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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제작된 관경변상도는 전환기 조선사회의 시대상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정토인식이 화면의 구성과 도상에 잘 투영되어 

미술사적,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조선 15세기 관경변상도는 모두 3점으로 이중 1435년 <지온지 관경변상도>와 1465년 <지온인 관경

변상도>는 왕실인물과 고위승려의 발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두 작품은 1323년 <지온인 관경변상도>의 구성과 도상을 계승하면서 변화

시켰을 뿐 아니라 고려후기에 융성했던 天台宗의 정토신앙경향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고려 왕실과 귀족사회에서 선호했던 自力的인 

정토신앙의 경향이 조선의 왕실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천태사상의 영향을 받은 정토신앙은 조선전기까지 계승되어 천태

종이 불교의 통폐합과정에서 선종에 흡수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천태정토신앙의 경향은 이 두 작품이 각각 천태승 행호와 행호를 眞

佛로 모셨던 왕실의 어른 효령대군이 발원하였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한편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사회가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관경변상도를 포함한 정토불화들은 점차 변화가 생기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학적이고 자력적인 정토인식보다는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 구원받고자 했던 타력적인 정토신앙이 확산

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상이 용선접인도상이다. 자력적인 정토왕생을 좀더 가치있다고 여겼던 시기에 제

작된 <묘만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용선접인 도상에서는 부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조선전기의 용선접인 도상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이 관음, 지장, 혹은 인로왕보살등과 함께 왕생자를 이끌고 배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이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한다는 타력왕생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전기 제작된 3점의 관경변상도는 유교주의 사회에서 타력적인 신앙을 

선호하는 정토신앙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불화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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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가 멸망하고 성리학

적 지배체재 하에 유교주의 사회로 전환한 조선의 불교문화

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가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억

압받았던 불교교단에서는 더 이상 교학적인 발전을 추구하

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정토신앙은 유교주의 사회

인 조선에서 비록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불교교단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불교가 종교로

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불화는 한 시대의 특징적인 불교문화를 담고 있는 종

교회화이다. 그중 조선전기 15세기 제작된 관경십육관변상

도(이하 관경변상도)는1 전환기 조선사회의 시대상 뿐 아니

라 당시 사람들의 정토인식이 화면의 구성과 도상에 잘 투영

되어 미술사적, 문화사적 연구가치가 높다. 하지만 조선전기 

관경변상도의 미술사적 가치에 비해 기존의 연구는 수적으

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다양하지 못했다. 1995년 유마리 선생

은 조선전기 관경변상도 도상을 경전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원론적인 연구를 시도하였고,2 2002년 김정희 선생은 1465

년 관경변상도를 통해 조선왕실의 불사라는 측면을 부각시

켰다.3 이후 문명대 선생과 조수연은 1435년 지온지(知恩寺)

본을 통해 고려 관경변상도 도상의 계승에 관해 다루었으나 

형식과 도상의 단순한 비교에 그쳤을 뿐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정토신앙과 사상적 흐름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4 

따라서 조선전기 관경변상도 속에 투영되어 있는 불교사

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과 표현을 분석하는 양식사적인 

관점보다는 사상이나 신앙,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

석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현대의 회화를 보는 관점에

서 본다면 불화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갖춘 미

술품이다. 하지만 불화는 예술작품이기 이전에 불교문화의 

산물이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지각적인 영역에서 정

신적·문화적인 부분까지 확장시켜 고려의 관경변상도와 달

라지는 조선전기의 변화과정을 정토인식과 왕생관의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것이다. 우선, 15세기 기년명 관

경변상도의 원형으로서 1323년 <지온인(知恩院) 관경변상

도>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15세기 관경변상도 

가 지온인본을 어떻게 계승하거나 변용시켰는지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다. 관경변상도는 다른 어떤 불화보다 불교사

상이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관경변

상도 조성의 후원자와 발원자의 신앙적인 성격을 통해서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로 넘어가면서 관경변상도의 구성과 도상이 해이해지는 양

상과 ‘용선접인’이라는 새로운 도상이 첨가되면서 당시 정토

신앙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Ⅱ. 原形으로서 고려 1323년
 知恩院 관경변상도

고려후기 관경변상도는 총 4점이 현전하며 화면의 구

성과 도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을 

1 관경변상도는 서분과 본분(16관)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선시대에는 서분변상도가 전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관경십육관변상도’를 간략하게 

‘관경변상도’라고 부르겠다.

2 유마리, 1995.12, 「려말선초 관경16관변상도 : 관경변상도의 연구(Ⅳ)」 『미술사학연구』, pp. 5-37.

3 김정희, 2002, 「1465年作 觀經16觀變相圖와 朝鮮初期 王室의 佛事」 『講座美術史』 19, pp. 59-93.

4 문명대·조수연, 2012.6, 「고려 관경변상도의 계승과 1435년 知恩寺 藏 觀經變相圖의 연구」 『講座美術史』 38, pp. 371-394. 교토 <지온지 관경변상도>는 

화기의 박락이 심한 편으로 기존에 제작년대를 1434년으로 특정하였다(박은경, 2008, 『조선전기 불화 연구』(시공아트), p. 475). 그러나 2011년 11월 14일 

敎育科學技術部 韓國硏究財團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조사(책임자 문명대 교수)사업에서 <지온지 관경변상도>를 정밀히 조사하여 그 

제작년대가 1435년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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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작품이 사이후쿠지(西福寺) 구소장 관경변상도로 

1300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1, 도면 1>.5 두 번째 

유형은 1323년 지온인 소장 관경변상도로, 사이후쿠지 구소

장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다<도2, 도면 2>. 사이

후쿠지 구소장본은 송대의 관경변상도 화면구성과 도상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 반면 지온인본은 전혀 다른 화면구성을 

보여준다.6 이 두 불화는 모두 원간섭기에 왕실원당인 묘련

사의 창건과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天台智顗(538~597)

의 天台疏 연구에 의한 사상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온인본은 사이후쿠지 구소장본보다 관상수행이라는 목적

에 충실하도록 화면을 새롭게 구성하였는데, 고려인들이 이

해한 천태교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7 특히 지온인본은 조선전기 관경변상도의 원형으로서 중

요하다. 지온인본의 화면구성에 투영된 천태사상적 요소를 

5 이승희, 2013.12, 「고려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한국미술사학』 279·280. pp. 5-34.

6 사이후쿠지 구소장본이 송대 16관변상도의 구성과 도상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렸다는 사실은 이승희, 2011.06, 「고려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천태·화엄

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 76-79 참고. 사이후쿠지 구소장본과 지온인본이 전혀 다른 구성과 도상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이승희, 2015.10, 「1323년 知恩院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pp. 39-79 참고.

7 1323년 <지온인 관경변상도>가 천태정토사상과 천태의 16묘관수행을 목표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화면의 구성과 도상, 그리고 게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같은 유형의 작품으로 1323년 린쇼지(隣松寺) 구소장 관경변상도가 있다. 이승희, 2015.10, 위의 논문, pp. 39-79.

