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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에 조성된 거대한 규모의 마애불상으로 한국 근대 불교 조

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년명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대 불교 조각에 대한 연구 부진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이 근대기 불상으로서 갖는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애불 주변에 있는 명문을 판독하여 조성 연대와 제작자 및 후원자를 확인하였으며, 바위의 형태와 지형

이 불상의 조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자와 참배객의 시점(視點)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제작

자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불상 조성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해 보았다.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에는 금강산 승려 이화응(李華應)이 화주(化主)겸 화사(畫師)를 맡았고, 불상 조성

이 시작되는 1928년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시주자가 공동으로 후원하였으며, 1937년 참배공간을 확장할 때는 간송 전

형필(澗松 全鎣弼)이 단독 후원하였다. 이 마애불 조성을 계기로 강화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

나라 3대 관음 도량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불상의 제작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초(草)는 화주를 맡았던 이화응이 그리고 조각은 운송학(雲松學) 등 다

섯 명의 강화 지역 석수가 참여하였는데, 화승이 그린 초를 바탕으로 조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애불 곳곳에서 선묘적 

기법이 발견된다. 화사로서 이화응의 면모가 밝혀짐에 따라 석옹철유(石翁喆有)-화응형진(華應亨眞)-일옹혜각(一翁慧

覺)으로 이어지는 화맥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보관을 쓰고 정병을 든 전형적인 관음보살로 방형의 큰 얼굴에 목이 짧고 전체적으로 

투박하여 경직된 인상을 준다. 제작자는 높이 10m에 40°가량 기울어져 있는 바위에 마애불을 왜곡 없이 보이기 위해 최

대한 동작을 절제하고 대칭성을 강조하여 세부 표현을 생략하였고, 머리와 신체 비례는 1:1에 가깝게 조정하여 시각적 

왜곡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처럼 별도의 불단을 만들지 않는 ‘불상과 불단의 일체화’된 형식을 근대

기 불교 조각의 특징으로 상정하였다. 그 외에 광배에 새겨진 6글자의 범자(梵字)를 그동안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

眞言)으로 해석했으나,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과 사방진언(四方眞言)이 조합된 것임을 새롭게 밝혔다. 아울러 처마 바

위에 박혀 있는 3개의 쇠고리는 제작 과정에서 다림추를 달아 초를 그릴 때 기준점으로 활용하였고, 이후에는 고리에 풍

탁을 달아 보살상을 장엄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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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

도 낙가산(洛迦山)에 있는 마애불로 현재 인천광역시유형

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1 마애관음보살좌상이 조

성된 이후 강화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

어 3대 관음성지로 손꼽히게 되면서 문화 답사나 여러 단

체의 체육회 및 탐승지(探勝地)로 주목받기 시작한다.2

1928년에 제작된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기년

명 불상으로 근대기 불교 조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이 근대기 불상으로서 갖는 의미

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마애불 주변에 있는 명문을 판

독하여 조성 연대와 제작자 및 후원자를 확인하고, 바위의 

형태와 지형이 불상의 조형감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제작자와 참배객의 시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자 후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불상 제작 당시의 구

체적 정황을 파악하여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이 근대기 

불교 미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조성 배경과 후원자

1. 보문사 신앙의 변화

보문사가 관음 도량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 1870~1948년)의 「보

문사법당중건기(普門寺法堂重建記)」이다. 이 기록은 보

문사 창건을 다룬 가장 이른 자료로 법당을 중건한 해가 

1920년임을 감안하면 이 글 역시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3 현재로서는 박한영이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창건 

설화를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보문

사와 관련한 구전 설화는 ‘나한’을 소재로 한 것이 대부분

이고,4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건물 역시 ‘석굴에 처마

를 단 나한각(羅漢閣)’5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창

건 설화와는 별개로 보문사는 나한 도량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낙가산(洛迦山)의 대원(大圓) 스님이 한상(漢上)에 있던 

나를 찾아와 그 법당의 중건기를 부탁하였다. 삼가 생각해보

니 (보문사는) 신라 때 회정선사(懷正禪師)가 금강산 보덕굴

로부터 이 산으로 옮겨와 사원을 건립한 것인데, 그 산세가 서

천(西天) 사자국(師子國)의 보타락가산(普陀洛伽山)과 흡사

한 까닭에 산의 이름을 낙가라 하였다. 낙가란 것은 관음보살

께서 성인의 몸으로 나투신 곳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사찰의 

이름을 보문(普門)이라 하였으니 이에 보문사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이다.

「보문사법당중건기(普門寺法堂重建記)」6

‘보문사(普門寺)’라는 사찰 이름과 ‘낙가산(洛迦山)’

1 불교가 수용된 이후 강화도에는 많은 사찰이 들어서는데 보문사 외에도 傳燈寺, 白蓮寺, 靑蓮寺 같은 사찰이 창건되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大藏都監과 禪源寺가 

건립되었다. 1994년 10월 조계종의 <직영사찰법>이 공포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직영사찰이 되었다. 

2 ‘主日敎職員 夏期講習開催 회비삼원으로 직원들이 江華 普門寺에서 一週間’ ≪東亞日報≫ 1929.6.23;  ‘江華記者團主催로 普門寺를 探勝’ ≪東亞日報≫ 

1939.6.4;  ‘江華普門寺探訪會 旅行社主催 25日-4日間’ ≪東亞日報≫ 1948.10.15; 일제강점기 대표적 서화가 청강(晴江) 김영기(金永基)는 1949년 강화탐승

단(江華探勝團)의 일원으로 보문사를 답사한 후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최근작(最近作)으로 수법(手法)이 유치(幼稚)하여 볼 것이 없으나 자연적(自然

的)인 석개(石蓋)는 참으로 기묘(奇妙)하다. 이 개석(蓋石)에서 전면일대(前面一帶)의 바다 풍경(風景)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시원하였다.”라고 비평하였다: 金永基, 

1949, 「摩尼山 普門寺 紀行」 『民聲』, 高麗文化社, p.55.

3 金相永 외 5, 1996, 『普門寺 寺誌』, 사찰문화연구원, pp.37~41. 

4 한 어부가 불상 및 나한석상 22구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석굴에 봉안했다는 ‘나한석상과 석굴법당’ 이야기와 나한이 불씨를 얻어다 준 이야기 등이 전한다. 韓國

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1.

5 서울 근처의 산에 있던 한 스님이 석굴에 처마를 달아내어 羅漢閣을 중건하였다.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2.

6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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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지명은 보문사와 관음 신앙과의 관련성을 시사하

는 부분이지만, 보문사가 관음 도량으로서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 것은 마애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한 

이후로 보인다. 보문사와 더불어 3대 관음 도량으로 꼽히

는 양양 낙산사와 남해 보리암은 관음 친견 설화와 신비

로운 이적(異蹟)을 각색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성지

화가 이루어졌다면 보문사는 1928년 거대한 관음상을 제

작함으로써 도량의 성지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7

2. 화주겸 화사(化主兼 畫師), 이화응(李華應)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조성 주체는 이화응(李

華應)으로 화주겸 화사(化主兼 畫師)로 참여하였다. 이

화응의 법명은 형진(亨眞), 당호는 화응(華應)으로 금강

산 마하연(摩訶衍)8과 표훈사(表訓寺)의 주지를 지냈다.9 

마애불 향좌측 연화질 명문에 ‘화주겸 화사(化主兼 畫師) 

이화응(李華應)’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조성 주체로서 이

화응을 강조하기 위해 한 번 더 마애불 향우측에 ‘조불화

응선사(造佛華應禪師)’를 새겨 놓았다(사진 3). 이화응은 

1928년 1월 17일 자로 금강산 마하연의 주지로 발령받게 

된다(사진 1, 사진 2, 표 1). 3년간 추진하던 보문사 마애

관음보살좌상 조성을 지체할 수 없었던 이화응은 금강산 

행을 잠시 미루고 서둘러 착공에 들어간다. 그만큼 서해

에 관음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화응의 의지가 강했던 것

으로 보인다.

