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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상운사 석불좌상에 대한 연구로, 이 작품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완성도 있는 석불상

의 예로 주목된다. 불상 하부에는 1497년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도 함께 전하고 있어 자료적인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유존하는 조선 전기 석불상이 귀한 상황에서 상운사 석불좌상은 우수한 조각 작품으로서의 역사성 및 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 석불좌상의 형식과 양식을 분석하여 15세

기 조선 전기 불상으로서의 미술사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상운사 석불좌상은 육계와 정상계주의 형식, 대의 착의법과 옷 주름의 표현 방식, W자 모양으로 약간 늘어진 가슴, 

앙복련의 단순한 연화대좌 등에서 고려의 양식을 이은 전형적인 15세기 불상의 조각적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에 허리가 

길어진 장신의 표현은 당시 명으로부터 영향받은 새로운 양식이며 내의를 묶은 띠 매듭이 생략된 것은 향후의 조각 양식

을 예고하는 새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머리의 가르마라든가 내의 위로 늘어진 나뭇잎 모양의 짧은 자락은 상운

사 석불좌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사찰이 운영되어온 명산 북한산에는 1711년 도성 방비를 위해 산성이 축성되고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

해 승영사찰이 건립되었다. 30년간 팔도도총섭을 지낸 성능은 1745년 지은 『북한지』에서 이 사찰들의 현황을 전하면서 

상운사는 승장 회수가 133칸 규모로 창건하였다고 적었다. 1813년의 <상운사극락전중창기> 및 이를 전하는 『봉은본

말사지』(1943)에 의하면 상운사의 원래 이름은 노적사로, 1722년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으며 1745년 상운사로 개칭하

였다. 그런데 상운사 천불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발원문과 개금기에 의하면 1713년 상운사의 이

름은 노적사였고, 1730년 개금 시의 사명은 상운사, 화주는 회수로 기록되었다. 

이에 18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 상운사의 초창 시기는 상운사 석불좌상의 조성 연대와 부합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상운사의 연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재검토하고 불상의 조성지를 살펴보았다. 상운사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탑 1기

가 유존하므로 상운사의 역사를 고려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상운사 석불좌상은 사찰 인근에서 채취한 

석재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운사가 조선 초에도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지』 등에서 언급한 회수가 관

여한 133칸 규모의 상운사는 초창이 아니라 중창의 결과로 볼 수 있고, 중창 이전의 이름은 노적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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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상운사 석불좌상은 조각 양식

상 고려 말 조선 초의 특징을 지닌 15세기의 작품으로, 불

상 저부에서 발견된 묵서명에는 1497년 4월이라는 정확

한 제작 시기를 적고 있다.1 15세기 후반은 조선 왕조가 

기틀을 잡아가던 초반으로, 불교 조각에서는 고려의 특징

을 지닌 불상이 조선의 양식으로 전환해가는 동시에 새로

운 양식이 모색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2 상운사 석불

좌상에도 이러한 시대적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

어 육계와 정상계주의 형식, 착의법과 옷 주름의 형태, W

자 모양으로 약간 늘어진 가슴, 앙복련의 단순한 연화대

좌 등은 고려시대를 계승한 15세기 불상 양식이라 본다. 

그러나 여말선초 양식 계통의 불상과는 달리 내의를 묶은 

띠 매듭이 생략되었다.3 16세기 이후 조선 중기 불상에는 

이 매듭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의 조각 양

식을 예고하는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성 시기가 파악된 조선 전기 석조불상은 약 10구 

정도로 수량이 많지 않고4 목조 및 소조불상들과 비교했을 

때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상

황에서 상운사 석불좌상은 비교적 완성도를 갖춘 조선 전

기 석조불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8월 23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운사 석불좌상에 대한 

연구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5 이에 상운사 석불좌상의 

조형 양식을 분석하고 조각적 특징들의 연원을 추적함으

로써 상운사 석불좌상의 가치를 15세기 불교조각의 전통

과 새로운 양식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한편 숙종은 1711년(숙종 37) 도성 방비의 목적으로 

북한산성을 쌓은 뒤 산성 내에 승군이 주둔하는 승영사

찰을 창건하였고 상운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운영되었다

고 알려져 있다. 이는 30년간 도총섭을 지낸 성능이 1745

년에 편찬한 『북한지』와 이를 인용한 『봉은본말사지』 및  

<상운사극락전중창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상운사가 

18세기에 창건되었다면 상운사 석불좌상의 조성 연대와 

모순되므로 과연 사찰의 초창이 불상 조성의 전후 중 어

느 시기에 위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상운사 석불좌상의 현상 및  
조각적 특징

상운사 석불좌상은 현재 사찰 경내 북쪽의 가장 높

은 대지에 위치한 약사굴 내에 봉안되어 있다.6 불상은 높

이 109㎝로, 폭은 좁으나 비교적 높은 무릎에 안정감 있

는 자세로 앉아 항마촉지의 수인에 왼손에는 보주를 받

들고 있다(사진 1). 소발의 머리로 정수리에는 약간 낮은 

1 손영문·노윤상에 의하면 명문은 1999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손영문·노윤상, 1999, 「북한산 불적의 현황」 

『北漢山의 佛敎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p.162). 명문은 같은 책의 다른 논고에 사진으로 게재되

었다(김창균, 1999, 「북한산지역의 불전과 불교미술」, p.180).

2 문명대, 2011, 「조선 전반기 불상 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미술사』 36, pp.110~112. 조선시대 조각사는 대체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후반기로 나

누어지는데, 문명대 교수는 전반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 후반기를 중흥기와 만기, 그리고 말기로 나누고, 조선 초기는 구체적으로 태조부터 연산군까지인 1392

년에서 1505년으로 보았다. 

3 문명대, 2011, 위의 논문, p.131. 특히 팽이형 육계나 대좌의 형태 등은 티베트계 명 초기 불상 양식의 영향이며, 가슴에서 내의의 띠 매듭이 사라진 점은 새로

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4 정성권, 2017,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 편년과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pp.175~217.

5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다음의 두 논문뿐이다. 문명대, 2011, 앞의 논문; 정성권, 2017, 위의 논문.

