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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釋氏源流』는 明 永樂20년(1422) 釋寶成의 주도 하에 편찬, 洪熙

원년(1425)에 처음 간행된 이후 명대에만 일곱 종의 판본이 만들어진 

베스트 셀러였다. 보성은 이 책의 편찬 목적을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

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지 천 년

이 지난 시점에 弘法을 위해서 석가모니 붓다의 전기를 선택한 데는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홍무연간부터 영락

연간까지 이어진 정부의 불교 억압책에 대한 대응이었을 가능성이다. 

永樂16년(1418) ‘十年一度’의 강화된 도첩제 실시의 이유 중 하나

가 승려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석씨원류』는 석

존의 전기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교재로서 적격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명대에 삽화가 실린 소설

이 유행한 점을 감안하면 『석씨원류』처럼 쉬운 불교 이야기 책은 시

대의 요구이며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판화가 삽입된 『석씨원류』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했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

다. 하지만 사원에 佛傳만 그리는 것이 아니므로 불전도본이 만들어졌

다고 당장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전통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 ․ 청대 불전도의 전개 양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황실과 관련된 사

원과 그 영향권에 있는 사원에 그려진 불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지역에서 민간 화가에 의해 그려진 불전도이다. 전자는 숭선사, 구담

사, 묘인사, 감은사, 다복사 등으로 『석씨원류』의 영향은 거의 없다. 

반면 각원사, 융흥사, 진국사, 극락사 등의 벽화에서는 『석씨원류』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각원사는 『석씨원류』 1-2권의 내용이 고스란히 벽화로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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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표적인 사원이다. 그런 만큼 그 간의 연구에서도 쟁점이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각원사 벽화를 모본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

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흥륭사본의 번각본인 선운사본을 통

해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즉 첫째, 각원사 벽화의 모본은 대흥륭

사본 또는 그것의 모본인 정통본이다. 둘째, 상권의 208 화제 중 권두

의 釋迦垂迹, 203 十代明王, 204 護法諸天 세 장면을 그리지 않은 이

유는 세 항목이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들과 상응하는 내용이기 때문이

다. 셋째, 『석씨원류』의 첫 장면인 釋迦垂迹은 경전을 인용하지 않았

고, 변상도와 같은 성격의 항목이므로 각원사 벽화에서는 그것을 빼고 

두 번째 장면 最初因地를 맨 처음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석씨원류』는 한국의 불전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전기에는 

『석씨원류』보다 20여 년 뒤에 만들어진 『釋譜詳節』(1447)이 편

찬 목적이나 우리나라 불전도에 끼친 영향이 『석씨원류』와 유사하

며, 17세기말까지 조선시대 불전도 도상의 전거가 되었다. 17세기 중

반 국내에는 두 종의 『석씨원류』가 전해졌다. 성화본을 모본으로 한 

불암사본과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한 선운사본으로, 전자는 1673년, 

후자는 171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간행된 이후 우리나라 불전도를 

대표하는 팔상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석씨원류』에 수록된 다

양한 도상들이 팔상도에 취사선택된 것이다. 『석보상절(또는 월인석

보)』 팔상 판화의 기본적인 틀은 고수하되, 거기에 표현되었던 석존

의 일화보다 더 많은 장면이 추가된 새로운 팔상도가 등장하였다. 조

선시대 말기에는 청대 불전 벽화와 유사한 화면분할형 팔상도와 淸本 

『석가여래응화사적』의 영향을 받은 팔상도가 그려지기도 했다. 한편 

통도사 영산전에는 팔상도의 도상과 전혀 중복되지 않은 『석씨원류』

의 48 항목을 벽에 그린 〈석씨원류도〉가 그려졌는데, 중국 승려들의 

일화까지 그려 중국의 〈석씨원류도〉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게다

가 비록 『석씨원류』의 판화 도상을 채용했지만 양식화된 판화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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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화가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는 유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도 나름

대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석씨원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중국과 한국의 『석씨

원류』 관련 불전도의 명칭을 〈석씨원류도〉로 명명하고, 또한 명대 

만력본 이전의 『석씨원류』를 번각한 것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

는 표제보다 『석씨원류』로 통일하기를 제안한다.     

------------------------

주요어 : 석씨원류  석씨원류응화사적  영산전  팔상도  보성  

        석보상절

학  번 : 9611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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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가경본 『석씨원류』〈調伏二仙〉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9) 北魏 太安元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사진: 中國佛敎彫刻史硏究) 

(도 20) 北魏 太安三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사진: 中國佛敎彫刻史硏究) 

(도 21) 北魏 延興二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사진: 中國佛敎彫刻史硏究) 

(도 22) 맥적산 133호굴 제10호 석조조상비 (사진 : 필자)

(도 23) 〈涅槃變碑像〉 산서성 예술박물관, 당 (사진 : 이영종)

(도 24) 〈涅槃變碑像〉 세부 (사진 :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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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 서하사 사리탑 팔상 부조 (사진 : 이영종) 

(도 26) 『석씨원류』〈路見病臥〉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27) 서하사 사리탑 〈四門遊觀〉 (사진 : 이영종)

(도 28) 서하사탑 〈六年苦行〉 (사진 : 이영종)

(도 29) 『어제비장전』〈六年苦行〉 (사진 : 고려대장경연구소)

(도 30) 암산사 〈六年苦行〉사진 : 歷代寺觀壁畵藝術)

(도 31) 유림굴 제33굴 북벽서측 佛傳, 오대 (사진 : 敦煌佛傳故事畵卷)

(도 32) 뇌봉탑 지궁 출토 탑형사리기, 절강성박물관 (사진 : 이영종) 

(도 33) 月光王 施首 본생, 절강성박물관 (사진 : 이영종)

(도 34) 薩埵太子 捨身飼虎 본생, 절강성박물관 (사진 : 이영종)

(도 35) 快目王 捨眼 본생, 절강성박물관 (사진 : 이영종)

(도 36) 尸毗王 割肉貿鴿 본생, 절강성박물관 (사진 : 이영종)

(도 37) 막고굴 제290굴, 북주  (사진 : 敦煌佛傳故事畵卷)

(도 38) 돈황 막고굴 제290굴 중심주 동향감, 북주 (上同)

(도 39) 돈황 막고굴 제61굴 병풍화 오대 (사진 : 敦煌佛傳故事畵卷)

(도 40)〈四門出遊〉 돈황 막고굴 제61굴 서벽 하부 오대 (사진: 上同)

(도 41)〈팔대영탑 중 제1탑〉 돈황 막고굴 제76굴 동벽 (사진:上同)

(도 42)〈踰城出家〉 서하사 사리탑 부분, 오대 (사진:上同)

(도 43)〈踰城出家〉 돈황 막고굴 제76굴 제1탑 부분, 송 (사진:上同)

(도 44) 암산사 벽화 서벽 (부분), 금대 (사진 : 歷代寺觀壁畵藝術)

(도 45) 암산사 서벽 〈此是生下太子摑鼓報喜之處〉(부분) (사진: 上同)

(도 46) 〈明代繪制崇善寺建築全圖〉 (사진 : 太原崇善寺文物圖錄)

(도 47) 숭선사 대비전 전경, 명 (사진 : 이영종)

(도 48) 〈八十四龕序〉, 1483년 (사진; 釋迦世尊應化事迹圖)

(도 49) 암산사 문수전 동벽 〈地神鉢金盆九龍吐水沐浴處〉 (사진: 上同)

(도 50) 숭선사 모사화〈第四九龍吐水沐浴太子之處〉 (사진: 崇善寺圖錄)

(도 51) 『석씨원류』〈樹下誕生〉, 명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52) 돈황 번화 〈四門遊觀〉 9세기 (사진 : Whitfield 圖錄)

(도 53) 번화 〈九龍灌浴 行七步〉 9세기 (사진 : Whitfield 圖錄)

(도 54)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 868년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55) 〈大聖毘沙門天王像〉 947년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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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6)「善財童子五十三參圖」 판화, 1210년 (사진: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57) 瞿曇寺 서측 회랑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58) 구담사 회랑 벽화 (사진 : 이영종)

(도 59) 구담사 벽화 (부분) 1427년 (사진 : 이영종)

(도 60) 多福寺 대웅보전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61) 다복사 대웅보전 동벽 벽화 (사진 : 이영종)

(도 62) 구담사 〈樹下誕生〉 1427년 (사진 : 이영종)

(도 63) 다복사 〈樹下誕生〉 1458년 (사진 : 山西寺观壁画)

(도 64) 숭선사 〈行七步〉 모사본 1483년 (사진: 釋迦世尊應化事迹圖)

(도 65) 다복사 〈行七步〉 1458년 (사진 : 山西寺观壁画)

(도 66) 妙因寺 〈이모/야수다라 聞訊/차익사환〉 (사진: 이영종)

(도 67) 感恩사 〈마야부인〉 (사진: 중국사관벽화전집 5)

(도 68) 검각 覺苑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69) 선운사본 『석씨원류』〈釋迦垂迹〉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70) 선운사본 『석씨원류』〈最初因地〉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71) 각원사 벽화 〈最初因地〉 (사진 : 이영종 / 劍閣覺苑寺明代壁畵)

(도 72) 각원사 대웅보전 내부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73) 각원사 대웅보전 불전 벽화 분포도 (사진 : 이영종)

(도 74) 각원사 대웅전 제12벽(서벽 중앙) (사진 : 이영종)

(도 75) 『석씨원류』〈耶輸得夢〉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76) 각원사 동벽 〈耶輸得夢〉 (사진 : 이영종 / 劍閣覺苑寺明代壁畵)

(도 77) 『석씨원류』〈踰城出家〉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78) 각원사 동벽 〈踰城出家〉 (사진 : 이영종 / 劍閣覺苑寺明代壁畵)

(도 79) 각원사 대웅전 북벽 제8벽 상부 (사진: 이영종/ 上同劍閣覺圖錄)

(도 80) 각원사 〈調伏二仙〉(사진 : 이영종 / 劍閣覺苑寺明代壁畵)

(도 81) 암산사 문수전 동벽 본행경변 (사진 : 歷代寺觀壁畵藝術)

(도 82) 각원사 대웅전 동벽 〈遊觀農務〉 (사진: 이영종/上同劍閣覺圖錄)

(도 83) 성도시 新都區 龍藏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84) 성도시 龍藏寺 대전 동벽 벽화 (사진 : 이영종)

(도 85) 隆興寺 마니전 내부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86) 융흥사 마니전〈悉達納妃〉 (사진 :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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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7) 산서성 평요 鎭國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88) 진국사 삼불루 좌벽 〈隔城撩象〉 (사진 : 이영종)

(도 89) 진국사 삼불루 좌벽 〈摩王託夢〉 (사진 : 이영종)

(도 90) 진국사 삼불루 우벽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91) 진국사 삼불루 좌벽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92) 진국사 삼불루 〈白馬報信〉 (사진 : 이영종)

(도 93) 진국사 삼불루 〈車匿回宮〉 (사진 : 이영종)

(도 94) 崇善寺 38 太子到雪山令車匿迴馬 (사진 : 太原崇善寺文物圖錄)

(도 95) 숭선사 39 車匿還宮見耶輸夫人悲痛之處 (사진: 崇善寺文物圖錄)

(도 96) 숭선사 40 車匿見飯王說太子修行之處 (사진 : 崇善寺文物圖錄)

(도 97) 숭선사 41 太子靑山斷髮天人捧金盤之處 (사진: 崇善寺文物圖錄)

(도 98) 『석씨원류』〈金刀落髮〉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99) 『석씨원류』〈車匿辭還〉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00) 『석씨원류』〈車匿還宮〉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01) 진국사 삼불루 〈牧女汝澡〉 (사진 : 이영종)

(도 102) 『석씨원류』〈牧女乳糜〉 부분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03) 숭선사 〈牧女獻穈〉(사진 : 太原崇善寺文物圖錄)

(도 104) 오대산 南山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105) 極樂寺 대웅보전 우벽 전경, 청 (사진 : 이영종)

(도 106) 성화본 〈樹下誕生〉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07) 가경본 〈樹下誕生〉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08) 극락사 대웅보전 우벽 〈樹下誕生〉 (사진 : 이영종)

(도 109) 佑國寺 대웅보전 (사진 : 이영종)

(도 110) 우국사 대웅보전 외벽 벽화 (사진 : 이영종)

(도 111) 극락사 대웅보전 〈樹下誕生〉 (사진 : 이영종)

(도 112) 우국사 대웅보전 〈樹下誕生〉 (사진 : 이영종)

(도 113) 寶梵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114) 보범사 〈行路觀碑〉 (사진 : 이영종)

(도 115) 보범사 대전 우벽, 淸 (사진 : 이영종)

(도 116) 보범사 대전 좌벽, 淸 (사진 : 이영종)

(도 117) 보범사 대전 우벽 하단 탄생 전후 장면 (사진 :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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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8) 숭선사 84감 모사도 중 43 〈太子修習禪定天人參禮之處〉 

(도 119) 보범사 〈白猿獻桃〉 (사진 : 이영종)

(도 120) 보범사 〈麋鹿獻靈〉 (사진 : 이영종)

(도 121) 성도시 신도구 寶光寺 평면도 (사진 : 이영종)

(도 122) 성도 보광사 염불당 〈涅槃圖〉 (사진 : 이영종)

(도 123) 석가여래응화사적 〈雙林涅槃〉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24) 보광사 〈열반도〉 모사도 부분 (사진 : 이영종)

(도 125) 산서성 福祥寺 대전 전경 (사진 : 이영종)

(도 126) 산서성 福祥寺 화면분할형 벽화 (사진 : 이영종)

(도 127) 성화본  『석씨원류』  〈호계삼소〉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28) 불암사본  『석씨원류』  〈호계삼소〉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29) 대흥륭사본 『석씨원류』〈受戒行慈〉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30) 선운사본 『석씨원류』〈毒酒不死〉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31) 불암사본 『석씨원류』〈毒酒不死〉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32) 동국대 박물관 소장 보협인탑 불전 부조 (사진 : 이영종)

(도 133) 동국대 보협인탑 살타태자본생 부분 불전 부조 (사진 : 이영종)

(도 134) 항주 뇌봉탑 출토 은제사리기 불전 부조 (사진 : 이영종)

(도 135) 난젠지 소장 『御製秘藏詮』 권21 「어제불부」 제1폭  

(도 136) 『어제비장전』「御製佛賦」의 탄생 (사진: 고려대장경연구소)

(도 137) 월인석보 〈毘藍降生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38) 『어제비장전』「御製佛賦」〈雪山修道〉 (사진: 上同 연구소)

(도 139) 『월인석보』〈雪山修道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40) 『어제비장전』「御製詮源歌」 판화 (사진 : 上同 연구소)

(도 141) 『월인석보』〈四門遊觀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42) 선운사본 『석씨원류』〈路逢老人〉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43) 각원사 〈路逢老人〉(사진 : 이영종/ 劍閣覺苑寺明代壁畵)

(도 144) 〈釋迦誕生圖〉 혼아쿠지 (사진 : 조선전기불화연구)

(도 145) 『월인석보』〈毘藍降生相〉(사진 : 이영종)

(도 146) 〈釋迦出家圖〉 동아시아박물관  (사진 : 조선전기불화연구)

(도 147) 金剛峰寺 팔상도 (사진 : 이영종)

(도 148) 『월인석보』〈雪山修道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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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9) 『월인석보』〈鹿苑轉法相〉 (사진 : 국립중앙도서관)

(도 150) 용문사 〈雪山修道相〉 (사진 : 한국의 불화)

(도 151) 천은사 〈毘藍降生相〉, 1715년 (사진 : 이영종) 

(도 151) 송광사 〈毘藍降生相〉, 1725년 (사진 : 이영종) 

(도 151) 통도사 〈毘藍降生相〉, 1775년 (사진 : 이영종) 

(도 154) 안성 청룡사 〈八相圖〉, 1914년 (사진 : 韓國의 佛畵)

(도 155) 청룡사 〈四門遊觀相〉, 1914년 (사진 : 韓國의 佛畵)

(도 156) 〈得遇沙門〉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 1808년 (사진: 

          (중국불교판화전집)

(도 157) 통도사 영산전 전경 (좌에서 우로 본 광경) (사진 : 이영종)

(도 158) 통도사〈靈山殿天王門兩重創兼丹雘記〉현판, 1716년 (사진 : 

이영종)

(도 159) 통도사 영산전 포벽화의 배치 형태 (남벽) (사진 : 이영종)

(도 160) 불암사본 『석씨원류』〈天人獻草〉(사진 : 이영종)

(도 161) 통도사 영산전 북벽 〈天人獻草〉 (사진 : 이영종)

(도 162) 각원사 〈天人獻草〉 (사진 : 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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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釋氏源流』는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붓다(이후 석존으로 통일)의 

행적과 그의 사상이 인도와 중국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그림과 글로 정

리한 책이다. 제목에서‘석씨’라고 한 이유는 책에 실린 내용이 석존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 및 재가신도의 이야기까지 포

함하였기 때문이며, ‘원류’는 말 그대로 불법의 근원과 그것이 후대

에 전승되는 흐름을 정리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 책에는 400

여 개의 일화에 네 자의 제목을 붙이고 그에 따른 그림을 먼저, 그 뒤

에 설명문을 싣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림은 경전의 변상도처럼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고, 설명문은 한 장 안에 써야했기 때

문에 각 문헌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280자 내외로 글자 수를 맞추어 

요약하였다.  

  『석씨원류』는 明 永樂20년(1422) 釋寶成의 주도 하에 편찬되기 

1)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보조사
상』Vol.11(보조사상연구회, 1998), pp.317-324. 국내에서 발표된 『석씨원
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석씨원류』판화에 대해서는 翁連溪, 李洪波 主編, 『中國佛敎版畵全集』(中國
書店, 2014); 李之檀, 『中國版畵全集 佛敎版畵』(紫禁城出版社, 2006); 周心
慧, 馬文大, 蔡文平, 『中國佛敎版畵』(浙江文藝出版社, 1998); 박도화, 「초간
본 『월인석보』 팔상판화의 연구」, 『書誌學硏究』, (서지학회, 2002)가 있
다. 『석씨원류』와 불전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謝
繼勝 ․ 熊文彬 ․ 廖 暘, 「高天厚土 三水灌沐-靑海樂都瞿曇寺, 甘肅永登連城妙因
寺, 甘肅紅城感恩寺佛傳壁畵, 『中國寺觀壁畵全集』5(廣東敎育出版社, 2009); 
黃 河, 『明代彩繪全圖-釋迦如來應化事蹟』(石家庄: 河北美術出版社, 2003); 
刘显成 杨小晋, 『梵相遗珍-四川明代佛寺壁画』(人民美術出版社, 2014); Tsai 
Suey-Ling(蔡穗玲), The Life of Buddha Woodblock Illustrated Books in 
China and Korea,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12.(Heidelberg 
University Phd. thesis, 2004); 邢莉莉, 「明代佛傳故事畵硏究」(中央美術學
院 博士學位論文, 2008); 송일기,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한국
문헌정보학회지』제48권 제2호(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이영종,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美術史學硏究』(한국미술사학회, 1997); 同, 
「通度寺 靈山殿의 『釋氏源流應化事迹』벽화 연구」(한국미술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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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3년 뒤인 洪熙원년(1425)에 처음 간행되었다.2) 이후 명대 

말까지 여러 차례 중각되거나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간행되었다. 청대에

도 명대본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지만 400여 장면 중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의 이야기를 빼서 석존의 전기와 열반 이후 인도에서 일어

난 일화 몇 가지만 더해 208장면으로 줄이고, 건물, 복식 등 삽화의 

배경도 보다 사실적으로 그린 『釋迦如來應化事蹟』, 『釋迦如來密行

化迹全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판화집이 만들어졌다. 명․청대 불교

가 이전 시기에 비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씨원류』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대중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방

대한 문헌에서 핵심을 뽑아 인도와 중국에서 불교가 전개된 과정을 그

림과 더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기 때문이었다. Ⅰ장에서는 이

러한 『석씨원류』가 명대 초기에 제작된 목적, 배경, 편찬자, 각 장면

의 내용과 그것을 표현한 판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석씨원류』는 석존과 전법승려들의 행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을 장엄하는 불전 벽화나 탱화를 

그리는 데 중요한 모본이 되었다. 이 불전고사판화집이 만들어지기 이

전에도 돈황막고굴이나 여러 사원의 벽에 다양한 불전 벽화를 그릴 때 

참조하였던 초나 모본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예가 

2) 이에 대해 1423년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주장의 시작은 중국 고
판화 연구에 영향력이 큰 鄭振鐸이 『中國古代木刻畵史略』에서 명초에 만들어
진 판화 〈降伏六師〉의 도판 해설에서 ‘영락연간의 각본으로 약1423년에 간
행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후대 연구자들은 수장가이자 뛰어난 감정
가였던 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 재생산되었다. 『中國佛敎版畵全集』
(2014)에서는 정진탁의 주장대로 초간본의 이름을 ‘永樂本’이라고 하고 부
제로 ‘약1423년’이라고 달았다. 중국 판화 연구사 끼친 정진탁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지만, 어느 곳에도 그가 1423년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밝히
지 않았다. 그는 또 景泰연간(1450-1456)에 제작된 경태본의 제작 시기에 대
해서도 ‘약1450년’이라고 정확하게 연대를 명기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
면 영락본 제작 연대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서 제시했기보다는 보성이 1422년
에 편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듬해 정도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약
1423년에 간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차후 구체적
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락본의 간행 시기는 보성이 발문을 쓴 때인 
142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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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석씨원류』와 같은 책이 만들

어진 데는 어떤 상황을 모두 280여 자로 압축할 수 있는 보성의 열정

과 꼼꼼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림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판화를 그린 화가는 400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내용만 보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전도 중에서 익

히 잘 알려진 장면은 직접 참고를 했든 안 했든 내용이 유사한 보편적 

특징이 나타난다. 어느 정도 도상이 정형화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석씨원류』 판화 도상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 불전도 도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조사한 연후 양자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불교 판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唐代 이래 『석씨원류』 

불전 판화집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425년 『석씨원류』가 처음 만들어질 때 판화를 그린 화가는 王恭

이다. 왕공은 이름만 전해질 뿐 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이다. 따라서 『석씨원류』 판화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은 판화의 

특징과 그것이 제작된 전후 시기에 만들어진 불전 판화나 불전도와 비

교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먼저 『석씨원류』가 처음 간행된 

1425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불전 벽화로 잘 남아 있는 것은 산서성 

태원 숭선사(1391), 다복사(1458), 청해성 구담사(1427), 감숙성 묘

인사(1427) 등을 들 수 있다.3) 이들 사찰에 그려진 불전 벽화는 『석

씨원류』의 판화 도상과 일견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

은 같은 내용을 도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사성이고 세부 내용을 비

교하면 서로 영향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3) 이들 사원 벽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 萍, 『瞿昙寺壁画艺术研究』(中
国藏学出版社, 2014); 張紀仲 ․ 安 笈, 『太原崇善寺文物圖錄』(山西人民出版社, 
1987); 紫澤俊, 『山西寺观壁画』(文物出版社, 1997); 米德昉, 「甘肅永登妙因
寺 明代佛傳壁畵 探究」(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009); 李 鳴,「論太原多
福寺佛傳壁畵的時代特繪征」(山西大美術學 碩士學位論文, 2012); 夏惠英, 「艺
术珍品 明代杰作 — 多福寺雕塑及壁画」, 『文物世界』第6期, 2006; 邢莉莉,
「明代佛傳故事畵硏究」(中央美術學院 博士學位論文, 2008); 정하담, 「中國 明
代 佛傳圖 壁畵의 圖像 硏究」(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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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425년 『석씨원류』라는 풍부한 불전 도상이 그려진 판화집

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금방 사찰의 불전도 제작에 반영되지는 않았

던 것 같다. 아마 판화집의 유통 기간과 내용 숙지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불전도를 제작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사천성 평무(平武) 보은사(報恩寺, 1446)의 〈敕修大報恩寺繼葺碑

銘〉에 쓰인 ‘兩廊繪釋氏源流’이다. 하지만 정전 양벽에 그려졌던 

벽화는 1953년 소실되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다.4) 그렇지만 

『석씨원류』가 만들어진 지 20여 년 뒤에 〈석씨원류도〉가 그려졌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석씨

원류도〉는 같은 사천성 지역에서 天順연간(1457-1464)에서 弘治연

간(1488-1505) 초 사이에 제작된 劍閣 覺苑寺 벽화이다. 각원사 대

웅보전의 네 벽에 석존의 전기 205장면이 빽빽하게 그려졌는데 구성, 

내용 모두 『석씨원류』의 도상과 동일하다.5) Ⅱ장에서는 『석씨원

류』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불전도를 비교하여 『석씨원류』가 

중국 불전도 전개에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각원사 벽화와 『석씨원류』 판화의 비교를 통하여 각원사 벽화의 모

본, 왜 205장면의 첫 번째 장면이‘釋迦垂迹’이 아니라‘最初因地’

인지, 화제는 맞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규명하겠다. 더불어 판화를 모

본으로 벽화를 그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불전 벽화의 

공간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Ⅲ장에서 다룰 18세기 우

리나라 불전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석씨원류』 도상과의 연관 

4) 刘显成 ․ 杨小晋, 『梵相遗珍-四川明代佛寺壁画』(人民美術出版社, 2014), p.99. 
5) 각원사 벽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王振會 ․ 院榮春 ․ 張德榮, 

『劍閣覺苑寺明代壁畵』(文化藝術出版會, 2010); 劉顯成,「覺苑寺明代佛傳故事
壁畵藝術探析」,『文藝硏究』25(中國藝術硏究院, 2013); 刘显成 ․ 杨小晋, 『梵
相遗珍-四川明代佛寺壁画』(人民美術出版社, 2014); 金維諾, 『明代寺院佛傳
圖』中國史觀壁畵全集 4(廣東敎育出版社, 2011);  邢莉莉, 앞논문(中央美術學
院 博士學位論文, 2008); 정하담, 앞논문(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Tsai Suey-Ling(蔡穗玲), 앞논문(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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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명 ․ 청대 『석씨원류』 벽화가 어떻게 표현되

는지 파악하겠다.  

 『석씨원류』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유

통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는 판화집은 불암사본(1673년)

과 선운사본(1711년) 두 종류가 있다. 두 본은 전래 경위는 물론 모

본, 형식과 장면의 수도 다르다. 전자는 앞에 그림, 뒤에 글이 적힌 전

형적인 우도좌문(右圖左文)의 형식인 반면 후자는 위에 그림, 아래에 

그림이 그려진 상도하문(上圖下文) 형식이고, 장면 수도 전자는 400

장면, 후자는 408장면으로 다르다. Ⅲ장에서는 이들 판화집이 조선시

대 후기 불전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석씨원류』가 전래되기 이

전과 이후에 그려진 불전도의 양상을 통해 파악하겠다. 더불어 『석씨

원류』가 한참 유행할 당시 조선에서 『석씨원류』처럼 만들어진 『釋

譜詳節』이나 『月印釋譜』가 『석씨원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

해서도 살펴보겠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각원사처럼 『석씨원

류』의 내용 중 석존의 일대기 전체를 표현한 사원은 없다. 하지만 通

度寺 靈山殿에는 석존의 전기 일부와 더불어 각원사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전법 승려와 관련된 장면도 그려졌다. 중국에서조차 표현되지 않

은 전법 승려들을 어떤 목적으로 그린 것인지 규명하고, 불전 장면인 

경우 어떤 장면을 선택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겠다. 또한 

모본이 무엇이고,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

다. 더불어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전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중국 

불전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전도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밝

힐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 새롭게 나타난 화면분할형 팔상도가 

명 ․ 청대 『석씨원류』 및 불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석씨원류』가 갖는 총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지니는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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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석씨원류의 내용과 특징

1. 『석씨원류』의 제작 목적

1) 시대적 배경

 현재까지 전하는 『석씨원류』 판본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제

작자 寶成이 1422년에 시작하여 1425년에 완성한 永樂本이다. 이후 

제작된 명대 판본으로 正統本(1436), 景泰本(1450-1456), 成化本

(1486), 大興隆寺本(1486-1535), 嘉靖本(1556), 萬曆本(1604) 등

이 있어 『석씨원류』가 명대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음

을 알 수 있다.6) 『석씨원류』는 석존의 전기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전법을 위해 노력한 여러 인물에 대한 글과 그림이 400여 장면

이나 되어서 제작하는 데 시간은 물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대 전 시기에 걸쳐 여러 번 판각된 데는 그

에 걸맞은 수요가 꾸준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0여 장면의 판화를 

만들고 새길 수 있는 기술적 여건도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

경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송 ․ 원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한 불교 판화를 제작하는 

전통이 집대성되어 나타난 것이 『석씨원류』이다. 송 ․ 원대에도 『석

씨원류』처럼 판화가 삽입된 불교 경전들이 적지 않게 제작되었다. 현

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御製秘藏詮』, 『妙法蓮華經』, 「妙法

蓮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佛國禪師文殊指南圖贊』 등을 들 수 있

6) 翁連溪, 李洪波, 앞의 책 目錄卷, pp.序3 1-25頁. 필자는 다행히 이 책을 참조
할 수 있었지만 이전 연구자들의 『석씨원류』 판본에 대해 연구 내용에는 자
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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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어제비장전 「御製詮源歌」 불전도, 고려, 일본 南禪寺 소장

다.7) 이 중 『어제비장전』과 『묘법연화경』에 불전 판화가 그려졌는

데, 『어제비장전』에는 불전도가 삽입되었고, 『묘법연화경』에는 경

변상도 안에 佛傳 장면이 있다.8) 둘 다 『석씨원류』처럼 독립된 불전

판화집은 아니다. 일본 난젠지(南禪寺)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에 포함

되어 있는 『어제비장전』 권21 「御製佛賦」와 「御製詮源歌」(도 

1)에 삽입된 판화는 익히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Fogg미술관 소장의 

북송본(1108년 인쇄본) 권13과 성암고서박물관소장의 권6에 실린 판

7) 小林宏光(고바야시 히로미쓰), 김명선역, 『중국의 전통판화』(시공아트, 2002), 
pp.20-27. 

8) 『어제비장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Max Loehr, Chinese 
Landscape Woodcut, (Cambridge, 1968); 張忠植, 「韓國 佛敎版畵의 硏究」 
(1), 『佛敎學報』 1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2), pp.275-306; 李
成美,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版畵: 高麗初期 山水畵의 一考察」, 
『考古美術』 169 · 170 (한국미술사학회, 1986); 千惠鳳, 『韓國書誌學硏
究』 (삼성출판사, 1991); 江上綏 · 小林宏光, 『南禪寺所藏 『秘藏詮』の 木
版畵』 (山川出版社, 1994); 陳昱全, 「北宋 《御製秘藏詮》 版畵硏究」 (臺灣
師範大學美術學系學位論文, 2009); 柳富鉉, 「初雕藏 『御製秘藏詮』 版畵의 底
本과 板刻에 대한 硏究」, 『書誌學硏究』 45 (한국서지학회, 2010); 고려대장
경연구소, 『高麗 初雕大藏經 調査完了 國內報告書』 (비매품, 2010); 高麗大藏
經硏究所, 『高麗 初雕大藏經 調査完了 國內報告書』 (高麗大藏經硏究所, 
2010); 김자현, 「일본 南禪寺 소장 『御製秘藏詮』의 「御製佛賦 · 御製詮源
歌」 판화 연구」, 『미술사학』 Vol.2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 2011);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조조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1호(한국문헌정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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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善財童子五十三參圖〉 宋

화와 아주 다른 석존의 

탄생, 수도, 성도 장면

을 그린 불전도이다.9) 

「어제전원가」 판화에

서 볼 수 있듯이 잘 알

려진 『어제비장전』 

판화의 특징적인 산수

화에 보리수로 가는 석

존을 찬탄하는 장면과 

보리수 아래서 열리는 

설법 장면이 결합한 형

식이다. 이 불전 판화

는 여전히 전통적인 경

변상적 성격이 강한 불

화로 『석씨원류』처럼 

화제에 따른 불전 판화는 아니다. 반면 13세기에 제작된 『불국선사문

수지남도찬』(1210)에 있는 〈善財童子五十三參圖〉(도 2)는 上圖下

文 형식의 판화로, 화면에서 글보다 그림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다. 

이는 기존의 변상도와는 달리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려는 의도가 적극

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0) 이러한 형식이 『석씨원류』의 

판화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송 ․ 원대 이래 통속문학 작품에 삽화가 그려지는 전통이 명대에

도 계속 이어졌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석씨원류』같은 불전

판화집을 낳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명대 초기에 『嬌紅記』(선덕 10

9) 김자현, 위 논문, pp.40-52: 저자는 권21에 삽입된 3장의 판화의 소의경전을 
『普曜經』으로 보고, 『어제비장전』이 제작될 때 존재하고 있었던 『보요경』 
변상을 채용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세밀한 연
구가 요구된다.   

10) 小林宏光(고바야시 히로미쓰) ,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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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435), 『西廂記』(홍치 11년, 1498) 등 읽을거리에 삽화가 그려

지고, 명대 후반에는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등의 소

설이 민간에서 널리 유행했다. 과거에는 글의 내용이 어려우면 암송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그림은 책을 더 많이 읽고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11) 그

러한 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소설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 이야기

는 보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요즘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명대 남경 

일대는 수요가 공급을 낳는, 공급자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어려운 불교 이야기에 그림을 

삽입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한 『석씨원류』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요구였다.         

 명대 불교는 일반적으로 교학적인 면에서는 수 ․ 당대에 비해 쇠락했

다고 한다. 하지만 명초 황실에 의해 『南藏』과 『北藏』이 만들어지

는 등 불경 출판에 있어서는 수 ․ 당대의 융성을 계승했다고 한다. 그

렇지만 황실에서 승려들에 대한 대우가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洪武14년(1382) 황실에서는 남경에 僧錄司, 부, 주 현에는 僧綱, 僧

正, 僧會司를 설치하여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관할하는 정책을 실시하

였다. 3년 뒤 홍무17년에는 도첩 발급을 ‘三年一度’, 즉 3년에 1회

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에 통달했는지 시험

을 치러야 했다. 영락제도 이런 홍무제의 정책을 이어 도첩 발급을 엄

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승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三年一度’

를 ‘五年一度’로 연장했고, 영락16년(1418)에는 많은 승려가 경전

에 정통하지 못하고 멋대로 머리를 깎는 폐해가 발생하자 ‘十年一

度’로 발급을 연장했다. 그리고 부는 40인, 주는 30인, 현은 2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스님이 되는 나이도 이전 20세에서 40세 

11) 小林宏光, 앞의 책, p.41-51: 『교홍기』에는 진홍수가 그렸다는 4점의 〈왕
교낭상〉이 유명하며, 『서상기』는 상도하문의 전통적 구조로 삽화만 앞뒤 합
해 128장 255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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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높였다.12) 어쩌면 이러한 시대 상황이 보성으로 하여금 불교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 佛傳과 중국불교사의 주요 인물들을 집대

성한 『석씨원류』를 낳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먼저 교육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편찬자 寶成의 생애

 『석씨원류』의 편찬자 寶成에 대해서는 정통본에 적힌 ‘大報恩寺沙

門釋寶成’이라는 기록 외에 출신지, 사승관계, 생몰년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석씨원

류』를 편찬하는 동안 머물렀던 대보은사에 대한 소개로 보성의 행적

을 대신해 왔다.13) 보성은 『석씨원류』처럼 명 ․ 청대 여러 번에 걸

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 이른바 베스트셀러의 원작가였고, 성화본에

서는 헌종이 「御製釋氏源流序」에서 칭찬까지 한 승려인데도 『明高

僧傳』에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다. 더구나 『明史』에는 『석씨원류』

의 편찬자 이름을 陳士元으로 잘못 기록하기까지 하였다.14) 이런 상황

이다 보니 대부분 연구에 언급된 보성에 대한 정보는 ①남경에 있는 

대보은사 승려, ②이름 앞의 ‘四明’이라는 문구를 통해 출신지가 영

파일 것이라는 추정뿐이었다.15) 

12) 徐仁範,「명 중기의 賣牒制 연구」,『동양사학연구』85(동양사학회, 2003), 
pp.145- 146.

13) 중국 판화를 집대성한  翁連溪, 李洪波의 앞의 책에서도 보성에 대한 소개는 
대보은사승려라는 것 이외에 더 진전된 것은 없다. 

