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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원풍리 마애불병좌상은 보물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초대형 마애불이다. 이불병좌상은 발해에서 동경용원부

를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불상이나 신라나 고려에서는 조성 사례가 매우 희박하다. 본문에서는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의 조성 시기를 10세기 후반기인 광종 집권기로 파악할 수 있었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소백산맥을 넘는 주요 교

통로 입구에 조성된 이유는 진천과 청주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진천과 청주는 광종에 앞서 재위하였던 

고려 2대, 3대 왕인 혜종과 정종의 처가 세력들의 세거지였다. 이들은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호족들이었다. 마애이불병

좌상의 제작에는 중앙 정부의 후원 하에 충주와 문경 지역 장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경 지역 장인들의 경

우 발해 유민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제작에 발해 유민들이 참여하였을 가능

성은 마애불이 발해에서 유행하였던 이불병좌상인 점, 협시보살 보관의 특징이 발해적 요소가 확인되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와 함께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의 불패형 불탑이 발해적 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고려시대 

발해 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대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개 태씨로 기록되어 있으며 태씨들의 집단 거주지가 문경이라

는 점을 통해 발해 유민들이 고려초 문경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 북부와 충청도 중부 지역을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 왕실

의 권위를 보여주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그 권위는 한 때 광종에 대항하여 권력 투쟁을 벌였던 진천과 청주의 호족 세

력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이불병좌상을 주요 교통로에 조성한 이유는 후삼국 시기 이후 

고려에 내투한 수만의 발해 사람들이 광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10세기 후반 경 광종대의 시대적 상황과 조각사의 흐름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의미 있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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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 드믄 마애불이다.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

병좌상 도상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하 법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법화경』 

「견보탑품」은 시작부터 드라마틱하다. 「견보탑품」은 매

우 큰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는 상황

에서 경전의 도입부가 시작된다. 그 뒤의 내용 역시 석가

모니가 분신불을 초빙하고 칠보탑 안으로 들어가 다보불

과 자리를 함께 하며 대중들을 허공에 떠오르게 하는 등 

흥미로운 모습이 연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불병좌상 

도상은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 등 북위시대 개착된 석굴

에서 이미 크게 유행하였으며 수·당대까지 성행하였다.

『법화경』은 일찍이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

으며 우리나라에 유통된 경전 중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도 『법화경』

은 널리 읽혀졌으며 법화 신앙과 이에 파생된 다양한 불

교문화가 만들어졌다. 『법화경』은 신라 사회 전반에서 

강경 및 독송의 주요 텍스트로서의 자리를 굳혀 갔으며 

출가자의 수행이나 지식인들의 교양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반 민의 신앙 활동과도 결부되었다.1 이렇듯 『법화경』

은 통일신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경전이었다. 그러

나 『법화경』이 신라 사회에 크게 유행하였음에도 『법화

경』의 극적인 도상인 이불병좌상이 신라 사회에 유행하

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화엄경』과 비교

했을 때 더 커진다.

『화엄경』은 『법화경』과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교학

의 교과서와 같은 경전이다. 『화엄경』은 신라 사회에 대

대적으로 유행하여 9세기 중반 경에는 『화엄경』의 주불

인 비로자나불상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었다. 비로자나불

은 대승 불교의 중심 경전인 『화엄경』이나 『범망경』의 

주불로 등장한다. 『대일경』, 『금강정경』과 같은 중기 밀

교의 경전에서도 본존불로서의 역할을 하였다.2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상이 신라 하대에 전

국적으로 만들어졌음에 반해 『법화경』의 중요한 도상인 

이불병좌상은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3

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풍리 마애이불

병좌상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마애불로 알려져 있다.4 통

일신라시대에는 거의 조성되지 않았던 이불병좌상이 고

려 초에 거대한 마애불로 갑자기 등장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고려 초의 경우 기념비적인 불상

이 만들어지면 주변 지역에 이를 모방한 불상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마애불

이 조성된 이후 이를 모방한 이불병좌상은 제작되지 않았

다. 우리나라의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불상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이불병좌상은 원풍리 

마애불을 제외하면 현존 사례로는 소형 금동불과 동국대 

소장 보협인석탑 기단부의 이불병좌상 정도가 알려져 있

을 뿐이다.5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초대형 마애불이며 

1 박광연, 2010, 「통일신라의 법화신앙과 불교문화」 『한국사연구』150, p.109.

2 이숙희, 2009,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p.132. 

3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로자나불상은 실질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불병좌상의 경우 석가모니와 다보불 사이에 벌어졌던 연속된 상황 속에 등장한 

불상 정도로 파악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4 최성은, 2010, 「中原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34, pp.70~73.

5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이불병좌상은 황룡사지 출토 금동이불병좌상과 전대전사 출토 청동이불병좌상이 있다. 전대전사 출토 이불병좌상에 대한 글은 문명대, 

1976, 「전대전사출토 청동이불병좌상의 일고찰」 『東國史學』13, pp.1~15.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협인석탑 기단부 불상을 이불병좌상으로 고찰한 글은 안진용, 

2001, 「寶篋印塔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5~88. 통일신라와 고려에서는 이불병좌상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음에 반해 발해에서는 동경 용

원부 지역에서 이불병좌상이 유행하였다. 林碩奎, 1995, 「渤海 半拉城 出土 二佛並坐像의 硏究」 『佛敎美術硏究』2, pp.89~121 ; 1999, 「東京大 博物館 所藏 渤

海 佛象」 『高句麗硏究』6, pp.371~398 ; 최성은, 1999, 「발해(698~926)의 보살상 양식에 대한 고찰」 『강조미술사』1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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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병좌라는 독특한 도상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조각사

적으로 매우 중요한 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이 마애불에 대한 심도 있는 단독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현

상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육안 관찰이나 사진을 통한 현상 파악은 마애불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문에서

는 3D 스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마애불뿐만 아니라 협

시 보살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한 후 마애불의 조

성 시기를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거대한 마애불상이 

괴산 원풍리에 조성된 역사적 배경과 마애불 제작에 참여

한 지방 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

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 불교 조각사의 

한 단면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현상과 조성 시기

1. 현상과 특징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보물 제97호로 지정

되어 있는 대형 마애불이다. 마애이불병좌상은 높이 약 

27m에 달하는 암벽의 하단부에 조각되어 있다. 마애불은 

지표면에서 7m의 높이 위에 가로 약 6m, 세로 약 5.7m 

크기의 감실을 만들고 감실 안에 이불병좌상과 협시보살

상을 조각해 놓았다.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에 의

하면 석가모니불은 칠보탑 안에 들어가 다보불과 병좌한 

후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대중들에게 설법하였다.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을 높은 암벽 위에 조각한 이유는 『법

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처럼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이불병좌상의 크기는 두 불상이 비슷하다. 불상의 

크기는 불상 전체 높이 약 4.5m, 머리 높이 약 1.5m, 다리 

폭 약 3m이다. 고려 전기, 현재의 경기·충청 지역 일대에

는 다양한 형태의 거석불들이 조성되었다. 이 거석불의 

크기는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등과 

같이 초대형 거석불을 제외하면 대개 4~5m 내외의 불상

들이 주류를 이룬다. 4m가 넘는 입상의 경우도 거석불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5m 크기의 좌상이 두 개

나 조각된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초대형 마애불로 분

류가 가능하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두 불상의 모습이 유사하

다. 마애불의 머리는 두 불상 모두 소발이며 낮은 육계가 

있다. 넓은 얼굴은 방형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눈은 반개

한 채 옆으로 길게 표현되었다. 코는 향우측 불상의 경우 

별도의 코를 제작하여 불상의 얼굴에 끼워 넣었다. 향좌

측 불상의 코는 콧등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원래부터 

코를 제작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향 좌측 불상의 

코는 파손되었던 것을 근래에 복원 수리를 해 놓은 상태

이다. 두 불상의 입은 한 일자로 다물고 있으며 코 밑으로

사진 1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원경.

