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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정은 우·유대호

Ⅰ. 머리말
願堂庵은 대한불교조계종 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산내 암자로 본사의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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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원당암은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암자로 창건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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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인사를 창건할 때, 이곳에 주석하면서 국정을 돌보았다고 한다.1 즉 원당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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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래 명칭은 봉서사이며 신라 왕실의 원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비봉산 기슭에 있다 하여 鳳棲寺라 불렀으며, 신라 애장왕이 順應 대사의 발원에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원당사로 표기되어 있다.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과 석등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사찰의 연혁을 확인해 준다.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사 과정에서 복장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본존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복장유물과 3종의 중수 원
문이 공개되었다. 기록을 통해 1694년과 1983년 등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중수가 행
해졌음이 밝혀졌으며, 이 외에도 절첩본의 晉本, 貞元本 화엄경을 비롯한 다량의
전적류와 복장물목이 확인되었다. 두 협시보살입상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복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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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필자의 최근 논저: 정은우,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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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진 용혈암지 청자불상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2.
유대호, 「조선전기 지장보살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9·280, 2013; 「당대 지장보살 도상의 성립과 통
일신라로의 유입」, 『불교미술사학』 18, 2014.
李智冠 편저, 『伽倻山海印寺誌』(가산문고, 1992), pp.6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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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잘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모습이 공개됐지만 사찰의
뜻에 따라 개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m 가까운 크기에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
으로 입상의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시한 삼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하면서도
위엄 있는 본존불과 부드러우면서 정교한 조각기법을 보이는 협시보살상의 조형성
이 특징이다. 세 구 모두 앙련과 복련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의 대좌를 갖추고
있는데 아마도 본존불과 보살과의 위계를 구분하기 위해 현재의 연화대좌 밑에는
이를 받치는 불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당암 불상은 전체적으로 사례가 드문 조선 전기의 우수한 아미타삼존상일
뿐만 아니라 복장유물의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 이 글에서는 원당암 삼존상의 조
성과 관련된 15세기 후반경의 해인사 중창불사와 원당암과의 관계를 문헌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이어서 삼존상의 현상과 특징, 그리고 복장물목의 구성과 중수원문
의 내용 및 제작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2

Ⅱ. 조선 전기 해인사 및 원당암 중창과 학조대사
세조는 스스로를 好佛의 군주로 자처하며, 사찰을 세우거나 중수하고, 혹은
불전을 언해하고 인경하는 등 각종 佛事를 행하였다. 특히 해인사는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 인경의 중심지로서 세조 3년(1457)에는 대장경 50벌을 인경
하는 등 큰 불사를 지속했으며,3 해인사 자체도 세조대의 불교 중흥을 계기로 중창
을 통해 사세를 확장하였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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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불상에 대한 연구는 최소림,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硏究」, 『강좌 미술사』 15(2000),
pp.77-100; 문명대, 「왕룡사원의 1466년작 木 阿彌陀佛坐像 연구」, 『강좌 미술사』 28(2007), pp.3-23;
鄭恩雨,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의 특징과 願文 분석」, 『미술사연구』 22(2008), pp.93-116; 정은
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석당논총』 48(2010), pp.53-87; 김광희, 「무위사 극
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2014), pp.161-192.; 박아연, 「1493年 水鐘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미술사학연구』 269(2011), pp.5-37; 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 梅谷洞 석
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 『美術資料』 70·71(2004), pp.147-164;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
의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2013), pp.73-111 참조.
이때 대장경 50벌의 인경를 위해 종이 40만6천2백 권을 각도에서 제출하여 바칠 것,(『세조실록』, 세조
3년 6월 20일(임자)), 각 도별로 종이, 황랍, 먹 등의 수량까지 명시하여 해인사로 직접 보낼 것(『세조실
록』, 세조 3년 6월 26일(무오)) 등을 세조가 직접 지시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인경 불사의 규모와 당시
해인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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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의 본격적인 중창 불사는 1488년부터 149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었
다. 이와 관련된 문헌 기록으로는 曹偉가 지은 『해인사 중수기』, 해인사 대적광전
및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1490년 중수원문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당
시 해인사 불사관련 기록이 있어 해인사 불사가 왕실에서 직접 관여한 거대한 불사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해인사 중수기』에 따르면, “정희왕후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애달프게
여겨 學祖 스님으로 하여금 役事를 감독하게 하고 무신년(1488) 봄에 내수사의 쌀
과 옷감을 희사하여” 해인사의 중창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장경판당을 30칸으로
증개축하고 普眼堂이라” 칭하였다. 1489년에도 10여 개의 堂寮를 새로 지었으며,
다음해인 1490년에는 “비로전을 다시 지어 대적광전이라 이름하고 주불과 補處尊
을 개금하는” 등 3년간 무려 160칸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4
법보전 및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중수원문에는 동일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
으로 언급되어 있다. “홍치원년 戊申 봄에 내수사에 명하여 米 1천 5백 섬, 線布 80
여 동, 役僧 300여 인을 보내어” 공사를 주관하여 보안당, 진상전, 해행당 등을 영
건하였으며, 이듬해인 1489년에는 다시 “米 1천여 섬, 線布 70여 동, 役僧 200여 인
을 시주하여” 탐진선당, 궁현상실, 감물당 등의 승당을 중창하고, 무설당, 비로자
나, 유리전약사, 진상전 비로자나, 보안당 비로자나와 문수보살 등을 修補하였다.
또한 庚申(1490)년에는 “다시 米 2천여 섬, 線布 1백 50여 동, 役僧 400여 인을 동
원하여 비로전을 중창하고 대적광전이라 칭하는 등” 내외의 여러 전각들을 중창하
였으며 그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5 또한 전각의 중창과 더불어 銅鉄 1천 5백
근, 鑞鉄 3백 근과 옛 불기들을 새롭게 주조하여 각종 佛器와 法物등을 제작하였
다고 적혀 있어,6 해인사 중창이 전각뿐 아니라 전각 내 모든 내용물까지도 일신하
는 기념비적인 불사였음을 알려준다.
왕실의 재원과 인력이 대거 투여된 3년 간의 대불사에서 총도감으로 등장하

