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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무량사無量寺의 17세기 재건再建과 조영 계획造營 計劃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는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과 후원 

세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과 의장 계획 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었다. 무량사의 재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량사의 1624~1636년까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중창 순서를 재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극락전의 재건시기를 1633년에서 1624년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무량사의 불사 순서가 1624년 극락전 중창, 1627년 괘불 조성, 

1636년 소조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무량사 재건은 일반 사찰에 비해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특

히 완주 송광사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진묵대사가 무량사 불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진묵대사의 불사를 지원

했던 송광사 후원 세력인 왕실 신씨 일가의 영향이 무량사까지 미친 것으로 보았다.

셋째, 무량사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무량사 극락전을 다른 중층 불전과 비교

를 통해 건축형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공포와 가구의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량사 극락전과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동일한 계통의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극락전을 조영하는데 사용한 309mm의 용척을 중심으로 건물의 의장 계획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극락전은 일

반 조선후기 중층 불전에 비해 완벽한 비율이 확인되고 대체로 1 : 1.41의 황금비율이 건물의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극락전의 안정적

인 의장은 조선후기 무량사 재건 당시 이미 전체적인 가람의 조영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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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무량사無量寺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자락

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6교구이다(사진 1). 무

량사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범일국사梵日國師1가 창건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사역의 북쪽 무

량사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선조문 기와계열의 와적층과 

기단석렬 등이 확인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말기 무량사 

창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2

고려시대 무량사는 무량사구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명

문기와 중 ‘건덕9년乾德九年(971년)’과 ‘중희14년重熙十四年

(1045년)’, ‘청녕병신靑寧丙申(1056년)’등의 간지명이 확인되

고 있어 최소한 3번 이상의 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 

특히 명문기와 중 ‘건덕9년’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

는데, 이 기와와 함께 경내에 남아 있는 5층 석탑과 석등 

등이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어 10세기 후

반 무량사의 대대적인 중수를 짐작할 수 있다.4 조선시대 

무량사는 1493년에 제작된 김시습金時習의 부도비가 남아 

있고, 1594년 무량사 승려의 남살濫殺과 1596년 이몽학 난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중기까지 사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5 조선후기인 1597년 ‘왜구들이 홍산의 무량사와 부

1   ‘…板餘刻之存者云古新羅文考獻康朝에 梵日國師이 初入是山開基建寺고…’, 「無量寺重修記」, 1915,      

‘…新羅第三十代文武王時代에 梵日國師가 最初創建하시고…’, 「無量寺略誌」, 1961.

2   종합고찰 2, 무량사 건물배치와 변천과정의 창건기 설명을 통해 무량사 구지 6건물지와 7건물에서 선조문기와 계열의 와적층과 통일신라시대 석렬 및 기단

석이 확인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유구가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9, 『夫餘 無量寺 舊址 Ⅱ』, pp.75~79.

3   앞 보고서, 2009, 忠淸南道歷史文化院, pp.75~79, 종합고찰 1, 무량사 출토 명문기와 분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   洪思俊, 1973,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 117』, 韓國美術史學會, p.2를 통해 무량사가 사찰 주변에서 전해지는 와당과 석조유물을 통해 

고려시대 초창된 사찰로 보고 있다.          

박경식, 2013, 『한국의 석등』, pp.364~366 무량사 석등이 고려초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한국의 고건축』 제22호, p.10.

사진 1.    무량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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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도천사 은산역 등에서 분탕질하였다.’6라는 기사를 통

해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방화가 무량사까지 미친 사실을 

알 수 있다.7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는 1624년부터 대대적인 재건이 

시작되어 1627년 괘불 조성, 1633년 극락전 중건과 아미타

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을 끝으로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다. 동일한 시기 일반 

사찰의 재건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100년 가까운 시간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무량사의 재건은 대단히 

빠른 시간에 이룩된다. 이는 당시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

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지만 현재까지 무

량사의 17세기 재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무량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도 극락전을 포함하는 개별 

유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8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7세

기 무량사의 재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원 세력을 밝

혀보고,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극락전의 

초창연대를 기존 1633년에서 1624년 이전으로 상향 조정하

고자 한다.9 극락전의 초창연대 고증은 창건 이후 400년이 

흐른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작은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

나, 17세기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재건을 이룩한 무량

사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만약 기존에 알려진 대로 1633년 무량사의 극락전이 

조영되었다면, 극락전 내부에 1633년 제작된 대형삼존소조

불과 함께 조성된 전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형삼존소조불과 대규모 중층 불전이 함께 

이룩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사찰이 된다.

당시 아무리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상량 이후 공정과 시간을 감안해 볼 때 1년 안에 대

형삼존소조불과 중층 건물을 동시에 조성하는 일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극락전의 재건 연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는 불가피해진다. 극락전의 초창시기 검토와 함께 건축사적 

의미를 같은 시기에 건립된 다른 중층 불전과의 비교를 통

해 제고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층극락전이 무량사 가람배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

6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 9월 9일 조 “이달 3일에 홍주洪州의 향리鄕吏 이해李海가 청양靑陽·부여扶餘 등처를 체탐體探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이 백마강
白馬江에 이르러 나룻배를 빼앗아 종일토록 강을 건너는가 하면 얕은 여울로 건너기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체탐인이 와서 보고

한 것에 의하면 ‘은진恩津·부여·석성石城 등처에는 왜적의 기세가 몹시 성하여 홍산鴻山의 무량사無量寺, 부여의 도천사道川寺, 은산역恩山驛 등처에서 분탕질

하였다…….’ 하였습니다.

7   무량사구지는 문화재자료 제3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량사의 동쪽의 경작지를 포함하는 6,600m2 이다. 이 무량사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0년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009년까지 4차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 성과를 통해 자세한 사역의 변화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8   무량사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 극락전 및 석탑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韓國의 古建築』 第22號; 金奉建, 1995, 「傳統 中層木造建築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德文, 1997, 「朝

鮮時代 傳統木造建築의 通柱型 重層體系」,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在吉, 2006, 「朝鮮時代 重層 寺刹建築 比例에 關한 硏究」, 목원대학교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吳世德, 2008, 「朝鮮後期 重層佛殿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洪思俊, 1973,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 117』, 韓國美術史學會; 윤창숙, 1998, 「高麗石塔의 基壇樣式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미숙, 2011, 「高麗前期 石塔 硏

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 삼존불 및 괘불 -            

심주완, 2000, 「17世紀 前半期 大形塑造佛像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주완, 2002,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相에 관한 硏究」 『미술

사연구』, 한국미술사학회; 김수영, 2010, 『夫餘 無量寺 掛佛幀』, 통도사성보박물관 등이 있다.      

