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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대장전은 대장경을 봉안하는 건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경전은 없으며, 석가모니삼존을 봉안하는 불전이다. 금산

사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목탑에 불상과 경전을 봉안하던 습관 때문에 점차 불전으로 변한 건물로 알려져 있다. 탑은 

사리신앙을 대표하는 구조물임에도 대장전으로 변하였지만 대장경조차 봉안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산사 대장전이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의 건물이라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변화과정과 신앙적 복합성을 통해 조선후기 교학적 열풍 속에서 사리신앙, 경전신앙의 상관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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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장전이란 법보 즉, 경전이나 경판 또는 윤장대가 있

는 건물이다. 하지만 금산사 대장전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지어진 건물로, 보통의 대장전과는 다르게 경전·경판·윤장

대 없이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하는 석가모니삼존불을 봉

안하고 있다. 이 전각이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된 이유를 寺

誌에서는 탑에 경전과 불상을 봉안하던 습관 때문에 불탑

이 불전으로 변화하였다라고 적고 있다.1 그러나 탑과 불전

간의 차이가 너무 커 이러한 변화는 맥락 없는 변형으로 인

식되기 쉬웠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교학이 차지하는 위상과 수많은 

경전의 유포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도 있었다.2

그러나 경전을 봉안하는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전하지 않

는다는 점은 그간 대장전과 같은 건축에 큰 변화가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경과를 제대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합리적인 

궁금증은 금산사 대장전과 같이 독특한 건축을 연구함으

로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조선시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과 그 

대상을 신앙하는 방식이 변한 몇 가지 사례를 연구한 글이 

제시되면서 금산사 대장전의 현재 모습이 설명 가능한 변

화의 결과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3

이번 연구는 대장전의 건축형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지만 이를 통해 조선후기 법보신앙의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Ⅱ. 조선후기 금산사의 역사와 위상

금산사에는 중관해안이 1635년 지은 『금산사사적』과 

1943년에 김영수가 적은 『금산사지』가 있다. 이것이 1982년 

합본되어 아세아문화사에서 같은 제목인 『금산사지』로 출

간되었다. 『금산사사적』은 금산사가 大寺·奉天院·廣敎院 등 

3구역으로 구분되던 임진왜란 이전의 규모와는 다르게 대사

에 해당하는 영역만 중창하고 이 경위를 적은 기록이다.

그러나 1943년 『금산사지』에는 『금산사사적』보다 늦은 

기록이지만 대사·봉천원·광교원으로 구분하는 기록이 전하

고 있어, 전쟁 피해를 입기 이전의 현상을 적은 기록을 참고

하여 일제강점기까지의 내용을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왜란이후 大寺영역만을 복원한 금산사는 전체 사역의 

절반을 잃었다고 한다.5  『금산사사적』에 나오는 건물의 수

를 보면 광교원과 봉천원 영역을 복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사찰을 재건한 것이라 금산사의 사

세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규모를 유지하던 이

전과 비교해서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당시로서는 상당한 

사역이었으며, 위상 또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금산사는 당시 주요 고승들의 주

석처이면서, 대형 화엄법회를 열 정도로 敎學열기가 높았

고, 禪수행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금산사

를 거점으로 유림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정도로 불교계는 물론 당시 사상계의 주요 교류장소로 기

능하고 있었다고 한다.6 이처럼 금산사는 전쟁 전이나 후나 

1 한국학문헌연구소, 1982, 『金山寺誌』. 서울아세아문화사. pp. 146-148.

2 이경미, 2007, 『고려·조선의 법보신앙과 경장건축의 변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3 이강근, 2012, 「조선 후반기 제1기 불교건축의 형식과 의미-사리각에서 적멸보궁으로」 『강좌미술사』 38. pp.179-203.

4 앞으로 1635년에 중관해안이 적은 사적기는 『금산사사적』으로, 1943년 적은 사적기는 『금산사지』로 적겠다. 다만 두 사적기를 아세아문화사에서 하나로 합

쳐 출간한 『금산사지』를 표현하는 경우 별도로 설명과 함께 서술하겠다.