4
5

6

李智冠, 앞의 책(1992), pp.63-65.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線布八十余同役僧三百余人撤旧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子便於守護只搆三十
間仍名曰普眼堂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名曰眞常殿又撤祖堂移營於眞常殿側名曰解」行堂
燔瓦二百余納翼年乙酉春施米千余石線布七十余同役僧二百余人重創僧堂名曰探眞禪堂名曰窮玄上室
名曰鑑物堂」及三寶位修補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瑠璃殿藥師如來眞常殿毘盧遮那普眼堂毘
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越庚戌春又施米二千余石線布一百五十余同役僧四百余人重創毘盧殿名曰大
寂光殿修補主佛撤去土像左右補處並以」漆布改造重創內外行廊創鐘樓名曰圓音閣重創中門名曰不二
門修補食堂名曰瑠璃殿…”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3권』, p.290에서 재인용.
“…又以銅鉄一千五百斤鑞鉄三百斤並用殘餘旧器鑄成」佛器執用器等鍾鼓法物煥然一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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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이 유명한 학조대사도1이다. 학조는
세조 때부터 스승인 신미대사와 함께 각종
국가 불사에 참여했던 당대의 승려로, 특히
해인사 불사와 관련해서는 사적기나 중수원
문뿐만 아니라 실록에도 수차례 이름이 등
장하고 있다. 성종 18년(1487)의 기사에는
학조가 해인사 대장경 판당 修補의 감역 사
퇴를 청하며, 이에 대해 성종이 선대(세조)
의 중임을 맡았던 스님이므로 허락할 수 없
다는 기사7가 있어, 학조가 해인사 판당 공
사의 감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조정의 대신들은 수차례에 걸쳐 학조의
해인사 중수에 대하여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는데, 성종은 그럼에도 정희왕후의 遺業,
왜인의 대장경 요구 등을 이유로 학조의 판
당 수리 불사를 지속하였다.
또한 중창불사가 일단락된 1490년 기사 중에는, 해인사의 소속 현인 야로현
군수 金永錘가 학조의 친아우임을 밝히고 있다.8 또한 1491년의 기사에는 “학조가
해인사를 중창하는 일 때문에 합천에 머무르며 … 군수 영추는 학조의 同母 아우
입니다”9라고 하여 1490년 이후에도 학조가 계속 합천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조는 주지는 아니지만 해인사의 실세 역할을 하며, 해당 사찰의 소속 관청인
야로현의 군수와는 형제 관계로서 합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합천 봉서사(이후 ‘원당암’)에서는 학조가 몇 종의 경전을 간행한 기
록이 있다. 원당암에서는 1499년 『목우자수심결』, 1500년 『현수제승법수』와 『선종
유심결』, 1501년 『고봉화상선요』 등 선종 경전의 개판 및 인경이 1500년을 전후하
여 집중적으로 행해지는데, 책임자로 학조의 법명이 공통으로 등장한다. 우선 『목
우자수심결』의 간기에는 宣德燈谷의 법명이 선두에 등장하는데, 등곡은 곧 학조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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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성종 18년 11월 8일(계묘)
『성종실록』, 성종 21년 4월 23일(을사)
『성종실록』, 성종 22년 3월 5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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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조대선사 진영
조선
해인사성보박물관

의 법호이다.10 또한 이듬해 간행한 『현수제승법수』에서는 해인사 老衲 등곡 跋이라
하여 자신이 해인사의 승려임을 자처하고 있다.11 그 이듬해인 1501년 『고봉화상선
요』에서도 선덕 등곡의 명칭이 확인된다.12
이는 해인사 중창의 주역인 학조대사를 중심으로 해인사와 원당암이 직접 관
계되어 있는 증거가 된다. 또한 해인사 승려를 자처한 학조대사가 이곳에서 수종의
경전을 간행한 것으로 보아 원당암은 해인사와 학조의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사
찰로 보인다. 원당암 개판 불사는 그 시기가 1500년 전후로 집중될 뿐 아니라, 간
행된 경전 역시도 임제종 영향이 반영된 특징이 있어,13 학조대사의 개인 성향이 엿
보인다. 특히 경전 개판 시기인 1501년 해인사에서 왕비의 명을 받아 대장경을 인
경한 것을 고려해 보면,14 학조대사는 해인사 인경불사와 별도로 같은 시기 원당암
에서 개인적 차원의 불사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조대사는 해인사의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해인사
중창불사가 일단락된 이후 해인사 권역 내 사암인 원당암에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
다. 위 기록에서도 확인되듯 학조는 1490년 이후에도 해인사에 머물며 스스로를
해인사 노납으로 칭할 뿐 아니라,15 1501년에도 해인사 인경불사에 관여하기 때문
이다. 즉, 학조대사는 해인사, 원당암 등 합천을 근거지로 삼아 해인사 중창 이후부
터 1501년 무렵까지 해인사 및 부속 암자에 주처하며, 친아우인 야로현 군수의 행
정적 지원 하에 사역 내의 각종 불사를 지휘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894년 원당암 중창 당시에 樑間에서 발견된 옛 상량기에는
홍치 8년(1495) 5월 학조대사와 前단속사주지 신문선사가 원당암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16 기록에서는 학조대사를 “해인사중창 등곡화상”이라 칭했
는데, 이는 원당암의 중창 역시 학조의 해인사 사역 중창 불사의 일환이었을 가능

10 “弘治十二年庚申仲冬有日慶尙道陜川土伽耶山鳳栖絲開板」宣德燈谷…”
11 “弘治十三年庚申自恣月 海印寺老衲」燈谷跋」慶尙道陜川地伽耶山鳳栖絲開板”
12 김영선, 「高峰和尙禪要 板本考」, 『서지학연구』 14(1997), p.177.
13 김영선, 「해인사 간행서적의 서지적 분석」(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22.
14 김영선, 「海印寺 事蹟 刊本考」, 『서지학연구』 19(2000), p.338.
15 이와 관련하여 1503년 판각된 『예념미타도량참법』에서 학조는 스스로를 ‘直旨寺老衲燈谷學祖“라고 칭