사진 2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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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팔자 주름이 표현되었다. 귀는 어깨 위까지 길게 늘어

져 있으며 목에는 삼도의 흔적이 보이나 대부분 마모되어 

있다.

원풍리 이불병좌상 향우측 불상은 한 쪽 어깨를 드

러낸 편단우견형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왼손은 확

인할 수 없으나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형태이다. 오른

손은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대고 있으나 손 부분은 마모

되어 있다. 양 불상 모두 다리 부분의 마모가 심한 편이어

서 하체 옷 주름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향좌측 불상은 양 어깨를 모두 덮는 통견형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향좌측 불상의 대의는 가슴 부분이 U자

형으로 크게 파여 있으며 내의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통

견형 대의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슴 부분을 U자형으로 크

게 드러낸 복식 표현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고식의 복식 형식이다. 향좌측 불상의 수인은 선정인

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마모가 진행되어 정확한 

수인은 확인할 수 없다. 양 불상 모두 머리에는 원형의 두

광이 있으며 두광 내부에는 약 70cm 크기의 대형 화불 5

구가 머리 주변에 조각되어 있다. 화불은 마모가 진행되

어 있어 결가부좌한 형태의 윤곽만 확인된다. 각각의 화

불은 대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윗부분이 뾰족한 두광이 

조각되어 있다.

원풍리 마애불은 이불병좌한 독특한 도상의 불상뿐

만 아니라 불상의 좌우에 있는 협시보살 역시 특징적이

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협시보살상은 신체가 잘 

보이지 않으며 얼굴만 조각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여 제

자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3D 스캔 사진을 보

면 양 협시상은 머리에 고깔모자 세 개를 합쳐놓은 것 같

은 높은 삼산형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사진 5, 6).

원풍리 이불병좌상의 양 협시불이 착용하고 있는 보

관은 그 형태가 특이하다. 뾰족한 고깔 같은 관장식 세 

개가 결합된 삼산형 보관은 솟아오른 고깔 형태의 부분

이 마치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으로 조각되었다. 또한 보

관 중앙의 솟아오른 끝부분에는 원형에 가까운 장식이 달

려있다. 원풍리 마애불 협시보살상의 보관처럼 뾰족하게 

솟은 보관의 끝부분에 별도의 장식이 달려 있는 형태는 

발해 출토 보살상의 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상경성 출토 東京大소장 금동보살입상, 발해상경유

지 박물관 소장 금동육비보살입상의 보관과 유사하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협시불 보관과 비슷한 보관이 발

해 보살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

상의 조성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주목되는 특징이다. 이

와 더불어 원풍리 마애불이 이불병좌상이라는 점 역시 이 

마애불의 조성 시기와 조성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

는 중요한 단서이다(사진 4~10).

원풍리 마애불의 중요한 도상적 특징인 이불병좌는 

통일신라나 고려에서 보다 발해에서 유행했던 도상이다. 

발해에서 이불병좌상은 고구려 불교의 지방적 전통을 그

대로 계승한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제작이 성행하였다.6 

또한 원풍리 마애불 협시보살상의 보관이 발해 보살상의 

보관과 유사한 점 역시 주목되는 특징이다. 발해의 이불

병좌상은 대부분 소조불이 주류를 이룬다. 보살상 역시 

사진 5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우협

시 보살상 (사진제공 정성혁).

사진 6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좌협

시 보살상 (사진제공 정성혁).

사진 3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사진 4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3D 사진 (사진 제공 정성혁).

6 林碩奎, 1995, 「渤海 半拉城 出土 二佛並坐像의 硏究」 『佛敎美術硏究』2, 1995, pp.89~121 ;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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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불이거나 소형의 금동보살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발해에서도 조성된 적 없었던 초대형 마애이불병좌상이 

어떻게 소백산맥 내의 좁은 골짜기인 원풍리에 만들어졌

는지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조성 시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는 기존의 연구

에서 고려 초, 10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 바 있다.8 추정 

근거로는 먼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10세기 불상들

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10세기 및 11세기 마애

불 조각 기법과 상통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10~11세기

의 시기 중 『법화경』에 근거를 둔 도상이 만들어지기 위

해서는 『법화경』 신앙이 새롭게 고조된 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이 시기가 10세기 

후반 경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959년에 智宗(930~975)

을 비롯한 승려 36명이 오월로 유학하였다가 970년을 전

후한 시기에 차례로 귀국하면서 고려에 『법화경』 신앙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9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를 10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는 기존의 연

구와 더불어 다른 불상들과의 비교, 지정학적 위치, 당시 

초대형 마애불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의 존재 등을 고려한

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제작 시기와 조성 배경의 파악이 가

능할 것이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고식의 복식 형태를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는 평면적이다. 마애불의 상

호는 이상적인 여래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은 대신 투박

한 느낌을 준다. 통일신라 석불이나 마애불의 경우 불상

의 눈을 옆으로 좁고 길게 조각하여도 눈두덩은 도드라지

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준다. 통일신라 불상의 경우 볼과 

입술 부분에 약간의 굴곡을 주어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

이도록 만든다. 이에 반해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방

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에 상호는 평평하다. 특히 넓적하

게 큰 얼굴에 옆으로 좁게 뻗은 눈매 형태는 10세기 중·후

반 경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형 석불이나 철불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옆으로 길게 눈매를 새긴 석불로는 안성 매산

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

사진 9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우협시 

보살상 보관(사진제공 정성혁).

그림 1  발해 상경성 출토. 금동육비보

살입상 보관 도면.7

사진 7  발해 상경성 출토. 금동보살입

상 보관 (사진제공 최성은).

사진 8  발해 상경성 출토. 금동육비보

살입상 보관 (사진제공 최성은).

7 강희정, 2003, 「발해 후기의 불교조각과 신앙」 『東岳美術史學』4, p.35, 도판12 전재.

8 최성은, 2010, 「中原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34, pp.72~73.