도판 1.  <觀經十六觀變相圖>, 高麗 1300년 경,  

 絹本彩色, 202.8×129.8cm, 일본 福井縣 西福寺 구소장.
도판 2.  <觀經十六觀變相圖>, 高麗 1323년,  

 絹本彩色, 224.2×139.1cm, 일본 京都 知恩院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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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살펴 다음 장에서 분석할 15세기 관경변상도의 이

해를 돕도록 하겠다.  

<지온인 관경변상도>는 224.2×139.1cm의 커다란 화폭

에 아미타정토의 16관이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색바탕

을 마련하여 墨書銘으로 16관 게송과 화기를 기록하고 있

다. 至治3年 즉 1323년 10월  화공은 薜庶와 李〇가 조성하

였고, 大禪師承〇와 淨業院住持僧統租〇 등 6명의 승려와 

3명의 재속신자가 발원하였다. ‘대선사’나 ‘정업원주지 승통’

과 같은 승직으로 보아 불교교단의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

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온인 관경변상도>의 화면구성은 <도면 2>에서 보다

시피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16관이 완

도면 2.  <觀經十六觀變相圖>, 高麗 1323년,  

 絹本彩色, 224.2×139.1cm, 일본 京都 知恩院 소장.

도면 1.  <觀經十六觀變相圖>, 高麗 1300년 경,  

 絹本彩色, 202.8×129.8cm, 일본 福井縣 西福寺 소장.

도판 2-1.  1-6관.

8관 2관

3관

4관

5관

6관

7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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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관

7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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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 4관

9관

12관

13관

16관 14관 15관

10관 11관

1관

석가설법도

14관

15관

16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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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관

12관

1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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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화면의 5분의 1을 할애한 상단에는 

日觀(1觀), 水觀(2관), 地觀(3관), 樹觀(4관), 池觀(5관), 總觀(6

관)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묘사하였다. 6개의 장면은 극락세계

의 신비로운 정경을 묘사하여 ‘依報觀’에 해당한다<도 2-1>. 

불·보살관을 일반적으로 ‘正報觀’이라고 부르는데, 지

온인본에서는 정보관을 중앙에 화면의 5분의 3을 차지할 정

도로 크게 묘사하고 있다. 사이후쿠지 구소장본에서의 정보

관은 8관부터 13관까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작

은데 비해 지온인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正報觀의 좌우에는 他方菩薩化生池 2곳, 菩薩聲聞化生池 2

곳이 배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구품왕생지 3곳이 배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온인본의 화면은 正報觀을 池觀(5관)까

지 합하여 모두 8곳의 연지로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8곳 

연지의 水源은 5관의 蓮池로서 『관부량수경』에 서술되어 있

는 대로 분수처럼 표현된 물줄기가 14개의 갈래로 나뉘어 

나머지 7곳의 연지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도 2-1>.8 

가장 하단에 묘사된 3개의 연지는 구품왕생장면 가운

데 중앙이 上品池, 화면의 좌측이 中品池, 우측이 下品池이

다. 상품왕생지 중앙에 표현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보살형의 

왕생자가 난간 위의 아미타삼존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중품관(15관)에는 관음과 세지보살이, 

하품관(16관)에는 관음보살 한 분만이 왕생자 앞에 서 있다. 

보살, 승려, 거사, 여인 등 다양한 모습의 왕생자는 상품의 

왕생자와 마찬가지로 아미타삼존을 향해 합장을 한 채 설법

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온인본에서 볼 수 있는 화면구성은 天台智顗

(538~597)와 四明知禮(960~1028)가 16관을 나눈 정토실현

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天台智顗의 『觀無量壽經疏』와 지

례의 『觀無量壽經妙宗鈔』에서는 16관을 정토세계를 관찰

하는 依報觀을 1-6관에 두고 있으며, 불·보살을 관찰하는 

正報觀을 7-13관, 三輩九品往生觀을 14-16관에 두고 둔다.9 

지온인본의 화면구성에서 중앙의 정보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6관의 정토 장면 중에서 아미타불과 관음, 

세지보살을 관상할 수 있는 불·보살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

기 때문이다. 구품왕생장면이 강조된 사이후쿠지 구소장본

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이다. 

정보관의 중단은 아미타설법회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

만 이 부분은 『관무량수경』에서 설법한 부처님의 진신관(9

관), 관음보살관(10관), 세지보살관(11관), 普觀(12관)이기도 

하다. 즉 9, 10, 11관이 모여 아미타삼존불을 구성되고, 삼

존불의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보탁을 사이에 두고 합장한 2

명의 승려와 여인이 자리하여 앞의 세 관과 합해진 普觀(12

관)을 형성한다. 보관은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로 ‘자기의 왕

생을 생각하는 관’으로 대개 불특정한 인물이 표현되는데 비

해 이 불화에서는 고려의 고위계층의 여성과 승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도 2-2>. 

도판 2-2.  普觀의 왕생자.

8 『觀無量壽經』, T. 12, p. 342b24-28, “……極樂國土有八池水 一一池水七寶所成 其寶柔軟從如意珠王生 分爲十四支 一一支作七寶色 黃金爲渠 渠下皆

以雜色金剛以爲底沙 一一水中有六十億七寶蓮花”.

9 天台智顗, 『觀無量壽經疏』, T. 37, p. 191c07-14. “……答中有十六觀 一日觀 二水觀 三地觀 四樹觀 五池觀 六總觀 觀一切樓地池等 七華座觀 八佛菩薩

像觀 九佛身觀 十觀音觀 十一勢至觀 十二普往生觀 十三雜明佛菩薩觀 十四上品觀 十五中品生觀 十六下品生觀 就十六觀分文爲三 初六觀觀其依果 次七

觀觀其正報 後三明三輩九品往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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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의 중단에 표현된 9-12관까지의 장면에 적힌 게

송은 아미타불의 佛身을 법신, 보신, 색신의 三身을 두루 갖

춘 법성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

지로 보살종성을 지닌 존재로서 수행을 통해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천태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10 한편 정보관 중 

하단부분에 위치한 雜像觀(13관)도 천태적인 해석이 반영되

어 있다. 지온인본에서 13관에 등장하는 아미타삼존이 구

품왕생관의 왕생자를 대상으로 설법하고 있으며 상품(14관), 

중품(15관), 하품(16관)의 왕생자들이 모두 합장을 한 채 대

부분 13관의 아미타삼존을 향하고 있다. 13관과 후삼관이 

독립된 관으로 형상화된 사이후쿠지 구소장본과는 달리 13

관과 후삼관이 연결된 구성이다.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雜

觀(13관)’은 정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섞어서 본다는 의미를 

갖는 관으로서, 후삼관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관이다. 그

러나 천태지의는 잡상관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한 불,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11 이러

한 해석은 자유자재한 형상의 아미타삼존불이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왕생하는 구품왕생자를 향해 설법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1323년 지온인본에는 천태의 

관경소 해석이 화면의 구성과 도상을 통해 구현되어 있음

을 볼 수 있으며 마음을 모아 관상을 하는 약심관불사상

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관경변상도가 조선 

15세기에 어떠한 형식으로 계승되고 변화하였는지 살펴보

도록 하겠다. 