표 1 이화응(李華應)의 주지 인가 현황

주지 취임 인가일 내용 사찰 소재지

1928. 1. 17 취직 인가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 마하연

1929. 1. 17 취직 인가

1931. 1. 15 임기 만료

1931. 2. 03 재임 취직 인가

1932. 1. 15 임기 만료

1932. 2. 03 재임 취직 인가

1933. 8. 30 사직

1943. 8. 30 취직 인가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표훈사1945. 3. 14 사유 토지 매각 허가

사진 1  마하연 전경(출처: 1999, 『유리원판사진 아름다운 金剛山』, p.175).

사진 2 표훈사 전경(출처: 1999, 『유리원판사진 아름다운 金剛山』, p.155).

사진 3 강화 보문사마애관음보살좌상의 네 번째 명문(사진 필자).

7 관음 성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최선아, 2019, 「성지(聖地)의 형성과 존상(尊像)의 출현-중국 보타산(普陀山)의 관음상(觀音像)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

문화』, pp.122~163 참조.

8 新羅文武王元年義湘祖師初創 道光十一年月松大師重建: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1911, 『朝鮮寺史料』(下), p.96. 

9 1945년 3월 14일에 논 678평 토지를 매각한 문서에 표훈사의 주지로 이화응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45년까지는 주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

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上·下, p.546(上), 587(上), 621(上), 795(上), 127(下); 이화응은 표훈사에 딸린 암자인 摩訶衍의 주지

였다는 연구가 있다. 최엽, 2001, 「서울 창신동 <安養庵 磨崖觀音菩薩坐像> 硏究」, 『佛敎美術』第20號,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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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m, 40°에 달하는 급한 경사면에 마애불을 조

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참배객의 시

점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이화응은 석대암에서 천일기도를 올린다. 주지 발령을 

받자 시간에 쫓긴 이화응은 급하게 초를 들고 당시 충청

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화승 금호당 약효(錦湖堂 若效)

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다. 금호당은 1909년 안양암 마애

관음보살좌상의 초를 그린 인물로 그의 비문에 본 일화

가 전한다.

석옹불모(石翁佛母)의 제자 화응형진(華應亨眞) 스님이 

보개산(寶蓋山) 석대암(石臺庵)에서 천일지장기도 중 강화도 

보문사 눈썹바위에 새길 관세음보살상을 그렸는데 자신은 아

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어서 스님을 찾아뵙고 고쳐 쓸 만하

면 고쳐주시고 고칠 수 없으면 초(草)를 새로 내주십시오. 했

더니 스님이 한참 동안 살펴보시고 이 그림은 신력(神力)으로 

그린 그림이니 손댈 데가 없다고 하며 그대로 새겼다. 그리고 

스님이 거처(居處)하는 방(房)에서는 가끔 한밤중에 서기방

광(瑞氣放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금호당약효대불모비(錦湖堂若效大佛母碑)」10

이화응을 중심으로 한 화맥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금

호당약효대불모비錦湖堂若效大佛母碑)」 외에, 불화장 석

정(石鼎)이11 구술 자서전에서 비교적 상세히 석옹철유

(石翁喆有)-화응형진(華應亨眞)-일옹혜각(一翁慧覺)12으

로 이어지는 계승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화응은 불화뿐

만 아니라 단청 작업도 능해서 일옹혜각은 이화응에게 

1920년부터 약 5년간 전통 단청 기법을 배운다. 이화응의 

불사 내역을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

는데(표 2) 금강산 출신인 그가 강화도와 인연을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금강산과 강화도의 조우(遭遇)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제작 연대와 시주자를 

알 수 있는 명문은 총 네 곳에 나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참배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문은 

마애불 향좌측에, 마지막 네 번째는 마애불 향우측에 있

다. 첫 번째 명문은 너비 10m, 5단에 걸쳐 불사에 관여한 

128명의 인명(人名)이 기록되어 있다.13 연화소질(緣化所

秩)에는 소임을 맡은 13명의 승려가 언급되어 있고, 인권

질(引勸秩)에는 15명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시주질(施主

秩)에는 불사를 후원한 100명(여성 45명, 남성 65명)의 시

주자가 나열되어 있다(그림 1, 표 3).

증명(證明) 진용성(陳蓉城)은 경론을 강의했던 승

려로 철원군 안양사(安養寺)의 암자인 복희암(伏喜庵)

과 수월암(水月庵)에서 3년간 주지를 지냈다(사진 4).14 

1904~1905년에는 안양사의 화주로 법당을 재건하고 불

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사찰 중창에 힘썼다. 안양사

표 2 이화응(李華應)의 불사 목록

연대 관리자 소장처 유물명 재질 크기/㎝

1906년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 영산회상도 비단 219.9×287.9

1919년 경주 불국사 나한전 칠성도 면
 119×217/ 

120×152

1919년 양산 용화사 대웅전 현왕도 면 90.4×85.8

1928년 강화 보문사 경내 마애관음보살좌상 돌 998×500

1943년 용인 화운사 삼성각 현왕도 비단 143×106.3

1954년 의정부 회룡사 대웅전 아미타회상도 비단 99×221.2

10 禪淨兼修定慧圓明恒作佛事廣利群生 錦湖堂若效大佛母碑.

11 林石鼎(1924~2012)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국립무형유산원, 1977, 『임석정 불화는 신심으로부터지』, pp.93~97.

12 金慧覺(1905~1998)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13 명문 판독에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최선일 위원의 도움이 컸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4 『朝鮮總督府官報』 第321號·第1414號, 『朝鮮總督府官報』 第127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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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5 서울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위치한 사찰

로 금강산의 불교문화가 강화도로 전해지는 거점 역할을 

했고 진용성 같은 승려들이 불교문화 교류에 일역을 담당

했다. 두 번째 증명(證明) 홍철우(洪鐵牛) 역시 주로 화엄

을 강학했던 강백(講伯)으로,16 4년간 고양군 진관사(津寬

寺)의 주지를 역임했으며,17 주 활동 무대는 서울·경기 일

대였다. 회주 김법련(金法蓮)은 고양군 태고사(太古寺)와 

철원군 석대암(石臺庵)의 주지를 지냈던 인물이다.18 석

사진 4 첫 번째 명문, 연화소질(緣化所秩) 부분(사진 필자).

그림 1 명문의 위치도(사진 제공: 보문사, 도면 필자).