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그렇다면 학조는 1501년~1503년에 직지사로 주처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16 李智冠, 앞의 책(1992), pp.615-616. 이에 따르면 “弘治八秊 乙卯 五月 日 重創.」化主 海印寺重創 燈谷

和尙 前斷俗寺住持 信文禪師”라고 하여 1495년의 중창을 기록했으며, 그 후 1539년, 1578년, 1633년
의 중창 기록을 1894년 중창상량기 끝에 謄傳하였다고 한다. 각 중창 불사 당시 참여자의 이름이 명확
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1495년 중창기록에 사용된 “秊”자까지 정확히 본체자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아
기록의 신뢰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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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 기록은 원문이 아니라 1894년 중창 당시 옮겨 적은 자
료이기는 하나, 내용의 정확성이나 구체성, 전술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신뢰
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조대사가 해인사 중창불사를 일단락하고 합천
에 머문 시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의 제작 시기를 규
명하는 근거 자료로서 중요하다.

Ⅲ.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물
1.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인 아미타를 중심으로 관음보살, 지장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상으로 각각 앙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 위
에 결가부좌하고 있다.도2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높이 84cm, 어깨너비 41cm, 무
릎너비 61.8cm의 크기에 대좌는 17cm이며, 양 협시인 관음과 지장상은 각각 높이
99, 94cm이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다소 긴 상체에 하반신이 넓고 짧은 편이며 당당
하면서도 안정감있는 비례를 보인다. 오른쪽 어깨 위에 대의를 걸친 변형편단우견
2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선
합천 해인사 원당암

58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3

에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고

아미타여래좌상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X-ray 사진

왼손은 배 부위에서 각각 엄지
와 중지를 결하였다. 얼굴은 둥
근 방형으로 뺨에 살이 많아 통
통하며 작은 눈과 입에 코는 크
고 곧으며 위엄과 자비를 보이면
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머
리에는 크고 넓은 중간계주가 있
으며, 나발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소 큰 편인데
아마도 원래의 것과 중수시 다시
만들어 붙인 나발이 섞인 것으
로 추정된다.
옷주름은 단순한 편이지만
양 어깨에서 접혀 반전하는 옷주
름과 왼쪽 어깨의 옷자락이 부드럽게 밑으로 흘러내려 접히면서 굴곡진 주름을 형
성하는 등의 변화를 주었다. 이는 조선 전기 15세기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또한 넓고 낮은 무릎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도드라지게 형성한 옷주름 역시 시대
성을 드러낸다. 복부에는 U자형으로 늘어진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으며,
편평한 가슴 밑으로 군의와 이를 묶은 띠매듭이 살짝 드러나 있다. 옷주름은 전체
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옷주름에 강약을 주어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불상의 밑면에는 방형의 복장공이 있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며, X-ray
촬영 사진을 통해 제작기법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도3 즉 몸체 판과, 무릎 부분
을 나눈 별도의 판의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ㄷ자 거멀못으로 결구하였음이
확인된다.17 두 팔도 따로 만들어서 몸체와 못으로 고정했으며 손과 중간계주, 나발
등도 따로 만들어 붙였다.
17cm 가량 높이의 목조대좌는 본존과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본존의 밑판
부분과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 앙련과 복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4개의 목재

17 이렇게 신체와 무릎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기법은 이 시기의 조선 전기 목조상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방

식이다. 정은우, 앞의 논문(2010),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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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합되어 있으며, 안쪽 부분은 별도의 마감 없이 거친 조각의 흔적이 남아 있
다. 밑에서 보았을 때 향좌측은 ㄷ자 못으로, 향우측은 나비장으로 결합하였다.
나무로 제작된 이단연화대좌는 크기나 양식, 재질 등으로 미루어 제작 당시의 대
좌로 추정된다.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상인 지장과 관음보살상은 입상의 자세에 낮은 연화대
좌 위에 서 있다. 지장보살상은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반면 관음보살상은 화려하
면서도 장식적으로 조각하여 차별화시키면서 다양한 변화를 준 점이 특징이다.
먼저 우협시인 지장보살입상은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 104cm 정도이며 민
머리에 큰 얼굴, 넓은 어깨로 당당하며 신체에 비해 다리가 짧은 비례를 보인다. 얼
굴은 둥근 방형에 작은 눈과 입 등 본존불과 거의 같지만 민머리를 한 젊은 스님의
모습이다. 넓은 어깨에 걸친 대의는 변형편단우견에 안에 편삼을 입어 옷자락이 대
의 속으로 들어간 형식이며 옷주름은 간략한 몇 개의 주름만으로 처리하였다. 이
에 비해 군의는 수직의 잔주름과 발목에서 살짝 접혀 부드럽게 반전시킨 옷자락으
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대의자락을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표현하여 단
조로움을 피하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가슴에는 세 줄로 늘어진 단순한 형
태의 목걸이를 걸쳤으며 배 밑으로 몇 줄의 영락 장식이 늘어져 있고 귀에는 단순
한 화문이 조각된 귀걸이를 하고 있다. 오른손은 밑으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구부
렸으며, 왼손은 수평으로 들었는데 현재는 지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석장이나 보주
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18
X-ray 촬영 사진을 참고하여 제작기법을 확인해 보면, 크게 앞판과 뒤판으로
나누어진 두 판을 ㄷ자 못을 사용하여 결합한 흔적이 보이며 팔은 별도로 만들었
다.도4-1 대좌의 제작 방식은 본존과 다른데, 이단 연화의 앙련과 복련을 각각 통나
무로 별조하여 큰 못으로 결구하였다. 입상과 대좌는 현재 발등 부근에서 못으로
고정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어려운데 못의 형태로 보아 제작 당시의 상태라기보
다는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좌협시인 관음보살입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111cm이며 지장보살상과 같은 얼
굴과 신체 비례를 보인다. 그러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천의를 입은 점에서 차별성