6 불상은 1999년 조사보고서에서 삼성각의 주불로 소개되고 있으나 사진 속의 전각 환경은 현재 약사굴과 동일하여 삼성각이 약사굴로 개칭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2011년의 경기문화재단 자료집에는 상운사 내 전각으로 약사굴과 삼성각이 함께 열거되어 있으므로 1999년의 보고가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김창균, 

1999, 위의 논문, p.179; 경기문화재단, 2011, 『북한산 조사연구 자료집』, p.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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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중간계주와 뒷단의 볼록한 육계가 표현되었다. 

머리 중앙에는 중간계주에까지 이르는 가르마 같은 한 줄

의 음각선이 새겨져 있어 매우 특이하다(사진 1, 2). 삼각

형의 중간계주와 낮은 육계, 그리고 가르마 형태의 음각

선은 일본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아미타여래도

(1306년)나 MOA미술관 소장 아미타삼존도를 비롯한 고

려 후기와 조선 전기 불화나 남송대의 여래도에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주목된다(사진 3, 4). 

불화에서는 여래의 정수리에 가르마를 뚜렷하게 나

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마와 모발의 경계선을 와 같

은 식의 호형으로 처리하고, 중간계주 앞쪽에서 머리칼이 

좌우로 갈라지도록 표현함으로써 가르마가 있다고 인식하

게 된다. 이는 10세기 후반 혹은 11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요대 금동아미타불좌상에서도 확인되므로 그 시작은 훨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진 5). 또한 모양의 호형 

처리 방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수관음보살좌상(사

진 17)이나 대흥사 성보박물관 소장 여말선초의 금동관음

보살좌상 혹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같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보살상이나 불화의 보살도에서도 확인

된다.7 일본 세이라이지(西來寺) 소장 <묘법연화경>(1459

년) 변상도나8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15세기 아마타여래삼

존벽화의 본존에서도 고려불화에서와 같은 호형 발제선을 

확인할 수 있다.9 조각으로는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

상에서 매우 약화된 형태의 가 관찰되나(사진 6) 그 외 

고려 말 조선 초 불상에서는 가르마나 모양도 잘 나타나

지 않는다. 다만 하버드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불감 내벽에 

새겨진 불상에서는 불화에서와 동일한 표현을 볼 수 있어

(사진 7) 여래의 경우 회화적인 표현에 주로 적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회화가 조각의 범본이 되었던 양상

을 생각하면 이마의 호형은 회화에서 먼저 나타났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넬슨 갤러리의 요대 불

상처럼 회화보다 이른 시기의 예가 있어 그 시작에 대해서

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만 고려 말 조선 초의 조각

에서는 대체로 여래상에 적용되지 않았던 표현임에 비해 

상운사 불상은 회화적인 표현의 호형을 오히려 적극적으

7 국립중앙박물관, 2018,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도 172, 173.

8 朴桃花, 1997, 「朝鮮前期 佛敎版畫의 硏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論文, 도판 11 참조.

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사진참조.

사진 1   상운사 석불좌상, 조선1497년, 경기 고양(필자 촬영).

A B

사진 2 상운사 석불좌상 상호 세부, 경기 고양(필자 촬영).

사진 3   아미타삼존도 중 여래 세부, 

고려 후기, MOA미술관(『고려

불화대전』, 도 33).

사진 4   아미타여래도 세부, 남송 13

세기,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

관(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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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는 또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금동보살입상에서도 확인되면(도 23),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점 같은 형태로 세로선 새김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러한 표현이 고려시대에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술 아래 세로선 표현에 대해서는 상운사 석불좌상을 함께 조사한 최성은 경

기도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기에 이에 출처를 밝힌다.

로 가르마 형태로 구체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운사 석불좌상은 계란형의 얼굴로, 크고 둥근 턱 

선이 매우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한편 초승달처럼 반쯤 

감은 두 눈을 활처럼 약간 처지게 표현하여 온화한 분위

기도 함께 나타난다(사진 2). 눈썹과 눈두덩이 연결 부위

를 살짝 깊게 새기어 눈두덩이가 부은 듯 표현되었다. 눈

동자는 따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하안검을 약간 도톰하게 

하였다. 약간 긴 코는 곧게 뻗었으며 콧등을 평평하게 하

였다. 도톰하나 얇은 입술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입

술 아래 턱 중앙에 두 줄의 세로 선을 돋을새김하였다. 도

톰한 하안검이나 코와 연결되는 양쪽 볼의 볼륨, 입술 아

래 도톰한 두 줄의 짧은 세로선 등은 상호에 입체감을 주

고자 한 표현 장치로 보인다. 특히 입술 아래 세로선은 조

선시대의 불보살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통일신라 말 

고려 초의 불상에 나타나는 고식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경주 골굴암 마애불좌상이나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상 

같은 통일신라 말 고려 초 불상에서 확인되는데, 이들은 

한 줄의 음각선을 새겼으므로 상운사 불상과는 세부에서 

차이가 있다(사진 8). 크게 부각되지 않는 사소한 표현이

지만 고대의 조각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10

불상의 대의는 오른쪽 어깨 위에 반달형 자락을 걸

친 소위 변형편단우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의 착

사진 5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요 11세기 초, 캔자스시티, 넬슨 앳킨스 미술관

(https://art.nelson-atkins.org/objects/6970).

사진 6 청  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고려 1346년, 충남 청양 (필자 촬영).

사진 7   불감 내부 정면벽 여래도 세부, 고려 14세기, 하버드대학교 아서 M. 세클러 

갤러리(필자 촬영). 

사진 8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중 본존 세부, 고려 940년경, 충남 논

산(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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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은 고려 중기 여래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1 대의

는 안에 수평으로 입은 내의 위에 세로의 단을 형성하며 

양 어깨에 길게 걸쳐져 내려오며 양쪽 팔뚝 위에서 여러 

줄의 나란한 주름을 이루었다. 쌍령하수식의 대의 착의 

형식은 경북 봉화의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

이나 원주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아미타여래

좌상(나말여초), 그리고 승가사 승가대사상 등 신라 하대

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는 일부 불상들에서 발견된다.12 상

운사 불상의 좌우 깃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지고 대의 안

에 수평으로 내의가 표현된 착의 방식은 특히 승가사 승

가대사상과 유사하다. 조선시대에는 1515년의 정덕 십년

명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대의 표현이 가장 유사하며13 조

선 전기 다른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목 아래쪽 대의 왼쪽 자락과 오른쪽 반달형 자락의 윗

