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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자  2021. 06. 30. ● 심사일자  2021. 07. 14. ● 게재확정일자  2021. 07. 27.

상정(尙淨)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수조각승 상정의 조상 활동 6건과 그가 조성

한 기년 불상 중 마지막 작품으로 발견된 1767년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을 토대로 상정 불상의 전체적인 작풍

을 설정하였다.

상정이 조성한 불상의 공통점은 귀의 생김새, 상·하반신 옷주름, 오른손이 놓인 위치, 하반신 표현 등에 나타나 있

었다. 그 중 하반신 표현은 불상 하단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A유형, 연잎과 대좌 표현 없

이 하반신에 ‘S’자형 옷주름만 형성된 B유형, 불신과 대좌를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대좌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C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정은 그가 유일하게 조각 수업을 받았던 스승 태원(泰元)의 작풍을 충실히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나한상> 조성 불사에서 수조각승 태원 아래에서 상정이 3위 조각승(3/12위)

으로 참여한 기록과 봉은사 석가상에서 표현된 ‘S’자형 하반신 옷주름이 상정이 조성한 모든 불·보살상에 반영된 모습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현좌 표현, 보발의 형상 또한 18세기 전반 조각승 진열(進悅)에서 태원을 거

쳐 상정에게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정과 태원 두 조각승의 작풍은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감과 측면의 두께, 하반신 옷주름의 요철 강도, 오른쪽 가

슴의 옷자락 형태, 귀의 세부적인 표현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각가 개인의 양식을 추

출하였고, 상정의 작풍을 갖고 있는 불·보살상 10건 14점에 대해 상정 또는 태원(계) 등 원 조각가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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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

원문에 의하면 이 불상은 1767년 12월 24일 상정을 비롯

한 3명의 조각승이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1 이로써 지

금까지 알려진 상정의 작품은 모두 7건 9점으로, 1755년 

조성된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부천 석왕사 <목

조관음보살좌상>, 1761년 조성된 거창 고견사 <목조여

래좌상>·합천 해인사 백련암 <목조여래좌상>, 1765년 

조성된 포항 오어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부산대학

교 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67년 조성된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이 이에 해당한다.2 송계사 

불상은 현존하는 상정의 기년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그

의 말년에 이루어진 조상 활동으로 추정된다.

상정이 보조조각승의 신분으로 참여하거나 수조각승

이 되어 주도한 개금 및 조성 불사는 모두 18건으로, 상정

과 함께 조상 활동을 한 조각승만 무려 50여명에 달한다.3 

이는 상정이 18세기 불교조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중추적인 조각승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이력

에 걸맞게 상정은 조선 후기 불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조각승이었으며, 그

의 초기 작품인 회암사 불상, 석왕사 보살상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4 이후 기록이 없는 몇몇의 불상을 상정

의 작품으로 추론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긴 하였으나5 본 논

문에서 상정 또는 그의 스승 태원의 작품으로 추정한 10여

구의 불상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필자가 조성발원문을 통해 새로

이 발굴한 상정의 기년 작품인 거창 송계사 불상의 양식

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상정 불상의 전체적인 

작풍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상정의 불상 양식과 유사

한 작풍을 갖고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작품들에 대

해서는 태원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과  
조성발원문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덕유산 남쪽에 위치

한 송계사는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

사의 말사이다. 송계사는 신라 때 영취사(靈鷲寺)의 다섯 

암자 중 하나인 송계암(松溪庵)으로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후반 ~ 18세기 전반 진명(眞溟)에 의해 중건

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6 송계암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기

1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a,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Ⅰ-1』, p.262의 도판을 통해 송계사 불상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2017년 1월 조사를 통하여 조성발원문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유재상, 2017, 「朝鮮 後期 彫刻僧 進悅의 佛像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8~129

에 간략하게 수록하였다. 

2 불상의 명칭은 현 봉안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문화재청 명칭 표기 방식을 따랐다.

3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정이 보조조각승으로 활동한 수련 기간은 1743~1748년으로, 모두 4건(개금 3건, 조성 1건)의 불사가 있으며, 수조각승으로 활

동한 기간은 1750~1771년까지 모두 14건(개금 7건, 조성 7건)의 불사를 주도하였다(최선일, 2015, 「18세기 후반 조각승 계심의 활동과 불상 연구」, 『東岳美

術史學』 17, pp.415~418 참조).

4 최선일, 2006a,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硏究」, 『美術資料』 75, pp.33~54; 문명대, 2007, 「尙淨系 木 佛像彫刻의 硏究」, 『講座美

術史』 29, pp.87~106.

5 최선일은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을 1770년을 전후하여 상정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최선일, 2008, 「南楊州 興國寺 大雄寶殿 佛像의 

製作時期와 彫刻僧의 推論」, 『佛敎美術』 19, pp.3~30). 주상호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 호림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불감>을 상정 계열

의 불상으로 생각하여 각각 18세기 중반, 18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주상호, 2010, 「朝鮮時代 佛龕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62). 김

소담은 태백 장명사 <목불좌상>을 1760년대 상정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소담, 2017, 「朝鮮 後期 江原道 地域 佛像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32~134). 이외에도 조각승 상정을 다룬 연구로는 최선일, 2006b,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6~129; 이희정, 2011,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86~191; 손태호, 2012, 「18세기 彫刻僧 尙淨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6 居昌郡史編纂委員會, 1997, 『居昌郡史』, 居昌郡, p.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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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表忠設立有功錄』(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신집성문헌[https://kabc.dongguk.edu/]) : “…己酉五月日 海南表忠祠新建之時 施主與化主 添助之功勳 不可

泯滅 使後來之人 昭昭可考於當日之事 不亦貴乎 於是乎略記云爾…安義 長水寺 三兩 靈鷲寺 一兩 居昌 龍溪寺 二兩 松溪菴 四戔….” 1872년 안의현 「지방지도」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https://kyu.snu.ac.kr/) 참조.