5 무경자수, 2013, 「금구현모악산금산사사적사인」 『무경집』. 동국대학교출판부. pp. 363-369.

6 오경후, 2015, 「조선 중후기 금산사와 선교겸수경향」 『불교학보』72. pp. 201-228. 이 논문은 조선후기 금산사를 중심으로 선교겸수의 노력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를 논증하고 있다.  황인규,  2015,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적 전개와 사격」 『불교학보』 73. pp. 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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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불교계 내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복구는 물리적으로는 이전의 상태로 완

전하게 돌리지는 못했다. 고려시대 상황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사영역의 건물기록과 전쟁 복구 후 건물기록을 보

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우선 전쟁 이전의 상황을 적은 것

으로 보이는 『금산사지』에는 장육전인 미륵전을 대사영역

의 첫 건물로 기록하고 있지만, 전쟁 이후의 기록인 『금산

사사적』에는 대웅대광명전을 우선 적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순서의 교체가 아니라, 중심건물의 

교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심건물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건물의 성격, 즉 미륵신앙이 중심이던 사찰을 화엄사상으

로 재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표건물의 변화

가 미륵신앙을 완전히 외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종대(1659-1674) 초기 이어지는 반불교적 국가정

책에 반대하는 <간폐석교소>라는 상소문을 올린 백곡처능

(1617-1680)이 이 시기 금산사를 무대로 활동하였다는 것

을 보면 당시 불교계의 조직적 단결과 그 기반이 금산사였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산사의 위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7

이 외에도 1725년 1,4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화엄법회를 열어 많은 사람을 모으는 바람에 이를 주도하

였던 환성지안(1664-1729)은 역모라고 무고를 당해 죽음에 

이를 정도라는 것을 보면 조선후기 금산사의 영향력과 함

께 금산사에서의 화엄사상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모두 짐작

할 수 있다. 

미륵신앙으로 대표되는 사찰이던 금산사의 중심불전

이 미륵전에서 대웅대광명전 즉, 대적광전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당시 금산사가 화엄학이 주류를 이루던 불교계의 보

편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8 

조선후기 금산사의 상황은 미륵신앙이 가지는 대중적 

성격과 화엄사상이 가지는 교학적 특징을 필요에 따라 조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륵에서는 대중적 신앙을 취

하고, 화엄에서는 교학적 사상을 취하여 가람을 구성하는 

절충적 선택을 통해 조선후기 금산사의 위상을 높인 것으

로 생각된다.

Ⅲ. 금산사 대장전의 현재 모습

1. 기록으로 본 대장전

『금산사지』를 보면 대사영역 즉, 현재의 금산사영역에

는 50칸의 海藏殿과 3칸의 大藏殿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금산사사적』에는 4면이 3칸인 대장전만 나오는 것

그림 1. 백곡당 처능탑.

7 오경후, 2009, 「조선후기 불교정책과 대응론:백곡처능의 ‘諫廢釋敎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1. pp. 125-152. 황인규, 2005, 「조선전기 불교계 고승의 

상소 검토」 『한국불교학』 43. pp.159-192. 남희수, 2006, 『백곡처능의 활동과 호불상소』,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8 미륵신앙은 구제를 바라는 염원의 총체라 정치된 교리보다는 민중의 희구를 담고 있지만, 화엄은 그 교리가 매우 깊고 논리적이라 불교 그 차체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대표적인 미륵사찰에서 중심 불전이 화엄의 전각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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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학문헌연구소, 앞의 책, pp. 146-148.