9 광종 대 (949~975)에는 중국의 오월과 활발하게 교류한 결과로 『법화경』 신앙이 고려에 고조되었다. 특히 永明延壽의 『宗鏡錄』을 읽고 감명을 받은 광종이 959

년에 智宗(930~975)을 비롯한 승려 36명을 오월로 보내 유학하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지종은 영명연수의 信印을 얻은 뒤 국청사의 淨光에게 천태교학을 배우

고 970년에 귀국하였는데, 오월로 유학을 떠났던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고려 불교계에 적지 않은 자극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때 천태종의 소의경

전인 『법화경』 신앙이 고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최성은, 위의 글,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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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석조보살입상10 등 10세기에 조성된 대형 석불들이 대

표적이다. 철불로는 세속적인 얼굴 표현이 돋보이는 원

주 출토 철불들이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눈매와 유사

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불병좌상은 통일신라나 고려보다 발해에서 유행

한 도상이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발해 불상의 양

식적 특성이 불상 조각에 잔존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동시에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에는 충주 지역 불상 

양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충주 지역의 불상 양식이 반

영된 부분은 낮은 육계, 방형의 얼굴 부분과 더불어 두광

의 대형 화불을 들 수 있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두광

에는 크기가 큰 5구의 화불이 가득 배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마애불은 두광과 신광 등의 광배를 표현

할 때 화불로 가득 채우지 않고 연화문과 화염문 등을 함

께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원풍리 마애불처럼 두광 안의 

공간을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화불로 가득 채운 경우는 매

우 드물다. 이와 유사한 화불 배치 방식은 충주 봉황리 마

애불상군 중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

애여래좌상의 두광 화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봉황리 마

애여래좌상의 화불은 교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원풍리 마

애불의 화불과 앉은 자세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두광 전

체를 불상의 얼굴 길이만한 화불로 가득 채우는 형식은 원

풍리 마애불과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아마도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제작에 봉황리 마애여래좌상의 형

태를 알고 있고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충주 지역 장인

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사진 10, 11).

원풍리 마애불이 자리를 잡은 곳은 조령과 연결되

는 좁은 계곡의 교통로 바로 옆이다(사진 12). 마애불 동

쪽에는 해발 1,025m의 조령산이 있으며 마애불 서쪽의 

산 역시 해발 고도가 600m를 넘는다. 원풍리 마애이불병

좌상은 조령 입구에 해당되어 가까운 곳에는 巨邑이 없

다. 마애불의 크기와 주변 지역의 희박한 마을 분포를 놓

고 보았을 때 이 불상은 주변 지역 지방민들의 불심만으

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조성된 곳은 좁은 골짜기이나 마애불 앞에 있는 길은 북

쪽으로 조령 및 계립령(하늘재)과 연결되어 있다. 고려시

대 주요 교통로 상에는 사찰이 중창되거나 석조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 전기 교

통로를 따라 중창된 남한강 유역의 사찰들을 통해 알 수 

있다.11 이밖에 고려 전기 교통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석조 

불상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래형 복

식 착용 보살상들을 들 수 있다.12 이 시기, 주요 교통로에 

이루어진 불사는 고려 중앙 정부가 후원하거나 조성 주

체가 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공사의 진행은 중앙에서 국

공이 파견되기도 하였을 것이나 지방 유력 세력의 협조와 

지방 장인들의 적극 참여로 진행되었다.13 주요 교통로 상

사진 10  충주 봉황리 마애여래좌상 

두광과 화불.

사진 11  괴산 원평리 마애불(향좌측) 

두광과 화불.

10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10세기 조성설과 11세기 조성설이 있다. 그러나 초대형 석불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970년 착공된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성권, 2017,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東岳美術史學』22, p.29. 

11 남한강 유역 사찰의 중창과 불상의 건립에 대해서는 김혜완, 2008,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pp.257~292.

12 정성권, 2017,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東岳美術史學』22, pp.91~125.

13 중앙 정부가 후원하고 지방 장인들이 참여하여 사찰을 중창한 대표적 사례는 봉업사지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성권, 2013, 「태조 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 『한국사학보』 51,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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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성된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역시 그 크기와 두광의 

화불 표현으로 보았을 때 중앙 정부의 후원과 충주 지역 

호족 세력 및 장인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려 중앙 정부와 더불어 충주 호족 세력

이 협조하여 원풍리 마아애불병좌상을 만든 시기가 언제

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애이불병좌상이 자리 잡

은 곳은 후삼국시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와 후백제의 전선에서 멀

지 않은 원풍리 지역에 대형 마애불이 후삼국시대에 조성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려는 927년 공산전투에서 후

백제에게 대패를 당한 후 고창전투 이전까지 수세에 놓였

다. 이 결과 경상도로 통하는 추풍령로, 조령로 및 계립령

로는 후백제에 의해 차단되었다. 고려군은 동쪽으로 훨

씬 우회하는 죽령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4

죽령은 계립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개가 더 급하기

에 자연 지리적 조건은 불리했다. 그러나 육로 상으로 개

경과 東京(경주)을 가장 단거리로 연결하였던 죽령로는 

후삼국 시기에 들어서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군사적 대

치 상황으로부터 그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여 계립령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도 경

주가 중시되고 죽령 근방의 고을들의 읍세가 그대로 유

지되면서 죽령로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었다.15 계립

령로가 다시 부상하게 된 시기는 11세기 들어와서이다. 

이는 계립령로에 위치한 사자빈신사가 석탑의 명문을 통

해 1022년 경 창건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계립

령 정상부에 가깝게 위치한 충주 미륵리사지(미륵대원)

는 11세기 후반 경 창건되었다.16 소백산맥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미륵리사지는 계립령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상주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찰이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후삼국시대와 고려 초기인 10세기에는 죽령이 소백

산맥 이북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

로였다. 11세기 들어와 계립령로가 다시 주목된 이유는 

현종(1009~1031) 말년부터 운영된 12조창제가 확립되면

서 부터이다. 12조창제의 확립은 내륙 수운의 거점지인 

충주 덕흥창과 원주 흥원창에 물류의 집중을 가져왔다. 

계립령로의 활용과 12조창제의 확립(문종대 이후 13조창

제로 확대)은 중원 지역의 물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

부 지역의 생산물이 계립령을 넘어 남한강에 집중되게 하

였다.17 11세기 들어와 계립령로가 국가의 간선 교통망으

로 다시 정비된 것이다.

죽령이 국가의 기간 교통망으로 활용되었던 10세기 

동안 계립령이나 조령은 지역민들의 교류에 주로 이용되

었을 것이다. 충주 지역에서 현재의 경상도 방면으로 이

동할 경우 죽령로를 이용하면 되었다. 그러나 원풍리 마

애이불병좌상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진천이나 청주 지역

에서 경상도 북부 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괴산을 거쳐 원

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앞을 지난 후 조령을 넘는 길이 주

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진천이나 청주 지역에

서 증평·괴산 방향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조

령이 가장 넘기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18(사진 12).

증평·괴산 방향에서 소백산맥을 넘는 또 다른 길로

14 류영철, 2004,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硏究』, 景仁文化社, pp.154~155.

15 정요근, 2010, 「고려전기 역제의 정비와 22역도」 『한국사론』22, p.36.

16 정성권, 2008, 「‘中原彌勒里寺址’ 조성시기 고찰」 『東岳美術史學』9, pp.162~166.

17 한정훈, 2007, 「고려시대 13조창과 주변 교통로 연구」 『한국중세사연구』23, pp.155~158.