14) 蔡穗玲, 앞의 책, p.38.
15) 모든 연구에서 당연히 여겨 간과하는 문제 중 하나가 ‘大報恩寺沙門’이라는 

문구에서 보성이 머물렀다는 대보은사가 남경의 삼대 사원 중 하나인 대보은사
와 동일한 사원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석씨원류도가 그려졌던 사천성 보은사
의 경우도 비문에 사명을 대보은사라고 적고 있으며, 보은사라는 이름의 사원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원명이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정통본에 실
린 보성의 발문에 ‘四明釋寶成’이라고 적혀 있다. 四明이 영파에 있는 사명산
을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불교에서는 天台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추후에도 계속 고
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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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연구에서 『석씨원류』와 보성에 대해 가장 치밀하게 분석한 학

자로 蔡穗玲을 들 수 있다. 그녀는 2004년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에서 大報恩寺의 「寺誌」나 명대 남경 지역 문서들

을 조사하였지만 寶成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석씨원류』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인데도 후원자, 

당시 주지 등에 대한 언급도 없고, 대보은사에서 보성의 역할, 지위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수령은 보성이 대보은사에서 지

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승려였을 가능성과 『석씨원류』 제작은 사원

에서 계획한 프로젝트라기보다 보성의 개인적 발원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대보은사가 명대 남경 지역에 있었던 삼대 사원 중 

하나이자 『南藏』을 보관한 황실 후원의 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석씨원류』 각 화제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경전과 불교 관련 문헌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대장경을 비롯한 다양

한 문헌을 보관하고 있던 대보은사는 보성이 글쓰기에 최적의 장소였

기 때문이다.17)

 최근 『석씨원류』에 대해 연구가 늘어나면서 그간 묻혀 있던 寶成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쌓이게 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보성이 찬한 『釋氏要覽』에 실려 있는 서문과 발문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통해 보성의 생애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송대 道誠이 찬술한 『석씨요람』은 불교에 귀의한 승려들을 위해 

이름, 거처, 출가, 사승, 삭발, 법의, 학습, 계법, 교우, 임종 등 승려 생

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안내서이자 일종의 사전이다. 북송 天禧

3년(1019)에 쓰였는데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중간본이 明 宣德8년

16) 蔡穗玲, 앞의 책, pp.38-41.
17) 蔡穗玲, 앞의 책, p.39; 何孝榮, 『明代南京寺院硏究』(古宮出版社, 2013), 

p.104, 149. 특히 何孝榮은 명대 남경에 있던 사원의 수가 600여 사가 될 것
으로 추정했는데, 그 중 靈谷寺, 天界寺, 大報恩寺가 대표적인 3대 사원이고, 여
기에 鷄鳴寺, 能仁寺, 栖霞寺, 弘覺寺, 靜海寺를 합한 八大寺가 국가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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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에 복각됐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보성이고, 거기에 그의 서문

이 전한다. 보성이 쓴 또 다른 책인 『釋迦如來應化錄』이 道誠이 찬

술한 『釋迦如來成道記注』를 많이 참조했으며, 『석씨요람』 서문에

는 자신이 그 책을 출가 이후 40여 년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니, 두 사

람의 활동 시기가 400년 가까이 차이가 있지만 寶成에게 道誠은 시공

을 뛰어넘은 스승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특히 『석씨원류』의 서문

이라 할 수 있는 첫 장면인 〈釋迦垂迹〉의 해설은 다른 장면들에서처

럼 인용 문헌을 밝히고 내용을 쓰는 형식이 아니라 인용한 문헌명이 

없이 시작한다. 그 이유는 보성이 도성이 쓴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시작 부분과 송대 志磐이 쓴 『佛祖統紀』(1269년)의 앞부분을 발췌

하여 조합하고, 그것을 『석씨원류』의 서문처럼 썼기 때문이다.18)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에는 보성이 重刻한 『석씨요람』보다 100

년쯤 지난 1529년에 간행된 『석씨요람』이 전한다. 거기에 실린 보

성의 발문에 쓰인 중각한 이유 등의 내용을 통해 보성의 생애를 유추

할 수 있다.19) 

18) 최연식, 앞의 논문, pp.318-319. 한편 『불조통기』는 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錢唐月輪山沙門道誠 以朝廷覃恩普度 撰釋氏要覽三卷 為
出家者衆法之須知行於世.’Taisho Tripitaka Vol. 49, No. 2035 佛祖統紀,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V1.51, Normalized Version. 

19) 대정신수대장경에 실린『석씨요람』(T.2127)에는 초간본 완성 1년 뒤에 쓰
인 崔育林의 서문이 실려 있다. 邢莉莉도 박사학위논문에서 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의 『석씨요람』에 실린 보성의 발문을 소개하였다. pp.23-25. 보성의 발
문과 『석씨요람』의 서지 정보는 http://baike.baidu.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하버드본에 대한 소개는 없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是書最早有宋刻十卷
本﹐ 見于《郡齋讀書志》﹐ 今不傳﹐ 明宣德八年(一四三三)﹐ 有釋寶成刻本﹐ 据寶成序
云﹐《要覽》舊板湮沒﹐ 其自幼得此集﹐ 隨身四十年﹐ 后率同志顧道珍繕寫 幷捐資﹐ 泊
信官姜晋成等 命工刊板﹐ 印造流通﹐ 以傳列祖心燈不絶. 又嘉靖八年刻本﹐ 乃据宣德
殘本重刻﹐ 卷末刊有“重刊板在慧照寺印行”. 今此本也罕見流傳﹐《中國古籍善本書
目》未著錄. 諸各家書目﹐ 台灣“中央圖書館”僅有日本寬永十年(一六三三) 豊雪齋
刻本﹐ 爲三卷. 日本內閣文庫有明万曆十一年(一五八三) 刻本﹐ 爲二卷. 繆筌孫《藝
風藏書續記》卷二著綠之本﹐ 爲日本刻本﹐  三卷. 又樣守敬《日本 訪書記》卷十六 
《留眞譜》初編第十一冊著录者亦爲日本刻本﹐ 三卷﹐ 云“此本爲日本飜雕﹐ 末有
‘前川茂右衛門尉開板’字樣﹐ 相其字體﹐ 當是三百年前之物.”至于日人森立之《經
笈訪古志》卷五則著錄爲日本活字印本. 又此書曾收入日本《大正藏》第五十四冊﹐ 
均作三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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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권두의 「重刊釋氏要覽前序」에는 宣德연간(1425-1435)에 ‘대

보은사의 건실한 비구가 복간했는데(보성의 이름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판이 낡아 아쉽다’고 했다. 이로 보아 이 

때 새로 만든 판의 모본은 초간본이 아닌 대보은사에 머물렀던 보성이 

만든 중간본임을 알 수 있다. 권말에 보성의 「釋氏要覽跋」이 실렸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이래 40년 간 송나라 道誠이 쓴 『석씨

요람』을 갖고 있었는데, 『석씨요람』의 옛 판이 망실되자 宣德원년

(1426) 황제의 은총을 받아 새로 판각하게 되었다. 그 목적은 천하

의 어린 승려들을 제도코자 함이다. 顧道珍에게 글을 쓰게 하고, 姜

普成 등에게 판을 새기게 하여 간행, 유통하니 시주하는 사람과 불법

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다.’

 발문 말미에 쓰인 ‘大明宣德八年龍集癸丑孟夏四月如來結制日大報恩

寺堅密室沙門釋寶成謹誌’를 통해 중간본이 제작된 시기, 대보은사에

서의 보성의 역할과 함께 알려지지 않았던 보성의 생애를 조금이나마 

조각해 볼 수 있다. 즉, 보성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고, 『석씨요람』

을 간행한 宣德8년(1433)이 출가한 지 40년쯤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선덕8년 당시 보성의 나이를 50대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20) 일반적

으로 왕조 교체기에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면 보성이 더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하더라도 洪武연간

(1368-1398) 중반인 1380년 전후해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석씨원류』를 간행한 洪熙元年(1425)과 正統元年

(1436)에 보성은 황실사원이라 할 수 있는 대보은사에 머무르고 있었

고, 그 사이 기간인 1433년에 『석씨요람』을 간행하였으며 당시 신

분은 ‘堅密室比丘’였다. 1436년 간행된 『석씨원류』 정통본에도 

20) 邢莉莉도 1433년에 50세 내외였을 것으로 보았다.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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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견밀실사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21) 견밀실이 정확

히 어떤 곳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보은사가 남전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던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밀실’이란 용어가 지닌 의미를 감안

하면 대장경 등을 보관하는 수장고 같은 곳일 가능성도 있다. 何孝榮

의 『明代南京寺院硏究』(고궁출판사, 2013)에는 명대 기록에 나타난 

사원에서 생활하는 승려들의 계급을 20종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급여

까지 밝혔는데, 20종 계급 중 대보은사에는 마지막의 律僧을 제외한 

19종의 계급이 있었다. 이들 계급에 ‘견밀실’이란 명칭은 없는 것으

로 미루어 보아 ‘견밀실비구’는 말 그대로 견밀실을 책임지는, 또는 

견밀실 소속의 승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종의 계급에 비추어 보

면 이러한 의미로는 작은 전각을 담당하는 堂司僧(12번째, 급여 米3石

5斗)이거나, 견밀실에서 공부하는 學僧(18번째, 급여 米3石5斗)일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8번째 관사승부터 20번째까지 급여 차이가 없던 

것으로 보아 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위 7번째까지 계급을 제

외하면 나머지 계급의 순서는 역할의 차이지 신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보성은 특별한 직책을 갖지 않은 일반 승려였거나 여러 

서적을 두루 섭렵하며 공부하던 학승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22) 선덕

원년은 전대 洪熙帝가 재위 1년 만에 죽고 宣德帝가 1425년에 황위를 

물려받아 맞이한 첫 해이다. 발문에서 寶成이 선덕원년이래 황제로부

터 큰 은혜를 입어 처음 출가한 승려들을 제도하기 위한 『석씨요람』

을 간행한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

째, 대보은사가 황실사원이다 보니 1425년에 보성이 간행한 『석씨원

류』가 황실에 전해졌을 가능성과 둘째, 전해지지 않았어도 보성이 

21) 翁連溪, 李洪波, 앞의 책, pp.序3 3-4頁.
22) 명대 남경의 3대 사원인 대보은사에는 다양한 계급의 승려들이 있었고, 사원

에서 받는 급여도 직급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20개의 계급이 있
었는데, 대보은사에는 마지막 律僧만 제외하고 다 있었다. 大住持, 敎學僧, 通經
優給僧, 前堂僧, 維那僧, 書記僧, 管事僧, 直庫僧, 直日僧, 管殿僧, 管塔僧, 堂司
僧, 淨發僧, 施茶僧, 音樂僧, 管莊管州僧(催租管州僧), 牒僧, 學僧, 禪僧, 律僧이
다. 何孝榮, 앞의 책, (古宮出版社, 2013).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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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요람』과 같은 책을 제작하는 적격자로서 신뢰를 받고 황실로부

터 의뢰를 받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다. 여하튼 황실로부터 책 편찬에 

대해 의뢰 또는 치하를 받았고, 그것을 ‘황제의 은총’이라고 서문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보성은 불교 경전에 

해박한 승려이면서 불교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는 사업가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락제 때부터 계속 내려온 도첩제 강화의 원인이 

승려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사를 알

기 쉽게 풀이한 책은 나름 수요가 있었을 것이다. 두 책 모두 직․  간

접적으로 황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석씨요람』의 서문은 정통본에서 보성이 쓴 題記의 내용과 일

치하는데, 이에서 보성의 동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33년 『석씨요람』의 글을 쓴 顧道珍은 이전에 이미 보성과 함께 

편찬 작업을 했던 동업자이다. 그는 1425년 간행된 영락본 『석씨원

류』의 112,000여 자에 달하는 글을 썼고, 『석씨요람』이 간행된 3

년 뒤에 만들어진 정통본(1436) 편찬에도 함께 작업했다. 그리고 언

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버드대학교 엔칭도서관에 있는 『敎

誡新學比丘行護律儀』도 보성과 고도진 두 사람이 합작하여 판각하고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고도진은 보성에게 가장 중요한 조력

가 중 한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23) 「석씨요람발」에서 보성이 고도

진을 ‘同志’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으며, 연배

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舊板湮沒﹐ 其自幼得此集﹐ 隨身四十年﹐ 后

率同志顧道珍繕寫 幷捐資﹐ 泊信官姜晋成等 命工刊板﹐ 印造流通).

 보성의 몰년이나 정통본 『석씨원류』가 제작된 1436년 이후의 행적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락본 등 초기 제작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조사 및 연구와 그가 간행한 다른 자료 등에 실린 서문, 발문 등

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가 요구된다.

23) 邢莉莉, 앞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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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 의도

 『석씨원류』의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명대 永樂本(1425), 正統本

(1436), 景泰本(1450-1456), 成化本(1486), 大興隆寺本(1486-1535), 

嘉靖本(1556), 萬曆本(1604)과 청대 云南本(가경4년 각본, 1799), 

嘉慶本(가경13년 각본, 1808)), 同治本(1870), 光緖7年本(1881), 光

緖33年本(1907)을 들 수 있다.24) 이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영락본

은 부분만 전하여 편찬자 寶成의 발문을 확인할 수 없다. 대신 두 번

째 제작된 정통본에 보성의 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명 황실 제작본

인 성화본(1486), 청대 판본의 모본이 된 가경본(가경13년 각본, 

1808))에 각각 明 憲宗의 御製序, 淸 鎭國公 永珊의 서문이 실려 있

다. 이들 서문의 내용을 통해 각 시대별 『석씨원류』의 제작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석씨원류』 상권 첫 장면인 〈釋迦垂迹〉과 

하권의 첫 장면 〈諸祖遺芳〉은 다른 장면들과 달리 인용 문헌을 제시

하지 않았고, 각 권의 서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성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정통본에 실린 편찬자 보성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1) 정통본 발문(1436)

如來

應跡投緣 隨機闡敎 / 化啓憍陳 道終須跋 / 漢明感夢 靈應彌彰 / 諸祖

繼出 弘揚此道 / 文積巨万 簡累大千 / 像法侵末 信樂彌衰 / 文句浩漫 

尠能該覽 / 備抄衆典 顯證深文 控會神宗 辭略意曉 / 標題圖畵 取則成

規 目曰 釋氏源流 / 募緣鋟梓 用廣流通 使見聞者 可不勞而博矣  

時洪熙元年歲在乙巳秋七月解制日 四明釋寶成誌25) 

24) 翁連溪, 李洪波, 앞의 책, pp.序3 2-25頁. 이외에도 건륭본 등 몇 개의 본이 
더 있다. 본 연구에서는 翁連溪의 판화전집에 수록된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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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께서는

인연에 따라 자취를 나타내고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천양하셨다

교화의 시작은 憍陳如요 마지막은 須跋陀라

漢 明帝가 꿈에 감응한 후 신령한 모습 세상을 두루 밝히니

여러 조사가 이어 나와서 이 도를 널리 펴서 

쌓인 글 수만 권에 이르고 책이 대천세계에 가득하다

像法에서 차츰 末法의 시대로 갈수록 믿음과 즐거움이 조금씩 쇠퇴하고

문구가 넘치고 넘쳐 능히 두루 볼 자가 드무니  

여러 책을 가려서 심오한 문장은 분명히 드러내고

정신과 근원을 회통시켜 표현은 간략하지만 뜻을 분명히 하고

표제와 그림을 취하여 규범으로 삼고 제목을 석씨원류라 붙였다

기금을 모아 판각하여 널리 유통케 하니 

견문이 있는 사람은 애쓰지 않고도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석씨원류』의 제작 목적은 불교 전래 이

래 석존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수만 권이 넘지만 말법의 시대로 접

어들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널리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법을 지키려는 보성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목을 『석씨원류』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보성은 석존의 

자취 즉 佛傳과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한나라 명제 이래 여러 승려들

이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화에 대해 쓴 책을 두루 섭렵한 

25) 寶成의 정통본 발문의 볼드체는 僧旻, 寶唱이 편찬한『經律異相』(T.2121)의 
서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T2121: 如來應跡投縁 隨機闡教 兼被龍鬼 匪直天人 
化啓憍陳 道終須跋 文積巨萬 簡累大千 自西徂東 固難得而究也 若乃劉向校書 玄
言久蘊 漢明感夢 靈證彌彰 自茲厥後 傳譯相繼 三藏奧典 雖已略周 九部雜言 通
未區集 皇帝同契等覺 比徳遍知 大弘經教 並利法俗 廣延博古 旁採遺文 於是散偈
流章 往往而出 今之所獲 蓋亦多矣 聖旨以爲 象正浸末 信樂彌衰 文句浩漫 鮮能
該洽 以天監七年 勅釋僧旻等 備鈔衆典 顯證深文 控會神宗 辭略意曉 於鑽求者 
已有太半之益 但希有異相 猶散衆篇 難聞祕説 未加標顯 又以十五年末 勅寶唱鈔
經律要事 皆使以類相從 令覽者易了 又勅新安寺釋僧豪 興皇寺釋法生等 相助檢讀 
於是博綜經籍 擇採祕要 上詢神慮 取則成規 凡爲五十卷 又目録五卷 分爲五秩 名
爲經律異相 將來學者 可不勞而博矣  梁沙門僧旻 寶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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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림까지 곁들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

들었다. 제목을 ‘석씨’로 붙인 이유는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뿐만 아

니라 불법을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한 승려, 재가신도 등 불교를 신봉

하는 모든 이가 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석존의 사적 208장면만 다룬 

청대에 만들어진 간행본은 석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목을 

『석씨원류』 대신 『釋迦如來應化事蹟』, 『釋迦如來密行化迹全譜』

등으로 바꾸었다. 내용을 석존의 전기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석

씨’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원류’라는 용어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불법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졌

는지 밝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26) 

 그런데 흥미롭게도 보성의 발문은 『석씨원류』에서 7번을 인용한 남

북조시대 양나라 때 僧旻, 寶唱이 편찬한『經律異相』의 서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27) 발문 중 볼드체로 된 것이 『경률이상』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말하자면 상당 부분 다른 책의 내용을 표절한 것

이다. 더구나 표절한 것이 내용 중 일부가 아니라 저자의 편찬 입장을 

적은 발문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하

지만 보성이 다른 사람의 글 일부를 자신의 책 발문에 쓴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추정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두 책의 제작 목적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경률이상』의 佛部와 僧部 내용이 『석씨원류』

처럼 佛傳과 전법 승려(승려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었지만 극히 소수

다)들의 특별한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성이 

『석씨원류』를 편찬할 때 『경률이상』의 내용 및 출전뿐 아니라 그 

26) 최연식, 앞의 논문, pp.317-324.
27) 이에 대해 蔡穗玲은 이를 ‘Mysterious Phenomena’라고 완곡하게 표현하

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 대보은사(창건 당시 建初寺)가 『출
삼장기집』, 『석가보』를 지은 僧佑(445-518)가 머물렀고, 보창 역시 대보은
사에 머물렀던 인연을 들었다. 또한 너무 많은 책과 이론이 나오면서 정법이 쇠
하고 말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정법을 지키고, 보다 많은 사람에
게 알린다는 같은 목적에서 두 책이 편찬됐고, 이는 중국 화가들이 대가의 작품
을 전이모사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蔡穗玲, 앞의 책,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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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도 참조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대 배경이 다른 『경률이

상』의 서문을 보성의 발문에서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보아 보성은 글을 잘 쓰는 승려라기보다 400여 가지의 이야기

를 여러 문헌에서 뽑아 280여 자로 압축,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

람인 것 같다. 발문도 다른 장면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입장과 

유사한 다른 글을 발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률이상』은 양 

무제가 경전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승민, 보창 

등에게 칙령을 내려 만든 책이다. 보성은 『경률이상』 서문의 총 311

자에서 원하는 내용 77자를 뽑아 자신이 편찬한 106자의 『석씨원

류』 발문으로 활용하였다. 두 책이 편찬된 시차가 940여 년이 되고, 

하나는 황제가 백성을 위하여 뛰어난 승려에게 명해 만든 것이고, 다

른 하나는 대보은사의 한 승려가 만든 것인데 발문의 내용 ⅔인 77자

를 같게 할 수 있는 것은 편찬 목적이 유사하다는 것보다 보성의 뛰어

난 편집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석씨원류』 〈釋迦垂迹〉

 보성의 뛰어난 편집 능력은 상권의 첫 장면 〈釋迦垂迹〉과 하권의 

첫 장면 〈諸祖遺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씨원류』 400여 장

면은 ‘因果經云’, ‘佛本行集經云’, ‘周書異記云’처럼 서두에 인

용 문헌의 출처를 밝힌다. 그런데 이 각각 상 ․ 하권의 첫 장면에는 출

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질 장면들에 대한 서문

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28) ‘垂迹’이라는 의미대로 석존의 자취

를 드러내는 이유를 밝혔는데,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북송대 승려

인 道誠의 『釋迦如來成道記註』와 志磐의 『佛祖統紀』의 앞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29) 이후는 석존의 출생, 출가, 성도, 첫 설법, 전법활

28) 최연식, 앞의 논문, pp.317-324.
29) 최연식, 위 논문,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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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열반의 준비와 열반, 그리고 열반 이후 불법의 계승과 관련된 장면

들로 이어진다. 〈석가수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석가란 말은 범어이다. 중국말로는 能仁이며, 사바세계에 출현한 

부처님의 성이다. ‘垂迹’은 보리심이 지극함을 말한다. 신묘 적통

하고 원만한 지혜로 비추어 보니 그 道는 형상과 인식의 영역을 넘

고 진리는 생멸의 경계를 환히 드러냈다. 

[2]그래서 석가여래가 처음 부처가 된 후에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

생을 이롭게 하고자 시작과 끝을 보여주었다. 성인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강생하여 자취를 보인다. 자취를 살펴보면 

근본의 오묘함이 드러난다. 근본은 법신을 말하고, 자취는 팔상이다. 

법신으로 팔상을 나타내고, 팔상으로 말미암아 법신을 드러냈으니, 

근본과 자취가 서로 융합하여 불가사의함을 두루 갖추었다. 

[3]어찌 (석가여래가) 정말로 왕궁에서 태어나고, 실제로 쌍림에서 

열반했겠는가? 다만 중생들을 오랜 미혹에 빠진 것을 가엾게 여겨 

함께 대각으로 이끌기 위해 인연을 타고 감응한 것이다. 그렇게 감응

하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어찌 세상을 깨우칠 수 있었으며, 이름 

없이 태어났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인도했겠는가? 그래서 이름을 석

가라 하고, 刹利 계급으로 태어나니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몸이고, 

人天 중에 가장 빼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궁을 나가 태자

의 신분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후, 금륜을 굴려 

세상을 밝히고 백호광명을 내어 법계를 제도하였다.

[4]이제 여래가 행한 그 인연의 수행에 대해 말한다면, 경론을 끌어

내어 성인의 원천을 서술해야 하며, 법왕의 일대 교화와 위의를 밝힘

으로써 그 시종의 의의를 이해해야 한다. 

[5]이것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화신으로 세상에 몸을 나타낸 이유

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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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가 중생을 깨우치고자 이 땅에 나온 자취를 살피면 불교 근

본의 오묘함을 알 수 있다는 〈석가수적〉의 내용은 『석가여래성도기

주』와 『불조통기』 두 책에서 인용하여 교묘하게 결합하였다. 첫 번

째 단락[1]은 『석가여래성도기주』에서, 두 번째 단락[2]는 『불조통

기』,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단락[3, 5]는 다시 『석가여래성도기주』

에서 발췌하였다. 네 번째 단락[4]만 두 책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전후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출전 미상의 문헌에서 발췌했을 

가능성이 많다. 확인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보성 자신이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록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

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표절했지만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이 하고픈 이

야기, 즉 자신이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중생

을 제도하고자 세상에 나투신 석존의 자취를 통해 불교의 근본을 헤아

리자는 것이다.31)      

30) 이광우, 『釋氏源流應化事迹』권1 (법보원, 2006), pp.2-3; 최연식, 앞의 논
문, pp.318-319. <석가수적>의 내용은 두 저자가 번역한 부분을 참조하여 정
리하였다. 아래 원문에서 볼드체는 『釋迦如來成道記註』와 『佛祖統紀』에서 
인용한 것이다. 

   [1] 釋迦者梵語也 華言能仁 即娑婆世界化佛之姓也 謹按長阿含經云 昔有轉輪王 
姓甘蔗氏 (중략) 觀夫釋迦如來之垂跡也 觀夫者 發語之端緒也 釋迦如來見上註 
垂跡者 祐法師云 蓋聞菩提之為極也 神妙寂通 圓智湛照 道絕形識之封 理畢(顯)
生滅之境 (釋迦如來成道記註) [2] 釋迦如來 最初得佛之後 大悲利物 未來不息 
以故果後示權 數數出世 (중략) 始終 況於十方國土 唱生唱滅 處處不同 (하략) 
(佛祖統紀通例 - 釋本紀) 如來聖人之利見於世也 則必有降本垂跡開跡顯本之妙存
焉 夫本者 法身 之謂也 跡者 八相之謂也 由法身以垂八相 由八相以顯法身 本跡
相融俱不思議 自非法華開 近顯遠 開跡顯本之談 (하략)(教主釋迦牟尼佛本紀第一
之一 明本跡)

  [3] 豈實誕於王官 寧真謝於固林哉 但憫群萌長寢 同歸大覺緣來斯化 感至必應 若
應而不生 誰與悟俗 化而無名 何以導世 是以標號釋迦 擅種剎利 體域中之尊 冠人
天之秀 然後脫履儲宮 真觀道樹 捨金輪而馭大千 明玉毫而制法界 (釋迦如來成道
記註-觀夫釋迦如來之垂跡也)

  [4] 今約如來因行 引經論敍聖源 用明法王一代化儀始終之義 (보성 또는 출전 미상)
  [5] 此其所以(度重生)垂跡也 (釋迦如來成道記註- 觀夫釋迦如來之垂跡也)  
31)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두 권의 책에서 인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연식

은 『석씨원류』상권에서 이 항목에서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보성이 이 
책을 만드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최연식, 앞 논문,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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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석씨원류』 〈諸祖遺芳〉 

  序에서 말했다. 불교의 道는 본래 처음부터 세간에 있었으니, 서

로 밀고 옮기는 사이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존이신 석가

여래가 쌍림에서 입멸한 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중국에서는 

周 昭王 갑인년 부처가 태어날 때 빛이 비추었고, 穆王 임신년 부

처가 돌아가실 때는 땅이 흔들렸다. 漢 明帝의 꿈에 나타난 이후 

여러 조사들이 계속 뒤를 이어 세상에 나와 이 도를 전수하고 호

지하였다. 攝摩騰은 경전 번역을, 佛圖澄은 神異함을 보였다. 天台 

智顗는 法華經을 널리 폈고, 菩提達摩는 부처의 心印을 전하였다. 

玄奘은 경전을 구해 왔고, 慈恩 窺基는 論書를 지었다. 昭慶 靈芝

는 계율을 이었고, 淸凉과 賢首는 화엄의 가르침을 열었다. 百丈은 

淸規를 만들었으며, 四明은 敎觀을 중흥하였다. 이들은 모두 불력

을 계승하여 자비로 근본을 삼고 괴로움을 구제하는 활용으로 여

러 중생들이 삿된 것을 버리고 올바름을 따르며 잘못을 고치고 선

함을 행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였다. 중생이 바라

는 것은 모두 만족시켜 주면서 그들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인도

하여 수행과 정업을 통해 마침내 적멸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삼보를 지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

었던 것이다. 위로는 황제와 현신들이 일찍이 부처의 부촉을 받아 

불법을 존중하였다. 비록 逆順의 자취가 있었지만 一理로 돌아감을 

궁구하여 아무도 (불법을) 없앨 수 없었으니, 이는 이 도가 항상됨

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32)

(※ 진하게 칠한 부분 -『불조통기』에서 인용)

 『석씨원류』 하권의 첫 장면 〈제조유방〉에서도 〈석가수적〉과 마

찬가지로 인용문의 출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석가수적〉과 다른 

32) 이광우, 앞의 책 3권, pp.4-5. 이광우가 번역한 『석씨원류응화사적』은 불전 
연구에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옥의 티라면 「어제석씨원류서」에서 寶成처
럼 인명이나 지명을 직역하는 오류가 몇 군데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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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면 내용 일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보성 자신이 적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첫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문구(東流震

旦, 昭王甲寅, 穆王壬申佛滅地動, 諸祖繼出 傳持此道, 所以住持三寶今不

斷, 究一里之歸)가 『불조통기』에 있는 것이지만 〈석가수적〉에서처

럼 단락 전체를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다.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항

목 대부분은 한 명의 주인공에 대한 일화를 280여 자로 압축하여 서

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 〈諸祖遺芳〉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

지 일화만 다루지 않고 내용의 ¼은 지의, 사명 등 이름이 널리 알려

진 승려들의 활동을 열거하는 데 할애하였다. 그 이유는 이 화제 뒤에 

이어지는 하권의 내용이 바로 그들과 같은 중국 승려의 업적이나 신이

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제조유방〉이 하권 전체의 서문과 같은 성

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33) 중생들이 그것을 본받아 삿된 것을 버

리고 정법을 지키게 하려는 그의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釋氏’를 다룬 이 하권 200항목이 있음으

로써 이 책의 제목이 『釋迦如來應化錄』이나 『釋迦如來應化事蹟』이 

아니라 『석씨원류』가 되었다.  

 (4) 「御製釋氏源流序」(成化本, 1486년) 

 

(전략) 아! 대도는 이름이 없고,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깊이 수행

하고 연마한 사람이 그 궤범으로 장래의 일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사

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따를 바를 모를 뿐만 아니라 무리를 지은 

자들 역시 망령된 생각으로 어두운 길을 가서 따를 곳이 없어져 성

역에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33) 최연식, 앞 논문, pp.320-321. 최연식은 〈제조유방〉의 내용을 다른 책에서 
인용하지 않은 보성 자신의 글이며 서문 형식으로 썼다고 했다. 그렇지만 곳곳
에 다른 책에서 인용한 문구가 있고, 첫 문장 ‘서에 말한다’는‘(불조통기) 
서에서 말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보성 자신의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글을 자신의 서문처럼 쓴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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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성화본 「御製釋氏源流序」, 明

 이것이 짐이 보성이 쓴 『석

씨원류』라는 책을 정무 도중 

틈틈이 보게 된 이유이며 읽

고 보니 그의 마음 씀씀이와 

부지런함을 가상히 여기지 않

을 수 없었다.

 이에 다시 새로 판을 만들고 

널리 전하여 장차 모든 사람

들이 함께 정법에 귀의하여 

윤회의 액난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니, 그것이 또한 世

道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니, 

이에 그 첫머리에 간략하게 

서문을 쓴다.

성화22년(1486) 8월 15일

 明 憲宗이 쓴 이 내용도 앞에

서 살펴본 보성이 각 권의 서

문처럼 쓴 〈석가수적〉, 〈제

조유방〉의 의미와 크게 다르

지 않다. 즉 불교가 중생을 교

화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모든 

이들이 정법에 귀의하면 백성

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寶成은 승려의 입장

에서 이 책이 널리 유포되어 중생을 교화하고 더불어 불교가 쇠퇴하지 

않기를 바랐다면, 헌종은 불교의 교리가 세상에 확산되면 백성과 국가

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 책이 널리 

유포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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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重繪釋迦如來應化事迹緣起」(淸, 嘉慶本, 1794년, 1808년 간행)  

     

(전략) 내 이전에 한 승려로부터 명본 『석씨원류』 한 부를 받았는

데, 그림과 글의 깊은 내용이 사람들이 한 번 보기만 해도 세존의 자

취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게다가 가슴 속에서 존경심을 일어나게 

하고 미혹한 마음도 없애주었다. 누구든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정진하

게 하지만 아쉽게도 글과 그림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다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널리 유

통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의심이 생기거나 모호한 부분이 생기면 

覺生과 澈公에게 교정을 받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완성하였다. 그리

고 인도식 의관, 지물, 궁실, 성곽을 오늘날 모습으로 바꾸었다(잔국

공 영산은 『석씨원류』의 복식, 건물 등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묘사

되어 인도식으로 오인했거나 한족 풍습이어서 의도적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다). 다만 三衣 一鉢의 법식은 그대로 두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이전 것과 동일하다. 불상을 표현할 때는 두광과 연화좌를 

표현하되 나머지 인물들에게는 두광을 표현하지 않았다. 성불 이후에

는 제자, 천룡, 천신도 모두 두광을 표현하였다. 모두 성인이고 천인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순도 신통복력의 천인이지만 邪와 正이 구

분돼야 하므로 두광을 그리지 않았다. 정미년(1787) 여름에 시작하

여 계축년(1793) 겨울에 마쳤다. 그 동안 글 쓰는 이는 두 번, 화공

은 세 번을 바꿨고, 총 7년이 걸렸다. 이로써 내 원은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은덕이다. 여기 그 과정의 시종을 간단히 적었는

데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후 내 바람은 이 글과 그림을 보는 

사람이 글로써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림으로써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후략)

乾隆歲次癸丑佛成道日歸依三寶弟子 鎭國公永珊薰浴謹識34)

  

34) 계축년은 1793년이지만 그해 겨울 불성도일인 음력 12월 8일에 서문을 적었
다. 만세력에 의하면 1793년 음력 12월 8일은 서기로는 1794년 1월 9일에 해
당한다. 편찬된 해가 계축년(1793)으로 알려졌지만 12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
하면 1794년이어서 편찬 연도를 1793년 대신 1794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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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에 따르면 신심이 깊은 재가신도의 입장에서 永珊은 『석씨원

류』가 석가모니의 자취를 이해하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는 

데 좋은 책이지만, 명대에 그려진 그림이 당시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보았고, 구성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그 자신이 화가였기 

때문에 아마도 상도하문 형식의 정통본이나 대흥륭사본의 세밀하지 않

은 판화는 눈에 차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영산이 청대 후기 『석씨원

류』 유형의 불전고사화집의 모본이 된 가경본 『釋迦如來應化事蹟』

을 만든 목적은 석존이 이 세상에 나툰 이유를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전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이전의 불합리한 그림을 현실에 맞는 배

경, 건물, 복식 등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이 영산 자신에게는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 길이기도 했다.   

 이상 시대를 달리하여 판각된 정통본, 성화본, 가경본 세 판본의 제작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제작 목적은 바로 석존이 이 세

상에 온 까닭과 그 가르침, 그리고 불법이 어떻게 전해지고 지켜졌는

지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먼저 寶成이 선택한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뽑고, 그 내

용을 대략 280여 자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쉽게 이해시

킬 수 있는 그림을 곁들이는 것이다. 판화에 삽화가 들어가는 것은 송 

․ 원대 이래 전통이기도 하지만 명대에는 통속소설에 삽화가 그려지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장르였다. 비록 작업은 쉽지 않

았겠지만 그 목적은 충분히 충족시켰을 것이다. 성화본은 황실에서 만

든 것이어서 정통본보다 훨씬 판의 크기도 크고 글씨와 판화 모두 세

밀하고 뛰어나다. 그리고 정통본의 상권 206(맨 앞에 일렬 번호를 매

기지 않은 〈석가수적〉,〈최초인지〉까지 포함하면 208) 항목, 하권 

202 항목처럼 권이나 책으로 나누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 수를 정리

해 상권(1-2권) 200, 하권(3-4권) 200 항목으로 정리하고, 권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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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의 「御製釋氏源流序」와 唐 王勃이 쓴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

記」를 수록하였다. 왕발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는 사실 『석

씨원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새로 실린 황제의 御製序에

서 밝혔듯이 백성들이 불교 교리를 알면 世道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석씨원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글이 필요했을 것이다. 唐代 

王勃이 문인으로서 명망이 있었고 그가 쓴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

기」가 분량도 적절했기 때문에 어제서 뒤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의 『석씨원류』와 차별화된 새로운 『석씨원

류』, 즉 후에 만력본에서 『釋氏源流應化事迹』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석씨원류』가 탄생한 것이다.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가 ‘응화

사적’이란 명칭의 연원이 되었다. 가경본의 경우도 일차 제작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 보성이 만든 지 400년이 지난 시점

에서 만주족 황실의 종친이자 안목 높은 화가인 영산에게 기존의 『석

씨원류』는 볼품없는 구시대의 유산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세상과 사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다. 영산은 이전의 은유적인 표현 대

신 현실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직설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

러한 사실적 표현은 서양 문물이 줄기차게 들어온 18세기를 거쳐 19

세기 초까지 살았던 진국공 영산에게는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였다. 영

산에게 중요한 것은 석존의 전기를 더욱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 승려들과 관련된 후반부를 빼고, 석존에 집중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석가여래응화사적』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일부 형태와 

이름이 바뀌었지만 명초 보성, 명 중기의 헌종, 청대 영산이 『석씨원

류』(후에 『석씨원류응화사적』으로도 불림), 『석가여래응화사적』

을 제작한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중생을 위하는 불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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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씨원류』의 구성과 내용

 1) 구성

 『석씨원류』의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명대 영락본(1425), 정통본

(1436), 경태본(1450-1456), 성화본(1486), 채회본(청 동치연간), 

대흥륭사본(1486-1535), 가정본(1556), 만력본(1604) 8개 판본과 

청대 건륭본(건륭2년, 1737), 운남본(가경4년 각본, 1799), 가경본

(가경13년 각본, 1808)), 청초본(도광5년, 1825), 동치본(동치9년, 

1870), 광서7년본(1881), 광서33년본(1907) 등의 판본을 들 수 있

다. 