10 『금산사사적』에는 대웅대광명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산사지』에는 대적광전이라고 적고 있다. 내용상 대웅대광명전과 대적광전은 같은 성격의 전각으로 볼 

수 있다. 대광명전은 5여래 6보살을 봉안한 전각으로 당시 화엄경에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연화장세계의 모든 여래와 보살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 보아 전쟁을 통해 해장전과 대장전이 모두 불에 타고 

현재의 3×3칸의 대장전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사

지』에 적힌 내용은 이 건물의 내력을 짐작하게 하는데, 그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大藏殿 朝鮮佛敎式平家建木造瓦葺 壹棟 本是 彌勒殿

의 庭中右側에 位置하였던 것이다. 그 本形을 말하면 無棟

傘盖形의 層屋으로서 其最上層屋盖에는 鼎盖形의 鐵盖를 

覆하고 其上에 다시 刹竿代用의 焰形寶珠石을 置하여 搆

造된 木造塔으로서 彌勒殿을 莊嚴하는 庭中塔이다. 新羅

惠恭王二年丙午 彌勒殿을 創建과 同時에 建한 庭中塔으로

서 後來에 그 塔中에다가 佛像이나 或은 經典을 藏置하는 

것이 慣習이 됨을 因하여 塔이라는 本來面目을 忘却하고 

大藏殿이라는 佛殿으로 化하게 되어 가지고 仁祖十三年 乙

亥 再建當時에도 至하여는 有棟屋脊形의 平家式으로 構

造를 變更하여 確實한 普通堂宇을 成하엿다. 然이나 鐵盖

와 焰形寶珠石은 尙今屋上에 殘存하여 過去의 歷史를 說

明하고 잇다. 庭中塔이 變하여 普通堂宇가 되고 보니 彌勒

殿의 庭中에 殘在하는 것이 오즉 彌勒殿保管上 支障됨으로

써 大正十一年에 總督府의 命令으로 現位置에 移建한 것

이다. 柱高十三尺 總高二十四尺 前面二十七尺 側面二十四

尺 柱內建坪十八坪.9

이 내용은 금산사 대장전이 미륵전 앞쪽 우측에 위

치하면서 모임지붕을 한 중층으로 철제 노반 위에 석제 

상륜이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635년 중건하면서 

용마루가 있는 일반적인 전각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

화는 탑 안에 불상이나 경전을 봉안하는 습관 때문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금산사지』는 1943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선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 전쟁 전 

대웅대광명전, 극락전, 약사전이 있었지만 중창에서는 이 

전각들을 통합하여 대적광전으로 중건하는 등의 변화가 있

었다고 한다.10 이렇게 여러 개의 전각을 하나의 전각으로 

통합하는 일은 전쟁 이후의 중건에서 현실적 제약으로 인

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1943년 『금산사지』의 기록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금산사지』에도 내용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

분이 있는데, 목탑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 『금산사지』는 전쟁 피해이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사영역 건물목록에서 목탑을 찾을 수가 없다. 목탑이 불

전으로 변화했다는 『금산사지』의 기록을 뒷받침하려면 세 

영역으로 구분한 건물목록 중 대사영역에 목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장전이 목탑에서 불전으로 변화한 시기가 이

미 전쟁 한참 전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히 앞의 인용

문에는 분명히 인조 13년 재건당시에 현재와 같은 형태를 

그림 2. 금산사 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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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고 적고 있어 목탑이 불전으로 변한 시기가 재건 

당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대장전의 건축형식과 양식

금산사 대장전은 팔작지붕의 중앙 용마루에 ‘불꽃모양

의 돌로 된 보주(焰形寶珠石)’의 상륜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 대 정면의 비율이 0.88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가지고 있다. 후면에 고주가 定置하고 있으

며, 전면 고주는 減柱되어 있다. 

금산사 경내에는 1635년으로 알려진 대장전과 같이 

지은 건물로는 미륵전이 있는데, 미륵전과 비교할 때 대장

전은 장식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11 전면의 촛가지(공포

에서 앞으로 뻗은 장식)가 비교적 유연해졌다는 점이나, 활

짝 핀 연꽃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이 그렇다. 앙취(촛가지

의 마구리 면)가 표현된 촛가지 위에 보통은 익공식으로 표

현된 촛가지가 나오고, 그 위로는 운궁 또는 권비(주먹코)형

이라고 하는 넝쿨이 말려 있는 촛가지가 나오는 것이 일반

적인데, 여기서는 모두 활짝 핀 연꽃이 있는 것이 큰 차이라

고 할 수 있다.