18 조선 전기 지장보살상 중에서도 성문형 상은 지물을 들고 있는 예가 많으며, 대부분 석장과 보주의 두

지물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는 피건형 상이 대체로 지물의 표현보다도 수인의 결하는 것을 더 중요
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문형 상의 특징 중 하나로 생각된다. 유대호, 「조선전기 지장보살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79·280(2013),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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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특히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늘어
진 천의자락(조백)의 끝자락이 늘어진 점
이나 양 어깨에서 흘러내린 다음 배 부분
에서 U 형을 그리며 다시 팔에 걸쳐 몸의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조형성은 장식적이
면서도 유려한 느낌을 준다. 재료가 銅으
로 추정되는 보관은 앞판과 뒷판을 따로
만들어 중간에서 리벳으로 결합한 형식이
다. 보관의 앞면 중앙에는 광배가 있는 화
불이 있어 관음보살로 확인된다. 보관의
전면은 연화당초문과 투각한 당초문으로
조각하였는데, 앞면 좌우에 봉황을 배치
하고 전면에 화염문을 따로 만들어 고정하
여 매우 화려한 모습이다.19 측면에는 관대
를 달아 늘어뜨렸는데 보관에서 용머리가
연주문과 연화, 구름문으로 장식된 수식
을 물고 있는 형상이다. 측면의 관대는 잘
남아 있지만 반대쪽은 수리하여 용머리가
4-1

없다. 이러한 용머리로 장식한 관대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이

지장보살입상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X-ray 사진

다. 배에는 몇 겹으로 접은 군의와 이를 묶은 띠매듭과 띠자락이 밑으로 내려와

4-2

럽게 표현하였다. 이는 가슴에 세 줄로 늘어진 단순한 형태의 목걸이와 더불어 화

관음보살입상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X-ray 사진

있고 군의 위로 4개의 연주문으로 이루어진 장식들이 늘어져 있다. 군의는 양 대
퇴부 밑으로 작은 반원형의 주름이 늘어져 있으며 끝단을 굴곡지게 하여 자연스
려함과 장식적인 경향을 드러낸다.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은 밑
으로 내려 검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관음보살 역시 X-ray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상
과 대좌의 제작 기법, 결합 방식 등은 지장보살과 거의 유사하다.도4-2

19 좌우 봉황은 조각 수법이나 형태가 다르다. 아마도 왼쪽 봉황의 경우 중수시 다시 만들어 붙인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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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장물목과 중수원문
본존에서는 후령통, 수정사리호, 이를 감싼 보자기와 주머니를 비롯하여 고
려 후기에 간행된 소책자, 고려대장경 사간판을 인경한 절첩본의 진본, 정원본 화
엄경, 1694년 중수원문과 1983년의 개금불사원문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양
협시의 경우 X-ray 촬영 사진을 통해 제작 당시에 납입했던 후령통을 비롯하여 17
字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사경으로 추정되는 족자형 사경과 절첩형 사경, 그리고 다
라니 혹은 낱장 경전 뭉치 등이 그대로 봉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도4 배 부근에
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후령통의 형태가 보이며, 그 아래로는 금속 재질의 축에 말
린 권자본의 경전이 확인된다. 글씨를 투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금속 재질로
글씨를 쓴 사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 아래로는 둥그런 실뭉치 같은 것이 보이는데
직물류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아미타여래좌상의 내부에서는 후령통을 비롯하여 褓, 靑色紬, 사리호와 호
를 감싼 褓 2점, 囊 3점, 감지사경 片 그리고 불상 중수와 관련된 3점의 기록문이
발견되었다.20표1
더불어 다수의 전적류가 발견된 점도 주목되는데, 내부에서 절첩본 형태의
화엄경 28점과 수진본 다라니 1점 등 총 29점의 전적류가 확인되었다. 그중 화엄경
은 진본 23점, 정원본 5점이며 대체로 해인사 사간판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진본 다라니는 권수의 변상도와 『성불수구대다라니』를 시작으로 각종 다라
니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洪武乙卯◯◯將朴免述’라는 기록이 있어 1375년에 간행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후령통은 길이 20cm 정도의 다라니와 함께 황초폭자에 쌓인 채 謹封紙
에 봉해져 있는데, 일부 해체를 통해 내용물목의 일부를 확인하였다.도5 후령통의
후혈 부분은 오색의 직물로 감싸져 있었고, 뚜껑은 분리되며 남쪽을 가리키는 ‘前’
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내부에서는 사리병, 은제팔엽연봉, 무공심주 2점(지름
1.7cm, 0.5cm), 양면원경 등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복장물목으로 보자기와 주머
니 등 직물류와 지름 2.4cm 정도의 수정사리호가 있으며, 감지에 화엄경 정원본
의 일부를 베껴 쓴 사경편도 발견되었다. 직물류 가운데 긴 푸른색 직물에는 ‘一
切內外諸疾, 品類無邊, 我悉能於一念’ 이라는 구절이 은니로 쓰여 있다. 즉 일체

20 정은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원당』(법보종찰해인사, 2017), pp.128-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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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2의 후령통 유물 일괄
(총 8건)

의 心內 心外의 여러 질병, 그리고 무한한 여러 물건들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능
히 一念을 통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內外諸疾, 品類無邊’은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표1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유물 목록
번호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1