참배로

명문2·3

명문1

명문4보살상

참배 영역

석등 석등

15 교통의 요지였던 안양사는 아쉽게도 6·25전쟁 때 전소되어 현재는 민통선 안쪽에서 건물 축대와 석축 계단의 일부만이 확인될 뿐이다(2013년 불교문화재연구

소 주관으로 지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6년 시굴 조사에서 ‘안양사’명 기와편이 발견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안양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문

화재가 있으니, 바로 국보 제63호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이 철불좌상은 신라 경덕왕 865년 철원 지역 신도 1500명이 발원했다는 내용의 명

문이 철불좌상 뒷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새롭게 불상을 조성하여 이운하던 중 철불이 사라졌는데 찾아낸 장소가 지금의 도피안사이다. 이런 연유로 부처님

이 사라져 피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찰의 이름이 도피안사가 되었다는 창건 설화가 전한다. 지금은 도피안사 철불좌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주인은 진용성

이 주지로 있었던 안양사인 셈이다.

16 1923.06.15일 자 《每日申報》에 조선불교대회를 개최하는데 圓融無碍는 홍철우가 강설한다는 기사가 있다. ‘朝鮮佛敎大會 圓融無碍(洪鐵牛), 三世因果(寺西嘉

彦), 思想偏重(玄瑞鳳); 《每日申報》 1921.10.22에는 홍철우가 ‘華嚴經으로 說法’했다는 기사가 있다.

17 『朝鮮總督府官報』 第828·825號. 홍철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주지 소임(1911년 12월 28일~1915년 4월 29일)을 살면서 1915년 1월 16일에서 1917년 

12월 말일까지 약 3년간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강매리 땅을 빌렸다는 언급이 있고(『朝鮮總督府官報』 第745號), 1934년 2월 5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

관 외리 진관사에서 경기도 경성부 옥천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도 했다(『朝鮮總督府官報』 第2257號). 또한 1934년 1월 25일에는 조선사찰 대본산 봉은사 

옥천동의 포교담임자로 선정되어 활동한다(『朝鮮總督府官報』 第2257號).

18 金法蓮은 1915년(『朝鮮總督府官報』 第828號)에 태고사 주지를 역임하고, 1930년 1월 28일~1933년 1월 28일(『朝鮮總督府官報』 第983·2386號)에는 석대

암 주지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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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은 심원사의 말사로 이화응이 천일지장기도를 드린 

곳이기도 하다.19 이화응과 인연이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이환경(李幻鏡)은 송주(誦呪)를 맡았으며, 두 사람의 인

연은 경북 문경 대승사(大乘寺)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승

사 동별당(東別堂)에서20 만일회(萬日會)를 조직하여 7년 

동안 함께 정진했었다.21

연화소질(緣化所秩)의 인적 구성을 분석해 보면 금

강산 유점사 출신 승려들이 한 축을 담당했으며, 이들을 

통해 금강산의 불교문화가 강화도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표 4).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금강산과 강

화도의 교류가 긴밀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근대기 

철도의 개설과 금강산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

다. 금강산은 1910년대 경성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개설

로 외금강 북부까지 관광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24년

에는 철원과 내금강 구간을 잇는 금강산선(金剛山線)이 

개통되었다. 그에 따라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철도가 정차하던 역을 중심으로 연결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안양사, 석대암 같은 사찰을 지역 거

점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22

연화소질의 다른 한 축은 강화도 출신 승려들이다. 

명문의 ‘당본산(當本山)’은 전등사를 의미하며 1911년 사

표 3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첫 번째 명문

緣化所秩

證明 陳蓉城

證明 洪鐵牛

會主 金法蓮

誦呪 李幻鏡

持殿 金大湖

奉茶 白龍國

供司 權梵雲

別座 金龍男

○○ ○○○

別供 具奉學

當本山 住持 金晶海

住持 兼財務 裵順奉

化主 兼畫師 李華應

引勸秩

安普明佛

趙一心行

金淨蓮花

金善心行

李智勝行

鄭大光明

李明月性

李妙蓮花

金悲月行

孔淨戒行

邢大仁心

史 在甲

李敬三

張妙吉

李泰俊

施主秩

林碧河

金泰郁

金慶棓
廉殷鉉

金在珏

崔炯黙
張慈光

韓大化

李炯嚴

宋普煥

金鳳學

李亘坦

金星權

梁根煥

方戍吉

薛昌東

宋濟憲

洪在駿

洪種和

洪種邃

洪在黙
洪在龍

洪壽鍾

金雲岳

孫正念

金承五

趙南駿

張聖民

許允亨

具道亨

金冝聖

李龍河

朴元俊

池浩植

林贊周

李重根

金泳溱

姜根燮

尹順明

朱聖根

朴麟來

卓順童

吳龍煥

吳世伯

李基星

閔丙奭

閔弘基

高仁福

朴梵華

趙炳甲

趙○河

尹相健

金海天

姜善友

韓明錫

白璇鎭

吳德煥

申明完

柳大俊

河寶仁

張佑植

張永錫

黃喜蓮

趙基弘

趙南國

李大富海

金大福成

張大法海

朴大願海

趙靈明光

鄭大榮海

扈定慧心

扈大性海

金大蓮心

池歡喜日

申功德心

韓淨滿月

崔圓滿日

金覺性心

許王命行

鄭大慈日

崔淸淨行

李定慧日

朴普雲行

朴 氏

趙平等心

孟法日性

朴正善行

李日光明

李光明空

崔大信海

閔長壽花

李光明眼

崔功德道

朴平等行

趙妙仁性

李自性花

太勝蓮行

韓本性慧

崔妙德行

林定智行

鄭極樂華

朴普法行

孫奉淨行

安正明行

李普賢行

梅菩提行

吳光明華

宋願力心

李無常行

彫刻

金昌雄

雲松彩

雲松鶴

全學乭

兪保元

世尊應化二千

九百五十五年

戊辰二月十五日

神供同五月二

十六日點眼

표 4 연화소질의 지역 분류

금강산 승려 강화도 승려 미확인

證明 陳蓉城

證明 洪鐵牛

會主 金法蓮

誦呪 李幻鏡

化主 兼畫師 李華應

當本山 住持 金晶海

住持 兼財務 裵順奉

持殿 金大湖

奉茶 白龍國

供司 權梵雲

別座 金龍男

○○ ○○○

別供 具奉學

19 신라 진덕여왕 원년인 647년 영원 조사에 의해 영주산에 지어진 고찰로 白龍城(1864~1940)이 주석하며 정진하였고 조계종 종정 서암, 월하 등 수 많은 선지

식이 머물던 사찰이다. 보개산에서 의병 3천 명과 일본군 금화수비대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일제는 1907년 9월 11일 심원사를 소각하여 250여 칸과 

불상 1,602위가 완전히 사라졌다. 1920년 중반부터 1925년 洪月雲이 사찰을 정비하고 절의 부채를 정리하였다.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7, 『乾鳳寺本末事蹟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604.

20 지금은 祖師堂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21 <四佛山大乘寺雙蓮庵萬日會新倉記> 惟我太皇帝 雪五百年臣僕之恥辱 樹儀萬世獨立之基礎 易國號以大韓 錫年號以光武之三年己亥春 玄鏡·月波二大士 請集大

衆 而告之日我大乘寺 處嶺湖兩省之交 爲烏竹兩嶺之間 而刱在千百年前 異蹟則載在勝覽 奇蹟則在諸遺事 然 近古所以爲欠者 兄弟無一所念佛堂故也 寔爲居者過

者之所遺憾咨嗟 則吾儕願出多少金 設彌陀契 僉議以爲如何 於是衆議俱叶 同心贊成 至於幻鏡·華應·鶴松諸尊宿 冒風霜 涉險難 胼胝馳逐 而求化四方 得若于額 而

拮据之 越明年庚子春 設萬日會於東別堂 卽今之組師室也 難請若于首座居之 處所甚陿 衆不能容 然 事不可以卒卒成辨 得其七年生殖 權相老, 1979, 『韓國寺刹全

書』, 東國大學校出版部, pp.276~277; 韓國學文獻硏究所, 1982, 『大乘寺誌』, 亞細亞文化社, pp.419~420. 1932년 7월 15일 금강산 佛地庵을 중수하는데 화

주를 맡았고, 대승사에서 동학했던 鶴松宗念이 木工片手로 함께 불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7, 『乾鳳寺本末事蹟 楡岾寺本末寺誌』, 亞細

亞文化史, pp.494~495.