미륵전과 대장전 공포에서 가장 큰 차이는 미륵전에

는 익공식 장식요소가 사용되었지만, 대장전은 그렇지 않

그림 3. 허련의 금산사도 中 금산사 중심사역(국립중앙도서관).

그림 4. 대장전 용마루 위 상륜형 석재.

11 살미에 경사지게 치목된 흔적이 남아 있어 하앙의 흔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하앙의 사용은 양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해결의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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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12 이것은 동시에 지어진 건축으로 보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두 공포간의 양식적 차이를 생기게 

했던 수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귀공포에서는 앙취가 있는 촛가지 위에는 모두 

넝쿨이 말려있는 형태의 촛가지가 사용되고 있어 비슷한 시

기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도 역시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연꽃이 활짝 핀 장식이 있는데, 교두

형(촛가지 없는 살미의 마무리) 첨차를 사용하여 분절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연속된 식물문양의 곡선

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머리의 치목이 매우 독특한데, 일제강점기 

혹은 그 이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건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부 고주의 직경 차이가 너무 어색하다. 그리고 

柱間包 내부가 보아지형으로 구성되면서 공포의 표현이 천

정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건물은 층지게 천정

을 구성하고 있어 공포의 내부가 천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

지 않아 변형의 흔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뛰어난 수준 높은 건물임에는 틀

림이 없지만, 같은 시기 지어진 미륵전과 양식적 공통점이 

거의 없고, 비슷한 시기 다른 불전건축과도 비교할만한 사

례가 눈에 띠지 않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양식적 특징과 기

록 등을 가지고 현재의 현상이 표현하는 건립시기를 비정하

자면 시기를 넓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기록상 1635년으

12 홍병화, 2016, 「조선중기 공포형식 간의 장식요소 상호영향과 그 의미」 『건축역사연구』 109, pp. 27-35.

그림 5. 대장전 공포 외부(좌)와 내부(우). 

그림 6. 금산사 미륵전 공포. 그림 7. 금산사 대장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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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보다는 18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후기로 보는 

것이 양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Ⅳ.  금산사 대장전의 변화와 신앙적 
배경

1. 탑신앙의 변화

석탑이란 모두 불사리를 봉안하는 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안마당 중앙 혹은 그 주변에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

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선사 석탑·화엄사 

4사자석탑·부석사 삼층석탑 등 안마당이 아닌 주변에 별

도 영역이나 혹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석탑도 있다. 이

외에도 분명히 안마당에 있지만 주불전과 배치축을 공유하

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 이렇게 다양한 석탑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이처럼 불분명하고 다양한 현상 속에서도 분명한 것

은 15세기를 지나면서 석탑의 건립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

작하여 17세부터는 거의 새로운 석탑이 건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13 물론, 이후에도 기존 석탑을 수리하면서 사리장치

를 새롭게 봉안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탑의 경우 석탑에 비해 사례가 더 적어 법주사 팔상

전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언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탑을 세

우려는 경향이 조선초를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은 억불이라

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설명하기보다는 불교의 내적변

화가 더 의미 있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14 그래서 앞에서 

인용된 『금산사지』의 내용인 ‘塔中에다가 佛像이나 或은 

經典을 藏置하는 것이 慣習이 됨을 因하여’라는 내용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선초인 연복사탑이나 흥천사탑에 사리는 물론 불상

과 대장경을 봉안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탑에는 사리 외

에 다른 봉안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목탑이라

서 충분한 내부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석탑과는 다르게 불

상이나 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목탑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

지만 목탑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석탑에도 불상을 봉

안하거나 부조하고, 경전을 봉안하는데, 그 시원이 언제인

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일이다. 