 먼저 명대 판본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책

의 이름은 보성이 처음 만들 당시처럼 대부분 『석씨원류』라 명명하

였으나, 1604년 만력본은 『釋氏源流應化事迹』이라고 책 이름에 

‘응화사적’이라는 네 자를 추가하였다. 경태본(1450-1457)을 『석

씨원류응화사적』이라고 지칭한 연구도 있다.35)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경태본이 완질이 아니고, 전하는 140 항목 어디에도 『석씨원

류응화사적』라고 지칭할 수 있는 단서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따라서 『석씨원류』

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만력본이 나오기까지는 보성이 처음 지칭한 대

로 『석씨원류』라고 불리다가 명말 만력본에서 『석씨원류응화사적』

으로 바뀐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력본에서 『석씨원

35)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목록권, 序3 5項 참조. 경태본이 30년 뒤에 만
들어진 성화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판화라는 점에서 양자 간 밀접한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이 완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周心慧, 李之檀이 『中國古代佛敎版畵』, 『中國版畵全集․ 佛敎版畵』에서 경태
본을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고 지칭한 것은 경태본이 명 정부에서 만든 판
화집이고 후대 황실에서 만든 판화집을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명명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차후 판본에 대한 구체적
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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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명대 『석씨원류』판본 일람표

명칭 제작시기 형식 항목 수 서문 발문 비고

釋氏源流
 1422-

1425
(영락본)

上圖下文 降伏六師

정진탁,『중국고
대목각화사략』

1423각본
불판전집 5권   

蔡穗玲 寶成 Ⅰ

釋氏源流
 1434-

1436
(정통본)

上圖下文
34.5x22

상권206
하권202

상권 말미
寶成 題記

국가도서관장
(정진탁 구장)
蔡穗玲 寶成 Ⅱ

釋氏源流
 1450-

1457
(경태본)

右圖左文
38.3x18.9

4권
140

영락대전 
관서체

불판전집 10권

釋氏源流
1486

(성화본)

右圖左文
40x24/

광30.1x20

4책
400 항목

御製釋氏源流序
 /釋迦如來成道

應化事迹記

불판전집 
13-16권

蔡穗玲 寶成Ⅲ

釋氏源流
청 동치
(채회본)

右圖左文
광30.1x20

4본
400 항목

불판전집 17권
성화본과 동일

釋氏源流
 1486-

1535
대흥륭사본

上圖下文
38x22.9

198 항목
(상권 208
하권 200)

圓道 刊記
불판전집 20권
蔡穗玲 寶成Ⅱ

釋氏源流
1556

(가정본)
上圖下文
38x22.9

상하권
400 항목

상권: 寶成題記  
 /施主祝語/    
  淨用刊記
하권: 施主祝語

 청 강희연간
 인본/ 불판전  
 집 24-25권
蔡穗玲 寶成Ⅰ

釋氏源流
應化事迹

1604
(만력본)

右圖左文
45x30

4권
400 항목

御製釋氏源流序
 /釋迦如來成道

應化事迹記

불판전집 
31-34권

 ※〈불판전집〉은 〈中國佛敎版畵全集〉(北京楠萍印刷有限公司, 2014)을 가리킴.

 ※ 左圖右文의 판식으로 인쇄했을 때 독자는 右圖左文 형식으로 읽게 됨.   

류응화사적』이라고 지칭한 연원은 명 황실에서 만든 성화본(1486년)

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성화본 서두에 명 헌종이 쓴 「어제

석씨원류서」와 당 王勃이 쓴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가 추가되었

는데, 이 두 서문에서 ‘석씨원류’와 ‘응화사적’ 네 자씩을 취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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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책 제목을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석가여래응화사적’이라는 명

칭은 ‘석가여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교화한 이야

기’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응화’라는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석존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주어인 ‘석씨’

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게재된 두 서문에서 글자를 취합하여 연

결했지만 적절한 연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래된 

『석씨원류』와 그 명칭에도 유효한데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루겠

다. 

 둘째, 보성이 처음 편찬한 영락본의 제작 시기는 142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락본이 제작된 시기를 1423년으로 보는 설과 1425

년으로 보는 설이 있다. 1423년설은 중국 고판화 연구에 영향력이 큰 

鄭振鐸이 『中國古代木刻畵史略』에 명초에 만들어진 목각판화를 설명

하는 장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즉 석가모니가 왕사성에서 여섯 명의 

외도를 신통력으로 굴복시키는 장면을 그린 〈降伏六師〉 장면에 대한 

해설에서 ‘영락연간의 각본으로 약1423년에 간행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이후 학자들이 인용하며 재생산된 것이다.36) 반면 앞에서 살펴봤

듯이 정통본 상권 말미에 실린 보성의 題記에 따르면, 『석씨원류』초

간본은 1422년인 영락 20년에 보성이 편집한 후 글은 顧道珍, 그림은 

王恭, 간행은 喩景溓이 맡고, 洪熙元年(1425년)에 간행하고 보성이 발

문을 썼다는 것이다.37) 

 최근에 나온 『중국불교판화전집』(2014)에서도 정진탁의 주장대로 

36)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목록권, 序3 2頁.
37)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목록권, 序3 2頁. 정통본의 보성의 제기는 다음

과 같다: 如來應跡投緣, 隨機闡敎. 化啓憍陳, 道終須跋. 漢明感夢, 靈應彌彰. 諸
祖繼出, 弘揚此道. 文積巨万, 簡累大千. 像法侵末, 信藥彌衰. 文句浩漫, 勘能該覽. 
備抄衆典, 顯證深文. 控會神宗, 辭略意曉. 標題圖畵, 取則成規. 目曰 釋氏源流. 
募緣鋟梓, 用廣流通. 使見聞者, 可不勞而博矣. 時洪熙元年, 歲在乙巳秋七月解制
日, 四明釋寶成誌. / 大明永樂二十年歲次壬寅, 檢閱抄寫編集, 命善人顧道珍書, 王
恭畵, 喩景濂刊, 又于宣德九年十月命盧陵王榮顯重刊. 正統元年歲在丙辰孟冬十月
吉日, 堅密室沙門釋寶成題. 영락본을 홍희원년본, 정통본을 선덕9년본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홍희원년본, 선덕9년본 대신 영락본, 정통본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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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본의 이름을 ‘영락본’이라고 하고 부제로 ‘약1423년각본’이

라고 달았다.38) 아마도 중국 판화 연구사 끼친 정진탁의 영향력이 강

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진탁도 영락본의 제작 시기를 

정확히 1423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그리고 景泰연간(1450- 

1456)에 제작된 경태본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약1450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약’이란 단어를 붙였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

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진탁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서 이들 판본의 

제작 시기를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영락본의 제작 연대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성이 편집을 1422년에 완성했으니 1년 정

도 뒤에는 판각되어 간행되었을 것이라 추정해서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더욱이 『중국불교판화전집』

의 편찬자 중 한 명인 翁連溪가 현대의 숙련된 판각가에게 확인한 결

과 한 항목을 판각하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이 적어도 7일이며, 『석씨

원류』처럼 많은 항목을 모두 판각하고, 찍고, 책으로 만드는 기간으로 

1년은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며, 사실 1422년에 시작하여 홍희원년

(1425)까지 3년이라는 시간도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타당한 추정이라고 생각한다.39) 따라서 『석씨원류』가 1423년

에 간행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현재로는 보성이 발문을 쓴 1425

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40)  

38)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목록권, 序3 3頁: 翁連溪는 이 영락본을 『中華
古籍總目著錄規則』에 제시된 출판 연대 원칙을 따라 ‘明永樂二十年至洪熙元年
(1422-1425) 刻本’ 또는 ‘洪熙元年(1425) 刻本’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
다고 주장했다.  

39)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序3 3頁. 정하담은 최근 석사논문에서 중국의 
다양한 불전 벽화를 소개하였는데, 佛傳과 관련된 문헌들을 소개하며 『석씨원
류』도 언급했다. 송일기와 邢莉莉의 논문을 인용하여 최근에 1423년본과 경태
본이 알려졌다고 하고, 가장 먼저 간행된 『석씨원류』를 1425년 대신 1423년
으로 파악했다. 그렇지만 경태본이 경우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고, 邢莉莉
의 경우 『석씨원류』의 판본에 대한 소개에 오류와 혼동이 있는 것을 파악하
지 못한 것 같다. 최연식이나 채수령의 논문을 세밀하게 참고했으면 다르게 이
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문헌 및 벽화 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정하담, 「中國 明代 佛傳圖 壁畵의 圖像 硏究」(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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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형식과 장면 수가 판본들에 따라 변했다. 그림과 글이 상하냐 

좌우에 자리잡았느냐에 따라 ‘상도하문(上圖下文)’과 ‘우도좌문(右

圖左文, ‘先圖後文’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41) 이 형식

은 판화의 화면이 가로가 긴지 세로가 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가가 

공간을 어떻게 분할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판본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명 황실

에서 만든 성화본, 만력본은 다른 판본들에 비해 화면이 크고 판화도 

정교하다. 경제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경전에 상도하문의 형식으로 삽화가 들어가는 이른 시기의 예로 오대

(947년)에 제작된 『大聖毘沙門天王像』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송대 

『佛國禪師文殊指南圖贊』(1210)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특히 『불국

선사문수지남도찬』에 실린 〈善財童子五十三參圖〉는 위에 삽화를 그

리고 그 아래에 장면을 설명하는 글자를 각 행 7자씩 8행으로 총 56

자로 정확히 맞추었다.  물론 원본은 송대에 만들어졌지만 영락본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영락연간(1403-1424)에 재차 판각된 『傳法正宗

定祖圖』의 경우 영락 南藏에 속하는데, 南藏이 보성이 머물고 있던 

대보은사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보성이 이러한 형식을 알고 있었을 가능

성이 크다. 상하의 비례가 비슷한 상도하문 형식으로, 하단에 쓰인 각 

조사를 설명하는 글자의 수는 제각각 다르다. 『석씨원류』의 상도하

40) 李之檀, 『中國美術全集 繪畵編 20 版畵』(상해인민미술출판사, 1988). 이 영
락본에 대해서는 제작 연대 외에도 여러 가지에서 학자들 간 이견이 많다. 邢莉
莉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中國美術全集 繪畵編 20 版畵』(상해인민미술출
판사, 1988년)에 실린 ‘영락본은 上圖下文 형식, 상하 2권, 판화는 상권 206
폭, 하권 202폭 총 408폭이며 원본은 소주 西園寺에 있다’는 李之檀의 도판 
해설을 인용, 소개하였다. 반면 蔡穗玲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425년 간
행된 영락본과 1556년에 제작된 가정본을 보성 Ⅰ기로 분류하였다. 두 판 모두 
판식은 上圖下文, 판화 수는 400폭이라고 했다. 채수령은 가정본을 간행한 淨用
과 후원자들, 시주자들의 시주 금액은 물론 여러 곳에 찍힌 인장 등 꼼꼼하게 
분석하여 가정본의 모본은 영락본이라고 보았다. 이 영락본에 대해서는 차후 치
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41) 판식이‘좌도우문’의 경우 인쇄하면 그림이 오른쪽, 글이 왼쪽에 자리잡은 
‘우도좌문’ 형식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후 실제 보는 방향인 ‘우도좌문’으
로 통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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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형식은 이러한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판

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넷째, 『석씨원류』의 항목 수는 400 항목과 408(또는 410) 항목 

두 종류가 있다. 성화본, 가정본, 만력본 등 명대 중후반에 제작된 판

본은 400 항목인데 그 이전에 제작된 정통본, 대흥륭사본은 408 항목

이다. 이 경우 판화에 일렬번호가 부여된 것이 408 항목이고,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서두의 2 항목을 포함하면 410 항목이라고 해야 맞다. 

성화본, 가정본, 만력본은 총 항목이 400장면이지만 정통본, 대흥륭사

본은 408(410)장면이다. 영락본과 경태본은 판본의 신뢰성 여부와 남

아 있는 것이 완본이 아니어서 학자들 간 이견이 있으며 차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42) 다만 잔본이지만 경태본의 경우는 성화본의 모본

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원래 400 항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형식이 상도하문이든 우도좌문이든 명대 판본은 공통적으로 

400여 장면(400, 408 또는 410장면)에 여러 경전에서 발췌된 화제

에 대한 설명문이 짝을 이룬 구조이다. 설명문은 성화본의 경우를 예

로 들면 글자는 12행으로 한 행 24자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284자에

서 288자이지만 글자 수가 적은 항목도 있다. 글자 수가 적은 항목은 

한 행에 23자를 적어 마지막 12행에 한두 자라도 적고 있다. 첫 장면

인 〈釋迦垂迹〉과 2권 마지막 항목인 〈師子傳法〉은 총 255자이며, 

3권 첫 항목인 〈諸祖遺芳〉은 총 254자로 전체 항목 중 글자 수가 

가장 적다. 2권 마지막의 〈毱多籌筭〉은 266자, 4권 마지막 장면 

〈膽巴國師〉도 265자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글자 수가 적다. 〈사자

전법〉, 〈국다주산〉은 내용 중에 게송이 있어서 글자 수가 적지만, 

〈담파국사〉의 경우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권과 3권의 첫 

장면인 〈석가수적〉과 〈제조유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 2권

과 3, 4권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각각 『석가여래성도기주』와 

42) 영락본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 영락본이라고 주장하는 판본
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 38-39 참조.



- 34 -

〈표 2〉 명대 『석씨원류』 판본의 계통도

 직접 영향
영락본
(1425)

상도하문 / ?

가정본
(1556)

상도하문/400

 참조
 관계 불확실

선운사본
(1711)

상도하문/408

정통본  
(1434-1436)
상도하문/410

대흥륭사본
(1486-1535)
상도하문/410

    

청 가경본
(1808)

우도좌문/208

경태본
(1450-1457)
우도좌문/ ?

성화본
(1486)

우도좌문/400

만력본
(1604)

우도좌문/400 불암사본
(1673)

우도좌문/400

『불조통기』의 서문에서 내용 일부를 인용하고, 자신의 글을 추가하

는 형식이어서 다른 항목들과 글자 수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하튼 총 11만 자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여러 경전에서 발췌하여 

각 항목 글자 수를 280여 자로 줄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을 것이다. 

 여섯째, 400여 항목 대부분이 글과 그림이 잘 일치하지만, 두 가지 

사건 이상이 이시동도법으로 그려지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명대 초기보다 후기에 제작된 것에서 글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글을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화공, 판각하는 각수

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진국공 영산이 서문에서 

화원을 세 번 바꿨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제작자의 관심 여부가 글과 

그림에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43) 심지어는 황실에서 제작한 성화

43) 25-26쪽 진국공 영산의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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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도 일치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다. 이 역시 전대에 그려진 본을 보

고 판각하면서 나타나는 실수였을 것이다.

 이상의 명대 판본들의 특징을 종합하여 계통도를 만들면 〈표 2〉와 

같다. 즉 명대 『석씨원류』는 크게 영락본-가정본, 정통본-대흥륭사

본, 경태본-성화본-만력본 세 경로로 나눌 수 있다. 대흥륭사본(정통

본)과 만력본(성화본)이 청 가경본에 영향을 주었고, Ⅲ장에서 다룰 

우리나라에 유입된 『석씨원류』는 성화본과 대흥륭사본 두 종류이며, 

불암사본은 성화본, 선운사본은 대흥륭사본의 번각본이다. 이에 대해서

는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44)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명과는 다른 전통을 갖고 있었다. 복식도 다

르고 머리 모양도 달랐다. 대부분 한족인 승려들이 전법 과정에 보인 

특별한 이야기들은 청 황실의 종친인 永珊에게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

었을 것이다. 同治연간에 만들어진 채회본이나 도광 5년 청초본처럼 

명대 본에 채색을 하거나 복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청대 제작된 

『석씨원류』류의 책은 중국 승려들의 항목은 빼고 佛傳 중심으로 편

집되었다. 그리고 제목도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1737), 『석가

불응화사적』(1799), 『석가여래응화사적』(1808, 1907), 『석가여

래밀행화적전보』(1881)처럼 다양하게 붙여졌다. 내용은 석가모니의 

행적에다 마지막에 迦葉, 馬鳴, 龍樹, 達磨 등 인도 승려들에 대한 항

목이 더해져 총 208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진국공 영산이 편찬한 가경

본부터 시작한 이러한 구성은 이후에 제작된 판화집에 지대한 영향을 

44) 蔡穗玲은 자신의 논문에서 명청대 판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
는 것들까지 모두 모아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보성Ⅰ은 영락본(1425)
과 가정본(1556), 보성Ⅱ는 정통본(1436), 대흥륭사본(명중후기), 선운사본, 
보성 Ⅲ은 황실본으로 성화본(1486), 만력본, 불암사본, 보성 Ⅳ는 청대 가경본
(영산본)을 중심으로 후대 청대본들로 분류하였다. 판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것이 준 영향까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나온 『석씨원류』 분류 중에 
가장 유의미한 분류라 생각한다. 선운사본을 대흥륭사본이 아닌 정통본과 성화
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가경본을 대흥륭사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했는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채수령, 앞 논문, fig.5.1.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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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208 항목의 근거는 정통본 또는 대흥륭사본과 보성이 쓴 『釋

迦如來應化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석가여래응화록』은 열반까지

의 佛傳과 그 이후 최초 결집과 불교를 전파하는 데 영향이 큰 인도승 

가섭부터 달마까지 아홉 명을 소개하고 있다. 대흥륭사본 『석씨원

류』의 맨 첫 장면 〈석가수적〉부터 206번째 항목인 〈達磨西來〉까

지 몇 장면만 다르고 일치한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제작한 연대가 적혀

있지 않다. 권두에 ‘報恩寺沙門寶成編集’이라고 적혀 있어서 보성이 

보은사에 머물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금으

로서는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시기가 보성이 영락

본 『석씨원류』를 편찬하기 시작한 1422년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확

인할 수 없다.45) 여하튼 가경본은 몇 장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정통

본 또는 대흥륭사본이나 『釋迦如來應化錄』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

로 추정된다. (〈표 3〉 참조).

45) 최연식은 『석가여래응화록』이 『석씨원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연식, 앞의 논문,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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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대 『석씨원류』판본 일람표

명칭 제작시기 형식 항목 수 서문 발문 비고

釋迦如來
成道應化
事迹記

1737
건륭2년
(건륭본)

27x20 106
왕발 찬문/ 
南陽山人
逆旅氏序

 제작 관련 4장면
 불전 83장면
 결집 이후 29장면

釋迦佛
應化事迹

1799
가경4년
(운남본)

右圖左文 ?
불판전집 목록 
(序3-17항) 

釋迦如來
應化事迹

1808
(가경본)

右圖左文
(33.5x29.5)

4권 
208 항목

重繪釋迦如來
應化事迹緣起

/ 題記 / 
釋迦如來成道記

불판전집 
54-55권

釋氏源流
1825

도광5년
(淸抄本)

上圖下文
상권 206
하권 202

정통본/대흥륭사
본과 동일

釋氏源流
1870

동치9년
(동치본)

右圖左文

1-4권
208 항목
5권 諸祖
神像字派

重繪釋迦如來
應化事迹緣起

/ 刊記 / 
釋迦如來成道記

가경본 번각본

釋迦如來
密行化迹

全譜

1881
광서7년본

右圖左文
(광32x30)

4함 
208 항목

題記/重繪釋迦如
來應化事迹緣起

/ 刊記 / 
釋迦如來成道記

불판전집 
66-67권

釋迦如來
應化事迹

1907
광서33년본

右圖左文
(20.4x13.7)

4권 
208 항목

重刻刊記 / 
重繪釋迦如來

應化事迹緣起 / 
釋迦如來成道記

불판전집 
68-69권

 ※〈불판전집〉은 〈中國佛敎版畵全集〉(北京楠萍印刷有限公司, 2014)을 가리킴

2) 내용 

 명대 『석씨원류』, 『석씨원류응화사적』과 청대 가경본 『석가여래

응화사적』 및 조선에서 번각된 불암사본과 선운사본까지 포함하는 

『석씨원류』류의 불교판화집에 실린 佛傳 및 인도와 중국 불교와 관

련된 항목의 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석가여래응화록』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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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정통본-대흥륭사본에서 조선의 선운사본으로 이어지는 410 

항목의 일화를 실은 판본과 인도와 중국의 일화 중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빼서 두 국가의 일화 수를 같게 통일한 가정본과 경태

본-성화본-만력본-선운사본으로 이어지는 400 항목의 판본이 있다. 

청대에 만들어진 판화집은 중국 승려의 행적을 빼고 오직 佛傳과 인도 

승려의 일화만을 다루었는데, 내용 중 극히  일부만 다르지만 『석가

여래응화록』처럼 208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석씨원류』가 각 판본에 따라 실린 일화의 수가 다른 이유

는 시대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맨 처음 만들어진 영락본(1425)

이 완본으로 남아 있지 않아 400 항목인지 408 항목인지 확정할 수 

없다 보니 중국 학자들은 408 항목으로, 蔡穗玲은 400 항목일 것으로 

추정했다.46) 영락본이 400 항목이든 408 항목이든 그 영향 하에 만

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본이나 정통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현재 전하는 『석씨원류』류의 판화집에 실린 일화의 

수는 총 420 항목이다([부록 3] 참조). 

 정리하면, 완본으로 남아 있는 성화본, 만력본, 가정본은 모두 400 항

목이며 내용도 동일하다. 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와 항목 수가 다른 정통

본, 대흥륭사본을 살펴보면, 두 본의 경우 연유는 알 수 없으나 1권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인 〈釋迦垂迹〉과 〈最初因地〉 두 장면에는 일

렬 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처음 시작하는 항목 구성이 성화본은 ①석

가수적-②如來因地-③上託兜率로, 대흥륭사본은 석가수적-최초인지-

①買花供佛-②상탁도솔로 시작한다. 항목명이 비슷한 〈여래인지〉는 

『과거현재인과경』에서,〈최초인지〉는 『불본행(집)경』에서 내용을 

발췌한 다른 항목이다. 따라서 〈최초인지〉는 새로 추가된 도상이고, 

〈매화공불〉은 꽃을 공양하고 머리를 깔아 진창을 지나게 하는 〈여

46) 현재 남아 있는 소주 서원사본이 하권 17번째부터 187번째까지 항목뿐이어서 
결정적으로 408 항목인지 400 항목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李之檀, 邢
莉莉는 408 항목으로 보고, 채수령은 400 항목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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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인지〉와 동일한 도상이다. 〈선인점상〉다음에 탄생을 기념하기 위

해 죄인들을 사면하는 〈大赦修福〉이 9번째 항목에 추가되었다. 2권

은 사위국의 가난한 노인이 석존을 만나 죄와 복의 보응에 대해 이야

기를 듣는 〈貧公見佛〉부터 〈達磨西來〉까지 206 항목으로 이루어

졌다. 이 중 마지막 부분에 추가된 〈提婆鑿畔〉, 〈天親造論〉, 〈神

僧應供〉, 〈十代明王〉, 〈護法諸天〉, 〈達磨西來〉 6 항목은 성화본

에는 없는 것으로 『석가여래응화록』의 마지막 부분의 6장면과 일치

한다. 3권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화본의 242번 〈梁皇受戒〉

는 같은 내용인데 화제만 〈慧約說戒〉로 바꿨다. 267번 〈毒酒不死〉

은 어떤 이유에선지 〈受戒行慈〉로 대체되었다. 4권에서 306번 〈和

帝受戒〉는 도상과 글 내용은 동일한데 화제만 〈道岸說戒〉로 바꿨

다. 4권 말미에는 원나라 때 승려인 〈普應國師〉, 〈善世禪師〉의 일

화 2 항목이 추가되어 일렬 번호 202번으로 끝난다. 1권에 2 항목, 2

권에 6 항목, 3권에 대체된 1 항목, 4권에 2 항목을 합하면 모두 11 

항목이 400 화제의 성화본 등에는 없는 새로운 장면이다.47)

 청대에 만들어진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은 보성이 『석씨원

류』를 만든 초안일 가능성이 많은 『석가여래응화록』의 항목 수와 

같은 208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성화본이나 만력본처럼 200장면이 아

니라 208장면으로 맞춘 것은 편찬자 진국공 永珊이 쓴 서문에서 밝힌 

승려로부터 받은 『석씨원류』가 성화본이나 만력본이 아닌 정통본이

47) 현재 전하는 圓道가 간행한 대흥륭사본의 상권(1-2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다섯 번째 항목 〈梓潼遇佛〉부터 이백 번째 〈膽巴國師〉까지 실렸는데, 〈膽
巴國師〉의 일렬 번호를 100번으로 잘못 기재하고 이후 실린 〈普應國師〉와 
〈善世禪師〉를 101, 102번으로 적고 있다. 여하튼 하권은 202 항목임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11년 간행된 선운사본의 1권 서두에 대흥륭사본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대흥륭사본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운사본을 통
해 대흥륭사본의 전체 구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하권의 경우 202 항목이 
아니라 200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권 101, 102번이 대흥륭사본 4권 마지막
에 실린 두 항목 〈보응국사〉와 〈선세선사〉여서 아마도 선운사에서 판각할 
때 번호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101, 102번째 항목에 끼워넣고 새로 새
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번각할 때 실수 및 편찬자의 의도에 의해 몇 장면은 
원본과 다르게 새겨지는 경우가 종종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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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흥륭사본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48) 물론 헌종의 「御製

序」는 없지만 왕발의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가 실려 있는 것으

로 보아 성화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항목의 수

가 같고 항목 구성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 특히 성화본이나 만력본에

는 없는 태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죄수들을 사면한다는 〈대사수

복〉이 실렸다는 점에서 대흥륭사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게

다가 현존하는 정통본이나 대흥륭사본의 경우 성화본, 만력본에 비해 

판화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영산이 승려로부터 받은 『석씨원

류』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이나 다른 판화들에 비해 조악하므로 서문

의 내용대로 글과 그림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궁실, 건물, 의관 등을 

실제처럼 바꾸고 원근법 등을 가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식의 판

화집을 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49) 전체 208 항목 중 

모두 9 항목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다. 선혜선인이 연등불로부

터 수기를 받는 〈매화공불〉을 꽃을 공양하는 장면인 〈買花供佛〉과 

진흙탕 위를 사슴가죽으로 만든 옷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덮어 석존

을 지나게 했다는 〈布髮掩泥〉로 나누었다. 대신 대흥륭사본이나 

『석가여래응화록』의 두 번째 장면인 〈최초인지〉는 빼버렸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매화공불〉 한 장면에 실렸던 두 가지 이야기를 

두 장면으로 나누었는데, 글도 원래 286자를 172자와 119자로 나누

고, 두 번째 장면 처음에 인용 경전을 밝히는 글자 수가 추가되었을 

뿐 동일하다. 영산은 굳이 글자 수를 비슷하게 통일할 필요를 못 느꼈

거나 아니면 모든 장면을 280여 자로 통일시킨 보성의 열정이 대단한 

것일 것이다. 비록 글자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일화가 

한 장면에 표현된 장면들을 두 항목으로 나누면서 새로 생긴 항목은 

〈哭成男女〉, 〈九龍灌浴〉, 〈擲象成坑〉, 〈二弟歸依〉가 있다.50) 

48) 영산의 서문 내용은 25-26쪽 참조. 
49) 蔡穗玲도 같은 견해이다. 蔡穗玲, 앞의 책, p.214.  
50) 소구담이 도둑으로 오인받아 죽자 대구담이 흘린 피를 받아 기도를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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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전 『석씨원류』나 『석가여래응화록』에 없는 새로운 일화 

네 항목이 추가되었다. 바로 〈無量壽會〉,〈念佛法門〉,〈法傳迦葉〉,

〈囑累地藏〉이다. 화제가 다른 〈乘象入胎〉,〈頓制大戒〉,〈淨土緣

起〉,〈付囑天龍〉,〈大法東來〉는 각각〈摩耶託夢〉,〈敷宣戒法〉,〈夫

人滿願〉,〈天龍雲集〉,〈明帝感夢〉과 같은 내용으로 항목의 이름만 

바꾼 것이다. 따라서 가경본에는 새롭게 만들었거나 기존 한 항목을 

두 항목으로 나눈 것이 총 9 항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일화 대흥륭사본 11 항목과 가경본 9 항목을 합하면 

총 20 항목으로 명, 청대 만들어진 『석씨원류』류의 판화집에 실린 

일화의 수는 총 420 항목이 된다. 결국 이 중 인도와 중국의 불교 이

야기의 서문 역할을 하는 1, 3권의 서두 〈釋迦垂迹〉과 〈諸祖遺芳〉

은 인용한 문헌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인용한 문헌이 언급된 일화의 수

는 총 418 항목이다. 그 중 『고승전』, 『(불)본행경』처럼 여러 항

목에서 중복하여 인용한 문헌들이 있으므로 418 항목에서 인용한 문

헌의 수는 총 107종이다.

 『석씨원류』가 4권으로 구성되는 경우 1, 2권을 상권, 3, 4권을 하

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상권은 인도 불교, 하권은 중국 불교와 관

련된 일화로 나뉘게 된다. 인용된 문헌을 살펴보면, 인도 불교를 설명

하는 문헌의 수는 총 79종, 중국 불교를 언급한 문헌은 총 29종이다. 

인용한 문헌의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도의 경우 석존의 전법과정

에 일어난 일들을 각 경전에서 골고루 인용하였고, 중국의 경우는 절

반 이상이 『고승전』, 『불조통기』, 『법원주림』에서 인용하였기 때

문이다. 특히 중국 불교에서 승려들의 전법 활동을 언급한 사전류의 

책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도 불교에 비해 적은 수의 문헌에서 

피가 남녀 아이가 된다는 〈哭成男女〉은 정반왕의 조상이 구담이라는 성을 받
는다는 〈瞿曇貴姓〉에서, 〈수하탄생〉에서 〈九龍灌浴〉, 〈諸王捔力〉에서 
코끼리를 들어올리는 〈擲象成坑〉, 그리고 배화교도인 우루빈라가섭의 두 동생
이 제자가 되는 〈二弟歸依〉는 니련선하의 급류를 두 갈래로 가르고 걸어가는 
신이를 보인 〈急流分斷〉 장면에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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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해도 되었고, 발췌도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 인도와 중국 불교

사를 다룬 상권(1-2권), 하권(3-4권)권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상권에는 석존의 행적과 열반 이후 불법의 계승까지 인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리되었다. 이 항목들을 연대순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

다. 

① 탄생 이전 이야기 : 〈釋迦垂迹〉-〈乘象入胎〉 9 항목 

② 탄생에서 깨달음까지 이야기 :〈樹下誕生〉-〈成等正覺〉49 항목 

③ 깨달음 이후의 전법 활동 : 〈諸天贊賀〉-〈天龍悲泣〉 120 항목

④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 : 〈魔王說呪〉-〈均分舍利〉 22 항목 

⑤ 제자들의 결집과 이후 상황 : 〈結集法藏〉-〈達磨西來〉 17 항목 

 총 217 항목 중 인용 문헌을 명시하지 않은 〈석가수적〉을 제외한 

216 항목은 총 79종의 문헌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 [부록 1] 참조). 

그 중 인용 빈도가 가장 많은 책은 석존의 출생에서 분사리까지 다룬 

寶雲이 번역한 『(불)본행경』(T.193: pp.54-115, 424-453년)이

다. 총 36 항목이 이 책에서 인용되었다. 5회 이상 인용된 문헌으로 

『(과거현재)인과경』(17회), 『(방광대)장엄경』(13회), 『법구경』

(9회), 『열반경(후분)』(9회), 『경률이상』(7회), 『부법장경』(7

회), 『觀佛三昧經』(6회), 『普曜經』(6회), 『賢愚因果經』(6회), 

『百緣經』(5회) 등 10종을 들 수 있다. 『(불)본행경』을 포함하는 

11종의 문헌에서 절반이 넘는 총 121 항목이 인용되었다. 이들 중 

『(불)본행경』, 『(과거현재)인과경』, 『(방광대)장엄경』, 『열반경

(후분)』, 『보요경』 등은 佛傳과 관련해서 익히 잘 알려진 경전이다. 

나머지 67종의 경전에서는 1~4 항목씩 인용되었다.51) 이 경전들의 

51) 본행경이라고만 적혀있어서 『불본행경』인지 『불본행집경』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두 일화에서 『불본행집경』에서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둘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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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1권 권두에 실린 〈석가수적〉에 밝혔듯이 중생

을 제도하고자 세상에 나온 석존의 자취를 통해 불교의 근본을 헤아리

자는 것이다.

 하권에 실린 203 항목 중 편찬자 보성이 쓴 3권 첫 항목인 〈諸祖遺

芳〉을 제외한 202 항목은 총 29종의 문헌에서 발췌되었다. 그 중 가

장 많이 인용된 문헌은 당연 『고승전』이다. 『송고승전』(52회), 

『속고승전』(20회), 『고승전』(11회), 『신승전』(11회)로 『고승

전』류에서 94 항목으로 절반 가까이 인용하였고, 이외에 『불조통

기』(22회), 『법원주림』(19회), 『(석씨)계고략』(14회), 『전등

록』(11회) 등이 많이 활용되었다. 각 문헌과 관련된 항목은 [부록 2]

『석씨원류』의 중국 불교 관련 항목과 인용한 문헌 일람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국 불교와 관련된 203 항목의 일화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전체의 

서문격인 일화 1, 漢 이전 4, 한대 5, 삼국시대 3, 남북조시대 48, 수

대 10, 당대 107, 오대 1, 송대 19, 원대 4, 명대 1 항목이다. 남북조

시대와 당대 승려가 전체의 ¾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 시기가 불교의 

전성기이자 세 번의 폐불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승려들이 다양한 이야

기가 많이 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송대는 신유학이 영향력이 컸던 시

기로 상대적으로 선종을 제외한 불교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적

었던 시기였다. 

 상권과 마찬가지로 권두에 실린 〈제조유방〉에서 편집 목표와 서술 

방향을 밝혔다. 그 핵심은 세속을 교화하는 것이다. 상권은 석존의 전

기가 중심이지만 하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神異를 보인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언급된 인물들 중에는 승려가 아니지만 불교

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은 황제로서 

불교를 널리 편 양무제, 『화엄경론』 등 불교 서적을 쓴 이통현, 이사

정, 장상영, 불교를 널리 유행시킨 백낙천, 구양수, 여혜경 등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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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원류』가 명대 편찬되었지만 처음 편찬될 때는 명대 승려가 포

함되지 않았지만 대흥륭사본에서는 명대 초의 승려 善世禪師를 추가하

여 나름 구색을 맞췄다.   

 전체적으로 하권의 내용을 관통하는 편찬자 보성의 철학은 天台를 중

심으로 서술한 『불조통기』 등과 다르게 특정 종파나 사상적 경향과

는 무관하였다. 중국 불교사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물 선정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어려운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대중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승려들의 기이한 행적과 불법을 신봉하

면 복을 받고 비난하거나 승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종교로 자리매김하려는 

명대 불교의 특징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52) 최연식, 앞의 논문, pp.321-322.  



- 45 -

3. 『석씨원류』 판화의 특징과 양식 변천 

1) 화공 王恭의 화풍

 『석씨원류』의 판화를 그린 화가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王恭이 

유일하다. 정통본(1436)과 가정본에 실린 보성이 쓴 발문 말미에 다

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命善人顧道珍書, 王恭畵, 喩景濂刊, 又于宣德九年十月命盧陵王榮顯重

刊. 正統元年歲在丙辰孟冬十月吉日, 堅密室沙門釋寶成題. 

 ‘글은 고도진이 쓰고, 그림은 왕공, 유경렴이 간행하고, 다시 선덕9

년에 왕영현이 重刊했다는 사실을 정통원년 대보은사의 견밀실사문 보

성이 썼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석씨원류』에 판화를 그린 

최초 화가가 王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판화를 제외한 화가 왕공이 

그린 그림이 남아있지 않고, 그에 대한 기록도 거의 전하지 않는 실정

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왕공은 당대 유명한 화가라기보다는 

남경 지역에서 활약했던 지역 화가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행히 『皇明

書畵史』와 『明畵錄』에 그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어서 단편적으로나

마 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53) 전자에는 ‘王恭, 杭人. 畵山

水宗馬遠, 無大過人者, 亦自可觀’이라고, 후자에는 더 짧게 ‘錢塘人. 