18 조선초기 만들어진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문경에서 백두대간을 넘는 고갯길로는 草岾, 伊火峴, 즉 조령과 이화령만이 기록되어 있고, 삼국시대에 개통되

었다고 하여 가장 유서 깊은 고갯길로 알려진 계립령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화령 옛터에서 불교계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유적이나 유물을 찾을 수 없어 

고려시대 이화령의 중요성이 하늘재보다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정요근, 2020, 「고려시대 문경지역의 주요 교통로와 교통시설」 『고려시대의 문경』, 문경시, 

pp.280~290). 계립령(하늘재)에는 삼국시대 관방유적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있으며 11세기 이후의 고려시대 사찰 유적은 다수 분포한다. 조령의 

경우 ‘영월 징효대사보인탑비’에 의하면 징효대사 절중이 886년 경 난을 피해 조령에 잠시 머문 적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화령 일대에서는 사지나 불교

유적을 찾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주로 논하는 고려전기에는 이화령이 거의 이용되지 않았거나 중요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31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

는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앞을 지나 계립령을 통해 가는 

길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앞을 

지난 후 조령 입구에서 소백산맥을 넘는 길과 반대 방향

으로 소조령 고개를 지나야 했다. 소조령을 넘은 후에는 

충주시 사문리 방향으로 크게 우회해야 계립령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현재의 진천·청주·증평·괴산 지역에 살았던 당시의 사람

들이 조령을 이용하여 문경 방향을 거쳐 영남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에 건립된 것이다.

조령은 괴산군 연풍면과 문경시 문경읍 사이의 고

개로 기록에서는 ‘鳥嶺’ 또는 ‘草岾’ 등으로 나타난다. 구

산선문 중 사자산문을 실질적으로 개창한 징효대사 절중

(826~900)의 탑비인 영월 흥녕선원 징효대사 보인탑비의 

비문 중에는 ‘조령’이 등장한다. 절중이 사자산 흥녕선원

에 머물 때 민란이 일어나자 절중은 영월 흥녕선원을 떠

나 886년 상주 쪽으로 피난을 가서 조령에 잠시 머물렀

다.19 이 기록을 통해 조령은 통일신라시대 이미 주요 교

통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점’ 용어는 『고려사』 

지리지 문경군조에서 찾을 수 있다.20 초점(새재) 대신 ‘조

령’이 역사 문헌에 다시 등장한 것은 1508년(중종 3)이

다.21 조령은 고려 말, 왜구의 등장으로 세곡의 육로 운송

이 대두됨에 따라 죽령이나 계립령을 제치고 국가에서 기

간 교통로로 정비한 곳이다.22 조선시대 들어와 조령은 영

남대로 상의 중심지가 되어 소백산맥을 넘는 여러 고갯길 

중 가장 중요한 장소로 부상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 기간 교통망의 관점에서 본

다면 영남 지방과 수도(개경 또는 한양)를 연결하는 가

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백산맥 고갯길은 죽령·계립령·

조령 등이다. 영남 지방에서 죽령·계립령·조령을 넘게 

되면 모든 길은 충주로 모인다. 영남 지방에서 조령을 넘

어 충주로 가는 길은 현재의 조령 3관문 쪽에서 소조령

을 넘어 북서쪽의 충주 달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소조령에서 충주 방향이 아닌 

남쪽의 괴산 방향으로 연결된 교통로 상에 조성되어 있

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건립된 위치는 이 불상의 

조성배경과 조성 시기를 유추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

이다(사진 12).

전통 시대 교통로와 인접해 만들어진 마애불이나 석

불 등은 통행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대규모 비용과 노동력이 소요된 원풍리 마애불이 종교적 

목적으로 11세기에 조성되었다면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11세기 주요 간선로로 다시 부상한 계립령로에 만들어졌

을 것이다. 즉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11세기에 조성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원풍리 마애불 앞 교

통로는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대와 가까운 곳이기에 후

삼국시대인 10세기 전반 경에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풍리 마애이불병좌

상의 조성 시기는 10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원풍리 마애불의 조성 시기는 표현 형식

과 『법화경』 신앙이 다시 고조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진 12 원풍리 마애불 위치 및 주변 지역 주요 교통로.

19 비문에는 ‘烏’로 새겨져 있으나 학계에서는 문맥상 ‘鳥’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0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문경군조.

21 『중종실록』 권43, 중종 16년 10월 무신(30일).

22 조령이 세곡 운송로로 고려 말 개척된 내용에 대해서는 崔壹聖, 1999, 「歷史的으로 본 鳥嶺路와 忠州」 『史學硏究』58·59,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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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기 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23 10세기 후

반 경으로 파악된 원풍리 마애불의 조성 시기는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교통로의 변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만들어진 건립 위치는 이 

마애불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으로 조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원풍리 마애불은 충주 출신 장인들이 참여해

서 만든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충주 사람들 입장

에서 본다면 원풍리 마애불의 조성 위치는 충주와 영남 

지방을 잇는 주요 교통로 상에서 벗어난 지선 상이 된다. 

충주 지역 장인들이 대규모 후원을 받아 당시의 주요 교

통로의 축선에서 벗어난 곳에 마애불을 조성하였다면 이

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없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에는 중앙의 후원과 

함께 충주 재지세력이 협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행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만들었다면 통행

로 바로 옆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마애불이나 석불입

상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원풍리 마애불은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높은 

암벽 위에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초

대형 이불병좌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원풍리 마애이불병

좌상의 조성 시기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마찬가지로 광종 

대 (949~975) 중·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고려 광종 대에

는 신앙의 대상으로써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과 기념물

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많은 불상들이 광종 집권 중·후

반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24 원풍리 마애이불병좌

상 역시 종교적 이유와 더불어 특정 의도가 반영된 정치

적 목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성 시기 추정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왜 광종

이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거대한 마애불을 조성해야

만 하였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물론 이불병좌

상의 도상적 근원이 『법화경』에 있고 『법화경』 신앙이 고

조된 시기가 광종 대 이기에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를 광종 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경』 

신앙이 고조된 광종 후반기의 기간에 원풍리 이외의 지

역에서 대형 이불병좌상이 조성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소백산맥 깊은 골짜기에 초대형 이불병좌상이 조

성될 정도로 『법화경』 신앙이 고조되었다면 개경이나 다

른 명산대찰 등에도 이불병좌상을 조성한 사례가 있어

야 한다.

고려 광종이 재위 중·후반 경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초대형 마애이불병좌상을 소백산맥의 간선 교

통로가 아닌 지선 상에 조성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

을 것이다. 광종 대 소백산맥을 넘는 국가의 주요 간선 도

로가 여전히 죽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종은 왜 조령의 

주요 축선에서도 떨어져 있는 원풍리에 거대한 마애불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아래의 조성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조성 배경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소백산맥을 넘는 주요 고

갯길인 조령 입구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 있다. 마애불

은 하늘에 떠 있듯이 동향을 하며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

어 마애불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풍리 마애이불

병좌상을 우러러 보게 된다. 원풍리 마애불이 제작되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10세기 후반 경, 이 마애불 앞을 지나

가며 마애불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교통로의 연결 방향으

로 보았을 때 주로 마애불 서쪽 지역(현재의 진천·청주·증

평·괴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12). 원풍리 마

23 최성은, 2010, 「中原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34, pp.70~73.