- 무량사 구지의 발굴보고서 -           

『無量寺』, 2001, 忠淸埋葬文化財硏究院·忠淸南道扶餘郡; 『夫餘 無量寺 舊址Ⅰ』, 2005, 忠淸南道歷史文化院·扶餘郡; 『夫餘 無量寺 舊址Ⅱ』, 2009, 

忠淸南道歷史文化院.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韓國의 古建築』 第22號, 1633년 재건설 이후 많은 논문에서 1633년 극락전이 중창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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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금당과 탑이 일정한 의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 이후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10

그러나 이러한 건물과 가람의 의장 관계가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무량사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어 가람배치와 

중층극락전의 연관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Ⅱ.   17세기 중창불사 순서와 후원 계층

의 추정

무량사는 만수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형 사찰로 

남 - 북 자오선을 중심축으로 중층극락전極樂殿, 명부전冥府殿,  

영산전靈山殿, 산신각山神閣, 진영각影幀閣, 천불전千佛殿, 우화궁 

雨花宮, 범종각梵鐘閣, 천왕문天王門 등 10여 동의 크고 작은 

전각들과 고려초기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5층석탑五層石塔,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이외 중층

극락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삼존불塑造三尊佛, 후불탱

後佛幀, 불패佛牌, 괘불掛佛 등의 장엄물이 있다.

무량사에 남아있는 전각과 각종 장엄물은 모두 임진

왜란 이후 조성된 것이고, 특히 대규모의 중층 불전, 괘불, 

소조삼존불이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고 있어 

다른 사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복원력

을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신속한 재건에 대한 사

중의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

렵지만 강력한 후원 계층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한 일로 여

겨진다. 이 후원 계층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순서를 검토해보

면, 일반 사찰의 재건 순서는 대부분 중심 전각을 맨 처

음 조성한 다음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내부 장엄물인 불상

과 후불탱 조성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무량사는 이와 다

르게 가장 먼저 1627년 괘불을 조성하고, 6년 뒤인 1633

년 중층극락전과 내부 삼존불을 동시에 조성한다. 이후 3

년 뒤인 1636년 범종 조성이 이어진다. 이러한 무량사의 불

사 순서는 동일한 대형삼존소조불을 조성한 선운사禪雲寺, 

법주사法住寺, 쌍계사雙溪寺, 완주 송광사松廣寺, 범어사梵魚寺 

등과도 차이가 있는 독자적인 불사 진행 순서이다(표 1).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무량사에 1633년 극

락전이 조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해에 5m가 넘는 삼

존소조불이 함께 조성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가장 단기간에 완성된 중층 불전과 불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어려운 사찰의 경제력과 중층 불전

인 극락전 조성 기간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로 

17세기 무량사의 재건불사 순서 재검토는 불가피해진다.

10   米田美代治, 1944, 『朝鮮上代建築の硏究』, 秋田室; 金東賢, 1992, 「皇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硏究」, 東京大學校大學院 博論 등의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11   각각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시대 구분을 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韓國의 古建築』第22號; 釜山廣域市 金井區廳, 『梵魚寺 大雄殿 修理工事 報告書』 2004; 文化財廳, 2005, 『禪雲寺 大雄殿 實測

調査報告書』; 文化財廳, 2002, 『觀龍寺 大雄殿 修理報告書』; 文化財廳, 2005, 『法住寺 大雄殿 實測·修理報告書』; 文化財廳, 2007, 『河東 雙磎寺 大雄殿 

修理報告書』.

표 1.  17세기 일반사찰의 불사 순서11

사찰명 불전 불상 괘불

무량사 1633년(극락전) 1633년(소조삼존불) 1627년

선운사 1614년(대웅전) 1634년(소조삼존불) 1653년(기록)

관룡사 1617년(대웅전) 1629년(소조삼존불)

법주사 1618년(대웅전) 1626년(소조삼존불) 1766년

쌍계사 1632년(대웅전) 1639년(소조삼존불)

범어사 1658년(대웅전) 1661년(소조삼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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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량사 경내에 남아있는 유물 중 그 제작 시기가 

명확한 것은 1627년작 괘불과 1633년작 소조삼존불, 1636

년작 범종, 1654년작 불패, 1747년작 삼장보살도 등이 있다

(사진 2~5). 경내에 남아 있는 유물 대부분이 제작 연대가 

명확한 반면 극락전은 전면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그 제작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다만 최근에 간행된 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

해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하는 견해가 제시

되고 있다.12

한편 무량사 극락전을 포함한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대웅전, 마곡사 대웅보전, 화엄사 각황전 등 조선후기 제작

된 중층 불전의 정확한 건립기간에 대한 구체적 연구 성과

는 축척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법주사 

대웅전 해체·수리과정에서 확인된 나무 연륜연대측정법 

결과는 중층 불전의 건립 기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로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2   무량사 극락전의 제작 시기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金奉建, 1994, 「傳統 重層木造建築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73, 〈표 4~5〉를 통해 그 제작 시기를 17세기만으로 보고 있다.; 金德

文, 1997, 「조선시대 전통목조건축의 통주형 중층체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표 3〉을 통해 그 제작 시기를 조선중기로 보고 언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韓國의 古建築』 第22號, pp.8~13을 통해 조선후기 무량사의 연혁을 살펴보면서 극락전의 중수 시기를 1633년으로 언급하였다.; 

양윤식, 2000,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표1~4〉를 통해 그 제작 시기를 1679년 중건으로 언급하였다.

사진 2.  소조 삼존불 (1633년) 

사진 5.  무량사 괘불 (1627년)사진 3.  범종 (1636년) 사진 4.  불패 (16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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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대웅전은 2001~2005년까지 4년 동안 전면 해

체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건물 각 부분에서 530개의 

파라트를 채취하여 나무 연륜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다. 측

정 결과 1618년 상량된13 법주사 대웅전의 지붕 가구를 이

루는 목부재는 1616~1618년에 벌채된 나무를, 귀틀과 청

판, 불단 등의 마루나 내부 장식재는 1620~1622년에 벌채

된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 최소한 대웅전의 완성까지 5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4 물론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건물 전체를 만든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 건물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상량 이후 내

부 장엄이 완성되는 시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량사도 법주사의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가정 하더라도 1633년에 대

형 삼존소조불이 봉안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삼존소조

불이 조성되는 시점보다 앞 시기에 극락전이 완성되어 있어

야 한다.