山水宗馬遠’이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왕공이 마하

파 화풍을 따랐다는 점과 출신지가 전당이라는 점이다. 전당은 오늘날 

항주로 절강성의 성도이다. 명대 절파화가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과 

겹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절파 화가인 戴進(1388-1462)이 영락연간에 보성과 

53) 채수령, 앞의 책,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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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석씨원류 〈詰問林僊〉

왕공이 머물렀다는 대보은사가 

중창될 때 벽화를 그렸다는 기

록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보성과 함께 작업한 왕공이 직

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절파 

화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54) 

 판화 〈詰問林僊〉에는 근경, 

중경, 원경을 구분하고 근경에

는 바위를 배치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원경의 

산을 변각구도로 배치하고, 더 

멀리 있는 산은 실루엣으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마하파

의 특징이다. 소나무의 가지가 

번개모양으로 꺾이는 모습과 

바위 모습에서는 절파적 요소도 간취된다.    

2) 각 판본에 나타난 양식 변천 

 먼저 『석씨원류』각 판본의 판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 상도하문 형식인 영락본-대흥륭사본-가정본을 비교하면 도

상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 영락본(도 5)의 경우 하단 중앙의 

바위, 나뭇잎과 측면의 음영 표현, 상단의 대나무 잎과 석존이 앉은 바위 

표현이 가정본에 비해 더 세밀할 뿐 도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러

한 차이는 대흥륭사본(선운사본, 도 6)이나 가정본(도 7)이 영락본이나 

54) 채수령, 앞의 책,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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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영락본 〈降伏六師〉 (도 6) 선운사본 〈降伏六師〉 (도 7) 가정본 〈降伏六師〉

정통본을 모본으로 한 번각본이라는 점과 영락본과 정통본은 보성이 직

접 제작에 참여했고, 남경이라는 문화의 중심지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

서 나타나는 차이일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上圖下文 형식에서 右圖左文 형식으로 판식이 바뀌

어 제작된 경태본-성화본-만력본을 들 수 있다. 경태본의 경우 석

존의 일화를 담은 전반부가 전하지 않고 후반부만 남아 있어서 전반

부 장면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후반부에 실린 〈호계삼소〉(도 

8)를 성화본(도 9)과 비교하면 성화본이 경태본(도 8)을 모본으로 

해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세로가 긴 화면이지만 근경과 원경의 

이단 구조로 근경에는 전면에 작은 바위를 배치하고 그 뒤에 중심 

주제를, 원경에는 원산을 표현하였다. 두 판화는 아주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경태본의 경우 화면 중앙을 가로질러 흐

르는 시내의 세부 표현이 성화본에 비해 더 세밀하다. 즉 성화본과 

달리 화면 우측 하단 모서리에 나무줄기(?)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하

고, 시내 상류에는 토파를 좀 더 짙게 표현하였다. 만력본(도 10)의 

경우는 성화본처럼 황실에서 제작된 것이어서 성화본을 모본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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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경태본 〈虎溪三笑〉 (도 9) 성화본 〈虎溪三笑〉 (도 10) 만력본 〈虎溪三笑〉

(삽도) 성화본 〈虎溪三笑〉 (도 11) 대흥륭사본 〈虎溪三笑〉 부분

을 개연성이 많다.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세부 표현은 성화본에 비

해 무성의한 느낌이 든다. 즉 물줄기의 표현을 두세 가닥의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음영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근경의 바위는 사선을 교차한 격자무늬로 채웠고, 시내 상류

에 묘사된 토파에는 쐐기 모양의 선으로 음영을 표현하였는데 입체적

인 느낌보다는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원경의 산 모습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우도좌문식의 이 경태본-성화본-만력본의 〈호

계삼소〉와 상도하문식의 대훙륭사본 〈호계삼소〉(도 11)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호계삼소〉는 호계의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고 다짐한 여산 혜원(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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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이 자신을 찾아온 친구 도연명과 육수정을 배웅하다 이야기에 도취해 

자신이 한 다짐을 잊어버리고 다리를 지나쳤다는 얘기를 하며 셋이서 크

게 웃었다는 고사이다.55) 사전적인 의미로는 학문이나 예술에 열중해서 

평소 습관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30

년 동안 산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혜원이 두 사람을 전송하면서 나눈 

이야기에 도취되어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30년 동안 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자신

과의 굳은 약속이나 의지도 진리나 깨달음 앞에서는 한갓 꿈이며 아

집에 불과할 수 있다는 ‘空’의 개념이 깔려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56) 전통적으로 일반회화에서는 송대 石恪 이래 〈호계삼소〉의 주

인공 세 명을 유교, 불교, 도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고 세 명을 비슷

한 크기로 그려 세 종교가 동등하고 조화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

사했다고 한다.57) 한편 대흥륭사본, 경태본, 성화본에서는 혜원을 세 

명의 중앙에 보다 크게 표현하였다. 불교가 두 종교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중심은 혜원이다. 다른 장면들

에서 석존이나 화제의 주인공을 다른 인물들보다 더 크게 그린 예가 

많은 것을 통해 보면 의도적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만력본

에서는 인물의 배치에 있어서 혜원이 두 명 사이에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옆으로 비껴 서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

하고, 세 명을 비슷한 크기로 표현하였다. 이전 판화에 나타난 삼교 

우열이 있는 구성을 의도적으로 없앴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물결

과 바위 표현은 모본인 성화본에 비해 조방하지만 인물은 더 자연스

럽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의도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55) 이광우, 앞의 책, 3권, pp.50-51. 혜원과 도연명, 육수정이 동일한 시기에 살
지 않았다고도 하지만 불교, 도교, 유교 통합을 보여주는 주제로 회화로 많이 
그려졌다. 

56) 혜원의 생존 시기가 달마가 중국에 오기 이전이므로 선종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혜원이 젊은 시절 반야경 해석으로 유명한 道安의 문
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空’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 

57) 채수령, 앞 논문,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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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대가 되면 『석씨원류』의 구성과 판화의 내용이 크게 바뀐다. 물론 

도광5년본(1825)처럼 명대 『석씨원류』의 번각본도 있지만 건륭2년

(1737)에 제작된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처럼 당대 문인 王勃이 쓴 

책의 내용을 판화로 새롭게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운남본(『釋迦佛應化

事迹』, 가경 4년, 1799)도 책의 제목도 다르지만 판화도 전 시대와 다

르다. 판화의 경우 후자가 더 세련되기는 했지만 『석씨원류』와 비교

하면 구성이 조방하고 필선이 섬세하지 못하다. 아마 이러한 차이는 

지방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명대 경태본, 성화본, 만

력본처럼 황실에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 康熙帝(재위 1661- 

1722년)의 증손인 鎭國公 永珊의 발원으로 조성된 『釋迦如來應化事

蹟』은 1787년 여름부터 양력으로 환산하여 1794년 초까지 7년에 걸

쳐 황실본에 못지않은 각고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게다

가 현재 전하는 영산본의 가장 이른 시기 간행본은 가경 13년(1808)

에 청 태조 누루하치의 직계 자손인 和碩豫親王 裕豊이 간행한 것이

다. 진국공 영산보다도 더 영향력이 컸던 예풍의 후원에 의해 간행되

었기 때문에 간행 조건은 명대 황실에서 간행한 성화본, 만력본 등에 

비해 손색이 없거나 그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정성을 들이는 등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엄밀히 보면 『석가여래응화사적』은 『석씨원류』와 조성 배경과 체

제, 양식이 확연히 달라 별개의 책으로 볼 수도 있다.58) 하지만 영산

이 쓴 「重繪釋迦如來應化事蹟緣起」에 『석가여래응화사적』을 만들

게 된 동기가 『석씨원류』에서 글과 그림이 부합하지 않아 이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비록 판화가 당시 풍습에 맞는 표현으로 새롭게 

바뀌었지만 화제나 판화에 상응하는 글이 『석씨원류』와 동일하며, 

『석씨원류』와 마찬가지로 왕발의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가 권두

58) 최엽, 「중국 淸代 『釋迦如來應化事蹟』과 한국 近代期 佛畵」, 『東岳美術史學』
제15호 (동악미술사학회, 2013),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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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대흥륭사본 〈大赦修福〉 (도 13) 가경본 〈大赦修福〉

에 실렸다는 점을 보면 이 『석가여래응화사적』도 『석씨원류』에서 

파생된 새로운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몇몇 장면에서는 『석가여래응화사적』 판화의 구성, 양식이 

명대본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명대에 제작된 대흥륭사본의 모각본인 

선운사본과 청대 가경본의 〈大赦修福〉, <道見病臥>과 두 장면을 비

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59)  

 먼저〈대사수복〉을 보면, 태어난 태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 성 안

의 모든 거리에서 먹을 것은 물론 생필품을 나눠주고 수천 명의 바

라문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사면령을 내려 죄인을 방면함을 

물론 동물들까지 방생하는 장면이다.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제작

된 선운사본의 〈대사수복〉(도 12)에서는 궁을 상징하는 전각에 

정반왕이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대신들이 서 있고 마당 중앙에는 

바라문으로 보이는 9명의 인물이 축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59) 최엽은 이 〈大赦修福〉을 『석씨원류』에는 없고 가경본인 『석가여래응화사
적』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아마 대흥륭사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최엽, 앞의 논문,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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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공 영산이 청 황실의 종친이어서 궁정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산은 이 대흥륭사본의 표현

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산 자신이 화가였기 때문

에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 제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60) 7년 동안 화공을 세 번이나 교체한 것도 그 자신이 화가

였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차지 않아 새로운 화공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산은 당시 궁정에 널리 알려졌던 서양화풍과 서양의 

과학적인 원근법 등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화

법을 통해 명대의 단순하고 투박하며, 사실적이지 않은 장면들을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중국의 사실적인 풍경으로 대체하였다. 우선 가경본

의 〈대사수복〉(도 13)은 대흥륭사본과 스케일이 다르다. 부감법으로 

넓은 궁궐 안팎에 관리 및 궁인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태자의 탄생을 축수하는 바라문, 혹은 사면을 받는 죄인들을 가득 묘

사하였다. 명본 『석씨원류』 판화들이 대부분 평면적인 반면 가경본 

〈대사수복〉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건물 표현에 원근법을 사용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체적인 건물 표현은 돈황의 경변상도나 암산

사 금대 벽화에서처럼 이미 알려졌지만 원근법을 가미해 더 사실적으

로 보인다. 

 태자가 성을 나섰다가 노인, 병자, 시체, 바라문을 차례로 만난 후 출가

를 결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문유관’ 장면 중 남문에서 병

자를 만나는 〈道見病臥〉의 표현도 〈대사수복〉과 같다. 대흥륭사본

(도 14)은 성화본이나 만력본과 비교하면 비록 각선도 거친데다가 그

60) 진국공 영산이 화가인 것은 작자 미상의 『讀畵輯略』에 영산의 아버지이자 
유명한 인물화가인  弘景(1777년 사망)에 대한 소개에 ‘영산의 자는 遠亭, 호
는 紅玉主人이며 산수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米家를 따른 작품이 많다’고 
전하는 내용으로 파악항 수 있다. 게다가 그가 쓴 「重繪釋迦如來應化事蹟緣
起」말미에‘乾隆歲次癸丑佛成道日歸依三寶弟子 鎭國公永珊薰浴謹識’에 삼보
제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됴신자임을 알 수 있다. 채수령은 그가 종친이
자 관료인 것보다 화가로 더 유명했을 것으로 보았다. 채수령, 앞의 책,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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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대흥륭사본 〈道見病臥〉

(도 15) 대흥륭사본 〈道見病臥〉

림도 평면적인 성문과 인물 

표현이 조악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영산의 가경본(도 15)에

서는 성문을 좌측 상단에 배

치하고 성밖의 마을 모습을 

원근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

로 묘사하였다. 태자 일행의 

규모도 대흥륭사본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가마 앞뒤로 태

자를 호위하는 기병, 깃발과 

일산을 든 사람, 수행원 등 확

인할 수 있는 인물만 해도 40

여 명 가까이 묘사하였고, 길

가에는 태자의 행렬을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축

수하는 모습과 원경의 거리에

는 행인들의 모습을 작게 묘

사하여 전체 장면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물론 가경본의 모

든 장면이 이와 같이 그려지

지는 않았다. 이처럼 원근법을 가미해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는 〈大赦修福〉,〈五欲娛樂〉,〈路逢老人〉,〈道見病臥〉,〈路睹死尸〉,

〈得遇沙門〉,〈請佛還國〉,〈祀天遇佛〉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 궁정 

안이나 성 밖에서 태자라는 신분에서 한 활동이며 성불 이후 일화의 

경우도 궁과 관련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진국공 영산이 

황실의 종친이었기 때문에 궁정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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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 가경본 〈調伏二仙〉

(도 16) 가경본 〈游觀農務〉 (도 17) 가경본 〈小兒施土〉

써서 그리게 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游觀農務〉(도 16), 〈小

兒施土〉(도 17)에서는 당시 생

활풍속도를 보는 듯 자연스럽

고, 〈調伏二仙〉(도 18) 의 

경우 가는 선을 중첩해 표현한 

바위와 산 표현에서는 명ᆞ청

대 문인화적 풍미도 엿보인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로는 구

름을 타고 내려오거나 성을 넘

는 장면 등을 표현할 때 부감법

과 원근법을 이용해 입체적인 공

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장면에서는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배경에 석존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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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수의 인물을 배치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명대 판화와 달리 배경

을 좀 더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이처럼 판화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

려렸다는 것은 「重繪釋迦如來應化事蹟緣起」에 기록된 영산의 제작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다. 석존은 탄생한 순간부터 두광을 표현하였고, 

보살, 사천왕, 천, 룡, 선신도 두광을 그렸으나 마왕 파순은 악신이어서 

두광을 표현하지 않았다. 『석씨원류』의 경우는 목녀에게서 유미죽을 

먹은 이후부터 두광이 표현된다.61)             

 중국 산수화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송대에 이미 다양한 산수 표

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명대 만들어진 

불전 판화에서 성화본과 만력본인 경우는 황실에서 제작했는데, 기량

면에서 장면의 상황에 맞는 사실적인 표현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

다. 영산이 만든 가경본에 비해 단순하고 투박한 이유는 『석씨원류』 

판화를 그린 화가가 사실적인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불

전 판화라는 불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택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62) 특

히 건물 표현인 경우 가령 궁궐임에도 불구하고 한 칸짜리 작은 건물

로 상리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것은 세밀하게 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화면이 주는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유형화라 할 수 있다. 

화면은 작고 석존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적당한 크기로 그려야 하는 

제약 때문에 인물의 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배경을 간략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명대 『석씨원류』 판화는 석존을 비롯한 주

인공을 중심으로 그린 인물화에 가까운 그림이며 상황을 설명하는 글

과 함께 보는 삽화적 성격이 강한 그림이다 보니 양식화 될 수밖에 없

었다.                    

     

61) 김엽, 앞의 책, p.306.
62) 邢莉莉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邢莉莉, 앞의 논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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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씨원류와 중국의 불전도

1. 『석씨원류』 제작 전후 중국 불전도의 제 양상

1) 1425년 이전

 문화는 자체적으로 생성된다기보다 필요로 할 때 이전 시대의 경험과 

역량들을 집적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에 없었

던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전 시기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인 경우가 많다. 『석씨원류』 중 가장 이른 시

기에 만들어진 영락본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편찬자인 보성, 글씨

를 쓴 고도진, 화가 왕공의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

이 이후 제작된 여러 판본에 모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석씨원류』 

판화도 보성 등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오래전부터 축적된  불교 회화 및 판화 제작 전

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씨원류』 판화의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락본이 간행된 142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중국 불전도 양상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돈황

의 여러 석굴에 남아있는 불전 벽화, 운강석굴과 용문석굴 등에 조각

된 불전 부조, 송 ․ 원대 불교 판화 등 불전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전부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1)

불전 비상 등 판화처럼 작은 화면에 전하려는 내용을 표현한 불전 조

각, (2)판화와 형식이 매우 유사한 불전 번화 및 벽화, (3)판화 세 장

르로 나누고, 가능하면 명대에 가까운, 지나치게 연대가 올라가지 않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관성을 파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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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北魏 太安元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1) 불전 조각

 불비상이나 불상의 뒷면 부조는 그다지 크지 않은 화면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새긴다는 점에서 불전 판화와 유사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판화

가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지만 서하사 사리탑의 부조나 뇌봉탑 지궁 출

토 아육왕탑형 사리기의 부조는 판화 못지않게 세밀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불전 부조 중 이른 시기의 것으로 북위대 석조불좌상의 뒷면 

부조들을 들 수 있다. 

 ① 석조불좌상 뒷면 부조, 북위

 먼저 북위 〈太安元年(455)銘 

불좌상 후면 부조〉(도 19)를 보

면, 광배 뒷면을 5단으로 구획하

고 맨 아래에는 공양자상과 이름

을 적었고, 그 위 네 단에 불전을 

조각하였다.63) 맨 윗단만 불전이

고 아래 세 단은 본생담이다. 맨 

위쪽의 첫 번째 단에는 오른쪽부

터 〈수하탄생〉, 〈행칠보〉, 〈선

인점상(?)〉으로 탄생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새겼다. 제 2, 3단

은 샤마 본생담이며, 4단은 마하

사트바 본생담으로 자신의 몸을 

어미 호랑이에게 보시하는 ‘捨身

飼虎’장면이 도해되었다.64) 

63) 松原三郞, 『中國佛敎彫刻史硏究』(吉川弘文館, 1966), p.232.
64) 이영종, 「朝鮮時代 八相圖의 圖像的 淵源과 展開」(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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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北魏 太安三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도 21) 北魏 延興二年銘 
佛坐像 후면 부조

 또한 북위 〈太安三年(457)銘 불좌상 광배 뒷면 부조〉(도 20)와 

〈延興二年(472)銘 불좌상 광배 뒷면 부조〉(도 21)도 〈태안원년 불

좌상 뒷면 부조〉(도 19)처럼 선으로 구획을 하고 탄생장면을 조각하

였다. 전자에는 위로부터 〈수하탄생〉, 〈행칠보〉와 〈구룡관정〉이, 

후자에는 〈과거칠불〉과 〈수하탄생〉, 〈관정〉이 묘사되었는데 용

은 아홉 마리가 아니라 여섯 마리다. 하단은 공양장면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 부조들은 조각가가 불전을 다룬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표

현한 것이다. 화면이 제한된 작은 공간이어서 표현상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비록 시대는 내려가지만 『석씨원류』 판화와 같은 작은 

화면에 불전을 표현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9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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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천

이불병좌상

⑨소아시토
④수하사유

⑤수도
/설법(?) ⑩열반

③수하탄생
행칠보
/관정 도솔천

교각보살

②승상입태

①연등불
수기 ⑥수하항마

⑦초전법륜

불설법상

⑧유마문수
질의

사천왕 사천왕

〈표 4〉 맥적산 133호굴 
제10호 조상비 불전 내용

(도 22) 맥적산 133호굴 
제10호 석조 조상비

 ② 맥적산 133호굴 제10호 석조조상비, 북위

 북위대에 만들어진 또 다른 상으로 〈맥적산 133호굴 제10호 석조조

상비〉(도 22)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광배 뒷면 부조들은 그 크기

가 30~40㎝밖에 안 되는 작은 상에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새겨진 것

이지만 이 조상비는 전체 높이 156㎝로 그것들에 비해 4~5배 정도 

크다. 중앙에 상하로 불상을 조각하고 그 양쪽에 불전 부조를 배치하

였다. 중앙과 하단은 상하 2단으로 총 다섯 단의 불전 조각이 양쪽에 

새겨졌다. 전체 크기와 상단이 좀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부조 한 단

은 대략 높이가 30㎝, 폭 25㎝ 정도 된다. 불전 장면은 〈표 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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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불확실한 장면을 제외하고 각 장면이 일어난 순서는 화제 앞

에 붙인 번호와 같다. ④樹下思惟와 ⑤雪山修道(또는 說法) 장면이 맞

다면 불전 중 일어난 시기와 조상비 上의 배치와의 관계에 중앙의 교

각보살일 때 주변의 불전이 성불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외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①연등불수기에서 ⑩열반까지 불전 중 중요한 장

면이 표현되었는데, ⑧문수유마질의 장면은 조선시대 팔상도 등의 불

전도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돈황 막고굴 초기굴이나 북위대 운강석굴 

등에서는 자주 표현되는 인기 있는 장면이다. ①연등불수기는 머리카

락을 바닥에 깐‘布髮掩泥’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들 장면은 모두 

『석씨원류』에 표현되었으며, 표현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③ 산서성 출토 열반변비상, 당

 맥적산석굴 조상비와 비슷하면서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당대에 제작

된 산서성 출토 〈涅槃變碑像〉(도 23)을 들 수 있다. 산서성 태원시 

예술박물관 정원에 전시된 이 비상은 맥적산석굴 조상비에 비해 열반 

전후의 사적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석씨원류』 불전 판화와 

유사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자 간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들이 발전하고 

집약되어서 명대 불전과 불교 고사 판화집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2m 가까이 되는 큰 비석의 이수에는 정면에 수미산을 뒷면에는 사리

탑을 표현하였고, 비신 정면에는 열반 전후의 장면 여섯이, 뒷면에는 

‘팔왕분사리(上)’와 ‘미륵삼존(下)’ 두 장면이 새겨졌다. 정면의 

맨 아랫단에는 공양자의 이름을 새겼고, 그 위로 네 단에 열반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상부 두 단은 두 칸으로 나뉘어졌다. 내용은 아래에서 

위로 시간적 추이에 따라 장면이 배치되었다. 張彦遠의 『歷代名畵

記』에, 장안과 낙양 두 수도의 사관 벽화에 菩提寺, 化度寺, 大雲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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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慈寺에는 본행경변이, 寶刹寺, 安國寺, 褒義寺에는 열반변이 그려졌

다는 기록을 보면 열반 장면에 대한 본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65) 다만 중간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자료가 충

분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그런 전통이 집약되어 후대 『석씨원류』 

같은 판화집을 만들 수 있는 연원이 되었을 것이다. 불전도 도상은 경

전에 실린 내용을 화가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세부 장면에서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경전 상의 내용을 통해 당시 상황을 연상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소의 경전이나 그 장면의 화제가 정확

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역으로 다양한 불전을 집대성한 『석씨원류』

의 화제 목록을 통해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맨 아래 칸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이다. 정확

히 어떤 장면이라 하기 어렵지만 『석씨원류』의 화제로 보면 〈最後垂

訓〉이나 〈臨終遺敎〉일 가능성이 많다. 그 위는 〈쌍림입멸〉이다. 열

반 장면은 돈황이나 운강, 용문석굴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에도 벽화로 

많이 그려졌던 주제이므로 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석존이 누워있는 

침상 뒤에 사라수 두 그루를 배치한 것을 보면 경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은 두 칸으로 나뉘

어졌는데 시간적 추이에 따른 순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먼저고, 아래 

칸이 위 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윗부분 네 칸 중 아래 오른쪽 칸

은 열반 소식을 들은 마야부인이 도리천에서 내려오자 석존이 관에서 

일어나 맞는 장면인 〈佛從棺起〉, 왼쪽은 성안 사람들이 금관을 만들

어 성안으로 관을 옮기려 했으나 꼼짝하지 않는다는 〈金冠不動〉이

다. 전자는 범인과 달리 관에서 다시 깨어나는 이적을 보일 뿐만 아니

라 전통적인 미덕인 효를 강조하는 장면이어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표현되었다. 후자는 언뜻 보면 관을 옮기는 장면처럼 보여 박물관의 

설명에도 〈送葬〉으로 표현해 다비장소로 운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65) 이영종, 앞 논문, p.32.



- 62 -

성화자분 불현쌍족

금관부동 불종관기

쌍
림
입
멸

최
후
수
훈

(도 23) 〈涅槃變碑像〉
산서성 예술박물관, 당 (도 24) 〈涅槃變碑像〉 세부

하지만 열반경후분에 구시나가라성 사람들이 공덕을 얻고자 여덟 명의 

역사를 파견해 석존의 관을 성안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일화로, 정면에 관을 받치고 있는 인물이 넷인 것으로 보아 

여덟 명의 역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칸 오른쪽은 석존의 열반 

소식을 멀리서 들은 가섭이 도착한 것을 알고 석존이 관 밖으로 두 발

을 내밀었다는 〈佛現雙足〉이고, 왼쪽은 범인들이 관에 불을 붙이려

고 해도 안 붙더니 관에서 저절로 불이 솟아올라 타오르고, 사천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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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들이 사리를 거두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장면인 〈聖火自焚〉이

다. 이 두 장면도 후대의 『석씨원류』에 실린 판화와 도상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④ 서하사 팔각사리탑 팔상 부조, 남당 

 당대 이후 불전 조각으로 대표적인 것은 강소성 섭산의 栖霞寺에 있는 

팔각사리탑 기단부에 조각된 팔상 부조(도 25)라 할 수 있다. 수문제 때 

만들어지고 南唐(937~975) 때 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단부의 조

각은 중수 때 조각된 것으로 추정한다.66) 이 부조는 중국의 경우 일찍부

터 팔상관은 성립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팔상 조각이나 회화가 전무한 상

태에서 중국의 팔상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유물이자 표현 수법도 

뛰어나 불교 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67) 팔각 오층탑의 기단부에 

북서쪽의 〈승상입태〉부터 서쪽의 〈쌍림입멸〉까지 시계 방향으로 배치

되었다. 삽도 ①에서 ⑧까지 순서 중 ⑥四王獻鉢/二商奉食과 ⑦降魔를 제

외하고는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되었다. 정남에 배치된 여섯 번째 면에는 

〈사왕헌발〉과 〈이상봉식〉 두 장면이 표현되었다. 좌측에 마련된 높은 

단에 앉아 있는 석존을 향해 사천왕이 오른쪽에서 서로 다투듯이 그릇을 

들고 날아오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모두 가슴에 발우를 하나씩 들고 있

고 맨 앞의 한 명은 무릎을 꿇어 석존에게 바치고 있다. 석존의 좌측

에는 두 명의 인물이 무엇이 든 그릇을 석존께 공양하고 있다. 이들은 

상인으로 소가 끄는 수레에 물건을 싣고 지나가다가 석존이 계신 근처

를 지날 때 소들이 멈추어 가지 않으려고 하자 음식을 마련해 석존께 

공양하는 〈이상봉식〉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장면은 『본

66) 關野貞, 常盤大定 共著, 支那佛敎文化評解 四, 佛敎史蹟硏究會, 昭和二年, 
pp.15-22; 同, 中國文化史蹟 第十卷, 法藏館, 1976, pp.104-11; 范泠萱, 
「南京栖霞寺舍利塔南唐佛傳浮彫硏究」(南京藝術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pp.4-7.

67) 이영종, 앞 논문,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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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상입태 ②구룡관정 수하탄생

⑧성화자분 쌍림입멸
②탄생

①입태   ③유관

⑧열반          ④출가

⑦항마   ⑤수도

⑥사왕헌발

③사문유관

⑦항마 ④낙발무의 야반유성

⑥이상봉식 사왕헌발 (도 25) 서하사 
사리탑 부조 ⑤목녀유미 선하조욕

행경』에서는 성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남

서쪽 면에는 〈항마〉 한 장면만 새겨졌다. 우측 상단에 뇌신이 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 긴박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도검을 든 

마중과 용, 사자 등 사나운 짐승들이 선정인을 한 석존을 위아래서 공

격하고 있는 이러한 도상은 돈황이나 운강, 용문 석굴의 항마장면에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항마촉지인을 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아 아직 

성도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⑥사왕헌발/이상봉식과 ⑦항마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보면 위치가 



- 65 -

바뀌었다. 

 첫 장면인 〈乘象入胎〉는 화려하게 장식된 전각에 마야부인과 시녀들

이 잠들어 있고, 도솔천에서 내려온 구름 위 코끼리에는 선혜보살이 타

고 있다. 이 장면은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구름

을 지붕 위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팔각기단의 폭이 좁은 

직사각형 화면이어서 공간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구름을 마당 위에 낮

게 묘사했다. 마당의 나무와 계단, 난간이 『석씨원류』 판화보다도 더 

화려하고 세밀해서 궁궐의 분위기를 한껏 보여준다. 두 번째 탄생장면은 

〈수하탄생(右)〉과 〈구룡관정(左)〉으로 구성되었다. 뒤쪽 전체를 희

미한 난간으로 두르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며, 세장한 시녀

들의 옷주름이 유려하다. 마야부인 아래에는 오른손을 하늘로 가리키는 

태자가 표현되었고, 좌측 상부에는 구룡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유려한 

선으로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시비 등 궁정여인

들을 겹치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부여했다. 세 번째 〈사문유관〉은 태자

가 동문에서 노인, 남문에서 병자, 서문에서 시체,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다는 일화이다. 네 곳에서 

일어난 상황을 한 화면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장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그린 것을 보면 기량이 아주 뛰어난 화가로 

추정된다. 대흥륭사본 『석씨원류』의 〈路見病臥〉(도 26)와 비교

했을 때 사리탑의 부조가 훨씬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다 . 우

측에 웅장한 성문을 배치하여 성문을 나섰음을 보여주는데, 대흥륭

사본의 판화에서는 태자를 수행하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초라

한 행렬이다. 사리탑 〈사문유관〉(도 27)에도 인물이 많이 표현되

지 않았지만 인물 일부가 성문을 나서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뒤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게다가 판화에서는 성 밖에 나

무 외에 아무런 배경을 표현하지 않아 썰렁한 느낌을 주는데, 사리

탑 부조에서는 안쪽에 집을 배치하여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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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석씨원류 〈路見病臥〉 (도 27) 서하사 사리탑 〈四門遊觀〉 

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조의 뛰어난 점은 싯다르타 태자가 방문한 네 곳을 대표하는 장면 

묘사에 있다. 좌측 하단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동문-路逢老人), 

그 위로 땅바닥에 앉아 있는 병자(남문-道見病臥), 상단에 자리잡은 집

안 우측에는 약 그릇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고, 침상에 앉은 인물이 있

어서 병자가 다시 표현되었다. 그 왼쪽에 침상에 누워있는 인물은 바닥

에서 뒹굴며 우는 인물로 보아 죽은 사람(서문-路睹死尸)인 것으로 추

정된다. 이처럼 태자가 방문한 곳에 병자를 돌보는 의원의 집을 묘사한 

예로 하북성 正定 隆興寺 명대 불전 벽화를 들 수 있다. 제작 연대는 물

론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상호 연관성을 상정할 수 없지만 형식화

된 『석씨원류』 판화와 달리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 일군의 불전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성문을 나선 태자와 마주한 인물은 생로병사

를 초월한 승려(북문-得遇沙門)이다. 좌측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

갔다가 마지막에 태자와 조우하는 승려에게로 다시 내려오는 순서로 묘

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태자가 나서고 있는 문은 북문이다. 판화든 조각이

든 이 부조처럼 제한된 작은 공간에 어떤 일화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화가의 기량과 후원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③사문유관에 비하면 ④출가와 ⑤수도 장면

은 평면적이다. 〈사문유관〉에서는 각각 다른 장소지만 성문이라는 공통

점이 있어서 한 장면으로 수렴할 수 있었지만 공통점이 없는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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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 서하사탑 〈六年苦行〉

(도 29) 어제비장전 〈육년고행〉

(도 30) 암산사 〈육년고행〉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한 화면에 표

현하는 데는 제한되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각 장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지 못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어 평면

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네 번째 장

면은 오른쪽에 성에서 말에 탄 채 구

름을 타고 성을 뛰어 넘는 〈夜半踰

城〉장면을, 왼쪽에 머리카락을 자르

는 〈落髮貿衣〉, 그리고 좌측 상단에 

두 그루의 나무 사이 풀이 깔린 바위

에 앉아 선정을 하고 있는 인물이 표

현되었는데 〈六年苦行〉 장면이다. 

〈야반유성〉은 구름을 타고 성을 넘

은 태자의 발 아래 중첩된 산을 묘사

하여 산속으로 들어왔음을 상징하려 

했지만 사실감은 떨어진다. 좌측 하

단은 금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

냥꾼으로 변해 나타난 정거천인과 

옷을 바꿔입는 장면이다. 머리카락

을 자르는 장면에는 일반적으로 애

마인 건척과 시종 차익이 표현되는

데 여기서는 생략되었다. 좌측 상단

에 표현된 〈六年苦行〉(도 28)에

서 태자는 오랜 고행으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몸이 말랐으며 그 앞에

는 사슴 두 마리가 묘사되었다. 이

러한 고행 장면은 인도에서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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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소재지만 중국에서는 인도만큼 자주 표현되지는 않았다. 인도

에는 그 일화가 일어난 실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조될 수 있었

지만 중국에서는 경전을 통해 그 일화를 알고 있었지만 죽음에 가까운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인도처럼 그러한 수

행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다루어졌을 것이다. 이 고행상은 중

국 불전도에서는 드문 예이며 더욱이 고행하는 보살 앞에 동물을 표

현한 시대가 올라가는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로는 난젠지 소장 어

제비장전 권21 「御製佛賦」에 삽입된 판화 중 두 번째 설산수도 장

면에 실린 수행하는 모습(도 29)에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서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과일을 공양하고, 한 마리는 엎드려 있으며 

사슴이 꽃을 입에 물고 공양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지만 암산사 금대 

벽화에는 보살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목녀가 유미죽을 공양하

는 장면에 호랑이처럼 보이는 동물이 묘사되기도 했다. 사슴이 표현

된 이 고행장면은 952년 초건된 천녕사 팔각탑의 부조에서도 나타

나는데 선정에 든 보살 양쪽에서 보살을 향해 공양하는 원숭이와 사

슴 한 마리를 조각하였다. 이러한 도상이 송 ․ 명대 도상들에 선행하

는 것으로 보이며, 암산사 금대 벽화의 호랑이 같이 보이는 동물을 

제외하면 동일한 경전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68) 문제는 

이러한 도상이 명대 초 숭선사 벽화에서도 그려졌는데 어떤 이유에

선지 뒤에서 살펴볼 『석씨원류』에서는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씨원류』의 〈육년고행〉 전후 장면들이 『과거현재인과경 』, 

『불설보요경』, 『불본행집경』, 『방광대장엄경 』 등에서 인용되

었는데 이들 경전에 사슴과 원숭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서하사, 천녕사탑이나 숭선사 벽화는 이들 경전이 아닌 다른 경전

68) 이러한 장면에 대한 소의 경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전 내용을 상세하
게 다루고 있는 『과거현재인과경』, 『불본행집경』, 『불본행경』, 『불설보요
경』, 『태자서응본기경』, 『방광대장엄경』, 『석가여래성도기』 등 주요 불전
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숭선사 고행 장면에 선행하는 도상으로 어제비장전을 
제시한 논문으로는 鄭荷淡, 앞 논문( pp.103-10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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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해 만들어졌거나 『석씨원류』 같은 불전도본이 따로 있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수도 장면도 장면 간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준다. 오른

쪽은 〈禪河燥浴〉으로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어 몸을 보강한 다음 용맹

정진하겠다고 결심한 보살이 니련선하에서 옷을 빨고 목욕하는 장면

이다. 목욕을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자 마왕 파순이 보살이 땅으로 못 

올라오게 강 뚝을 높이자 천신이 나뭇가지를 내려주어 그것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 표현되었다. 중앙에는 금강좌에 앉은 보살에게 목녀

가 유미죽을 공양하는 장면으로 좌측 하단에 소 두 마리를 묘사하여 

유미죽 공양 장면임을 알려준다. 왼쪽 윗부분은 유미죽을 만드는 장

면인데 유미죽을 끓이는 솥 위로 꽃모양이 표현되었다. 『방광대장엄

경』(한글대장경 제7권 p.232)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인 善生은 신의 말을 듣고 즉시 천 마리의 암소를 끌어다 그 젖

을 짜서 일곱 번을 끓이고 그 중 순수한 것만 떠서 새 그릇에 담아 

향기로운 쌀과 함께 죽을 끓였는데, 끓일 때 유미죽 위로 천개 바퀴살

의 수레바퀴와 파두마꽃(波頭摩) 등의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현재인과경』 등에도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

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안서 유림

굴 제33굴(오대) 북벽서측 오른쪽 면에 그려진 불전 벽화(도 31)가 서

하사 사리탑의 불전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림굴 33굴 벽화 맨 아래는〈禪河

燥浴〉, 그 위는〈六年苦行〉이다. 맨 위는〈牧女獻米〉인데 유미죽이 공

중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 아래 두 장면은 사리탑의 

⑥四王獻鉢과 상인이 보시하는‘商主奉蜜’장면이다. 이 두 장면이 석

존에게 보시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보시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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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 유림굴 제33굴 
북벽서측 佛傳, 오대

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하튼 서

하사탑의 부조를 제작한 화가는 

경전에 전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69)  

 마지막 열반 장면은 오른쪽에 

사라림에서 열반에 든 〈雙林入

滅〉, 왼쪽에 다비하는 〈聖火

自焚〉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

으로 단순한 수평구도로 두 장

면을 새기고 배경에는 중첩된 

산줄기를 묘사해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과 더불어 열반의 무

겁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잘 연

출하였다. 다비장면 위에 묘사

된 구름을 통해 앞 장면과 마찬

가지로 화가가 경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도해했음을 엿볼 수 

있다. 『열반경후분』에는 다비

가 거의 끝날 무렵 사천왕 등 

천인과 용왕이 사리를 거두고자 

향수를 뿌렸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70) 구름은 천인들이 왔

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후 내용상 맞을 것 같다.