Ⅲ.   15세기 기년명 관경변상도와
 천태사상의 영향

조선전기의 관경변상도는 기년명 2작품과 조성연대를 

알 수 없는 한 작품이 남아 있다<표 1>. 이들 세 작품은 모

두 고려후기 지온인본을 그대로 계승하였거나 변형시켰다. 

표 1. 조선전기 기년명 관경변상도

제목 조성년대 크기 소장처

1 관경변상도 1435년 223.0×161.0cm 일본 교토 지온지(知恩寺) 

2 관경변상도 1465년 269.0×182.2cm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

3 관경변상도 16세기 추정 127.5×69.5cm 일본 나라 호린지(法輪寺)

도판 3. <觀經十六觀變相圖>, 朝鮮 1435년, 223.0×161.0cm, 

 일본 京都 知恩寺 소장.

10 자세한 내용은 이승희, 2015.10, 앞의 논문, pp. 51-60 참고.

11 天台智顗, 『觀無量壽佛經疏』, T. 37, p. 193a, “……雜觀明佛菩薩神力自在轉變非恒 大小不定或隨物現故名爲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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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의 기년명 관경변상도는 제작시기 뿐 아니라 발원자가 

적힌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사상적인 경향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1. 1435년 知恩寺 관경변상도와 천태종승 行乎

1) 화면 구성과 도상 

1435년 <지온지(知恩寺) 관경변상도>는<도 3> 1323년 

<지온인 관경변상도>를 계승하였지만 중단에 정보관을 극

대화하여 표현한 화면구성이 특징적이다. 1-7관까지를 상단

에 배치하고 8관부터 13관까지의 모든 관을 화면의 중앙에 

응축하여 표현하였다.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

앙 부분에는 거대한 형상의 아미타불과 관음, 세지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있다. 이들 삼존은 각각 9관, 10관, 11관을 표

현한 것이다. 아미타삼존의 뒤로는 많은 청법승들이 합장

을 한 채 중앙을 향해 서 있으며, 앞에는 8명의 보살과 4명

의 승려와 여성 재가신도와 한 명의 남성이 보인다. 이들이 

모여 普觀(12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왕생자로 상

징되는 발원자가 극락왕생을 하여 아미타부처님 앞에 있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8관인 像觀과 13관인 雜像觀은 상단의 양 끝부분에 

寶樹 밑에 표현되어 앞서 살펴본 고려 1323년 지온인본에 

비해 매우 약화시켜 표현하였다. 아미타삼존과 왕생자가 일

체가 되는 순간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는 구성은 왕생자와 

마음속의 부처를 깨닫는 관상이 완성되는 극적인 순간을 

구현하기에 적당하다. 

이 불화는 1323년 지온인본을 계승하고 있지만 화면

의 구성이 파격적이며, 約心觀佛思想에 의해 아미타불과 발

원자가 합일이 되는 종교적인 체험의 순간을 극적으로 구

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천태종사였던 행호가 불화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화기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천태승 행호와 왕실인물과의 관련

하단 향좌측에 있는 화기난에는 주색바탕에 금니로 

前判天台宗事行乎가 益山君夫人朴氏 등과 등과 함께 발원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12 前判天台宗事는 천태종을 

총괄하는 최고 지위의 僧職이다. 불교의 종파는 1차적으로 

太宗 6년(1406년)에 11종 242사로 정리되었고 1년 뒤인 태

종 7년(1407년)에 한 차례 더 정리되면서 7종으로 줄어들지

만, 천태종은 이때까지 살아남았다. 이후 최종 정리되는 世

宗 6년(1424년)에는 선종과 교종만 남고 모든 종파가 사라지

게 되며 천태종 역시 이 때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초기 천태

승으로서 판천태종사로 임명되었던 승려 行乎(?~1447 추정)

는 세종 초에 都大禪事가 되었고 1419년에 天台宗事가 되었

지만 결국 조선조 마지막 천태종사가 되었다.13

한편 행호와 함께 화기에 쓰여진 益山君夫人朴氏은 

태종과 信嬪辛氏(?~1435년) 사이에서 출생한 왕자 溫寧君 

李裎(1407~1453)의 부인이다. 익산군부인 박씨의 시어머니

인 신빈신씨는 본관이 영월로 檢校工曹參議 辛永貴의 딸

이다. 본래는 원경왕후 민씨의 나인이었으나 1402년(태종 2

년) 諴寧君 李裀을 낳고, 1414년 1월 13일 그 아들 인(裀)

이 정윤(正尹)으로 봉해짐과 동시에 신녕옹주(信寧翁主)가 

되었다.14 그 후, 1422년(세종 4년) 태종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극진히 간호하여 신녕궁주(愼寧宮主)로 봉해졌다.15 태종

의 수많은 후궁 중 가장 많은 총애를 얻었던 후궁으로, 원

12 “宣德拾年乙卯六月日〇〇正」 前判天台宗大宗師行乎坤(?)」 益山郡夫人朴氏〇加〇〇本」 子司正申(田)〇〇設 (訯)…」 前万戶金〇〇湖…」 前化朗曺…」 

馬島万戶韓…」 前大正…」, 화기는 문명대·조수연, 앞의 논문, p.373 참고.

13 尹淮, 2003, 『東文選』 卷81, 「萬德山白蓮社重創記」, “……有天台領袖都大禪師乎公……以判天台宗事召師……”. 행호에 관해서는 황인규, 2003, 「조선초 

天台宗 高僧 行乎와 불교계」 『韓國佛敎學』 35, pp.211-239.

14 『태종실록』권27, 태종14년(1414) 1월 13일조.

15 『세종실록』권15, 세종4년(1422) 2월 20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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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왕후 사후에는 내명부를 총괄하며 내명부 상급권한을 

누렸고 많은 일을 하였다. 1422년(세종 4) 그녀는 의빈 권씨

와 함께 출가하여 태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법화경』을 사

경하였으며,16 1423년(세종 5)에는 신씨가 태종의 복을 빌고

자 하여 세종은 文昭殿의 佛堂에서 금으로 불경을 쓰게 하

였다.17 신씨는 1435년(세종 17) 2월 2일 사망하였다.18 세종

은 비록 서모이지만 상장을 갖추고 친히 군신을 거느려 예

로써 조문하였으며 수의도 하사하는 등 국모에 준하는 예

우를 해주었다.

