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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선덕여왕대에 창건되어 신라 왕실불교의 중심사찰이었던 분황사에 봉안되었던 중대신라기 불교

조각과 벽화의 성격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았다. 『삼국유사』에는 분황사 관련하여 원효의 소조 

초상조각,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 벽화, 금동약사여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아들인 설총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고 전하는 원효의 ‘고상(顧像)’은 설총이 만들었다는 초상조각으로 중국 남북조시대 이래 

유행했던 유마거사상의 이미지를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문수보살을 향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앉은 초당기 유마거사상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석굴암 감실 유마거사상

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져 있던 천수대비상은 솔거(率去)의 작품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경덕왕대에 한기리에 사는 

여인 희명의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영험함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불렀다는 「도천수대비가」

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림 속의 천수대비상은 눈이 그려져 있는 손을 천 개 가지고 있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었다. 

이 분황사 천수관음상을 ‘천수대비’로 불렀던 점에서 볼 때, 이 상은 당초(唐初)에 가범달마(伽梵達摩)가 번역한 

『천수경』의 경궤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마찬가지로 ‘천수대비’로 불렸던 중생사와 백률사의 천수관음상 역시 같은 

경궤에 의거한 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경덕왕대에 조성된 분황사 약사여래상의 주조에는 30만 6700근의 동(銅)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동이 사용된 것은 약사여래상 뿐 아니라 『약사경』에 언급된 약사여래의 권속 및 상징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본이역(同本異譯)의 여러 『약사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약사신앙의 행법(行法)에는  

7구의 약사불상을 조성하고 등명대를 설치하여 등(燈)을 밝히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수대(隋代) 이래 나타났던 

<약사여래변상>에 등장하는 약사여래의 협시(脇侍)로서는 일광·월광보살을 비롯해서 8대보살, 십이신장이 

배치될 수 있다. 나라(奈良)시대에 창건된 신야쿠시지(新藥師寺)에는 7불 약사상과 그 권속의 여러 상들이 조성

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서 이루어진 분황사의 불사(佛事)에서도 본존 약사불상 외에 관련된 여러 

도상이 함께 조형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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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선덕여왕 3년(634) 창건된 분황사는 황룡사와 바로 인접

해 있는 전불(前佛)시대 칠처가람(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신

라불교를 이끌었던 자장과 원효를 비롯한 많은 승려들이 주

석하였던 왕실불교의 중심도량이었다.01 현재 분황사는 창

건시에 건립된 모전석탑과 조선후기에 세워진 보광전, 요사

채 등, 건물 몇 동만의 작은 규모로 법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1990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서 석

탑의 북쪽에 창건기의 품(品)자형 1탑 3금당식의 가람배치가 

일차 중건기에 1탑 1금당식으로 변화하였음이 밝혀져 큰 규

모의 사찰 원형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분황사의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분황사 창건 때 

세워진 모전석탑 뿐 아니라 현존 유물을 통해 수차례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1965년에 분황사 

뒷담 밖 우물터에서 발견된 석불·보살상들에 대한 조사02

를 비롯해서, 1915년에 석탑의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사리장

엄구, 석탑 각 면의 문비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에 대한 연구

들을 꼽을 수 있다.03 이밖에도 1998년 중수과정에서 상량기

(1616년)와 중창문(1680년)이 새로 발견된 보광전의 조선후

기 소조약사여래입상에 대한 고찰이 있는데,04 이들을 통해

서 분황사가 창건된 중고기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역

사의 부침을 거치면서 이어져 내려온 분황사 불교미술을 어

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상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규모도 

장대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중대신라기 분황사의 불교조각

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소개된 몇 가지 기록만 전해올 뿐 

작품이 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분황사 불교조각 

연구의 일차적인 시도로서 문헌기록으로 전하는 원효의 소

조 초상조각,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벽화), 금동약사여래

상에 대해 중국 불교미술의 도상과 그 성립배경, 중국과 일

본에 전하는 작례(作例)들을 자료로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중대신라기 분황사의 불교조각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 논고가 창건 이래 1차 중건기 단계에서 분황사에 봉안되

었던 존상들의 이미지와 도상적 배경의 추정에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1. 원효의 소조 초상조각

『삼국유사』에는 원효(617~686년)가 일찍이 분황사에 머

물면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찬술하다가 권14 「십회향

품」에 이르러 절필했다고05 하여 원효 생전에 분황사와의 관

계를 짐작하게 한다.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上

碑)」(800~808년경)에 따르면 원효가 신문왕 6년(686)에 70

세의 나이로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자 서쪽 봉우리에 임시

로 감실(龕室)을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06 그러나 원효의 초

『삼국유사』에 보이는 
분황사의 불교미술

01  “改元仁平 芬皇寺成”, 「善德王 3年 春正月」 『三國史記』 권5; 「興法 3 阿道基羅」 『三國遺事』 권3. 

02  분황사 담장 밖의 우물에서 발견된 십 여구의 석불들이 원래부터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었는지 주변의 사찰터에서 옮겨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가운데는 분황사

에 봉안되어 있던 석불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최초의 조사보고는 金元龍, 1967, 「芬皇寺石佛群」(『문화재관리국고적조사보고』 제1책, 文化財管

理局)을 참조.

03  文明大, 1979, 「韓國塔浮彫(彫刻)像의 硏究(1): 新羅仁玉像(金剛力士像)考」 『佛敎美術』 4, pp.37~103(2003, 『한국의 불상조각 3: 원음과 적조미』, 예경, pp.182~231에 

재수록); 秦弘燮, 1999, 「芬皇寺塔의 그 사리장엄구」 『묵재한화』, 대원사, pp.210~220; 姜友邦, 1999, 「芬皇寺의 金剛力士像」 『芬皇寺의 諸照明』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pp.199~217; 朴慶植, 1999, 「芬皇寺模塼石塔에 대한 考察」 『芬皇寺의 諸照明』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pp.161~197; 周炅美, 2007,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

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敎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pp.277~297; 박대남, 2009, 「사찰구조와 출토유물로 본 芬皇寺 성격 고찰」 『

한국고대사탐구』 3, pp.39~47; 박경식, 2013,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41, pp.163~194; 엄기표, 2013, 「분황사의 모전석탑 연구」 『元曉

學硏究』 18, pp.83~121; 한정호, 2013, 「분황사의 사리장엄 연구」 『元曉學硏究』 18, pp.123~148 참조. 

04  張忠植, 1999, 「慶州 芬皇寺의 道場性格과 藥師銅像」 『芬皇寺의 諸照明』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pp.140~159; 이강근, 1999, 「芬皇寺 普光殿 上樑文 調査」 『성보』 1,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pp.35~50 참조.

05  「元曉不羈」 『三國遺事』 권4.

06  “以垂拱二年 三月三十日 終於穴寺 春秋七十也 卽於寺之西峰 權宜龕室...”, 南東信, 1992, 「高仙寺 誓幢和上碑」,『譯註韓國古代金石文』 권3,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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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분황사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고려 중기에 분황사를 찾

았던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원효상에 참배하고 

제문을 짓기도 하였다.07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원효

초상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원효가] 입적하자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그의] 진용(眞容)을 

빚어 분황사에 봉안하고, 공경·사모하여 지극한 슬픔의 뜻

을 표하였다. 설총이 그때 옆에서 예배를 하니 소상이 갑자

기 돌아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본 채로 있다.08 

앞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원효 사후에 아들인 설총(薛聰)

은 화장한 원효의 유해와 흙을 섞어서 소조상을 만들었다. 

승려가 입적하면 화장하여 그 유해를 흙과 섞어 초상조각을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는데,09 이와 같은 

초상조각 기법이 신라에도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던 원효의 소조초상은 설총이 옆쪽에서 절을 하

자 홀연히 고개를 돌렸다하여 ‘회고상(回顧像)’이라고도 불

렸다고 하는데, 이 상이 13세기말 일연(一然)이 『삼국유사』

를 집필할 때까지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효의 소조 초상조각이 제작된 7세기 후반은 중고기 이

래 활약해온 소조조각가 석양지(釋良志)로 대표되는 신라장

인은 물론 삼국통일과 함께 신라 왕경에 집중된 고구려와 백

제유민 장인들의 발전된 소조 조각기술력에 힘입어 사천왕

사지(四天王寺址) 녹유소조신장상 벽전(679년)과 같은 뛰어

한 소조상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때 조성된 원

효의 소조초상은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생전의 원효 모습이 

사실적으로 조각된 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과연 설총

이 조성한 원효의 초상은 어떤 모습의 원효를 표현했을지 그 

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원효의 초상은 분황사에 봉안된 상외

에도, 뒷날 원효의 현손 설중업(薛仲業)이 만들어 고선사에 

봉안했다는 거사(居士)모습의 원효 초상이나10 흥륜사(興輪

寺) 금당에 봉안되었던 십성(十聖)의 소상(塑像) 가운데 원효

초상이 있다.11 이 상들이 모두 같은 모습의 초상이었는지 다

른 이미지의 원효를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원효

가 입적한 혈사12에 고려시대까지 봉안되어 있던 원효 진영

을 보고 이규보(1168~1241)는 아래와 같은 찬을 썼다.13

“내가 영수좌(聆首座) 족암(足庵)에서 소성거사(小性居士)의 

초상[眞]을 보고 삼가 두 번 절하고 나서 찬(贊)을 짓는다. 머

리를 깎으면 원효대사요, 머리를 길러 두건을 쓰면 소성거사

로다...” 

 

이 글에서 보면 이규보가 참배한 원효의 초상은 머리를 

기르고 두건을 쓴 거사의 모습이었다.14 그러나 이규보는 승

려형의 원효 초상도 함께 보아왔던 것으로 생각된다.15 고려

07  南東信, 1998, 「元曉와 芬皇寺 관계의 史的 推移」 『芬皇寺의 諸照明』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pp.93~94.

08  “…旣入寂 聦碎遺骸塑真容安芬皇寺以表敬慕終天之志 聦時旁禮像忽廻顧至今猶顧矣 曉 甞所居穴寺旁有 聦家之墟云”, 「元曉不羈」 『三國遺事』 권4.

09  승려의 초상조각을 제작하는 방법은 승려의 屍身을 그대로 固化하는 것(‘肉身像’)과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상 위에 베를 입혀 칠을 하는 방법이 있고‘加漆肉身

像’, 시신을 화장하여 유해를 흙과 섞어 조각하는 방법이 있다‘遺灰像’. 육신상에 대한 기록은 東晋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회상으로는 唐 至德원년(756)에 成都 淨衆寺에

서 입적한 신라왕자 無相大師(680~756)의 초상을 비롯해서 몇 예가 기록에 전하고 있다. 小杉一雄, 1937, 「肉身像及遺灰像の研究」 『東洋学報』 24－3, pp.93~124 참조. 