석탑의 표면에 경전을 새긴 것이 石幢이라고 보는 견

해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탑의 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식하려는 노력은 모두 같지만, 무엇으로 탑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불성을 불어넣어 장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주사 팔상전도 심주 아래 사리장치가 발견된 것을 

보면 탑이 분명하지만 내부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13 엄기표, 2014, 「익산 심곡사 7층석탑의 건립시기와 미술사적 의의」 『전북사학』 45, p. 493. 이 페이지에 실린 15기의 석탑 중에 선운사만 이 시기 중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4기는 모두 건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 실린 15세기 석탑은 회암사 사리탑(1464), 오대산 상원사 석탑(1464년경), 원각사 10층탑

(1467), 회룡사 5층석탑(15세기 후반), 천안 만일사 석탑(15세기 후반), 서울 미타사 석탑(15세기 후반), 안성 청원사 7층석탑(15세기 후반), 익산 심곡사 7층석탑

(15세기 중후반), 순천 매곡동 석탑(1468), 낙산사 7층석탑(1467), 현등사 3층석탑(1470), 용연사 3층석탑(15세기 후반), 신륵사 다층석탑(1472), 수종사 5층석탑

(1493년경) 등이다. 엄기표, 2015, 「묘향산 보현사 8각 13층 석탑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17, pp. 621-647. 이 글에서 저자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은 1600

년에 세워진 석탑이라고 한다.

14 1419년 明의 사신이 조선에서 사리 558과를 가져갔다는 사실이나, 안마당을 사용하는 야외의식이 빈번해진다거나 하는 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보다는 종교적 이유에서의 변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8. 쌍봉사 대웅전(좌)와 법주사 팔상전(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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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명도 팔상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탑의 佛殿化 경향으

로 이해할 만한 현상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쌍봉사 대웅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다. 쌍봉사 대웅전은 건물의 위치나 건축형식에 있어서 분

명히 목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리장치가 없고 불상이 봉

안되어 있어 탑이 아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법주사 팔상전

보다 불전에 더 가까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쌍봉사 대

웅전은 건축형식이나 위치가 탑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지만 

금산사 대장전의 경우 寺傳하는 기록 밖에 없어 보다 불전

에 가까운 건물이다.15 

2. 경전신앙의 변화

경전은 읽고 이해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인쇄

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배층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그러나 인쇄술 발달로 경전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대중에

게도 널리 경전이 유포되면서 무조건 믿고 따르는 종교에서 

이해하고 수행하는 종교로 점차 변화되어 이전과 비교해서 

질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전만이 아니라 출판과정의 중간산물인 

경판도 귀하게 여겼으며, 결과적으로 법보라는 개념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경전은 예배의 대상이기 

보다는 의례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경장

건축이 樓에서 殿으로 변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의례의 

대상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傳하는 모든 경장건축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佛의 신성성을 보조하는 수단이 經 즉, 法이지 경판 

자체를 예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경전을 신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寫經은 수행과 공

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외에도 경전을 읽

은 것과 같이 체험하는 輪藏과 曝曬의 효과가 있는 頂戴불

사도 경전신앙의 한 형태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경전신앙은 경판을 봉안하

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학을 선과 겸수하는 뚜렷한 흐

름과 승려들의 이력과정이 체계화되면서 교육용 경전의 수

요가 많아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판을 판각하는 일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로 단위

사찰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불사가 아니라 적어도 문

중단위에서 그 문중에 속한 사찰간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맥을 중심으로 師資관계가 분명한 사찰 

간의 공동작업이 특징이다. 조선후기 교학적 열풍의 상징이

라 할 수 있는 靈覺寺본 『화엄경소초』의 경우 印刊을 너무 

많이 해 글자가 닳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영각사

본의 板刻과 관리가 단위사찰 차원의 일이 아니었음을 통

15 상륜이라고 알려진 용마루 위의 석조물은 실제 상륜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다. 모임지붕을 한 경우 절병통과 같이 추녀의 뒤를 눌러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절병통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의암 소유 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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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선후기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난다.16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선후기 교학겸수의 학풍을 통

해 새롭게 확인된 경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법

보신앙과 합쳐져 板堂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는 경전의 앞면에 소유자의 이름이 표기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데, 이것은 개인이 책을 소유하고 읽

는 방식이 유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이러한 특징과는 다르게 知藏殿(寮)