단은 거의 대칭되는 위치에서 한 단씩 접힌 주름을 형성하

였다.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자락은 팔뚝 부분에 Ω형을 

이루었다(사진 1).14 상운사 불상의 대의 표현에 나타나는 

변형편단우견과 양 어깨의 접힌 주름, 그리고 왼쪽 팔뚝의 

Ω형 주름은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

이다.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사진 9), 천

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82년, 사진 10),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66년, 사진 11), 그리고 15세기 후반 

작으로 추정되는 합천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의 주불인 목

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15 흑석

사와 천주사 불상에서 보이는 오른쪽 어깨의 반달형 자락

과, 볼륨이 줄어든 가슴을 가로지르는 수평의 내의 상단, 그

리고 이를 묶은 띠 매듭 등은 동시기 불상에서 보이는 정형

화된 표현이다. 그러나 길어진 허리는 새로운 것으로 명으

로부터 수용된 불상 양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16

내의 상단을 기준으로 위쪽을 가슴, 아래쪽을 배로 보

고 무릎 높이와 비교했을 때 상운사 불상은 무릎 높이가 가

11 정은우, 2010,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p.47. 

12 최성은, 2019, 「삼각산 僧伽寺 석조승가대사상 小考」 『普照思想』 49, p.200.

1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사진참조.

14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자락이 팔뚝에서 형성한 Ω형 주름은 고려 말 14세기부터 조선의 1608년경까지 나타나며, 이 시기 불상 연구에 가장 중요한 도상적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팔뚝 중심에 자리했으나 16세기에는 거의 측면으로 돌아가다가 17세기에는 사라지게 된다(문명대, 2011, 앞의 논문, p.125, 각주 19).

15 양 어깨에서 반전하는 옷 주름과 왼쪽 어깨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면서 형성하는 굴곡진 주름은 15세기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정은우·유대호, 2017,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미술사논단』 45, pp.59, 69). 이 불상의 제작 연대는 원당암이 중창되었던 1495년에 조성되었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文明大, 1983,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硏究 (1)」 『梨花史學硏究』 314, pp.54~56; 崔素林, 2000,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硏究 - 15世紀 佛像樣式의 一理解」 

『강좌미술사』 15, p.90; 崔聖銀, 2002, 「朝鮮初期 佛敎彫刻의 對外關係」 『강좌미술사』 19, p.51. 

사진 11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조선 1466년, 경북 경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남해).

사진 12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

래좌상, 조선 15세기 후반, 경

남 합천(http://www.ggbn.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4630).

사진 9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조선 1458년, 경북 영주

(김지은 촬영).

사진 10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82년, 국립대구박물관(국

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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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고 다음으로 가슴과 배의 길이 순이다(사진 1). 상운사 

불상과 유사한 옷 주름을 보이는 흑석사와 천주사의 불상

들은 무릎 높이가 낮고 상체가 긴 편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는 배 부분이 길어짐에 따라 가슴:배의 높이 비율이 거의 같

아져서 상운사 불상의 신체 비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릎이 높은 상운사 불상의 신체 비례와 가장 유사한 작품

은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불

상은 상운사 불상에 비해 무릎 폭이 넓다. 또한 해인사 원

당암 불상은 상운사 불상에 비해 무릎 높이가 낮은 편이다.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에 보이는 방형 얼굴에 초승달 같은 

눈과 곧고 긴 코의 표현 등 역시 상운사 불상과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상운사 불상과 비교되는 위의 15세

기 불상들이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서 제작되었

다는 점이다.17 하지만 비교되는 상들은 모두 아미타삼존

의 주존인 반면, 상운사 석불좌상은 약사굴에 봉안된 독

존의 약사여래로 신앙되고 있다.18 상운사 석불좌상은 항

마촉지인의 왼손에 보주를 받들고 있으나 보주와 이를 감

싼 왼손가락이 보수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보주를 들고 있

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사진 1). 상운사 불상이 애초

부터 약사불로 조성되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의 약사불 조상이나 회화를 참

고할 수 있다. 한국 고대의 약사여래좌상은 오른손을 가

슴 앞으로 올린 수인과 무릎 위에 놓은 촉지인의 두 계통

으로 나눌 수 있다. 촉지인 불상은 시기적으로 전자보다 

반세기 정도 뒤인 8세기 후반 이후 출현하여 고려 전기까

지 고대 한국의 약사여래좌상의 주류를 이루었다.19 그러

나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약사여래상이라 할 수 있는 청

양 장곡사 불상은 오른손을 가슴 높이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 역시 명치 부근에서 약함을 받들고 있다(사진 

6). 하버드대학교 박물관의 불감 내벽 본존상은 장곡사 불

상과 거의 똑같은 자세로 왼손에 약기를 받들고 있어 고려

시대 약사불상의 예로 추가될 수 있다(사진 7). 그런데 약

사여래의 이러한 자세는 마치 동시기 아미타불의 중품중생

인의 수인에 왼손에 보주나 약기를 추가한 듯한 형식이 된

다.20 당대(唐代)에 불공(705~774)이 한역한 『약사여래염송

의궤(藥師如來念誦儀軌)』 1권에는 “중심에 약사여래상을 

안치하며 왼손에 약기를 잡고 있다. 또한 무가주라 부르기

도 한다. 오른손은 삼계인을 짓고 있다”고 적고 있다.21 여기

에서 삼계인은 어떤 자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삼계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22 

국내 유일한 15세기 약사여래도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약사삼존십이신장도(藥師三尊十二神將圖)(1447년)의 본

존 역시 이러한 수인을 보여주며,23 이후 16세기의 약사여

래도 역시 동일한 자세로 약기나 보주를 받들고 있다.24

17 원당암 불상은 팔공산은 아니지만 경북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정은우·유대호, 2017, 앞의 논문, pp.70~71 및 각주 28, 29; 문명대, 2007, 「왕룡사원의 

1466년작 木 阿彌陀佛坐像 연구」 『강좌미술사』 28, pp.6~7).

18 조성기를 통해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조선 전기 15세기까지의 17세트의 불상 가운데 약사불은 1456년 견성암 약사삼존불상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불상은 

복장으로만 조성 내용이 전하기 때문에 불상의 조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유근자, 2011,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배경 연구」 『강좌미

술사』 36, 표 5-1; 장충식, 1978, 「景泰七年 佛象腹藏品에 대하여」 『考古美術』 138·139, pp.42~50).