8 『秋虫集』 「松溪庵記」(거창문화원, 2016, 『國譯 秋虫集』, 거창군, pp.348~350) : “大德南鷲峰下 有一孤庵 名曰松溪 緇徒之守護 將至百餘 而其刱庵月日 未詳何代….”

9 『鏡虛集』 「德裕山松溪庵回祿後成造勸善文」(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한국불교전서[https://kabc.dongguk.edu/]) : “…回祿成造序 今又此松溪庵…此庵也 

無蹟可考 而土人…之傳 創於羅代 盖古也 前有文谷 櫟庵諸丈老 執麈演經于斯 聽徒盈室 挽近運否 其保殘如綫 而終入八人…而擔荷成造 事之當矣 其誰曰不可….”

10  『寺刹考(慶尙南道)』 「慶尙南道安義郡松溪庵」 1909년 10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사찰재산대장』 「松溪庵財産臺帳(貴重品部)」 1929년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11 송계사 불상의 높이는 43.1㎝, 무릎 폭은 30.7㎝로, 1929년 『사찰재산대장』에 기록된 석가상의 높이 1척 5촌(약 45.5㎝), 폭 1척(약 30.3㎝)과 거의 차이가 없

다. 송계사 상의 크기는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a, 앞의 책, p.262 참조. 

록은 「표충설립유공록(表忠設立有功錄)」과 1872년 「지방

지도(地方地圖)」에서 확인된다. 송계암은 「표충설립유공

록」에서 1789년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表忠祠) 사우를 건

립할 당시 시주를 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의현(安

義縣) 「지방지도」에서 향적산(香積山) 아래에 위치한 송계

암을 찾을 수 있다.7 또한 18세기 후반 ~ 19세기 전반에 간

행된 『추충집(秋虫集)』에는 당시 송계암에 수행하는 승려

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기록도 확인된다.8 18 ~ 19세기 법

등을 이어온 송계암은 1900년경 화재로 소실된 사찰의 복

원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9 주목되는 것은 이후 

1909년 작성된 『사찰고(寺刹考)』에서 송계암 본존불명이 

‘아미타불’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과 1929년 『사찰재산대장』

에 높이 1척 5촌, 폭 1척의 나무로 조성된 좌상(坐像) 형상

의 ‘석가불상’이 기록된 사실이다.10 두 기록에서 나타나는 

불상의 존명은 불일치하나 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는 동일한 불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송계사 불상의 크기와 『사찰재산

대장』에 기록된 석가상 크기가 거의 동일하며 재질·형상이 

같은 것으로 보아 송계사 불상은 적어도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여 지금까지 사찰에 유존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11     

1. 목조여래좌상(그림 1)

송계사 불상의 얼굴은 턱 선이 완만한 사각형에 가까

우며 머리 정면에 중앙계주가 크게 자리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앳된 동안의 인상을 준다. 귀의 생김새는 이륜이 

아래로 갈수록 좁고 길게 형성되었으며,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 1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7년, 거창 송계사(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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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선 후기 불·보살상의 착의법에 대해서는  송은석, 2001,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 호암미술관, pp.102~109 참조.

13 <그림 2>의 「居昌 松溪寺 木造如來坐像 造成發願文」(1767년 12월 24일)은 필자 석문, 고경스님 수정 및 감수.  

귓불이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있다. 귀의 삼각와는 초승달 

모양으로 음각되어 뚜렷하게 나타나며, 귀 내곽은 이륜각

을 타원형으로 감싸고 아래가 좁고 긴 형태를 보인다. 대

의(大衣)의 표현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늘어진 ‘U’

자형 옷자락이 짧게 형성되었으며, 왼쪽 정강이에는 대의 

모서리가 나뭇잎 형상을 한 옷자락이 나타난다. 왼쪽 측면

의 옷주름은 두 갈래로 나뉘어 ‘ㅅ’자형을 이루고, 왼쪽 어

깨 뒤로 넘어가는 가장 안쪽 옷자락이 두 번 접혀 그 끝단

이 둔부까지 늘어졌다. 승기지(僧祇支) 상단은 3개로 표

현된 앙련(仰蓮) 형상의 주름이 있고, 그 아래 승기지 띠가 

굵게 표현되었다.12 하반신 옷주름은 가운데 넓은 옷자락

의 왼쪽 부분이 접혀 ‘S’자형을 이루고, 좌우로 퍼져나가는 

옷자락이 대좌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흘러내려 대좌의 일

부를 덮고 있다. 대좌는 상하 2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불신

과 대좌는 하나의 나무로 조성되었다. 대좌 상단에는 정면 

3개, 좌우 측면 각각 5개씩 앙련의 잎이 표현되었는데, 그 

중 정면의 잎은 맥(脈)을 음각으로 새겨 넣어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상의 손 갖춤은 오른손이 손등을 위로 하

여 무릎 바로 위에서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으며, 

양손 모두 따로 제작하여 삽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 조성발원문(그림 2)

송계사 불상에서 복장물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백지(白紙)에 조성 시기, 연화질, 시주자, 암자 소속의 승

려 명단 등이 묵서(墨書)되어 있다.13 그러나 불상의 조

성 연유와 존명, 원 봉안처 등은 누락되어 있다. 발원문

에 의하면 송계사 상은 1767년(영조 43) 12월 24일 조성

되었으며, 연화질에는 불상을 조성할 때 참여하였던 소임

그림 2 송계사 불상 조성발원문 및 석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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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證明), 주(呪), 조(彫), 공(供), 정(淨)으로 기록하

였다.14 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임을 한 글자로 축약하여 

나타낸 것이 특징인데, ‘呪’는 송주(誦呪), ‘彫’는 조각승, 

‘供’은 공양주(供養主), ‘淨’은 정통(淨桶)을 지칭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특히 조각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화원(畵員·

圓), 화사(畵士·師), 화공(畵工) 등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발원문에 명기된 ‘彫’가 사용되어 특이하다.15 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은 상정(尙淨), 행척(幸陟), 환선(幻

禪) 등 3명이며, 암자에 소속된 승려는 모두 35명이다. 발

원문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시주자 ‘김하택(金河澤)’은 복장

물 중 후령통 표면에 음각된 ‘金河澤’과 동일인으로 판단

된다.