과 이를 관리하는 소임인 知藏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

론, 이 명칭은 선종사원의 전각과 소임이지만 고려후기는 

전국적으로 선종이 유행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고려와 조선에서 각각 경전을 어떻게 다루었는

지 차이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판당과 경전의 관한 태도와 인식이 변화

하였다고 하지만 경전 자체를 예배하는 행위가 없어진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수륙재와 같은 대형 야외의식에서 경

함이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불상의 복장에 

경전이 꼭 포함되는 것, 그리고 불단 위에 경전을 올려놓아 

일상 예불에서 예배되는 등이 일반화된 것을 보면 경전신

앙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위상은 흔들리지 않고 오

히려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 이후 금산사에서 開板된 경판은 별도의 판당을 

만들어 보관할 만큼 많았다고 생각되지 않아 板堂은 없었

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산사 대장전은 과거 

판당도, 윤장전도 아니고, 서가식 서고도 역시 아니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17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장건축은 모두 佛을 보조하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경전신앙은 일상적인 방

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금산사 대장

전은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고 이름만 남긴 채 불전으로 변

한 전각이라고 생각된다.18

3. 신앙의 관점에서 본 대장전의 변화

대장전에 봉안되었던 불상은 일제강점기 군산 동국

사의 대웅전으로 이안되었는데, 최근 조사에서 조성경위가 

밝혀지면서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과 관련

된 문헌으로는 복장조사에서 발견된 「發願文」과 『금산사

지』에 실린 「大藏殿奉安佛像造成年代及七星閣」이 있다. 우

선 「발원문」을 보면 ‘順治七年佛像造成 始役於六月日 訖功

於九月初二日 金山寺安于敬像’인데, 불상조성을 순치7년인 

1650년 6월에 시작해서 9월 초에 마쳐 금산사에 봉안했다

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장전봉안불상조성연대급칠성각」의 내용을 

보면 ‘康熙十五年丙辰五月 大藏殿佛像(順治七年造成) 高

16 강현찬, 2015, 『조선후기 <화엄경소초>의 판각과 화엄학의 성행』 동국대석사, pp.35-38. 청허계 편양파가 주도하여 판각하였지만 이외에도 징광사본의 소실을 안

타까워하는 여러 사찰들이 참여한다.

17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2014년부터 진행한 <전국 사찰목판 일제조사>에서 금산사판은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전국사찰소장목

판집>에 제반문(1694), 금강경(1694), 진언집(1694), 부모은중경언해본(1701), 태상현령북두본명인생진경(1701), 부모은중경(1720) 등이 확인되었다.

18 현전하는 경장건축은 해인사 장경각ㆍ송광사 화엄전ㆍ봉은사 판전ㆍ통도사 장경각이 판당이고, 용문사 대장전은 전륜장이다. 같은 목판을 보관하더라도 불교경

판이 아닌 경우는 마곡사 庫房(유형 제135호)처럼 전각이 아닌 창고에 보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고방에는 조선시대의 문신 포저 조익(1579-1655)과 그의 

3남인 송곡 조복양(1609-1661)의 시문집을 새긴 목판으로, 모두 633매가 보관되어 있다.

그림 10. 환성사 대웅전 불단 위 경전(고적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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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大屯山安心寺所屬華藏庵 證明大德冲賾 畵員通政大夫

惠熙 金文 性悅 寶融 懷日’라고 되어 있다.

「발원문」의 내용을 보면 1650년 대둔산 안심사 화장

암에서 불상을 조성하여 금산사로 옮겨와 봉안했다고 하

며, 「대장전봉안불상조성연대급칠성각」의 내용은 1650년 

대둔사에 딸린 화장암이라는 암자에서 혜희가 조성했다

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康熙十五年丙辰(1676년)

五月 大藏殿佛像(順治七年造成)’이라고 적은 것은 문맥상 

1650년 조성되었지만 대장전에 봉안된 시점은 1676년이라

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장전은 1635년 중건되었고, 불

상은 1650년에 조성되어 건물의 중건과 불상의 조성 사이

에 15년의 공백이 있다. 그리고 대장전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은 이보다도 26년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1635년 대장전

을 지었지만 1676년에 와서야 불상을 봉안했는데, 이 불상

은 1650년 조성되어 금산사의 다른 곳에 봉안되었던 불상

이라는 것이다. 