佛像腹藏記文

1694년

종이

38.6×177.5

1매

2

願文

1694년

종이

39.9×61.1

1매

3

改金仏事秩

1683년

종이

24.4×62.8

1매

4

후령통 유물 일괄
① 후령통
② 사리병
③ 은제팔엽연봉
④ 무공심주
⑤ 양면원경
⑥ 다라니
⑦ 황초폭자
⑧ 근봉지

조선시대

5

褓

조선시대

비단

26.0×26.8

1점

6

靑色紬

조선시대

비단

15.0×13.2

1점

7

사리호·보
① 사리호
②보

조선시대

수정
비단

높이 2.5 지름 3.4
12.0×11.9, 5.0×5.4

1점
2점

8

囊

조선시대

비단, 천

16.3×22.3
7.5×14.8
9.2×13.3

3점

9

감지사경 편

조선시대

비단, 금니

23.5×2.6

1점

높이 8.8
지름 1.7
지름 1.5
지름 1.7, 0.5
지름 3.3
19.8×2.7
20.6×22.2
높이 1.3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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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암 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후령통의 형태 및 물목 등은 해인사 대적광
전 비로자나불상의 후령통의 형태와 매우 흡사한데 이는 조선 전기적 특징으로 이
해된다.21 예를 들어 수종사 금동석가여래좌상이나 익산 심곡사오층석탑 불감 삼
존불 등 조선 전기 상의 복장물과는 후령통과 양면원경, 무공심주, 팔엽연봉 등이
유사하다.22 후령통은 원통형에 후혈이 있고 사방에는 범자로 장엄하였으며, 이를
여러 색의 비단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는데 이는 1490년 해인사 대적광전과 법보
전의 후령통과 흡사하다.도6 1490년 해인사 불상의 복장물과는 물목은 물론 후령
통을 봉안한 황초폭자의 사방에 쓴 梵字나 후령통 밑에 세로로 긴 다라니를 넣고
謹封紙로 묶은 방식, 중심에 연봉을 놓고 아래에 금속판을 오려 연잎을 만든 입체
적인 형태의 팔엽연봉,23 수정제사리호의 크기 및 형태까지도 비슷하다. 이 가운데
뚜껑의 후혈 부분을 오색 천으로 장엄한 형태는 조선 전기 해인사 불상의 복장에
서만 발견되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장 구성과 형태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전기 불
복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구성에는 해인사와 원당암과의 관
계, 1490년대 해인사의 중창불사와
학조대사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불사에 학조대사가 깊이 관
여한 점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학조대사는 인수대비의 요

6

청에 의해 『진언권공』을 언해하여 간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후령통
1490년경, 높이 33.3cm
해인사 성보박물관

행하는 등 각종 불교 의식에 밝은 학
승이었기 때문이다.24 『진언권공』은

21 해인사 대적광전 및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복장물목에 대해서는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

유물조사보고서』(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과 보고서에 수록된 논고 (손영문, 「大寂光殿·法
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喉.筒」,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 보고서』(법보
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pp.11-28을 참고할 수 있다.
22 손영문은 해인사 법보전 상의 입체적 팔엽연화와 수종사 상 팔엽연화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두 상이
모두 왕실 발원의 상임을 주목했다. 손영문, 앞의 논문(2008), pp.16-17.
23 은제팔엽연봉의 정확한 재료는 알 수 없다. 육안 조사 결과 표면은 은으로 도금된 상태를 확인했지만,
원재료는 동이나 기타 금속일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현재 학조대사 간행한 『진언권공』 언해본은 경기도박물관 소장본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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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상복장기문
1694년, 177.5×38.6cm
합천 해인사 원당암

죽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96년 인수대왕대비와 정현대비 등이 발원하고,
학조대사가 번역 및 간행의 책임자 역할을 맡아 진행한 의식집이었다. 따라서 해인
사와 원당암 불상의 복장 후령통 제작과 결합 방식에는 학조대사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불상 중수 관련 기록물로서 佛像腹藏記文, 願文, 개금불사질 등 3건
이다. 앞의 두 기록은 1694년(강희 33)에 행해진 개금불사에 관한 기록이며, 개금
불사질은 1983년 개금 당시의 것이다.
먼저 불상복장기문은도7 177.5cm×38.6cm로 2장의 종이를 이어 붙였고, 그
안에 ‘불상복장기문’이라는 제목에 이어 사찰의 연혁과 중수의 배경을 서술하고 참
여자의 이름과 직책을 나열하고 있다. 내용은 願堂은 본래 애장왕이 해인사를 창
건할 때에 와서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하며, 전각에는 아미타, 관
음, 세지의 삼존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이 쇠락하자 해인사 승려 崇悅, 宗眼 등이
모연해 상을 중수하여 그 공이 크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강희 33년(1694) 7월
17일 沙彌 處徽가 삼가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상의 봉안처를 ‘願堂’으로 기록한 것은 원당암이라는 명칭의 유래
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이다. 현재의 원당암을 원당으로 지칭한 최초의 예는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해동지도이
다.도8 지도에서는 해인사 옆에 ‘願
堂寺’라는 명칭으로 원당암을 표
현하고 있어 18세기 중엽 원당암
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런데 중수

8
원당암과 해인사
1750년대, 조선
『해동지도』
규장각

원문으로 보면 적어도 1694년에
는 삼존상이 원당암에 봉안되었
으며, ‘원당’이라는 명칭이 당시에
도 사명의 하나로 통용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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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어, 사찰의 연혁 파악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삼존상은 아미타, 관음, 지
장의 삼존인 데 반해, 중수원문에는 지장 대신 세지를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불상 중수에 직접 관여한 畵員秩에는 法岑, 法宗, 敬天, 淸湛, 智日 등 조각승 5
인의 법명이 보인다. 이 가운데 수화승인 법잠은 1701년 흥천사 목조관음삼존상25
을 조성한 승려 법잠과 활동연대가 동일하여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17세기
후반 조각승 가운데 법종이라는 법명은 석조불상 조성으로 유명한 승호 계보의 조
각승 법종이 있다. 조각승 법종은 1684년 승호 作 기장 장안사 석조삼존상의 보조
화승으로 처음 등장하며 이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불상개금 및 제작에 참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원당암 중수불사에 참여한 법종이 동일인물인지는 더 면
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만약 동일인이라면 현재 흥천사 상 외에 알려진 바가 없
는 법잠과 승호 계보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願文은 39.9cm×61.1cm의 종이에 향우측 하단부에 3줄로 내용이 적
혀 있다. 내용은 임종 시에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의 장육금신과 관음, 세지 양 보
살을 친견하고 불국토에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불상복장기문에도 그렇고 여
기에도 삼존의 명칭을 아미타, 관음, 세지로 적고 있는데, 이는 실제 유물의 도상과
는 차이가 있다. 원문에는 발원의 주체로 融印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 불
상복장기문에서 執綱의 소임으로 등장하여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기록
역시 불상조성기문과 동일하게 1694년 개금 불사시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기록은 1983년의 개금불사질 기록이다. 당시 해인총림 방장 소임을
맡았던 퇴옹 성철 스님을 비롯해 개금불사에 참여한 산중 대덕들의 이름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25 흥천사 목조관음삼존상은 1701년 전라도 임실현 적조암에 모셔졌던 상으로 좌우에 선재동자와 용왕을