 이 서하사 사리탑의 불전부조는 불전 중 중요한 여덟 장면을 선택

해서 팔각의 사리탑에 표현했다는 점에서 제작 당시 중국의 팔상관

69) 『과거현재인과경』(3권 p.85)에는 ‘땅 속에서 저절로 천 잎사귀의 연꽃이 나
면서 꽃 위에 유미죽이 생겼다’라고, 『불설보요경』(한글대장경, 권5, p.141)
에는 『방광대장엄경』과 마찬가지로 ‘죽이 솥에서 뛰어오르기를 높이 한 길 
남짓하였다’라고 표현되었다. 

70) 이광우, 앞의 책, 2권,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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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71)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불교미술로 표현된 실례로는 서하사 사리탑을 제외하고 거의 전무하

며, 800여년 지난 후 조선에서 만들어진 『석보상절』, 『월인석

보』의 판화를 통해 팔상도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

해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사교의류의 팔

상관이 형성되었지만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72) 

이러한 사실은 원대에 중수되었지만 처음 건립된 시기가 비슷하며, 

팔각탑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천녕사탑의 경우 부조 내용은 남쪽에서 

시계방향으로 ①三世佛  ②釋迦佛 說法  ③樹下誕生/灌頂  ④苦行 

⑤觀世音菩薩/龍女/善財童子 ⑥說法 ⑦涅槃 ⑧波斯慝王 侍佛聞法이라

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3) 이 중 불전과 관련된 것은 ③樹下誕

生/灌頂  ④苦行 ⑦涅槃 ⑧波斯慝王 侍佛聞法(?)이다. 서하사 사리탑

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인물 중심으로 조각되었으며, 배경도 간결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선택된 불전 장면을 통

해 당시 불전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남북으로 삼세불과 관

세음보살을, 동서로 열반과 탄생을 배치하고 나머지 사방은 설법장면 

둘과 고행 장면, 그리고 파사익왕과 관련된 불전을 배치하였다. 이러

한 배치로 보면 서하사 사리탑류의 불전팔상이 미술로는 잘 제작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서하사의 경우 항마와 설법 장면이 

방위가 바뀌고, 설법 장면으로 더 유명한 〈초전법륜〉이 아니라 

〈사왕헌발/ 이상봉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보시를 강조하려는 특별

한 의도가 아니라면 아직 팔상이라는 관념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았

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71) 이영종,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美術史學硏究』 215호
(한국미술사학회, 1997), pp.31-37. 

72) 이영종, 위 논문, pp.36-37.
73) 范泠萱, 앞 논문,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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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 뇌봉탑 지궁 출토 탑형
사리기, 높이 35.6㎝, 절강성박물관 

 ⑤ 뇌봉탑 지궁 출토 은제사리기 불전 부조, 오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또 다른 

사례로 절강성 항주시 서호 기슭

에 서있는 雷峰塔 지궁에서 출토

된 은탑(도 32)을 들 수 있

다.74) 발굴 당시 지궁에서 35.6

㎝ 크기의 은탑이 출토되었고, 

탑의 윗부분인 천궁에 봉안되었

던 은탑은 파손된 채로 발견됐는

데 지금은 복원되어 절강성박물

관에 함께 전시되고 있다. 다만 

원래 그런 것인지 복원될 때 보

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두 탑

에서 출토된 은탑에 새겨진 불전

과 본생담은 내용은 같지만 장면

이 배치된 위치가 약간 다르다. 

탑신에는 네 면에 月光王本生, 

薩埵太子本生, 快目王本生, 尸毗

王本生이 조각되었고, 그 위 말

귀 모양 입식에는 상하 두 단에 

아주 간결한 내용의 불전이 조각되었다.75) 불전은 총 열여섯 장면 중 

74) 주경미,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역사와 경계』61(부산경남
사학회, 2006), pp.74-83. 이 논문에 아육왕탑이라고도 불리는 전홍숙탑이 만
들어지게 된 배경, 사리장엄구의 특징이 자세히 정리되었다. 이 뇌봉탑은 오대 
오월국 마지막 왕인 錢弘俶이 971-977년경 그의 왕비를 위해 세운 8각 다층 전
탑이다. 1924년 지진으로 무너진 후 2000년 발굴이 이루어졌고 2001년 지궁이 
정리된 후 탑지 위에 현대적인 탑이 건립되었다.

75) 동국대학교에 있는 보협인탑과 같은 구조이며 내용도 유사하다. 쾌목왕본생은 
시력이 좋아 아주 먼 곳의 것도 잘 볼 수 있는 쾌목왕이 자비롭다는 것을 안 이
웃국가 왕이 장님을 보내 눈을 보시하게끔 했는데, 서슴지 않고 보시했다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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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삭발 탄생 관정 선하조욕 목녀헌미 비무(?) 척상(?)

(도 33) 月光王 施首 본생 (도 34) 薩埵太子 捨身飼虎 본생

〉

선하조욕 목녀헌미 비무(?) 척상(?) 열반 취상조복 행칠보 초전법륜

(도 35) 快目王 捨眼 본생 (도 36) 尸毗王 割肉貿鴿 본생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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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다섯 장면을 빼면 총 열한 종류다. 비록 좁은 공간이다 보니 

단순한 형태지만 그 내용을 통해 당시 어떠한 불전이 중시되었는지 파

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광왕본생(도 33)이 있는 면에는 탄생과 관련된 〈수하탄생(중복)〉, 

〈관정〉과 출가 후에 일어난 〈삭발〉이, 〈捨身飼虎〉로 유명한 살타

태자본생(도 34)에는 불확실하지만 궁정에서 일어난 〈비무(?)〉와 

〈擲象(?)〉으로 추정되는 장면과 죽음에 이르는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

장으로 가기 전 몸을 추스리는 〈禪河燥浴〉, 〈牧女獻穈〉가 표현되었

다. 쾌목왕본생(도 35) 장면 위에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살

타태자본생 장면과 동일한 불전부조가 다시 새겨졌다. 시비왕본생

(도 36) 장면 위에는 〈열반〉, 〈취상조복〉, 〈행칠보〉, 〈초전

법륜〉으로 탄생 직후의 〈행칠보〉를 제외하면 전법과 열반으로 

생애 후반부에 일어난 일들이다. 정리하면, 뇌봉탑 사리장치에 들어

있는 아육왕탑에 묘사된 불전부조의 내용은 탄생과 관련된 장면으

로 〈樹下誕生〉, 〈灌頂〉, 〈行七步〉가, 궁정생활로 무예를 배우

고 죽은 코끼리를 들어 올려 구덩이에 던지는 용력을 보인 〈講演

武藝(?)〉, 〈擲象成坑(?)〉이, 출가 장면으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金刀落髮〉이 표현되었다. 출가 후 수도하는 일화로는 오랜 고행

을 그만 두고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목녀가 공양하는 유미죽을 먹

는 〈禪河燥浴〉과 〈牧女獻糜〉가, 전법 장면으로는 〈初轉法輪〉

과 술취한 코끼리가 조복했다는 〈醉象調伏〉이, 그리고 마지막〈涅

槃〉이 선택되었다. 이들 일화는 『불본행집경 』, 『대반열반경후

분』,『과거현재인과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잡사 』등에 나오는 

다양한 불전을 병풍식으로 그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제 61굴, 제 454굴과 유림굴 제 36굴 등에 그려진 주제에 대부분 포

함된다. 다만 일화들이 주로 열반과 초전법륜 이전의 일화에 집중되었

기 때문에 〈취상조복〉과 같이 전법 과정에 일어난 인도에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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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는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돈황 막고굴과 유림굴의 불전 벽화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보겠다.

 (2) 불전 벽화

 중국 미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돈황 막고굴뿐만 아니라 다른 석굴

사원들도 송대가 되면서는 조영이 감소하고 대신 사원 건축이 증가했

다. 당연히 사원을 장엄하는 벽화도 많이 제작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청대 말기부터 정국의 혼란으로 방치되고, 문화혁명 등의 격동기를 거

치며 많은 사원들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제대로 보존된 시대가 올라가

는 사원 벽화는 드문 실정이다. 『석씨원류』에 표현된 주제와 도상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문헌과 현재 남아 있는 미술 자료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① 돈황 막고굴 불전 벽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빠르게 전파하

는 데는 석존의 전기인 佛傳을 다룬 경전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비

교적 이른 시기에 한역된 『修行本起經』(197년), 『中本起經』(207년), 

『太子瑞應本起經』(222-253년), 『佛般泥洹經』(290-306년), 『普曜

經』(308년), 『佛所行讚』(5세기전반), 『大般涅槃經』(416-418년), 

『佛本行集經』(424-453년), 『過去現在因果經』(444-453년), 『方廣

大莊嚴經』(683년), 『根本說一切有部毘奈耶雜事』(695-713년) 등의 문

헌에서 불전을 다루고 있다.76) 이 중 『불소행찬』, 『중본기경』과 열

반과 그 이후 사적을 다룬 『불반니원경』, 『대반열반경』을 제외한 문

헌들은 초전법륜까지나 전법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석

76) 이영종, 앞의 논문, pp.26-27; 정하담, 앞의 논문,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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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전 벽화가 그려진 돈황 석굴 현황

시기 석 굴 명 불전 주요 내용

北涼
(397-439)

막고굴 275굴 사문출유

北魏
(386-440)

막고굴 254, 260, 263,
       428, 431굴

탄생 승상입태 유성출가 
항마 초전법륜 열반 

北魏
(471-494)

운강석굴 6, 7, 8, 12, 48, 
         53굴 

탄생 환궁 점상 무예습득 
출가 이상봉식 사문출유  

北周
(559-581)

막고굴 428굴 항마 열반

막고굴 290굴 수행본기경 내용 87장면

隋 
(581-619)

막고굴 278, 280, 305,
       375, 380, 417굴

승상입태 유성출가 열반
항복독룡 초전법륜

唐 
(618-960)

막고굴 57, 209, 283, 322, 
       329, 383, 386굴

승상입태 유성출가 석가환궁 
나후출가

막고굴 156, 217굴 항마

五代-宋初

막고굴 61굴 33병풍화 /불본행집경 128
장면(연등불수기부터 분사
     리까지) 

막고굴 454굴 20병풍화 /불본행집경 145
장면(선혜선인수기부터 열
     반까지)

유림굴 3, 33, 36굴
(승상입태에서 열반까지)
 불본행집경 불모경

송, 서하 
(960-1227)

막고굴 76굴  
유림굴 3굴 
肅北 五個廟石窟 1굴

 팔대영탑명호경변상

존의 전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 문헌들이 한역되었다

고 해서 곧바로 불교 미술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돈황석굴 개착 

이래 중국 전역에서 많은 석굴사원이 조성되었고 , 그 사원의 벽에 부

조 또는 벽화의 형태로 불전도도 장엄되었을 것이다. 돈황 막고굴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벽화들의 주제를 분류해 보면 불전도는 주로 초

당대까지 그려졌고, 성당과 만당대에는 경변상이 유행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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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 막고굴 제290굴, 북주

(도 38) 돈황 막고굴 제290굴 중심주 동향감, 人字坡 西坡(부분), 북주

5〉참조). 돈황 막고굴의 초

기 굴들 중 불전도가 그려진 

대표적인 굴로 제 275, 254, 

263, 260, 428, 431굴과 북

주대(6세기 중반)에 조영된 

290굴을 들 수 있다. 이들 

굴에 그려진 불전도의 내용

은 주로 〈乘象入胎〉, 〈誕

生〉,〈踰城出家〉,〈降魔〉, 

〈初轉法輪〉, 〈涅槃〉 등이다. 

특히 북주대에 조성된 290굴

(도 37)에는 『修行本起經』

의 내용 87장면이 도해되었

다. 천정의 人字坡 부분에 상중하 삼단으로 S자형으로 불전(도 38)

이 그려졌다. 불전의 내용은 궁정생활이 중심으로 〈托胎〉부터 〈初

轉法輪〉까지 연환화 형식으로 건물과 수목, 산수가 장면을 구획한다. 

각 장면 옆에는 장방형의 방제란을 만들어 네 자의 화제를 적거나 좀 

더 긴 내용을 써서 장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했다. 이러한 전

통은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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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 돈황 막고굴 제61굴 병풍화 (부분) 오대

 돈황의 수대에서 초당까지 개착된 굴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주제는 

〈乘象入胎〉와 〈踰城出家〉이다. 이들 장면은 굴 입구나 감의 상부 

양쪽에 대칭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당 이후에는 불전보다 

경변상이 주로 그려졌다. 막고굴에 그려진 경변상으로는 아미타경, 무

량수경, 관무량수경, 약사경, 미륵경, 금강경, 법화경, 부모은중경, 금광

명경, 유마힐경, 능가경 등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관련된 

변상도도 함께 그려졌다. 

 10세기가 되면 당시 사주지역을 다스리던 歸義軍節度使 曹議金과 그

의 아들들에 의해 당말 주춤했던 막고굴이 다시 활발하게 개착된다. 

특히 曹元忠은 자신이 사주지역을 통치하던 기간(945-974)에 여러 

석굴사원을 조영했는데 막고굴 제25, 53, 55, 269, 469굴뿐만 아니라 

안서 유림굴에도 석굴사원을 만들었다. 특히 막고굴 제61굴(도 39)은 

33폭의 불전병풍화가 그려진 굴로 총 128 장면의 불전으로 장엄되었

다.77) 이처럼 오대와 송초에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지닌 후원자들

77) 막고굴 61굴의 조성 시기는 상한선이 955년이다. 굴 남벽의 공양자의 방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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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四門出遊〉 돈황 막고굴 
제61굴 서벽 하부  오대

은 그들이 조성한 석굴

사원을 장엄하는 소재로 

불전을 선택하였다. 장

면의 배경에는 산수와 

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고, 원경의 경물들

을 좀 더 작게 묘사하여 

화면에 공간감을 부여하

였다. 이와 같이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화

풍은 다음 시기 산서성 

번치 岩山寺나 감숙성 感恩寺 등에서 나타날 사원 벽화를 예고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불전벽화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으로는 전술한 산수와 건축의 적극적인 표현 외에 건물, 복식 등에서 

완전히 중국화가 이루어졌고, 도교 등 중국의 전통 사상의 모티프들도 

적극적으로 불교에 습합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표현상의 특징 

중 하나로는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들 수 있다. 〈사문출유〉(도 40) 

장면을 예로 들면 이전에는 배경에 성문을 배치하고 거기서 나와 병자

나 노인을 만나는 모습이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이 때 화가는 그림을 

보는 사람과‘어느날 태자가 남문 밖에 나왔다가 노인을 만났다’는 

경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배경 공유를 전제로 해서 그림

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路逢老人〉이라는 화제로 보충 설명을 했다. 그런데 막고굴 61굴에

서는 감상자나 예배자와의 배경 공유 또는 공감을 전제로 했기보다는 

‘施主來潯郡夫人翟氏一心供養’이라고 시주자 이름이 남아있는데, ‘심군부인
적씨’가 바로 후원자 조원충의 부인이다. 적씨가 심군부인이라는 작위를 받은 
것이 955년이므로 벽화의 조성 연대는 955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최선아, 
「敦煌 莫高窟 제61굴과 五臺山 文殊眞容」, 『민족문화연구』 6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pp.135-138; 정하담, 앞 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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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막고굴 61굴 서벽 

하부의 〈사문출유〉는 아예 평행사변형 모양의 성을 그리고 각각의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눈에 보이게 표현하였다. 거기에다 커다란 

방제란까지 두어 상황을 친절하게 소개한다. 물론 여기서도 성이 인물

의 크기에 비해 작게 그려졌다는 공감을 전제로 하지만 지도로 장소를 

알려주듯 보는 이의 사고보다 내용 전달에 더 비중을 둔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② 팔대영탑변상도, 송

  

 송대가 되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불전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팔대영탑변상도이다. 구법승들에 의해 알려진 인도의 팔대 불교성지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세워진 팔대영탑으로 변모하여 나타난 도상이다. 

과거 인도에서 석존이 어떠한 행적을 보인 곳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거기에 세워진 기념탑으로 구체화시킨 독특한 도상이다. 팔대성지에 

세워진 팔대영탑에 대한 중요한 문헌기록으로 義淨의 『根本說一切有

部毘奈耶雜事』, 般若의 『大乘本生心地觀經』, 송대 法賢의 『佛說八

大靈塔名號經』 등을 들 수 있다.78) 이들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팔

성지는 인도에서는 굽타시대 이래 조각된 인도의 佛傳八相 부조에서처

럼 ①誕生(룸비니) ②降魔成道(보드가야) ③初轉法輪(사르나트) ④大

神變(쉬라바스티) ⑤從忉利天降下(상카시야) ⑥醉象調伏(라즈기르) ⑦

猿猴奉蜜(바이샬리) ⑧涅槃(쿠시나가라)의 장면을 새긴 형식으로 일관

되게 나타난다. 불교미술로 표현될 때는 중국에서처럼 탑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어난 설화의 내용이 표현된다. 한편 인도에서 잘 알려진 도

상인 〈醉象調伏〉과 〈猿猴奉蜜〉을 『大乘本生心地觀經』에서는‘반

78) 이들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팔성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에 자세하게 언
급하고 있다. 주경미, 「遼代 八大靈塔 圖像의 硏究」『중앙아시아연구』14, 
(중앙아시아연구회, 2009),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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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 〈팔대영탑 중 제1탑〉 돈황 
막고굴 제76굴 동벽문남측 송대 

야탑’과 ‘유마탑’으로, 『八大靈塔名號經』에는‘聲聞分別佛爲化度處’

와 ‘靈塔寺念壽量處’로 언급하였다. 언급 장소는 라즈기르와 바이샬리

로 동일하지만 그곳과 관련된 설화에 대한 인식은 인도와는 달랐다. 

인도인에게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인식되어온 생생한 설화인‘취상조

복’과 ‘원후봉밀’대신 영축산에서『법화경』을 설법한 것과 바이샬

리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와 문답을 나누었다는 대승경전을 통해 잘 

알려진 일화가 동아시아 승려들에게 더 익숙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

이 순례의 중요한 목적지가 되

었다.79)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

난 것이 송과 서하기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제76굴, 안서 유

림굴 제3굴, 돈황 인근의 肅北 

五個廟石窟 제1굴의 팔대영탑

변상도이다.80) 입구 안쪽 벽면

을 상하 이단으로 나누고 좌우

측에 네 폭씩 나누어 배치했는

데, 하단의 2, 4, 6, 8탑은 훼

손이 심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상단의 1, 3, 5, 7탑은 보존 상

태가 양호하다. 팔대영탑의 제1

탑(도 41)은 義淨에 의하면 本

79) 인도 팔상과 관련된 지명은 『根本說一切有部毘奈耶雜事』와 일치한다. 『大
乘本生心地觀經』나 『佛說八大靈塔名號經』에서 일부 지명에 따른 설화가 
『根本說一切有部毘奈耶雜事』와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동일하
다. 이영종, 앞의 논문, pp.29-30; 李柱亨, ｢佛傳의 ｢舍衛城神變｣ 說話 -文獻
과 美術資料의 檢討-｣, 震檀學報 第76號 (震檀學會, 1993), pp. 151-2 참
조, 주경미, 앞의 논문, pp.150-151.

80) 樊錦詩, 『佛傳故事畵卷』 敦煌石窟全集 4(돈황연구원, 2004), pp.187-235: 막고
굴 제76굴은 당대에 조영된 굴인데 주실 동벽입구 양측면에 그려진 벽화는 송
대에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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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踰城出家〉
서하사 사리탑 부분, 오대

(도 43) 〈踰城出家〉 돈황 막고굴 
  제76굴 제1탑 부분, 송

生處塔이고 法賢에 의하면 龍彌儞園 佛生處탑이다. 중앙의 탑 안에 탄

생장면을 그렸다. 중앙의 탄생 등 세 장면과 탑 주변의 여섯 장면을 

합해 佛傳은 모두 아홉 장면이다. 방제에는 ①樹下誕生(중앙) ②太子

洗浴(중앙 左上) ③太子足踏蓮花 指天指地(중앙 左下) ④阿私陀仙占相

(右上) ⑤夜半逾城(右下) ⑥車匿共馬辭太子(左下) ⑦太子雪山落髮(左

下) ⑧六年苦行(左中) ⑨尼連禪河洗浴(左上)으로 적혀 있다. 이를 통

해 보면 이 시기까지는 명대의 『석씨원류』에서처럼 화제가 네 글자

로 통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아래에 배치된 야반유성 장

면(도 42)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서하사 유성 장면(도 43)과는 

대조적이다. 사천왕이 말발굽을 잡고 소리 없이 성문을 넘어서 성 밖 

바닥에 내려서는 표현은 성문을 넘어 중첩된 산 위로 나는 서하사의 

유성 장면과는 격이 다르다. 비록 격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서 살펴

본 오대에 그려진 막고굴 제61굴의 사문출유 장면(도 40)처럼 내용 

전달은 확실하다. 

 11세기 중엽 돈황지역은 서하왕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때 

안서 유림굴 제3굴과 돈황 인근의 肅北 五個廟石窟 제1굴에서 팔대영

탑변상도가 그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서하왕조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하며 회화 양식도 중원 양식과 다르지 않다.81) 다

81) 樊錦詩, 앞의 책,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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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들 두 석굴의 변상도는 막고굴 제76굴처럼 각 탑을 나눠 여덟 폭

으로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탑을 크게 배치하고 그 주변에 나머지 탑

을 작게 배치한 형식이다. 유림굴 제3굴은 항마성도탑을 중심에 두고 

상부에는 열반탑변상을, 오른쪽에 탄생, 현대신통, 종도리천강하 장면

을, 왼쪽에 초전법륜, 원후봉밀, 취상조복 장면을 배치했는데, 내용은 

막고굴 제76굴처럼 전후에 일어난 일화들을 묘사하지 않고 일화를 대

표하는 장면 하나만 표현하였다. 

 이러한 〈팔대영탑변상도〉는 말 그대로 인도의 팔상관이 중국에 전

래되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세기 이래 중국에서 찬술된 여러 

문헌에서 팔상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불교미술로 표

현되지 못했다. 성당이나 만당대에 불전보다 경전변상도가 유행한 탓

이기도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불전팔상을 불교미술로 만드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대에 이르러 중국의 불전팔상관에 의한 서

하사 사리탑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문헌에서는 다만 송초 道誠이 당대 王勃이 쓴 『釋迦如來成道記』를 

주해한 『釋迦如來成道記註』에 팔상을 ①兜率來儀相 ②藍毘尼園降生

相 ③四門遊觀相 ④逾城出家相 ⑤雪山示修道相 ⑥菩提樹下降魔成道相 

⑦鹿野苑轉法輪相 ⑧娑羅林下般涅槃相으로 분류하였다.82) 이 분류는 

서하사탑 등으로 발전한 중국 팔상관의 일면이지만 이 역시 중국에서 

불교미술로 발전하지 못했고,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팔상도의 구성

과 화제의 토대가 되었다.83) 송초 중국에서는 오히려 인도팔상인 팔대

영탑변상이 유행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요대 북방지역인 조양지역에서 

팔대영탑의 활발한 건립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실제로 가기 힘든 성지

순례 대신 팔대영탑을 조성하여 공양함으로써 순례하는 공덕을 쌓으려 

82) 大日本續藏經 1509: p. 208a: 夫釋迦如來示生此土始終其八相一兜率來儀相
二嵐毗尼園降生相三四門遊觀相四逾城出家相五雪山示修道相六菩提樹下降魔成道
相七鹿野苑轉法輪相八娑羅林下般涅槃相; 卍續藏經 卷130에도 실려 있다.  

83) 우리나라 팔상도의 화제는 이 도성이 쓴 『석가여래성도기주』의 화제를 네 자
로 줄여 만들어졌다. 이영종, 앞의 논문,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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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다.84) 

       

 ③ 사원 불전 벽화의 양상

         

 한편 이러한 석굴사원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실생활 지역과 다소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물이 잘 보존되었지만 

장안이나 낙양 같은 대도시 근처에 만들어진 사원들은 여러 번의 전란

과 회창연간의 훼불 등으로 폐사되거나 원래의 면모가 훼손되어 당대 

화려한 모습은 문헌 기록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당대 사원과 

거기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헌으로 裵孝源이 貞觀 13

년에 쓴 『貞觀公私畵史』, 朱景玄의 『唐朝名畵錄』, 張彦遠(815-875

년)의 『歷代名畵記』 그리고 838년부터 847년까지 9년 동안 당나라

를 순례한 일본승 圓仁이 쓴 『入唐求法巡禮行記』등을 들 수 있다. 

『貞觀公私畵史』에는 47개 사원의 벽화, 『唐朝名畵錄』의 16개 사

원 중 대부분은 『歷代名畵記』에 언급된 44개소 사원과 중복된다. 일

본승 엔닌도 불화가 있는 16개소의 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이 주로 법화와 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歷代名畵記』에 언급된 44개소의 당대 사원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 파악하면 당대 사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

다. 사원 벽화를 그린 60여 명의 화가 중 당대 활동한 화가는 50여 

명이다. 이들 중 吳道玄, 尹琳, 尉遲乙僧, 楊庭光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

다. 사원에 그려진 벽화의 주제는 경변상과, 수월관음 등 존상화와 기

타로 나눌 수 있는데, 경변상이 가장 많다. 언급된 경변상과 횟수는 다

음과 같다. 

西方淨土變(10), 地獄變(6), 維摩詰經(5), 涅槃經(5), 佛本行經(4), 

84) 주경미, 앞의 논문,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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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經(3), 金剛經(2), 彌勒經(2), 十輪經(2), 金剛明經(1), 除災患

經(1), 法華經(1), 太子經(1), 閻羅王變(1), 日藏月藏經(1), 業報差

別經(1), 藥師經變(1)

         

 장언원의 불전 해석에 대한 문제 및 經變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

지 않은 벽화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대 도시에 있는 사원에 그려진 

벽화의 주제는 대체로 돈황 석굴의 예와 유사하다.85) 즉 사원 벽화 중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돈황 석굴사원과 마찬가지로 정토교 불화가 가

장 많다. 하지만 불전도의 경우는 달랐던 것 같다. 佛本行經變, 太子

(瑞應本起)經變, 涅槃變 등 불전과 관련된 벽화는 돈황에서는 당대 이

전에 많이 그려지고 당대에는 작례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장안이나 낙

양 등 도시에 있는 사원에서는 불전도도 계속해서 그려졌다. 다만 전

각의 내벽에는 일반 경전의 변상도를, 불전도는 주로 회랑에 그렸다. 

석굴사원에 비해 도시의 사원은 회랑 등 넓은 여유 공간에 있었기 때

문에 불전처럼 교화의 의미도 있으면서 다양한 장면이 있는 주제가 전

각을 장엄하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한편 당말에서 오대가 되면 조원충 

등 조씨 일가의 후원으로 〈불본행집경변〉 등 불전 벽화가 막고굴과 

유림굴에 다시 그려지게 된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풍부한 소재로 벽

을 다양하게 장엄할 수 있다는 佛傳이 지닌 장점과 경변상의 유행이라

는 두 가지의 교집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송대가 되면서 전 시대에 비해 석굴 조영이 감소하였다. 정치적으로 

돈황은 물론 북중국이 이민족의 영향권에 있어서 석굴사원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신 서하, 요, 금, 원 등 이민족들이 중원 문화를 

따라 석굴사원은 물론 일반 사원을 건립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

85) 『中國石窟 敦煌莫高窟』(문물출판사, 1999 3판) 시리즈에 실린 당대 벽화 
중 經變相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阿彌陀經(45), 觀無量壽經(43), 彌勒
經(37), 法華經(27), 東方藥師經(26), 維摩詰經(17), 天請問經(9), 涅槃經(8), 
金剛經(7), 報恩經(6), 華嚴經(5), 金剛明經(4), 楞伽經(1), 思益梵天問經(1), 
勞度叉鬪聖經(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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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 하였다.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석굴사원보다 평지사원을 세우거

나 기존 사원을 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원 건축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벽화도 더 많이 그려졌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사원 벽화의 

경우 대부분은 명청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 뛰어난 명대 벽화는 대

개 15세기인 영락연간에서 성화연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드물지만 

명대 이전의 사원 벽화도 남아 있는데, 그들 대부분 중심 주제는 경변

상도이다. 

 郭若虛의 『圖畵見聞志』에는 송의 수도인 개봉의 대찰 相國寺에 그

려진 벽화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86) 그 중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淨土彌勒下生變〉,〈八代菩薩圖〉,〈阿育王等變〉,〈熾盛光如來圖〉,

〈降魔變〉,〈擎塔天王〉,〈給孤獨長者買祈陀太子園因緣圖〉,〈誌公變

相圖〉,〈十一面觀音圖〉,〈浶度叉門聖變相圖〉,〈觀自在菩薩圖〉,〈九

曜圖〉,〈十一曜圖〉 등이다. 이 중 〈阿育王等變〉,〈降魔變〉,〈給孤

獨長者買祈陀太子園因緣圖〉 등은 불전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경

변상이거나 존상화이다. 특히 〈九曜圖〉와 〈十一曜圖〉는 도교적인 

그림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당시 불교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87) 그리고 화제가 길지만 〈給孤獨長者買祈陀太子園因緣圖〉는 

급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우기에 적당한 기타태자의 땅을 사기 위해 

금화로 땅을 메우는 『釋氏源流』의 〈布金買地〉와 같은 주제의 벽화

에 전후 상황까지 더해진 벽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송대 벽화로 가장 잘 남아있는 사원은 산서성 高平市 開化寺 대

웅보전이다. 대웅보전 석주의 명문과 비문에 의하면 개화사의 초창은 

唐 武平2년(571)이고 대웅보전은 북송 元祐7년(1092)에 완공되었으

며, 내부 벽화는 4년이 걸려 紹聖3년(1096)에 완성되었다고 한다.88) 

86) 楚啓恩, 『中國壁畵史』 (北京工藝美術出版社, 1999), pp.154-156.
87) 김현정, 「중국 송대 석가여래설법도상에 관한 연구」 『문화재학』 제3호(한

국전통문화학교, 2006), pp.156.
88) 紫澤俊, 『山西寺观壁画』(文物出版社, 199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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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는 연환화 형식으로 동벽에는 七處九會의 華嚴經變이, 서벽은 세 

단으로 나누고 각 단 중앙에 설법도, 양쪽에 본생담을 그렸는데, 남부

에는 須闍提太子本生, 중앙에는 忍辱太子, 華色比丘尼, 轉輪王捨身供佛

本生, 북쪽은 善事太子, 光明王捨頭本生經變이다.89) 이들 내용은 相國

寺와 마찬가지로 경변상 위주에 본생담이 추가된 구성이다. 특히 본생

담이 많이 그려진 이유를 불교의 인과응보 개념이 유교와 도교 윤리와 

유사하고, 유불도의 근원이 하나라는 당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도 한다.90) 화면 구성은 산수, 수석, 구름, 건물, 전원 등 주변 배경과 

인물이 조화롭고, 건물은 투시도법이 정확하며 계화 또한 정교하며 인

물의 표정까지도 생동감이 있다. 북벽에 기록된 묵서제기를 통해 화사 

郭發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송대 화사에 그의 이름이 없어서 민간화

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부 표현에서 송대 궁정 생활은 물론 

당시 일반 사회 생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벽

화와 화면 구도, 표현 방식이 유사한 것이 繁峙 岩山寺 금대 벽화이다.

 ④ 번치 岩山寺 불전 벽화, 금

 산서성 북쪽 오대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繁峙 岩山寺는 금대에 건립

된 사원이다. 현재는 수륙전(정전)과 문수전(남전)만 남아있는데, 불전

도는 문수전에 그려졌다. 사내에 남아있는 비문과 문수전 서벽 묵서제

기를 통해 벽화는 金 大定7년(1167)에 완성됐음을 알 수 있다. 비슷

한 시기에 그려진 개화사 대웅보전, 삭주 숭복사 미타전 등의 벽화와 

비교했을 때 암산사 문수전 벽화가 가장 잘 보존되었고 내용도 풍부하

고 화격도 높다. 벽화 내용은 본생경변상(동벽)과 불전도(서벽)다.91) 

89) 일부 논문에서는 동벽에 불전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화면 보존 상태가 좋지 않
은데다 화엄경변의 도솔천궁화 등을 불전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90) 紫澤俊, 앞의 책, p.23.
91)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紫澤俊의 『산서사관벽화』(文物出版社, 1997)를 인용

하여 불본행집경변상이라고 하는데, 불본행집경인 경우 각 일화를 하나의 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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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암산사 문수전 동벽 불본행경변상 화제

此是耶輪夫人火炕內焚香處 此是耶輪夫人得信香一瓣處 此是魔王見宮人秦樂送禮處

菩薩將內宮入夫人腹內之處 此是種種吉祥生生麒麟之處 此是種種吉祥猪生五百白兎之處

此是種種吉祥鷄生鳳凰之處 此是談明菩薩夜半托生之處 * 此是□□現佛金襴袈裟之處

摩耶夫人攀無憂樹降太子處 * 此是吉祥生五百童男童女之處 此是生下太子摑鼓報喜之處

此是□門開四十里聞響之處 梵王集群臣朝覲詮名悉達處 此是優陀耶說佛神通廣大處

淨梵王禮佛踊身虛空遮諦處 地神鉢金盆九龍吐水沐浴處 * 週行七步六界稱吾獨尊之處 *

此是遣使臣請阿斯德人之處 * 此是太子對諸王擲象往空處 * 此是太子背射九重鐵鼓之處 *

此是太子東門見老傷嘆之處 * 此是太子西門見死傷心之處 * 此是太子南門見病傷嘆之處 *

此是太子北門逢僧禮拜之處 * 此是太子箭□見□現塔之處 此是四天王捧馬足離宮之處 *

此是太子離宮尋見馬蹄之處 此是五居輪尋覓太子不見之處 此是太子中年苦行修持之處 *

此是牧牛女獻乳太子食之處 * 此是泥連河邊沐浴成佛之處 * 憍陳如送太子回來問訊之處

此是阿斯歸算罷得寶各十千處 釋迦牟尼佛爲梵王現神變處 * 此是對諸國王等應維論之處

此是二貧人野外持道供佛之處* 此是鹿皮仙人補□佛經之處 此是□□仙人報七枝金蓮之處

此是靑衣買七枝金蓮花之處 此是梵王四十里接佛之處

 ※ 화제 뒤에 * 표 된 부분은 『석씨원류』와 중복되는 화제이다.