대장전이 지어지고 현재 군산 동국사로 옮겨진 석가모

니삼존불이 봉안되기까지 41년 동안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

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금산사 대장전은 지어진지 

41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공포 

양식이 건물의 중건인 1635년 보다는 이후에 변화된 것으

로 추정되는 점과 삼존불이전에는 불상을 봉안한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해 1676년의 변화는 건물의 성격을 바꾸

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곳에 있는 불상을 이곳으로 옮겼다

는 것은 두 가지 기능 또는 성격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석가삼존의 조합이 특이

한 점은 물론, 불상을 그대로 옮겨 왔는데도 건물이름을 그

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기존의 성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편액은 창녕성씨인 成圭鎬(19세기 창녕성씨 입

향조)라는 인물이 1879년에 설암체로 쓴 것으로 보아서 건

물의 성격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어도 전각명 만큼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장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건물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정도의 변화가 있어도 전각명이 

유지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분명

한 것은 이 건물은 금산사에서 꼭 필요했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대장전에도 불단은 있으니 경전을 올려놓

을 수 있으며, 비록 다른 사찰의 사례이지만 극락보전에도 

경판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금산사 대장전에 경전과 

경판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19 하지만 이 건

물의 경우 해인사·송광사·봉은사처럼 다량의 경판을 봉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19 유근자, 2015, 「신흥사 경판의 조성배경과 사상」 『강좌미술사』 45, pp. 107-108.에서 재인용. 설악산 신흥사의 벽하, 명성 두 스님이 패엽사에서 16나한을 이안해 

와서 해장전에 봉안하고 해장전에 있던 경전을 극락보전으로 옮겼다고 한다. 한국학문헌연구소, 1977, 『건봉사본말사적-유점사본말사지』 아세아문화사, p. 86.

그림 11. 군산 동국사 석가모니삼존(문화재청).

그림 12. 금산사 대장전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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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장전의 새로운 성격

금산사 대장전의 경우 중건 직후 경전의 봉안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676년 석가모니삼존을 봉안한 상태로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위치가 옮겨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

체로 현상이 유지되는 건물이라고 한다. 이 건물에서 특이

한 것은 대장전임에도 경전이나 경판이 봉안되지 않았다거

나, 불전임에도 불꽃모양의 보주로 된 상륜이 있다거나 하

는 것만이 아니다. 봉안된 불상을 석가모니삼존이라고 칭하

지만 다른 석가모니삼존과는 다르게 좌우에 문수·보현이 

아닌 아난과 가섭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석가삼존은 <보현(左)-석가(中)-문수(右)>

의 배치가 일반적이지만, 금산사 대장전은 <가섭(左)-석가

(中)-아난(右)>의 배치이다. 좌우보처가 보살이 아니라 석가

모니의 제자로 대체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의미에 대해

서 당시의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추정컨대 교학적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경전을 唐으

로 들여오고 번역하여 유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구성으로 석가모니를 봉안한 의도는 

「贈益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에서 추정할 수 있다. 혜덕왕

사가 1079년 금산사의 주지로 부임하면서 금산사를 중창한 

내용의 일부를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금산사 남쪽으로 약 60여 보쯤 떨

어진 경치 좋은 곳을 골라 한 개의 원을 창립하고 廣敎院이

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경전을 필사하고 경판을 새겨 보관하

였으며, 원의 가운데에는 별도로 금당 한 곳을 조성하여 비

로자나불과 玄奘·基 두 분 대사의 상을 그려 봉안하였다.20

여기서 현장은 인도에서 불경을 唐으로 가져온 승려

고, 기는 현장의 제자로 그 경전을 번역했던 승려이다. 현장

과 기, 가섭과 아난의 관계는 모두 불(비로자나/석가)을 보

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수

행자인 것이다.21

불교에서 보살이란 중생구제의 주체로 석가를 보조하

는 역할을 하면서 중생을 대상으로 해탈을 도와주는 존재

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존불에서 협시의 존재가 석가의 본

성 중 조성의 구체적인 목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대장

전의 삼존에서 협시가 보살이 아니라 부처의 제자라는 점

은 삼존불을 통해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방적

인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전을 구하여 읽고 널리 보

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11세기 금산사 광교원 금당 

삼존불<玄奘(左)-비로자나불(中)-基(右)>의 조합을 염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산사 대장전은 목탑에서 불전으로 변했다고 전해