익산군부인에 이어 5명의 시주자들은 모두 무관, 

특히 수군과 관계된 만호(万戶) 등 하위직 무장들이지만 어

떤 인물인지 특정하기 어렵다.19 다만 익산군부인 박씨(益山

郡夫人 朴氏)는 본관이 순천으로 부정(副正) 증찬성(贈贊

成) 박안명(朴安命)의 딸로서 친정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

일 가능성도 있으나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화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은 익산군부인으

로 연결된 행호와 신녕궁주와의 관계일 것이다. 1422년 신

녕궁주가 출가하여 승려로서 생활하였던 시기에 행호는 왕

실 내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행호는 孝寧大

君(1396~1489)과의 관계를 통해 불교교단 내에 그의 위상

을 가늠할 수 있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

의 형으로서 1420년대부터 성종17년(1489년)에 죽을 때까

지 세종, 문종, 단종, 세조에 걸쳐 왕실 종친의 수장으로 왕

들의 우대를 받으며 국가차원 혹은 왕실차원에서 불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20 그의 호불활동은 왕실의 여인들 뿐 아

니라 일반백성들까지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15세

기 왕실의 숭불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행호는 효령대군의 불교신앙과 호불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21 효령대군은 젊은 나이에 행호에게 귀의하였다. 행

호에 대한 그의 애정은 매우 각별하여 행호를 ‘眞佛’이라 여

기고 공경하는 예를 다하였다.22 천태승 행호가 효령대군

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불사를 한 사례로 백련결사의 중

심도량이었던 강진 白蓮寺의 중창이 대표적이다.23 백련사

는 1407년 국가의 복을 빌어주는 자복사로 지정되었지만 

16 『세종실록』권16, 세종4년(1422) 6월 21일조.

17 『세종실록』권21, 세종5년(1423) 9월 21일.

18 『세종실록』권67, 세종 17년(1435) 2월 2일조.

19 문명대·조수연, 앞의 논문, pp.374-375.

20 효령대군과 조선초기 왕실의 불사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정희, 2007년 하반기,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美術 :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미술사논단』 25, pp.107-150 참고.

21 흥천사주지 行乎에 귀의했던 효령대군의 행적은 가히 佛僧과 다를 바 없었다고 전한다(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卷, p.565).

22 『세종실록』 권85, 世宗 21년(1439) 4월 21일조, “……酷愛行乎 以爲眞佛 且致敬禮……”. 효령대군이 行乎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겼는지 世宗이 도승지 김

돈과 나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효령대군은 늙고 병이 들자 산중에 은거하던 行乎를 한양으로 청해올 것을 世宗에게 부탁하였다. 行乎를 청해온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재력이 부족하여 袈裟·禪棒·拂子·水精念珠 등의 法物을 만들어 주지 못함을 한탄하자 世宗이 尙衣院으로 하여금 은으로 염주를 만들

게 하였고 아울러 선봉·불자 및 가사를 만들 재료를 늙은 형님에게 보내게 하였다. 또한 성균관 유생들이 行乎를 산으로 돌려보내라는 상소를 계속 올리니 

마지못해 효령대군이 허락하였으나 지난해 여름에도 상감을 번거롭게 하여 行乎가 무더위를 무릅쓰고 한양에 이르렀거늘, 무더위에 재촉하여 산으로 돌아가

면 老僧(行乎)이 병이 날까 두려워하자 世宗은 여름동안 大慈庵에 머물게 하였다. 이 사례는 孝寧大君이 行乎를 특별히 아끼고 존경하여 우대하였던 것이 얼

마나 지극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기록이다. 물론 효령대군은 行乎만을 우대했던 것은 아니다. 흥천사와 회암사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이 도첩을 발급받게 해주

고 世宗에게 청을 넣어 선종승이었던 信眉를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는 등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높여 주는데 주력하였다(『세종실록』권85, 世

宗21년 4월 21일조,『문종실록』권1, 문종즉위년 4월 6일조)

23 백련사의 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위사 극락보전의 건립에 효령대군이 참여했었다. 1983년 보수 공사할 때에 중앙간 종도리 장혀에서 묵서명 “大化主

普〇持寺賢右信玄六熙海〇信宗義明端覺行惠〇覺〇玄存 少朱得明金守南金〇李〇孝 指踰孝寧省眞信明性〇性〇戒正〇〇性龍〇〇 施主前左明金

〇〇〇〇寺主持大遂信順徐揖希 宣德五年(1430)五月十五日”에 의해 ‘孝寧’이 지유로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유는 조선전기 大殿이나 仁壽府에 소

속되어 왕실의 喪制儀式에 관여했던 직책이다. 문화재관리국, 1984,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수리보고서』, p.57. 배종민, 1999, 『강진 무위사 극락전 벽화 연

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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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왜구의 침략으로 전소하게 되자, 이를 안타깝

게 여긴 행호가 백련사 중창을 발원하고 효령대군에게 후

원을 요청하였다. 효령대군은 행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

들여 대공덕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강습 등 강진

의 토착세력들이 가세하여 백련사는 世宗12년(1430년)부

터 중수하기 시작하여 1436년에 준공하였다.24

효령대군이 천태승려 행호에게서 신앙적인 영향을 많

이 받았던 것은 그가 왕실 친인척의 추선과 극락왕생을 빌

기 위한 『法華經』의 간행이나 사경에 열심이었던 사실에

서 알 수 있다. 그는 1422년에 成抑이 성령대군과 원경왕후

의 명복을 위해 대자암에서 『법화경』을 간행할 때 참여하

였고,25 1448년 안평대군과 함께 『법화경』을 발행하였다.26 

1459년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발원하여 견성암에서 『법

화경』을 간행했을 때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1441~1486년 사이에 부인 蘂城府夫人 鄭氏와 아들 寶城

君과 함께 『법화경』 및 『부모은중경』과 『長壽滅罪護諸童子

陀羅尼經』을 사경하여 천안 광덕사에 시주하였다.27 효령대

군은 왕실과 그 주변에서 간행된 『법화경』의 주 발원자 혹

은 시주자로서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이 때 대부분 간행

된 『법화경』이 왕실인물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목적으로 간

24 尹淮, 『東文選』 第81卷, 「萬德山白蓮社重創記」.

25 慶州 祇林寺 塑造毘盧舍那佛像의 腹藏典籍 중에는 1422년 대자암본이 있는데 말미에 天台判事 行乎스님이 시주질에 적혀 있다. 박도화, 앞의 논문, p.53의 

각주 35.

26 『세종실록』 권121, 世宗 30年(1448) 7월 21일조.

27 그는 추복과 정토왕생을 목적으로 『法華經』의 간행에도 힘썼지만 효를 강조한 『부모은중경』 및 『불설장수멸죄호재동자다라니경』을 개인적으로 사경을 하

기도 하였다. 그러한 예로 1441~1486년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은중경 부 불설장수멸죄호재동자다라니사경>(보물 1247호)이 광덕사에 전한

다. 文明大·朴桃花, 1995. 「廣德寺 妙法蓮華經寫經 變相圖의 硏究」 『佛敎美術硏究』 1(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pp. 7-44.

도판 5.  <木造阿彌陀佛像>, 朝鮮 1466년, 경북 경주시 王龍寺院 소장, 

 민활 제공. 

도판 4.  <法泉寺木造阿彌陀佛像>, 朝鮮 1458년, 경북 영주 흑석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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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고려후기 이래로 성행했던 『법화경』 독송과 사경을 

통한 천태 정토왕생의식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가 주도했던 많은 수의 불사는 왕실차원의 상제

의식이나 추복불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예로서 1430

년 무위사 극락보전에 효령대군이 指踰로서 참여하여 수

륙의식을 위한 불전으로 건립하였고, 1432년에는 한강에

서 대규모의 수륙재를 7일간이나 개최하는 등28 왕실차원

의 喪制儀式이나 추복불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것으

로 보인다. 