10  “…造大師居士之形…”, 『譯註韓國古代金石文』 권 3, p.7; 金相鉉, 1988,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論叢』, p,489.

11  「東京興輪寺金堂十聖」 『三國遺事』 권3 흥법 3.

12  원효가 일찍이 살던 혈사(穴寺)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曉 甞所居穴寺旁有 聦家之墟云”, 「元曉不羈」 『三國遺事』 권4.

13  李奎報, 「小性居士贊幷序」 『東國李相國集』 권19, “予於聆首座足庵 見小性居士眞 敢再拜作贊云  剃而髡則元曉大師 髮而巾則小性居士 雖現身千百 如指掌耳 此兩段

作形 但一場戲”; 南東信, 1998, 「元曉와 芬皇寺 관계의 史的 推移」 『芬皇寺의 諸照明』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p.98 참조.

14  원효 현장운동이 일어났던 고려중기 이후 원효는 고려시대 문인들 사이에서 小性居士로 불렸으며 거사불교가 크게 유행했던 고려후기 문인들 사이에서 거사불교의 전

형으로 인식되었다. 居士모습의 원효의 眞影이 李仁老(1152~1220)가 승려시절에 머물렀던 足庵에 있었는데, 李奎報(1168~1241년)가 이것을 보고 詩를 지었다고 한

다. 李奎報, 「八月題二十日楞迦山元曉房幷序」 『東國李相國集』 권 9; 金相鉉, 1988, 앞의 논문, p.489; 南東信, 1998, 앞의 논문, pp.98~99 참조.

15  『東文選』 권 50에 실린 金富軾의 「和諍國師影贊」에는 초상의 형태에 대한 묘사가 없으나 고려중기 肅宗代에 義天의 건의로 원효가 和諍國師로 추봉되면서 그려진 영

정에는 승려모습의 원효를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南東信, 1998, 앞의 논문,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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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알려져 있던 원효의 초상은 ‘승려형’과 ‘거사형’의 두 

가지였다고 짐작되지만, 원효가 생전에 파계하여 거사의 신

분으로 살다가 입적하였던 점을 생각할 때, 통일신라시대에 

분황사와 고선사, 흥륜사에 봉안되어 있던 원효의 초상은 환

속하여 70세에 입적한, 거사가 된 원효를 표현한 거사형 초

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효초상의 범본이 되는 도상에 대해 생각해 보

자. 당시 이 초상조각을 맡았던 장인은 원효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핍진하게 조각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

고 앉아있는 거사모습의 원효를 표현하기 위해 신라 불교계

에 알려져 있던 ‘거사’의 이미지를 찾아 원효의 초상에 적용

하려고 했을 것이다. 7세기말 당시에 신라에 알려져 있었을 

거사의 이미지라면 중국에서 남북조시대 이래 유행했던 「유

마경변상」에 등장하는 ‘유마거사상’ 이외는 없었을 듯하다. 

『유마경』에서 평등의 불이사상(不二思想)으로 대승불

교의 요체를 설(說)하는 유마거사(維摩詰, Vimalakirti)는 비

록 출가하지 않은 재가신자이지만 석존의 어떤 제자나 보살

보다 깨달음이 수승(殊勝)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16 

환속하여 거사가 되었으나 신라불교를 이끌었던 원효와 비

견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이점은 고려 의종 연간

(1146∼1170)의 문인이었던 임춘(林椿)이 12세기 후반에 낙

산사를 방문하였을 때, 원효가 의상을 찾아와 함께 관음보살

을 친견했다는 설화를 생각하면서 쓴 아래의 절귀(絶句)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일찍이 들었노라, 거사는 늙은 유마라고, 석장을 날려 공중

(空中)을 지나 만리(萬里)를 지나는구나. 

 이미 문수보살을 보내 문병을 하러 왔으니, 응당 일 없이 비

야(毘耶)를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17

이 시(詩)를 보면, 임춘은 원효[소성거사]가 늙은 ‘유마’라

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다. 즉, 고려시대 문

인들에게 원효는 유마거사와 견줄만한 높은 위치에 자리하

고 있었다는 것인데, 필시 그들의 눈에 비춰진 원효의 모습

[초상] 또한 유마거사와 매우 흡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알려진 것처럼, 『유마경』 「문수사리문질품」에 나오는 유

마거사와 문수보살의 토론 장면은 중국에서 남북조시대 이

래 불교미술의 주제로 크게 유행하여 다수의 작례가 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조시대부터 수(隋)와 초당기까지의 몇 가

지 유형의 유마거사상을 통하여 원효초상의 범본이 되었을 

중대신라 7세기의 유마거사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유마거사상의 이른 예로는 동진(東晋)의 고개지(顧愷

之, 345~406)가 흥녕연간(363~365년)에 그린 건강(建康, 

南京) 와관사(瓦官寺)의 유마거사상이 꼽히는데, “야위어 

병색을 띤 용모에 빙궤에 기대어 말을 잊은 모습”의 유마거

사 그림이었다고 한다. 고개지가 처음 창안한 유마거사 도

상을 후대의 다른 화가들도 따랐다고 하는데,18 정작 남아

있는 남조의 유마거사상은 사천성 성도(成都) 서안로(西安

路)에서 출토한 석조삼불병좌상의 뒷면에 새겨진 부조상

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19 여기서 보이는 유마거사

상<그림 1>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서 높은 모자를 쓰고 손

16  중국에서 남북조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유마경』은 後漢代부터 唐代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漢譯되었는데, 현존하는 한역본은 吳의 支謙이 번역한 『佛說維摩詰經』

(223~252년) 2권, 姚秦의 鳩摩羅什이 번역한 『維摩詰所說經』(406년) 3권, 唐代에 玄奘이 번역한 『說無垢称經』(650년) 6권의 세 종류이다. 

17  “曾聞居士老維摩 飛錫凌空萬里過 已遣文殊來問疾 佛應無事出毘耶.” 林椿 著·秦星圭 譯註, 1984,「東行記」 『西河集』 제 5권, 일지사, p.275; 金相鉉, 1994, 「高麗時代의 

元曉 認識」 『정신문화연구』 17권 1호 (통권 54호), pp,76~78 참조. 이 絶句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비야’는 경전상에 유마거사가 살았다는 고대 도시 ‘바이샬리(Vaishali, 

毗舍離)’를 가리킨다. 중인도에 위치하는데, 매우 번영하였으며 釋尊이 자주 방문하여 교화하였다고 한다. 

18  顧愷之에 앞서 西晋의 張墨이 <유마변상도>를 그렸다고 하지만, 고개지의 <유마거사도>는 戴安道가 제작한 金佛像, 狮子国에서 보내온 玉像과 함께 瓦官寺의 三绝로 불렸

고, 와관사가 東晋 興寧 2년(364)에 창건된 강남의 名刹이었던 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歷代名畵記』 권 5, 張墨下品; 張彦遠 撰 小野勝年 譯註, 1938,

『歷代名畵記』, 東京: 岩波書店, p.143). 『歷代名畵記』 권5 上品上 顧愷之; 同書, 권6 上品上 陸探微; 同書, 권7 上品中 張僧繇. 張彦遠 撰 小野勝年 譯註, 『歷代名畵記』, 

pp.62~63. 와관사에 대해서는 孙文川, 『南朝佛寺志』, 劉永明; 張智 主編, 1996, 『中國佛寺志叢刊 第28冊: 南朝佛寺志·獻花岩志』, 揚州市: 江蘇廣陵古籍刻印社, 

pp.59~63 참조.

19  梁銀景, 2004, 『隋代佛敎窟龕硏究』, 北京: 文物出版社, pp.153~158 및 圖 122;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淸理簡報」 『文物』 11, p.16 圖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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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미(麈尾)20를 들고 있으며 앞에는 빙궤를 받친 단정한 

자세로 장막이 드리워진 평상에 앉아있다. 이와 같은 유마

거사의 이미지는 위진시대(魏晋時代)의 죽림칠현과 같은 청

담사상에 심취한 은사(隱士)와 사대부의 이미지에서 그 조

형적 모델을 구했다고 생각되고 있다.21 그 예로서 남경 서선

교(西善橋) 전축분 내부의 벽전에 새겨진 「죽림칠현과 영계

기」에서 보이는 혜강(嵆康) <그림 2>의 옆으로 고개를 돌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자세와 단엄한 분위기라든지, 왕

융(王戎, 234~305년)의 느긋하고 여유있는 자태 <그림 3>등, 

남조 귀족사회의 으뜸가는 지성인들의 모습은 유마거사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에 지물인 단선과 

모자, 빙궤 등이 추가되어 유마거사의 도상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22 

한편,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북조의 유마거사상은 다수의 작례가 전해오는데, 용문석굴 

빈양동 북벽에 부조된 북위대 6세기초의 유마거사상 <그림 

4>에서 보이듯이 기본적으로 주미를 들고 빙궤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자세로 표현된 상들이 수대(隋代)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다가 당대(唐代)에 이르면 유마거사

상은 이전보다 동적(動的)인 자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

한다. 그 예로 돈황 314굴과 220굴, 335굴의 유마거사상은 머

리에 현자형(賢者形)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단선을 들고 빙

궤에 몸을 기대에 반대편에 앉아있는 문수보살 쪽을 향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인다.23 그 가운데 돈황 

335굴 유마거사상 <사진 1>은 왼쪽 무릎을 세워 팔을 올려

20  주미에 대해서는 王勇, 「麈尾雜考」 『佛敎藝術』 175, pp.73~89 참조. 주미는 團扇의 일종으로 동물의 털로 만들어 손잡이를 단 부채이다. ‘麈’는 꼬리가 긴 대형의 사슴으로 

주미의 기원이 큰 사슴의 꼬리에 있다고 한다. 무리를 따르는 사슴들은 큰 사슴의 꼬리를 따라 행동하므로 주미는 ‘이끌다’, ‘인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남북조시대에

는 사대부가 청담을 나눌 때 주미를 손에 들거나, 귀족, 승려들 사이에 지성과 교양을 상징하는 儀具로서 애용되었다고 한다. 대개 그 형태는 ‘上圓下平’으로 위가 둥글어 하

늘(天)을 상징하고 아래쪽은 수평으로 땅(地)을 의미한다(圓上天形 平下地勢). 원래 淸談持物로 귀족사회의 패션이었던 주미는 점차 권위있는 신분이나 집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石松日奈子, 1995, 「維摩·文殊像の研究 - 中国南北朝期仏教美術における左右対置表現の一例として」,『南都佛敎』 71, p.52, 王勇, 

앞의 논문, p.79.

21  石松日奈子, 앞의 논문, p.50 참조.