극락전의 재건 시기 검토에 앞서 고려해야할 유물이 

경내에 한 점 더 남아있다. 1627년 제작된 괘불로 화기에 

‘만수산무량사萬壽山無量寺’에서 조성했다는 분명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무량사 현괘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가 틀림없

다. 괘불 같은 대형 불화의 제작 방식은 일반적으로 각 불

화를 봉안한 사찰에서 발원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 다

음 그릴 화사를 초빙하여 해당 사찰에서 그린다. 무량사의 

재건 순서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건물이 극락전임을 상기

해 본다면 이 극락전에서 10m가 넘는 대형 불화가 제작되

었고, 이후 이 괘불 봉안이 이루어졌던 장소 역시 동일한 

전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무량사의 극락전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괘불을 그리거나 봉안하였다면 경내에 남아 있는 

다른 불전의 크기 및 기록을 감안해 볼 때 괘불 봉안은 가

능할지 모르지만 이 불화를 그리는 작업은 불가능한 규모

의 전각뿐이다.15 

결론적으로 극락전의 재건 시기는 내부의 삼존불이

나 무량사 괘불 조성 장소 및 봉안 처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에 편년 안처럼 163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보다는 무

량사 괘불이 조성되는 1627년 이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괘

불을 그리거나 봉안할 수 있는 극락전의 내부 마루공사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정황과 비록 후대의 기록으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1961년 제작된 「무량사 약지」에

서 1624년부터 무량사를 중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

어, 중층극락전이 무량사 중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

되었을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다.16

13   「朝鮮國忠淸道報恩縣東嶺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上樑文」(1715)…大明萬曆四十六年戊午三重創八月二十二日上樑(1618)…, 文化財廳, 

2005, 『法住寺 大雄殿 實測·修理報告書』, p.106.

14 文化財廳, 2005, 『法住寺 大雄殿 實測·修理報告書』, p.266.

15   무량사에서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로는 극락전을 제외하고 영산전과 명부전이 있는데 모두 정면이 8m 내외의 규모로 세로1200cm, 가로693cm 규모의 

괘불을 봉안 및 그리기에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16   「無量寺略誌(1961)」의 기록이 비록 후대 기록이기는 하지만 다른 문헌 기록에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인조연간의 진묵대사의 중수 기록과 당시 주지 탁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표 2.  무량사 경내에 남아 있는 유물의 제작 시기

유물명 내용 제작 시기

괘불 화   기 : 天啓七年丁卯六月日畵成畢也鴻山縣地北嶺萬壽山無量寺 1627년

삼존불 발원문 : 崇禎六年歲次癸酉八月日忠淸道鴻山縣無量寺 1633년

범종 명   문 : 崇禎九年銘丙子年月日忠淸道鴻山縣北面萬壽山無量寺大鐘鑄成 1636년

불패 명   문 : 順治十年甲午九月日 1654년



6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3

극락전의 새로운 편년 기준을 적용하여 17세기 무량

사 재건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1624년 이전 극락

전 중수공사를 시작하여 최소한 1627년 마루공사가 마감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루 위에서 1627년 괘불을 

그려 봉안한다. 이후 내부 수장공사를 끝내고 극락전 공사

를 마감하여 1633년 대형 소조삼세불을 봉안하고, 1636년 

범종 조성으로 이어져야 일반적인 조선후기 사찰의 재건불

사 순서와 동일해진다.17

이상의 내용을 통해 극락전 재건 연대를 기존 1633년

보다 빠른 1624년 이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극락전의 제

작 시기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1624~1636년 약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량사 재건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이는 무량사 재건에 상당한 후원 세력이 존재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무량사 재건 후원 세력에 대한 

접근은 대형소조불과 중층 불전의 조영이라는 측면에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량사 극락전에 봉안 중인 5m가 넘는 대형소조불은 

1633년 제작되어 봉안된 사찰의 주존불이다. 이러한 대형

소조불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반에 갑사甲寺, 귀신사

歸信寺, 선운사禪雲寺, 금산사金山寺, 법주사法住寺 등 주로 충

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역적 편

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8 특히 무량사 삼존상은 법주

사상과 함께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조각장 현진玄眞이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다. 승장 현진은 17세기 초반 충청도·경상

도·전라도 일원에서 조영 활동을 전개한 조각승이며, 이미 

그 뛰어난 솜씨를 인정받아 1622년 광해군의 비 장열왕후

章烈王后와 그 가계의 원불로 제작된 ‘자인수양사慈仁壽兩寺’ 

상의 조상 작업에 참여하여 왕실과의 인연을 맺은 인물이

다.19 현진과 왕실의 인연은 그가 제작한 또 하나의 삼존소

조불이 남아 있는 법주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사진 6~7).

법주사는 보은 소재의 사찰로써 임진왜란으로 전소되

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건되기 시작하였다. 법주사의 17

세기 불사 관계 기록에서 구체적인 후원 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602~1605년 사이에 제작된 팔상전에서 출현

한 사리함을 싸고 있던 8겹 비단 보자기에 쓰여 있던 묵서

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묵서의 발원자가 누구인지 명

확하지는 않지만 왕손의 앞날을 축원하고 있는 사람이 발

17   ‘…距今三白三十八年前 檀紀三千九百五十六年 朝鮮第十六代 仁祖大王元年에 震黙大師가 本寺를 重修하시고…’, 『無量寺略誌』, 1961.

18   심주완, 2002,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硏究」 『美術史學硏究』 233·234號, 한국미술사학회, p.96.

19   문명대, 2007,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講座美術史』 29號, 韓國佛敎美術史學會, p.355.

사진 6.  법주사 대웅보전 (1618년) 사진 7.  법주사 대웅전 삼존불 (16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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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李康根, 1994,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3.

21   오세덕, 2013, 「조선후기 중층 불전重層 佛殿에 관한 연구」 『石堂論叢』 第56輯, p.245.

22   李康根, 1999, 「완주 송광사 건축과 17세기의 개창역」 『講座美術史』 13號, 韓國佛敎美術史學會, p.107.