Ⅲ. 상정의 작풍(作風)과 조상(造像) 활동

조성발원문과 조성기 등에 의하면 상정은 1740년대 

중반에서 1760년대 후반까지 조상 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보조조각승으로 활동한 이력은 1745년 서울 봉은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나한상> 조성 불사

가 유일하다(표 1).16 이 불사는 상정이 조각 수업을 받았

던 유일한 사례인데, 수조각승 태원(泰元) 아래에서 3위 

조각승(3/12위)으로 참여하였다.17 이 불사에서 이미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봉은사 불사 이전에 하

위 조각승으로 수련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한다.

수련기를 거친 상정은 1750년대 중반부터 수조각

승으로 조상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상정

이 주도한 불사는 모두 7건이 확인되었으며, 그가 조성한 

불·보살상은 9점이다.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상정 불상의 

전체적인 작풍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8

상정이 조성한 불상의 공통점은 귀의 생김새, 상·하

반신 옷주름, 오른손이 놓인 위치, 하반신 표현 등에 나타

나 있다.

귀의 생김새는 이륜이 아래로 갈수록 좁고 길게 형

성되어 정면에서 봤을 때 귓불이 바깥으로 살짝 벌어진 ‘) 

(’ 모습이다. 삼각와는 초승달 모양으로 음각되어 뚜렷하

게 나타나며, 내곽은 이륜각을 타원형으로 감싸고 아래가 

좁고 긴 형태를 보인다. 대의의 표현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늘어진 ‘U’자형 옷자락이 짧게 형성되고, 왼쪽 

정강이에는 가장자리가 접힌 대의 모서리 자락이 나타난

다. 왼쪽 측면의 옷주름은 두 갈래로 나뉘어 ‘ㅅ’자형을 이

루고,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가장 안쪽 옷자락이 두 번 

접혀 그 끝단이 둔부까지 늘어진다. 승기지 상단은 3~5개

의 앙련 형상 주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일부 승기지 

띠 아래 대칭된 빗금이 새겨지기도 한다. 또한 상정 불상

의 주존불은 시무외인을 한 오른손이 무릎 바로 위에 낮

14 발원문에 기록된 ‘崇禎紀元丁亥’의 첫 번째 정해년은 1647년, 두 번째 정해년은 1707년, 세 번째 정해년은 1767년에 해당하는데, 송계사 불상은 양식상 상정의 

작풍이 강하게 나타나며 다른 시기에 동명이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崇禎紀元丁亥’는 상정이 조상 활동을 한 18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1767년이다.

15 조선 후기 조각승에 대한 용어로는 화원(畵員·圓), 화사(畵士·師), 화공(畵工) 이외에도 장인(匠人), 장사(匠師), 장수(匠手), 양장(良匠), 교장(巧匠), 재장(梓匠), 영

장(郢匠), 공사(工師), 양공(良工), 양공편수(良工片手), 선수양공(善手良工), 조상편수(造像片手), 조성(造成), 상화(相畵), 비수갈마사(毘首羯磨師) 등이 사용되었다

(송은석, 2012,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pp.83~88).

16 「서울 奉恩寺 木造釋迦如來坐像 造成記」 1745년 4월 4일(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한국의 사찰문화재 : 서울특별시 자료집, p.83), 대좌에 묵서 : “羅

漢新造成時緣化秩…畵員秩 泰元 世峻 尙淨 覺心 妙澄 在淨 敬學 雪衍 積叔 戒初 宇允 宇學…乾隆十年乙丑中春月十八日始役四月初四日畢役.” ‘積叔’은 ‘稱叔’으로 판

독하는 것이 타당하다(최선일, 2018, 『조선후기 불교조각 발원문 선집 Ⅲ』, 양사재, pp.133~137 참조). 상정은 1743년 임실 신흥사 <목조삼존불좌상 및 나한상> 

등 개금 불사에서 태원 아래 3위 조각승(3/7위)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불상의 금분과 채색을 다시 하는 정도의 수리였기 때문에 개인의 조각적 작

풍을 습득할 수 있는 조성 불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최선일, 2018, 위의 책, pp.131~132; 이희정, 2013,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출

판사, pp.46~48 참조).

17 봉은사 불상 조성 불사 이외에도 상정은 수조각승 태원 아래에서 3건의 개금 불사를 진행하였으며, 태원 외에 다른 조각승 아래에서 조상 활동을 한 기록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최선일, 2015, 앞의 논문, pp.415~418 참조).

18 이하 상정 불상의 작풍과 그의 추정 작품에 대해서는 유재상, 2017, 앞의 논문, pp.130~135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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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놓여 있는 특징을 보인다. 

상정 불상의 특징은 하반신 표현에서 두드러지는데, 

상과 일체형으로 나타낸 대좌의 유무와 하반신을 덮고 있

는 대의의 옷주름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그림 3).19

A유형은 불상 하단에 표현된 앙련의 연잎 사이로 하

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형상이다. 특징적인 것은 상

의 정면 하단에서만 연잎이 표현되어 있을 뿐 측·배면에

서는 연잎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A유형에

서 나타난 연잎은 대좌의 구성 요소가 아닌 장식성을 강

조하기 위한 요소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B유형은 두 다리 사이 옷자락의 왼쪽 부분에서 ‘S’자

19 이하 하반신 표현에 따라 각각 ‘A유형’, ‘B유형’, ‘C유형’으로 지칭함.