22  돈황 203굴의 유마거사도에 털부채를 들고 서있는 天女의 가늘고 긴 신체 실루엣과 옷단이 바닥에 끌리는 넓은 소매의 포의를 입은 자태,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의 표현은 

고개지의 <여사잠도>에 나오는 여인들을 연상시킨다. 즉, 隋의 통일 이후에 돈황석굴에 남조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남조 회화의 도상과 양식이 돈황석

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梁銀景, 2004, 「莫高窟隋代經變畵與南朝, 兩京地區」 『敦煌硏究』 5, pp.28~35 참조.

23  이처럼 유마거사상이 측면을 향해 몸을 기운 유연한 자세로 바뀐 것은 唐代의 사실적인 회화기법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隋의 천하통일 이후에 중원으로 알려

지고 멀리 돈황석굴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남조 유마거사상의 다양한 도상이나 양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洛陽일대에서 유행했던 中原風의 도상과 양식이 서부

지역에서 보이게 되는 것은 北魏末 이후이며, 돈황지역은 훨씬 늦어서 隋代이후의 벽화에 나타난다고 한다. 張乃翥, 1982, 「龍門石窟維摩變造像及其意義」 『中原文物』 3; 

石松日奈子, 앞의 논문, p.35.

【 그림 1 】  유마거사상(석조삼불병좌상 뒷면의 왼쪽상) 
              남조 양 6세기, 성도 서안로출토

【 그림 2 】  혜강(嵆康, 죽림칠현), 남조, 남경 서선교 전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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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얼굴과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있다. 이와 같

은 유마거사상 <사진 1>의 도상은 얼굴과 몸이 같은 방향을 

향한 자세로 앉아있는 이전시기의 유마거사상 <사진 2>에 비

해 발전된 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측면으로 몸을 돌

려 앉아 얼굴을 앞으로 내민 듯한 유마거사상의 이미지는 절

을 올리는 설총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는 분

황사 원효초상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이를 

【 그림 4 】  빈양중동 유마거사상, 북위 6세기, 낙양 용문석굴

【 그림 3 】  왕융(王戎, 죽림칠현), 남조, 남경 서선교 전축분 【 사진 1 】  돈황 335굴 유마거사도, 초당

【 사진 2 】  고해량(高海亮) 조상비 유마거사상, 북제 559년, 
              양성(襄城)출토, 하남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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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해석하자면, 원효의 회고상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

을 통해서 이 새로운 도상의 초당기 유마변상도가 그 시기에 

신라에 전해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 

분황사의 중대신라 불교미술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기록은 ‘좌전’의 북쪽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천수

대비(千手大悲)’[천수관음]의 벽화에 관한 것이다. 이 그림은 

신라 최고의 화가였던 솔거(率居)가 그렸다고 생각되고 있는

데,24 『삼국유사』에는 이 천수관음의 영험함에 대한 이야기

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경덕왕 때 한기리(漢岐里)의 여인 희명(希明)의 아이가 태어

나서 5년이 지나자 문득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

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左殿)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千

手大悲) 앞에 나아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 빌게 하

니 마침내 눈이 밝아졌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무릎을 구부리고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대비 앞에 빌어 사

뢰나이다.  

천손의 천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길 [바라나이다]  

둘 먼 내라 하나라도 은밀히 고칠네라, 아아! 나에게 끼쳐 주

신다면  놓아주시고 베푼 자비야말로 뿌리 되오리라.」25  

경덕왕대에 희명의 다섯 살 된 아이가 눈이 멀게 되자 분

황사 <천수관음도> 앞에서 「도천수대비가」를 부르며 기도

를 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분히 설

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분황사 <천수관음도>가 천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하나하나의 손바닥에 눈이 표현되

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천수(千手)와 천안(天眼)은 중생의 고

통을 천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살펴서 천개의 자비로운 손으

로 구원한다는 천수관음의 첫 번째 원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천수관음은 천안을 가진 인드라(Indra)신(神)과 천수를 

가진 시바(Siva), 비쉬누(Visnu)신(神)의 불교적 변형으로 알

려져 있다.26  

신라의 천수관음 신앙이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분황사 천

수대비 외에도 국선(國仙) 부례랑(夫禮郞)을 무사히 귀환하

게 한 영험을 보인 백률사 ‘대비상’, 오나라의 화공이 신라로 

건너와서 만들었다는 중생사 ‘대비상’의 예를 꼽을 수 있다.27 

이 가운데 백률사 대비상은 중대신라기에 천수관음이 신앙

되고 영험을 보인 가장 이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선 부

례랑이 낭도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놀이를 나갔다가 북명(北

溟, 지금의 원산만 부근)의 바닷가에 이르러 낭도(郎徒)인 안

상(安常)과 함께 적인(狄人)에게 납치되었던 사건이 일어나

자, 부례랑의 부모가 백률사 대비상에 여러 날 기도하였더니 

부례랑이 해룡(海龍)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적(神笛, 만파식

적)을 타고 안상과 함께 바다를 건너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

야기이다.28 이 영험담 속의 부례랑이 국선이 된 시기가 효소

24  「率居」 『三國史記』 48 列傳 8“…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晉州斷俗寺維麾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畫.”

25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三國遺事』 3. “景徳王 代 漢歧里 女 希眀之児生五稔而忽盲 一日其母抱児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 令児作歌禱之遂得明 其詞曰膝肹
古召旀 二尸掌音毛乎攴内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攴白屋尸置内乎多 千隠手口 叱千隠目肹 一等下叱放一等肹除惡攴 二于萬隠吾羅 一等沙隠賜以古只内乎叱等邪阿

邪也 吾良遺知攴賜尸荨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梁柱東, 1957, 『古歌硏究』, 博文出版社; 홍기문, 1956, 『향가해석』, 과학원 출판사; 황패강, 1991, 「도천수대비가(

禱千手大悲歌) 연구」 『李箕永博士古稀紀念論叢』, 한국불교연구원, pp.622~623 참조.

26  천수관음에 대해서는 小林太市郞, 1953. 12·1954. 4·1954. 10, 「唐代の大悲觀音」 『佛敎藝術』 20-22, 1974(『小林太市郞著作集 7, 宗敎藝術論篇 1 佛敎藝術の硏究』, 

淡交社,  pp.83~186에 재수록); 副島弘道, 1992, 『十一面觀音像·千手觀音像 日本の美術 4, No.311』, 至文堂, pp.50~72; 山岸公基, 2002, 「盛唐の千手觀音像と葛井寺

千手觀音像」 『佛敎藝術』 262, 2002, pp.99~113; 朴亨國, 2001, 「中國の變化觀音について」 『シルクロード學佛硏究 11 觀音菩薩像の成立と展開 變化觀音を中心にイン

ドから日本までー』, pp.92~94; 강희정, 2004,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 - 남북조에서 당까지 -』, 일지사, pp.317~329; 강희정, 2006,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pp.142~153; 양지은, 2009, 「麗末鮮初 多面多臂菩薩 圖像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3~74 참조.

27  「三所觀音衆生寺」 『三國遺事』 3 塔像. 이 중생사 대비상은 중국 吳國의 畵工이 신라로 건너와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국을 唐의 吳 지역으로 해석할 수

도 있고, 오대십국 가운데 吳國(902~937)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8  효소왕 원년(692)에 國仙이 된 夫禮郞이 낭도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놀이를 나갔다가 北溟(지금의 원산만 부근) 방면에 이르러 郞徒인 安常과 함께 狄人에게 붙잡혀갔는데, 

부례랑의 부모가 백률사 대비상에 여러 날 기도하였더니 부례랑이 海龍의 모습으로 나타난 神笛(萬波息笛)을 타고 안상과 함께 바다를 건너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栢

栗寺」 『三國遺事』 3 塔像; 鄭炳三, 1982, 「統一新羅 觀音信仰」 『韓國史論』 8,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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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원년(692년)이므로 그를 신라로 생환하게 했다는 대비상

이 당시 백률사에 모셔져 있었다면, 이미 7세기말에 천수관

음에 대한 경궤가 신라에 전해져 있었고 그에 의거하여 백률

사 천수관음상이 봉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천수관음에 대한 경궤가 역출된 것은 초당기 7

세기 중엽으로 지통(智通)이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

주경(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29(649년경)을 번

역하였고, 가범달마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

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

羅尼經)』30(655년경)을 번역하였다. 기록으로 전하는 <천수

관음도>의 가장 이른 예는 정관 22년(648) 이후에 세워진 자

은사(慈恩寺) 탑 앞에 위지을승(尉遲乙僧)이 그렸다는 <천수

안대비(千手眼大悲)>이므로31 바로 지통과 가범달마가 각각 

천수관음에 관한 경궤를 역출하였던 시기가 된다. 그런데 지

통이 번역한 『천비경』에는 보이지 않는 ‘대비’라는 칭호가 가

범달마가 번역한 『천수경』32에서 보이는 점 때문에 위지을승

의 <천수안대비>는 가범달마역의 『천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3 이와 마찬가지로 분황

사의 <천수관음도> 역시 <천수대비>라고 기록되었고, 이 밖

에 백률사 ‘대비상’,34 중생사 ‘대비상’35 등, 신라의 천수관음

상이 모두 ‘대비’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볼 때, 신라 천수관음 

신앙에 『천수경』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백률사 대비상이 효소왕대(692~701년 재위) 무렵에 이미 봉

안되어 있었다면, 천수관음의 경궤가 당에서 번역되고 나서 

30∼40년 정도 경과한 뒤에는 신라에서도 천수관음 신앙이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백률사나 분황사 천수관음상이 어떤 도상을 나타

내고 있었는지는 당시의 작례가 전혀 전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단지 중국에 전해오는 당대 천수관음상을 통

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초당기 천수관음상은 

전하지 않고, 현존하는 당대의 천수관음상은 대부분 성당기 

조각들로 하남성 낙양(洛陽) 용문석굴(龍門石窟), 사천성의 

안악(安岳), 단릉(丹棱), 공래(邛崍) 등지의 여러 석굴에 전해

오고 있다. 이 상들은 앞에서 언급한 『천비경』이나 『천수경』

외에도 이후에 역출된 여러 경궤들의 내용이 뒤섞여 제작되

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도상을 보여준다. 그 가운

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사천성 단릉 정산

(鄭山) 신제(新第) 40호감 천수관음좌상(8세기 전반∼중엽)

은 『천수경』에 언급된 것처럼 40개의 큰 손에 지물이 들려있

고 그 주위를 작은 천수(千手)들이 에워싸고 있다(사진 3).36 

29  이후 『천비경』으로 약칭함.

30  이후 『천수경』으로 약칭함.

31  尉遲乙僧은 초당기에 長安에서 활동했던 서역의 화가이다. “尉遲乙僧者, 土火羅國人。貞觀初其國王以丹青奇妙, 薦之闕下。又雲其國尚有兄甲僧, 未見其畫蹤也。乙僧今慈

恩寺塔前功德, 又凹凸花面中間千手眼大悲精妙之狀, 不可名焉…(후략)”, 朱景玄, 『唐朝名畫錄』, 神品下七人; 小林太市郞, 1953. 12, 1954. 4, 1954. 10, 「唐代の大悲觀

音」 『佛敎藝術』 20-22, ; 1974, 『小林太市郞著作集 7, 宗敎藝術論篇 1 佛敎藝術の硏究』, 淡交社, p.101 참조.