23   「全州松廣寺開創碑」, ‘全州府松廣寺開創之碑（篆題）有明朝鮮國全羅道全州府松廣寺開創碑銘幷 序 義昌君珖書 綏祿大夫東陽尉申翊聖譔幷篆…（裏面）賜

號禪宗大伽藍寺（篆題）兼巡察使南公銑 府尹申公翊亮 大禪師震黙堂 野氓完山李就潘誌…’, 개창비 내용은 왕실 외척으로 전라도 완주에 본거지로 둔 신씨 

일가가 송광사 불사를 경제적 후원을 하였으며, 그 외 200여 명이 넘는 민간 발원자와 벽암 각성 문중의 승려 26명이 함께 재건 불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개

창비 후면 상단에 진묵대선사 기록되어 있어 벽암각성은 문중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서 송광사 재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창비의 

비문을 의창군 광이 썼음을 알 수 있다. 李康根, 1999, 「完州 松廣寺의 建築과 17세기의 開創役」 『講座美術史』 13號, 韓國佛敎美術史學會, pp.106~107.

24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 ‘…畵員 玄眞比丘 畵員 淸憲比丘 畵員 衍黙比丘 懷黙比丘 玉淨比丘…’, 현진·청헌파는 현진과 함께 

조성 활동을 벌였던 49명의 조각승들 중에 수조각승으로서 자신의 불상을 조성하였던 조각승은 청헌과 승일, 연묵이 있다. 송은석, 2012, 『조선후기 불교조

각사』, (주)사회와 평론, p.391.

원하고 있다는 기문이 확인되고 있어 법주사의 재건이 왕실

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이와 함께 법주사 재

건 공사를 이끈 장본인이 임진왜란 때 적극적인 구국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에서 내린 조선국승대장朝鮮國僧大將이라는 명

예 관직을 받은 유정惟政이라는 사실은 법주사 재건이 왕실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대형소조불과 중층 불전 불사에서 왕실이 후원 세력

으로 등장하는 사찰은 법주사 이외에도 완주 송광사가 하

나 더 있다. 완주 송광사는 완주군 송광면 종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써 임진왜란 이후인 1622~1631년까지 

약 10년 동안 왕실 외가인 신씨 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송광사에는 현재 단층 대웅전 내부로 5m가 

넘은 삼존소조불이 봉안되어 있으나, 대웅전 초창 당시 중

층 불전으로 조성되었다가 19세기 중수로 중층 불전에 쓰

일 재목을 구하지 못하여 단층 불전으로 변형된 것이다.21

송광사의 왕실 후원에 관한 내용은 사찰의 중수를 끝마

치고 작성한 사역 동쪽 마당에 기록한 중수비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비 음기에 보면 사호선종대가람寺號禪宗大伽藍이

라는 제액이 등장하고 있다.22 특히 비석의 앞면에는 비문

을 짓고 제액을 쓴 사람이 신익성申翊聖이며, 비문의 글씨를 

쓴 사람은 의창군義昌君 이광李珖이라고 새겨져 있다. 신익

성은 선조의 부마이며, 의창군은 선조의 8번째 아들이므로 

두 사람은 선조 왕실의 일원으로서 처남 매부 사이가 된다. 

왕실 종친 일원이 사찰 내역을 기록한 창건기를 쓴 사실은 

송광사 창건이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더욱이 송광사가 창건된 터전 역시 왕실의 

종친인 신씨 일가가 희사하였다는 사실은 더욱더 명확하게 

왕실 후원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다.23

이러한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창건된 송광사에도 

무량사와 동일한 대형소조불이 1641년 제작되는데, 이 삼

존소조불을 조성 장인이 현진과 함께 법주사상을 조영한 

청헌淸憲24이다(사진 8, 9). 그렇다면 앞쪽에서 나열한 법주

사진 8.  송광사 대웅전 사진 9.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 (16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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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무량사에 조영된 대형 삼존소조불의 조영이 결코 우

연이 아닌 일정한 후원 계층 즉 왕실 정도의 후원 계층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규모의 불상으로 여

길 만하다.25 더욱이 작품 제작자가 왕실과 일찍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현진계파라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

는 대목이다. 완주 송광사는 앞쪽에서 설명한 중층 불전과 

대형소조불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무량사와 연관성이 확인

되는데, 송광사 중창기 신익성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진묵

震黙이라는 승려와의 관련성이다.

진묵대사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선승으로 알려져 있

으며, 임진왜란 때 사명당四溟堂 등은 직접적인 참전을 통해 

구국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스님은 참전이 아닌 오르지 수행 

정진을 통해 깨달음 단계에 도달한 인물이다.26 진묵의 활

동 무대는 주로 전라북도 전주 서방산 봉서사鳳捿寺27로 평

생 수행에 전념한 인물이지만 후일 전국승려대조사全國僧侶

大祖師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한 진묵대사가 송광사 창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문집에 ‘천계 임술년에 완주의 송광사와 홍산의 무량

사에서 동시에 소상을 조성하게 되어 양쪽에서 대사를 증

사로 청하였다…’28라는 내용은 송광사와 무량사 불사에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비록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무량사약지에 ‘단기 3156년(1623년) 조

선 16대 인진대왕 원년에 진묵대사가 본사를 중수하시고, 

극락전의 삼존불과 영산전 주불인 석가모니불상과 좌측 

가섭존자와 우측 아난존자와 천불상을 조성하고, 명부전 

주불 지장보살상과 우측의 도명존자 좌측의 무독귀왕 좌

우 십대명왕 전부를 조성하사 봉안하시니 당시 주지는 탁

규였다.’29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무량사 불사를 이끈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무량사의 재건 

후원 세력이 진묵과 송광사 불사를 통해서 알게 된 왕실세

력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무량사 재건의 후원 세력

은 조선후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층극락전을 조성한 점

과 현진이라는 당대 최고의 조각승이 5m 넘는 삼존소조불

을 조영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왕실 후원 세력이 일으킨 송

광사 불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진묵대사가 무량사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본다면, 무량사 역시 법주

사와 송광사 같이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재건된 사찰

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Ⅲ.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

무량사 극락전은 경내 북쪽 끝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4칸 다포계 중층 팔작지붕집으로 그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받아 조선후기 불전 연구에 귀중한 작례로 평

가받고 있다(사진 10).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개별적인 연

구 성과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몇 차례의 수리

와 실측 보고서가 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비단 무량

사 극락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건축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

인 한계이기도 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무량사 극락전과 조

25   무량사상의 조성발원문을 살펴보면 施主秩에 이효갑 외 123명의 방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 유지나 백성으로 추정하고 있어 왕실 발원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왕실 발원 사찰인 법주사 소조상존상이나 송광사 소조상존상도 모두 발원문의 시주자는 일반인만 확인되고 있어 

실제 후원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6   ‘大禪師震黙堂 野氓完山李就潘誌’, ‘而幸爾曹能酬普照之志此固吾道之盛事宜記本末傳之後世而傳之後世者非鐫石不可若文若書吾當求之如石如需爾其

之貧道受托以來朝南夕北朞年而畢功焉實義昌君與東’, 法海 撰·金侖世 譯, 1991, 『東師列傳』, 廣濟院, pp.150~161.

