17세기 불상인 공주 갑사 삼세

불상, 완주 송광사 소조상, 익산 숭림사 소조상, 익산 심곡사 

소조상, 그리고 그동안 목조상으로 알려져 왔던 속초 신흥사 

명부전 무독귀왕상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

은 X-선 촬영 결과가 축적된다면 그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중대형 불상은 목조이건 소조이건 간

에 내부에 빈 공간을 둔다. 대흥사 본존불은 목조불상의 일

반적인 기법인 속을 도려내는 기법으로 내부공간을 마련하

였으나 좌우불은 애초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목재를 연결하

여 내부공간을 마련하였음을 볼 수 있다. 목재의 내부표면 

또한 목재를 재단했을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소조상에서 엿

볼 수 있는 목심 형성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좌우불이 소조

불임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의 불상은 대부분 표면에 금을 입혀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상을 대상으로 X-선, 또는 γ-선 등의 투과촬영장

치를  이용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내부구조와 기법을 살펴볼 기회가 늘어난 점은 매우 고무적

인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X-선, 또는 γ-선 

촬영으로 얻어진 화상 또한 2차원 평면사진으로 그 결과를 

【 사진 22 】  완주 송광사 명부전 판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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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부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초자

료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의 X-선 촬

영으로 얻어진 화상을 토대로 삼세불상의 제작기법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 

및 구조적 특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연구는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한계

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

며,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된다면 불상 제작기법의 시대적, 

지역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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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search of 17th Century Joseon Dynasty’s Bulsang, 
a Buddist Statue, Manufacturing Technique by Examining 
the Daeungbojeon Hall Samse-bulsang, The Buddha of the 
Three Words, at the Haenam Daeheungsa Temple

Lee Su-yea
Research Institute to Preserve Cultural Assets of Buddhist Temples

The Buddhas of the Three Words in a form of arranging Bhaiṣajyaguru and Amitābha at its side 

based on Śākyamuni at the center is enshrined in Daeungbojeon Hall of Daeheungsa Temple located 

at Haenam. So far, this  Buddhas of the Three Words has been known as a wooden Buddha statue. 

However, as a result of X-ray screening, in left/right Buddha statues excepting main Buddha, wood 

and molding clay layer were observ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observe its 

internal structure, grafting method and to clarify making technique of Buddha statue during Joseon 

era based on image information being obtained through X-ray screening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ds of Daeheungsa Temple.

As its result, it was revealed that form of Śākyamuni was completed by mainly grafting 5 pieces 

of timber and this statue shows a typical wood grafted Buddha statue during Joseon era. Form of 

Bhaiṣajyaguru and Amitābha were completed based on molding technique by applying clay on 

sculpture similar to its appearance after sculpturing more than 10 pieces of timber through its grafting. 

In other words, internal timber is considered to play a role of its core and grafting method of timber 

is more close to a technique of molding Buddha statue than to that of wooden Buddha statue during 

Joseon era. However, clay was directly applied on timber thinly, not applying clay thickly on it 

after winding straw rope on wooden core and its characteristic is that its facial area was completely 

composed of wooden construction only. Therefore, it is hard to rule out a possibility that the original 

sculpturing intention of an artist might be a wooden Buddha statue but in view of the fact that a word, 

‘molding’ was used in a record of relics buried in statue, it could be seen that this Buddha statue might 

have been recognized as a molding statue at the time when creation of this statue was completed. It 

is considered that number of case of making statue based on this technique would be more increased 

when more results of X-ray screening should be accumulated and if more data should be collected, 

it would provide a significant evidence for identifying chronological, regional aspects of making 

technique of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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