32  이후 『천수경』으로 약칭함.

33  小林太市郞은 위지을승의 <千手眼大悲>는 가범달마역의 『천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천수관음도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으며, 朱景玄이 

『唐朝名畫錄』에서 위지을승의 그림을 <천수안대비>로 부른 것은 <천수안대비>라는 위지을승의 그림제목이나 찬문에 따라서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小林太市郞, 앞의 

논문, pp.102~103.

34  효소왕 원년(692)에 國仙이 된 夫禮郞이 낭도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놀이를 나갔다가 北溟(지금의 원산만 부근) 방면에 이르러 郞徒인 安常과 함께 狄人에게 붙잡혀갔는데, 

부례랑의 부모가 백률사 대비상에 여러 날 기도하였더니 부례랑이 海龍의 모습으로 나타난 神笛(萬波息笛)을 타고 안상과 함께 바다를 건너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다.  「栢

栗寺」 『三國遺事』 3 塔像.

35  이 중생사 대비상의 영험에 대해서는 신라말 天成연간(925~929)에 이 대비상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은 崔殷諴이 후백제의 견훤이 서라벌을 침범하자 석달된 아들을 대비

상 앞에 놓아두고 피난하였는데, 보름 만에 돌아오니 아기가 생기 있게 입에 젖 냄새가 있었다고 한다. 이 아기가 崔承老이다. 「三所觀音衆生寺」 『三國遺事』 3 塔像.

36  이 상과 거의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진 四川省 安岳 臥佛溝 제 45호감의 천수관음입상(8세기전반∼중엽)은 얼굴 좌우에 脇面이 있고 머리 위에는 얼굴이 2단으로 9면 

올려져 있으며 합장한 손을 포함한 6개의 큰 손 주위로 천개의 작은 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처럼 얼굴이 多面으로 나타나는 것은 8세기에 역출된 천수관음 관련 경궤의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8세기 전반에 善無畏가 번역한 『千手觀音造次第法儀軌』에는 얼굴(本面) 좌우의 협면(多面)을 비롯해서 500面의 머리수(面數)

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개원 2년(714) 이전에 성립된 慧沼(650-714년)의 『十一面神呪心經義疏』에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 『不空羂索經』에서 인용하여 ‘千手千眼大自在王

十一面觀世音菩薩’의 칭호를 전하고 있어, 머리에 11면을 모신 ‘11면 천수관음’의 도상이 이미 8세기초에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한편, 사천성 邛崍 石筍山 3호감과 8호감

의 천수관음좌상(8세기 중엽∼후반) 등은 합장한 손 밑으로 定印을 결한 두 손으로 寶鉢로 보이는 持物을 받치고 있으며 머리 위로 뻗어 합장한 손 위에 화불이 표현되었

는데, 앞의 천수관음상들에 비해 제작시기가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족석굴 북산 243호감 천수관음보살倚坐像(901년), 기메박물관의 <천수관음도>(943년)와 같은 唐末五

代의 천수관음상에서는 정면에 합장한 손 아래로 鉢을 받치고 있던 두 손이 아미타불의 別印인 ‘妙觀察智印(아미타정인)’을 결하고 있으며, 또 이 상들 가운데는 머리 뒤로 

두 개의 손이 위로 올라와 화불을 받치고 있는 도상을 보이기도 한다. 劉長久, 1997, 『安岳石窟艺术』, 四川人民出版社, p.29; 山岸公基, 2002, 「盛唐の千手觀音像と葛井

寺千手觀音像」 『佛敎藝術』 262, pp.99~103; 朴亨國, 2003, 「餓鬼をも救濟する觀音菩薩の造形的な表現」 『佛敎藝術』 270, pp.6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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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낙양 용문석굴 동산(東山) 만불구(萬佛溝) 북벽(제 2137

감)의 천수관음입상(8세기 중엽∼후반) <사진 4>는 12개의 

큰 손 주위를 천수가 광배처럼 둥글게 에워싼 형태이다.37

당대 8세기의 천수관음상과 함께 분황사 천수관음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나라시대 8세기 중엽

에 조성된 오사카 후지이데라(葛井寺)의 천수관음보살좌상

을 꼽을 수 있다.38 후지이데라 천수관음상 <사진 5>는 머리 

위에 다면의 화불이 표현된 11면 천수관음상 형식으로서 합

장한 두 손을 포함한 40개의 큰 팔과 천개의 작은 팔을 가지

고 있으며 각 손바닥 마다 눈이 그려져 있는데,39 앞에서 소개

한 사천성 단릉 정산 신제 40호감 천수관음좌상과 유사한 도

【 사진 3 】  단릉(丹稜) 신제 40호감 천수관음좌상, 당 8세기

【 사진 4 】  a. 용문석굴 동산 제 2137호감 천수관음입상, 당대 8세기 b. 용문석굴 동산 제 2137호감 천수관음입상 세부(천수부분)

37  劉景龍 主編, 2003, 『龍門石窟造像全集』 第10卷, 文物出版社, 도판 218, 219; 山岸公基, 앞의 논문(2002), p.101. 圖 2 참조. 용문석굴 동산 제 2141龕 좌벽에 있는 또 다

른 천수관음상(同書, 도판 227)은 벽에 새겨진 千手 외에 상 자체는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  

38  山岸公基, 앞의 논문(2002); 林南壽, 2012, 「葛井寺千手觀音像の造像をめぐる問題」 『日本學報』 92, pp.309~319 참조.

39  일본에 전하는 대부분의 천수관음상이 42수인데 비해서 이 두 천수관음상은 이른 시기의 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葛井寺가 8세기 중엽에 창건된 점은 境內에서 

白鳳 奈良期의 와당이 출토한 점과 탑 심초석등의 초석에서도 살필 수가 있다. 이 절은 葛井氏의 氏寺였는데, 葛井氏는 백제후손 白猪史(시라이노후히토)가 720년에 葛井

連으로 개명한 씨족이었다. 1995, 大阪市立美術館, 『紫雲山葛井寺』, pp.4~7; 副島弘道, 1992, 『十一面觀音像·千手觀音像 日本の美術 No.311』, 至文堂, pp.56~59 참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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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지만 그보다 단순한 형식이다.40 후지이데라 천수

관음상은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이른 천수관음상이라고 생

각되며, 분황사 천수대비상과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크지 않

아서 이를 바탕으로 분황사 천수대비상의 도상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금동약사여래상

경덕왕 14년(755)에는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상이 조성되었

는데, 이에 대해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新羅第三十五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 ... 又

明年乙未 鑄芬皇藥師銅像 重三十萬六千 七白斤 匠人本彼

部强古乃末...”41

 

이 기록에서 황룡사의 범종을 주조한 이듬해에 분황사 

약사상을 주조하였는데 소요된 동(銅)이 30만 6700근에 달

했고 장인은 본피부의 강고내말(强古乃末, 강고나마)이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42 그 전해에 황룡사의 동종을 주조한 

데 연이어서 분황사에 장육약사여래상을 조성한 데에는 중

대 왕실의 위용과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아

울러 약사상이 조성된 경덕왕 14년 봄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43 이 상의 조성의 배경에는 어

려운 상황을 약사신앙으로 극복해 보려는 국가적 차원의 염

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병(治病)은 물론 굶주림과 빈곤, 형벌, 천재지변 등으

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약사신앙은 약사 12대원에 열

거된 넓은 범위의 현세구복적인 성격 뿐 아니라 아미타불

의 극락정토에 필적할 만한 정유리정토 때문에 남북조시대 

이래 널리 신앙되었다.44 약사신앙의 소의경전이 되는 『약

사경』은 동진(東晋)의 백시리밀다라(帛尸梨密多羅)가 역경

한 『대관정경(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12권과 이것을 유

송(劉宋) 대명(大明)원년(457)에 혜간(慧簡)이 초찬(抄撰)한 

『약사유리광경』을 꼽을 수 있다.45 남조 진(陳)의 문제(文帝, 

560~566년 재위)는 「약사재참문」을 지었고, 남조에서 역출

된 『약사경』은 북조에까지 널리 유포되어, 북위대 개착된 운

【 사진 5 】  후지이데라(葛井寺) 건칠천수관음좌상, 나라시대 8세기

40  葛井寺천수관음상은 이마에 표현되는 제3의 눈과 定印手가 없다. 한편, 나라시대에 제작된 唐招提寺 천수관음상 역시 앞의 葛井寺 천수관음상과 마찬가지로 40개의 큰 손

과 천개의 작은 손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손의 수효는 같지만, 前面에 합장한 두 손의 아래에 定印을 결해 鉢을 받쳐든 손이 표현되어 있어 두 천수관음상 사이에는 확

연하게 도상적인 차이가 보인다. 唐招提寺 천수관음상에서 아래로 내려 鉢을 받치고 있던 두 손의 형태가 五代 천수관음상에서는 아미타불의 別印인 ‘妙觀察智印’을 결하

는 도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기밀교 도상의 영향이 보인다.

41  「黃龍寺鐘分皇寺藥師奉德寺鐘」 條 『三國遺事』 塔像 4 .

42  慶州 六部의 하나로 급량부, 사량부에 다음가는 우세한 부로서 지금의 경주 인왕리 일대를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昔氏출신이 중심이 되었던 조직체로 생각된다. 金

元龍, 1976, 「사로육촌과 경주고분」 『歷史學報』 70; 이종욱, 1980, 「신라 상고시대의 육촌과 육부」 『震檀學報』 49.

43  이미 그 전 해부터 가물었는데, 경덕왕 14년에는 곡식이 귀하여 백성이 굶주리는 기사가 보인다. 『三國史記』 9 신라본기 경덕왕 14년조.

44  신라의 약사신앙에 대해서는 金惠婉, 1985, 「新羅의 藥師信仰」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論叢』, pp.311~343; 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 교리적 해석

과 신앙활동 -」 『佛敎硏究』 39, pp.57~88 참조.