27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종남산과 서대산 사이에 있는 절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8호인 진묵대사 부도와 진묵당이 남아 있다.

28   한글대장경, 「진묵선사유고상」 『초의집』, 동국역경원, p.395.

29   ‘…檀紀三千九百五十六年 朝鮮第十六代 仁祖大王元年 震黙大師가 本寺를 重修하시고 極樂殿 三尊佛과 灵山殿主佛 釋迦牟尼佛像과 左側 迦葉尊者와 

右側 阿難尊者及千佛像과 冥府殿主佛 地藏菩薩像과 右側 道明尊者及 左側 無毒鬼王像과 左右羅列十代王像 全部를 造成하사 奉安하시니 時에 住持는 

琢珪和尙이시다…’, 『無量寺略誌』,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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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기 중층 불전과 비교를 통해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무량사 극락전을 포함한 법주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

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전 등의 조선후기 제작된 중

층 불전은 기존 사찰에 있던 건물이 임진왜란으로 전소되

어 재건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건물 재건 시 임진왜란 이

전의 건축기법을 일부 계승·발전시키고 있어 16세기에서 17

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건축기법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30

무량사 극락전의 세부 건축기법을 살펴보면 기단은 자

연석과 장대석이 혼합되어 정연하게 쌓고 있는 자연석 혼합 

형식이다. 기단 전면부 면석 상부에 갑석을 올려 결구한 고

식의 가구식 부재가 잔존하고 있는데31 이러한 우주와 탱주

가 생략된 장대석을 이용한 가구식 기단은 주로 고려초기

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수덕사修德寺 대웅전, 법주사 팔상

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단 사면을 돌리는 상대갑석 중

에서 기단 모서리 부재로 추정되는 귀틀석과 탑신석이 혼합

되어 있기도 하다. 기단에 함께 놓여 있는 여러 시기의 석재

들을 통해 극락전이 임진왜란 이전 건물 터전에 조영된 것

이 아닌 1624년 재건 당시에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여 주변

에 남아 있던 고식의 석조물과 조선후기 기법에 맞는 자연

석을 혼합하여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혼합식기단 상부로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외진주 18기

와 내진주 10기를 포함한 총 28주의 기둥을 사용하여 ‘回’

자형 내·외진 평면틀을 구성하고 있다. 내진주는 서측면 중

앙의 기둥을 제외하면 모두 상층까지 연결되어 상층 변주

30   오세덕, 2008, 「朝鮮後期 重層佛殿에 觀한 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04~107.

31   가구식 기단은 조성지역에 따라서 우주와 탱주, 면석, 갑석이 혼합되는 형식(신라식) 우주와 면석, 갑석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형식(백제식), 장대석을 중첩하여 

결구하는 형식(고려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남창근·김태영, 2012, 「백제계 및 신라계 가구식 기단과 계단의 시기별 변화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21권 1호 

통권 80호, pp.101~105. 

사진 10.  무량사 극락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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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된 고주인데, 이러한 내진주가 이층의 외진주로 되는 

형식은 한국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중층 불전에서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32 

극락전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 구성으로 일반 

중층문루에 비해 측면을 넓게 구성하고 있으며, 정면과 측

면의 장단 비율이 1 : 1.41로 구성되어 조선후기 단층 불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극락전의 전체적인 비율 문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극락전의 공포 구성은 다포계 법식으로 일반 불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층으로 조성되어 상·하층에 모두 

설치하고 있다. 하층의 공포는 내·외 3출목, 상층은 내·외 

4출목 구성으로 하층보다 상층의 출목수가 한단 더 많은 

구성이다. 중층 불전의 상·하층 공포 구성은 무량사와 같이 

출목수가 차이나는 경우와 경복궁 근정전勤政殿과 같이 출

목수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조선후기 제

작된 중층 불전은 주로 상·하층의 출목 수 차이가 없는 후

자의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무량사 극락전 같이 상·

하층에 출목 수 차이를 두는 건물로 송나라 건물인 하북성 

융흥사隆興寺 자씨각慈氏閣이나 법주사 팔상전 등에서 사용

되고 있어 주로 고식의 탑형 건물에서 많이 사용된 기법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극락전에 놓인 공포는 하층에 주심포 6조, 귀포 4조, 

주간포 30조를 포함해서 총 40조이다. 상층은 주심포 6조, 

귀포 4조, 주간포 22조를 포함해서 총 32조로 구성하고 있

어 하층에 비해 상층이 8조 적게 배열하고 있다. 공포의 제

공살미 형태는 외단으로 17세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쇠서형을 기본으로 1~3제공까지 앙서로 표현하고, 4제공 

상부로 당초를 틀어 받쳐 연꽃이 만개한 형태를 만들며 그 

상부에 봉황두가 연꽃을 물고 있는 5제공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그리고 공포 살미 하단을 모두 화두자華頭子33장식 흔

적이 남아 있다. 상층은 하층보다 1단 많은 1~4제공까지 상

부에 앙서로 표현하고 5제공은 수서 상부로 운공형 6제공

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하층 공포 내단의 제공살미 형태는 외단과 다르게 3

제공까지 일체형으로 쇠서를 감입하고 주상포는 연봉 초각

을 장식하였으며, 주간포는 꿈틀대는 용과 당초문을 초각한 

장식적인 모습을 5제공은 연화로 장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층은 하층보다 한단 더 많은 4제공까지 쇠서를 감입하고 

연봉 초각 장식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귀포의 구성은 출목첨차와 제공이 만나는 곳은 모두 