20 <표 1>은 주 16)·22)·24)·28)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표 1 상정의 조상 활동과 상정계 조각승 목록20(★: 수조각승, ○: 보조조각승) 

현 봉안처
서울 봉은사 

영산전
양주 회암사 부천 석왕사 거창 고견사

합천 해인사

 백련암

포항 오어사 

대웅전

부산대학교

박물관
거창 송계사

원 봉안처
서울 봉은사 

영산전

창평 용흥사 

상선암
용화암

합천 해인사 

백련암

합천 해인사 

백련암

포항 오어사 

대웅전
미상 미상

작품명
목조석가여래삼존

좌상 및 나한상
목조여래좌상

목조관음

보살좌상
목조여래좌상 목조여래좌상

목조석가

여래삼불좌상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목조여래좌상

제작 연도 1745. 4 1755. 3 1755. 4 1761. 8 1761. 8 1765. 3 1765. 4 1767. 12

1 태원(泰元) ★ 1/12

2 세준(世峻) ○ 2/12

3 상정(尙淨) ○ 3/12 ★ 1/4 ★ 1/2 ★ 1/7 ★ 1/7 ★ 1/6 ★ 1/5 ★ 1/3

4 각심(覺心) ○ 4/12

5 묘징(妙澄) ○ 5/12

6 재정(在淨) ○ 6/12

7 경학(敬學) ○ 7/12

8 설연(雪衍·演) ○ 8/12

9 칭숙(稱·称淑) ○ 9/12 ○ 4/4 ○ 2/2 ○ 2/7 ○ 2/7 ○ 2/5

10 계초(戒初) ○ 10/12

11 우윤(宇允) ○ 11/12 ○ 3/7 ○ 3/7

12 유순(有淳) ○ 2/4

13 우학(宇學) ○ 12/12 ○ 3/4

14 태영(泰英·栄) ○ 4/7 ○ 4/7

15 최신(最信) ○ 5/7 ○ 5/7

16 이연(理演) ○ 2/6

17 행안(倖·幸安) ○ 6/7 ○ 6/7 ○ 3/6 ○ 3/5

18 선찬(禪䝺) ○ 7/7 ○ 7/7

19 유행(有行·幸) ○ 4/6 ○ 5/5

20 직혜(直慧·惠) ○ 5/6 ○ 4/5

21 궤함(軌函) ○ 6/6

22 행척(幸陟) ○ 2/3

23 환선(幻禪)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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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옷주름이 형성된 것으로, 연잎과 대좌 표현 없이 ‘S’자

형 옷주름만이 표현된 기본형이다. 이 표현은 상정이 조

성한 모든 불·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C유형은 불신과 대좌를 일체형으로 조성한 형상이다. 

C유형은 A유형과 마찬가지로 하반신 옷주름이 연잎 사이

로 흘러내리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상하 2단 또는 1단의 

대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C유형은 이른바 상현좌(裳懸座)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 조각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

았으며, 특히 귀의 생김새는 일관된 형태의 표현이 확인

된다(그림 4).21

수조각승 상정의 조상 활동 중 초기 작품은 1755

년 제작된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상>과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으로, 하반신 표현은 A유형에 해당

한다.22 두 상은 정면 하단에 앙련의 연잎이 표현되어 마

치 상현좌 형태를 한 듯 보이나 상하 2단의 대좌가 표현된 

C유형의 불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이다. 이는 회암

사·석왕사 상의 측·배면 하단에서 대좌가 표현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주목되는 것은 석왕사 보살상의 보발 표현으로, 귓

불을 타고 내려온 두 줄의 보발이 어깨 위에서 중첩된 원

을 그리며 세 가닥으로 늘어지는 모습이다. 마치 거미줄 

형상과도 같은 보발은 1701년 법잠(法岑)이 조성한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

으며, 법잠의 제자 진열(進悅)이 조성한 모든 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23 이 특징적인 보

발 모티프는 법잠에서 진열로, 그리고 진열의 제자 태원

에서 상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태

원이 조성한 보살상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보발 표현이 

태원에게 배운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태

원이 봉은사 석가상에서 그의 스승인 진열의 작풍을 충실

히 계승한 것으로 보아 진열의 보발 모티프도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정도 진열-태원 작풍을 충실히 계

승한 조각승이기 때문에 상정의 보발 모티프는 태원을 통

해 상정에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에서 언급할 하반신 표현 B유형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21 조선 후기 조각사에서 한 조각가가 30여년 동안 불상을 조성하였을 때 옷주름이나 손·발 등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얼굴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또 그 변화 양상은 예외성이 별로 없으며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변화에 불과하다(송은석, 2012, 앞의 책, p.265). 불상의 귀 표현은 조각승 계보의 특징을 

알려주는 지문 같은 것이다. 불상에서 귀의 형태는 한 계보에 속하거나 서로 연관된 조각승이 조성한 존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형에 대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와도 같은 것이다(조태건, 2020, 「불상의 귀 표현으로 본 조선 후기 조각승의 계보별 특징」, 『미술사연구』 38, p.153).

22 「楊州 檜巖寺 木造如來坐像 造成發願文」 1755년 3월(문명대, 2007, 앞의 논문, pp.90~92) : “…榟匠尙淨有淳宇學 稱淑…乾隆二十乙亥年三月日昌平龍興寺上

禪庵設辦書.” 「富川 釋王寺 木造觀音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755년 4월(문명대, 2007, 위의 논문, p.97) : “龍華庵觀音尊上願文…金魚尙淨比丘 稱淑…乾隆二十

年乙亥四月造成奉安.”

23 유재상, 2020, 「조선 18세기 전반 조각승(彫刻僧) 진열(進悅)의 불상 연구 - 작풍(作風)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30, pp.65~66.