남북벽에는 사리탑과 상선항해 장면과 존상화가 그려졌다. 본 연구에

서 주목할 부분은 서벽이다. 11×3m가 넘는 화면에 왕궁에서의 생활

장면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이 화려한 산수와 건축을 배경으로 드라

마틱하게 그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림 옆에 방제란을 두고 대부

분 한 행에 6자씩 2행의 화제를 적었다.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돈황 막고굴 제61굴이나 제76굴에서는 화제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암

산사 문수전에서는 비록 6장면의 화제는 13자지만 의도적으로 12자로 

로 나누고, 그 제목을 대부분 4자, 일부가 5~8자로 밝히고 있다. 구성이 초전
법륜까지 정리된 불전 전후에 본생담과 제자들의 인연담을 실었다. 그 구성이 
암산사 벽화와 비슷하지만 불본행집경변상이라고 보기에는 제목과 내용에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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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淸 同

治3년(1864) 화재로 소실된, 명초 제작된 태원 崇善寺 84감의 불전 벽

화를 成化19년(1483)에 모사한〈釋迦如來應化示迹八十四龕圖〉에는 좌

측 상단의 방제란에 2행의 화제가 최소 7자에서 최대 27자까지 적혀있

다. 그리고 天順2년(1458) 숭선사 벽화를 모본으로 해서 그려진 태원 多

福寺 벽화에도 일부 화제에서 자수가 다르지만 숭선사와 방제 기록법이 

동일하다. 암산사 문수전처럼 자수를 맞추지 않은 것은 아마 벽화의 내용

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숭선사와 다복사에 벽화

가 제작되는 시기 중간에 만들어진 『석씨원류』의 네 자 화제는 아마도 

400여 장면의 판화를 설명하는 글을 대부분 280여 자로 줄일 수 있는 

보성의 탁월한 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암산사 불전벽화와 명대 불전판화집인 『석씨원류』와 중복되는 

장면은 총 41장면 중 17장면밖에 되지 않는다. 『석씨원류』가 후대

에 제작된 것이지만 다양한 불전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

는 장면이 많을 것으로 보았지만 절반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암산사 벽화의 모본은 『석씨원류』와 많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탄생에서 초전법륜까지의 불전과 그 전후에 본생담

과 제자들의 인연담을 언급하고 있는 불본행집경류의 문헌이 모본이 

됐을 것이다. 여러 논문에서 암산사 서벽 벽화를 불본행집경변상이라

고 하지만, 불본행집경인 경우 각 일화를 하나의 품으로 나누고, 그 제

목을 대부분 4자, 일부가 5~8자로 명시한다. 그 구성이 암산사 벽화와 

비슷하지만 암산사 벽화를 〈불본행집경변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제

목과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문헌에 언급된 ‘불본행(집)경변’이라는 표현은 불전도를 일반

화 시킨 용어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92)       

92) 柴澤俊의 『山西寺觀壁畵』에 제시된 산서지역 명청대 사관벽화통계표는 비록 
산서성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중국 명청대 벽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1차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불전과 관련된 벽화는 모두 ‘佛本行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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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산사 문수전 벽화는 궁정 건축과 왕궁생활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표현해 금대 사회의 모습을 알려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하지만 불교미술에 있어서 더 큰 의의는 돈황 또는 현재 남아 있는 

사원의 벽화와 다른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화풍에 있다. 사원 벽화는 일

반적으로 사각형으로 구획을 하거나 산수나 운무로 장면을 나눈 후 연환

화 형식으로 그려진다. 게다가 인물의 활동을 강조하다보니 인물이 과장

되고 배경이 되는 건축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암산사 문수

전 벽화의 경우는 장면을 따로 구획하지 않아 자연스럽고 장면 간 관계

가 조화를 이루어 어색하지 않으며 인물의 비례도 다른 벽화들에 비해 

과장이나 축소가 적다. 청록 위주의 채색이 전체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

라앉게 한다. 문수전 서벽의 한 쪽에는 마야부인에게 태중으로 들어가는

〈탁태(左上)〉, 〈목녀헌미, 육년고행(右上)〉, 탁태 장면 아래에는 서문

에서 시체를 보는〈路睹死屍(中)〉와 그 아래로 화려한 궁궐 안에서 일어

난 일화들이 묘사되었는데 각 장면이 배경과 잘 조화를 이룬다(도 44). 

특히 하단의 궁궐 건축은 화려하면서도 세부 묘사가 매우 정교하다. 궁

정 인물들은 신체가 세장하며 의습선도 유려하게 표현되었다(도 45). 

이러한 사실적인 화풍은 북송원체화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에 남아있는 비문에 의하면 수륙전 벽화는 금 正隆3년(1158)에‘御

前承應畵匠王逵, 同畵人王遵’이 그렸고, 문수전 벽화는 문수전 서벽의 

變’이라고 제시하였지만 실제 조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 
통계표 작성 시 오래 전에 조사된 보고서를 참조해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사원에 대한 문물연구소에서의 관심도 높고, 불교 회화 연구자가 많아
져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불전과 유사하게 보이면 편의
상 모두‘불본행경변’이라고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永寧寺(태원시 南郊區 姚
村鄕 棘元頭村) 벽화는 불본행경변이 아니라 阿彌陀佛四十八願圖이며, 제작 시
기도 명대가 아닌 청대이다. 그리고 寶梵寺의 경우도 불본행경변이라고 되었지
만 『석가여래응화사적』 佛傳(40폭)이며, 오대산 南山寺에 속해 있는 極樂寺
와 佑國寺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극락사는 불본행경변(84폭), 우국사는 불본행
경변(117폭)이라고 했지만 극락사 대웅보전은 『석가여래응화사적』불전(58장
면), 우국사 대웅보전 외부 포벽은 『석가여래응화사적』불전(70장면)이며, 제
작 연대는 둘다 명대가 아닌 청대이다. 이처럼 불본행(집)경변이라는 표현은 불
전도에 대한 일반화된 표현으로 썼던 것 같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 91 -

(도 44) 암산사 벽화 서벽 (부분), 금대 

(도 45) 암산사 서벽 벽화 (부분), 금대
〈此是生下太子摑鼓報喜之處〉

묵서제기에 의해 大定7년

(1167)에 ‘화장왕규’가 그

렸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벽

화를 그릴 당시 왕규의 나이가 

68세임을 밝히고 있다. 화원제

도가 없던 금 왕실에서는 도화

서 관할하에 화가들을 불러 

‘御前承應畵匠’이라는 직분

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수

륙전 벽화를 그리고 8년 후에

는 이름 앞에 ‘御前承應畵

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畵匠’이라고만 한 것은 왕

규가 은퇴한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1167년에 68세면 북

송이 금에게 멸망한 1127년에 

왕규는 한참 기량을 키우고 있

었을 28세였다. 그렇다면 왕규

가 북송에서 유행하던 화풍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자명

하다.93) 그렇다면 다른 사원 

벽화와 달리 화려한 궁정 생활 

모습과 대경산수화적인 요소, 

사실적인 풍속 표현 등에 나타

나는 사실적인 화풍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93) 柴澤俊, 앞의 책,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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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에도 꾸준히 사원 벽화가 그려졌고, 불전도 역시 그려졌을 것으

로 추정된다. 산서성 稷山 靑龍寺에 있는 後殿과 腰殿, 洪洞 廣勝寺 下

寺 大雄寶殿에 원대 벽화가 그려졌는데, 현재 사원에 남아있는 벽화는 

존상화와 경변상 중심이고 불전도는 확인할 수 없다. 암산사 벽화의 

화풍과 비교할 수 있는 사원 벽화로는 명초에 건립된 산서성 태원 崇

善寺 팔십사감 벽화가 있다.

 ⑤ 숭선사 팔십사감 불전도, 명

 

 崇善寺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사내에 전하는 

『建寺緣由匾』(1414년)와 『重修崇善寺碑記』(1480년)의 기록을 통해 

명대 숭선사가 태원의 대표적인 사원이 되는 데는 이 지역 번왕인 주원장

의 3남 晋恭王 朱棡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진왕 주강이 洪武16년

(1383) 前 해에 사망한 어머니 高皇后 馬씨를 위해 숭선사를 건립하고, 

홍무24년(1391)에는 사명을 사액했다고 한다.94) 당시 주강은 후에 영락

제가 된 燕王 朱棣와 함께 북방을 공략하는 등 영향력 있던 번왕이었고, 

주원장의 황후를 위한 절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컸고, 건물들도 궁정식

으로 만들었다. 사내에 전하는 〈明代繪制崇善寺建築全圖〉(도 46)에 의

하면 숭선사 주요 전각은 여섯 곳인데, 남북으로 金剛殿, 天王殿, 大雄殿, 

毘盧殿, 大悲殿, 金靈殿이 좌우대칭으로 일직선상에 놓인 구조이다. 금강

전, 천왕전은 우리나라 사찰과 마찬가지로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대문으로 

그 안에 인왕상과 사천왕상을 안치해서 금강전, 천왕전이라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대전인 대웅전 양액에는 궁정 건축처럼 긴 회랑을 만들고 회랑을 

통해 뒤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긴 회랑의 벽에 84개의 감을 만들고 

거기에 불전 벽화를 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95) 팔십사감의 불전 외에 

94) 張紀仲 安 笈, 『太原崇善寺文物圖錄』(山西人民出版社, 1987), pp.13-14; 
邢莉莉, 앞의 논문, pp.77-78.

95) 숭선사 84감 벽화가 숭선사를 모방해 그린 다복사나 정정 隆興寺 대웅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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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明代繪制崇善寺建築全圖〉

〈善財童子五十三參圖〉도 함께 

그려졌었다. 아쉽게도 대전과 

주변 건물들은 淸 同治3년

(1864) 대화재로 인해 전소되

었다. 현재는 뒷부분에 있던 대

비전(도 47) 구역만 남아 있다. 

다행히 숭선사가 건립된 지 

100년 정도 지난 成化19년

(1483) 진 공왕의 증손과 고손

이 벽화의 금칠과 주칠이 벗겨

져 흐릿해지자 개채를 하기 위

해 먼저 모사를 한 화첩 〈釋迦

如來八十四龕〉(도 48)이 남아

있다. 그 서문에 이 그림을 그

리게 된 배경을 적고 있다.96) 

비록 100년이 지난 후 만들어

진 모사본이지만 명초 숭선사 

대전 회랑에 그려진 벽화와 동

일한 도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명초 불전도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태조의 황후이자 

처럼 중앙의 불단을 둘러싼 내벽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숭선사 불전도
를 벽화라고 하지 않고 84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 장면이 하나의 감에 그려
졌기 때문이다. 〈明代繪制崇善寺建築全圖〉에서 대웅전을 둘러싼 회랑은 그림
대로라면 100여 칸으로 이루어졌다. 1483년에 쓰인 「八十四龕序」에는 그림
이 그려진 곳을‘兩掖長廊’이라고 했다. 그냥 벽면도 아니고 내부의 감에 그려
진 그림이라면 100년 정도 지났어도 다시 그려야 할 만큼 색이 박락되지는 않
을 것이다. ‘兩掖長廊’은 회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96) 山西崇善寺 北京佛敎文化院硏究所, 「八十四龕序」 『釋迦世尊應化事迹 善財
童子五十三參圖』 (2006), p.4; 張紀仲 安 笈, 『太原崇善寺文物圖錄』(山西人
民出版社, 1987) 벽화 사진 첫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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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 숭선사 대비전 전경, 명 (도 48) 〈八十四龕序〉

(도 49) 암산사 문수전 동벽, 금
地神鉢金盆九龍吐水沐浴處

(도 50) 숭선사 모사화첩, 명 
第四九龍吐水沐浴太子之處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원은 「善財童子五十三參序」에 

‘규모와 배치가 仙宮과 같아서 태원에서만 으뜸이 아니라 晋國 전체에

서도 제일이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태원에 있는 여느 사원들과 

달랐음이 분명하다.97) 벽화 제작에 누가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

실과 관련된 그림이기 때문에 적어도 晋國에서는 최고의 화가가 그렸을 

것이다. 84감 중 네 번째 감인 〈第四九龍吐水沐浴太子之處〉를 보면 궁

정 인물들의 복장이 화려하며 배경의 건물과 나무도 암산사 서벽 〈구룡

97) 張紀仲 ․  安 笈,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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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1) 석씨원류 〈樹下誕生〉, 명

토수〉장면처럼 잘 조화를 이룬다. 게다가 아홉 마리 용이 토하는 물로 

목욕하는 태자의 모습은 『석씨원류』나 후대 불전도에서는 연꽃이나 대

좌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암산사와 숭선사 〈구룡토수〉 장면은 

금대야에 서서 용이 뿜는 물로 목욕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암산사 

벽화(도 49)에서는 地神이 금대야를 받치고 있고, 숭선사 벽화(도 50)

는 둥근 고급스러운 가구로 대야를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태자의 궁정 생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궁정 인물들의 화려하면서 격식이 맞는 복식과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

게 표현된 건물, 건물 주변의 나무와 곳곳에 장식된 태호석 등은 궁정

의 후원과 같은 분위기를 준다. 게다가 전체 84장면 중 〈第三摩耶夫

人毗藍園無憂樹下中降生太子之處〉부터 〈第三十四太子威信力故宮眷靑

盡皆濃寐四天捧馬子夜踰城之處〉까지 32장면과 제39-40장면인 車匿이 

환궁해서 정반왕을 만나는 장면, 

제68-71장면인 耶輪夫人이 羅

睺羅를 낳은 후에 일어난 상황들

을 합하면 총 38장면이 궁정 생

활 장면이다. 『석씨원류』뿐만 

아니라 대개의 불전도에서는 

‘수하탄생’, ‘행칠보’, ‘구

룡관욕’이라는 동시에 연속적으

로 일어난 세 가지 일화를 〈수하

탄생〉(도 51)이라는 화제 안에 

함께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숭선사에서는 세 장면으

로 나누어 연환화 형식으로 표현

하였다. 숭선사가 진왕이 어머니

를 위해 만든 가묘적 성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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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므로 궁중생활 장면을 더 많이 표현해 화려하게 장엄하고자 하

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98) 이 궁중생활 장면은 다른 불전도

와 구별되는 숭선사 벽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탄생 이전의 상황

이나 성도 후 열반까지의 장면에서는 『석씨원류』 판화와 후대의 각

원사 벽화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궁정건축이 중요한 배경이며, 

산수와 잘 조화를 이루는 장면 표현, 수목과 바위가 잘 어우러진 원림

을 기본 배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석씨원류』를 위시한 다른 명대 

불전도와 유사하다. 다만 『석씨원류』 판화의 경우 산수 표현이 마하

파의 변각산수적 특색이 강한 반면 숭선사는 전경식 산수로 배경을 표

현하는 점은 다르다.  

 한편 「八十四龕序」에 ‘석가세존께서 八相成道의 자취를 보이셨는

데, 八十四龕에 구획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팔상은 住兜率天, 降神母

胎, 住神母胎, 示現降生, 示現出家, 成等正覺, 轉妙法輪, 大般涅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99) 이 팔상에 대한 분류는 1263년 志磐이 쓴 『佛

祖統紀』(T.2035)의 ‘①下兜率 ②託母胎 ③住胎宮 ④示降生 ⑤出父

家 ⑥成佛道 ⑦轉法輪 ⑧入涅槃’과 일치한다. 실제 팔십사감의 내용

을 이 팔상에 대한 분류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00) 

住兜率天(1),  降神母胎(1),  住神母胎(0),  示現降生(31) 

示現出家(12), 成等正覺(20), 轉妙法輪(13), 大般涅槃(6) 

(※ 괄호 안 숫자는 네 자 화제에 상응하는 팔십사감의 장면 수)

 팔십사감 벽화는 각 相 뒤에 적힌 숫자만큼 그 장면과 직후에 일어난 

일화로 구성되었다. 특히 성도 장면을 명확하게 그리지 않고 ‘牧女獻

98) 邢莉莉, 앞 논문, pp.8 4-86.
99)“示八相成道之跡今八十四龕區劃此也其八相者曰住兜率天曰降神母胎曰住神母胎

曰示現降生曰示現出家曰成等正覺曰轉妙法輪曰大般涅槃.” 張紀仲 安 笈, 위 책, 
pp. 26-31. 

100) 이영종, 앞의 논문,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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穈’ 이후부터 머리에 두광을 표현하여 앞 장면들과 구분하였다. 그런

데 그 이후에 ‘四王獻鉢’이 있고 그 뒤로 항마 장면이 나오는 등 

『석씨원류』와 달리 성도 전후의 상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서하사 사리탑 부조에 ‘사왕헌발’이 ‘항마’보다 앞

부분에 있던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편 번왕 중 한 명이 황

후였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팔십사감을 만들고 후에 증손이 팔상

성도를 언급한 것은, 1447년 모후인 昭憲王后를 추모하기 위해 『釋

譜詳節』을 만들고 앞에 팔상 판화를 게재한 것과 묘하게 닮았다.

 한편 晋(恭)王 朱棡은 태원 서북 20리 정도 떨어진 崛圍山에 있는 多

福寺에도 시주를 해 다복사의 사세가 한동안 커졌다. 허나 다복사는 

진왕 사후 사세가 다시 기울었다가 景泰2년(1451)에 다시 중건되었

다. 대웅보전 동서북 삼 면에 총 84장면의 불전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에 쓰인 묵서에 의해 天順2년(1458)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101) 북벽과 서벽의 일부 장면이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

지만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다. 내용은 숭선사 八十四龕 벽화와 동일하

다. 숭선사 벽화가 종이에 그려진 것이라 비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세부 표현에 있어서 숭선사에 비하면  화가의 기량이 떨어져 

보인다. 벽화는 동벽(22장면) → 북벽(동 20장면, 서 20장면) → 서

벽(22장면)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다음 절에서 볼 각원

사 불전벽화도 같은 방식이다. 다만 다복사 대웅보전 세 벽에서는 장

방형으로 구획한 후 각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전개하는데, 각원사에서

는 각 면에 일정한 규칙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101) 李 鳴, 「論太原多福寺佛傳壁畵的時代特征」(山西大美術學 碩士論文, 2012), 
pp.3-4. 다복사 벽화가 숭선사 팔십사감 벽화를 모본으로 제작되었고, 그림이 
대웅전 세 벽에 그려져졌다고 해서 숭선사도 당연히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복사는 험한 산마루에 위치하고 규모도 작다 보니, 숭선사처
럼 대웅전을 둘러싼 회랑이 없다. 숭선사 대웅전 벽에 84개의 감을 파지는 않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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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전 판화의 전개 양상

 판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그림이나 번화 

등에 비해 제작하기가 쉽다는 점도 하나일 것이다. 7세기 후반 인도를 

갔던 義淨은 불상이 찍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본 기록을 남기고 있

다.102) 이러한 기록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현재 남아있는 초기 판화는 

불교 판화가 대부분이다. 손쉽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판화는 선

교와 교화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역대명화기』에는 당

대 최고의 화가들이 장안과 낙양의 큰 사찰에서 벽화를 그렸다는 기록

이 있다. 가령 慈恩寺에는 吳道玄, 閻立本, 尉遲乙僧 같은 화가들이 벽

화를 그렸다. 비록 활약한 시대가 다르지만 자은사는 玄奘이 많은 경

전들을 한역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교 판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영향이 간접적으로나마 있었을  가능성이 있

다. 결국 중국 목판화의 발전은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

과 밑그림을 그릴 화가나 그것을 새길 각수의 조형 의욕, 그리고 불교

의 발전이라는 시대 상황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했을 것이다.103) 

 ① 불전 번화

 불교 판화와 유사한 형식의 불전도로 번화를 들 수 있다. 크기와 용도

가 달랐지만 불교를 알리고 사원을 장엄하는 근본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佛傳 번화의 내용 표현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판화의 전개 

양상을 연구하는 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의 중요한 불전 번화들

은 돈황에서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돈

황 17굴에서 출토된 스타인(1862-1942)컬렉션이다. 8-9세기에 제작

102) 고바야시 히로미쓰,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판화』(시공아트, 2002), 
pp.10-11.

103) 고바야시 히로미쓰, 위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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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돈황 번화 〈四門遊觀〉 9세기

된 이 번화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당대와 오대에 만들어진 불전 조

각이나 돈황 불전 벽화의 발전 양

상과 흐름이 같다. 따라서 도상

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화사들의 기량에 따른 편차가 

크다. 돈황 번화 중 하나인〈사

문유관〉(도 52)은 단순하지만 

분홍색을 사용하여 옷주름의 

음영을 표현한 방식은 인물화

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표현 양

식을 따르고 있다. 성문과 인물

의 비례가 맞지 않는 과장과 

형태의 왜곡은 일반 회화와 달

리 내용 전달을 중시하는 불전

도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 방식

이다. 이러한 방식은 명대에 그

려진 『석씨원류』에서도 마찬

가지다. 이러한 번화와 불전 판

화가 유사한 점 중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림 옆에 방제란을 만들어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나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번화에

는 규범화된 다른 불화들에 비해 일반 회화의 다양한 표현 수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된다.104) 〈九龍灌浴ᆞ行七步〉(도 53)의 경우 

‘구룡관욕’시 태자를 둘러싼 궁정 여인들의 포즈 및 땅에 길게 늘어

뜨리는 의복 표현에서 당대 주방 등에 의해 그려진 사녀도를 연상케 

104) 이영종, 앞 논문,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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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금강반야바라밀경 변상〉 868년

(도 53) 돈황 번화 
〈九龍灌浴 行七步〉 9세기

한다. 여기서도 앞에서 살펴 본 암

산사와 숭선사 ‘구룡관욕’ 장면

에서와 마찬가지로 탁자 위에 올린 

금분 속에 태자가 서 있는 모습으

로 표현되었다. 

 인물, 산수, 수목 등에서 당시 일

반회화의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러한 번화의 가장 큰 특

징은 이동의 용이성이다. 일본의 

구법승 엔닌처럼 직접 구입해서 일

본으로 가지고 가거나 명․ 청대 판

화집이 조선시대 회화 발전에 영향

을 주었던 것처럼 더 넓은 지역에 

새로운 도상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

을 것이다.

② 불전 판화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오래된 판화 중 하나가 

영국국립도서관 소장의 

咸通9년(868)작 〈금강

반야바라밀경판화 〉이다

(도 54). 석존이 기원정

사에서 수보리에게 설법

하는 장면을 새긴 경변상

이자 불전도이다.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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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 〈大聖毘沙門天王像〉 947년

화는 석존 주위의 성중들을 사선의 바닥과 교차하게 배치하고, 중앙의 

높은 단에 앉은 석존과 왼쪽 모서리에서 석존을 올려다보는 수보리에 

시선을 모으는 생동감 넘치는 구성이 돋보인다. 하단의 부드러운 초화 

문양과 수직으로 내려오는 인물들의 예리한 의습선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후대의 어떤 불전 판화 못지않게 구성과 표현이 뛰어난 판화 

중 하나이다. 전문적인 화가의 밑그림을 예리한 선을 구사하는 숙련된 

각수가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왼쪽 상단에는 ‘祇樹給孤獨園’ 하단

에 ‘長老須菩提’라고 밝히고 있다.

 스타인과 펠리오 컬렉션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판화가 한 점 있는데, 

바로〈大聖毘沙門天王像 〉

(도 55)이다. 중앙에 작은 

인물이 손으로 받치고 있는 

비사문천은 다문천왕의 다

른 이름으로 군신으로 여겨

지기도 했다. 손에는 창과 

사리탑을 들고 허리에는 彎

刀를 차고 있다. 하단에 

14행의 발원문이 적혀있어

서 발원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다. 발원자는 10

세기 중반 돈황 지역을 지

배한 曹元忠이며 판각 시기

가 後晋 開運4년(947)이

다. 비록 하단에 판화를 설

명하는 글이 아니지만 이처

럼 한 화면에 글과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 발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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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6) 「善財童子五十三參圖」 판화, 1210년

『석씨원류』같은 판화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가 되면 판화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송 태조를 이은 두 

번째 황제인 태종의 한역대장경 발간 사업(開寶大藏經 971-983년)이

다. 새로운 국가 송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에 당

시 수도 개봉에 최고의 화가, 각수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을 것이 분

명하다. 게다가 황제의 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황실의 전문 

화원들도 경전에 삽입되는 변상도 제작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대장경 사업은 송은 물론 주변 국가에 자극을 주어 고려대

장경, 거란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판화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 나온 것이 바로 『佛國禪師文殊指南圖贊』(1210년)이

다. 그 내용 중 하나인 「善財童子五十三參圖」 판화(도 56)는 『석씨

원류』와 같은 불교판화집의 출현을 예고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처

럼 판화가 경전의 변상

도처럼 단순히 경전을 

장식하고 내용을 암시해

주는 소극적 역할을 뛰

어 넘어 글과 짝을 이루

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석씨원류』 영락본, 정

통본, 대흥륭사본처럼 상

도하문의 형식으로, 삽화

의 역할이 글과 거의 대

등한 수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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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25년 이후

 (1) 전통 양식의 계승

 명 洪熙원년(1425) 남경 大報恩寺 사문 寶成이 여러 문헌을 섭렵

하여 편찬한 『석씨원류』는 앞에서 살펴본 그 이전의 오랜 기간 동

안 수많은 학자, 화가, 각수들이 불전도와 판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석씨원류』의 간행이 불전도를 제작하려는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하여 불전 벽화를 제작한 작

례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물론 성화연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하북성 正定 隆興寺 마니전 벽화의 경우 네 자의 화제와 도상

에서 『석씨원류』의 영향력이 간취된다. 하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독

자적인 특징이 강하게 엿보여 『석씨원류』를 참조하되 완전히 모방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천성 劍閣의 覺苑寺와 인근 지역 

사원들에서는 『석씨원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각원사

는 ‘석씨원류도’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석씨원류』의 내용을 

그대로 벽면에 옮겼고, 인근에서도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은 벽화

가 제작되었다. 청대에는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은 사원 벽화가 

여러 곳 남아 있다.105) 그리고 17세기 중반과 18세기 초 조선에 전

래된 『석씨원류』는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의 불전

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105) 명대 불전도로 알려진 것들이 청대 불전도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불화 
전문가들이 수가 적을 때 조사된 것들이 최근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연
구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산서성 五
臺縣에 있는 極樂寺, 佑國寺 대웅전 벽화는 청대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고 
제작된 것이다. 紫澤俊, 邢莉莉는 둘 다 명대 벽화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하지만 명대 『석씨원류』의 화제와 일치하지 않는 화제들은 모두 청대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화제라서 청대 『석가여래응화사적』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
된 것이 분명하다. 邢莉莉, 앞 논문,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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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명대 불전도 중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작례가 적은 

이유를 고려하면, 아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으

로 인한 마모, 후대에 가채 및 인위적인 파손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水陸圖의 경우 명대 벽화가 상당수 전하는 것에 비하면 각원

사처럼 『석씨원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명대 불전 벽화는 찾기 

어렵다. 물론 차후 더 많은 명대 사원 벽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처럼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불전판화집

이 어떤 연유로 화가들에게는 인기가 적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석씨원류』라는 새로운 양

식보다 기존의 전통 양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원이 있을 경우 그곳을 따라 가려는 의

도가 있었던 것 같다. 

 『석씨원류』가 간행된 1425년 이후 그려진 대표적인 불전 벽화로는 

청해성 瞿曇寺(1427년) 회랑의 불전 벽화, 감숙성 妙因寺(1427년) 萬

歲殿 내부 동서 회랑의 불전 벽화, 산서성 多福寺(1458년), 사천성 검각 

각원사(天順연간, 1457-1464 추정), 正定 隆興寺 마니전(1486 추정), 

감숙성 感恩寺(1494년) 등의 불전 벽화를 들 수 있다. 이외에 제작 기

록으로 사천성 報恩寺(1446)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불전 벽화가 그

려진 시기는 영락본(1425년), 정통본(1434-1436년), 경태본(1450- 

1457년), 성화본(1486년)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구담사와 묘인사 벽화

의 제작 연도인 1427년은 『석씨원류』가 간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때이다. 그 짧은 기간에 중국의 동쪽 끝인 남경에서 간행된 책이 서쪽 

끝에 위치한 청해성, 감숙성에 있는 사원에 전해질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하지만 구담사가 있는 청해성 지역은 元 유민들이 많던 지역이어서 명 

황실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었다. 마침 그 지역의 명망이 높은 고

승 三刺(森羅)가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명 황실에 보호를 청하자 그에 대

한 보답으로 황실에서는 구담사를 건립하였다.106) 구담사 경내에는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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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7) 구담사 서측 회랑 전경 (도 58) 구담사 회랑 벽화

16년(1418), 홍희원년(1425), 선덕2년(1427)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세 명의 황제가 만든 중수비가 있다. 이는 명 황실이 구담사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국 

초기 변방의 안정은 황제권 유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구담사는 앞서 봤던 숭선사처럼 山門 - 金剛殿 - 瞿曇殿 - 寶

光殿 - 隆國殿 다섯 전각이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주변 부속 

건물도 좌우대칭이 분명한 황실 건축의 특징이 잘 드러난 구조이다

(도 57). 이들 건물은 72간의 회랑(도 58)으로 둘러져 있다. 도 57

의 오른쪽 가장 안쪽에 보이는 이층 누각이 주정전인 隆國殿이다. 구

담전과 보강전 사이인 중원 서쪽 회랑에서부터 불전 벽화가 그려졌

다. 벽화는 융국전이 건립된 시기인 1427년에 같이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동쪽 회랑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진행한

다. 현재 구담사에 남아 있는 명대 벽화는 융국전 동쪽 회랑에 그려

진 ‘淨居天子爲護明菩薩洗降處’부터 ‘佛授記一千年後佛法東流華

夏’까지이고 다른 불전 벽화는 청대에 가채되었다.107) 

106) 邢莉莉, 앞 논문, p.92; 劉科, 「漢藏藝術交流中的靑海樂都瞿曇寺回廊佛傳壁
畵」 『中國美術館』 4期 (中國美術出版總社, 20130, p.15.

107) 金 萍, 「瞿昙寺壁画艺术考古研究」(西安美術學院博士學位論文, 20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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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구담사 벽화 (탄생 장면) 1427년

 구담사 불전 벽화(도 59)

는 마치 거대한 청록산수화

를 보는 것 같이 웅장한 산

수를 배경으로 그려졌으며, 

장면 간 간격도 여유롭고 건

물, 수목, 동물, 호석 등 세

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표

현해서 매우 신경써서 그렸

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도상

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

니지만 내용은 물론 표현 방

식, 색채 및 전체적인 분위기

가 1458년에 그려진 산서성 

태원 多福寺 84폭 불전 벽화와 매우 유사하다. 양자 간 제작 시기가 

31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이 있는 까닭은 아

마도 제작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먼저 다복사 84폭 불전 벽

화는 인근에 있는 숭선사 84감 벽화를 모본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명초 그려진 원래의 숭선사 벽화가 남아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1483년에 개채를 위해 그려진 모사화첩과 비교하면 

84폭의 불전도 화제가 동일하고 화면의 비례, 구성, 내용이 다복사

가 좀 더 간결하다는 것만 빼면 대체로 유사하다. 현재 남아있는 모

사화첩은 다복사 벽화보다 25년 뒤에 그려진 것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복사 벽화를 그릴 때 숭선사 벽화 초본이나 다른 모

71. 구담사 벽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邢莉莉, 앞 논문; 정하담, 앞 논
문; 金 萍, 『瞿昙寺壁画艺术研究』(中国藏学出版社, 2014); 趙增福, 「瞿壇寺
壁畵中的佛敎故事」, 『靑海文物』(1992年 第7期(總第7期)); 王進玉, 「靑海瞿
曇寺壁畵實測及其有關的問題」,『靑海文物』(1990년 제4期); 謝繼勝, 廖  腸, 
「瞿曇寺回廊佛傳壁畵內容辨識与風格分析」,『故宮博物院』125 (故宮博物院,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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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0) 다복사 대웅보전 전경 (도 61) 다복사 대웅보전 동벽 벽화

사본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벽화가 그려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거

기에다 당시 만들어진 『석씨원류』 판화 도상도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도 있다. 숭선사 벽화가 그려진 지 60년 가까이 지났지만 숭선

사의 최대 후원자였고 숭선사를 자신의 가묘처럼 생각한 진왕이 과

거 다복사 중수에 기여한 공덕을 기념하며 왕가와의 관계를 지속적

으로 갖기 위해서는 숭선사와 같은 벽화를 그리는 것이 다복사 입

장에서는 여러 모로 이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

도 작은 사원은 인근에 있는 유명한 사원의 벽화를 모사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다복사와 구담사 명대 벽화의 풍격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즉 다복사 대웅보전(도 60) 벽

화의 연원이 숭선사 벽화이고, 숭선사는 진왕의 가묘와 같은 성격의 

사원이라는 점과 구담사도 영락제 때 태감을 보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정도로 황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은 사원이라는 점에서 두 사

원의 정치적인 위상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황실이라는 든든한 후

원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복사는 숭선사를 

통해 그 혜택을 받은 사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복사 벽화는 숭선사 각 

감의 장면을 좀 더 손쉽게 세 벽에 상하 이단으로 나란히 배치한 것이

며(도 61), 건축, 인물, 귀부인과 시녀, 가구 등에서는 숭선사 벽화처럼 

당시 궁정의 모습과 명대 원체화풍의 양식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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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구담사 〈樹下誕生〉 1427년

(도 63) 다복사 〈樹下誕生〉 1458년

 구담사의 탄생장면(도 62)은 

인원을 많이 표현하지 않아 일

견 앞에서 보았던 금대 암산사 

벽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넓은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송원대 벽화나 세속화에 가깝

다. 다복사 탄생장면(도 63)의 

경우도 모본인 숭선사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를 줄여 좁

은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었다. 

따스한 색감과 여유로운 전체적

인 분위기는 매우 유사하다. 하

지만 구담사에 비해 궁중 여인

들의 의복이 더 화려하며 룸

비니원이 궁정 안의 후원과 

같은 느낌을 준다. 

 한편 숭선사와 다복사의 다

섯 번째 장면인 〈第五太子

初行七步目顧四方手指天地蓮

華捧足之處 〉, 즉 〈행칠보〉 

장면을 비교해 보면, 배경 설

정에 있어서 숭선사 벽화 모

사본(도 64)이 훨씬 사실적

이다. 숭선사에서는 룸비니원

을 건물이 없이 화초와 호석

이 있는 공간에 난간을 둘러 

108) 李鳴, 「論太原多福寺佛傳壁畵的時代特征」 (山西大美術學 碩士論文, 2012),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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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 숭선사 〈行七步〉 
모사본 1483년 (도 65) 다복사 〈行七步〉 1458년

표현한 반면 다복사 벽화(도 65)에서는 궁궐의 건물 앞을 룸비니원

으로 설정했다. 아마 화면이 협소해서 어쩔 수 없는 공간 활용이겠

지만 사실감은 떨어진다. 숭선사 모사본은 원래 벽화가 그려진 지 

100년 쯤 지난 후 개채하기 위해 원 그림을 모사한 것이다. 원본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화가 마음대로 변형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왕가의 종손이 의뢰한 것이므로 더욱 잘 그

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숭선사에 그려졌던 벽화의 도상

과 색상은 현재 전하는 모사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

서 본 것처럼 다복사에서 숭선사와 동일한 화제로 동일한 84폭의 

벽화를 그리면서 일부 다르게 그린 이유를 화가의 재량이라고 보기

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사원의 경제적 여건이나 화가의 기량이 변

화의 중요한 요소지만 기본적인 것까지 바꿀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다복사 벽화 제작 시 숭선사 벽화의 초본이 있었거나 화가가 직접 숭

선사에 가서 모사했다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굳이 배경까지 바

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가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구담

사, 숭선사, 다복사 벽화에 유사성이 많은 이유는 『석씨원류』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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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6) 묘인사 〈이모/야수다라 聞訊〉 (도 67) 감은사 〈마야부인〉

그와 유사한 불전도 모본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다. 그러한 모본을 

토대로 각 사원의 여건에 맞게 일부 변형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구담사와 가까운 감숙성 감은사에도 불전 벽화가 있다. 감은사 금강전

에 있는 방제에 『京板印圖畵錄』에 의거하여 벽화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109) 이 책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석씨원

류』같이 판화로 된 도화록이 유통되고 있었고, 이를 모본으로 벽화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석씨원류』 같

은 불전판화집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숭선사와 다복사, 구담

사와 묘인사, 감은사처럼 인근에 주요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의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복사나 감은사 벽화가 그려질 때는 

이미 여러 본의 『석씨원류』가 간행된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한 장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그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 인근의 유명 사원의 영향, 또는 그 사원에 그

려진 벽화의 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석씨원류』의 유

행을 조금 늦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 깊

은 연구가 요구된다. 

109) 謝繼勝 熊文彬 廖暘, 앞의 책, p.34. 감은사 불전 벽화는 인근에 있는 구담사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강전 벽화의 모본이 된 ‘경판인도화록’이 
불전도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러한 판화집의 존재는 『석씨원
류』 같은 불전판화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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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씨원류』 관련 불전도의 등장

 앞에서 살펴봤듯이 『석씨원류』가 간행되었지만 곧바로 불전도 제

작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 지금과는 달리 명대에는 당 ․ 송 

이래 불교 사원들이 훨씬 많이 존재했었을 것이고 다양한 벽화도 많

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다복사, 묘인사, 감은사처럼 인근에 뛰어난 

벽화가 그려져 있는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불화가 그려진 것이다. 게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원에 반드시 불전 

벽화를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씨원류』 불전 판화가 

벽화로 그려지려면 충분한 숙지 기간과 불전 벽화에 대한 수요가 맞

아 떨어져야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불전도를 제작했다는 가장 이

른 시기의 기록은 사천성 報恩寺(1446)에 전하는 〈敕修大報恩寺繼葺

碑銘〉의 ‘正殿繪十二圓覺, 殿後塑觀音大士, 兩廊繪釋氏源流幷圣僧羅

漢’이라는 기록이다.110) 이 기록을 통해 사천의 보은사에서는 『석씨

원류』가 처음 만들어진 지 20여 년 지난 후 그 판화를 바탕으로 정전

의 양 회랑에 『석씨원류』 불전도를 나한도와 함께 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1953년 소실되어 어떠한 구성과 형식으로 그려

졌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어떤 판본을 토대로 제작했는지도 알 수 없다.  