협시로 두고 있다. 화원에는 수화승 法岑을 비롯하여 戒楚, 振悅, 性印, 守吾 등 조각승 5인이 참여했
다. 작품의 화기와 내용은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특별시 3
권』  p.158 참고.
26 승호 계보 조각승 法宗의 현재까지 알려진 활동시기는 1684~1708년이며, 1708년에 처음 수화승으로
등장하여 지리산 감로사 수도성전암 목조보살좌상과 전주 삼경사 목조불상을 제작했다. 그 전에는 승
호, 守一 등의 보조화승으로 개금 및 제작에 참여했다. 최선일,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
상 연구」, 『선문화연구』8(201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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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 원문 목록과 내용27
제목

연대

내용

크기(cm)

불상복장기문

1694

佛像復藏記文」按古記願堂迺新羅三十九哀莊大王
踐祚三年卽唐貞元十八年親幸于此刱」海印也奉爲烈
祖文聖大王追冥福之所◯建也殿有三聖像虎踞盤
龍上以無量」壽爲主千葉寶蓮中以觀勢爲左右盖恐
一時之所共造而惜其無年號之欠哉吁自」貞元以來
幾見風雲之變態金泥剝落未免龜圻之痕遠而微之近
以非矣寺僧崇」悅宗眼獻金以重修璨然神像儼然踞
座遠之嚴嚴近之慈慈此豈非福國祐世之像耶」古人
所謂今人之功政在於前人之前矣然則悅眼之功嵬乎
大哉結緣芳銜開列于后乃爲頌」祝」以此勝功 佛光
遍照 三千大千 天上人間 邦基地久 聖壽天長 先亡父
母」皆往西方 親見彌陁 同蒙記光 七趣三途 俱惺歇
狂 亦願現今 化緣結緣」五福 當證法王 此岸彼岸 玄
爲主伴」康熙三十三年甲戌七月十七日翫月沙彌處徽
謹誌」
證師卓根」持殿一元」僧統尙軒」前僧統 胤一」冲惠」
信佳」天機」思一」大禪師 惠能」曇華」尙能」處徽」執綱
融印」前執綱 曇絢」善寬」老德 元海」◯惠」雪淸」楚
巖」允海」戒允」性岑」祖坦」䨥惠」杜瓊」竺玄」能◯」思
悅」信謙」依演」澤善」眞一」淂性」聖勤」處益」得心」智
還」戒暎」聖學」法薰」熙遠」沖衍」機眼」衛澄」敏湖」衛
閑」坦宗」衛賢」怡察」施主秩」戒允比丘」崔厚京」信祐
比丘」金彦生」吳大海」金斗義」孫金伊」朴一祥」金◯
尙」曹太吉」嚴弼伊」趙武生」普益比丘」李行間」金談
沙里」◯日龍」金從萬」孫唜立」畵員秩」法岑」法宗」敬
天」淸湛」智日」供養人」道玄」文悟」雪湜」別座」持靈」
三綱」就眼」衍一」就信」化主」崇悅」宗眼」

177.5×38.6

원문

1694

願文」伏願從今至老永無災害身無疾病願我臨終不
見異頹直」到西方卽見」彌陁丈六金軀立侍立莊嚴觀
音勢至生生」世世不墮惡趣願生佛刹」融印投誠」

39.9×61.1

개금불사질

1983

改金仏事秩」海人業林」方丈 退翁 性徹」十四庵子」山
中大衆 五百名」願堂庵大衆名單」證明 慧菴性觀」比
丘 哲雨」能度」沙彌 大悟」宗徹」宗悟」院主 正黙」金魚
全漲祐」鄭万五」田都成」負木 全永棟」供司 鄭大願
華」禪院大衆」金白蓮性」李普陀行」盧金剛心」李大慈
行」施主秩」許용」丁水月華」曺無碍性」許普賢性」金仕
龍」李종만」임정각」申智郁」박영곤」박영달」구태희」김
태영」仏紀二五二七年(陰)十月二十四日願堂庵」

* 표 내용 중 」는 줄바꿈 표시임.

27 원문 판독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실에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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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목조아미타삼존여래상의 제작시기와 왕실 후원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은 전체적으로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표3 특히 15세기에 제작된 목조 불상들과 도상 및 양
식적 친연성이 발견된다. 즉 관음과 지장으로 된 아미타삼존상은 1476년 강진 무
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충청남도 금산 신안사 아미타여래삼존상,도9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도10 등 15~16세기 조선 전기 불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들이다. 그리고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은 고려시대 불상이지
만 15세기의 관음·지장보살상과 함께 봉안된 사례이다.

표3 조선 전기 기년명 목조, 소조, 건칠 불상의 작례
번호

명칭

존상 구성

연대

아미타 관음 지장

1458

원봉안처
井巖山 法泉寺
(경북 영주 추정)

1

흑석사 목조아미타래여래좌상

2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3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아미타삼존

1466

경북 경산 환성사
(八空山 彌勒寺에서 이안)

4

무위사 아미타여래삼존상

아미타 관음 지장

1478

전남 강진 무위사

5

천주사 목조어미타여래좌상

아미타 관음 지장

1482

多蜜地 정수사 /
팔공산 대장사 운수암 이안

6

기림사 건칠관음보살반가상

1501

신라 함월산 서수암
(경북 경주 추정)

7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아미타 관음 대세지

1502

천성산 관음사
(평남 은산 추정)

8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아미타삼존

1515

경북 예천 용문사

9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0

선운사 참당암
목조아미타래여래삼존좌상

아미타 관음 세지

1561

미륵산 도신사

11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지장시왕

1565

전남 나주 웅점사

12

서악사 건칠아미타여래삼존상

아미타삼존

1567

경북 안동 서악사

13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69

전남 완도 관음사

14

청량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1578

경북 봉화 청량사

15

왕룡사원 소조여래좌상

1579

경북 경산 환성사

16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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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강원 평창 상원사

1534 전남 나주

지장시왕

독존

1586 경북 문경 봉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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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의 강약이 있는 부드러운 옷주름이라든가 오른쪽과

신안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조선 전기
금산 신안사

왼쪽 어깨에 삼각형으로 반전하여 접힌 옷주름 그리고 양 손의 자연스럽고 입체적

10

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11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조선 전기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12 등과 비교된다.