효녕대군의 이러한 경향은 아미타불상의 후원을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흑석사에 소장되어 있는 1458년

의 <법천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도 4> 효령대군을 비롯한 

태종의 후궁인 懿嬪 權氏, 明嬪 金氏와 등 왕실과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조성하였다. 복장유물로는 『복장기』, 『불상조

성권선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본, 불조 『삼경합부』, 

금니 『妙法蓮華經』 2卷, 『妙法蓮華經』 3卷, 부적 등이 나

왔는데, 阿彌陀佛의 복장물로 淨土三部經이 아닌 法華經 

사경류가 나온 것은 당시 그의 개인적인 신앙 뿐 아니라 왕

실의 정토신앙관이 천태사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에 보물 1615호로 지정된 王龍寺院의 <阿彌陀

三尊像>을 통해서도 천태정토에 의한 신앙경향이 명확히 드

러난다<도 5>.29 1466년에 효령대군을 비롯한 일반 시주자

들의 후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주목되

는 전적류가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이다. 특별히 『妙法蓮華

經三昧懺法』이 阿彌陀佛의 복장물로 들어갔던 것은 법화

예참수행을 통한 극락왕생의 기원을 내세웠던 고려후기의 

천태정토사상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천사 아미

타불좌상>이나 <왕룡사원 아미타삼존상>의 복장물, 그리고 

『妙法蓮華經』 간행과 사성, 그리고 백련결사의 중창불사 

및 수륙의식의 집행과 行乎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적어도 효

령대군을 비롯한 왕실의 정토신앙적인 경향은 고려후기 이

래의 천태정토신앙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30

2. 1465년 知恩院 관경변상도와 정토인식의 변화

1) 화면 구성과 도상 

왕실차원의 상제나 추복불사에 주력했던 효령대군의 

활동은 1465년 <지온인 관경경변상도>의 제작으로 이어졌

다<도 6>. 이 불화는 司直벼슬을 지낸 궁정화가 이맹근이 

도판 6.  <觀經十六觀變相圖>, 朝鮮 1465년, 

 269.0×182.2cm, 일본 京都 知恩院 소장.

28 『세종실록』권55, 世宗 14年(1432) 2월 14일조.

29 문명대, 2007. 『왕룡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한국미술사연구소).

30 그러나 효령대군의 후반기 불서간행은 1461년 간경도감의 설치를 기점으로 『法華經』과 함께 『楞嚴經』, 『圓覺經』, 『金剛經』 등을 국역하는데 힘쓰는 한편 

1464년 회암사에서의 원각법회(1464년), 원각사창건(1464년) 등 『圓覺經』을 신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아마도 行乎의 죽음과 숭불왕인 세조가 신

미 등의 선종승려들을 우대하며 불사를 주도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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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불화로서,31 효령대군을 비롯한 왕실인물들이 발원한 

것이다. 우선 화면의 구성과 도상을 1323년 지온인본과 비

교해 본 후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변화해 가는 정토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면의 구성과 도상은 1323년 지온인본을 모본으로 

그린 듯 매우 유사하여, 고려 지온인본이 15세기까지 왕실 

및 그 주변에서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65

년 <지온인 관경변상도>는<도 6> 1323년 <지온인 관경변상

도>과 비교하여 약간의 도상적인 변형과 화풍상의 차이만 

보인다<도 2>. 269.0×182.1cm의 거대한 화폭에 1관에서 6

관까지 그려진 상단과 7관부터 13관까지의 중앙부, 그리고 

14-16관까지 이루어진 구품왕생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제일 하단 부분에 묵서로 화기가 적혀있다. 1323년 지온

인본에서 보았듯이 가장 상단에 극락세계의 모습을 보여주

는 依報를, 중단에 화좌관부터 13관까지 正報觀을, 그리고 

가장 하단에 구품왕생관을 그렸다. 이 불화는 고려의 전통

을 계승하였지만 불화의 규모 뿐 아니라 궁정양식의 격조 

높은 불화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5세기를 대표하는 불

화라고 할 만하다. 

 2) 정토인식의 변화

시주질에는 “孝寧大君補 永應大君夫人宋氏 月山大君 

金提郡夫人趙氏 大丘郡夫人秦氏 仁川許氏施 陳氏小非 姜

哲丁 比丘慧心 比丘性訥 敬畵司直李孟根 化主山人囧微”

라고 쓰여져 있어 15세기 전반 최고의 불교후원자인 효령대

군과 왕실과 사대부가의 여인들, 그리고 승려가 불화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2 世宗의 8번째 아들이자 

가장 총애받았던 영응대군(1434~1467)의 부인 송씨는 효

령대군의 조카며느리이자 깊은 불심으로 시주자로 참여하

였을 것이고, 월산대군도 효령대군의 증손자로서 당시 12세

의 나이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효령대군의 개인적인 

발원에 이들 왕실인물들이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발원문은 내용에는 조성 당시의 정토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삼가 듣건대, 염불에 응하고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 大

聖의 원만한 모습을 존칭으로 염불하는 사람과 善導의 구

품을 그림으로 조성하는 사람은 천 가지 재앙을 문득 멸하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신 엄군을 위하여 공

경되이 存幀을 묘사하고 여러 단월에게 생사를 이롭게 미

치도록 권하였습니다. 불사는 을유년 9월에 시작하여 공역

은 그 해 12월에 마쳤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삼전하와 아

울려 우리 선군 및 여러 단월, 원근의 戚屬으로부터 四生六

類, 法界孤魂에 이르기까지 三途에서 문득 벗어나 上品에 

接引되며, 그리고 자모와 단월이 공경되이 (부처님을) 뵈옵

고 (불법을) 들어 (불교에) 귀의하여 壽福을 함께 더하고 모

두 극락에 오르기를 바랍니다.”33

발원문에는 정토종의 대가인 ‘善導(613~681)’가 언급

되어 있어 왕실 내에 정토신앙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선도의 정토신앙은 염불중생이 아미타불의 원력으

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他力往生信仰이 특징이다. 타력

왕생신앙은 고려후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정토왕생을 주

장했던 천태의 自力往生신앙과는 큰 차이가 있는 신앙의 

형태이다. 

31 사직이라는 품계는 왕과 왕후의 어용으로 그렸던 최고의 화가에게 주어졌던 품계이다. 이맹근은1472년(성종 15)에 최경과 함께 소현왕후, 세조, 예종, 덕종의 

어진을 그렸던 화가로 최경, 안귀생 등과 도화서에서 활동하였던 뛰어난 실력의 화가였다. 유마리, 1995, 앞의 논문, pp.5-37; 정우택, 1999.12, 「朝鮮王朝時

代 前期 宮廷畵風 佛畵의 硏究」 『美術史學』 13, pp.129-166; 김정희, 2002, 앞의 논문, pp.91-92.

32 시주자에 관해서는 김정희, 2002, 앞의 논문, pp.59-93.