19 許亨旭, 2017, 「韓國 古代의 藥師如來 信仰과 圖像 硏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論文, pp.204~211. 허형욱은 모든 붓다가 석가모니불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깨

달음을 얻게 된다는 교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촉지인도 모든 붓다의 보편적인 수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또한 정각(正覺) 시의 석가모니불의 

자세인 길상좌의 좌법에 의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고 한다.

20 韓國美術硏究所, 1996, 『高麗時代의 佛畫』, 시공사, 도 57~59 참조. 중품중생인의 아미타여래도는 같은 책, 도 5, 6, 9~11, 14 등 참조.

21 “安中心一藥師如來像如來左手令執藥器. 亦名無價珠. 右手令作結三界印”(신수대장경 제19책, No. 924A). 

22 許亨旭, 2017, 앞의 논문, p.206 및 각주 539 참조.

23 申元植, 2017, 「朝鮮前期 藥師如來圖 硏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論文, 도 1.

24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불화대전』, 도 10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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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약

사불은 오른손으로 소위 삼계인을 짓고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촉지인에 보주를 들고 있는 상운사 석불좌상은 매우 

이례적인 수인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처음부터 약

사여래로서 보주를 받드는 불상으로 조성되었다면 상운

사 불상은 확실히 동시기 동일 양식 계통의 불상과는 달

리 더 고식의 표현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에 보주를 들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

우 조심스럽지만 만일 신앙상의 변화로 지물이 후대에 추

가되면서 존명이 바뀌었다면 최소한 석가불에서 약사불

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5 『봉은본말사지』에서 

“석굴각에 약사상 1구가 있다”고 기록하므로 늦어도 20세

기 초반부터는 약사상으로 신앙되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

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상운사 불상의 가슴에는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 W자 

형으로 가슴골을 새기고 내의 상단에 접하여 반달형의 둥

근 선을 새긴 점이 특징적이다. 가슴과 배에 걸쳐 나타나

는 이러한 표현은 양감을 위한 것으로 수국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이나 1301년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같은 13~14세기 고려시대 불상에서 나타난다(사진 13). 

이는 고려 말 조선 초의 금동보살좌상(사진 14)이나 강진 

무위사 극락전 본존불 및 후불탱의 본존에서도 볼 수 있

어26 조선 초까지도 가슴 부위의 양감을 나타내는 표현 방

식으로 널리 쓰였던 기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주 흑석

사나 경주 왕룡사원, 혹은 천주사나 원당암의 목조아마타

여래좌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거

의 사라지거나 물결 무늬처럼 약화된 형태로 남는다(사

진 9~12). 이는 상운사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상

운사 불상에서는 가슴과 배의 볼륨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

고 마치 가슴이 늘어진 듯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가슴

의 양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은 천안 장산리 석불입

상(1476년)과27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

성 죽리 석불입상 등 비슷한 시기의 석불상에서 확인된다

(사진 15, 16).28 

25 불상의 존명은 신앙 양상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예로는 구기동 승가사 승가대사상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약사불로 신앙되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에 승가대사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그 존명이 전해오지 않게 됨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최성은, 2019, 앞의 논문, pp.177~178).

2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의 사진.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의 제작 시기는 15세기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제작 연

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다. 극락보전의 중창 연대인 1430년, 아미타후불 벽화의 조성 연대인 1476년, 그리고 장흥 보림사 삼층석탑 북탑지의 기록에 

의한 1478년 설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아미타삼존상 조성 계획 아래 본존상과 협시 보살상을 각기 1430년과 1478년에 따로 제작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김

광희, 2014,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pp.179~185).  

27 장산리 석불입상은 대좌의 명문에 의해 1476년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육계와 중앙계주, 그리고 굵은 옷 주름 등에서 조선 전기의 불상 양식을 볼 수 있다

(정성권, 앞의 논문, pp.185~188). 정성권은 특히 머리 크기에 비해 작은 육계는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좌상과 비교된다고 보았으나 그가 다시 설명

하듯이 장산리 불상의 중앙계주 형태와 육계와의 관계 등은 상운사 불상과 더욱 유사하다.

28  죽리 석불입상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뚝의 옷 주름 형태는 상운사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  

사진 13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고려 1301년, 경북 문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남해).

사진 14   금동여래좌상, 14세기, 불교중

앙박물관(필자 촬영).

사진 15   장산리 석불입상, 조선 1476

년, 충남 천안(문화재청).

사진 16   죽리 석불입상, 조선 전기, 

경기 안성(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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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사 석불좌상의 가슴 밑에는 수평으로 입은 내의 

위로 나뭇잎 모양의 짧은 자락이 늘어져 있는데(사진 1) 

이는 상운사 석불좌상의 복장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적

인 표현이다. 나뭇잎 모양의 짧은 자락은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의 십일면천수관음보살좌상이나 역시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 같은 보살상에서 볼 수 있다

(사진 17~20).29 보살상들에는 가슴 아래 넓은 띠처럼 수

평으로 몸에 밀착된 내의를 묶고, 그 아래에 다시 끝자락

이 펄럭이는 형태의 옷자락 위로 예의 나뭇잎 모양 자락

이 늘어져 있다. 여기서 펄럭이는 옷자락은 보살들이 치

마 위에 두르는 요포이며, 속에 입고 있는 치마를 묶은 띠

가 요포 위로 나뭇잎 모양으로 늘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착의 방식은 초당기 중국의 보살도를 통해 이

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황 막고굴 제57굴 남벽 중앙의 

설법도에서 좌·우협시 보살들은 이러한 방식의 착의를 구

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협시 보살의 세부 사진

을 보면 내의를 착용하고 띠를 이용해 이를 묶었으며, 내

의 위로 치마를 겹쳐 입은 뒤 요포를 둘렀는데 치마를 묶

은 띠가 요포의 허리띠 위로 길게 늘어져 있다(사진 21). 