24 광종 대  건립된 불상 중 신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기념비적 불상으로는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

사 석조보살입상, 개성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등이 있다(정성권, 2013,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硏究』19, pp. 

2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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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이불병좌상은 앞서 살펴본 조성 시기와 그 크기 및 조

각 수법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고려 광종의 후원으로 충주 

지역 장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마애불로 볼 수 있다.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

애불 서쪽 지역에 대한 광종의 정책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애불 앞을 지나는 교통로는 북쪽으로 충주-원주

로 향하는 길과 음성–진천을 거쳐 통일신라시대 당은포

와 한주로 가는 길의 분기점인 죽주의 봉업사와 연결되어 

있다. 봉업사는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화차사가 

건립되었으며 태조 왕건 시기 중창을 거쳐 고려 광종 대

에 대대적인 사찰의 개보수와 확장이 시행된 곳임이 밝

혀졌다.25 봉업사 바로 뒷산에는 죽주산성이 있어 이 산성 

역시 광종 대에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봉업사를 크게 

중창하였던 광종은 963년(광종 14) 봉업사에서 멀지 않

은 곳에 위치한 망이산성을 수리하였다.26 망이산성은 봉

업사가 위치한 죽주에서 진천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는 

산성이다. 죽주에서 진천으로 향하는 또 다른 교통로상

인 장능리에는 광종 대인 960년(광종 11)에 새로운 사찰

이 창건되기도 하였다.27

광종은 죽주 일대의 사찰과 산성을 집중적으로 건립

하고 정비하였으며 이에 앞서 954년(광종 5)에는 충주 숭

선사를 창건하였다. 광종이 숭선사를 창건한 목적은 죽

은 어머니인 충주 유씨 神明順成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명목상의 

이유이며 실질적인 창건 배경은 광종의 즉위 과정 중 분

열되었을 충주 유씨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

불어 광종의 지지 세력이었던 충주 유씨 세력과의 물리

적 소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있었다. 이

러한 이유로 숭선사는 충주와 봉업사의 중간 지점에 자리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9 광종은 죽주를 중심으로 

봉업사, 죽주산성, 망이산성, 장능리 사지 등을 수리하고 

새롭게 만들었다. 죽주 동쪽에는 숭선사를 창건하여 충

주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죽주 서쪽인 현재의 평

택에는 965년(광종 16)에 비파산성을 축조하였다.30 광종

은 평택 – 안성(죽주) - 숭선사 – 충주 - 제천 – 영월31을 잇

는 지역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며 동시에 본격적인 구신 

숙청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종 대에 신축하거나 중창한 

불상, 사찰 및 관방 유적의 연결선은 충주 - 원풍리 마애

불 – 각연사로도 연결된다(사진 13).

황제국 체제 완성을 위한 광종의 치밀한 준비 작업

은 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었다. 광종이 죽주 

지역에 위치한 사찰과 산성을 집중적으로 수리하고 신축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본격적인 구신 숙청 작

업에 들어가기 전,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세력들은 자신

보다 앞서 왕위에 올랐던 혜종과 정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태조 왕건 사후 광종 즉위까지 진

행된 왕위 계승을 위한 권력 투쟁 와중에 심각한 타격을 사진 13 원풍리 마애불 위치, 광종 대 조성 및 중건된 유적 현황도.

25 경기도 박물관, 2002, 『奉業寺』, pp.447~449.

2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pp.246~251.

27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安城 長陵里 골프장 豫定敷地內 安城 長陵里寺址』, pp.76~78.

28 『高麗史』권2 광종5년 “五年 春創崇善寺追福先妣”.

29 정성권, 2013, 「高麗 光宗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韓國人物史硏究』19, pp.231~249.

3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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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방 근거지에서는 여전

히 무시 못 할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죽주 지역에 집중적

으로 사찰과 관방 유적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광

종이 가장 경계했던 세력은 바로 죽주 남쪽에 자리 잡은 

진천의 호족들과 청주의 호족들이 아닌가 한다. 진천과 

청주는 죽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혜종과 정종

의 처가 세력들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혜종과 정종은 광

종과 권력 투쟁을 벌였던 대상이었다. 혜종의 장인은 진

천 임희와 청주 김긍률, 경주 연예 등이 있다. 김긍률은 

정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이들 호족 세력들은 광종이 

등극한 후 표면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나 언

제든지 광종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었다.32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동안 청주와 진천의 지방 세력을 가장 경계하였다. 

광종이 주요 교통로상인 원풍리에 거대한 마애이불병좌

상을 조성한 이유 역시 청주와 진천 세력과 연관 지어 해

석할 필요가 있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북쪽에는 

충주가 위치해 있으며 마애불의 서쪽에는 괴산을 지나 청

주와 진천이 있다.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마애불과 가까운 곳에 위치

한 괴산 각연사에 대한 이해와 혜종이 단행한 지지 세력 

규합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혜종은 태조 왕건 사후 943년 고려 제 2대 왕으로 즉

위하였다. 그는 왕건과 나주 오씨 사이에 출생한 인물로

서 혜종의 외척은 당시의 다른 호족에 비해 세력이 미약

하였다. 왕위에 오른 혜종은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강진 무위사에 선각대사 탑비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선

각대사 형미는 왕건을 지지하다 궁예에게 죽임을 당한 승

려이다. 선각대사의 승탑은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직후 

개경과 가까운 오관산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탑비는 혜

종 즉위 후 오관산이 아니라 강진 무위사에 건립되었다.33 

혜종이 강진 무위사에 선각대사 형미의 비를 건립하게 한 

것은 형미가 무위사에서 주석하였던 인연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승탑과 탑비를 별도의 장소에 따로 건립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선각대사 탑비가 강

진 무위사에 건립된 이유는 혜종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탑비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세울 수 있

는 기념물이었다.34 혜종은 당시 세력이 미약했던 자신의 

외척 세력인 나주 오씨 세력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를 

무위사에 건립한 배경은 나주 오씨 세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호족 세력들을 결집시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으

로 육성하고자 했던 혜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35

혜종은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의 건립을 후원했

듯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방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각연사

를 들 수 있다. 혜종 즉위 후 자신의 처가 세력이었던 진

천 및 청주 세력은 충주 세력과의 갈등 관계가 깊어져 갔

다. 충주 세력은 후에 정종과 광종이 되는 왕요와 왕소의 

외척 세력이다. 진천 및 청주세력은 혜종의 왕권을 심각

하게 위협하는 충주 세력을 견제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도는 각연사의 창건(또는 중창)을 

31 제천 월광사의 지정학적 위치와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의 비문을 보면 이 지역의 주요 단월이 충주 유씨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영월과 충주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仁在, 2008,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韓國古代史硏究』49, p.318.  

32 정성권, 2013, 위의 글, p.245.

33 정종이 즉위한 시기가 945년 9월경이며 선각대사 형미의 탑비가 완성된 시기가 946년 5월경이다. 정종 즉위 후 탑비의 완성까지 약 8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

하는데 이는 탑비의 건립이 이 기간 안에 건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선각대사의 비는 완공되기 8개월 이전 정종 때가 아닌 혜종 때 강진 무위사에 

건립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4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p.63.