45  『出三藏記集』 5 新集疑經僞撰雜錄에는 “觀頂經一卷(一名藥師琉璃光經, 惑名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右一部宋孝武帝大明元年말릉 鹿野寺比丘慧簡依經抄撰(此經後有

續命法所以遍行於世)”라고 기록되어 이미 유송시대에 『약사경』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開元釋敎錄』 제3에는 東晋의 帛尸梨密多羅의 역경한 『大觀頂經(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 12권이 기록되어 있으나 혜간의 『약사유리광경』이 빠져 있어, 혜간이 백시리밀다라의 역경본을 가지고 抄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敦煌

遺書 가운데 북조에서 백시리밀다라 번역본을 필사한 『약사경』이 4건 전하고 있다. 『望月佛敎大辭典』, pp.4890~4894; 永井信一, 1985, 「中国の薬師像」 『佛敎藝術』 159, 

p.49; 王惠民, 2000, 「敦煌隋至唐前期藥師圖像考察」 『藝術史硏究』 2, pp.294~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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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굴과 용문석굴에 ‘약사’명(銘)의 조상(彫像)이 전하고, 돈

황지역에 북위와 서위, 북주대(北周代) 『약사경』 사본(寫本)

에 대한 기록이 전하는 것을 볼 때,46 약사신앙이 남북조시대

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사경』의 역

출은 수대(隋代)에 달마급다(達摩笈多, ?~619)가 『약사여래

본원경』(615년)을 번역하였고, 당대(唐代)에 이르러 현장(玄

奘, 602~664)이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650년경)을 

번역하였으며, 이어서 의정(義淨, 635~713)이 『약사유리광

칠불본원공덕경』(707년)을 번역하였는데, 의정의 번역본은 

‘7불약사’ 신앙이 강조되어 『약사칠불본원공덕경』 또는 『칠

불약사경』이라고도 약칭된다.47 

신라에서는 밀본(密本)법사가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약사신앙이 초기밀교 승

려들에 의해 신라에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48 중대신라기에 

이르면 경흥(憬興)이나 도륜(道倫) 등의 유식계(唯識系) 승

려들이 『약사경』의 주석서를 찬술하였는데, 이 가운데 태현

(太賢)의 『약사본원경고적기(藥師本願經古迹記)』 2권은 현

장이 역출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체계적으로 해

석한 것으로서 당시 현장역본이 신라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에 따른 약사신앙의 행법(行法)이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

는 현존 자료이다.49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사신앙은 

극락왕생하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여 극락에 왕생하게 해

주는 등, 미타신앙을 보완하는 성격까지도 갖고 있어50 아미

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신라인들에게는 매

우 매력적인 신앙이었을 것이다. 

약사신앙의 구체적인 행법에 대한 설명은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약사경』에 공통적으로 설해진 내용

은 다음과 같다.

“…7일 밤낮으로 팔분재계(八分齋戒)를 받아 지키며, 힘닿는 

대로 스님들께 공양하고, 여섯 차례 약사여래께 예배하고, 

『약사경』을 49번 독송하며, 49개의 등불을 밝히고, 약사여래

상을 일곱 구 만들어 모시고, 각각의 약사상 앞에 커다란 수

레바퀴 크기의 등(燈)을 7개 켜서 49일간 밝히며, 49마리의 

중생을 방생하여…”51  

여러 이역본(異譯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약사신앙

의 행법은 <약사변상도>의 도상이 형성되는데 기초가 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이른 예로서 돈황석굴에 전하

는 수대(隋代)의 <약사설법도>와 <약사변상도>를 살펴보

면, 약사여래와 8대보살(302굴, 584년경)이 표현되거나, 여

기에 보주를 든 보살형의 12신장(417굴, 사진 6)이 화면의 

아래쪽에 보이기도 하며,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의 삼

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7층의 거대한 등명대와 보주를 든 

12신장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433굴, 사진 7).52 그런데 이

들 <약사여래도>는 명문을 통해 ‘약사’라고 확인된 것이 아

니라 『약사경』에 전거한 8대보살(문수사리, 관세음, 득대세

지, 무진의, 보단화, 약왕, 약상, 미륵보살)이나 12신장, 등

명대(燈明臺)를 통하여 약사여래변상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당대(唐代)로 오면 돈황 220굴 <약사변상도> 

46  雲岡石窟 제 11동에 21센티 크기의 작은 감실에는 禪定印 불좌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그 불감 아래에 ‘藥師琉璃光佛’이라는 명문이 새개져 있고, 龍門石窟 古陽洞의 작은 부

조상에는 북위 孝昌元年(525)에 미륵상과 함께 관음과 약사를 조성한다는 造像記가 전한다. 陳 文帝의 藥師齋懺文은 『廣弘明集』 권 29에 수록되어 있다. 永井信一, 앞의 논문, 

pp.60~61; 伊東史朗, 1986, 『日本の美術 7 No.242 藥師如來像』, 東京: 至文堂, p.22; 王惠民, 2000, 「敦煌隋至唐前期藥師圖像考察」 『藝術史硏究』 2, pp.293~296 참조.

47  이 가운데 東晋代 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 1권은 慧簡譯과 동일하므로 보통 네 종류로 분류한다. 

48  『三國遺事』 권5 神呪 密本摧邪; 정병삼, 앞의 논문, p.69. 한편, 백제에서는 유식계 승려인 義榮이 『藥師本願經疏』 1권을 찬술한 것으로 보아 이미 『약사경』이 전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의영은 백제승려로 그의 활동시기는 백제가 신라에 병합된 7세기말로 추정되고 있다. 吉基泰, 2006, 「백제의 呪噤師와 藥師信仰」 『新羅史學報』 6, pp.98~99 참조.

49  정병삼, 앞의 논문, pp.73~82 참조.

50  정병삼, 앞의 논문, p.78 참조.

51  『불설약사여래본원경』(달마급다譯), 『月燈三昧經 外』, 한글대장경 246, 동국역경원, p.680;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玄奘譯), 『文殊舍利問經外』 한글대장경 157, 동국

역경원, p.577;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義淨譯), 『文殊舍利問經外』 한글대장경 157, p.467 참조.

52  돈황 302굴, 417굴과 433굴, 436굴, 394굴의 隋代 <약사정토변상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① 약사여래와 8대보살(302굴, 584년경), ② 약사여래와 8대보살 및 보주를 든 보

살형의 12신장(417굴, 도 12), ③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 및 보주를 든 12신장(433굴, 도 13) ④ 약사여래와 2제자, 일광·월광보살 및 12신장(436굴), ⑤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 및 12신장(394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伊東史朗, 앞의 책, pp.22~24 참조.



147·Choe Song-eun  『삼국유사』를 통해 본 분황사(芬皇寺)의 중대신라 불교미술

(642년경)에서 볼 수 있듯이 약사여래입상 7구53의 사이사

이로 8대보살이 병립하고 좌우에는 무장형(武將形)의 12신

장이 묘사된 보다 복잡한 구성으로 제작되기도 하는데(사

진 8),54 앞에서 소개한 약사신앙의 행법의 내용과 가장 부합

하는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대(隋代)는 물론 초당기 약사여래상에서도 약

53  善名稱吉祥王如來, 寶月智嚴光音自在王如來, 金色寶光妙行成就如來, 無憂最勝吉祥如來, 法海雷音如來, 法海勝慧遊戱神通如來, 藥師琉璃光如來의 7尊의 약사를 의미한

다. 『望月佛敎大辭典』, p.1917.

54  永井信一, 앞의 논문, pp.56~57.

55  7세기 초로 편년되는 신라의 불입상들에서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입고 寶珠를 손에 들고 있는 불상들을 약사불로 이해하기도 했으나, 보주 또는 盒은 남북조시대 보살상이

나 제자상에서 흔히 표현되는 일반적인 지물이었으며, 여래가 보주를 들었을 경우에도 하남성 安養 小南海石窟의 삼존불상의 본존상이나 상해박물관의 北周 大象 2년(580) 

석불입상은 명문을 통해 석가불임을 알 수 있다. 崔聖銀, 2000, 「新羅 佛敎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涉』, 도서출판 예경, pp.44~45.

56  이 藥師寺 약사삼존상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藥師寺가 平城으로 移轉한 養老 2년(718)부터 聖武天皇이 이 절에서 設齋하는 神龜 3년(726) 

사이라는 說이 가장 유력하다. 伊東史朗, 앞의 책, p.29; 水野敬三郞 監修, 2001, 『日本佛像史』, 美術出版社, pp.42~44.

57  돈황 302굴, 417굴과 433굴, 436굴, 394굴의 隋代 <약사정토변상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① 약사여래와 8대보살(302굴, 584년경), ② 약사여래와 8대보살 및 보주를 든 

보살형의 12신장(417굴, 도 12), ③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 및 보주를 든 12신장(433굴, 도 13) ④ 약사여래와 2제자, 일광·월광보살 및 12신장(436굴), ⑤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 및 12신장(394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伊東史朗, 앞의 책, pp.22~24 참조.

【 사진 6 】  돈황 417굴 약사변상도, 수대

【 사진 7 】  돈황 433굴 약사변상도, 수대

【 사진 8 】  돈황 220굴 약사변상도(7불약사상), 당 642년

기(藥器)[약합, 약호]같은 특별한 지물(持物)은 표현되지 않

는다.55 약기를 들지 않은 초기 약사불상의 도상을 알려주는 

예로서 나라 야쿠시지(藥師寺) 금동약사여래좌상(718~726

년, 사진 9)은 왼손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위로 들

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삼계인(三界印)을 결하고 있어,56 이 

상이 조성된 8세기초까지 약기를 손에 든 약사불상의 ‘약기

인(藥器印)’ 도상이 일본에 전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약사불의 별인(別印)인 ‘약기인’은 불공(不空, 705~744년 

在唐)이 번역한 『약사여래염송의궤(藥師如來念誦儀軌)』에 

의거한 도상이기 때문에57 당(唐)에서 약기인 약사상이 나타

나는 것도 성당기 무렵일 것으로 생각된다. 용문석굴은 당

(唐)의 동도(東都)인 낙양의 교외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 비

해 새로운 도상이 비교적 빨리 조형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곳에 전하는 ‘약기인’ 약사불상의 이른 예로는 

중종 연간에서 현종초 무렵 (705~72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정토당(淨土堂) 여래입상과 개원 22년(734)의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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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공적동(空寂洞)의 약사여래입상 2구 <그림 5>등, 대

략 8세기 초에서 전반 무렵의 상들이다.58

약기인 약사불상의 도상이 신라에 전래되는 시점은 빨라

도 중대신라 8세기 중엽 무렵일 것이므로 분황사 약사여래상

이 조성되는 755년은 시기적으로 구(舊)도상과 신(新)도상의 

경계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어 그 도상이 어떠했는지 단정하

기는 어렵다. 경주불교계에서 보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면 분황사 약사여래상이 약기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당

시에 이미 약기인 약사불상의 도상이 중대신라 조각계에 전

해졌을 가능성도 커서 약사여래의 새로운 도상으로서 약기

인의 약사불상이 조성되면서, 이후 신라 불교조각의 전범(典

範)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중대신라기 분황사의 존상들에 대

해서 앞 장에서 살펴본 중국 불교미술의 도상적 배경과 일본

에 전하는 작례들을 기초로 하여 접근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7세기 말에 제작된 원효의 초상은 유마거사의 도상을 따라

서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원효가 환속하여 스

스로 소성거사로 불렀고, 유마거사의 도상이 남북조시대 이

래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교경전 상 어떤 보

살이나 불제자보다도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수승(殊勝)한 유

【 사진 9 】  금동약사여래좌상, 나라시대 719~726년, 
              나라 야쿠시지(藥師寺)

【 그림 5 】  용문석굴 공적동(空寂洞) 약사여래입상, 당 734년

58  양손에 藥盒과 錫杖을 持物로 들고 있는 여래입상으로는 中宗年間에서 玄宗初(705~72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龍門石窟 北市彩帛行淨土堂(정토당) 불입상(높

이 49cm)을 비롯해서 玄宗年間(712~756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奉先寺洞 계단 남쪽의 감실과 奉先寺洞 아래쪽의 소형감의 불입상(각각 높이 29cm, 18cm)이 알려져 

있다. 龍門石窟硏究所編, 劉景龍, 常靑, 王振國 著, 1995, 『龍門石窟雕刻萃編 - 佛』, 文物出版社, 도판 168, 185, 186, 187 참조.