물론 여기에서 예의 그 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짧은 것이 

아니라 발목까지 늘어지는 기다란 삼각형이다.30 중국 산

서성 오대산 남선사 대전의 불단에 봉안된 불상들 중 본존 

좌측의 소조보살입상에서도 긴 삼각형 모양으로 늘어진 

단이 중간과 끝에 매듭을 지은 것을 볼 수 있다(사진 22).31 

이는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보살입상이나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3층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보살상에

서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사진 23, 24).32 고려불화의 보

살상에서는 이러한 단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지

고 두 개의 매듭뿐 아니라 중간 중간 보석과 구슬 등으로 

장엄하여 훨씬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치장하였다.33

29 후자의 경우 제작국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들었으나 본고에서는 여말선초의 작품이라고 본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겠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상기의 장식은 불상이 아니라 보살상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으로 제작국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0 명칭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 자락은 ‘두 개의 리본이 달린 띠 매듭’이나 ‘천의나 상의를 묶은 매듭에서 흘러내린 리본으로 묶어 장식한 긴 띠 매듭’(鄭恩雨, 2001, 「高麗

前期 金銅菩薩像 硏究」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28·229), pp.7, 10) 혹은 ‘군의를 묶은 띠’라 보기도 한다(정은우, 2007,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

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p.7). 복식사에서는 이를 ‘포백대(布帛帶)’라 쓰기도 한다(崔永順, 1998, 「印度·中國·韓國의 古代菩薩服食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p.71). 위에 인용한 두 논문에서 정은우 교수는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보살입상의 조성 시기에 대해 통일신라의 조각 전통을 반영하면서 고

려 초 양식으로 성립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를 보여주는, 고려 10세기경 작품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고려 중기로 편년하였다. 

31 14세기 고려시대 조각 및 불화의 불보살에는 또한 내의에 치레장식이 나타나는데 이 두 보살상은 이러한 치레장식의 이른 예를 보여준다(최성은, 2013,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pp.315~316).

32 무량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석에서는 금동삼존상이 발견된 바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971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민숙, 2017, 「무량

사 오층석탑의 구조분석과 원형 추정」 『불교미술사학』 24, pp.114~115).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와 관련한 개략적인 전모와 출토 불상 등에 대해서는 洪思俊, 1973,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 第117號, pp.2~8을 참조할 수 있다.

33 韓國美術硏究所, 1996, 앞의 책, 도 11, 19, 42 등 참조. 조선시대 15세기 보살도로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설법도 중 좌협시 관음보살의 복식에 잘 표현되어 있다.

사진 17   십일면천수관음보살좌상, 고

려 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필자 촬영).

사진 18 십일면천수관음보살좌상 세부. 

사진 19   금동보살좌상, 고려 말~조선 

초, 국립중앙박물관(필자 촬영).

사진 20 금동보살좌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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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의 경우 대의가 배 부분을 덮으면서 아래로 늘

어지기 때문에 보살들처럼 내의와 치마가 모두 드러나지

는 않게 된다. 그럼에도 상운사 불상에는 보살상에서 치

마를 묶은 자락이 요포 위로 늘어지는 것을 내의에 그대

로 옮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보살상의 내의와 치마

의 착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래상의 내의에 그대

로 표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상운사 석불좌상의 연화대좌는 별도로 제작되었으

며, 대좌 상부에는 구멍을 뚫어 놓아 복장공을 마련한 것

이 아닌가 추측된다. 구멍은 비어 있으므로 원래 무엇을 

납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사진 25). 불상대좌의 상부에 

구멍을 마련한 다른 불상의 예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

처럼 상운사 석불좌상은 고려시대 이전의 고식 표현을 보

이거나 보살상에 적용되는 장식적인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시기 목조나 소조상들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홑잎의 앙련과 복련이 맞닿은 단순한 형태의 연화대

좌는 불상 하부와 거의 같은 폭의 크기이다(사진 1). 중대

석을 생략한 채 앙련과 복련으로만 구성하는 대좌의 조형 

방식은 고려 후기에 티베트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아 유행

한 것으로 본다. 1429년 제작의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

존불상이나(사진 26) 1492년의 중창 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산사 오층석탑 출토의 금동관음보살좌상,34 그

리고 15세기 후반의 합천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에서 볼 수 있다(사진 12). 또한 대좌에 새겨진 연꽃의 화

판을 이중으로 하고, 꽃잎 끝부분에 안으로 말려들어간 고 

34 이분희, 2013,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 - 탑 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15, pp.125~126 및 도 5, 6. 

사진 21   돈황 막고굴 제57굴 남벽 중앙 설법도 중 우협시 보살 세부(『돈황막고

굴』 3, 도 13).

사진 22   남선사 대전 목조보살입상, 당말, 산서성 오대산(필자 촬영).

사진 23   금동보살입상, 고려시대, 동국대

학교박물관(『동국대학교 건학 100

주년 기념 소장품 도록』, 도 57).

사진 24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보살

좌상, 고려(https://ko.wikipedia.

org/wiki/).

사진 25   상운사 석불좌상 대좌 

윗면(고양시청).

사진 26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조

선 1429년, 평양중앙력사박물관(『북

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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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문양을 대칭되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마치 작은 꽃봉

오리 같은 문양을 새겼다. 이처럼 화려하고 장식적인 연판 

문양은 1397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양주 회암사지 무

학대사탑의 기단부 상대석과 하대석35 및 그 앞의 쌍사자

석등 기단 하대석의 복련의 세부 표현과도 유사하여(사진 

27) 고려 후기부터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는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대좌(사

진 26) 혹은 1459년경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기단

부 상하대석의 연꽃 표현이나 1467년경 양양 낙산사 칠층

석탑 기단부의 연꽃 표현과 유사하다(사진 28). 연꽃 내부

를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표현한 연판 문양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불상대좌와 석조미술 기단부에서 널리 유행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운사 석불좌상 바닥에는 먹으로 쓴 23행의 조성 

발원문이 남아 있다(사진 29, 그림 1). 발원문에는 1497

년 4월 불사에 일반 신도와 승려 등 총 55명이 일정한 소

임을 맡거나 후원자로 참여하였음을 간략하게 기록하였

다. 존상의 명칭이나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의 이름, 그리

고 불상 조성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조

선시대의 불상 조성기는 시주질(施主秩)·연화질(綠化秩)·

사중질(寺衆秩) 등으로 구분되어 발원 내용과 시주자 명

단만 등장하는 고려시대의 조성기와는 차이가 있다. 조

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조성기의 조목은 불상에 행해진 모

든 행위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다.36 

이렇게 본다면 상운사 석불좌상의 불상 조성기는 고려시

대의 형식과 더욱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글자의 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성기에 기록된 인

명 중 계공(戒空)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계공은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정덕 3년명 탑지석>(1508

년)에 기록된 화주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37 불상 하

35 무학대사는 1405년 금강산에서 입적하였다. 조선 태조는 무학대사의 입적에 대비하여 1397년에 그의 부도를 미리 세웠다고 한다. 영골이 부도에 안장된 것은 장

례와 관련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난 뒤인 1407년이었다(엄기표, 2004, 「檜巖寺址의 石造浮屠와 塔碑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1, pp.786~787).