33 “恭聞應念度生」 大聖圓具念稱者善導九品」 造畵者頓滅千灾故我」 爲亡嚴君敬摹」 尊幀勤諸檀信利大洽丘生亡事」 始仁於川乙酉九月日功訖于」 當年十二

月日伏願」 三殿兼及俾我先君曁諸檀」 喜遠近戚屬以至四生六」 類法界孤魂䪺脫三途接」 引上品己及慈母檀喜礼」 敬見聞歸依同增福壽成」 登樂岸者」……”, 

화기는 박은경, 2008, 앞의 책, p.4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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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문에 “염불하는 사람과 선도의 구품을 그림으로 

조성하는 사람은 천 가지 재앙을 문득 멸하게 된다”라는 부

분이 있다. 이 발원문에 근거하여 1465년 지온인본이 선도

의 구품도를 그렸다고 주장도 있겠으나 앞서 간단히 살펴보

았듯이 선도가 주창했던 정토종은 고려사회는 물론이고 조

선에서도 저변화되지 않았다. 더구나 선도의 구품장면은 왕

생자를 향해 내영하는 장면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1465년 

<지은원 관경변상도>가 이미 이마타내영을 받아 극락으로 

왕생한 후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장면이 강조되어 있

다. 이러한 차이는 타력왕생과 자력왕생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에 기인한다. 

13세기 圓妙了世에 의해 백련결사 운동이 진행될 때

의 상황이지만 선도류의 사상이 전래되었다고는 전하나 그

다지 유행하지 않았다. 고려사신과 일본의 정토종의 2세주

인 鎭西辨長(1162~1238)과의 문답에서 진서는 고려 사신

에게 선도의 『彌陀經義』가 고려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신

은 있기는 하지만, 비밀리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

유에 대해서 정토종만을 주장하면서 칭명염불을 강조하고 

다른 종파에 대해서는 배척하므로 널리 승가에서 유행할 

수 없고 비밀리에 전하여 선전할 수 없다고 하였다.34 이는 

당시 고려후기의 선도의 정토종파에 대한 불교적인 분위기

를 전달해주는 이야기로, 선도류의 불교사상이 전해져 유

행하기는 했지만 불교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력염불수행을 통한 극락왕생을 

주장하는 선도류의 정토교는 민중을 기반으로 저변화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며 왕실의 신앙전통에는 영향을 크게 미

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善導의 구품도에 관한 

인식이 15세기 조선조 왕실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해

지면서 이 발원문에 언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도의 구품왕생관과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발원

구가 “상품에 접인되며”라는 글귀이다. ‘上品에 접인된다’는 

것은 『관무량수경』의 상품왕생관에 근거하여 상품자들은 

극락왕생하여 빠른 시간 안에 無生法忍을 깨달으며, 천태에 

의하면 成佛의 수기까지 받는다. 왕실인물들 스스로가 상

품의 왕생자와 동일시하는 개념이 있었고 이는 고려후기부

터 보여주었던 일반 凡夫와 차별화된 왕실 및 귀족 중심의 

정토관을 보여준다. 

세조 10년(1464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佛說阿彌陀

經』(1卷)에서 天台智者大師가 說하고 중자로 역해(懸吐, 飜

譯, 夾註)한 것이 있어 『阿彌陀經』에 근거한 정토신앙에도 

천태의 영향이 보인다. 따라서 조선전기 왕실의 정토신앙의 

경향으로 볼 때 선도의 구품왕생도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반드시 善導의 사상에 근거하여 도상을 그려냈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Ⅳ. 관경변상도 구성의 해체와
 용선접인 도상

1. 法輪寺 관경변상도와 용선접인 도상

조선초기 새로운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는 불화가 일

본 효고(兵庫)현 <호린지 관경변상도>이다<도 7>.35 이 불화

는 화기가 없어 발원계층과 제작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지

만 15세기 불화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느슨

하며 세부 표현이 치밀하지 못하나 금니 등을 활용하여 화

려하고 장식적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크

기가 127.5×69.5cm로 관경변상도로서는 매우 작은 규모이

고, 금니 등을 사용하여 그린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위에 

있는 개인 발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불화나 조선초기 

왕실불화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하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불·보살의 얼굴표현 등이 어색한 것으로 보아 화

원의 솜씨도 아닌 것 같다. 이제부터 호린지본의 화면구성의 

변화와 하단에 등장하는 용선접인도상을 통해 정토신앙의 

34 韓普光, 1999, 「圓妙了世의 淨土觀」 『佛敎學報』 36, p.43.

35 정우택선생은 <호린지 관경변상도>에 등장하는 龍船接引도상과 조선시대 정토신앙과 정토불화의 변화를 다음의 두 논문을 통해서 밝혔다. 鄭于澤, 1994.12, 

「來迎寺 阿彌陀淨土圖」 『佛敎美術』 12, pp. 51-57.; 同著, 2000.3, 「銀河寺 舊藏 龍船接引圖」 『考古歷史學誌』 16, pp. 5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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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고, 15세기에 제작되었다는 기존의 추정보다 

늦은 16세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호린지본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짜임새 있는 고려후

기~조선 초의 관경변상도와 다르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해

이해져 있다. 최상단에는 삼족오가 그려진 1관인 해관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구름을 탄 보살이 내려오고<도 7-1>, 

공중에는 온갖 길상문과 비천이 날고 있으며 화면의 양끝

에는 4관인 寶樹가 있다. 상단에 표현된 극락장면에서 도

도판 7-2.  <觀無十六觀變相圖>의 授記圖

도판 7-3.  <觀無十六觀變相圖>의 龍船接人圖.

도판 7-4.  <觀無十六觀變相圖>의 龍船接人圖.

도판 7-1.  <觀無十六觀變相圖>의 普觀의 왕생자.

도판 7.  <觀無十六觀變相圖>, 朝鮮 15세기, 

 絹本彩色, 127.5 ×69.5cm, 일본 奈良 法輪寺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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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1관과 4관뿐이고 나머지 강

림하는 보살과 비천의 형상 등은 관경변상도에 새롭게 등

장하는 모티브이다. 화면의 위에서부터 5분의 2지점에 난간

을 설치하여 난간 위의 臺 위에는 아미타삼존을 비롯한 여

러 인물과 보살 등이 묘사되어 불세계를 표현하였고 계단

을 거쳐 아래로 내려오면 구품왕생장면이 보인다<도 7-2>.  

그리고 수기장면과<도 7-3> 용선접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도 7-4>. 

난간 위에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아미타삼존은 높은 

대좌에 앉아 있고 양 옆에 있는 약간 작은 크기의 아미타

삼존은 관음, 세지보살이 서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16관 도상을 알려주는 명문은 없지만, 1435년 지온지본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중앙에 자리한 아미타삼존은 9관, 10

관, 11관의 아미타삼존이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아미타불

을 바라보고 있는 4명의 공양자를 포함하여 12관(普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온지 관경변상도>에서 

보여주었던 보관의 모습보다 설법을 듣는 승려들의 형상이 

생략되는 등 더욱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양 옆에 있는 약간 작은 크기의 아미타삼존은 각각 

8관인 像觀과 13관인 雜像觀으로 추정된다. <지온지 관경

변상도>에서는 제8상인 상관과 13관인 雜像觀이 화면 상

단의 화면 끝에 매우 작은 규모로 그려졌던데 비해 호린지

본에서는 비교적 비중을 두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지온지본

에 비해 불·보살관인 正報觀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신 하단에 구품왕생과 성불수기, 용선접인장

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고려후기부터 보였던 관경변상

도의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느슨하게 재구성되어 있다.