22 성나연, 서효원, 전봉희, 2019,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 계획에 의한 금강산 영역의 재편과 변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1,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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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령이 공포된 이후 보문사는 전등사의 말사로 편입되게 

된다. 당시 전등사 주지는 김정해(金晶海)로,23 본·말사 관

계에 있었기 때문에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보문사 주지는 배순봉(裵順奉)이었다(사진 5, 6).24 

속명(俗名)은 순봉, 법명(法名)은 선주(善周), 당호(堂號)

는 벽파(碧波)이다.25 배순봉이 보문사 주지로 취임한 해

는 1926년으로 이화응이 마애불 조성을 계획한 지 이미 1

년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당시 주지겸 재무(住持兼 財

務)를 맡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15년 이상 보

문사의 사세를 키우는 데 전념하였다.26 보문사 주지 외에 

짧은 기간이지만 본사인 전등사 주지 소임을 살았으며, 

강화도 소재 사찰 불사에 다수 참여하였다(표 6). 서울 원

통사(圓通寺) 종각건축시주방함록(鐘閣建築施主芳啣錄) 

현판을 보면 입적하던 1943년까지도 시주와 불사를 멈추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6).

4. 간송 전형필의 후원

 마애불 향좌측에는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년)이 후원했음을 알 수 있는 두 줄의 명문 ‘불

기이구육사년정축오월일(佛紀二九六四年丁丑五月日)’, 

‘병오생전형필분향근배(丙午生全鎣弼焚香謹拜)’가 음각

사진 5  보문사 주지 배순봉 

(사진 제공:배정만).

사진 6  석굴 법당 앞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좌측

에서 네 번째 인물이 배순봉이다(사진 제

공: 배정만).

표 5 일제강점기 보문사 주지 목록

번호 주지명 주지 취임 인가일 『朝鮮總督府官報』 출처

1 장화산(張華山) 1911. 12. 07  第393號 明治 44年 12月 18日 123面

2 전희석(田熙奭) 1913. 12. 19  第485號 大正 3年 3月 14日 200面

3 양창종(楊昌種) 1915. 11. 19  第994號 大正 4年 11月 26日 317面

4 정보산(鄭寶山) 1917. 11. 19  第1593號 大正 6年 11月 27日 326面

5 정보산(鄭寶山) 1921. 01. 14  第2533號 大正 10年 1月 24日 242面

6 윤상의(尹尙誼) 1922. 11. 08(7) 임기만료  第3099號 大正 11年 12月 9日 123面

7 배순봉(裵順奉) 1926. 06. 18  第4182號 大正 15年 7月 28日 261面

8 암정순봉(岩井順奉) 1941. 11. 12  第4512號 昭和 17年 2月 13日 79面

9 정주승헌(定洲承憲) 1944. 01. 25  第5117號 昭和 19年 2月 26日 171面  배순봉 입적: 1943.11.9

표 6 보문사 주지 배순봉의 불사 목록

연대 관리자 소장처 유물명 크기/㎝

1916년 인천 전등사 대웅보전 신중도 174.3×263.7

1918년 인천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141.8×234

1918년 인천 전등사 수장고
지장보살좌상(본존)  

복장유물 원문
47.7×48

1918년 인천 백련사 삼성각 독성상 24.7×21.5

1928년 인천 보문사 경내 마애관음보살좌상 998×500

1943년 서울 원통사 종각 종각건축시주방함록 22.8×42.2

23 「일제경성지방법원편철자료-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 조선불교승려대회발기회 개최의 건 보고(통보) , 1928.12.4.

24 傳燈寺 住持 裵善周氏當選, 《每日申報》, 1933.02.26. 보문사의 역대 주지 목록을 보면 일제가 자행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일제는 중일전쟁

으로 인한 전시동원 체제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금지했던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10일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했는데 각 사찰 주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朝鮮總督府官報』 1940년을 기점으로 전등사와 보문

사 각 사찰 주지 인가에 일본식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5 2019년 12월 19일 강화도 보문사 인근 모처에서 주지 배순봉의 장남 배정만(裵貞晩, 前 仁川廣域市 江華郡 議會 議長)선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문사의 

연혁과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조성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지 배순봉은 강화도에서 태어나 전등사에서 출가하였다. 그의 나이 

36세 때 의정부 원통암에서 수도 정진 중 열쇠를 건네받는 현몽을 꾼 다음 날 보문사 주지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26 최선일·김형우 편저, 2011, 『江華 寺刹 文獻資料의 調査硏究』, 인천학연구원, pp.233~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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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사진 7,  8). 불상을 처음 조성한 1928년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시주자가 공동 후원하였고, 9년이 지난 

1937년에는 간송이 단독으로 후원하였다. 간송 명문 바

로 옆에 불패(佛牌)형의 또 다른 마애비(磨崖碑)가 나란

히 붙어 있는데 서체와 크기, 조각의 깊이 등 모든 부분

에서 차이가 확연하여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27

간송가(家)와 불가(佛家)의 인연은 간송의 부모 대

로 거슬러 올라간다.28 특히 양모인 민씨의 불심이 깊어 

주도적으로 여러 사찰에 후원하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시 연주암의 괘불도, 지장시왕도 조성에 참여한 기록

이 남아있다. 보문사 명문에는 양모 민씨의 후원 내역이 

없고 ‘전형필’의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보아 간송의 단독 후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간송이 보문사에 후원

한 규모와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정황상 축대 확장 공

사와 석등 및 공양구 제작 등 1930년대에 있었던 보문사 

중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양구의 변화’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존상(尊像)의 분석과 제작 기법

1. 존상의 분석

1) 지형이 조형성에 끼친 영향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크기가 언급된 문헌은 

총 4종으로 『강도지(江都誌)』만 높이를 5장(15m) 남짓으

로 표기하고 있고,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29 

『전등본말사지(傳燈本末寺誌)』,30 『전등사재산목록(傳燈

寺財産目錄)』 모두 일관되게 “높이 32척(9.6m), 너비 12

척(3.6m)”으로 기록하고 있다(표 7). 실측 결과 보문사 마

애관음보살좌상의 크기는 총 높이 약 9.98m, 슬폭 약 5m, 

견폭 약 3.6m로 문헌의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문

헌에서 말하는 너비 12척은 견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사진 7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두 번

째, 세 번째 명문(사진 필자).

사진 8  간송 전형필이 새겨진 두 

번째 명문(사진 필자).

사진 9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단·입면, 1928년(사진 및 도면 필자).