중대신라 분황사 불교미술의
복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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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사가 대승불교에서 갖는 의미가 큰 것처럼 원효가 신라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효

의 초상을 보고 ‘유마’라고 불렀던 고려의 문인들의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원효가 설총을 향해 고

개를 돌렸다는 이야기는 이 초상조각이 돈황 335굴의 초당

기 유마거사상 <사진 1>처럼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앉

아 있었음을 말해주므로 당시 원효 초상의 범본은 초당기의 

유마거사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은 

경주 석굴암 감실의 유마거사상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석굴암의 유마거사상 <사진 10>은 커다란 안상(眼象)이 

새겨진 평상 위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얼굴 이외 부분의 조

각은 선명하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초당기 유마거사상

처럼 한쪽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간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단선

(주미)를 들고 있으며, 주름이 깊게 파인 미간과 우뚝한 콧

날과 두툼한 입술이 표현된 얼굴에서 자비로운 현자(賢者)

의 분위기가 느껴져 원효의 초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석굴암 유마거사상에 비교될 수 있는 예로서 

호류지(法隆寺) 오층탑 안에 봉안된 소조 유마거사상(711년) 

<사진 11>은 모자를 쓰고 빙궤에 기댄 유마거사의 모습이 사

실적으로 잘 드러나는데, 정면향으로 앉은 자세 이외에는 거

의 모든 면에서 석굴암 유마거사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석굴

암 유마거사상은 측면을 향하여 몸을 돌린 자세여서 초당기

에 유행했던 유마거사의 도상이 잘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분황사에 안치되어 있던 원효의 소조

초상은 석굴암 유마거사상에 선행하는 작품이므로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던 원효의 초상이 석굴암 유마거사상의 모델이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경덕왕대에 솔거가 

그렸다는 단속사의 유마거사상도 이 도상의 범주를 크게 벗

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유마거사상의 실재

하는 도상을 바탕으로 볼 때, ‘설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 

원효의 ‘고상(顧像)’에 대해 서술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유

마거사상의 도상을 따라 제작된 원효의 초상에 대해 후세(後

世)에 만들어진 설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대신라초(686년 이후)에 분황사에 원효의 초상조각이 

안치되었다는 것은 당시 분황사에 원효의 영당(影堂)이 세워

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원효의 초상은 고려시대까지 전해 내

【 사진 10 】  석굴암 감실 유마거사상 【 사진 11 】  호류지(法隆寺) 오층탑내 소조 유마거사상, 
                나라시대 71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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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왔으므로  분황사가 중창되었을 때 원효의 영당이 그대로 

존치(存置)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중기에 원효의 교학

이 재조명되어 원효를 현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원효

를 국사로까지 추봉하게 되면서59 분황사에 봉안된 그의 초

상조각도 다시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분황사를 비롯해서 백률사, 중생사 등의 사찰에 천

수대비상이 봉안되어 신앙된 점은 초당기 이래 중국에서 유

행하던 천수관음 신앙이 중대신라 경덕왕대에 민중들에게

까지 널리 퍼졌음을 말해준다.60 분황사 <천수관음도>를 그

렸다고 생각되는 솔거는 신라 제일의 화가로 『삼국사기』에

까지 언급된 인물이다. 그가 그린 그림으로는 황룡사의 벽

화 <노송도>와 분황사 <관음보살>, 단속사의 <유마상>이 알

려져 있었는데, ‘신화(神畵)’의 경지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듯하다.61 솔거의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견해

가 제기되었으나 그가 <유마상>을 그렸다는 단속사가 대나

마(大奈麻) 이순(李純) 또는 신충(信忠)에 의해 창건된 사찰

로 경덕왕의 진영을 모셨던 절이라는 점62에서 미루어 볼 때, 

그 활동시기는 경덕왕대(742~765년 재위)라고 추정되고 있고 

분황사의 <천수관음도> 역시 경덕왕대에 그려졌을 가능성

이 크다고 생각된다.63

분황사 천수관음도는 앞 장에서 살펴본 천수관음상 도상

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른 도상의 천수관음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분황사 천수대비 이전에 7세기말 무

렵에 이미 백률사에 천수대비상이 봉안되어 있었던 점과 이

들 중대신라 천수관음상이 “천수대비”로 불리어 왔던 점에

서 미루어 볼 때, 7세기 중엽에 역출된 『천수경』의 경궤에 의

거해서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분황사 천수대비상은 합장한 두 손을 포함하여 각각 지물

을 든 40개의 큰 팔과 천개의 작은 손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얼굴(本面) 좌우에 협면이 있었는지 

머리 위에 11면이 표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석굴암 본존불상의 뒷벽에 새겨진 십일면관음상 <사진 12>

는 경덕왕대의 십일면관음상 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

러 역시 경덕왕대에 조성되었다고 알려진 경주 굴불사지 사

면석불 가운데 북면에 선각된 십일면육비 관음보살상 

<사진 13>은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유일의 다면다비 관음상

인데,64 이 관음상이 사면석불의 다른 존상들과 같이 경덕왕

대에 조성되었다면, 당시에 이미 다면다비의 밀교적인 관음

보살의 도상이 전해져 신라조각에 반영된 것임을 말해준다.

한편, 분황사 <천수관음도>가 좌상이었는지 입상이었는

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중국과 일본의 천수관음상의 자

세는 좌상, 의좌상, 입상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 전해오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제작된 천수관

음상들은 대체로 당말오대와 북송대 천수관음상의 도상을 

따르고 있으나 회화에서나 조각에서 모두 좌상 <사진 14>

로 표현되고 있다.65 이는 중대신라 이래 천수관음의 전통이 

좌상이어서 그를 따라 좌상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59  南東信, 1999, 앞의 글, pp.93~99 참조. 

60  唐 永徽연간(650~656년)에 서천축 승려 伽梵達磨가 한역한 『천수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이 이미 신라에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61  “率居新羅人, 所出微, 故不記其族系. 生而善畵, 嘗於皇龍寺壁畵老松, 體幹鱗皴, 枝葉盤屈, 烏鳶燕雀, 往往望之飛入, 及到, 蹭蹬而落, 歲久色暗, 寺僧以丹靑補之, 鳥雀不復

至.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晋州斷俗寺維摩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畵,” 『三國史記』 48 列傳 8. 

62  단속사지는 慶南 山淸郡 丹城面 雲里에 있는데, 경덕왕 7년(748) 大奈麻 李純이 창건했다는 說과 경덕왕 22년(763) 信忠이 창건했다는 說이 있으며, 이순이 창건하고 신충이 

중건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아도 경덕왕대에 창건된 것으로 이해된다. 단속사의 창건과 유마거사상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권5, 避隱 9, 信忠掛冠條; 『三

國史記』 新羅本紀 9 景德王 22년 8월條; 鄭炳模, 2002, 「솔거와 그 시대」 『慶州文化硏究』 5, pp.146~149 참조.

63  솔거가 그렸다는 황룡사 노송도는 황룡사의 창건기나 2차 중건기(584년)가 아닌 범종이 주조되고 종루가 세워지는 경덕왕대의 3차 중건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솔거의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안휘준, 1980, 『한국회화사』, 일지사, pp.44~45; 同著, 2008,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pp.211~212; 鄭炳模, 앞의 논문, p.138; 안휘준, 2012, 『한국

미술사연구』, 사회평론, pp.271~275 참조. 솔거의 생존시기와 분황사 <천수관음도>의 제작시기(경덕왕대)에 대해서는 辛鍾遠, 1999, 「三國遺事에 실린 芬皇寺觀音菩薩 說

話 譯註」 『芬皇寺의 諸照明』,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pp.42~50 참조.

64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십일면육비 관음보살입상에 대해서는, 金理那, 1975,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震檀學報』, pp.57~60 (同著, 1989, 『한국고대불교조각사

연구』, 일조각, pp.259~268 재수록)참조. 

65  宋殷碩, 1999, 「高麗 千手觀音圖 圖像에 대하여」 『湖巖美術館 硏究論文集』 4, pp.37~63; 양지은, 앞의 논문, p.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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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의 <천수관음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그림이 있었다는 분황사 ‘좌전’의 벽면공간

이다. 분황사 왼편 전각인 ‘좌전’ 북벽에 <천수관음도>가 그

려져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분황사가 초창기의 ‘일탑삼금

당’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66 <천수관음도>가 

그려져 있던 서금당은 초석이나 적심석이 확인되지 않아 평

면형식은 알 수 없으나, 동서 20.3m, 남북 18.0m로 면적이 

365㎡(110평)의 장방형 평면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67 그 

좌전에 <천수관음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관음보살이 본존인 ‘아미타불’을 협시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기도 하지만,68 현존하는 천수관음상들의 봉안 예에서 볼 

때, 천수관음상은 협시보살로서가 아니라 독존상으로 봉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69 그 예로서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 

북면에 선각되어 있는 십일면육비 관음보살입상 <사진 13>

은 서쪽면 아미타불의 좌협시보살로 표현된 관음보살입상

과는 별개로 독존형태로 새겨져 있고, 석굴암 십일면관음보

살입상 <사진 12> 역시 협시상이 아닌 독립상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좌전 북벽’은 중앙의 예배존상들이 배

치된 공간이 아닌 예배존상들이 배치된 내진(內陣) 북벽의 

뒤쪽 벽면이거나 서금당의 북쪽 벽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66  유홍식, 2006, 「芬皇寺 伽藍配置와 變遷에 관한 考察」 『특별전 芬皇寺 출토유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156~157 참조.

6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芬皇寺 發掘調査報告書Ⅰ』, pp.55~56; 유홍식, 앞의 글, p.155 참조.

68  이강근, 2013, 앞의 글, pp.74~75. 