36 유근자, 2011, 앞의 논문, p.194.

37 고양시, <경기도문화재 지정 신청서>, 2018, pp.8~9; 동국대학교박물관, 2006,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소장품 도록』, p.122 도판.

사진 27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세부,  고

려(1397년)경, 경기 양주(필자 

촬영).

사진 28   낙산사 칠층석탑 기단부, 조

선 1467년, 강원도 양양(문

화재청, http://www.cha.

go.kr/unisearch/images/

treasure/1616675.jpg).

사진 29 상운사 석불좌상 밑면 발원문(고양시).

그림 1 상운사 석불좌상 밑면 발원문(고양시).



25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단에 명문을 남기는 방식은 고려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듯 1447년 중수한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바닥 

목판에도 명문이 남아 있다.38 1493년 조성된 수종사 석탑 

봉안 불상들 중 금동석가불좌상 하단의 은판에는 ‘시주 

명빈 김씨(施主 明嬪 金氏)’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고, 그 

양쪽에는 먹으로 쓴 범자가 있다.39 

상운사 석불좌상 조성기에는 승려의 직임으로 ‘삼보

(三寶),’ 승직으로 ‘대사(大師)’가 등장한다. ‘삼보’는 1466

년 왕룡사원 아미타불상의 조성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직임이다. 불사가 있을 때 재원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것

을 연화(緣化)라 하는데 삼보는 이러한 연화의 소임 중 하

나로 생각된다.40 ‘대사’는 파주 용미리 마애불상의 1471

년 명문에도 ‘O혜 대사(O惠 大師)’가 있다.41 상운사 불상

의 명문 앞부분에 열거되는 이름은 시주자로 보이는데 관

직명이 없이 이름만 기록하였고, 대시주 역시 이름만 기

록한 것으로 보아 관직을 가지지 않았던 일반인들임을 알 

수 있다. 상운사 석불좌상을 제작한 조각가의 뛰어난 기

량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

러나 불상에는 동시기 불상들과는 다른 고식의 기법이나 

장식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일반인 발

원자들이 기량은 뛰어나되 도상에는 정통하지 않은 조각

가에게 의뢰했던 결과가 아닐지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상운사 석불좌상은 양식적으로나 명문에 의해서나 

15세기 후반의 작품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는 상운사 

창건 시기로 알려진 18세기와는 모순된다. 상운사 초창 

이후 불상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

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상운사의 초창 시기와 함께 석

불좌상이 조성된 곳의 문제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III.  상운사의 연혁과  
석불좌상의 제작지  

북한산에는 도성 방비의 목적으로 1711년(숙종 37) 

산성을 쌓았고,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하여 승군이 주

둔하는 승영사찰을 건립하였다. 상운사는 이때 건립된 

승영사찰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상운사의 창건을 전하

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45년(영조 22) 축성의 총책을 

맡은 팔도도총섭 성능(聖能)이 30여년간의 임무를 마치

고 간행한 북산산성 지리지인 『북한지(北漢誌)』이다. 성

능은 “상운사는 영취봉 아래 있으며 133칸으로 승장 회수

가 창건하였다”고 기록했다.42 1943년 편찬된 『봉은본말

사지(奉恩本末寺誌)』43 및 이에 전하는 <상운사극락전중

창기(祥雲寺極樂殿重創記)」>(1813년)에서도 1722년 승

장 회수의 창건이라 적었다.44 그런데 『봉은본말사지』에

서는 상운사의 원래 이름은 ‘노적사(露積寺)’이고 1745년 

상운사로 개칭하였다고 하였다.45 

『북한지』에 의하면 당시 북한산성 안에는 중흥사와 

태고사, 그리고 북한산성을 축성한 이후 창건하였다고 전

하는 용암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서

암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 상운사 등 모두 11곳의 사

38 柳麻理, 1982, 「水鍾寺 金銅佛龕佛畫의 考察」 『美術資料』 30, p.41.

39 최은령, 2007, 「韓國의 乾漆佛像 硏究」 『불교미술사학』 5, pp.157~158.

40 유근자, 2011, 앞의 논문, p.195, pp.198~199.

41 이경화, 2005, 「坡州 龍尾里 磨崖二佛竝立像의 造成時期와 背景 - 成化7年 造成說을 제기하며」 『불교미술사학』 3, p.83.

42 “祥雲寺 在靈鷲峯下一百三十三間僧懷秀所創”.

43 “朝鮮景宗二年壬寅僧將懷秀創建 額曰露積寺凡一白三十三間---”. 

44 “寺之刱也 在昔康熙之壬寅僧將懷秀之所搆---嘉慶十八年癸酉九月日 太月智聰 記”.

45 『한국사찰전서』에서 “노적사는 곧 삼각산 상운사(露積寺 卽京畿道高陽郡神道面三角山祥雲寺)”라 적고 있다(權相老 編, 1979, 『韓國寺刹全書』 下, 東國大學校出

版部, p.255, 621). 또한 노적사는 대체로 상운사와 같은 사찰로 본다(손영문·노윤상, 1999, 앞의 글, p.58, 각주 11; 경기도·경기문화재연구원, 2018, 『경기도

문화재총람』 도지정편 1,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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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양의영(梁宜永, 1816~1870)은 『죽파유집(竹坡遺集)』 「유북한기(遊北漢記)」에서 중흥사가 “승려가 거주하는 각 절을 총섭하며 승병이 이곳에서 번(番)을 든 즉 

북한산의 도회처이다(중략) 동쪽에는 별관이 있는데, 총섭승이 거주하는 곳이다(總攝僧居之各寺 僧兵更番於此 卽 北漢都會也(중략) 東有別館 總攝僧所居也)”고 

적었다. 중흥사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이러한 위상을 이어갔던 것을 알 수 있다.

47 정재훈, 1999, 「북한산성의 사원 및 사지의 보존과 복원에 대하여」 『北漢山의 佛敎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

사단, p. 49; 황인규, 2016, 「조선후기 의승군과 북한산성 승영사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각주 97.

48 경기문화재단, 2011, 앞의 책, p.754; 정성권, 2017, 앞의 논문, p.193. 

49 정재훈, 1999, 앞의 글, p.58; 김창균, 1999, 앞의 글, pp.174~175. 