27 불패형 마애비의 머리 부분[碑頭]에는 연꽃 잎맥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하단에는 앙련과 복련이 맞닿은 연화좌가 있다. 비신(碑身)에는 ‘화엄회상팔부

사왕중(華嚴會上八部四王衆), ‘나무화엄회상욕색제천중(南無華嚴會上欲色諸天衆)’, ‘화엄회상호법선신중(華嚴會上護法善神衆)’ 명호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28 간송은 1906년 7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4가 104번지에서 中樞院 議官 전영기(全泳基, 1865~1925년)와 박성혁(1862~1948년)의 차남으로 태어났는

데, 작은 아버지인 전명기(全命基, 1870~1919년)와 여흥민씨(驪興閔氏, 1884~1942년)의 양자로 입적된다. 간송의 별장이 인천광역시 송도 인근에 있었기 때

문에 정황상 왕래하며 보문사와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0년 3월 17일 보성고등학교에서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간

송의 양모인 민씨의 불사 후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9 第1604號 昭和 7年 5月 16日 pp.134~135.

30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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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진 9).31 마애불의 크기에 대한 해석이 『전등본말사

지』에 있어 주목된다.

소화3년(昭化三年, 1928) 불기2955년(佛紀二九五五年) 

무진칠월(戊辰七月)에 주지 배선주(住持 裵善周)와 화주 이

화응(化主 李華應)이 사찰 뒤 암벽에(於寺後層巖壁)에 관음

존상(觀音尊像)을 각성(刻成)하니 높이 32척(高三十二尺)은 

32응신(三十二應)을 나타내고(表)하고 너비12척(廣十二尺)

은 12면(一十二面)을 나타냄(表) 이니라.

『전등본말사지(傳燈本末寺誌)』32

“높이 32척은 32응신을 너비 12척은 12면”을 상징한

다는 문구는 치수에 도상을 대입한 것으로 존상이 관음보

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응이 조성 비용 마련과 초를 그리기 위해 철원 

석대암에서 천일기도 한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다. 밑그

림을 고심했던 이유는 바위의 형태와 지형 때문으로 처마 

바위34 밑, 40° 가량 경사진 바위 면에 10m에 육박하는 상

을 새겨야 하는 조건에 예배 공간 마저 협소해서 참배자

가 거불을 바라볼 때 이미지가 왜곡돼 보이는 현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이화응이 왜곡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시점과 참배객의 시점을 비교할 필

요가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작자의 시점이라

고 가정했을 때 신체와 두상(보관 포함)의 비례는 1:1이

지만, 참배객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체와 두상의 비례는 

1:0.6으로 시점에 따라 비례감에 차이가 있다(표 8).35 즉, 

제작자는 참배객의 시선에서 마애불을 바라볼 때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여 초를 그리는 단계에서 과

감하게 두상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표 8 시점에 따른 비례의 변화(도면 필자)

단면 입면(제작자 시점) 입면(참배자 시점)

A=A’ , B:C=1:1 , B’:C’=1:0.6

제작자

참배자

표 7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크기(寸法)에 대한 기록

연도 출처33 크기(寸法) 비고

1932년 『江都誌』 長可五丈餘 -

1932년 『朝鮮總督府官報』 高 三十二尺 -

1934년 『傳燈本末寺誌』 高 三十二尺 廣 十二尺 -

미상 『傳燈寺財産目錄』 高 三二 廣 一二 昭和三年 李華應作

31 실측은 BOSCH GLM8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현재 마애불 앞쪽으로 2기의 석등이 놓여있고, 참배객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는 데크(deck)가 시공되어 

있고 진입로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고 토사 유실이 빈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1985년에 석단과 계단을 증축하고 협소한 참배 공간을 정비하여 현재와 같

은 예배 공간을 확보하였다. 경기도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 발행한 <보문사석불현상변경허가>를 보면 1972년경 사찰측에서 설치한 화강식 계단(199계단, 폭 

1.3m)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진입로 보수 공사 착공일은 84년 2월 20일로 당초 준공 예정일은 84년 6월 30일이었으나,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

아 84년 12월 30일로 준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36.2m(762계단)의 계단 공사를 할 때 홍예문 1개소, 진입 계단 11단, 석등 10개, 휴게소 3개소를 함

께 설치하였다. 1985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 <보문사 마애석불 진입로 보수공사 준공보고>에 의하면 1985년 6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준공 완료한다. 이 

같은 불사 내력과 시주자 명단은 사찰 경내에 있는 <觀音聖殿階段佛事功德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8, 「普門寺誌」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3. 보문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높이 32척에 너비가 11척이 되는데, 이것은 곧 관음보

살의 32應身과 11面을 상징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傳燈本末寺誌』 의 12면이 언제부터 11면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33 『寺刹令改正ニ依ル傳燈寺財産目錄』, pp.27~29. 전등사와 말사가 소유한 귀중품의 수량, 품질, 형상, 치수, 작자 및 전래, 적요 등을 기재한 재산 목록이다; 韓國

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p.97; 1932, 『朝鮮總督府官報』 第1604號, pp.134~135. 

34 韓國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6의 備考에 처음으로 “眉巖石壁彫刻” 눈썹바위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처마 바위란 용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5 제작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시점의 추정 복원도 제작에는 2018년 5월 21일에 촬영한 드론 영상을 활용하였다(사진 제공 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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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상이 아닌 좌상

을 택했고, 좌우를 대칭적으로 표현하여 형태를 단순화

하였다. 하반신의 등 간격 옷 주름은 좌우 대칭적이며, 양 

엄지손가락 끝이 만나는 지점과 내의 매듭, 정병 등이 정

확히 신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선 위에 배치되어 있다(그

림 2). 정병의 기형이 양이호(兩耳壺) 형태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관음이 들고 있는 가장 일반적

인 정병의 기형은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화계사 마애

관음보살좌상처럼 목이 길거나 손잡이가 한쪽에만 있는 

형태인데, 양이호를 선택한 것은 대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3). 내의를 묶은 끈과 손바닥 위에 

있는 공간에 정병을 배치하려다 보니 정병의 크기는 작아

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점이 전체적인 균형을 깨는 부

자연스러운 요소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칭적 표현

은 형태를 단순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필연적으로 

경직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이 점이 보문사 마애관

음보살좌상의 가장 큰 조형적 특징이 되었다.

2) 불화적 표현 기법의 차용

상호를 보면 방형의 얼굴에 코가 크고 뭉툭하게 표현

되어 다소 투박한 인상을 준다. 눈가 주위를 얕게 파서 양

감을 표현하였는데 도선사 마애불입상에서도 비슷한 표현

법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0). 목에는 삼도(三道)가 깊게 

조각되어 있는데 언뜻 주름이 4개인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아래 주름은 신체를 감싸는 얇은 내의를 표현한 것이다.

착의법을 보면 보살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천의

(天衣), 조백(條帛), 영락(瓔珞), 완천(腕釧) 등 일체의 장

식을 배제한 여래형을 하고 있다.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싸

는 통견의 대의에 옷주름은 음각 선으로 처리하였으며, 

목의 깃과 소매 끝단을 살짝 외반시켰다. 이와 같은 입체

감이 없는 신체 표현, 선각 위주의 얕은 조각 기법은 도선

사 마애불입상,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화계사 마애관

음보살좌상 등 근대기 마애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사진 11, 12, 13).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은 화사가 초를 그리고 석

수가 조각하는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1909년에 조성된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과 마찬가지로 초를 그릴 때 화

사가 참여함으로써 마애불 조각에 불화의 선묘적 기법이 

반영된다.36 불화적 표현 기법이 차용된 부분은 내의 끝단

그림 2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대칭성(도면 필자).