그림 3 상정 불상의 유형별 하반신 표현

상정, <목조여래좌상>, 1755년, 

양주 회암사(송은석)

상정, <목조관음보살좌상>, 1755년, 

부천 석왕사(경기문화재연구원)

A-1 A-2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1년, 

거창 고견사(필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1년, 

합천 해인사 백련암(필자)

B-1 B-2

상정,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65년,  

부산대학교 박물관(필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7년, 

거창 송계사(필자)

C-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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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정 불상의 얼굴 및 옷주름

상정, <목조여래좌상>, 1755년, 양주 회암사(배면 : 문명대, 2007, 앞의 논문, p.93, 그 외 송은석)

상정, <목조관음보살좌상>, 1755년, 부천 석왕사(측·배면, 귀 : 경기문화재연구원, 그 외 필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1년, 거창 고견사(필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1년, 합천 해인사 백련암(필자)

상정, <목조석가여래좌상>, 1765년, 포항 오어사(필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7년, 거창 송계사(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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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표현 B유형에 속하는 예는 1761년 제작된 거

창 고견사 <목조여래좌상>과 합천 해인사 백련암 <목

조여래좌상>, 그리고 1765년 제작된 포항 오어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상정의 조상 활동 중 중기에 해

당하는 작품들이다.24 현재 고견사와 백련암에 1구씩 각

각 봉안된 불상은 같은 조성 기간 내 해인사 백련암에서 

조성하였음이 조성기에 기록되어 있다.25

B유형 불상의 하반신 옷주름은 두 다리 사이 옷자락

의 왼쪽 부분에서 ‘S’자형 옷주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작풍은 상정이 조성한 모든 불·보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즉 A·C유형의 하반신 옷주름에도 B

유형의 ‘S’자형 옷주름이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S’자

형 옷주름의 연원은 1706년 진열이 조성한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확인된다(그림 5).26 이 작풍

은 태원이 조성한 봉은사 상 하반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진열과 여러 차례 조상 활동을 함께한 

태원을 거쳐 이후 상정이 습득하여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27

하반신 표현 C유형의 불상은 각각 1765년과 1767년 

제작된 부산대학교 박물관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거

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이다.28 두 불상은 상정 말년 

조성된 작품에 해당한다. 특징적인 것은 불신과 대좌를 

하나의 나무로 조성하여 대좌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

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상현좌 표현이다. 두 상 모두 상

하 2단의 대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만 부산대학교 불상

은 상·하단 대좌에 각각 앙련과 복련(伏蓮)을 빼곡하게 새

겼다면 송계사 불상은 상단에만 앙련을 표현한 차이가 있

다(그림 7). 이 같은 표현은 진열이 1707년 제작한 함양 도

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29 

도솔암 보살상 역시 상현좌 형태로, 대좌 전체를 간엽(間

葉)의 앙련으로 나타냈다(그림 8). 아직까지 태원이 조성

그림 5   진열, <목조관음보살좌상>, 

1706년, 곡성 서산사(필자)

그림 6    태원, <목조석가여래좌상>, 

1745년, 서울 봉은사 영산전 

(필자)

24  「居昌 古見寺 木造如來坐像 造成記」 1761년 8월 7일(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b,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Ⅰ 자료집, p.164), 대좌에 묵서 

: “陜川伽倻山海印寺白蓮庵 設辦造像也 乾隆貮拾陸年辛巳六月十六日爲始 八月初七日畢工也…良工尙浄 称淑 宇允 泰英 最信 倖安 禪䝺….” 「陜川 海印寺 白蓮庵 

木造如來坐像 造成記」 1761년 8월 7일(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b, 위의 책, p.331), 대좌에 묵서 : “陜川伽倻山海印寺白蓮庵緣化 乾隆貳拾陸年辛

巳六月十六日爲始八月初七日畢工 新造像五位重修十四位成就也…良工尙淨 称淑 宇允 泰栄 最信 倖安….”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좌 윗면 테두리 주칠에 

의해 ‘倖安’ 다음 ‘禪䝺’이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 「浦項 吾魚寺 木造釋迦如來坐像 造成記」 1765년 3월 20일(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사찰

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Ⅰ 자료집, p.247), 대좌에 묵서 : “乾隆三十乙酉年三月日迎日吾魚寺佛像三世如來造成 閏二月初七日始役於三月二十日畢功安于

大雄殿…金魚尙淨 理演 幸安 有幸 直慧 軌函….” 

25 고견사 불상의 크기는 높이 54.5㎝, 무릎 폭 39㎝이며,  백련암 불상은 높이 53.5㎝, 무릎 폭 38㎝로, 두 상의 크기는 거의 같다. 또한 참여 조각승들의 순위가 

동일하여 두 상은 한 세트로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손태호, 2012, 앞의 논문, pp.16~17; 유근자, 2013, 「조선후반기 제2·3기 불상조성기를 통한 불상의 

조성 배경 연구」, 『강좌미술사』 40, p.158).

26 최선일, 2009,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硏究』 261, p.65.

27 이희정은 봉은사 석가상이 태원의 작품으로 조사되기 이전에 상정 불상의 ‘S’자형 옷주름이 태원으로부터 계승되었음을 추정하였다(이희정, 2011, 앞의 논문, 

p.191).

28 「釜山大學校 博物館 소장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造成發願文」 1765년 4월 25일 (송은석 석문) : “栴檀造成彌陁聖像同參結緣…畵士比丘尙淨稱淑幸安直惠有行…乾

隆三十年乙酉四月初三日營始二十五日告功絶業….”

29 도솔암 보살상은 앙련의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표현에서 A유형 회암사·석왕사 상과 넓은 범주 내에서 작풍의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도솔암 상 측·배면에서 대좌가 뚜렷하게 표현된 모습에서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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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현좌 형태의 불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열로부터 

이어진 이 작풍은 상정이 유일하게 조각 수업을 받았던 

스승 태원을 통해 상정에게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상정의 불상은 하반신 표현에 따라 A·B·C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시기에 따른 작풍

으로 보기에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예가 많지 않은 상

황에서 섣불리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하반신 표현은 상정의 무기년 불상을 추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양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Ⅳ. 상정과 그의 스승 태원의 추정 작품

얼굴의 형태와 귀의 세부 표현, 상반신 옷주름과 

A·B·C유형의 하반신 표현을 통해 7건 7점을 상정의 작품

으로 추정하였고, 상정의 불상 양식과 유사한 작풍을 갖

고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불상에 대해서는 태원

(계)의 작품으로, 3건 7점을 판별하여 추정하였다(표 2).3031

A유형의 상정 추정 작품은 미국 Newark Museum 

소장 <목조여래좌상>이다(그림 9). 이 불상의 하반신 

옷주름은 앙련의 연잎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측·배

면 하단에는 상 밑바닥의 주칠된 테두리만 표현되었다. 