난간 아래의 하단 가장 위쪽에는 구품의 왕생자가 표

현되어 있는데, 상품왕생자는 3명의 보살의 모습이고 중

품의 왕생자는 승려인 듯한 모습이며 하품의 왕생자는 연

꽃에서 막 태어난 동자의 모습이다. 아미타불의 수기장면

이 구품왕생장면의 아래 부분의 양쪽에 묘사되어 있고 

<도 7-3>, 수기장면 밑으로는 아미타여래와 10명의 왕생자

를 태운 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돛이 달린 용선

이 표현되어 있다<도 7-4>. 용선의 뒤쪽에 보이는 육지에는 

무릎을 굻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는 네 명의 인물이 떠나가

는 용선을 바라보고 있다.

호린지본은 1-6관에 해당하는 극락장면을 상단, 7-13

관에 해당하는 불·보살단을 그 다음 단, 그 아랫단에 구품

왕생장면을 배치하여 고려후기 관경변상도 형식을 따른 듯 

하나 전체적인 구도가 상당히 달라 보이고, 관경변상도 특

유의 정연한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 16관 중 일부를 생략하

기도 하고, 도상의 표현도 상당히 다르다. 또한 구성도 느

슨하면서 불·보살의 正報觀의 비중이 줄어들고, 하단에 

龍船接引圖와 같은 새로운 도상을 추가로 넣은 것도 매우 

독특하다.

하단에 성불수기장면은 고려 사이후쿠지 구소장의 

관경변상도에서 보였던 도상으로 法華思想에 근거하며, 자

력적인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

다. 이에 비해 용선접인은 타력적인 성격이 강한 도상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불화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은 이 불화가 그 시대의 혼란된 정토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을 말해준다.

2. 龍船接引 도상의 상징성과 타력왕생신앙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조선적으로 변모해가

는 관경변상도의 양상은 화면구성과 용선접인이라는 새로

운 도상의 유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선접인은 용머

리의 형상을 한 배를 타고 극락왕생하는 도상이다. 다음의 

<표 2>는 용선접인장면이 묘사된 고려후기~16세기까지의 

불화들이다.

고대부터 영혼의 이동수단으로 여겨졌던 탈 것인 ‘배’

는 불교에 수용되어 왕생의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개념적

인 진화를 하였다. 불교에서 ‘배’는 자력왕생과 타력왕생 

두 가지 측면에서 비유될 수 있는데, 아미타여래 존재 유무

는 용선접인 도상의 자력적 혹은 타력적인 신앙 성격을 밝

힐 수 있는 중요 열쇠이다. 따라서 고려후기부터 16세기까

지 불화에 표현된 용선접인 도상의 사상적인 측면을 고찰

하여 15세기 후반 정토인식의 변화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현재 고려의 작품으로 유일하게 용선접인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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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작품이 일본 1294년 교토 <묘만지 미륵하생변상도>

이다<도 8>.36 이 불화의 하단에 양측에는 2척의 용선이 등

장하는데, 배를 탄 인물들은 상단에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쳐다보며 우러러보고 있고, 용선에는 각각 승려와 고급의복

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확인될 뿐 아미타부처님의 형상

을 확인할 수 없다<도 8-1, 8-2>. 이러한 형상은 앞서 살펴

본 호린지본의 용선모습과 다르다.

조선초기 문헌인 『月印釋譜』에는 용선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안락국의 지극한 뜻이 西天에 上達하여 극락세계로

부터 보살들이 48龍船을 타고 내려와서, 안락국에서 그 부

모가 벌써 서방에 가서 부처로 되었음을 전한다. 이 사실을 

알고 안락국은 마음에 극락을 누리게 된다. 이어 안락국의 

36 강인선, 2015, 「일본 妙滿寺(묘만지) 소장 1294년명 <彌勒下生變相圖> 연구」 『불교미술사학연구』 19, pp.101-141.

도판 8-1. 하단의 용선접인장면, 강인선 제공.

도판 8-2. 하단의 용선접인장면, 강인선 제공.

도판 8.  <미륵하생경변상도>, 고려, 1295년, 일본 京都 妙萬寺 소장.

표 2. 13~16세기 용선접인 도상이 있는 불화

제목 조성년대 소장처

1 미륵하생경변상도 1294년 일본 교토 묘만지(妙萬寺) 

2 관경십육관변상도
15세기 후반

~16세기
일본 나라 호린지(法輪寺)

2 안락국태자변상도 1576년 
일본 코치(高知)

세이잔분고(靑山文庫) 

3 아미타정토도 1582년
일본 카가와(香川)

라이고지(來迎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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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들의 지시에 따라, 48용선의 사자좌에 올라 허공을 타

고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37

안락국이 보살들의 안내로 서방세계에 용선을 타

고 간다는 이야기를 쓴 부분으로, 일본의 세이잔분

고(靑山文庫) 소장의 <안락국태자변상도>(1576)에는 

<도 9>38 아미타여래와 두 명의 왕생자 즉 원앙부인과 안

락국태자를 태운 용선을 그린 부분이 있다. 용선의 앞

머리에는 원앙부인과 안락국태자가 자리잡고 앉아 있

으며 뒤편에 아미타불이 서서 서방으로 안내하는 모습

으로<도 9-1> 안락국태자를 태운 용선의 모습은 호린

지본의 용선 그림과 왕생자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도상

이다. <안락국태자변상도>는 15세기의 불화가 너무 오

래되어 흐려져서 새로 그렸다고 하므로 아마도 15세

기의 <안락국태자변상도>에도 용선도상이 표현되어 

있었을 것이다.

용선도상이 갖는 상징성과 관련된 기록으로 일본 하쿠

지(羽賀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1422년)의 寄進銘이 

참고가 된다. 내용 중에 “어리석은 범부로 하여금 (龍)船을 

타게 하여”라는 말이 나온다.39 또한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

만 용선과 관련한 四溟休精(1520~1604)의 기록도 주목된다.

도판 9.  <安樂國太子經變相圖>, 朝鮮 1576년, 

 絹本彩色, 105.8×56.6cm, 일본 高知 靑山文庫 소장.

도판 9-1.  <安樂國太子經變相圖>의 龍船接人圖.

37 『월인석보』, 제8詳節部 「안락국태자전」. 1459년 7월에 세조의 「월인석보서」에 보면 1446년(世宗28) 병인 3월에 돌아가신 昭憲王后의 追薦을 위하여 世宗

이 당시 수양대군이던 세조에게 석가의 일대기를 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수양대군은 『석보상절』을 편찬한 다음에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석보상절』을 

만들어 世宗에게 진상했다. 이 『석보상절』을 본 世宗은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인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 바로 『월인석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

지곡』이 합본으로 1446년부터 1449년 사이에 찬집된 것이다.

38 熊谷宣夫, 1969, 「靑山文庫藏 安樂國太子經變相」 『金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pp.1063-1091. 金貞敎, 1984. 「朝鮮初期 變文式佛畵(安樂國太子經變相

圖-)」 『空間』 208, pp. 86-94.