A B

사진 10 상호 비교. A :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B : 도선사 마애불입상. 

그림 3  정병의 비교. A: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도면 필자), B: 수덕

사 마애관음보살입상, 1924년, C: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36년.

A B C

36 김형우, 안귀숙, 이숙희, 2014,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2)』,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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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의를 묶은 띠 매듭에 있는 세밀한 문양과 발목 부분

의 장식화 된 옷 주름에서 보여지는데 보석사 대웅전 석

가모니후불탱, 법주사 수정암 칠성탱 등의 불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그림 4).

또 다른 회화적 요소로는 운문(雲紋)을 들 수 있다

(그림 5). 구름이 중첩되어 피어오르는 듯한 표현은 학소

암 극락전 아미타후불탱, 송광사 칠성각 칠성탱, 수도암 

신중탱 등 근대기 불화에서 흔히 나타난다. 또 가슴에 새

겨진 양각 만(卍)자 역시 보석사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

처럼 조각보다는 불화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모티브

이다. 광배의 빛이 방사되는 듯한 지그재그 무늬와 직선

을 반복한 패턴 역시 옥천암 관음전 아미타후불탱, 문수

사 아미타후불탱, 고림사 관음전 아미타후불탱 같은 불

화에서 주로 보이는 표현법이다(그림 6). 이러한 기법은 

회화를 조각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40° 경사면 때문에 발생하는 마애불의 이미

지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임을 절제한 좌상의 자

세를 선택하고 대칭을 이용하여 형태를 단순화함과 동시

에 세부 표현에서는 불화적 기법을 차용하여 장식성을 

가미하였다.

보관 중앙에는 연화대좌 위에 선정인을 결한 화불

이 있고 주위로 당초 무늬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으

며 5각의 모서리마다 작은 장식이 달린 화려한 보관을 

그림 5  운문의 비교. A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대좌 아래 운문(도면 필자), 

B : 학소암 극락전 아미타후불탱 부분, 1925년(출처: 『韓國의佛畫』13, 

p.57), C : 송광사 칠성각 칠성탱 부분, 1925년(출처: 『韓國의佛畫』7, 

p.188), D : 수도암 신중탱 부분, 1927년(출처: 『韓國의佛畫』11, p.133).

B DC

A

그림 6  광배 문양 비교. A :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광배(도면 필자), B : 옥천

암 관음전 아미타후불탱 부분, 1929년(출처:『韓國의 佛畫』13, p.58), C : 

문수사 아미타후불탱 부분, 1932년(출처:『韓國의 佛畫』13, p.59), D : 고

림사 관음전 아미타후불탱 부분, 1933년(출처:『韓國의 佛畫』13, p.60).

A B C D

그림 7  보관의 비교. A :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도면 필자), B : 안

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1909년.

A B

사진 11  도선사 마애불

입상, 시도유

형문화재 제34

호(사진 필자).

사진 12  안양암 마애

관음보살좌상, 

1909년(사진 

필자).

사진 13  화계사 마애

관음보살좌상, 

1936년(빗금

은 보수 흔적, 

도면 필자).

그림 4  옷 주름 세부 문양. A :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도면 필자), 

B : 보석사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 부분, 1911년(출처: 『韓國의 佛畫』

15, p.79), C : 법주사 수정암 칠성탱 부분, 1921년(출처: 『韓國의 佛畫』

17, p.13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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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다. 이런 관의 형태는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과 같이 근대기에 제작된 보살상의 공통적 표현법이다

(그림 7).

3) 광배에 기록된 범자(梵字)

두광은 마연(磨硏)하지 않고 잔다듬으로 마무리

해서 거친 질감이 그대로 남아있고, 불두 좌우로는 3자

씩 총 6글자의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그림 8). 그동

안 이 6글자의 범자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는 

주문인 ‘옴마니반메훔(唵麽抳鉢銘吽, oṃ maṃi padme 

hūṃ, )’ 즉,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

言)으로 해석해왔다.37 그러나 육자대명왕진언과는 기본

적인 글자 형태부터 맞지 않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그림 9).

결론적으로 6글자의 범자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아

닌 사방진언(四方眞言)과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두 개

의 진언이 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상단에서 시

작해 시계 방향으로 배치된 4글자는 동·남·서·북 방위를 

나타내는 ‘아마라하( )’ 즉, 사방진언(四方眞言)으

로 볼 수 있다.38 1926년에 제작된 통도사 응진전 십육나

한탱과 1923년 법장사 괘불 외에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 

영은사 석가삼존도, 상원사 제석천왕 복장 다라니 등에

도 사방진언(四方眞言)이 표현돼 있다(그림 10).

나머지 두 글자는 일체 법계를 청정하게 만드는 정

법계진언(淨法界眞言)인 ‘옴( )·람( )’으로 향좌측에서 

시작하여 우측으로 전개된다. 두 개의 진언 방향이 통일

되지 않아서 식별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옴( )·람( )’ 같

은 정법계진언은 통도사 자장암 마애삼존불좌상 외에 불

교 공예품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사진 14).39

그림 8 광배에 새겨진 범어와 진언집(도면 필자). 그림 9   진언집(출처: 映月 

編, 1801년, 『眞言

集』 楊州道峯山 望

月寺藏版, p.55).

그림 10  A: 통도사 응진전 십육나한탱, 1926년(출처: 『韓國의 佛畫』2, p.106), 

B: 법장사 괘불, 1923년(출처: 문화재청), C: 보덕사 사성전 후불탱 복

장 다라니(출처: 공공누리), D: 영은사 석가삼존도 복장 다라니(출처:  

공공누리), D: 상원사 제석천왕 복장 다라니(사진 필자).

A

C D E

B

37 이 범어에 대해 문화재청 유물 정보와 보문사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문화재 해설에서 ‘육자대명왕진언’으로 안내하고 있다.

38 映月 編, 1801년, 『眞言集』, 楊州道峯山 望月寺藏版, p.55. 

39 진언 판독에 단국대학교 엄기표 교수, 동국대학교 이선용 선생의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엄기표, 2015, 「남원 勝蓮寺 마애 범자진언의 

조성 시기와 의의」 『선문화연구』제18집, pp.391~440; 이선용, 2013,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美術史學硏究』第278號, pp.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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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상과 불단의 일체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특징 중 하나는 불상과 

불단의 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예배 불상과 불단을 세트

로 함께 조성하는 사례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을 비

롯해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 

등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보이는 경향이다(사진 15). 특히 

참배 영역이 좁은 곳에 유용한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불단 좌우 끝에는 돌돌 말린 형태의 작은 조각 장식

이 있는데 여타 마애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

다(사진 16). 돌조각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분명한 쓰

임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장치로 생각된다. 불상

과 불단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제작자는 아

마도 예배 존상과 공양단의 분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물

막이 홈이 불단까지 연장되어 있고 불상과 불단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공간을 나누는 작은 조각 장치를 설치한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상단 불단에는 총 3개의 원형(圓形) 홈이 파여 

있고, 하단 불단에는 1개의 방형(方形) 홈이 파여 있다. 현

재 모든 구멍은 시멘트로 메꾸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

양구나 불전함 등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사진 17). 아

울러 불패(佛牌)형 마애비(磨崖碑)에도 계단을 만들어 놓

았다. 근대기 사진 자료를 보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

더라도 계단을 밟고 올라가 직접 공양을 올렸음을 알 수 있

다(사진 18, 19). 참배 공간이 점점 확장되면서 현재는 별

도의 진설단을 추가하고 원형 불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공양구의 변화

마애불을 조성할 때 석수 송학(松學)이 등대와 향로

를 함께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표 9). 기록마다 공양구

의 형태와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방형 향로 1

기, 방형 등대[석등] 1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 국가기록원 자료 사진을 보면 불단 중앙에 

원형 향로 1기, 향로 좌우로 촉이 있는 원형 촛대 2기가 

놓여있고 불단 끝에 재질이 다른 원형 화병을 추가하여 

사진 14  통도사 자장암 마애삼존불좌상 본존의 세부, 1896년(사진 필자).