즉 상 정면 하단의 연잎은 장식적인 요소로 표현된 것일 

뿐 대좌의 구성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Newark 상은 

그림 7   상정,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65년,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대학교 박물관)

그림 8 진열, <목조관음보살좌상>, 1707년,   함양 도솔암(필자)

30 선행연구에서 상정의 작품으로 추정된 예는 다음과 같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C유형)>, 태백 장명사 <목불좌상(B유형)> 등 각주 5) 

참조. 최선일은 산청 정취암 <목조보살좌상(C유형)>을 상정의 작품으로 추정하였다(최선일, 2006a, 앞의 논문, p.51). 이외에도 상정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예

는 부안 내소사 <목조삼존불좌상(B유형)>, 정읍 무량사 <목조여래좌상(B유형)>, 하동 법성선원 <목조여래좌상(C유형)> 등이 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http://heritage.go.kr/] 문화재 정보 참조).

31 최선일은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여래좌상(연번 4)>,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여래좌상(연번 8)>을 18세기 중·후반 상정의 제자 계초

(戒初)와 봉현(奉玹)이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하였다(최선일, 2006a, 위의 논문, p.51). 남양주 흥국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연번 7)>에 대해서는 각주 5) 참조.

표 2 상정·태원(계) 추정 작품 목록(*: 유리건판)31

연번 하반신 표현 소장처 불상명 추정 조각승

1 A유형 미국 Newark Museum 목조여래좌상 상정

2

B유형

통영 안정사 의상암 목조여래좌상 상정

3 단양 구인사 유물전시관 목조여래좌상 상정

4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
목조석가

여래좌상
상정

5 함양 벽송사
목조지장

보살좌상
태원

6 고원 양천사*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
태원계

7 남양주 흥국사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
태원계

8

C유형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 목조여래좌상 상정

9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 목조여래좌상 상정

10 개인 소장 목조보살좌상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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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정 추정, <목조여래좌상>, 미국 Newark Museum(『미국 뉴어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p.181)

그림 10 상정 추정, <목조여래좌상>, 통영 안정사 의상암(필자)

그림 11 상정 추정, <목조여래좌상>, 단양 구인사 유물전시관(필자)

그림 12 상정 추정, <목조석가여래좌상>,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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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상정의 작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 

좌측 팔꿈치에 형성된 ‘U’자형의 옷주름은 상정의 기년 불

상 중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만 나타나

는 특징이 발견된다. 또한 석왕사 상과 더불어 A유형의 

하반신 표현이 1755년 조성된 양주 회암사 <목조여래좌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Newark 상 역시 상정의 조

상 활동 중 이른 시기인 1750년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32

B유형의 상정 불상으로는 통영 안정사 의상암 <목

조여래좌상>, 단양 구인사 유물전시관 소장 <목조여래

좌상>, 고창 선운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석가여래좌

상>을 들 수 있다(그림 10~12). 이 상들은 ‘S’자형 하반신 

옷주름, 왼쪽 정강이에 자리 잡은 대의 모서리 자락, 승기

지 상단까지 내려온 한 줄의 ‘U’자형 옷자락 등이 표현되

었다. 승기지 상단은 상정이 대다수 불상에서 앙련 형상

의 주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구인사·선운사 불

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냈다. 이에 반해 안정사 불상에

는 사선으로만 간략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상정의 기년 

불상 중 포항 오어사 삼세불의 우협시 <목조아미타여래

좌상>에서도 나타난 기법으로, 이 또한 상정의 작풍이라 

할 수 있다. 안정사 상의 높이는 약 35㎝로, 여타의 상정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귀

의 삼각와와 내곽 등 세부적인 표현이 간략하게 나타나기

도 하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작풍에서 상정의 작풍

과 매우 흡사함을 보인다.  

한편 안정사 상에서처럼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대의자락의 형상 역시 상정의 작품을 판별할 수 있는 주

요한 척도가 된다. 상정이 조성한 대부분의 불상은 가장 

안쪽 옷자락이 두 번 접혀 둔부까지 늘어지지만 그 끝단

이 둔부 안쪽으로 접히지 않는다. 또한 그 길이는 짧더라

도 허리춤 아래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구인사 상은 태원계 조각승이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작품이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확인되는 

상반신의 두께 때문이다. 상정의 기년 불상을 비롯한 대

부분의 추정 작품에서는 측면의 상반신을 구인사 상만큼 

두껍게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구인사 상은 측

면이 두껍게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 이륜의 아래

쪽이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넓적하게 표

현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다음에서 언급할 태원의 작풍

과 공통점이 발견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구인사 상은 일

부 표현에서 태원의 작풍이 나타나지만 얼굴의 표정, 상·

하반신 옷주름 표현 등에서 상정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서 살펴볼 불상들은 상정의 스승인 태원(계) 

작품으로 추정되는 예들이다. 그 중 함양 벽송사 <목조

지장보살좌상>은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친연성이 두드러져 태원이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그림 13). 남겨진 기록으로만 본다면 태원은 상

정이 조각 수업을 받았던 유일한 스승인 만큼 그들의 작

풍은 여러 부분에서 양식상 유사함을 보인다. 반면 두 조

각승의 작풍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감의 차이이다. 태원이 조성한 봉은사 상과 

그의 추정작인 벽송사 상은 상정의 기년 불상에 비해 얼

굴의 양 볼과 턱에 살집이 올라 양감이 강조되었다. 또한 

어깨가 넓어져 상체가 건장해졌으며, 측면의 두께도 두꺼

워져 전체적으로 우람한 모습을 보인다.33 귀 표현에서도 

차이점이 확인되는데, 태원의 불상에서는 귓불이 비교적 

넓적한 편이고, 내곽 아래쪽이 상정의 불상보다 상대적으

로 더 좁고 길쭉하게 표현되었다. 그 밖에도 오른쪽 가슴

으로 늘어진 한 줄의 옷자락이 상정의 기년 불상에서 모

두 ‘U’자형으로 표현되지만, 태원의 불상과 추정 작품에서

는 한쪽 끝이 뾰족한 옷자락으로 나타난다. 하반신 옷주

32 Newark 불상은 1750년대 상정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송은석, 2016, 「080 목조불좌상」, 『미국 뉴어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

단, p.181).