앙서나 연화초각 등으로 장식하고 있으나, 극락전의 경우 일

부에서는 소로만으로 마감하여 후기의 화려한 장식 수법과

는 차이가 있다. 한편 귀공포 제공 내부의 마감 수법을 살펴

보면 하층과 상층을 달리 처리하였는데 하층에서는 출목외

부에서 교차하여 마감하였으나 상층에서는 출목상에서 만

나도록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34

이상과 같이 살펴본 극락전 공포 구성은 크게 3가지 

특징이 도출되는데 첫째 하층의 내·외단 공포 구성 세부 

장식이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점이다. 공포의 외단 구성은 

주심포와 주간포의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쇠서형을 기본

으로 상부에 연꽃 장식과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는 반

면 내단 주심포는 연봉 초각 장식을 하였으며, 주간포는 용

과 당초문을 초각하여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면

과 측면은 주간포와 주심포의 형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

면 후면은 주심포와 주간포 차이가 없이 모두 전면의 주간

포 형식을 따르고 있어 정면과 후면에서 형식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하층의 공포 내단의 복잡한 구성에 비해 상

층 공포는 사면모두 주심포와 주간포 차이가 없는 동일한 

연봉 초각 장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하층과 상층이 다른 

공포 구성을 보이고 있다.

32   김봉건, 1994, 「傳統 重層木造建築에 觀한 硏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43.

33   이러한 초각을 하앙 형식의 화두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은출화두자隱出華頭子’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박대준, 1987, 「하앙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敎 

碩士學位論文, p.41.

34   文化財廳·扶餘郡, 2011, 『無量寺 極樂殿 보물 제356호 修理報告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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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17세기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일반 불전과의 

내단 공포 형태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17세기 일반 불

전의 공포 내단 제공살미 형태는 전등사傳燈寺 대웅전(1621

년), 개암사開巖寺 대웅전(1636년)처럼 제공을 화려하게 초각

하고 그 상부로 봉황두와 용두장식을 가미하고 있어 장식미

를 강조하는 유형이 있다(사진 11, 12). 또 환성사環城寺 대웅

전(1636년), 화엄사華嚴寺 대웅전(1636년), 관룡사觀龍寺 대웅

전(1617년)처럼 공포의 내단 제공을 모두 교두형으로 깔끔

하게 마감하고 있는 유형이 있기도 하다(사진 13, 14).35 그

러나 이러한 유형과 함께 무량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연봉을 

가미한 형식이 완주 화암사花巖寺 극락전(1605년), 우화루

(1605년), 위봉사威鳳寺 보광명전(1601년)에서 확인되고 있

어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사진 15, 16). 특히 화

암사 극락전과 우화루에서 보이고 있는 공포의 내·외 제공

의 세부형태는 무량사 극락전 공포의 내·외단에서 보이는 

제공의 세부형태와 상당부분 유사성이 확인되고 있어 동일

한 장인집단이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6 조선후기 동일

한 기법이 확인되고 있는 불전 분석을 통해 유파적 공통점

이 나타나고 있는 장인집단의 불전과 건축술에 대해서 언

급하였다.

세 번째 공포의 간격이 상·하층 모두 주칸에 상관없

이 4척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배치되고 있는 점이다. 팔작지

35   울산시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 일성토기 공방에서 신일성 제보(2010년 7월 5일).

36   조선후기 동일한 기법이 확인되고 있는 불전 분석을 통해 유파적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 장인집단의 불전과 건축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오세덕, 2014, 

「朝鮮後期 佛殿造營 僧侶匠人의 系譜와 建築技法 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사진 11.  전등사 대웅전 공포 내단 

사진 13.  관룡사 대웅전 공포 내단 

사진 12.  개암사 대웅전 공포 내단 

사진 14.  화엄사 대웅전 공포 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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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일한 온칸물림방식 중층 불전인 마곡사 대웅보전의 주간포 공간 조절 방식을 차용하고 있고, 금산사 미륵전은 우주의 구경이 일반 외진평주에 2배에 가까운 

구경을 사용하고 있다.

38   중층 건물의 입면체감 방식을 상·하층을 단층건물과 같이 수평체감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동일방식, 둘째, 상층을 하층 퇴칸 한 칸 길이만큼 체

감하여 입면을 처리하는 온칸물림방식, 셋째, 상층을 하층 퇴칸 한 칸 길이로 일부만을 체감하여 처리하는 방식인 반칸물림방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김봉건, 

1994, 위 논문, p.70~72. 

39   「恩津雙溪寺重創記」(1738년)…(전략)本是二層 而今無堪爲 高柱之木改爲 單層 殿基視前稍上 而楹數 則仍舊貫無增滅焉 工旣 訖功(후략)… 이 대웅전은 

본시 2층이었으나, 지금은 높은 기둥이 될만한 재목이 없어서 단층으로 고쳐 만들었고, 칸수는 예전규모대로 유지했다. 앞쪽에서 설명한 완주 송광사 대웅전

처럼 장재의 내진주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사진 15.    무량사 극락전 공포 내단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한국의 고건축』 22, p,129 재인용) 

사진 16.  화암사 우화루 

붕이나 중층 건물은 측면, 즉 귀기둥에 많은 하중이 발생

하여 정면과 측면 주칸 간격을 통일하거나 주간포 이동 및 

제공살미의 크기 조절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측면의 하중

을 분산에 힘쓴다.37 물론 무량사 극락전이 중층 불전 중에

서도 반칸물림형 불전보다 측면 하중이 덜 발생하는 온칸

물림형38 중층 건물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점

을 감안하더라도 측면의 공포간격 및 제공살미의 크기 조

절 없이 다른 칸과 동일하게 4척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간포가 배열된 사실은 극락전이 조선후기 제작된 중층 

불전 중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무량사 극락전의 가구구성은 1층 정칸 위치에 불단을 

놓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내진주 바깥으로 정면 5칸, 측

면 4칸의 1층 외진주가 덧붙는 2고주 전·후퇴간 방식이다. 