사진 15  불상과 불단의 일체화. A :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1928년(사진 필

자), B : 수덕사 마애관음보살입상, 1924년(사진 필자), C : 화계사 마

애관음보살좌상, 1936년(사진 필자).

A B C

사진 16 상·하단의 불단과 장식(사진 필자).

사진 17  시멘트로 메꾼 

흔적이 남아있

는 불단 (사진 

필자).

사진 18  불패형 마애비

(磨崖碑)와 시

멘트로 메꾼 계

단(사진 필자).

사진 19  불패형 마애비

(사진 제공: 안

양대학교 김형

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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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기의 공양구가 진설(陳設)되어 있다. 또한 『강화도지

(江華都志)』41에 실린 보문사 전경 사진에서도 흐릿하게

나마 1977년과 동일한 공양구 3기와 1기의 등대[석등]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 20, 21, 22). 석수 송학이 제작한 등

대와 향로는 모두 방형이므로 1977년 사진에서 보이는 

공양구들은 모두 새롭게 조성된 것이며 공양구가 교체된 

시기는 1937년 간송 전형필의 후원과 관련이 있을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제작 기법

1) 지역 장인의 참여와 분업화

첫 번째 명문의 끝자락에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

상을 조각한 5명의 석수가 새겨져 있다(사진 23). 김창웅

(金昌雄), 운송채(雲松彩), 운송학(雲松鶴), 전학돌(全學

乭), 유보원(兪保元)이 석수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강화도 출신이다. 운송학(雲松鶴)과 운송채(雲松彩)는 사

촌지간이며, 전학돌(全學乭)은 최근까지도 강화도에서 살

았으나 몇 해 전 작고(作故)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진 24, 

25, 26). 불두(佛頭) 조각은 운송학이 맡았고 손과 발 부분

은 운송채가 조각했다고 한다. 석모도 낙가산 일대는 경복

궁 박석(薄石)의 채석장으로 알려진 만큼 조선시대부터 석

재를 생산하고 조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다루는 

석수들이 모여 살았다.42 일제강점기에는 돌을 채굴하거나 

해주 등지로 석재를 운반하는 일에 중국인들이 동원되어 

표 9 기록에 남아있는 공양구(供養具) 목록

연도 출처40 명칭 수량 품질 형상 크기(寸法) 비고

1932년
『朝鮮總督

府官報』

- - - - - -

香爐 1 石製 圓形 高 二尺九寸 -

1934년
『傳燈本末

寺誌』

燈臺 1 石製 四方形
高 九.九○

廣 一.○八

昭和3年 

松學作

香爐 1 石製 四方形
高 二.九○

廣 一.四○

昭和3年 

松學作

미상
『傳燈寺財

産目錄』

燈臺 1 石製 四方形
高 九九

廣 一.八

昭和3年 

松學作

香爐 1 石製 四方形
高 二九

廣 一四

昭和3年 

松學作

사진 20  불단과 

공양구, 

1977년 

(출처: 국

가기록원).

사진 21  불단과 공양구 

(출처: 『江華都志』).

사진 22  불단과 공

양구(사진 

제공: 안양

대학교 김

형우 교수).

사진 23 첫 번째 명문, 석수가 새겨진 부분(사진 필자).

사진 24  석장 운송채와 운

송학(좌측부터). 

운송학이 사십대 

일 때 보문사 석

공 일을 맡았다.

사진 25  70대의 운송학과 가족의 모습. 뒤로 보이

는 벽체는 운송학이 직접 돌을 다듬고 쌓

아 만들었다(사진 제공: 운정숙).

40 『寺刹令改正ニ依ル傳燈寺財産目錄』, pp.27~29 전등사와 말사가 소유한 귀중품의 수량, 품질, 형상, 치수, 작자 및 전래, 적요 등을 기재한 재산 목록이다; 韓國

學文獻硏究所編, 1978, 『傳燈本末寺誌』, 亞細亞文化史, p.97; 1932, 『朝鮮總督府官報』 第1604號, pp.134~135. 

41 著者未詳, 刊寫年未詳, 『江華都志』, pp.141~142.

42 강화도 석모도는 수운로를 통해 한강 유역으로 돌을 조달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최명주, 이찬희, 조영훈, 2015, 「경복궁 근정전 박석의 산지와 운송과

정 해석」 『한국암석회지』,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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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 집성촌을 이룰 정도였고,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

상 불사에도 중국 인부 여럿이 투입되었다고 한다.43

연장을 보급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서 석수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연장을 손수 만들어 사용

하였다.44 정(釘)과 망치의 크기도 다양했는데 가장 큰 정

의 길이가 40cm 정도 됐고 바위를 쪼개는 정은 팔각, 표면

을 다듬는 용도의 정은 원형의 형태를 사용했다(사진 27).

2) 조성 기간과 준비 과정

명문에 의하면 공사는 동안거 해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1928년 2월 15일에 시작하였다(世尊應化

二千九百五十五年 戊辰二月十五日). 점안(點眼)은 같은 

해 5월 26일(神供同五月二十六)로 제작 기간은 총 3개월 

11일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다. 동원된 인력과 석수의 숙

련도 등 제작 여건과 작업 환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달라

지겠지만 보문사와 같은 거불(巨佛)을 조성하는데 3개월 

11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다고 볼 수 없다. 이화응이 착

공 직전 금강산 마하연 주지로 발령받게 되는 긴급한 상

황 속에서도 대불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철저한 사전 계획

과 석모도의 석질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석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시작 시점 역시 양력으로 3월 초순이기 

때문에 동절기의 한파나 눈 때문에 작업이 더뎌지는 문제

는 없었을 것이다.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이 새겨진 바위는 자연적

으로 형성된 처마 바위 때문에 줄을 매기 어려운 구조로 

당연히 비계를 설치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45 처마 바

위 부분에는 끝이 둥글게 말려 들어간 3개의 쇠고리가 박

혀 있다(그림 11). 중심 축선에 하나, 광배 너비만큼 벌어

진 위치에 2개, 총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다. 이 

쇠고리는 초를 그릴 때 다림추를 달아 기준점으로 사용

했던 중요 장치이다. 제작이 끝난 후에는 철거하지 않고 

서울 승가사 마애불좌상, 예산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처럼 풍탁을 달아 불상을 장엄하는 용도로 재활용하였다

(사진 28, 그림 12).46

그림 11 쇠고리에 다림추를 달아 초를 그릴 때 기준점으로 활용(도면 필자).

사진 26  석장 운송학이 남긴 기록물

(자료 제공: 운정숙).

사진 27  송학이 직접 제작하고 사용하

던 정(자료 제공: 운정숙).