69  원래 단독의 예배대상이던 관음보살이 『無量壽經』과 『觀無量壽經』과 같은 정토부 경전에서는 중생을 서방극락으로 제도하는 아미타불의 협시로 등장한다. 그러나 관음신앙

이 아미타불 신앙과 별개의 것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아미타불에 관한 경전 가운데 後漢 179년에 支婁迦讖이 번역한 『般舟三昧經』에서나, 정토삼부경 중에서도 『阿彌陀經』에

는 관음보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다(鄭炳三, 1982, 「統一新羅 觀音信仰」 『韓國史論』 8, pp.17~19). 독존의 예배대상으로서의 관음신앙은 당에 볼모로 잡혀있

던 김인문의 생환을 빌기위해 仁容寺에 관음도량을 베풀었던 기록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특히, 십일면관음이나 천수관음 등의 변화관음은 아미타불의 협시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예배상으로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진 13 】  굴불사지 사면석불 십일면육비관음보살입상(북면), 
통일신라, 경북 경주

【 사진 12 】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입상(부분), 
               통일신라,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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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솔거의 천수관음도가 그려지고 금동약사여래입상이 주조되었던 경덕왕대에도 삼금당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로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이강근,  2013, 「분황사의 

불교건축사적 의의」 『元曉學硏究』 18, pp.74~75. 

71  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된 내진 벽의 뒷면에 천수관음도가 그려져 있었다면 그 구도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내부에 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되고 후불벽화가 그려진 뒷벽에 백

의관음입상이 그려져 있는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7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衡制로 알려진 1斤 = 200g을 대입하면 61톤이 넘기 때문에 황룡사 중금당의 넓이(274평)에 비해 63%밖에 되지 않는 분황사 금당(172평)에 이렇

게 큰 불상이 봉안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유홍식, 앞의 글, pp.157~158 참조.

73  현존하는 7불 약사상의 예로는 遼 聖宗 9년(1020)에 세워진 遼寧省 義縣 奉國寺 금당에 봉안된 6.5m크기의 7불 약사장육상을 꼽을 수 있다. 杜仙洲, 1961, 「义县奉国寺大雄

殿调查报告」 『文物』 2期, pp.16~77; 刘畅, 刘梦雨, 张淑琴, 2012, 「再谈义县奉国寺大雄殿大木尺度设计方法-从最新发布资料得到的启示」 『故宫博物院院刊』 2期, pp.72~78; 

山岸公基, 2011, 앞의 글, pp.50~51.

74  이 기록은 平安末期에 정리된 東大寺 관련 史料集인 『東大寺要錄』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보다 2년 앞서 天平 17년(745) 9월에 京師와 畿內諸國에 令을 내려 大般若經 1백부

를 쓰고 높이 6척3촌의 약사불상 7구를 조성하며 더불어 『藥師經』 7권을 寫經하게 하였는 기록이 『續日本記』에 실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新藥師寺의 7불 약사상 조성은 745년

에 내려진 칙령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8년 奈良敎育大學 구내에서 新藥師寺의 대형기단 건물지가 발굴되어 9칸 규모의 금당지가 확인되었고 

정면에는 폭 52미터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山岸公基, 2011, 「新藥師寺七佛藥師金堂安置の群像と藥師信仰」 『復元 幻の大寺院 新藥師寺の謎に挑む』, NHK

出版, pp.58~99 참조. 

75  이 크기를 발제선까지로 본다면 약사불상은 높이 약 230cm가량의 좌불상로 추정되며 좌우 협시보살상은 보관의 지름이 1척 2촌이라는 「造東大寺司告朔解」의 기록으로 미루

어 입상으로 생각할 때, 약 300cm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山岸公基, 앞의 글, p.62.

볼 수 있다.70 아울러 서금당에 천수관음도가 봉안되어 있었

다는 점에서 이곳에 서방극락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을 본

존으로 하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71  

마지막으로 분황사에 주조된 약사여래상에 대해서는 이 

상의 주조에 사용된 동(銅)의 중량이 30만 6700근으로 그 무

게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61톤이 넘는 점에 대해

서 중량에 대한 오기(誤記)로 이해되기도 하였다.72 이러한 

이해는 지금까지 약사불상의 도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약사

불의 별인(別印)인 약기인의 표현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고대 불교미술에서 수인이나 지물(藥

器)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8대보살, 12신장, 7불(佛)

약사, 등명대와 같은 약사불 특유의 도상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73 

약사불은 석가불이나 아미타불과는 달리 좌우 협시보살 

외에도 약사와 관련된 여러 도상이 표현된다. 그것은 앞 장에

서 살펴본 살펴본 수(隋)·초당기의 <약사변상도>에서도 찾

아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약사불의 도상은 동아시아에 널

리 퍼졌던 듯하다. 그 예로서 천평 19년(747) 성무천황(聖武

天皇, 701~756)의 비(妃) 광명황후(光明皇后, 701~760)가 병

이 깊은 남편의 쾌유를 빌며 신야쿠시지(新藥師寺)를 창건하

여 금당에 ‘7불 약사상’을 모셨다는 기록을 꼽을 수 있다.74 천

평승보(天平勝寶) 3년경(751)에 완성된 7불 약사상은 6척3촌 

크기이며,75 각 약사상을 협시하는 소조(塑造) 일광·월광보【 사진 14 】  천수관음도, 고려시대 14세기, 삼성리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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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과 그 좌우로 12신장 등이 위호하는 대규모 군상(群像)이 완

성된 것은 천평보자(天平寶字) 6년경(762)으로 생각되고 있

다.76 현재 이 존상들은 전하지 않지만 문헌기록과 발굴을 통

해 드러난 금당의 규모와,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보관되어 있는 『동대사산계사지도(東大寺山堺四至圖)』에 묘

사된 「신약사사당(新藥師寺堂)」이 특이하게 7칸의 단층 건물

로 그려져 있는 점 등을 통해77 조성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 

칠불약사상의 조성과 그에 대한 공양은 『약사여래본원

경』(隋, 達摩笈多譯),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650년

경, 玄奘譯),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707년, 義淨譯) 

등, 동본이역(同本異譯)의 『약사경』들에서 공통적으로 설해

진 것으로서 이들 경궤에 근거한 ‘7불 약사상’의 도상이 일본

에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신라에도 전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78 게다가 신야쿠시지 금동칠

불약사불상의 조성 직후인 경덕왕 11년(752)에 700여명의 

대규모 사절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신라왕자 대아찬 김

태렴(金泰廉)79이 신야쿠시지 금당에 봉안된 7불약사상을 배

관(拜觀)하였다면, 분황사 약사상의 조성이 추진되는데 커다

란 자극과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발굴 보고에 따르면 분황사의 초창 중금당은 동서 26.6m, 

남북 15.4m의 124평 규모의 평면이고, 1차 중건 금당은 규모

가 동서 28.4m, 남북 20m의 172평 규모로 초창 중금당에 비

해 면적이 50평 정도 확장되었다.80 이 면적은 횡폭이 59m로 

추정되는 신야쿠시지 금당81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분명

하므로 분황사 금당에 봉안된 각 존상의 크기나 권속의 구성

이 신야쿠시지의 경우와는 달랐을 것이다. 7불약사가 아닌 

일광, 월광보살을 협시로 하는 약사여래삼존상과 그 좌우에 

12지상과 같은 여러 권속의 상들과 등명대가 배치된 구성으

로 약사여래의 정토인 동방유리광세계의 모습이 표현되었

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분황

사 약사불상의 주조에 사용된 30만 6700근의 동(銅)의 중량

이 황룡사 장육불상(574년)82에 사용되었던 35,007근에 비

해 8.7배가 넘는 양이었다는 기록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도량형의 문제와 불상의 주조기

법, 좌우협시 일광·월광보살상과 대좌, 광배의 재료까지 고

려되어야 하겠으나, 분황사 조상불사에 사용된 동(銅)의 중

량을 단지 약사상의 1구의 무게로만 이해하는 시각은 수정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약사상을 주조했다는 강고내말(强古乃末, 강고나

마)라는 장인의 이름이 『삼국유사』가 편찬되는 13세기 말까

지 전해왔다는 것은 당시 신라에서 분황사 조상불사가 갖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도상과 양식으로 

금당 약사불상을 비롯한 권속 여러 상들의 제작을 맡았던 그

는 분황사 불사(佛事)를 성공적으로 마친 관영공방 소속의 뛰

어난 장인으로서 그 이름이 기억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83 그렇다면 그가 주조한 약사상은 어떤 모습의 불상

이었을지 유추해 본다. 

약기인의 표현을 통해서 약사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

76  正倉院文書』 「造東大寺司告朔解」(762년)에 의거하여 당시 新藥師寺 金堂에 7불약사, 일광월광보살 14구, 12신장의 33구 조성되었다고 보았던 기존의 毛利久의 說에 더하여 

山岸公基氏는 사천왕상도 조성하여 37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山岸公基, 앞의 글, pp.60~62. 

77  金原正明, 2011, 「幻の大寺院·新藥師寺遺構は、こうして見つかった」 『復元 幻の大寺院 新藥師寺の謎に挑む』, NHK出版, pp.28~42 참조.

78  704년에 彌陀山과 法藏이 번역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신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어 경덕왕 10년(751)에 불국사 삼층석탑에 봉안된 것은 唐과 신라 사이에 긴밀한 불교문

화교류를 말해주므로 650년경에 역출된 『藥師琉璃光如來本願功德經』(玄奘譯)이나 707년에 간행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義淨譯)이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충분

하다고 생각된다.

79  王子 金泰廉의 대일외교와 교역에 대해서는 윤선태, 1997,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24, pp.40~66; 박남수, 2009, 「752년 金

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한국고대사연구』 55, pp.341~391 참조.

80  1차 중건 금당의 평면형식은 道里間 7칸, 樑間 6칸으로, 도리칸의 柱間이 御間과 제1夾間이 각각 4.8m로 등간격을 이루고, 제2협칸은 4.2m, 退間은 각각 2.8m로 측정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Ⅰ』, pp.57~60.

81  新藥師寺 금당은 柱間 거리를 약 4.2m로 볼 때 횡폭이 59m로 추정되며, 폭 52m의 계단이 있었던 것이 발굴에서 드러났다. 山岸公基, 2011, 「金堂はどのようなすがただった

のか？」 『復元 幻の大寺院 新藥師寺の謎に挑む』, p.44; 淸水重敦, 「誰がどんな技術で建てたのか？」, 同書, p.70.

82  「黃龍寺丈六」 條 『三國遺事』 권 4 塔像. 

83  대형 약사상이 주조되면서 이 상을 봉안하기 위해서 기존 삼금당 대신에 단일화된 새로운 형식의 1차 중건 금당이 건립되었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유홍식, 2006, 「芬皇寺 

伽藍配置와 變遷에 관한 考察」 『특별전 芬皇寺 출토유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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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라의 약기인 약사상은 좌상과 입상의 자세, 수인의 표

현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착의

방법, 옷주름 표현, 크기와 재료에 따라서 편년이 이루어진

다.84 대체로 좌상의 약사상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삼계인

(三界印)을 결하거나 오른쪽 무릎에 얹어 아래를 향해 항마

촉지인의 수인을 결하고85 왼손 위에는 약합 또는 보주를 올

린 형식이며, 입상의 약사상은 역시 왼손에 약합을 들고 오

른손은 내리거나 외장(外掌)하거나 삼계인과 같은 수인을 결

하는 형식이다.  