인 모델링 등은 15세기 불상과 비교되는 시대적인 특징들이다. 이는 1458년 흑석

이 상들은 모두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분에 삼각형 형태의 주름이 있으
며, 양 손의 위치나 자세도 유사한데,도13 모두 15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는 공통

11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458년, 높이 72cm
영주 흑석사

12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482년, 높이 57.3cm
국립대구박물관

69

원당암 상

흑석사 상

왕룡사천 상

천주사 상

13
원당암 상과 15세기 후반
상들의 얼굴 및 세부 표현

옷주름
(왼쪽 가슴)

옷주름
(오른 어깨)

왼쪽 팔목

오른쪽 팔목

점이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되어
주목된다. 흑석사 상은 영주 초암사에서 이운하였다는 사중의 전언 등을 통해 영
주 지역의 상으로 추정되며, 왕룡사원 상은 팔공산 미륵사에서 조성하여 경산의
환성사에 봉안된 상이다.28 또한 천주사 상의 경우 최초 봉안처인 正水寺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으나, 1729년 팔공산 大長寺 雲水庵에서 중수하였다든지, 이후 칠곡
천주사로 이안되었다는 기록에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에서 제작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29 또한 이 상들이 모두 아미타삼존의 주존으로 조성된 것도 공

28 “環城寺 彌陀三尊造成結願記」八空山彌勒寺依接造成彌陀三尊丙戌年正月十三日移安環城」寺初點眼

後於庚寅年許二三點眼畢…” 문명대, 앞의 논문(2007), pp.6-7.
29 “皇明成化十八年壬寅三月日 多蜜地正水寺願成方敎主無量壽如來左補觀世音菩薩右補處地藏菩薩造

像三尊腹藏」擁正七年己酉七月日慶尙左道漆谷都護府地北面八空山大長寺雲水庵阿彌重修”(李王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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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이다. 해인사 역시 넓게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문화권의 일부로 본다
면 이러한 특징은 일종의 지역적 특징일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같은 조각가 유파
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장보살입상은 민머리를 한 성문형에 입상의 자세가 특징이다. 성문형의 지
장보살입상은 환조상으로는 조선 전기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된다.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상으로는 수종사 탑 내 목조지장보살입상과 금산사 탑 내
금동지장보살입상30이 있다. 이 상들은 소금동불로 직접적 양식 비교는 힘들지만
도상적 특징의 파악은 가능한데, 수종사 상의 경우 3.7cm의 작은 상임에도 연봉형
의 보주를 쥐고 있으며, 오른손에 석장을 쥐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전각에 봉
안된 입상의 경우 15세기 중반 작으로 추정되는 도갑사 지장보살입상(현재 소실)31
이 원당암 상과 같은 입상의 자세와 지물을 취하고 있다.도14 또한 개심사 상의 목
조지장보살입상 역시 옷주름의 표현이나
상호 표현 등에서 조선 전기 작으로 추정되
며 원당암 상과는 대의에 편삼을 걸친 착의
나,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영락 장식과 유
사성을 보인다.
관음보살입상의 경우 천의를 입은 상
으로 비교되는 보살상은 많지 않은 편이다.
기년명 상 가운데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
좌상(1466년), 기림사 건칠관음보살반가
상(1501년),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02년) 등을 비롯하여 몇 구의 소금동불
14
도갑사 목조지장보살입상
조선, 현재 소실

상이 있으며, 조백이라 부르는 X자형 천의
와 바깥쪽에 숄 형태로 어깨에 두른 두 개

李王家博物館所藏品 寫眞帖 佛像ノ部, 1929, 圖48.) 발원문의 내용은 吳恩珠, 『朝鮮15世紀王室發願
佛像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64에서 재인용.
30 이 상은 비로자나불입상, 관음보살입상과 삼존을 이루고 있으며 동반 발견된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
重創” 등을 통해 1492년에 중수 당시 납입하였던 불상으로 추정된다.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
莊嚴具 考察」, 『동악미술사학』15(2013), pp.127-128.
31 도갑사 상은 절대 연대는 없으나 도갑사 해탈문 상량문에 등장하는 중창 공사 등으로 미루어 중창 연대
인 1457~147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崔聖銀, 「朝鮮初期 佛敎彫刻의 對外關係」, 『강좌미술
사』19(2002),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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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의를 걸친 예는 상원사 문수동자상과 천성산 관음사 보
살상, 실상사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건칠보살입상도15이
대표적이다.32
보관은 당초문겹보관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화염보주
문, 운문, 봉황문 등 각종 문양판을 판면에 매달아 장식했는
데, 이는 고려 말에 처음으로 나타나 15세기까지 지속되며
16세기 이후로는 사라지는 요소이다.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
존상은 조선 전기 불상, 그중에서도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일련의 불상들과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본
존의 경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아미타여래
좌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지장보살입상의
입상에 성문형 도상, 관음보살입상의 천의 착의법 등 역시
15세기 후반을 전후로 유행한 특징이며 보계나 보발, 보관
표현 역시 같은 시기적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15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양식적인 특징은 물론 1490년 해인사 목조비
로자나불좌상 중수시 납입된 후령통 및 복장물목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본사인
학조대사를 중심으로 한 해인사와 원당암과의 관계에서 더욱 명확하다. 특히 원당
암 중창 상량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학조대사가 원당암을 중창한 1495년경에 원당
암 삼존상도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해인사 원당암
의 중창, 원당암 불상 제작, 복장유물 납입에 학조대사가 깊게 관여되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조대사는 비로전의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의 복장물을
납입하고 이어서 원당암 불상과 복장유물을 제작하고 봉안하는 불사에 깊게 관
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1490년 해인사 중창이 마무리되고 1495년 원당암이 중창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원당암 삼존상과 복장유물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32 현존 작례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두 개의 천의를 모두 걸치기보다 단순화하여 숄 형의 천의만 걸치는