35 정성권, 2015, 「고려 태조 왕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東洋學』61,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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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적·군사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공간으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진천과 청주 방향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북도 북

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조령이 주

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연사는 진천과 청주 방

면에서 괴산을 지나 조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된

다. 1768년(영조 44)에 쓰여진 ‘覺淵寺三世如來及觀音改

金記’에 의하면 각연사는 태조 때부터 광종 재위 시기까

지 활동한 통일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현재 각연사 비로전에 봉안되어 있는 각연사 석조비로자

나불좌상의 조성 시기는 신라 하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37 이와 더불어 각연사

에는 광종 대인 958~960년(광종 9~11) 사이에 건립된 통

일대사 탑비가 있다. 후삼국시대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

지와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연사는 후삼국 시대 

창건된 사찰로 보기 어렵다. 아마도 각연사는 전해지는 

기록대로 후삼국 통일 직후 태조 왕건이나 혜종에 의해 

창건된 후 광종 재위 기간 중창된 사찰로 파악할 수 있다.

각연사는 태조 왕건 시기 창건되어 혜종 때 중수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천과 청주세력과의 관계

를 고려한다면 태조 왕건 시기보다 혜종에 의해 창건되었

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38 각연사는 혜종을 지지

하는 진천과 청주 세력이 왕요와 왕소를 등에 업고 왕권

을 넘보는 충주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성한 사찰로 볼 수 

있다. 각연사의 위치는 10세기 전반기 진천이나 청주 세

력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과 충주 세력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접경지대 같은 지역에 해당된다. 이 접경지대는 

경상도 쪽으로 통하는 교통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혜종의 짧은 재위 기간 

이후 정종을 거쳐 광종이 등장했을 때 광종은 통일대사 

탑비를 이곳에 건립하며 역으로 각연사를 진천과 청주 세

력을 견제하는 전략적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이미 흥녕사 징효대사 탑비의 

건립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던 경험이 있었다.39 각

연사 통일대사 탑비의 건립은 충주를 비롯하여 경상도 북

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지 세력을 연결하고자 하는 광종

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광종의 의도는 원

풍리 마애이불병좌상에도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천이나 청주에서 괴산을 거쳐 경북 북부 지역을 

통해 경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령을 넘어 문경 쪽

으로 가야만 한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자리 잡은 

위치는 충주의 남쪽에 해당되기에 충주 세력에 의해 경상

도 방향으로 가는 교통로가 장악된다면 진천과 청주는 경

상도 북부 지역과 단절되는 결과가 생긴다. 광종이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을 교통로에 조성한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 세력이었던 진천과 청주 

세력을 의식한 조치라 말할 수 있다. 광종은 진천·청주 지

역 사람들이 소백산맥을 넘을 때 주로 이용하는 주요 통

행로에 대규모 마애불을 조성함으로써 고려를 다스리는 

군주가 혜종도 정종도 아닌 황제 광종임을 내세운 것으로 

36 淸州大學校 博物館, 1994, 『槐山郡 文化遺蹟』, pp.28~29.

37 최성은, 2010, 「중원지역 고려초기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강좌미술사』34, pp.65~68.

38 비로전 대들보에서 발견된 묵서에는 고려 혜종(944∼945)년간에 중수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각연사(覺淵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종

합정비계획수립』, 2013). 그러나 필자가 직접 묵서명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각연사는 혜종에 의해 창건되었거나 중창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나말 여초기 특징이 나타나는 비로자나불좌상의 존재이다. 다른 이유로는 머리 부분이 분실된 ‘괴산 각연사 석조귀부’ 때문이다. 이 귀부의 귀갑 면에

는 10세기 전반기부터 유행하였던 자방 주변에 꽃술대가 있는 연화문 장식이 있어 광종 대 조성된 각연사 통일대사 탑비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탑

비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 조성할 수 있었다. 혜종의 경우 무위사 선각대사 탑비의 건립을 통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시도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다면 ‘괴산 각연사 석조귀부’의 경우 혜종의 명으로 그 지지 세력에 의해 조성되었던 탑비의 귀부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 이에 대해서는 이인재, 2008,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 『한국고대사연구』49, p.2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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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즉 광종은 일반적인 마애불과 다른 초대형 마

애불 두 구가 병좌한 대형 마애불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압도적인 권위를 은연중에 마애불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풍리 마애불에 보이는 발해적 요소는 어

떻게 해석해야 될까. 발해에서는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이불병좌상이 유행하였다. 발해 이불병좌상은 복식에서 

고식 불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발해의 이불병좌상이 가

지고 있는 가장 큰 양식적 특징은 그 보수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해 이불병좌상은 당시의 발해 주변국이었던 

당과 신라의 조각 양식과는 다른 고식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고구려 불상을 계승한 것이다. 고구려 시대부터 

계승되어져 왔던 동경용원부 지역의 불상 제작 전통에 새

로이 이불사상이 더해져 제작된 것이 발해의 이불병좌상

이다.40 특이한 점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고려 초의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U자형으로 깊게 파인 대의의 모습

은 고식 불상의 복식 형태이다.

원풍리 마애불은 이불병좌상이라는 도상과 고식의 

복식 형태 및 협시보살이 착용하고 있는 보관의 형태를 

통해 보았을 때 발해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원풍리 마애불을 

제외한다면 이불병좌상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려 초에 발해적 요소가 강하게 내포된 

대형 이불병좌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은 발해 이불병좌상

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원풍리 마애불의 조성에 참여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원풍리 마애이

불병좌상의 조성에는 충주 지역 장인들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926년 발해가 멸망하자 많은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

해 들어왔다. 고려 측의 기록에 의하면 멸망한지 200년 

가까이 된 1117년까지 발해 유민들이 단속적으로 유입해

왔다. 태조 재임기간 동안 발해 유민의 내투는 925년(태

조 8)부터 기록에 보이며 938년(태조 21)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41 태조대 내투한 발해인들만 하더라도 수만 

명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다. 이러한 유민 중에는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927년(태조 10)의 『고려사』 기록에 의

하면 60명의 발해 승려가 고려에 내투한 기록이 나온다.42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이 고려로 들어 온 이후의 행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43 태조 집권기는 발해 멸망이 이루

어진 직후이기에 수만 명의 발해인이 망명하였다. 발해

인의 내투는 938년(태조 21) 박승의 내투 이후 한동안 나

타나지 않다가 979년(경종 4)에 다시 수만 명이 내투하였

다.44 그러나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서 찾을 수 있

는 발해 유민은 겨우 10여 명에 불과하다.45

발해 유민이 고려에 유입 후 어디에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태씨들

의 집단 거주지를 통해 그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

대 발해 왕실 후예로 추정되는 대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개 태씨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서 대(태)씨들의 

집단 거주지로 파악된 지역은 황해도 우봉, 경상도 영순, 

대산(김해)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각 군현 성씨 조에서 

확인되는 대씨는 영순·우봉·임도(통천) 등 3곳인데, 영순

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지를 떠나 亡姓으로 변한 성씨였

다.46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영순의 위치이다.

영순은 상주의 속현으로 현재의 문경에 해당된다. 

발해 왕실의 후예로 추정되는 대씨들이 언제 문경으로 이

40 임석규, 2016, 「발해의 이불병좌상」 『발해의 불교유물과유적』, 학연문화사, pp.43~45.