 天順연간(1457-1464)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사천성 검각 覺苑寺 

대웅보전 네 벽에 그려진 205 장면의 불전도는 ‘석씨원류도’라고 명

명해야 할 만큼 『석씨원류』 자체를 통째로 그린 벽화이다. 청대에 쓰

인 『劍閣縣續誌』에 의하면 ‘重新殿宇, 奉佛祖像, 幷繪釋迦年譜于壁’

이라고 하여 『석씨원류』 대신 ‘석가년보’라 지칭하였다. 후대에 쓰

인 자료이고, 저자가 『석씨원류』를 알지 못해서 석가모니와 관련된 그

림이라는 의미로 ‘석가년보’라고 한 것 같다. 즉 ‘석가년보’가 어떤 

110) 刘显成 杨小晋, 『梵相遗珍-四川明代佛寺壁画』(人民美術出版社, 2014),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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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지칭한다기보다 석가모니 일대기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현재 전하는 벽화는 『석씨원류』의 상권(권1, 2)에 해당하는 항목을 

그린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석씨원류』 등을 모본으로 하여 불전도를 그

린 명대 벽화가 주로 사천성 지역에 여럿이 있었다는 점이다. 『석씨

원류』와 사천성이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담사와 

묘인사, 감은사, 그리고 숭선사와 다복사 관계, 우리나라 사찰로 보면 

본사와 말사의 관계처럼 인근의 유명한 사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보은사와 각원사에 화려하게 장엄된 불전판

화가 인근에 있는 邛崍 盤陀寺, 新都 龍藏寺 등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사원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떠한 형태인지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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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전

요
사
채

요
사
채

대웅보전

천왕전

(도 68) 검각 각원사 평면도

2. 검각 覺苑寺 『석씨원류』 불전 벽화

 각원사는 사천성 劍閣縣 武連鎭에 

자리잡고 있다. 당 貞觀연간(627- 

649)에 창건되고 弘濟寺로 불리다

가 북송 元豊연간(1078-1085)에 

사명을 사액받았다. 원말 훼손된 후 

명 天順연간(1457- 1464) 淨智가 

제자 道芳과 함께 중건하였는데 도

중에 정지가 죽자, 도방이 주지가 

되어 弘治2년(1489)에 불상을 안

치하고 홍치임자년(1492)에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대웅보전(도 68) 

공사를 마쳤다.111) 대웅보전은 중심

에 불단을 만들어 불상을 안치하고 

불단 주위로 회랑을 만들었다. 『석

씨원류』 불전도는 대웅전 동남쪽 

벽면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서남쪽 벽면까지 14칸의 벽면에 

그려졌다. 불전 장면은 총 205장면으로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

이 많았다. 이견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자 첫 번째 쟁점이 바로 벽

화가 『석씨원류』의 어떤 본을 모본으로 사용했느냐는 것이다. 그리

고 전체 장면 수, 208종의 화제가 쓰인 『석씨원류응화록』과의 관계, 

벽화의 첫 장면을 왜 ‘釋迦垂迹’이 아니라 ‘最初因地’로 시작하는

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11) 母學勇, 『劍閣覺苑寺明代佛傳壁畵』(文物出版社, 1993), p.5; 刘显成 杨小
晋, 앞의 책, 165-167; 邢莉莉, 앞의 논문, pp.56-57; 李 松, ｢中國古代寺廟
中的佛傳故事壁畵」, 『中國寺觀壁畵全集』4 (廣東敎育出版社, 2011),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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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 시기와 모본

 (1) 제작 시기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거의 이견이 없다. 母學勇이 『劍閣

覺苑寺 明代佛傳壁畵』(1993)를 낸 이래 현재는 대개 천순연간

(1457-1464)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아무리 늦어도 1492년에는 완

성됐다고 본다. 이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정 가능한 자료들

이 전한다. 대부분 다음 자료들을 토대로 제작 시기를 파악한다.

 먼저 청대 편찬된 『劍閣縣續誌』 권 9, 「重修覺苑寺記」에 따르면, 

‘사찰은 당 정관연간에 창건됐고 송 원풍연간에 사명을 사액받았다. 

원말 사원이 훼손된 후 명 천순연간 초에 淨智라는 승려가 제자 道芳

과 함께 전각을 중건하고, 불상을 봉안하고 벽에 釋迦年譜를 그렸다’

고 한다.112) 그리고 대웅보전 중앙에 있는 석제 방형 향로가 명 홍치

연간(1492) 유물인데, 거기에 적힌 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淨智가 천순연간에 운남에서 촉 지역으로 들어와 아미산에 가서 예

를 올리고 이곳에 여름에 도착하였다. 각자가 시주하고 법사가 분향 

수행하면서 (대웅)보전을 세웠는데, 공사가 완성될 무렵 세상을 떠나

자 제자인 道芳이 주지가 되었다. 홍치2년(1489) 주지 도방이 사재

를 내어 향로를 하나 만들었다. 대웅보전의 삼보여래소상과 이십사제

천 목조상 등이 다 완성된 것이 淨智가 시작한지 근 30여 년이 소요

되어 홍치임자년(1492) 이월에 끝났다.113)

112) 『劍閣縣續誌』 권 9, 「重修覺苑寺記」: ‘寺肇始于唐貞觀, 至宋元豊始賜名覺
苑, 元末寺毁壞. 明天順初 僧淨智及徒道芳, 住錫于此, 重新殿宇, 奉佛祖像, 幷繪
釋迦年譜于壁.’

113) 母學勇, 앞의 책, p.4. 향로 명문:‘......有師淨智天順年間云越蜀川, 睹禮峨山, 
復回至此. 蒙彼檀那各舍資粮, 請師焚修, 堅立寶殿, 莊嚴圣像. 功欲將完, 師辭歸
逝. 貽徒道芳住持弘治二年謹 同舍合財山僧侶化誘檀那, 舍財鑊爐一鼎......弘治壬子
歲二二月初年四日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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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각원사 벽화는 천순연간(1457-1464)

에 시작되었고, 아무리 늦어도 홍치임자년(1492)에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건물을 세우고 장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重

修覺苑寺記」의 기록이 있어서 대개 천순연간에 벽화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2) 벽화의 모본

 대웅보전 내부 14개의 벽에 그려진 벽화는 총 205장면이다. 잘 알려

진 성화본 『석씨원류』의 경우 각 권 100장면씩 총 400장면이며, 불

전과 관련된 1-2권은 총 200장면이므로 먼저 200번째가 넘은 장면

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실렸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벽화의 201번에서 205번까지 다섯 장면은 〈提婆鑿畔〉, 

〈天親造論〉, 〈神僧應供〉, 〈師子傳法〉, 〈達磨西來〉이다.114) 이 

중 〈師子傳法〉은 가장 많이 참조하는 판본인 성화본(1486년)의 2권 

마지막 장면이지만 나머지 네 장면은 실리지 않았다. 다만 『釋迦如來

應化錄』에는 이 다섯 장면이 차례대로 202, 203, 204, 207, 208번

째 장면으로 실려있다. 이전 연구에서의 혼란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게다가 『중국사관벽화전집 4-명대사원불전도』(李松 主編, 2011)나 

114) 王振會ᆞ院榮春ᆞ張德榮, 『劍閣覺苑寺明代壁畵』(文化藝術出版會, 2010), 
p.294; 李松 主編, 『中國寺觀壁畵全集 4-明代寺院佛傳圖劍』(廣東敎育出版社, 
2011), p.197. 이 두 자료에는 천친이 글을 쓰는 모습의 〈天親造論〉 장면에 
〈譯經傳法〉이라는 『석가여래응화록』에도 『석씨원류』에도 없는 화제를 붙이
고 마지막 장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아마도 화제가 박락되어 화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佛傳과 열반 이후 인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경전 번역을 통해 전
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통본이나 대흥륭사본
이 모본임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다. 이보다 훨씬 전에 푠찬
된 黃 河의 『釋迦如來應化事蹟』(河北美術出版社, 2003)에서는 〈譯經傳法〉
을 〈天親造論〉으로 보고, 〈達磨西來〉를 마지막 장면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1, 
2장면을 ‘最初因地 / 買花供佛’ 대신 ‘釋迦垂迹 / 如來因地’로 파악하는 오
류가 있다. 모두 『석가여래응화록』과 『석씨원류』의 다른 본을 모본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온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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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閣覺苑寺明代壁畵』(王振會ᆞ院榮春ᆞ張德榮, 2010) 같은 각원

사 벽화를 모두 실은 중요한 도록에 마지막 장면을 승려가 경전을 

쓰는 그림에 〈譯經傳法〉이라는 출처 불명의 화제로 마무리하고 

있다. 아마도 정확한 모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제가 박락되

었기 때문에 그림 내용을 토대로 유추하여 적은 것 같다. 정확한 모본

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불전도가 그려진 하한선인 홍치임자년(1492) 이후에 만들어진 

판본을 제외하면 영락본(1425년), 정통본(1434-1436년), 경태본

(1450-1457년), 대흥륭사본(1486-1535년), 성화본(1486)으로 좁

혀진다. 그리고 205장면 중 마지막 장면인 〈達磨西來〉 이전에 일어

난 일화이므로 중국불교사에 해당하는 하권(3-4권)을 빼야 한다. 즉 

상권이 200장면이 넘는 판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네 개의 판화본 중 

400장면인 경태본과 성화본은 제외해야 한다. 문제는 영락본이 400장

면인지 408(410)장면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邢莉莉는 洪熙초간본

(영락본), 선덕9년본(1434), 정통본(1437)을 408장면으로 보았

다.115) 하지만 蔡穗玲은 영락본을 400장면으로 파악하였다. 게다가 소

주 西園寺에 있다는 영락본은 후에 번각된 것이고 완질로 남아 있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영락본도 배제하는 

게 나을 듯하다. 그렇다면 불전도 제작에 모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정통본과 대흥륭사본이다. 정통본도 완질로 남아있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며, 정통본을 모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대흥륭사본도 하

권 일부만 알려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연구자들은 모본이 아

님을 알면서도 완질로 잘 남은 성화본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116) 그

115) 정통본이 선덕9년에 시작하여 정통원년에 완성되었다. 邢莉莉는 둘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邢莉莉, 앞의 논문, pp.22-23.

116) 1993년 각원사 벽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록을 만든 母學勇은 성화본이 아
닌 청대 가경본을 모본으로 보고, 석씨원류 서두에 唐 王勃의 「釋迦如來成道
記」가 실린 것을 보고 각원사 벽화의 원류를 당대로 올려보기도 하였다.  邢莉
莉, 앞의 논문,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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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몇 가지 이견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선 각원사 벽화에 대해 가장 먼저 도록을 만들어 널리 알린 母學勇

은 모본의 연원을 당대까지 소급해 보았다. 각원사와 그다지 멀지 않

은 사천성 新都 보광사에 소장된 석존의 전기 208장면만 모아 만든 

청 진국공 永珊의 『釋迦如來應化事蹟』(가경본)과 비교를 통해 각원

사 벽화와 『釋迦如來應化事蹟』의 공통 모본을 당대로 소급해 보았

다. 각원사 벽화와 『釋迦如來應化事蹟』의 모본은 당연히 이전의 

『석씨원류』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 연원을 당대까지 소급

하는 것은 무리이다.117) 

 두 번째로 『석씨원류』에 대해 연구한 蔡穗玲은 2005년 대족석굴국

제학술대회에서 각원사 벽화의 모본이 『석씨원류』의 편찬자 寶成이 

쓴 『석가여래응화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998년 최연식이 이미 

제기했던 주장이기도 하다.118) 蔡穗玲과 최연식이 주장한 근거는 400

항목, 406항목, 408항목 세 종류의 『석씨원류』와 각원사 벽화가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채수령은 408항목의 『석씨원류』에 각

원사 벽화 204항목이 포함되지만 맨 첫 장면인 ‘最初因地’가 408항

목의 『석씨원류』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邢莉莉는 ‘각원사

의 ‘最初因地’가 『석씨원류』의 ‘釋迦垂迹’이 분명히 아니다. 그

렇지만 ‘釋迦垂迹’이 석존과 아난, 가섭, 사천왕이 그려진 일존의 경

전 서두에 그려지는 변상도인데, 대웅전에 이미 불상으로 존재하기 때

문에 굳이 그림으로 다시 그릴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변화는 판화를 

모본으로 해서 벽화를 그릴 때 나타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석가여래응화록』이 내용만 있지 삽화가 있지 않

으며, 한 폭이 다르다고 204폭이 동일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

다고 했다.119) 대웅전에 석가모니와 아난, 가섭, 사천왕이 불상으로 봉

117) 邢莉莉, 앞의 논문, pp.57-58.
118) 최연식, 앞 논문,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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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어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게다가 ‘十代明王’과 

‘護法諸天’도 ‘釋迦垂迹’과 함께 빠졌기 때문에 그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의도로 그려졌는지는 의문이다. 

 그간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키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선운사본이다. 중국에는 하권 일부만 전하는 대흥륭사본 『석씨

원류』의 번각본인 선운사본이 다행히 완질로 남아있어서 『석씨원

류』와 각원사 벽화 사이에 엉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12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흥륭사본(선운사본) 상권의 불전 항목 수는 

『석가여래응화록』과 같이 총 208 항목이다. 이 중 첫 번째 장면인 

‘釋迦垂迹’,  205번째 ‘十代明王’,  206번째 ‘護法諸天’세 항목이 

빠진 205장면이 벽화로 그려졌다. 이들 세 항목이 빠진 이유는 앞에서 

본 邢莉莉의 주장대로 각 항목의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대웅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존재이기 때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인 ‘釋迦垂迹’이 빠진 이유는 대웅전 그 자체가 곧 ‘석가

수적(도 69)’의 장면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불을 아난, 가섭, 사천왕

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바로 대웅보전 불단에 구현되어 있다. 범천

과 제석천을 위시한 제천과 십대명왕도 마찬가지다. 대웅보전의 주인

공 석가모니불을 위호하는 존재이고,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실제 불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작은 공간에 다시 

그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첫 장면은 인용 경전도 제시되지 

않은 변상도 성격을 지닌 그림이기 때문에 뺐을 가능성도 있지만 뒤에 

오는 두 항목과 함께 이해하려면 대웅보전의 성격과 연결해서 이해하

119) 邢莉莉, 앞 논문, pp.58-62.
120) 선운사에서 1711년 판각된 『석씨원류』는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해서 번

각된 것이다. 지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선이 예리하지 못하지만 현재 중국
에 전하는 대흥륭사본 후반부와 비교할 때 일부 오류와 대체된 것이 있지만 내
용, 구성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선운사본 『석씨원류』를 통하여 대흥륭사본과 
정통본의 빠진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 蔡穗玲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전 한국
에서 여러 박물관과 사찰을 조사했지만 그 때까지는 완질의 선운사본이 보고되
지 않았었다. 완질의 선운사본이 확인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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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9) 선운사본 〈釋迦垂迹〉

(도 70) 선운사본 〈最初因地〉

(도 71) 각원사 벽화 〈最初因地〉 

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면인 

〈최초인지〉(도 70)를 첫 장

면으로 표현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각원사 

벽화의 첫 장면 〈최초인지〉

(도 71)는 이렇게 탄생한 것

이다. 선운사본과 각원사 벽화

의 〈최초인지〉를 비교하면 

동일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이 성화본이나 가경본

에는 없는 도상이기 때문에 

母學勇, 邢莉莉, 蔡穗玲 등 여

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시도했었다. 

 두 번째도 이견이 있는 항목

이다. 성화본에는 동일한 도상

을 ‘如來因地’라는 이름으

로, 가경본에서는 이 항목을 

‘買花供佛’과 ‘布髮掩泥’ 

두 항목으로 나눴다. 대흥륭사

본에서는 두 장면을 나누지 

않고 ‘買花供佛’이라는 화

제 안에 그대로 두었다. 화가

는 대흥륭사본의 내용을 그대

로 표현한 것이다. 

 네 번째 장면인 ‘瞿曇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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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의 경우 대흥륭사본은 성화본과 거의 같다. 실제 벽화에서는 활을 

쏘는 인물을 한 명이 아닌 세 명으로 늘리고, 가경본에 ‘哭成男女’

로 독립되는 장면은 빼버렸다. 이처럼 일부 장면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기도 했다. 

 각원사 벽화가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했다는 점은 10번째 항목인 

‘大赦修福’이 있음으로 더욱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태자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일종의 축제를 여는 장면인데 성화본 등에는 없는 장면

이고, 가경본에는 들어있지만 도상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흥륭사본을 각원사 벽화의 모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대흥륭사본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각원사 벽화가 만들

어지는 시기와 비슷하거나 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대흥륭사본이 모본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121) 정통본과 대흥륭사본이 동일한 

구성이므로 정통본이 모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으

므로 당분간 각원사 『석씨원류』 불전도의 모본은 대흥륭사본(정통

본)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정리하면 각원사 벽화는 정통본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하되 판화집 1-2권의 208 항목 중 세 장면

을 빼 205 항목을 그린 벽화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각 

문헌이나 논문에서 각원사 『석씨원류』 불전도의 명칭을 ‘석씨원류 

벽화’, ‘석씨원류 불전도’라고 하는데 ‘석씨원류도’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한 변상도라는 명칭은 

모든 장면을 다 표현한 각원사 벽화의 경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더욱이 사천 報恩寺(1446)에 전하는 〈敕修大報恩寺繼葺碑銘〉에 

‘兩廊繪釋氏源流幷圣僧羅漢’이라는 내용을 보면 ‘석씨원류도’라고 

121) 翁連溪, 李洪波 主編, 序3 8頁: 대흥륭사는 정통13년(1448)에 중수하여 이
름을 정수사에서 대흥륭사로 바뀌었고, 가정14년(1535)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듬해 황실에서는 대흥륭사를 講武堂으로 바꾸라고 명하고, 대흥륭사는 다시 재
건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흥륭사본은 대흥륭사로 이름이 바뀐 1448년부터 강
무당으로 바뀐 1535년 사이에 圓道에 의해 만들어졌고, 영락본 혹은 정통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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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2) 각원사 대웅보전 내부 전경 (동벽)

9 8 후문 7 6

● ● ● ● ● ●
10 5

● ●
11 불단 4

● ●
12 3

● ●
13 2

● ● ● ● ● ●

14 문 문 문 1

(도 73) 각원사 대웅보전 불전 벽화 분포도

부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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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원사 대웅보전에는 앞 표에서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의 14면의 벽면

에 불전도가 그려졌다. 1번과 14번째 화면에는 각 4장면과 공양자상

이 그려지고, 동측면의 3, 4, 서측면의 11, 12번째 화면에는 각 20장

면이 묘사되었다. 9번째는 13장면, 10번째는 14장면이 그려졌고 나머

지는 모두 15장면씩 도해되었다. 진행 방향은 1→14번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1번 화면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2번과 14번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면은 공통적으로 먼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우에서 

좌로 장면이 진행된다. 두 번째 화면은 세 열로 구성됐는데 오른쪽에

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장면이 이어지고, 마지막 열네 번째 화면 중 

〈天親造論〉은 화제가 쓰이지 않았거나 박락되었다. 경전을 쓰는 모

습이어서 일부 문헌에서는 〈譯經傳法〉이라고 화제를 붙였지만 『석

씨원류』나 『석가여래응화록』에 없는 항목이다. 다음 장면과 연관시

켜 누군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가여래응화록』

의 순서로 따지면 이 벽에 그려진 일화는 우하 → 좌상 → 우상 → 좌

하 순으로 진행된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아래쪽에서 위로 진행되는 예는 북위대에 조성된 

맥적산 130굴 제10호 조상비의 불전부조(도 22)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쪽에 탄생, 위쪽에 열반장면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특히 동

벽 세 번째 화면을 구성하는 데 효율적이다. 궁중생활과 산속에서 고

행하는 장면이 겹치는 경우 하단에 궁궐을 배치한 후 〈사문유관〉 등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유성출가〉 장면까지 배치하

고, 중단 위로 산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치함으로써 장면을 명확

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각원사 벽화(도 74)는 14화면이 각각 한 폭의 벽화라고 보아

도 좋을 정도로 장면을 분할하는 수목과 건축, 구름이 자연스럽게 조

화를 이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의 장면은 독립된 화폭으로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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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4) 각원사 대웅전 제12벽(서벽 중앙)

래 장면과 연환화 형식으

로 파노라마처럼 전개된

다. 이러한 형식은 앞에

서 살펴본 돈황 막고굴 

290굴(도 38)을 연상케 

한다. 

3) 표현의 특징

 먼저 장면 분할 방식은 

건물과 수목 및 구름으로 

장면을 구획하는 전통적

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는 금분으로 

채색해서 화려한 궁궐임

을 부각시켰는데, 화면 전체를 화사한 분위기로 만든다. 화면 사이사이

에 개별 소장면의 배경이 되면서 각 장면들을 구획하는 용도로 표현된 

큰 나무의 경우 지나치게 장식적이어서 오히려 사실감이 결여되었다. 

게다가 가장 큰 벽면이 350×354㎝인데 여기에 15~20 장면을 표현

해야 하니 한 장면에 할애될 수 있는 크기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게

다가 205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1,694명이므로 배경이 되는 건물

과 수목, 바위 등을 표현하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기자기한 느낌은 들지만 앞에서 봤던 황실과 

관련이 있는 금대 암산사 문수전 벽화나 구담사, 숭선사 불전도에 비

하면 치밀하다는 느낌은 덜하다.

 모본이 판화이다 보니 작은 판화의 그림을 큰 화면에 표현할 때 필연

적으로 변형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략하게 표현되었거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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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5) 석씨원류 〈耶輸得夢〉 (도 77) 석씨원류 〈踰城出家〉

(도 76) 각원사 동벽 〈耶輸得夢〉 (도 78) 각원사 동벽 〈踰城出家〉

에 맞지 않은 장면들은 화면에 맞게 변형하였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성, 인물의 수, 배경 등은 대체로 판화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

다. 예를 들어 〈야수득몽〉은 야수다라가 태자가 출가하는 꿈을 꾸고 

태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판화(도 75)에서는 야수다라의 침전만 

표현하고 태자는 마당에 가리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벽화(도 76)에서는 태자가 전각에 앉아서 야수다라의 얘기를 

듣는 좀 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유성출가〉는 차이가 더 

크다. 판화(도 77)에서는 대전의 지붕만 묘사하고 그 위로 말을 탄 채

로 구름을 타고 성을 나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벽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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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9) 각원사 대웅전 북벽 제8벽 상부 (도 80) 각원사 〈調伏二仙〉

78)에서는 대전 아래에서 태자가 나가는 데도 모르고 잠에 빠진 병사

와 태자가 말, 차익과 함께 출발하려는 모습까지 표현하였다. 그리고 

〈구담귀성〉의 경우 정통본(대흥륭사본)이든 성화본이든 동일하게 표

현되는 구담의 피를 받은 그릇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형상으로 표현하

지 않고,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벽화에서 화가

는 판화의 도상을 이해하기 쉽게 변용하거나 판화의 부족한 내용을 이

치에 맞게 보완하였다.       

 화가가 치밀한 계획 아래 벽화를 그렸음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또 

있다. 북벽 중앙에 나 있는 후문 서쪽의 여덟 번째 벽면을 예로 들어 

보면, 상부의 두 장면(도 79)은 〈說苦佛來〉와 〈談樂佛至〉이다. 서

로 별개의 독립된 장면인데 두 장면 사이에 건물 하나를 세우고 그 건

물을 경계로 양쪽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판화에서는 각각 다른 

건물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벽화에서는 건물을 따로 만들

지 않고 하나의 건물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 아래에 있

는 건물은 이와 달리 중앙에 큰 나무와 바위로 경계를 나누고 또 지붕

의 색을 달리하여 각각 별도의 장면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調伏二僊〉(도 80)에서는 출가한 후 머리카락을 깎은 후 수

행하는 선인들을 찾아 다니는 태자의 얼굴에 수염을 표현하였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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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詰問林仙〉, 〈勸請回宮〉에서는 수염이 없었는데 수염이 생

긴 것이다. 수염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게다가 석존의 옷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화려하게 묘사하지만 태자, 출가, 성도 각 시기별로 분명히 차별을 두

고 있다. 

 각 장면을 판화의 순서대로 표현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어느 한 장면

을 특별히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몇 장면에서는 다른 장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좀 더 넓은 공간 배치와 주변 배경들을 이용

해 강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랜 고행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인 〈成等正覺〉은 당연히 다른 장면들보다 강조될 수 있다. 왕사

성의 빈비사라왕이 석존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사를 건

립한다는 〈竹園精舍〉를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보시가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전고사와 관련된 장면들 중에서 당시 중국의 사회생활

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풍속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시 사회

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민속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각원사 벽화를 

그린 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금대 암산사나 

명대 구담사, 숭선사처럼 황실과 연관이 있는 사원에 그려진 풍속 장

면과는 품격에서 차이가 난다. 암산사 동벽에 그려진 본생경변 중 풍

속 장면(도 81)에 표현된 소의 모습은 생동감이 있고, 뒤에 앉아 있는 

인물과 잘 어울려 마치 송대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반면 각원사의 

〈遊觀農務〉(도 82)는 인물이나 동물이 모두 경직되었다. 게다가 오

른쪽에 먹을 사용해 그린 나무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오히려 어색하

다. 황실과 연관된 뛰어난 화가와 지방의 민간화가와의 기량에서 나타

나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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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1) 암산사 문수전 동벽 본행경변

(도 82) 각원사 대웅전 동벽 〈遊觀農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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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殿

大殿

大殿

大門

(도 83) 成都市 新都區 龍藏寺 평면도

3. 『석씨원류』의 지속적인 영향

1) 명대 불전도

 (1) 사천성 신도 龍藏寺, 공래 盤陀寺 불전도

 사천성 성도시 新都區(과

거 新繁鎭)에 위치한 龍藏

寺는 당 貞觀3년(629)에 

건립됐다고 한다. 宋 大中

祥符연간(1009-1016)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고, 

이 때 절 이름을 용장사로 

바뀌었다. 원말 훼손된 후 

명 ․ 청대 재건되었는데, 

청초 文朗, 만청 때 雪堂

이 주지로 있을 때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특히 雪

堂이 시를 좋아해서 많은 

문인, 시인, 서예가들이 모

여들었고 사내 碑林을 조성하였다. 현재 비 대부분은 인근에 있는 桂湖

碑林으로 옮겨졌다. 현재 남아있는 절집은 대문으로 들어가면 일렬로 세 

개의 전각이 나란히 서 있고, 왼쪽에서 후원까지 긴 건물이 세 전각을 

둘러싸고 있다(도 83). 앞 두 건물은 강당으로 사용했는지 비어 있고, 

후원에 있는 대전에는 중앙에 삼존불을 안치했던 화려하게 채색된 대좌

가, 내전 가장자리를 따라 파손된 불상들을 두었고, 동서벽에는 명대에 

제작했다는 벽화가 남아있는데,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李松은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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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4) 成都市 龍藏寺 대전 동벽 벽화

古代寺廟中的佛傳故事壁

畵」에서 이 용장사 벽

화는 각원사와 다르게 

불설법도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 중요한 불전고

사를 적절하게 배치한 

구조라고 하였다. 또한 

탄생 후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하며 사자후를 

하는 ‘行七步’ 장면에 아이를 두 명 그리는 등 탄생과 열반 등 잘 

알려진 장면에서도 일반적인 도상과 다르게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지

방의 민간화가들인 경우 종교화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는 특징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122) 대전 정면에 벽이 없어서 나무 창살만으로 출

입을 통제한 상황이다 보니 바람이나 먼지, 빛에 의한 훼손이 심한 상

태이다. 남아있는 색감과 인물 표현 및 분위기는 명대 불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 추후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123)   

 성도 인근에 있는 邛崍縣 西河鄕 磐陀村에 자리잡은 磐陀寺는 唐 元

和연간(806-820)에 건립되었고, 건립 당시 절 이름은 開化寺였다가 

명대에 반타사로 바뀌었다. 사내에 불상, 벽화, 고건축, 비갈, 묵서 등 

유적, 유물이 풍부한데 특히 당대 조각의 특징이 잘 나타난 마애조상

과 원화15년(820)의 발원문이 새겨진 지장보살과 관음보살 병좌상 등 

조각이 잘 알려졌다. 대전에 보존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명대에 제

작되었다는 벽화는 있다. 李松은 설법도 중심의 벽화로 십대제자와 

‘夜半逾城’,‘六年苦行’,‘雙林涅槃’등의 불전고사가 그려졌다고 

122) 李松, 「中國古代寺廟中的佛傳故事壁畵」, 『明代寺院佛傳圖』 中國寺觀壁畵
全集 4 (廣東敎育出版社, 2011), pp.17-18.

123) 두 번의 방문에도 연이 안 닿았는지 직접 조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창살 
밖에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을 보아도 李松이 언급한 탄생과 열반 부분을 확
인하지 못했다. 추후 더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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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5) 융흥사 마니전 내부 전경

(도 86) 융흥사 마니전 〈悉達納妃〉

했는데, 善財童子五十三參圖만 확인할 수 있었다.124) 비록 상태가 완

전하지는 않고 박락이 심하지만 남아있는 색채나 분위기는 각원사와 

비슷하다.  

 (2) 하북성 정정 隆興寺 마니전 불전 벽화

 각원사 벽화와 함께 고

려해야할 중요한 명대 벽

화가 하북성 正定 隆興寺 

마니전 불전 벽화이다(도 

85). 『석씨원류』 성화

본이 간행된 성화22년

(1486)에 마니전이 중창

될 때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125) 현재 50여 

장면 정도 확인 가능하

다. 『석씨원류』의 영향

을 받은 것이 분명한 도

상들이 대부분이지만 명․
청대 판본 어디에도 없는 

도상이 보이기도 한다. 

가령‘사문유관’장면에

서는 서하사 사리탑에서 

나타나는 환자가 누워있는 집(또는 의원)이 함께 표현되거나, ‘悉達納

124) 李松, 앞 책, pp.17-18.
125) 河北省正定縣文物保管所, 『正定隆興寺壁畵』 (文物出版社, 2013), pp.4-8.; 刘

友恒, 郭玲娣, 樊瑞平, 「隆興寺摩尼殿壁畵初探 上」, 『文物春秋』5(正定縣文物
保護管理所, 2009), p.46; 정하담, 앞 논문, pp.58-60.



- 131 -

三佛樓

1층

後院地
藏
殿

觀
音
殿

萬佛殿

前院

天王殿
고루 종루

(도 87) 산서성 平遙 鎭國寺 평면도

妃(도 86)’라는 방제에는 ‘空聲警策’과 유사한 무희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표현되었다. 방제의 화제는 후대에 첨기할 때 생긴 오류라고 

가정해도 『석씨원류』에 나오지 않는 도상들이 있다는 점은 『석씨원

류』와 같은 다른 불전판화집의 존재했을 가능성, 인근 사원의 영향 

및 민간 화가에 의해 그려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융흥사는 각원사와 더불어 『석

씨원류』의 영향을 받은 주요한 명대 사원 중 한 곳으로 추후 심도 있

는 연구가 요구된다.      

 (3) 산서성 평요 鎭國寺 삼불루 불전 벽화

 산서성 平遙縣에 있는 鎭

國寺의 원 이름은 京城寺로 

오대의 北漢 睿宗 天會7년

(968)에 건립되었다. 명 

세종 嘉靖19년(1540) 진

국사로 이름을 바꿨다. 현

재 남아있는 건물은 산문 

역할을 하는 天王殿을 시작

으로 萬佛殿, 三佛樓가 남

북으로 일직선상에 자리잡

고 있다(도 87). 가운데 만

불전을 중심으로 전후 양원

으로 나눌 수 있다. 前院의 

중심은 만불전으로 사내에

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엄밀한 목재의 결구와 용재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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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보기 드믄 오대 건축물이다. 내부에는 본존인 석가불좌상을 아

난, 가섭, 4보살, 2천왕, 2공양자상이 에워싼 구조로 모두 채색된 소

조상이다. 좌우와 북벽에는 천불도가 그려졌는데, 불상과 벽화는 모

두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왕문은 후대 보수되었지만 원

래는 원대에 건립된 건물이다. 내부의 사천왕은 청대에 만들어진 것

이다. 천왕전 좌우에 종루와 고루가 있는데, 종루에는 금나라 熙宗 

皇統5년(1145)에 주조된 철종이 걸려 있다.   

 後院은 2층인 삼불루를 觀音殿과 地藏殿이 동서로 에워싼 구조이

다. 지장전은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남북에 각각 5명의 시왕

이 포치하고, 후벽에는 모두 14폭의 벽화가 그려졌다. 건축과 소조

상 모두 명대작으로 알려졌다. 관음전은 개방되지 않는데 문화혁명 

당시 일부 훼손되었다고 한다. 삼불루는 2층의 누각으로 주전은 2층

이다. 명대 초기에 창건되었다. 내부에는 삼신불과 4위의 보살상이 

봉안되었는데 모두 채색된 소조상이며 명대 초기에 만들어졌다. 불상 

후벽에는 4보살이 그려졌는데, 색채가 박락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126) 삼불루 대전의 동서벽 상부에는 4단의 정방형 구획에 

석존 관련 이야기가 각 26장면씩 총 52장면이 그려졌다. 명대에 제

작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좌벽과 우벽의 

가장 아래단의 〈隔城撩象〉(도 88)와 〈摩王託夢(摩耶를 마왕으로 

오기, 도 89)〉에 淸 嘉慶三年(1798)에 불상을 금채하는 데 시주한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벽화의 제작 시기는 

적어도 1798년이거나 그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삼불루를 포함하

여 후원의 세 전각과 천왕문, 종루, 고루가 가경연간에 중수되었다고 

하니 중수 당시 시주한 특별한 사람을 벽화의 한 부분에 기록한 것

으로 여겨진다. 시주자의 이름을 적은 액에 칠해진 녹색과 갈색이 지

126) 杜拉柱 外, 『平遙古城志』(北京:中華書局, 2002), pp.107-111; 薛林平, 『中國佛
敎建築之旅』(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6), pp.124-125. 이외에 https://www. 
wikiwand.com/zh-hant/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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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8) 진국사 삼불루 좌벽 
〈隔城撩象〉

(도 89) 진국사 삼불루 좌벽 
〈摩王託夢〉

붕과 기둥에 칠해진 색채와 박락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색조나 인물 표현, 의복 

등의 모습에서 청대보다는 명대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명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좌우벽의 세부 장면을 살펴보면, 먼저 우벽(도 90) 좌측 상단의 색칠

된 두 장면은 석존의 생애 장면이 아니라 본생담이다(〈표 7〉 참조). 

비둘기를 위해 자신의 살을 잘라 보시하는 시비왕본생과 ‘捨身飼虎’

로 알려진 살타태자본생 장면이다. 이들은 돈황석굴 등 여러 곳에서 

자주 미술로 표현되었지만 명대나 그 이후 그려진 불전도 중에서는 석

존의 불전 장면에 함께 표현된 드문 사례이다. 연등불 수기처럼 본생

설화 역시 석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불전도에 포함된다고 해서 하등

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설화가 별도로 제

작된다는 점에서 보면 삼불루 우벽에 탄생 장면과 동일한 벽면에 그려

졌다는 것뿐 서로 연관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우벽

에는 〈梵王乞嗣〉, 〈二王進議〉, 〈賜太子帽〉처럼 『석씨원류』에는 

없는 장면이 그려졌다(〈표 8〉 참조). 이런 까닭으로 진국사 삼불루 

벽화가 『석씨원류』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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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火焚棺*
188

金棺自擧
185

龍宮說法
140

佛現雙足
186

金棺不動
184

割四喂鴦
시비왕본생

捨身喂虎
살타태자본생

往謁天祠
11

姨母養育
10

牧女汝澡*
37목녀유미

白馬報信*
31차약환궁

調伏二仙
34

持劍害佛
85

天人獻草
41

園林嬉戱
12

二王進議*
?

車匿回宮
31차약환궁

賜太子帽*
?

仙人占相
8

王見太子* 指天指地*
6수하탄생

灌浴太子
6수하탄생

樹下誕生
6수하탄생

白象投胎*
4마야탁몽

摩王託夢
?

梵王乞嗣*
?