39 “……迷凡乘船果向因全名在之”, 장충식, 2007, 『한국사경의 연구』,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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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과 타력은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다. 예컨대 

바다를 건너가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들려면 

더딜 것이나. 이것은 자력에 비유한 것이며, 남의 배를 빌려

서 바다를 건넌다면 빠를 것이니, 이것은 타력에 비유한 것

이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갖추었으므로 사람이 임종 때에 

큰 소리로 염불하면 반드시 와서 맞이하여 갈 것이다.” 40

하쿠지 寄進銘이나 사명휴정의 기록들은 어리석은 

범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왕생할 수 없으므로 타력적인 

힘을 빌어 극락왕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력적인 힘을 

남의 배 즉 아미타부처님의 배에 비유한 것이다. 15세기 

중반에 왕실에서 찬집한 문헌에 아미타부처님의 배인 龍

船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왕실 내에서도 염불을 통한 타

력적인 극락왕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고려후기부터 이어온 귀족중심의 정토신앙에 변화가 생

긴 것이다.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사회분위기

와 불교의 교리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

교가 점차 기복화되어가는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자력적인 수행을 통해 어렵게 극락왕생

하기 보다는 좀더 쉽게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으로 즉

흥적인 왕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1465년 <지온인 관경

변상도>의 발원문에서 ‘선도’를 언급한 것도 타력적인 정

토왕생관이 왕실 내에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타력적인 정토왕생관이 왕실에 확고하게 자리잡았

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1582년 제작된 <라이고지 西方九

品龍船接引會圖>이다<도 10>. 화면을 상하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세계를 아랫부분

40 四溟休靜, 1564, 「禪家龜鑑」 『韓國佛敎全書』 7, 동국대학교 출판부, p.640, “……自力他力遲一速 欲越海者 種樹作船 遲也 比自力也 借船越海 速也 比佛

力也 又曰世間稚兒 迫於水火高聲大呌 則父母聞之 急走神通 決定來迎爾……”.

도판 10. <阿彌陀淨土圖>, 朝鮮 1582년, 絹本彩色,  

 일본 香川縣 來迎寺 소장.

도판 10-1.  하단의 용선접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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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토왕생, 즉 용선접인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즉 

아미타부처님이 이끄는 용선을 타고 극락왕생을 한다는 

구도로 이 불화에서는 자력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합장을 한 채 용선에 타고 있는 여인이 선조의 어머

니인 惠嬪鄭氏로 추정되어 왕실 내에 아미타불의 본원력

에 의한 극락왕생신앙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 10-1>.41

호린지본에서는 타력적인 극락왕생을 상징화한 아미

타부처님이 타고 있는 용선장면과 한편으로는 자력수행을 

통한 성불을 추구하는 성불수기 장면이 함께 등장하고 있

다. 서로 상반되는 두 신앙이 공존하는 것은 정토신앙이 

자력에서 타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준

다. <호린지 관경변상도>는 고려후기의 『관무량수경』에 근

거한 교학적인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정토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반되는 정토신앙이 두드러지

게 드러나는 시기가 15세기 후반 이후로 볼 수 있고 화면

의 구성과 도상도 해이해져 있어 호린지본을 16세기의 작

품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초기의 관경변상도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

실은 조선전기의 정토신앙이 자력적인 수행을 통해 정토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보다는 아미타불의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타력적인 신앙의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변화는 국가통치이념을 성리학에 두고 불교를 조직적

으로 억압하게 되면서 변화된 조선전기 정토인식을 반영

한 것이다. 또한 민간에서 신앙되었던 凡夫를 위한 대중적

인 내세구원관이 조선의 왕실에서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불교가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서 공

식적으로 배제된 16세기 이후 민중을 기반으로 한 불교문

화가 형성될 수 있는 신앙적 바탕이 되었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불교

문화의 변화과정에서 관경변상도로 구현된 조선전기 사회

의 불교문화적 함의와 정토인식을 규명한 것이다. 조선 15

세기 관경변상도는 왕실과 고위승려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들 불화는 고려후기의 불교문화적 전통 하에서 조성된 

관경변상도의 형식과 도상 뿐 아니라 그 정토신앙의 특성

까지 계승하고 있다. 고려후기 정토신앙은 13세기 전반 백

련결사로 촉발된 천태정토사상에 근거한다. 이러한 정토신

앙이 조선전기까지 계승된 배경에는 천태종이 불교의 통

폐합과정에서 선종에 흡수되기 전까지 유지되었고, 행호

라는 걸출한 승려의 활동과 왕실의 어른이었던 효령대군

의 역할이 컸다. 효령대군이 발원한 1465년 <지온인 관경

변상도>는 고려 1323년 <지온인 관경변상도>를 모본으로 

제작한 듯 거의 유사한 구성과 도상을 보인다. 1435년 <지

온지 관경변상도>는 행호가 발원하였고 1323년 지온인본

의 제작의도를 극대화하여 고려후기 성행했던 천태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들

어서 관경변상도를 포함한 정토불화들은 점차 변화

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학적이고 자

력적인 정토인식보다는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 구원받

고자 했던 타력적인 정토신앙이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

린다.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상이 용선접인도상

이다. 자력적인 정토왕생을 좀더 가치있다고 여겼던 시

기에 제작된 1295년 <묘만지 미륵하생경변상도>의 용

선접인 도상에서는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

다. 이에 비해 조선전기의 용선접인 도상에서는 아미

타부처님이 관음, 지장, 혹은 인로왕보살등과 함께 왕

생자를 이끌고 배를 타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된다. 

이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왕생한다는 사실을 상징적

41 鄭于澤, 1994. 12, 앞의 논문,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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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선전기 관경변상도는 유교주의 사

회에서 타력적인 신앙을 선호하는 정토신앙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불화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

* 사진을 제공해주신 민활, 강인선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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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ositions and iconographies of the three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produc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ffectively manifest the transitional period of Joseon society as well as the Joseon 

people’s perception of the Pure Land. In particular, the painting at titled Chionji (知恩寺) dated 1435 and 

another painting at titled Chion’ in (知恩院) from 1465, which were commissioned by the Joseon royal family 

and high-ranking monk, embody the Pure Land faith of the Tiantai School of Buddhism (天台宗) which thriv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This indicates that the Joseon royal court continued to favor the Pure Land faith 

that emphasized salvation through “self-power” (自力), which was popular among both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of Goryeo.

On the other hand, in the painting at titled Hōrinji (法輪寺),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compositions and iconographies shown in late Goryeo examples of the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are disassembled. Moreover, a new iconographical motif, i.e. “welcoming the dragon 

boat” (龍船接引), emerged with this painting. This motif symbolizes the idea that the souls of the deceased are 

guided by Amitabha Buddha to rebirth in the Pure Land of Extreme Bliss, which is based on the “other-power” 

of the Pure Land faith that emphasizes the power of Amitabha Buddha in attaining salvation rather than the 

educational “self-power” of the Pure Land faith. The emergence of this motif demonstr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Pure Land belief into a faith that relied on the “other-power” of Amitabha in Joseon’s Confuci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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