41 『高麗史』권1 태조8년~태조21년.

42 『高麗史』권1 태조10년.

43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25~226.

44 허인욱, 2019, 「고려시대 ‘발해 유민’과 ‘발해계(渤海系)’ 고려인‘ 연구」 『새롭게 본 발해 유민사』, 동북아역사재단, p.115.

45 이효형, 2007,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p.250.

46 박홍갑, 2007, 「발해 유민 大氏의 한반도 정착 과정 –형순현과 영순태씨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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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그림 2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광배 후면 불탑 도면.47

주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0세기 후반 경 조성된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에 발해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

는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발해 유민들이 10세기 전반기

부터 이미 문경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러한 가능성은 10세기 전반 제작된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

자나불좌상의 광배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춘 불상이

다.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의 광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광배 후면에 조각된 문양이다. 광배 후면에는 위패 또는 

佛牌 모양의 조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연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의 조각을 연꽃 위에 가마를 높

이 올린 화려한 輦, 즉 석가의 수레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

다(그림 2, 사진 15).48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의 조각은 불탑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광배 뒤에 불탑을 조각한 

사례는 경주 안강읍 근계리 석불입상 광배 후면에서 찾

을 수 있다. 근계리 석불입상 광배 후면의 조각은 전형적

인 석탑의 탑신부 모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패 또

는 묘표와 같이 생긴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

에 새겨진 불탑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이

다. 흥미로운 점은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의 

조각을 불탑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요대 탑에서 

확인된다.

요대 중건된 조양북탑의 지궁에는 석경당이 있다. 

석경당 표면에는 重熙13년(1044)이라는 명문이 있어 조

양북탑이 이 시기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51 조양북탑 

지궁 내 석경당의 제3층 당좌 측면 부조상에는 각연사 비

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과 매우 유사한 불패 모양의 불탑

이 있다(사진 16). 석경당의 3층 당좌는 팔각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팔각당좌 측면에는 각 한 개씩 총 8개의 불탑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탑의 탑신부에 해당하는 불탑 중앙

에는 석가팔상을 상징화한 팔대영탑의 명호가 새겨져 있

다. 각 면에 새겨진 불탑의 명호는 ‘淨飯王宮生處塔’, ‘娑羅

林中圓寂塔’ 등이다. 이 명호를 통해 보았을 때 불패 형태

의 부조는 불탑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사진 16).52

사진 15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광배 후면 불탑 탑본.49

사진 16  조양북탑 지궁 석경당 부조상 

중 팔대영탑.50

47 괴산군, 2019,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p.166. <그림 4-11> 전재.

48 이숙희, 2017, 『毗盧遮那佛』上, 영축산 법성사, p.205. 

49 괴산군, 2019,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p.166, <그림 4-12> 전재.

50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2007,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p.92, 圖34 부분 전재.

51 오호석 외, 2019, 『中國遶塔』, 학연문화사, p.100.

52 거란 불교사를 연구한 후지와라 타카토 역시 이 부조상을 단층 탑으로 보았다(후지와라 타카토,  2020, 『거란 불교사 연구』, 씨아이알,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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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요대 팔대영탑 도상은 요탑의 탑신부에 

표현된 8개의 소탑으로 대표된다. 조양북탑 석경당 당좌 

측면에 새겨진 불패형 모양의 부조 역시 명문을 통해 보

았을 때 탑으로 볼 수 있다. 팔대영탑 도상은 다른 지역에

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내몽고, 요녕성 일대에서 크게 유

행한 북방 불교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도상으로 해

석된다. 요대 팔대영탑 도상은 9세기 전반 발해에 전래

된 『大乘本生心地觀經』을 소의 경전으로 창안된 요대의 

독특한 불교 도상이다. 요대 불탑과 사리장엄에 표현된 

팔대영탑 도상뿐만 아니라 오불보관 비로자나불과 같은 

도상은 발해 불교계의 영향을 받은 요대 불교 미술의 특

징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53 조양북탑은 요 興宗의 치세

(1031~1055)에 대대적으로 중건된 탑이다. 이 탑을 비롯

하여 요태 탑에서 확인되는 팔대영탑 도상은 발해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잔존해있는 증거로 파악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요대 불탑에서

만 주로 보이는 불패형 불탑이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

나불좌상 광배 후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

을 시사한다. 이는 10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

진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에 발해 유민이 깊

이 관련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연사 광배 후면의 발

해식 불탑과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에 나타난 발해적 요

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문경에 정착하였던 초기 발해 유

민들로 판단되며 이들이 곧 영순 태씨의 시조가 된 사람

들로 추정된다.

원풍리 마애불의 조성에 발해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

난 이불병좌상과 협시보살이 조각된 이유는 광종의 전략

적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애이불병좌

상이 자리한 곳은 진천, 청주 등 마애불 서쪽 지역 사람들

이 경상도로 왕래할 때 이용하는 주요 교통로 상이다. 광

종의 집권기 진천과 청주 세력들은 광종에게 여전히 경계

의 대상이었다. 광종은 죽주를 중심으로 사찰과 관방유

적을 정비하여 죽주 남쪽에 위치한 진천·청주 세력의 반

란을 경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천·청주의 동쪽에는 경

상도 방향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거대한 마애불을 조

성하여 왕실의 권위와 힘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광종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초대형 이불병

좌상을 조령 입구에 조성한 이유는 진천, 청주 세력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

다. 이불병좌상은 통일신라나 고려에서 거의 제작되지 

않았으며 그 형태로 인해 발해인들이 숭상하는 불상으로 

고려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광종은 이러한 초

대형 이불병좌상을 당시의 주요 교통로인 원풍리에 조성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광종은 경상도 북부 지역의 주

요 세력인 발해 유민들 역시 광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

실을 진천과 청주 세력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생각

된다.

발해 유민들은 태조 재위 시기부터 이미 수만 명의 

유민들이 고려에 들어왔다. 고려 전기의 기록이 워낙 소

략하여 발해 유민에 대한 문헌 자료가 매우 빈약하지만 

상당한 인구의 발해 사람들이 건국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에 들어왔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수준이었

을 것이다. 특히 발해 유민이 유입되고 정착한 시기가 태

조 왕건 사후 혜종, 정종, 광종 대에 걸친 권력 투쟁의 와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만 명에 이르는 발해 사람

들의 지지는 당시 권력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각연사가 창건되었을 혜종 시기, 각연사 석

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에 문경의 발해유민 세력의 도

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뒷면의 불패형 불탑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광종은 발

해인들이 특히 숭상하였던 이불병좌상을 원풍리에 조성

하여 한때 혜종을 지지했던 경북 북부 지역에 정착한 발

해 유민들이 이제는 광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진천·

53 周炅美, 2009,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硏究」 『중앙아시아연구』14,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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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력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이유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지금의 

자리에 조성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괴산 원풍리 마애불은 보물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형 마애불상이며, 『법화경』 「견보탑품」에 도상적 근거

를 둔 이불병좌상이다. 이불병좌상은 통일신라시대나 고

려시대에 거의 유행하지 않았으나 발해에서는 동경용원

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원풍리 마애여래좌상의 

상호는 10세기 대에 조성된 대형 석조 불상들의 얼굴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한 10세기 후반 경 오월에 유학을 