극락전의 내부 구조 역시 1층과 2층의 별도의 공간으로 분

리되는 적층형이 아닌 1층과 2층이 하나의 층으로 연결되

는 통층형이다. 극락전의 전체적인 가구는 1층에서 올라온 

내진고주 상부로 2층에 전면과 후면까지 대보가 한 번에 

이어지고 있다. 2층의 대보 상부로 측면 공포대에서 올라온 

우미량 모양의 충량이 수직 방향으로 결합되고 있다. 1층은 

외진주 상부로 공포대를 형성하고 상부에 퇴보를 놓아 후

면의 내진주와 결합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선후기 온칸물림

형 중층 불전의 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무량사 극락전의 가구 구성에서 일반 온칸물림형 중

층 불전과 다른 특징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

저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측면 내진고주의 결합 형태

이다. 온칸물림형 중층 불전은 1층의 내진주가 2층의 외진

주가 되기 때문에 1층의 내진주 그대로 이어져 2층의 외진

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극락전의 경우 우측

면의 내진주는 한 번에 2층의 외진주가 되지만, 좌측면의 

중앙 고주가 한 번에 상층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1층 전·후 

고주 사이에 대보를 끼워 그 중간에 전각포를 놓고 상부로 

올리는 구조이다. 이러한 내진고주를 상·하단으로 분리하

여 구성하는 방식은 다른 중층 불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

식으로 극락전 조성 당시 장재의 내진고주를 구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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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층 좌측면의 대보 위치를 보면 전·후 퇴량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측면에서 발생하는 횡압력보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수직 압력을 대보가 받아 전·후의 내

진고주를 분산하고 있어 수직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

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층의 중도리와 내목도리 간격이 좁

게 구성되고 있는 점이다. 조선후기 불전 천장은 종보와 결

합하여 우물틀을 구성하는데 방식이 일반적인데 무량사 극

락전 역시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무량사 극락전은 

상층 측면이 2칸형 불전으로 일반적인 측면 3칸형 불전보

다 그 폭이 좁은 편이다. 이 좁은 간격에 비해 상층의 공포 

출목수가 하층보다 1단 많은 내·외 4출목 형식으로 구성되

어 외부로 내민 출목수 간격만큼 내부로 출목수가 들어와 

있어 이 내출목을 누르기 위한 상부의 중도리가 있어야 한

다. 결론적으로 좁은 측면 간격에 비해 많은 공포 출목수가 

건물 천장쪽으로 밀려 나와 내목도리와 중도리 간격이 2척 

남짓으로 좁게 설정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2척 남짓 내목도

리와 중도리의 좁은 간격으로 인하여 지붕의 기울기가 낮

아져 일반적인 지붕 경사도에 맞는 물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덧서까래 방식으로 지붕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덧서까래 방식을 통해 상층의 보토의 무게 줄임과 동

시에 적정한 지붕의 물매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극락전의 비율과 가람의 의장 계획 

연관성

무량사 극락전과 같은 중층 불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단층 불전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과 복잡한 수리 계산이 

적용된다. 불전에 담겨있는 복잡한 계산식은 통상적으로 

용척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용척은 당시 건축물 영건 시 대

목이 갖고 있으면서 사용된 척도로 당대 기준 의장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항목이다. 당대 건물의 용척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평면에 적용된 주칸 거리와 장여 및 수장재와 같은 

일정한 크기로 사용되는 부재의 단면치수, 출목간격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선시대까지 대목

마다의 용척이 달랐지만 무량사 극락전의 경우 주칸 실측

치 및 수장재의 크기 등을 통해 309mm를 기준으로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된다.40

이 309mm를 기준으로 극락전의 의장을 검토해보면, 

먼저 평면의 정면 주칸 간격은 정칸이 16척이고, 협칸은 정

칸보다 4척 줄어든 12척, 퇴칸은 다시 협칸보다 4척이 줄어

든 8척으로 구성되고 있어 4척 간격으로 주칸이 감소하고 

있다. 측면은 중앙 2칸이 정면의 협칸 간격과 같은 12척이

고, 여기에서 4척 줄어든 8척이 전·후 퇴칸 간격이다. 이러

한 각 주칸의 넓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정면은 2 : 3 : 4 : 3 : 2

로 구성되고, 측면은 2 : 3 : 3 : 2로 구성되고 있어 정면 정칸

이 빠진 크기와 측면 비율이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다. 또한, 

각 주칸의 간격을 합산하여 건물의 전체 평면 비율은 정면 

56척으로 구성되고, 측면 40척으로 구성되어 측면대 정면이 

1 : 1.414의 황금비율이 적용된다. 건물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적인 비율은 건물 높이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데, 극락전의 전체 높이는 기단을 포함해서 약 17.2m 정도

로 이를 용척으로 환산하면 56척이 된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정면 넓이와 높이가 1 : 1 비율을 유지하게 되고, 측면과 높

이의 비율은 1 : 1.41의 황금비율이 적용된다(사진 17~19).

무량사 극락전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비율

은 동일한 내·외진형 중층 불전인 법주사 대웅전 1 : 1.56, 

금산사 미륵전 1 : 1.23, 마곡사 대웅전 1 : 1.65, 화엄사 각황

전이 1 : 1.46 등의 비율 차이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있다.41

40   극락전 외부 주칸은 정·배면, 좌·우측면 모두 도리방향으로 4자 - 8자 - 12자 - 8자 - 4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보 방향으로 8자 - 12자 - 12자 - 8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부 주칸 실측치를 추정 길이로 나누면 4자, 8자, 12자 적용시 평균 309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량사 극락전의 용척

을 309mm로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41   吳世德, 2008, 「朝鮮後期 重層佛殿에 關한 考察」,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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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극락전의 완벽한 비율과 함께 무량사 가

람배치에서 다른 석조물과의 의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삼국시대 조성된 황룡사지, 미륵사지, 감

은사지, 보문동 사지, 불국사, 천군동 사지 등은 금당과 탑

의 크기가 전체 사역의 크기와 일정한 비율 관계가 성립되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42 그러나 이러한 탑과 금당의 크

기와의 상관관계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확인되는 사찰이 없

고, 무량사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무량사는 석탑과 극락전의 거리가 80척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극락전의 높이 56척과 탑의 높이 24척을 합산

한 크기와 동일한 거리이다. 다시 말해 통일신라시대 사찰

에서 보이는 석탑과 금당의 상관성이 조선후기 재건된 무

량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량사 오층석

탑은 고려초기 제작되어 조선후기 제작된 극락전과 직접적

인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층석탑이 극락전이 조

성된 조선후기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다면 석탑과 극락전의 

크기가 서로 고려되어 가람이 조성되었다는 가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고려초기에 제작된 석탑으