지는 건물로 석가모니삼존을 봉안하였지만 경전이나 경판 

또는 윤장대는 봉안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경전이

나 경판을 봉안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1676년 이래로 상당기간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의 변화 궤적은 상당히 복합적이며, 성격은 이

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塔에서 殿으로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어 사리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법사리

로 인식되던 법보신앙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법보신앙의 전각이라 할 수 있는 대장전

이지만 경전이나 경판의 봉안 이력을 찾을 수 없으며, 협시

가 독특한 석가모니삼존을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은 석가의 자력신앙적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쌍

봉사 대웅전의 불상구성과 같다. 쌍봉사 대웅전은 목탑으

20 정황선, 1984, 「贈益慧德王師眞應之塔碑銘」 「韓國金石全文」 中世 上. 아세아문화사,  p. 544.

21 비로자나는 화엄의 교주이면서 부처의 본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석가는 구체적인 부처 즉, 현실의 부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 속에서 석가와 비로자나의 구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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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이 다분한 건물로 금산사 대장전의 원형이 목

탑이라는 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Ⅵ. 결론

금산사 대장전은 목탑의 흔적이라고 알려진 상륜을 

얹고 있으면서도 경전이나 경판 또는 윤장대 없이 석가모니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는 불전이다. 『금산사지』의 기록에 의

하면 탑에 불상과 경전을 봉안하던 습관 때문에 목탑이 전

각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륜은 목탑의 흔적이고, 대

장전이라는 殿號는 경전을 봉안하던 습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하는 석가삼존을 봉안하

고 있는 것은 교학적 수행이나 전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중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건탑 빈도는 조선후기

가 되면서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탑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리신앙이 적멸보궁으로 대

체되거나 또는 불화나 건물에 사리를 봉안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고려시대까지 법보신앙은 경전과 경판을 봉안하

거나 윤장대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전

개된 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교학겸수의 경향으로 

看經을 중요시하였지만, 경판을 판각하여 책을 인간하는 

과정은 경제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으로 협업이 아니면 불

가능하다. 그래서 경전의 출판은 문중을 기반으로 통합적

으로 조성·보관하고 있었으며 경판을 보관하는 판당은 줄

어들지만 그 중요성은 강조된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는 공부에 필요한 경전을 개인이 소유하

며 돌려보는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공동으로 책을 보관하

는 서가식 경장건축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고 금산사 대장전을 본다면 불

상과 경전을 봉안하던 목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변화하였는지 그 궤적이 파악된다. 특히 진신사리를 대체하

던 경전의 자력적 성격이 석가모니삼존을 봉안하게 된 이유

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협시가 보살이 아니라 석가의 제자

인 점은 특히 이와 같은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산사 대장전의 독특한 현상은 조선시대 사

리신앙과 경전신앙, 탑신앙과 화엄교학의 열풍 등의 종합적 

성격이 반영된 건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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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angjeon of Geumsansa Temple was built to store the Tripitaka Koreana, although it does not contain 

the Tripitaka at present and instead contains a Buddha Triad. According to Geumsansaji (Historical Record 

of Geumsansa Temple), this structure was originally a wooden pagoda. It is said that Geumsansa became a 

Buddhist temple due to its tradition of preserving a statue of Buddha and the Buddhist sutras.

It is special that the Wooden Pagoda which keeps its ashes turned into a Daejangjeon. 

Also, it is symbolic that the Daejangjeon is symbolic and it does not store the stura, but this building is 

symbolic and complex.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building process and religious beliefs, it is possible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religion in the latter phase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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