갔던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법화경』 신앙이 고조되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불병좌상의 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원풍리 마애이

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를 10세기 중·후반경인 광종 집권

기로 추정하였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자리 잡은 장소의 지정학

적 위치를 통해서도 이 마애불이 10세기 중·후반 경에 조

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이 위치한 장소는 조령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로 현재

의 진천·청주·증평 지역 사람들이 조령을 통해 문경을 비

롯한 경북 북부 지역으로 향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다. 고려의 국가 기간 교통로는 10세기까지 죽령

로가 중시되었다. 11세기 들어와 남한강 수운을 중심으

로 내륙 조창이 발달하자 계립령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

했다. 괴산 원풍리는 후삼국 시기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10세기 전반기에 마애불이 조

성되기 어려웠다. 11세기에는 계립령이 다시 정비되며 통

행이 활발해졌기에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원풍리

에 거대한 마애불을 조성할 이유 역시 희박하다. 원풍리 

마애불의 양식적 특징과 더불어 이러한 교통로의 변화를 

고려하면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 시기는 10세기 

중·후반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원풍리 마

애불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광종 집권기로 파악하였다.

고려 광종이 소백산맥을 넘는 주요 간선 도로가 아

닌 지선 도로에 거대한 마애이불병좌상을 조성하도록 지

시한 이유는 진천과 청주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진천과 청주는 광종에 앞서 재위하였던 고려 

제 2대, 3대 왕인 혜종과 정종의 처가 세력들의 세거지였

다. 이들은 고려 초 왕위 계승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

였던 호족들이었으며 고려 제 4대 광종의 입장에서는 가

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광종은 진천과 청주 

세력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 진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죽주는 물론 평택과 충주까지 사찰과 관방 유적을 정비하

였다.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이 자리 잡은 위치는 진

천과 청주의 동쪽이다. 원풍리 마애불은 10세기 중·후반 

경 진천과 청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 지역 사람들이 소백

산맥을 넘어 경북 북부와 경주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

드시 거치는 교통로 상에 조성된 마애불이다. 이러한 장

소에 고려 광종의 지시로 거대한 마애이불병좌상이 조성

되었다. 마애이불병좌상의 제작에는 중앙 정부의 후원 

하에 충주와 문경 지역 장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였

다. 문경 지역 장인들의 경우 발해 유민들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이 발해 유민일 가능성은 문

경에 집단 거주하였던 영순 태씨들이 발해 왕실의 후예로 

추정된다는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풍

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제작에 발해 유민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은 마애불이 발해에서 유행하였던 이불병좌상인 

점, 협시보살 보관의 특징이 발해적 요소가 확인되는 점

을 언급하였다. 또한 각연사 비로자나불좌상 광배 후면

의 불패형 불탑이 발해적 요소라는 점을 주목되는 근거로 

들었다.

이불병좌상은 통일신라나 고려 초기에 유행하지 않

았던 불상이다. 이러한 이불병좌상이 소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교통로에 초대형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종교적 이유와 더불어 정치적 역학 관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소백산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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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경상도 북부와 충청도 중부 지역을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그 권위는 한 때 광종에 대항하여 권력 투쟁을 벌였

던 진천과 청주의 호족 세력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

인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이불병좌상을 주요 교통로에 

조성한 더 큰 이유는 후삼국 시기 이후 고려에 내투한 수

많은 발해 사람들이 광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 점이 원풍리 마애

이불병좌상의 주요한 조성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왕실의 후원을 받은 불교 

조각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후원을 받았

음에도 불교 조각 자체는 평면적이며 투박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광종 대에 여러 곳에서 대규모 

토목 공사와 사찰의 창건 및 불상의 건립이 동시에 연이

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일급 석장들은 고달사지 부도와 탑비를 비롯하

여 광종 대 조성된 많은 불상의 제작과 사찰 건축에 참여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

풍리 마애불의 조성에는 국가에 소속된 일급 장인들은 파

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중앙 정부에서 자

금을 후원하고 충주 장인의 주도로 문경의 발해 유민들이 

참여하여 마애불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종 대 충

주 장인들은 초대형 마애불을 조성한 경험이 부족하였기

에 현재와 같은 평면적이며 상대적으로 투박한 모습의 마

애불이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광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마애불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광종은 통일신라나 고려에서 유행

하지 않았으나 발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불병좌

상을 주요 교통로에 초대형으로 조성함으로써 수많은 발

해 유민이 자신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

적으로 전달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제 4대 왕으로 등극하였고 후에 스스로를 황제

라 칭한 광종은 다양한 불교 조각을 조성하여 종교 및 정

치적 동향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바꾸고자 시도하였던 

군주였다. 그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 신앙의 대

상이었던 불상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

는지 매우 잘 이해한 영민한 제왕이었다. 원풍리 마애이

불병좌상의 조성 역시 당시 정국을 주도하려는 광종의 의

도가 반영된 불상으로 여겨진다.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은 종교적으로 신앙의 대상이며 정치적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후삼국시대를 

포함한 10세기 대에는 종교성과 더불어 강한 정치적 상

징성을 내포한 대형 불상이 많이 조성되었다. 특히 10세

기 후반기인 광종 대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불상

의 제작이 두드러졌다.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역

시 10세기 후반 경 광종 대의 시대적 상황과 조각사의 흐

름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의미 있는 불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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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Rock-cut 
Sculpture of Two Buddhas Seated Side–by-Side in 
Wonpung-ri, Goesan

The rock-cut relief  of  two Buddhas seated side–by-side in Wonpungri is a large Buddha sculpture in relief  on 

the side of  a cliff  in Wonpung-ri, Goesan. This Buddha sculpture is from the Buddhist scripture Sutra of  the Lotus. 

<法華經> Two seated Buddhas statues were prevalent in the Balhae Kingdom, but this was not popular in Silla and 

Goryeo. In the main text, the time that the two seated Buddhas in Wonpung-ri was created is identified as being 

during the 10th century. King Gwangjong created a Buddha statue for political purposes.

The relief  of  two seated Buddha image carved on a cliff  is located on an important traffic route over the Sobaek 

Mountain Range. 

After King Gwangjong took the throne, he paid close attention to the reigning powers of  Jincheon and 

Cheongju because the people of  Jincheon and Cheongju were engaged in a power struggle against Gwangjong. 

The huge relief  of  two seated Buddhas statue shows the authority of  King Gwangjong. In particular, the people of  

Jincheon and Cheongju had to see this Buddha statue when crossing the Sobaek Mountain Range.

The image contained in the relief  of  the two seated Buddhas features many characteristics of  the sculpture style 

of  the Balhae Kingdom. After the fall of  Balhae, many of  the Balhae people settled in Mungyeong. Balhae people 

from Mungyeong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relief  of  the two seated Buddhas. Through the relief  of  the 

two seated Buddhas, King Gwangjong wanted to show the people of  Jincheon and Cheongju that the Balhae people 

were supporting him. 

The relief  of  two seated Buddhas reflects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King Gwangjong era in the late 10th 

century and the style of  scul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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