50 “寺名宜此地 寶塔瑞雲過...(하략)”(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83, 『韓國漢詩選集三 - 昭代風謠/風謠續選』 韓國漢詩叢書, 亞細亞文化社, p.715). 이 책의 저본은 서울대학교 도서

관 소장본 7권 3책이다. 『풍요속선』은 위항시인(委巷詩人)의 시집으로 1737년 간행된 『소대풍요』의 속편으로, 『소대풍요』간행 60년 만에 다시 편찬하여 1797년 간행하였다.

찰과 2곳의 암자가 있었다. 『북한지』에는 북한산성을 동

에서 서의 방향으로 셋으로 나누어 그린 지도가 수록되었

고, 13곳 승영사찰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상

운사는 <북한도삼(北漢圖三)>에 수록되었다(그림 3). 

사찰들은 이름과 함께 2채나 3채 혹은 5채의 전각으로 나

타내었는데, 중흥사는 유일하게 전각 5채로 표현되어 독

보적이다. 승군의 본부로 도총섭이 머물렀던 사찰인 만

큼 그 위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46 축성 

전 30여칸이던 중흥사 규모는 산성 축조 이후 136칸으로 

확장되었다. 『북한지』에서 전하는 상운사는 133칸으로 

꽤 큰 규모이다. 18세기 후반까지 133칸의 규모를 유지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운사가 북한산성 축조 뒤 18세기 전반에 창건되었

다는 설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47 그러나 기

록상의 초창 시기가 상운사 석불좌상의 제작 시기보다 늦

기 때문에 창건 관련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기록이 맞다

면 불상은 창건 이후 다른 사찰에서 옮겨온 것이 된다. 이

에 상운사의 초창 시기와 불상의 발원 혹은 조성 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찰 경내에는 고려시대 석

탑이 1기 전하고 있어(사진 30) 상운사는 북한산성 축성 

훨씬 전인 고려시대에도 이미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48 현재의 탑은 여러 부재가 망실된 채 무

너져 있던 것을 1999년 9월에 없어진 부재를 새로 제작하

여 쌓은 것이다.49 탑이 언제, 무슨 이유로 훼손되었는지

는 알 수 없으나 1797년에 간행된 『풍요속선(風謠續選)』

에 실린 신광악(申光岳)의 시 <상운사>에는 ‘보탑’이 등

장하므로 탑은 늦어도 18세기 후반까지는 큰 훼손 없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50 이 기록은 특히 상운사 석탑이 

다른 곳에서 이건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중요한 증거자료

이다. 1943년 편찬된 『봉은본말사지』에는 삼층폐탑이 절 

동쪽에 있다고 하므로 상운사 탑은 1797년 이후 1943년

의 약 150년 사이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기단 위에 세워진 삼층의 석탑은 복원 당시의 

사진을 통해 기단부 상하의 면석 각기 1매, 초층 옥개석, 

2층과 3층의 탑신석, 그리고 상륜부는 새로이 조성한 부

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단의 층급받침을 둔 옥개석

그림 2 성능, 북한도 전체, 1745년(영조 22).

그림 3 북한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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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1층 탑신 정면에는 방형 감

실을 마련하였으며 탑신 하단에 괴임대를 끼워 넣은 전

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이다.51 중요한 것은 탑의 존재로 인

해 상운사의 창건 시기를 북한산성 축성보다 훨씬 이른 

고려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8

세기 전반에 상운사가 창건되었다는 기록은 초창이 아

니라 중창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52 상운사 천불전에 

전하는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통해 이러한 중창불사의 

사정을 일부 엿볼 수 있다.53 삼존상 대좌 상면 각각에는 

1713년의 조성 발원문이, 아미타상 대좌 하면에는 1730

년의 개금기가 전하고 있다.54 개금기에는 화주를 회수라 

기록하고 있어 18세기 전반 회수가 중심이 된 중창불사

가 있었고 이 즈음 이름을 노적사에서 상운사로 바꾼 것

으로 짐작된다. 

한편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불상은 완전히 절단되

었던 두부를 몸체에 붙여 놓았다. 불상은 두부가 절단되

었을 뿐 아니라 신체 곳곳에 돌 표면이 떨어져나가거나 

깊이 긁힌 흔적이 남아 있는데(사진 1) 이는 두부의 절단

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 인

해 불상이 불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두부와 신체가 

절단되고 이때 신체의 다른 부위도 손상되는 것과 같은 

사고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55 두부와 신체는 양식적

으로 다르지 않지만 두부와 신체, 그리고 대좌석의 색깔

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이 원래부터 하나의 구성이었

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사진 1).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고양시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불상의 석질에 대

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56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상은 상운사 인근에서 마련한 

재료로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약사굴 좌측과 우측에 분포

한 암반은 각기 불상의 대좌와 불상의 두부 및 신부의 석

재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사굴 인근의 암석

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사진 31). 실제 상운사 

일대에서는 석재를 공급할 수 있는 노두가 분포할 뿐 아니

51 고려시대 석탑은 신라 석탑에 비해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색이며 탑신의 높이가 폭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지붕돌은 두꺼워지고 처마가 반전되어 

전체적으로 상승감과 함께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진정환·강삼혜, 2005, 『조형미의 극치 석조미술』 국립중앙박물관 명품선집 14, 국립중앙박물관, p.60).

52 윤기엽 역시 상운사에는 신라시대 원효 창건설이 있고, 경내의 고려시대 석탑의 예를 통해 볼 때 회수 때의 창건은 중창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윤기엽, 2014, 「북한산

성의 승영사찰 -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p.505). 

53 삼존불 가운데 관음보살상은 대좌만 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음보살상은 1999년 당시 상운사 주지의 원불이라고 한다(김창균, 1999, 앞의 글, pp.175~179). 

그러나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에는 1.75촌 높이의 목조관음보살상이 극락전에 전한다고 적고 있는 반면 대세지보살은 언급되지 않았다.

54 삼존의 대좌 명문은 김창균, 1999, 위의 글, pp.175~179 참조.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및 조각승 진열에 대해 연구한 최선일은 관련 논문에 관음보살상 

대좌 상면의 명문과 아미타불상 대좌 하면의 묵서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다(최선일, 2004,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미술사학연구』 

244, pp.177~197). 