방식이 더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우, 앞의 논문(2010), pp.58-59.
33 윤근영. 「고려후기·조선전기 보살상의 당초문겹보관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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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칠보살입상
조선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후반은 해인사는 물론 주요 전각과 암자가 중창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는 정희
왕후를 비롯한 왕실의 시주와 후원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해인사와 학조대
사 그리고 15세기 왕실과의 관련성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로전 불상에서 나온 중
수원문을 통해 확인된다. 실록에는 세종의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왕자인 광평대
군과 영응대군, 영응대군부인 송씨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두 대군과 송씨부
인은 1465년의 知恩院 소장 <관경십육관변상도> 등 조선 전기 불사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관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해인사 중수원문기에 등장하는 왕실은
貞熹王后(세조비 윤씨, 1468~1469), 仁粹王大妃(덕종비 소혜왕후 한씨), 仁惠王大
妃(예종의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3대비이다. 당시 성종이 1484년 이들을 위해 창
덕궁 옆에 창경궁을 지었을 만큼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진 대비들이었다. 일본 후
쿠이현 永平寺에는 1483년에 제작된 <삼제석천도>가 남아 있다.
삼제석천은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던 정희왕대비의 구병을 목적으로 만든 불
화이다. 상단의 용좌에 앉은 제석은 정희왕후, 하단의 두 제석은 인수대비와 인혜
왕대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즉 수미산 위에서 천선을 들고 있는 대비들
의 모습을 제석천에 비유하여 그린 것이다.34 당시 학조스님은 이 삼대비들에게 높
은 신망을 받았으며 이들은 해인사 불사의 큰 조력자들이었다. 따라서 해인사 원당
암에 전하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은 해인사와 더불어 당대 왕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합천 해인사 원당암의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에 대해 특징과 복장
유물 그리고 상을 만든 시기의 해인사의 상황 및 학조대사와 연계된 왕실의 후원
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관음·지장보살을 협시한 구
성과 양식에서 조선시대 15세기 불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아미타여래상에
서 발견된 고려 후기의 전적류 및 중수원문과 다양한 복장물목의 비교 분석을 통
해 학조대사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보았다. 학조대사
와 원당암과의 관계 및 1495년 중창기록 등과 종합해 보면, 원당암 삼존상은 1495

34 김리나 외, 『한국불교미술사』(미진사, 2011),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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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원당암 중창 당시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물의 가장 큰 특징은 후령통의 형태로서 1490년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
좌상의 후령통과 크기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하다. 특히 후혈을 오색 직물로 감싼 방
식은 15세기 후반의 해인사 불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 점에서 이 지역이나 사찰
만의 독창성으로 판단된다.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에서는 3건의 중수원문도 발견되었다. 이는
불상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1694년부터 1894년까지 개금불사가 계속적
으로 이어졌고 당시의 해인사 주요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음도 밝혀졌다. 원당암
삼존상이 원봉안처에서 계속 봉안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개금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들과 참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중수 상황 파악에 도움
을 준다. 특히 개금 수화사인 법잠은 흥천사 목조관음삼존상의 수조각승인 법잠
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각승 계보의 이해를 넓
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5세기 후반의 시대성과 특징을 명
확하게 보여주며, 우수한 제작기법, 복장물목의 특이성에서 조선 전기 불상 연구
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15세기 장경 판당 중수부터 시작하여 각종 전각의 건립
과 비로자나불상 중수와 복장물 납입, 원당암의 중수와 상의 제작까지 해인사 사
역 중창불사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불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
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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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Haeinsa Temple, 원당암 Wondangam Hermitage, 조선 전기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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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cs stored in a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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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Wooden Amitabha Triad
in Wondangam Hermitage of Haeinsa Temple
and Suggestion of its Manufaturing

Jeong, Eun-woo; Yoo, Daeho

Recent discovery of objects as enshrined relics concealed inside the wooden
Amitabha triad of Wondangam hermitage at Haeinsa Temple provides important
materials to estimate the manufacturing date of the tri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its date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historical references and
stylistic analysis.
A large-scale reconstruction of Haeinsa Temple was undertaken for three years
from 1488 to 1490. Its related documents can specify major donors for the grand-scale
Buddhist project, and this reconstruction was lavishly supported by the Joseon royal
court.
Master Hakjo was in charge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e records that refer
to his leading roles in the reconstruction of Wondangam in 1495 and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at the hermitage provide convincing evidence to succeed
Buddhist projects of Haeinsa Temple led by Master Hakjo residing at Wondangam.
The wooden A mitabha triad of Wondangam is composed of A mitabha,
Avalokitesvara, and Ksitigarbha. Amitabha buddha of the triad can be compared with
the Buddha statues of the late 15th century such as Amitabha Buddha at Heukseoksa
Temple(1458) and at Cheonjusa Temple(1482). What makes it interesting is that these
statues might lead to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other Buddha statues manufacture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Kṣitigarbha statue of the triad is portrayed as a buddhist monk with shaven
head, a typical iconographic feature of Kṣitigarbh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The Avalokitesvara also shows similar features with Avalokitesvara statue of
Gwaneumsa Temple(1502). Regarding its style, the Avalokitesvara of the triad might
be able to confirm its date to the late 15th century.
Moreover, the objects discovered from the triad such as sarira, cylind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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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yeongtong (候鈴筒), and the others, were closely linked to those from the Vairocana
Buddha at Haeinsa Temple of 1490. The practice of consecrating Buddha statues
by storing these objects as contents seems to have developed into a specific regional
type including Haeinsa Temple area. In so doing, an examination of textual records
can make the commission of the Amitabha triad match with the reconstruction of
Wondangam in 1495 led by Master Ha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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