현존하는 통일신라 약사불상으로 비교적 이른 8세기 중·

후반의 양식을 보여주는 예로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

여래좌상 <사진 15>와 경주 칠불암 사면불상 가운데 동면 약

사여래좌상<사진 16>을 꼽을 수 있다.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은 오른손으로는 중대신라기에 유행한 초기항마촉지인의 수

인을 결하고 왼손 위에는 작은 보주를 올려놓은 수인을 보여

준다.86 칠불암 약사여래좌상은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

를 맞대어 삼계인을 결하고 왼손으로는 동그란 보주[藥器]를 

들고 있어 경전 상의 도상의궤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이 밖에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광배 뒷면에 

부조된 약사여래좌상 <사진 17>은 왼손에 동그란 지물을 들

고 오른손은 위로 올려 수인을 결하고 있다. 같은 도상은 경

주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동면 약사여래좌상 <사진 18>에도 

보이는데, 이 상 역시 왼손에 동그란 보주를 들고 훼손이 심

한 오른손은 위로 올려 수인을 결하고 있었던 듯하다.87 또 

84  劉根子, 1994, 앞의 논문, pp.83~91 참조. 

85  약사불이 오른손으로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왼손으로 약기를 든 도상은 신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인데, 석가의 항마촉지인에서 힌트를 얻어 통일신라 약사불 도상으로 

정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玄奘이 역출한 『藥師琉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는 약사불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병이 치유되고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므로, 한 손은 魔軍이나 병

마를 격파하고, 한 손에는 약으로 병을 치유하는 수인으로 나타냈다고도 이해되고 있다. 劉根子, 앞의 논문, p.90 참조.

86  오른손으로 항마촉지인을 결한 경우, 보주가 반드시 약사불의 약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석가의 수인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7  동면의 약사여래좌상은 얼굴은 물론 손발과 다리의 옷주름의 조각기법에서 다른 세 면의 조각들과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다른 면의 존상들처럼 경덕왕대(742~765년 재위)

에 제작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보인다.

【 사진 15 】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사진 16 】  경주 남산 칠불암 사면불상의 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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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사상의 예로 분황사 뒷담 밖 우물에서 발견된 석조

약사여래좌상 <사진 19>는 커다란 보주를 왼손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이 상은 신라하대의 

조각으로 생각되지만 분황사 경내나 인근에 봉안되어 있던 

상이라면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상의 도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역시 신라하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용장계 약사여래좌상 <사진 20>도 앞의 약사상과 

거의 같은 수인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여섯 구의 

약사여래상은 중대신라기에 조성되었거나 혹은 하대(下代)

로 제작시기가 내려오는 상이라 할지라도 왕경의 중심사찰

인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약사여래상의 도상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되며,88 이 상들이 모

두 왼손에 보주를 든 좌상의 약사상인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좌상도 이와 같은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본다.89   

약사불상과 그 권속들의 조성은 경덕왕(742~764년)이 재

위한 20여년 사이에 분황사에 대규모 불사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즉, 좌전의 ‘천수대비’에 관한 설화는 중전, 좌전, 우전

의 창건기의 삼금당식 가람배치를 유지하고 있던90 경덕왕

대 초의 설화라고 할 수 있으며, 1차 중건 금당은 약사여래상

과 그 권속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되어 이미 120년이 넘은 노

후한 불전을 폐기하고 금당을 확장 건축하여 새로운 도상의 

금동약사여래상과 그 권속을 봉안했다는 것은 불국사와 석

88  8세기 중 후반에서 9세기 초까지도 동그란 寶珠형태로 표현되던 藥器는 점차 현실적인 약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불상(901년)을 비롯해서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금동사리기외함의 약사불좌상(863년), 영양 연당동 석조약사여래좌상(889년)에서는 盒이나 鉢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89  신라하대로 내려오면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을 비롯해서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801년), 경주 용장계 석조약사여래좌상(도 22), 경주 윤을곡 마애삼존여래

좌상 가운데 약사여래좌상(835년)이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출토 금동사리기외함의 약사여래좌상(863년), 영양 蓮塘洞 석조약사여래좌상(889년) 등, 다수의 약사상이 

전하고 있어 신라하대에 약사신앙이 더욱 확산되고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사불상이 손에 든 藥器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형태도 뚜렷해진다.

90  유홍식, 2006, 앞의 글, p.157.

【 사진 17 】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광배 뒷면의 약사
여래좌상 부조, 통일신라

【 사진 18 】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동면 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경북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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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암 창건을 비롯하여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던 경덕왕대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음말

중대신라기의 분황사의 불교미술과 관련된 『삼국유사』

의 기사를 중심으로 중대신라기 분황사의 불교미술을 유추

해 보았다. 그 가운데 원효의 아들인 설총이 신문왕 6년(686)

에 입적한 원효의 소조초상을 만들어 봉안했다는 분황사의 

‘원효고상(元曉顧像)’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남북조시대부터 

크게 유행했던 유마거사상의 이미지를 따라서 조성한 상으

로서, 반대편에 앉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을 향해 고개를 옆

으로 돌린 자세로 앉은 초당기 유마거사상과 그와 같은 도상

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석굴암 감실 유마거사상과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효가 환속하여 거

【 사진 19 】  분황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9세기, 
                국립경주박물관

【 사진 20 】  경주 용장계 석조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사로서 살았던 사실과 애장왕대에 원효의 현손인 설중업이 

고선사에 봉안했던 원효초상이 ‘거사형’이었던 점, 원효가 입

적한 혈사에 고려시대까지 봉안되어 있던 원효의 진영을 이

규보(1168~1241)가 보고 ‘소성거사’라고 불렀던 점 등은 통

일신라시대의 원효 초상이 거사형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경덕왕대에 희명의 다섯살된 아이의 눈을 뜨

게 했다는 분황사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은 천개의 손에 눈

이 그려져 있는 천수관음보살상이었다. 이 분황사 천수대비

상을 비롯해서 백률사 대비상, 중생사 대비상은 그 영험함이 

전해오는 관음상들인데, 이 가운데 백률사 대비상은 효소왕

대(692~701년 재위) 이미 봉안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당 

655년에 가범달마가 『천수경』을 번역한 뒤 30~40년 정도 경

과하여 신라에도 천수관음신앙이 전해져서 유행하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신라에서 천수관음상을 ‘천수대비’로 불렀

던 것은 바로 『천수경』의 경궤를 따랐기 때문인데, 당대의 천

수관음 도상은 매우 밀교적인 요소가 짙고 다양하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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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천수경』의 영향을 받았던 중대신라의 천수대비상

들은 초당기의 도상을 따라 40개의 큰 손과 천개의 작은 손

을 가지고 각 손바닥에는 천안이 표현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755년에 조성된 분황사의 약사여래상의 주조

에는 30만 6700근의 동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

처럼 많은 동이 사용된 것은 도량형의 문제이거나 기록의 오

류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동본이역의 여러 『약사경』에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여래상을 일곱 구 조

성하였거나, 일광·월광보살을 협시보살로 하여 약사여래

삼존상을 조성했거나, 8대보살이나 12신장을 배치하였거나, 

거대한 등명대을 설치하는 등, 약사신앙의 행법과 관련된 여

러 권속 제 존상의 표현과 장엄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

이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시

기에 나라(奈良) 신야쿠시지의 창건과 7불 약사여래장육상의 

봉안은 신라 왕실에도 커다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노후해진 분황사를 일신(一新)하여 약사여래의 정토인 동방

유리광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분황

사 약사불상의 모습을 유추할 만한 자료로는 8세기 중·후반

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주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과 경주 칠불암 사면석불 가운데 동면 약사여래좌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상들은 약기인(藥器印)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

는 좌상의 약사상으로서 금동불로 제작된 분황사 약사상의 

형태도 이 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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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Silla Buddhist Art of Bunhwangsa 
Temple Seen through the Record of Samgukyusa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uddhist sculpture and wall-painting enshrined in the halls of Bunhwangsa (Bunhwang 

temple) at Gyeongju in the mid-Silla period, which are thoroughly unknown to us except through textual records of 

Samgukyusa compiled by Priest Ilyeon in the late thirteenth century. 

     According to Samgukyusa, a clay portrait-sculpture of Monk Wonhyo, made by his son Seolchong, was placed 

in Bunhwangsa. This image faced to the side, because he turned his body toward Seolchong when Seolchong 

bowed to this image. This story suggests that the portrait image of Wonhyo was most likely made after the Vimalakirti 

images, which were popular in China from the Six Dynasties period on, especially the Vimalakirti images of the 

early Tang period, turning his head and body toward Bodhisattva Manjusi seated opposite. The Vimalakirti image of 

Seokkuram might show the portrait image of Wonhyo. 

     A wall-painting of a Thousand-Armed Avalokiresvara who has a thousand arms with a thousand eyes, called 

by the name ‘Great Mercy with a Thousand Hands’, was enshrined on the north wall of the left hall of Bunhwangsa. 

During King Gyeondeok’s reign, Himyeong and her five-year-old blind child prayed before this image, and the blind 

child gained eyesight. While praying, they sang a song pleading for one of the thousand eyes which the Bodhisattva 

had in his hands. This song implies that Thousand-Armed Avalokiresvara had a thousand eyes, one painted on each 

hand. The fact that Thousand-Armed Avalokiresvara of Bunhwangsa was called ‘Great Mercy with a Thousand 

Hands’ indicates that this painting was based on the scripture Thousand-Armed Avalokiresvara Sutra translated by 

Bhagavaddharma in about 655, in the Tang period, which also has ‘Great Mercy’ in its title.

    In the year 755, a gilt bronze image of Medicine Buddha was made in Bunhwangsa, using nearly 61 tons 

of bronze to cast. The huge amount of bronze suggests it includes not only the Buddha statue but many other 

images such as two attendant Bodhisattvas of Suryaprabha and Candraprabha, Eight Great Bodhisattvas, or Twelve 

Guardians. Seven images of Medicine Buddha might have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al tex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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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Medicine Buddha Sutra translated by Monk Yijing. Textual evidence and recent excavation have revealed 

that seven images of Medicine Buddha and their whole attendant images based on  Seven Medicine Buddha 

Sutra were made in the Nara period from 751 to 762 when Queen Gomyo contructed Sinyakusiji temple for the 

recovery of her husband Shomu. It is fair to assume that one or seven Medicine Buddhas and a whole group of his 

(their) attendant images were made for the main hall of Bunhwangsa temple in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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