33 태원의 작풍에 대해서는 유재상, 2020, 앞의 논문, pp.87~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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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S’자형 주름이 공유되고 있지만, 태원의 불상은 전

체적으로 요철이 강해지거나 옷자락 끝단이 두꺼워져 투

박해진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벽송사 상은 태원의 작풍

과 친연성이 발견되는 불상으로, 제작 시기는 상정의 조

상 활동 시기보다 앞선 1730~40년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건판을 통해 확인되는 고원 양천사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은 상반신이 건장하고 우람하며 하반신 

옷자락 끝단이 두꺼워진 모습에서 상정의 불상과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그림 14).34 또한 삼존불상 모두 한쪽 끝에 

뾰족한 옷자락이 나타나고, 일자형 승기지가 표현된 점으

로 보아 태원계에 속하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양천사 삼존불상과 흡사한 예는 남양주 흥국사 <목

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다(그림 15). 광배의 유무를 제외

하고선 작풍을 비롯해 도상 역시 비슷하다. 흥국사 삼존

불상은 전체적으로 건장한 상반신과 함께 측면이 두껍게 

조성되었다. 좌·우협시 보살상에는 거미줄 형상의 보발이 

어깨 위에서 크게 자리 잡았는데, 이는 보발이 상대적으

로 작게 표현된 상정의 석왕사 보살상과는 상이한 모습이

다. 거미줄 형상의 보발이 어깨 위에서 크게 강조되어 나

타나는 것은 진열이 조성한 불상 중 주로 초기 작품에서 

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태원이 진열의 

초기 조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35 따라서 

보발의 형상은 상정이 그의 스승 태원의 작풍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크기를 달리하여 자신만의 작풍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흥국사 삼존불상의 주

존인 석가상에서 확인되는 귀의 표현은 상정의 작풍보다 

태원의 작풍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그림 16, 17).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여래좌상>,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 <목조보살좌상>은 C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그림 18~20). 선암사 불상은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 오른

34 유리건판(1911년 촬영)에서 양천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상의 소재는 현재 파악되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011, 『북한의 전통사찰 

9 : 함경남도(下)·함경북도』, 양사재, pp.144, 156에서는 함경남도 고원군 양천사 대웅전 내 다른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양천사는 한국전쟁

으로 인해 전각 일부가 파괴되어 전쟁 이후 복구가 이루어진 곳이므로, 사찰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불교문화재가 이운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韓國佛敎宗團協議會, 1993, 『北韓寺刹硏究』, 寺刹文化硏究院, p.90; 최선일, 2021, 「북한 소재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보조사상』 59, p.260).

35 유재상, 2020, 앞의 논문, p.71.

그림 13 태원 추정, <목조지장보살좌상>, 함양 벽송사(필자)

그림 14   태원계 추정,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고원 양천사(국립중앙박물관,  

건판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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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어깨에 짧게 형성된 ‘U’자형 옷자락, 배면 가장 안쪽 옷

자락이 두 번 접힌 표현, 무릎 바로 위에 놓인 오른손, 하

반신 ‘S’자형 옷주름 등에서 전체적으로 상정의 작풍이 나

타난다. 또한 하반신과 일체형으로 조성된 상하 2단 대

좌는 상현좌를 능숙하게 구사한 상정의 표현 기법이 잘  

드러난다.

동화사 불상은 승기지 상단에 앙련 형상의 주름과 

그 아래 대칭된 빗금, 그리고 상하 2단 대좌에 앙·복련의 

연잎이 빼곡하게 새겨진 일부분을 제외하면 선암사 불상

과 비슷한 작풍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왼쪽 어깨 뒤로 넘

어가는 대의자락의 옷주름 역시 상정 작풍의 전형적인 특

징이 반영되었다. 다만 그 옷자락의 끝단이 둔부 안쪽으

로 살짝 접힌 모습은 여타 상정 불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예

외적인 표현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작풍에서 상정이 조

성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장 보살상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대좌의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앙련

과 복련에 맥을 음각으로 새겨 넣어 상정의 거창 송계사  

<목조여래좌상>의 대좌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귓불을 타고 내려온 두 줄의 보발은 양어깨 위에서 

중첩된 원을 형성하여 작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석왕사 

보살상과 유사하다. 한편 상정의 작품 중 본존불상과 독

존으로 조성된 보살상은 오른손이 무릎 바로 위에 놓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개인 소장 보살상은 오른손을 들고 있

으므로 삼존불을 구성하는 우협시 보살상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배면의 옷자락이다(그림 21). 여타 상정의 불상처럼 가장 

안쪽 옷자락이 어깨에서 사선으로 한 번 접히고, 그 아래 

주름이 또 한 번 접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아래 주름

이 사선이 아닌 곡선 또는 직선에 가까운 표현이 나타나

는 것은 차이점이다. 이 표현은 상정의 기년 불상 중 석왕

사 보살상과 고견사 불상의 배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상정이 구사한 또 다른 작풍이라 할 수 있다. 배면에서 표

현된 곡선의 주름은 이보다 앞선 1720년 진열이 조성한 

부산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확인된다. 