55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북한산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는 1106년 2월과 1107년 4월, 1152년 9월, 1176년 3월, 1210년 3

월, 1374년 7월, 1375년 6월, 1380년 7월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0년 6월 19일, 1436년 6월 27일에 삼각산의 바위가 무너지고, 

1556년 1월 24일에는 특히 삼각산 백운봉 중턱의 바위가 무너졌다 하며, 같은 해 2월 21일 삼각산 조계사 뒷산의 바위가 4~5장 가량 무너져 떨어진 이변을 아

뢰고, 역시 1560년 5월 24일 삼각산 암석이 무너지고, 1654년 6월 8일[10월 21일] 삼각산 작은 봉우리가 무너졌다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상운사 불상의 

박락은 훼손 부위가 아직 많이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몇 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손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56 고양시, 2018, 「경기도문화재 지정신청서」 참조.

사진 30   상운사 석탑, 고려시대, 경기 고양(『북한산의 불교유적』, 사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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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석흔도 확인되었다.57 비슷한 사례로 경남 창녕 용선

대 석불좌상 역시 불상과 대좌석의 색 차이로 원래 제 짝

이 맞는지 의심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는 풍화나 미생물

의 서식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불상과 대좌는 원

래 동일 암석이며 창녕 일대의 암석과 동일하다고 한다.58

불상의 재료인 화강석의 채취 장소가 상운사 경내라

는 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불상 재료의 채석

지를 참고한다면 불상의 두부와 신체는 별개의 불상의 조

합이 아닐 뿐 아니라 상운사 석불좌상은 애초에 상운사에

서 발원 및 제작하여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15세기 후반의 상운사 석불좌상이 상운사에서 발원

하여 제작한 작품이라면 이 불상은 상운사가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 전기에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물적 증거

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상운사의 18세기 창건 기록은 초

창이 아니라 중창을 전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고양시 북한산 상운사 석불좌상의 조각적 

특징과 함께 불상의 조성처를 확인할 상운사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운사 불상은 고려의 양식을 이은 조선 전

기의 조각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15세기의 불상

이다. 1497년 제작된 기년명 불상으로 조선 전기의 작품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석불상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상황

에서 조선 전기 석불상 연구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의

미 있는 작품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이러한 정도의 규모

를 갖춘 조선 전기의 불상, 특히 석불이 드문 상황이므로 

경기도 불교미술사 연구에도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상운사 불상에는 동시기의 불상들과는 달리 고려시

대보다 더 올라가는 고식의 표현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입술 아래 짧은 세로선이나 보주를 받든 자세 등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고대의 조각 전통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머리의 가르마는 주로 불화에 나타나는 표

현이며 나뭇잎 모양의 짧은 자락은 보살상에만 나타나며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다. 불상 밑바닥에는 묵서

의 조성기가 남아 있어 1497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함께 

불상 제작에 관여한 이들의 이름을 묵서로 기록함으로써 

제작 시기 및 발원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

술적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명문에 조각승의 이름을 기

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원문의 형식에서도 여전히 고

려시대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기 불상에서

는 보기 어려운 조각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상

운사 석불좌상의 발원자들이 일반인이었던 만큼 도상에 

정통하지 않은 조각승에게 제작을 맡긴 탓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추정해보았다. 그럼에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통해 조각가의 기량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상운사는 18세기 전반 승장 회수에 의해 133칸으로 

창건되었다는 기록으로 전한다. 그러나 경내에는 고려시

대로 추정되는 석탑 1기가 유존하고 있으므로 고려시대

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운사 석불

57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63년 병조에서 삼각산 등지에서 함부로 벌석하는 자는 위제율로 다스리게 해달라는 청을 올리고”(『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0월 

22일(정미)), “1788년 다시 삼각산 밑 조계동 위에 푯말을 세워 석재 채취를 금지하게 하였다”(『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8월 20일(기유))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를 참고하면 북한산에서는 법으로 금해야 할 만큼 석재 채취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58 임영애, 2016,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새로 발견된 “명문”과 “양식” 문제」 『신라문화』 47, p.65 및 각주 28.

사진 31 상운사 약사굴 주변 암석, 경기 고양(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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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은 조선 초에도 상운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중요한 물적 증거이다. 이는 또한 상운사는 그간 

학계에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18세기 초반 북한산성 축

조 뒤에 초창된 사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찰

이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그러나 당시의 상운사는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일반인 시주자

들에 의해 발원되었는데, 이는 18세기 전반 승영사찰로서 

133칸 규모의 사찰로 일신하기 이전 상운사의 규모가 크

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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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ne Buddha Statue of  Sangunsa Temple at 
Bukhansan in Goyang,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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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ne Buddha statue of  Sangunsa Temple at Bukhansan in Goyang, Gyeonggi Province, is an excellent 

example of  stone Buddha statues created in the late 15th century. On the base of  the figure, there is an inscription, 

which informs that it was produced in 1497. In recognition of  this significance, it was recently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asset in Gyeonggi-do. Thus, this paper tried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statue by analyzing iconography and 

style.

The characteristics of  a typical 15th-century style that the Buddha statue of  Sangunsa Temple shows are the form 

of ushnisha, the way clothes are worn, the form of a w-shaped chest muscle, and the simple lotus pedestal. On the 

other hand, the elongation of  the waist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waistband on undergarments are new forms of  

Buddha statues in the 16th century. Besides, parting the hair in the middle of  the head and leaf-shaped short ribbon 

draped on undergarments are unique features that only appear on the statue of  Sangunsa Temple.

Sangunsa has been known to be built in the early 18th century based on Bukanji compiled by Seongneung in 

1745, and Bongeunbonmalsaji composed in 1943. However, the statue was created in the late 15th centur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le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refore, this paper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Sangunsa 

Temple, focusing on the initial period, referring to the historical sites and the relics that were passed on to the temple, 

as well as the literature records.

The data newly referred to in the study are as follows: Sangunsa Stone Pagoda, presumed to be from the Goryeo 

Dynasty; the Stone Buddha Statue of  Sangunsa; Wooden Amita Triad Buddha Statue of  Sangunsa. According to the 

data and contrary to previously-held beliefs, Sangunsa Temple is believed to have been operating since the Goryeo 

Dynasty. It can be inferred through analysis of  the stone Buddha statue of  Sangunsa Temple that the size of  the 

Temple before the 18th century was not very large.

Abstract

Keywords      Seungyong Sachal at Bukhansan, Sangunsa, Nojeoksa, Early Ch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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