로 알려져 있으나, 1970년대 선행 조사에서 석탑이 원위치

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43 조선후기 극락전의 조영

과 함께 다른 지역에 위치했던 석탑이 현재 극락전 앞쪽으

로 재배치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무량사

의 건립에 있어 완벽한 가람배치 비율은 결코 우연의 결과

가 아닌 극락전과 석탑의 높이를 고려할 조영 계획이 바탕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20).44

42   米田美代治, 1944, 『朝鮮上代建築の硏究』, 秋田室; 金東賢, 1992, 「皇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硏究」, 東京大學校大學院 博論; 장경호, 1987, 「미륵사 배치

와 탑의 조형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7호 2집, 대한건축학회; 오세덕, 2013, 「경주 普門洞 寺址에 관한 고찰」 『古文化』 81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등의 논문

을 통해 불국사, 천군사지, 황룡사지, 미륵사지, 보문동 사지 등에서 금당과 탑의 크기가 가람 전체와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3   洪思俊, 1973,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 117』, 韓國美術史學會, p.5.

44   북장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월래의 고古터가 아닌 1658년 잦은 화재를 피해 새롭게 이건한 터전으로 천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尙州天柱山北長寺

事蹟記」, ‘…而北長獨以天柱爲名者以山之, 上有須彌窟窟中有自立石柱, 下狹而上廣狀如撑天支柱而含, 呼古怪呑吐雲烟實此山之異界, 古亦名天柱爲中

古不知有此名…’.

사진 17.  무량사 극락전 평면 비례 사진 18.  무량사 극락전 측면 비례 

사진 19.  무량사 극락전의 정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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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부여 무량사의 17세기 재건과 조영 계획이라는 주제

로 진행된 본고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의 재건 과정

과 후원 세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극락전의 건축적 특징

과 의장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살

펴본 무량사의 재건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량사의 1624~1636년까지 13년이라는 짧은 기

간 동안 진행된 재건 순서를 재검토해보았다. 일반적인 조

선후기 사찰 재건은 중심 건물을 조성하고 이어서 불상, 불

화, 기타 장엄구를 제작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무

량사는 괘불이 가장 먼저 조성되고 이후 극락전과 삼존불

이 같은 연도에 조성되고 있어 불사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중층 극락전과 5m가 넘는 대형 삼존불을 같

은 해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불사 순서 조정은 불가

피해진다. 무량사에 남아 있는 유물 중 절대 연도가 확인되

지 않는 유물은 극락전 한 동이므로 극락전의 조성시기를 

기존 1633년에서 1624년으로 상향한다면 무량사의 불사 

순서는 1624년 극락전 중창, 1627년 괘불 조성, 1636년 소

조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

운 흐름을 보인다.

둘째, 무량사 재건은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

고 있어 강력한 후원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무량사와 동일한 삼존소조불과 중층 불전을 조성한 법주

사와 송광사 사례를 통해 후원 세력을 추정해 보았다. 특

히 완주 송광사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진묵대사가 무량

사 불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송광사 불사의 실질적 후원 

세력인 왕실 신씨 일가의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보

았다.

셋째, 무량사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극락

전의 건축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조선후기 제작된 중층 

불전 중 이른 시기에 제작된 극락전은 기존에 있던 중층 불

전이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어 현재 위치에 재건된 건물이다. 

이러한 극락전의 세부 형식 중 공포에서는 내·외단 세부 장

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일

반 불전과 내단 공포 형태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특징적이

었다. 극락전에서 보이는 내단 공포 세부 형태는 다른 17세

기 불전에서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형태였으며, 동일한 형식

의 공포가 완주 화엄사의 극락전과 우화루에서 보이고 있

다. 이어서 극락전의 가구 구성에서는 좌·우측의 내부 가구

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대형의 장재를 구

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식하였

다. 그리고 상층의 중도리와 내목도리 간격이 좁게 구성되고 

있는 점은 측면의 간격이 좁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

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덧도리 방

식을 이용한 지붕으로 마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극락전에서 보이는 의장을 극락전의 용척

인 309mm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일반 조선후기 중층 

불전에 비해 완벽한 비율 관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1 : 1.41의 

황금비율이 건물의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외형

사진 20.  무량사 전체 가람의장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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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의 안정

적인 의장은 조선후기 무량사의 재건 당시 이미 전체적인 가

람의 조영 계획에 의해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탑과 건물의 

거리 관계 조명을 통해 검토해볼 수 있다. 무량사에서 보이

는 이러한 건물과 탑의 의장 관계는 다른 사찰에서 보이는 

않는 독특한 특징으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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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reconstruction and building plan of Buyeo Muryangsa Temple in the 17th century 

and reviewed its construction process and supporting power since the Imjin War of 1592. In addition, The 

architectural features and design plan of Geukrakjeon that is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the reconstruction 

were examined.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Muryangsa Temple is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reviewed the reconstruction order of Muryangsa Temple that was progres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from 1624 to 1636. In doing so, the reconstruction period was adjusted from 1633 to 1624 so that 

the construction order of Muryangsa Temple might be the reconstruction of Geukrakjeon in 1624, Gwaebul in 

1627, Sojosamjonbul in 1636 and Beomjong in 1636.

Secondly, as the reconstruction of Muryangsa Temple was progressed in a short period of time of 13 years, 

it was assumed there was great supporting power.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Jinmukdaesa who lead the 

construction of Wanju Songgwangsa Temple had an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Muryangsa Temple.It was 

conjectured that Shin family of the royal family as the supporting power of Songgwangsa through the support of 

Jinmukdaesa had an impact on Muryangsa Temple.

Thirdly, the study reviewed architectural features of Geukrakjeon which has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reconstruction of Muryangsa Temple. By comparing other reconstructed temples, the architectural style of 

Muryangsa Temple was examined. In particular, features of Gongpo and furniture were reviewed. In doing so, 

Muryangsa Temple, the study proposed a possibility that Geukrakjeon would be constructed by an artisan in the 

same genealogy of Wanju Hwasamsa Temple Geukrakjeon.

Finally, the design plan of the building was reviewed with Yongcheok of 309mm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Geukrakjeon. Geukrakjeon had perfect proportion compared with other reconstructed temple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golden ratio of 1:1.41 was applied in many areas of building. the study also proposed that the stable 

design of Geukrakjeon was carried out by the building plan of overall Garam at the time of reconstruction of 

Muryangsa Temple in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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