이 상의 조성 불사에서 태원은 수조각승 진열 아래 차조

각승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면 옷자락에 나

타난 작풍은 태원의 불상에서도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

며, 이후 상정이 습득하여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36

   

그림 15 태원계 추정,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남양주 흥국사(필자)

그림 16   태원, 봉은사 석가불상 귀(필자) 그림 17   태원계 추정, 흥국사 석가불상 

귀(필자)

36 이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은 進悅, 太元, 日成, 致尙, 處林, 淸徽, 寬性, 守英, 雲益, 玉聰, 一湖, 影尙이다(이희정, 2010,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의 

重修에 관하여」, 『港都釜山』 26, p.15). 진열과 상정의 조상 활동 시기는 최소 2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조각승이 불사를 함께한 사례는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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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상정 추정, <목조여래좌상>, 순천 선암사 성보박물관(순천 선암사)

그림 19 상정 추정, <목조여래좌상>,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김세영)

그림 20 상정 추정, <목조보살좌상>, 개인 소장(송은석)

그림 21 진열과 상정 불상의 배면 옷자락 비교

진열,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20년,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상정, <목조관음보살좌상>, 

1755년, 부천 석왕사

(경기문화재연구원)

상정, <목조여래좌상>, 1761년, 

거창 고견사(필자)

상정 추정, <목조보살좌상>, 

개인 소장(송은석)

상정 추정, <목조보살좌상>, 

산청 정취암(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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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상정의 조

상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상정이 조성한 기년 

불상 중 마지막 작품으로 최근 발견된 1767년 거창 송계

사 <목조여래좌상>을 토대로 상정의 불상 양식과 전체

적인 작풍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상정이 조성한 불상의 공통점은 귀의 생김새, 상·하

반신 옷주름, 오른손이 놓인 위치, 하반신 표현 등에 나타

나 있었다.

귀의 이륜은 아래로 갈수록 좁고 길어지며 내곽 역

시 아래가 좁고 긴 형태를 보였다. 오른쪽 가슴으로 늘어

진 한 줄의 옷자락은 ‘U’자형으로 짧게 형성되었고,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는 가장 안쪽 옷자락이 두 번 접혀 그 끝

단이 둔부까지 늘어졌다. 또한 상정 불상의 주존불은 시

무외인을 한 오른손이 무릎 바로 위에서 낮게 놓여 있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하반신 표현은 불상 하단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A유형, 연잎과 

대좌 표현 없이 하반신에 ‘S’자형 옷주름만 형성된 B유형, 

불신과 대좌를 일체형으로 조성하여 대좌에 표현된 연잎 

사이로 하반신 옷주름이 흘러내리는 C유형 등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정은 그가 유일하게 조각 수업을 받았던 스승 태

원의 작풍을 충실히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는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나한상> 조

성 불사에서 수조각승 태원 아래에서 상정이 3위 조각승

(3/12위)으로 참여한 기록과 봉은사 석가상에서 표현된 

‘S’자형 하반신 옷주름이 상정이 조성한 모든 불·보살상에 

반영된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현

좌 표현, 보발의 형상 또한 18세기 전반 조각승 진열에서 

태원을 거쳐 상정에게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두 조각승의 작풍은 불상에서 나타나는 양감과 

측면의 두께, 하반신 옷주름의 요철 강도, 오른쪽 가슴의 

옷자락 형태, 귀의 세부적인 표현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

되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각가 개인의 

양식을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정의 작풍을 갖고 있

는 불·보살상 10건 14점에 대해 상정 또는 그의 스승 태원

(계) 등 원 조각가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정의 기년 불상은 7건 9점으

로, 이를 바탕으로 상정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전체적인 

작풍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태원이 조성한 불상

은 봉은사 상 단 1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부 양식 분

석에 한계가 따랐으며, 이를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개

인의 조각적 작풍을 상세히 다루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

다. 이러한 과제는 이후 태원의 작품들이 추가로 발굴된

다면 태원과 상정, 사제(師弟) 간의 조각 양식 구별은 한

층 더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기록물의 부재

로 남겨진 수많은 18세기 불상들의 원 조각가와 제작 시

기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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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eong was a sculptor-monk who was active in the mid-to-late 18th Century, and the current study established 

the overall chronology of  Sangjeong’s Buddhist statues and their styles based on the six sculptures  of  Sangjeong 

already known and the Wooden Seated Buddha of  1767 in Songgyesa Temple, Geochang, which was found to be his 

last work. 

All of  the Buddhist statues of  Sangjeong have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appearance of  the ears, wrinkles 

on clothing on the upper and lower body, position of  hands, and expression of  the lower body. The expression of  

the lower body, in particular,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ype A, where the clothing drapes through the lotus leaves 

on the bottom; Type B, with an ‘S-shaped’ drape over the lower body but no lotus leaves or pedestal; and Type C, 

with the Buddha and pedestal as a single unit, and the clothing draping through the lotus leaves on the pedestal. 

It appears that Sangjeong faithfully succeeded the style of  Taewon, who was his only instructor for sculpture. 

This is verified based on the records of  his participation in the creation of  the Wooden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Statue of  Arhat in Bongeunsa Temple, Seoul, as the third sculptor-monk out of  twelve sculptor-monks, 

and the reflection of  the S-shaped drape on the lower body found on the statue of  Buddha in Bongeunsa Temple on 

all of  the statues created by Sangjeong. Not only that, but it was assumed that the expression of  the pedestal and hair 

was also inherited by Sangjeong from Taewon and Jinyeol, who was a sculptor-monk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he work of  Sangjeong and Taewon showed differences in the volume and thickness of  statues, strength of  

unevenness on the wrinkles of  clothing, drapes on the right side of  chest, and details of  the ears.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the original styles of  each individual sculptor and attempted to categorize the fourteen pieces of  ten 

Buddhist statues reflecting the styles of  Sangjeong into Sangjeong-style or Taewon-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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