43 2019년 12월 26일(금) 보문사 모처에서 석수 운송학(雲松鶴)의 손녀 운정숙 선생과 외손자 최현길 선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운송학의 아들 운용춘 선생 

또한 석수로 가업을 이어 강화도 정수사 축대 공사 외에 국회의사당 석재 공사 등을 담당하였다.

44 석공 운송학의 외손자 최현길 선생은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작업하던 대장간을 쫓아다니며 풀무질을 도왔다고 한다.  

45 규모가 큰 바위에서 작업 할 때 보통 줄을 매고 위에서 타고 내려오며 조각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작업하기 위해서 발을 딛고 서거나 통행할 수 있게 

飛階라 불리는 임시 계단을 설치한다. 비계는 본 공사가 끝나면 해체해 버리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찾기 쉽지 않으나 의궤를 보면 부계를 메거나 다루는 장인을 

浮械匠이라고 하였다. 부계는 대나무와 같은 가볍고 튼튼한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장널을 이용하여 層步板을 깔고 새끼줄이나 칡넝쿨 같은 끈으로 고정하여 만

들었다. 부계 설치는 위험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고 별도의 직급이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계장에 대한 기록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경

기문화재단, 2001, 『화성성역의궤』 권4, p.234, 331. 수원 화성 공사를 위해 동원된 부계장이는 水原府 출신 韓大福, 370일과 金命福, 343일 2명이 언급된다. 

품삯의 식례를 보면 부계장이에게는 1명마다 매일 돈 3전을 지급하였고, 석수는 1패마다 매일 쌀 6승, 돈 4전 5푼, 대장장이 1패마다 매일 돈 8전 9푼(조역 세 

사람을 갖추어 한 패를 지음), 목수·미장이 1명마다 매일 돈 4전 2푼(10명마다 화정 1명 꼴씩 매일 돈 2전 5푼씩), 큰끌톱장이·작은끌톱장이·鉅匠이·걸톱장이·船

匠은 부계장이와 같이 1명마다 매일 돈 3전을 지급했다. 경기문화재단, 2001, 『화성성역의궤』 권4, pp.513~514, p.536.

46 배정만과 운정숙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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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면을 조각할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처마 바위 

위에 있는 돌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되기 전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이 돌을 

밧줄로 옭아매는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와이

어로프로 고정시켜 놓았다(사진 29).

Ⅳ. 맺음말

1928년 마애관음보살좌상 조성을 계기로 강화 보문

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 도량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불상 조성의 주체인 이

화응은 화주로서 불사를 후원했을 뿐 아니라 화사로서 초

(草)를 그렸으며 준비 기간만 3년이 소요되었다. 착공 직

전 금강산 마하연 주지로 발령받게 되자 급하게 불사를 

시작해야만 했는데, 10m에 달하는 거불을 3개월이라는 

짧은 제작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석모도의 석질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석수들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불사의 제작과 후원은 주로 금강산과 강화도 출신 승

려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두 지역 간의 교류가 긴밀할 수 있

었던 배경은 근대기 철도의 개설과 금강산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있다. 철도가 정차하던 역을 중심으로 연결망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안양사, 석대암 같은 사찰이 지역 거

점이 되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28년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시주자가 발원 동참하였고, 1937년에는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이 단독으로 추가 후원하였다.

석모도의 지형은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의 조형

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40° 경사진 바위 면에 마애불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시각적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응

은 최대한 동작을 절제하고 대칭을 강조함으로써 표현을 

생략하였고, 머리와 신체 비례를 1:1로 조정하여 이미지 

왜곡을 해결하였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세부 표현에서

는 불화적 기법을 차용하여 장식미를 가미하였다.

광배에 새겨진 6글자의 범자(梵字)는 그동안 육자대

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으로 해석되었으나 정법계진

언(淨法界眞言)과 사방진언(四方眞言) 두 개의 진언이 조

합된 것임을 새롭게 밝혔다. 별도의 불단을 만들지 않고 

불상과 불단을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형식을 근대기의 특

징으로 상정하였다. 또 시대 변화에 따른 불단과 공양구 

변화에 주목하여 1937년 간송이 추가 후원할 때 공양구

를 새롭게 조성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처마 바위에 

설치된 3개의 쇠고리는 초를 그릴 때 다림추를 매는 기준

점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풍탁을 달아 마애불을 장엄하는 

용도로 재활용되었다. 그 외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이 돌을 줄로 옭아매

는 사전 작업 단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진 29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은 바위(출처: 강화역사박물관).

사진 28  예산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개에 달린 풍탁(사진 필자).

그림 12  쇠고리에 풍탁을 달아 장엄한 

추정 복원도(도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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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Ganghwa Bomunsa 
Temple

The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Ganghwa Bomunsa Temple is a giant rock-carved Buddhist 
statue that was built in 1928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lthough it is a year-recorded Buddhist statue that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modern Korean Buddhist sculpture history, it has not been the subject of  in-depth 
discussion due to weak research on modern Buddhist sculptures.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various significant aspects of  the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Bomunsa Temple as a modern Buddhist sculpture, I have managed to determine its construction year, artificers, and 
patrons by deciphering the inscription around the rock-carved statue; in addition I have researched the  effects of  
the rock shapes and landforms on the formation of  the Buddhist statu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oints of  
view of  both artificers and worshipers. I have also identified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time of  construction 
from interviews with the descendants of  artificers.

A monk from Geumgangsan Mountain, Lee Hwaeung, took the role of  sponsor and chief  painter to construct 
the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Bomunsa temple. In the beginning of  its construction in 1928, more 
than 100 donators jointly sponsored the construction of  the statue. Gansong Jeon Hyoungphil sponsored alone at 
the time of  the place of  worship’s expansion in 1938. Bomunsa Templ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top-three 
sacred places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together with Naksansa Temple in Yang Yang and Boriam in Nam Hae,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rock-carved statue.

It took about three months to construct the statue. Lee Hwaeung drew a rough sketch and then Un Songhag 
and five masons from Ganghwa Island took part in the carving process. We can observe the line drawing technique 
around the rock-carved statue because the statue was carved based on the rough sketch of  the monk painter. The 
aspect  of  Lee Hwaeung as a painter is revealed; therefore, we can identify the clue of  painting pattern leading to 
Seogongchulyou- Hwaunghyoungjin- Ilonghyegag.   

The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Bomunsa Temple is a typical   Avalokiteśvara that wears a 
jeweled crown and holds Kundica . It makes a strong impression as it has a big square-shaped face and a short neck 
and is unsophisticated in general. The artificers solved the issue of  visual distortion of  the rock-carved statue caused 
by carving on a 10-meter high and 40-degree sloping rock by controlling motion to its maximum , omitting detailed 
expression by emphasizing symmetry, and adjusting the head-to-body proportion to be almost one-to-one.

In this study, especially, I presume the unified form of  sacred sculptures and Buddhist altars, without making 
a Buddhist altar like the rock-carved seated Avalokiteśvara statue at Bomunsa Temple, to be a key characteristic of  
modern Buddhist sculptures. Furthermore, I make newly clear that the six letters of  Sanskrit carved on nimbus, 
which had been interpreted as a Six-Syllable Mantra, are a combination with Jeongbeopgye and Sabang Mantras. In 
addition, three iron rings driven on eaves rock were used as a reference point, and after construction they were used 
as a decoration for the Bodhisattva with hanging wind ch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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