〈표 7〉 진국사 삼불루 우벽 벽화 내용

(도 90) 鎭國寺 三佛樓 우벽 전경 (도 91) 鎭國寺 三佛樓 좌벽 전경

雙林涅槃
178

金剛請佛*
129

均分舍利
189

四王獻鉢
58

成等正覺
52

魔衆拽甁
48

魔軍拒戰
47

帝釋授衣*
39

禪河燥浴
38

鵲巢貫頂*
35육년고행

遠餉資粮
36

回宮勸請*
33

金刀削髮
29

夜半逾城
28

初起出家*
27

路覩死屍
24

道見病臥
23

路逢老人
22

得遇沙門
25

十欲娛樂*
19오욕오락

悉達納妃
18

隔城撩象*
가경3년

17제왕각력

前串鐵鼓 
17

遊觀農務
16

演習武藝*
14

學習書數
13

〈표 8〉 진국사 삼불루 좌벽 벽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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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장면과 좌벽(도 91)의 전체 장면은 『석씨원류』의 화제에 약

간의 차이가 있고 도상이 간략할 뿐 양자 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

다. 화제에 있어서 『석씨원류』의 4자 문구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약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우벽에 14장면, 좌벽에 10장면이다. 물론 

여기에는 『석씨원류』에서는 하나의 화제에 이시동도법으로 그려진 

두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 표현된 것도 포함되었다. 이것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우벽의 2, 8, 11, 14와 좌벽의 1, 2, 5, 6, 7, 9, 10 

총 11장면은 『석씨원류』의 화제와 앞뒤가 바뀌었거나 한두 자만 다르

게 쓰인 것이라서 옮기는 과정에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나머지 13장

면 중 앞에서 언급한 본생담 두 장면과 『석씨원류』에 없는 세 장면을 

빼면, 화제가 다른 것은 8장면이다. 그 중 ‘王見太子’는 『석씨원류』

의 ‘從園還城’ 중 정반왕이 태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석씨원류』에 이시동도법으로 한 화면에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을 이어서 그린 장면을 삼불루 벽화에서는 각 사건을 독립시

켜 한 장면으로 분할하여 그렸다. 그 예가 ‘樹下誕生’과 ‘諸王捔力’

이다. 진국사 벽화에서는 수하탄생을 따로 그리고 거기에 이어 ‘灌浴

太子(구룡관정)’와 ‘指天指地(행칠보)’를 그린 연환화 형식을 취

하고 있다. ‘諸王捔力’도 ‘隔城撩象’과 ‘箭串鐵鼓(화살로 쇠북

을 뚫다)’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명대 『석씨원류』를 토대로 새롭

게 변화시켜 만들어진 청대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에는 이들 

네 장면이 삼불루 벽화처럼 별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그려졌다. 그렇

다고 해서 이 벽화가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과 연관성이 있다

고 볼 수는 없다. 진국사 삼불루 벽화의 제작 하한 연대가 가경본이 

간행되기 이전인 1798년이기 때문이다. 명대본 『석씨원류』에 있는 

장면을 두 장면으로 분할한 것과 화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석씨원류』 자료가 불완전했거나 그 장면이 화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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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진국사 삼불루 벽화 화제 중 『석씨원류』 화제와 다른 범례

위치 차례 진국사 화제 석씨원류 화제 비고

우벽

1 梵王乞嗣 없음 上託兜率로 추정됨

2 摩王託夢 摩耶託夢 王 ⇒ 耶

3 白象投胎 摩耶託夢 동일 도상

4 灌浴太子 樹下誕生 樹下誕生의 구룡관욕 장면 

5 指天指地 樹下誕生 樹下誕生의 행칠보 장면

6 王見太子 從園還城 從園還城의 정반왕 장면

7 賜太子帽 없음 太子灌頂과 관련 가능

8 車匿回宮 車匿還宮 回 ⇒ 還 

9 二王進議 없음 講演武藝와 관련 가능

10 白馬報信 車匿還宮 車匿辭還과 도상 유사

11 牧女汝澡 牧女乳糜 汝澡 ⇒ 乳糜 
12 捨身喂虎 없음 본생담

13 割四喂鴦 없음 본생담

14 聖火焚棺 聖火自焚 焚棺 ⇒ 自焚

좌벽

1 學習書數 習學書數 學習 ⇒ 習學

2 演習武藝 講演武藝 演習 ⇒ 講演 

3 前串鐵鼓 諸王捔力 諸王捔力의 箭串鐵鼓 장면

4 隔城撩象 擲象成坑 諸王捔力의 척상성갱 장면 

5 十欲娛樂 五欲娛樂 十 ⇒ 五

6 初起出家 初啓出家 起 ⇒ 啓 

7 回宮勸請 勸請迴宮 앞뒤 전환

8 鵲巢貫頂 六年苦行 숭선사 화제 참조 가능성

9 帝釋授衣 帝釋獻衣 授 ⇒ 獻

10 金剛請佛 佛現金剛 請佛 ⇒ 佛現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진국사가 

태원과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 崇善寺

에 그려진 84장면은 인근에서 불전도를 제작하는데 직ᆞ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석씨원류』에는 한 장면에 그려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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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2) 진국사 삼불루 〈白馬報信〉 (도 93) 진국사 삼불루 〈車匿回宮〉 

가지 이야기가 삼불루에서처럼 숭선사 벽화에서도 두 장면으로 나누

어 표현되었다. 양자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까치

가 보살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는 『석씨원류』의 육년고행 장면

에 해당하는 벽화에는 네 자씩 쓰인 다른 화제들과 달리 ‘鵲巢貫頂
蘆芽穿膝’여덟 자가 쓰였다. 이 화제는 숭선사 84장면 중 44번째 

장면인 ‘鵲巢於頂蘆芽穿膝猿鹿獻花果之處’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좌

벽 우측에 그려진 〈白馬報信〉(도 92)도 숭선사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 

이 화제의 의미는 태자의 말 건척과 마부 차익이 성으로 돌아가 태자의 

소식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그 아래쪽에 그려진 〈車匿回宮〉

(도 93)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비슷한 내용임에도 중복해서 그려진 이

유는 숭선사 벽화와 『석씨원류』 도상을 비교해 보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태자가 성을 나서서 숲으로 들어간 직후에 일어난 일을 그린 숭

선사 벽화 38, 39, 40, 41번째 장면은 ‘太子到雪山令車匿迴馬繾綣忍

還之處’(도 94),‘車匿還宮見耶輸夫人悲痛之處’(도 95),‘車匿見飯

王說太子修行之處’(도 96), ‘太子靑山斷髮天人捧金盤之處’(도 97)

이다. 즉 ①태자가 숲으로 들어가자 장신구를 벗어 차익에게 돌려보내

고, ②차익이 환궁해서 태자의 소식을 전하자 야수다라가 비통해 하고, 

③차익이 정반왕에게 태자의 수행할 곳에 대해 알리고, ④태자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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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4) 숭선사 38 
太子到雪山令車匿迴馬

(도 95) 숭선사 39 
車匿還宮見耶輸夫人悲痛之處

(도 96) 숭선사 40 
車匿見飯王說太子修行之處

(도 97) 숭선사 41 
太子靑山斷髮天人捧金盤之處

 

카락을 자르자 제석천이 받는 순서로 그려졌다. 이 장면에 대해 『석

씨원류』에서는 ‘金刀落髮’(도 98), ‘車匿辭還’(도 99), ‘車匿還

宮’(도 100)으로 장면의 수도 줄고 장면 순서도 바뀌었다. 〈백마보

신〉(도 92)의 도상은 『석씨원류』의 〈차익환궁〉(도 100)과 유사

하다. 〈차익회궁〉(도 93)은 백마 없이 차익 혼자서 태자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숭선사 ‘第四十車匿見飯王說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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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8) 석씨원류 
〈金刀落髮〉

(도 99) 석씨원류 
〈車匿辭還〉

(도 100) 석씨원류 
〈車匿還宮〉

修行之處’(도 96)와 유사하다. 다만 차익이 태자의 소식을 알리는 대

상이 정반왕이 아니라 야수다라나 이모라는 점에서 다르다. 

 벽화는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좌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연환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좌벽의 경우는 화제에서 한두 자 다르게 적힌 

몇 장면만 제외하면 대부분 장면이 『석씨원류』의 도상 전개와 일치한

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삼불루 벽화를 그린 화가는 『석씨원류』 와 

함께 숭선사 벽화를 염두에 두고 벽화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석씨원류』라기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자료였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럴 가능성은 ‘白象投胎’,‘牧女汝澡’ 두 

화제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석존이 하얀 코끼리를 타고 오는 태몽을 꾸

는 장면은 ‘摩耶託夢’, ‘乘象入胎’, ‘托胎’ 등 불전도와 불전을 기

록한 경전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화제 대신 ‘白象投胎’라는 다른 예

를 볼 수 없는 화제를 적었다. 그리고 〈牧女汝澡〉(도 101)는 화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확실하다. 아마도 숭선사나 『석씨원류』의 

‘牧女獻穈’나 ‘牧女乳糜’라는 화제를 쓰려고 했는데 자료가 불완

전했든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른 채 불완전한 자료를 옮겨 적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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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1) 삼불루 〈牧女汝澡〉 

(도 102) 석씨원류 〈牧女乳糜〉 

(도 103) 숭선사 〈牧女獻穈〉

생긴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비록 

도상은 간략하지만 『석씨원류』의

〈牧女乳糜〉(도 102)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숭선사 〈牧女獻

穈〉(도 103)의 경우 두 명의 여

인이 죽그릇을 들고 공양하는 장

면으로 표현되었다. 여인들이 목녀

이고 죽이 유미죽임을 의미하는 

소가 뒤에 묘사되었다. 『석씨원

류』 〈牧女乳糜〉에는 소는 표현

되지 않았지만 화덕에서 죽을 끓이

고 연기가 나는 장면까지 표현되었

다. 진국사 벽화에서는 양자에 비

해 간략하지만 우측에 화덕이 있고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표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은 진국사가 태원처럼 중

심지가 아닌 지방에 위치했다는 점

과 화가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화가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도상

과 화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도 있고, 소략하게 표현되었지만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아 제작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국사 삼

불루 벽화는 대전 좌우 양벽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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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진국사 삼불루 좌우벽 불전 장면 시기 분류

시기 우벽 좌벽 총 52

탄생이전 割四喂鴦 捨身喂虎 梵王乞嗣 3

마야탁몽
-

야반유성

摩王託夢 白象投胎 樹下誕生
灌浴太子 指天指地 王見太子
仙人占相 賜太子帽 車匿回宮
園林嬉戱 二王進議 車匿還宮
牧女汝澡 姨母養育 往謁天祠 

學習書數 演習武藝 遊觀農務
箭串鐵鼓 隔城撩象 悉達納妃
十欲娛樂 得遇沙門 路逢老人
道見病臥 路覩死屍 初啓出家
夜半逾城

28

설산수도
-

성등정각
天人獻草 調伏二仙 

金刀落髮 回宮勸請 遠餉資粮
鵲巢貫頂 禪河燥浴 帝釋授衣
魔軍拒戰 魔衆拽甁 成等正覺

11

전법활동 持劍害佛 龍宮說法 四王獻鉢  金剛請佛 4

열반전후
金棺不動 佛現雙足 金棺自擧
聖火焚棺

均分舍利  雙林涅槃 6

각형의 구획을 하고 『석씨원류』의 도상을 채워넣은 화면분할식의 이

른 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씨원류』의 도상을 선택해서 그렸다면 어떤 기준으로 장면을 선

택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통도사 『석

씨원류』 벽화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불전을 크게 ①탄생 이전, ②

마야탁몽-야반유성까지 궁중생활, ③야반유성 이후-성등정각, ④전법 

활동, ⑤열반 전후의 사건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면 삼불루 동서벽 52

장면은 다음의 〈표 10〉처럼 분류할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전체 52장면 중 절반 이상이 마야탁몽에서 야반유성까지

의 궁중생활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다. 상대적으로 전법활동에 일어난 일은 네 장면뿐으

로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이보다 이전에 그려졌고 장면도 32장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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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숭선사 84감 불전도의 경우, ①탄생 이전 1장면, ②궁중생활 33장

면, ③출가-성도까지 18장면, ④전법 활동 26장면, ⑤열반 전후 6장면

으로 궁중생활 장면이 가장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법 활동도 26장면

이나 된다. 진국사 삼불루 불전 벽화처럼 궁중생활과 성도 이전의 생활

을 더 집중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선 석존이 전법과정에서 외도를 복

속시키고 이적을 보인 행위가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일어났고 아주 오

래된 일이었기 때문에 생생함이 덜했을 것이다. 반면 온갖 부귀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생을 감수하는 석존

의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화려한 

궁중생활의 모습은 벽을 장식하기에도 좋은 소재였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불전도인 팔상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

솔래의상-비람강생상-사문유관상-유성출가상-설산수도상-수하항마

상-녹원전법상-쌍림열반상 여덟 장면에서 수하항마상까지 여섯 장면

이 성도 이전의 장면이다. 전법 활동을 보여주는 녹원전법상에도 내용

은 다르지만 화엄대법, 소아시토, 초건계단, 녹원전법 네 장면 외에 다

른 장면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국사 삼불루 벽화의 장면 구성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대 불전도

 (1) 오대산 南山寺 불전 벽화

 오대산 남쪽 산허리에 위치한 南山寺는 極樂寺, 善德堂, 佑國寺 세 부

분으로 구성된 사원 전체를 지칭하는 사원명이다. 淸 光緖9년(1883)

에 세워진 〈南山寺碑〉와 光緖18년(1892)에 건립된 〈五臺山勅建萬

聖佑國南山極樂禪寺碑記〉의 내용에 의하면, 남산사는 원래 梁나라 때 

건립되고 이후 여러 왕조를 거치며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고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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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4) 오대산 남산사 평면도

지만 현재 사원에는 원대 이

전 유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창건 시기를 확

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山

西通志』 등 남산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

면, 佑國寺는 원나라 成宗 

元貞元年에 칙령으로 건립하

고, 이듬해 사액하였다고 한

다. 이후 원대 여러 황제들

이 우국사에 관심을 보여 원

대에는 황실의 사원처럼 유

지되었던 것 같다. 이런 이

유 때문인지 명대가 되면 명

황실과 남산사의 관계가 소

원했던 것 같다. 양자가 직

접 접촉했다는 기록이 전하

지 않는다.127) 산허리의 가장 아래는 극락사이고 산의 능선을 따라 만

들어진 가파른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상원인 우국사가 나온다. 남향하

여 자리잡은 우국사에서 바라보는 오대산 조망이 장관이다. 

 남산사 불전도에 대한 연구는 邢莉莉의 박사논문 이외에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남산사 불전도에 대한 기초 자료로는 먼저 柴澤俊의 

『山西寺觀壁畵』에 제시된 산서지역 명 ․ 청대 사관벽화통계표를 들 

수 있다. 비록 산서성 지역에 국한된 조사지만 중국 명 ․ 청대 벽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1차 자료로서 가치가 크

다. 邢莉莉도 이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 1차 자료에 대한 오류를 지

127) 邢莉莉, 앞 논문, pp.63-75. 저자는 우국사와 극락사에 대한 세밀한 사료 
조사를 했지만 벽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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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였다. 즉 柴澤俊은 통계표에 극락사의 불본행경변은 84폭, 우국사 

불본행경변은 117폭이며,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대

해 邢莉莉는 극락사 『석씨원류』 불전고사화 60폭, 우국사 역시 『석

씨원류』 불전고사화로 70폭이며, 둘 다 명대 불전고사화의 특징이 남

아 있고, 청대 보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한다며 구

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128)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邢莉莉의 연구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사료 조사도 했지만 

정작 벽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즉 극락사 불전도는 60폭

이 아닌 58장면이고, 제작 연대는 둘다 명대가 아닌 청대이며, 명대본 

『석씨원류』가 아닌 청대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을 토

대로 그려진 벽화이다. 우국사와 극락사 불전도 중 명대 『석씨원류』

에 없는 도상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극락

사 대웅보전의 우벽 벽화에 대한 〈表七: 極樂寺東壁佛傳故事畵示意

圖〉(p.71)에도 큰 오류가 있다.129) 중앙의 삼층으로 이루어진 방형 

구획이 여섯 칸이 아니라 일곱 칸이고, 좌우의 이층으로 된 구획은 세 

칸이 아니라 두 칸이다. 따라서 총 장면 수도 한 벽에 30장면이 아니

라 29장면이며, 양 벽 총 58장면이다. 게다가 좌벽은 확인하지 못했

다. 柴澤俊, 邢莉莉의 연구 결과와 비교 조사를 통해 확인한 극락사, 

우국사 두 사원에 그려진 불전도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極樂寺(남산사 下院) 대웅보전 불전 벽화 

 

 대웅보전의 좌우벽 창방 위 넓은 면에 사각형으로 화면을 나누어 

불전 벽화를 그렸다. 각 벽 29장면씩 총 58장면으로 각 화면의 우

측 상단에 방제란을 두어 화제를 적었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지

만 이 극락사 불전도에 대해서는 柴澤俊의 『산서사관벽화』(1997)에 

128) 邢莉莉, 앞 논문, p.65.
129) 邢莉莉, 앞 논문,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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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5) 극락사 대웅보전 우벽 전경, 청

간단히 언급된 이래 

邢莉莉가 박사학위 논

문에서 다룬 외에 구

체적으로 연구한 보고

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넓은 대웅보

전의 좌우벽 상단에 

그려졌기 때문에 적절

한 조명과 비계가 없

이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邢莉莉도 우벽의 벽화 내용만 표로 

제작하고, 좌벽은 표를 제작하지 않고, 동서벽에서 판독 가능한 25

폭은 명대본 『석씨원류』에 실린 도상으로 보았다. 

 대웅보전 좌우벽의 창방 위에는 각각 일, 이층 각 열한 칸, 삼층 

일곱 칸, 총 29칸으로 구획된 사각형 구획 안에 불전도가 그려졌

다(도 105). 좌우벽 전면에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좌우벽

에 극락사 대웅보전처럼 나한상을 안치하거나 가구나 구조물이 

있을 경우 그 위쪽 공간이 활용된다. 각원사, 다복사, 융흥사 등 

명대 사원에서는 중앙의 불단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불전도가 표

현되었고, 다음에 살펴볼 진국사, 보범사 등의 사원에서는 상대적

으로 전각의 규모가 작다보니 창방 위가 아니라 좌우벽 전면에 

그려졌다. 우리나라 통도사 영산전의 경우는 남벽에 불단, 북벽에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 동쪽 벽에는 벽화 대신 팔상도 탱화가 봉

안되었다. 팔상도 역시 불전도이므로 중국 사원의 좌우벽의 불전 벽

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도사 영산전은 벽돌로 벽을 쌓은 

중국 사원과 구조와 규모가 다르다 보니 창방 위의 작은 포벽에 『석

씨원류』의 불전도를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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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극락사 대웅보전의 우벽을 살펴보면, 총 29장면의 불전도가 그

려졌는데, 화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좌측 하단 두 장면을 뺀 27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맨 위 우측부터 시작하는 세 장면은‘買花供

佛’,‘布髮掩泥’,‘上託兜率’이다. 이들 세 장면은 『석씨원류』에

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으로 판본마다 일부 다르다. 정통본(대흥륭사

본, 선암사본)에서는 釋迦垂迹-最初因地-買花供佛-上託兜率 순이다. 

성화본(만력본, 불암사본)에서는 釋迦垂迹-如來因地-上託兜率 순이

다. 최초인지와 여래인지는 다른 장면이다. 반면 『석가여래응화록』

을 토대로 제작된 청대 가경본에서는 釋迦垂迹-買花供佛-布髮掩泥-

上託兜率이다([부록 3] 『석씨원류』 각 판본별 항목 및 인용 경전 

일람표 참조). 비록 ‘買花供佛’과 ‘布髮掩泥’ 두 도상이 정통본

에서는 ‘買花供佛’에, 성화본에는 ‘如來因地’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대 가경본 『釋迦如來應化事蹟』에서처럼 두 장면을 독립하여 표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락사 대웅보전 불전도의 모본은 청대 가경본

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단의 우측에서 네 번째 ‘九龍灌

浴’과 여섯 번째 ‘樹下誕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통본과 성화

본 등 명대본에서는 두 장면이 ‘樹下誕生’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

되었다. 청대 가경본에서는 이 역시 극락사 대웅보전에서처럼 두 장

면으로 나뉘어 표현되었다. 이 독립된‘九龍灌浴’에 대해 邢莉莉는 

『석씨원류』의 ‘樹下誕生’ 한 장면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하였

고, 다섯 번째 ‘家選飯王’도 『석씨원류』의 ‘淨飯聖王’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각원사 불전도처럼 극락사 대

웅보전의 불전벽화를 성화본 등의 명대본 『석씨원류』를 바탕으로 

파악한 데서 나온 오류라고 생각한다. 극락사 불전벽화는 청대 가경

본 『釋迦如來應化事蹟』을 모본으로 그려진 벽화이며, 따라서 제작 

시기도 명대가 아니라 가경본이 출판된 1808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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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6) 성화본 〈樹下誕生〉  

분명하다. 이는 명대본 『석씨원류』에 

있는 도상, 극락사 대웅보전의 벽화, 가

경본 『釋迦如來應化事蹟』의 도상을 

비교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그 한 

예로 ‘樹下誕生’ 장면을 들 수 있다. 

명대 성화본 『석씨원류』의 〈수하탄

생〉(도 106)은 우측에 화제가 되는 

‘수하탄생’ 장면, 좌측에‘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行七步’와‘九

龍灌浴’ 장면이 함께 표현되었다. 하

단에는 우물 두 곳이 묘사되었고, 위에

는 구름이 표현되었다. 가경본 〈수하

탄생〉(도 107) 장면은 ‘行七步’와 

‘九龍灌浴’이 빠지고 ‘수하탄생’ 장면에만 집중되었다. 즉 태자가 

태어나자 큰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제석천왕이 옷을 가져와 태

자를 받자 음악소리가 퍼지며 천인들이 공경한다는 『불본행집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도 107) 가경본 〈樹下誕生〉 (도 108) 극락사 대웅보전 우벽 〈樹下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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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전 대웅보전의 〈수하탄생〉(도 108)은 구름을 타고 악기를 연

주하는 천인들의 수가 적고 룸비니원에 있는 탁자와 의자 및 바위가 

묘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석천도 여인의 모습처럼 표현되었지만 기

본적인 구도와 내용은 청대에 만들어진 가경본『釋迦如來應化事蹟』

의 도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장면들도 약간 

간략화된 것 외에 가경본 판화 도상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극락

사 대웅보전 좌우벽의 불전 벽화는 청대에 만들어지고 1808년 처음 

간행된 가경본 『釋迦如來應化事蹟』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극락사 대웅보전 좌우벽에 그려진 불전 벽화의 내용은 다음의 〈표 

11〉, 〈표 12〉와 같다. 이 표의 화제 위에 적힌 번호는 가경본 

『석씨원류』의 208 화제의 일렬 번호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다(가경본 내용은 [부록 3] 참조). 우선 좌우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우벽이 좌벽보다 생애 전반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다. 이는 〈표 13〉의 오대산 극락사 대웅보전 좌우벽 불전 장면 

시기 분류표를 참조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가경본에서 ‘成等正

覺’이 57번째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확인 불가능한 세 화제를 뺀 

총 55장면 중 3/5 이상을 전법활동에 할애했음을 알 수 있다. 우벽

의 경우 좌벽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었다. 

우벽 상단 좌측의 34번 ‘落髮貿衣’, 그 아래 중단의 32번 ‘初啓

出家’, 하단의 전법활동 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 35, 39, 40, 42번 

등 설산 수도 때 일어난 일들이 겹쳐 있다. 각 단에 그려진 장면들이 

특별히 공통점을 지닌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좌벽에서도 마찬

가지다. 다만 생애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맨 위 칸에 배치한 점은 

일치한다. 좌벽 상단의 경우 생애 앞 부분에 일어난 사건 5, 8, 18, 

26, 44, 46번째의 여섯 장면을 배치했는데 중앙에 전혀 관련이 없는 

133번째 ‘祀天遇佛’이 그려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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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극락사 대웅보전 우벽 불전도 화제 일람표

34
落
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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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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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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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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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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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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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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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
花
供
佛

32
初
啓
出
家 

75
棄
除
祭
器

78
迦
葉
求
度

76
竹
園
精
舍

65
二
商
奉
食 

61
觀
菩
提
樹

69
仙
人
求
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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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化
無
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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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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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王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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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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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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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
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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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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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
醜
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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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
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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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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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

42
牧
女
乳
糜 

134
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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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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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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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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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六
年
苦
行 

〈표 12〉 극락사 대웅보전 좌벽 불전도 화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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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

〈표 13〉 오대산 극락사 대웅보전 좌우벽 불전 시기 분류표

시기 우벽 좌벽 총 58

탄생이전 買花供佛 布髮掩泥 上託兜率 瞿曇貴姓 4

 마야탁몽~
야반유성

家選飯王 樹下誕生 九龍灌浴
初啓出家

乘象入胎 講演武藝 飯王獲夢 7

 설산수도~
성등정각

落髮貿衣 車匿辭還 調伏二仙
六年苦行 牧女乳糜

天人獻衣 天人獻草 
7

전법활동

觀菩提樹 林間宴坐 四王獻鉢
二商奉食 船師悔責 仙人求度
棄除祭器 竹園精舍 迦葉求度
佛化無惱 老乞遇佛 度網漁人
佛化醜兒 佛救嬰兒 金鼓懺悔

二弟歸依 玉耶受訓 姨母求道
佛化盧志 貧公見佛 白狗吠佛
度捕獵人 救度賊人 度除糞人
祀天遇佛 金剛請食 施食緣起
楊枝淨水 采花獻佛 施衣得記
衣救龍難 證明說呪 般若眞空
囑分舍利 度跋陀女 懸記法住  

36

열반전후 育王起塔 1

확인 불가 2 1 3

를 그린 화가가 벽화 제작 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벽화를 

그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돈황 莫高窟 290굴, 61굴 등에서처럼 이야

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도록 연환화 형식으로 그려진 경변상

의 경우, 후원자와 전문적인 화가 집단의 공조 체제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130) 하지만 극락사 대웅보전 벽화의 경우 

지방이라는 점과 원대와 달리 명 ․ 청대는 남산사의 사원 경제가 그

다지 좋지 않았던 가능성을 감안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후원자 

및 왕실의 지원이나 주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제작된 돈황, 숭

선사, 각원사에서의 벽화 제작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일 것이다. 게다가 208장면이 그려진 가경본 『釋迦如來應化事蹟 』

의 57번째 ‘成等正覺’이후 185번째 ‘雙林入滅’ 사이에 일어난 

130) 邢莉莉도 이에 대해 비슷한 의견이다. 邢莉莉, 앞 논문,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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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9) 우국사 대웅보전 (도 110) 우국사 대웅보전 외벽 벽화

120여 장면 중 어떤 장면을 선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 

민간 화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추후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극락사 대웅보전의 좌우

벽 벽화는 대개의 불전도에서 중시했던 궁중생활과 열반전후의 사

건들보다 석가모니의 다양한 전법 활동을 중심으로 그려졌고, 주제

는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개 교화와 보시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② 佑國寺(남산사 上院) 대웅보전 불전도

 우국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대 황실 후원의 사원이었으나 

명 ․ 청대에는 황실의 관심이나 후원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국사의 주불전

인 대웅보전은 천왕문 앞에서 탁트인 오대산을 조망한 후 천왕문을 

지나면 나오는데 정면 다섯 칸의 화려한 다포계 건물이다.131) 불전 

벽화는 대웅보전 정면과 후면의 외벽에 그려졌다. 남북면의 처마는 

처마 앞 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1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다시 기

131) 내부에는 석가모니 소조불상과 역사 고사, 현장의 구법 이야기 등을 새긴 현
대 부조 451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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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1) 극락사 대웅보전 〈樹下誕生〉 (도 112) 우국사 대웅보전 〈樹下誕生〉

둥을 세워 연결한 이중구조이다 (도 109). 앞 기둥에 놓인 창방 위

에 공포가 있고, 안쪽 기둥의 창방에서 지붕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위 네 칸, 아래 세 칸의 목조틀로 마감했다(도 110). 박락된 부분이 

들떠 있는 것으로 보아 목판 위에 두껍게 회칠을 한 후 그 위에 그

림을 그린 것 같다. 비록 벽화는 비는 피할 수 있는 곳에 그려졌지

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박락이 심한 상태이다. 제작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불전도 역시 극락사 대웅보전 벽화와 마찬

가지로 청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 』을 모본으로 해서 제작된 

것이므로 1808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은 분명하다. 동일한 모본을 

바탕으로 그려졌지만 양자 간 표현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시기에 

같은 화가가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樹下誕生’ 장면

을 예로 들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판화 도상에 표현된 탁자와 의

자를 극락사 〈수하탄생〉(도 111)의 경우는 생략했지만 우국사 

〈수하탄생〉(도 112)에서는 표현하였다. 이처럼 배경 표현을 다르

게 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물론 우국사 벽화의 경우 극

락사 벽화에 비해 색채 박락이 양자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청

색과 적색의 경우에는 극락사 벽화에 비해 우국사 벽화가 더 짙고 분

명해서 더 뒤에 그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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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오대산 우국사 대웅보전 좌우벽 불전 시기 분류표

시기 우벽 좌벽 총 70

탄생이전
最初因地 布髮掩泥 瞿曇貴姓
上託兜率

4

 
마야탁몽~
야반유성

乘象入胎 樹下誕生 九龍灌浴
仙人占相 園林嬉戱 習學書數
講演武藝 太子灌頂 遊觀農務
諸王捔力 擲象成坑 悉達納妃
空聲警策 路逢老人 道見病臥
路覩死屍 得遇沙門 初啓出家
夜半逾城

19

 
설산수도~
성등정각

落髮貿衣 車匿還宮 詰問林仙
勸請迴宮 禪河燥浴 天人獻衣
詣菩提場

7

전법활동
林間宴坐 師船悔責 急流分斷
月光諫父 貧公見佛 

醜女改容 鸚鵡請佛 惡牛蒙度
白狗吠佛 見佛生信 盲兒見佛
奴婢得度 付囑天龍 勸友請佛
囑兒飯佛 談樂佛生 度網漁人
度捕獵人 救度賊人 佛救嬰兒
施食緣起 造幡供佛 燃燈不滅
龍宮說法 金鼓懺悔 釋種酬債
付囑龍王 請佛住世 純陀後供
懸記法住 

30

열반전후

升天報母 凡火不然 育王起塔
鷄足入定 商那受法 毱多籌筭
馬鳴辭屈 龍樹造論 天親造論
大法東來

10

좀 더 심도 있는 비교가 필요하다. 

 위 〈표 14〉는 대웅보전 남북면 외벽에 그려진 불전 벽화의 내용을 

시기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와 다음의 〈표 15〉 우국사 대웅보전 

남북면 외벽 불전 벽화 내용 일람표를 통해 우국사 남벽과 북벽에 그려

진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웅보전 정면인 남면에는 35장면 중 다섯 장면

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등정각’ 이전에 일어난 일화인 반면 북면에는 

모두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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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우국사 대웅보전 남북면 외벽 불전 벽화 내용 일람표

남면(정면) 외벽 불전 벽화 내용

63

林
間
宴
坐

71

師
船
悔
責

73

急
流
分
斷

89

月
光
諫
父 

37

詰
問
林
仙

34

落
髮
貿
衣

33

夜
半
踰
城 

32

初
啓
出
家

27

路
逢
老
人 

25

空
聲
警
策

23

悉
達
納
妃

22

擲
象
成
坑

18

講
演
武
藝

17

習
學
書
數

16

園
林
嬉
戱

12

仙
人
占
相

6

哭
成
男
女

5

瞿
曇
貴
姓

3

布
髮
掩
泥

2

買
花
供
佛

45

詣
菩
提
場 

107

貧
公
見
佛

44

天
人
獻
衣

38

勸
請
回
宮

43

禪
河
澡
浴

36

車
匿
還
宮

30

得
遇
沙
門

29

路
覩
死
屍

28

道
見
病
臥

21

諸
王
捔
力

20

游
觀
農
務

19

太
子
灌
頂

10

九
龍
灌
浴

9

樹
下
誕
生

8

乘
象
入
胎

북면(후면) 외벽 불전 벽화 내용

110

醜
女
改
容

111

鸚
鵡
請
佛

112

惡
牛
蒙
度

113

白
狗
吠
佛 

188

升
天
報
母  

198

育
王
起
塔

204

馬
鳴
辭
屈

206

天
親
造
論

121

囑
兒
飯
佛 

123

談
樂
佛
生

126

度
網
魚
人 

120

勸
友
請
佛

208

大
法
東
來

193

凡
火
不
然

202

毱
多
籌
算

175

請
佛
住
世 

142

造
幡
供
佛 

138

施
食
緣
起

154

金
鼓
懺
悔 

147

燃
燈
不
滅 

115

見
佛
生
信 

118

老
婢
得
度

117

盲
兒
見
佛

181

懸
記
法
住

174

付
囑
龍
王

200

鷄
足
入
定

134

佛
救
嬰
兒

119

付
囑
天
龍

164

釋
種
酬
債

205

龍
樹
造
論 

178

純
陀
後
供

201

商
那
受
法 

131

救
度
賊
人 

148

龍
宮
說
法

128

度
捕
獵
人

 ※ 화제 위에 쓰인 번호는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 항목(총 208번)의 일렬 번호임. 

극락사 벽화와 다른 점은 남북벽을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배치한 점과 열

반 이후에 일어난 일을 더 많이 선정했다는 점이다. 열반 이후에 일어난 

아홉 장면 중 ‘升天報母’를 제외하고 모두 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迦葉, 商那, 馬鳴, 龍樹 등 제자나 전법 승려들의 이야기라는 점

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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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후대에 전수되었는지에도 관심이 있었

음을 알려준다.

 한편 우국사 대웅보전 불전 벽화의 경우 남벽과 북벽에 주제를 달리하

고, 남면의 경우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등 나름 계획적

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바로 남벽의 여러 장면 

중 유일하게 100번이 넘는 ‘貧公見佛’의 존재이다. 굳이 그 장면을 남

벽에 표현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우

선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이 모두 4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 1권은 ‘釋迦垂迹’부터 ‘成等正覺’ 다음 장면인 58번째 ‘諸天贊

賀’까지이고, 2권은 59번째 ‘華嚴大法’부터 108번째 ‘老人出家’까

지이다. 3권은 ‘淨土緣起’부터 158번째 ‘般若眞空’까지, 마지막 4권

은 ‘法華妙典’부터 208번째‘大法東來’까지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107번째 ‘빈공견불’은 2권에 속해 있다. 즉 남벽은 『석가여

래응화사적』 1-2권의 내용을, 북벽은 3-4권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우국사 대웅전 불전 벽화에는 ‘성등정각’ 이후에 일어난 150종의 

고사 중 40장면을 선택했는데 그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보시 강조 : 63, 71, 121, 138, 142, 147, 178, 198 (8)

㉡ 교화, 귀의 : 73, 89, 107, 110, 111, 112, 113, 115, 117, 

118, 120, 123, 126, 128, 131, 134, 154, 164  

205, 206 (20)

㉢ 부촉, 수행 방법 제시 : 119, 148, 174, 181, 200, 201, 202, 

204, 208  (9)

㉣ 기타 : 175, 188, 193 (3)

 이 내용으로 보면 ‘急流分斷’처럼 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여 외

도를 감화시켜 불교에 귀의하게 한다는 내용이나 전생에 지나친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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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
장
전

관
음
전

미륵전

산문종루 고루

(도 113) 寶梵寺 평면도

의 과보로 현생에 맹아가 되었음을 깨닫고 석존에게 귀의한다는 ‘盲

兒見佛’ 등 교화나 불교에 귀의하는 이야기가 웓등하게 많다. 다음으

로 많은 장면이 법을 부촉하거나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장면과 보시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장면 선택이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보는 이에게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만 

의도한 것이 맞다면 효과나 결과보다 의도 그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

한다.           

 (2) 산서성 청서 寶梵寺 대전 불전 벽화

 

 寶梵寺는 산서성 성도인 태원

에서 남쪽으로 승용차로 1시간 

가량 걸리는 곳에 자리잡고 있

다. 淸徐縣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된 작은 마을인 東于村 안에 있

다. 사원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

는 송대로 알려졌으나 현재 남

아 있는 건물은 청 광서18년

(1892)에 중건된 것이며 사내 

소상, 벽화도 모두 청대에 만들

어진 것이다.132) 중원에 미륵전

이 있고, 후원 중앙에 대전이 있

고 그 좌우로 지장전, 관음전이 

마주 보고 있다(도 113). 대전

은 입구 중앙에 ‘華嚴眞境’이

132) 보범사에 대해서는 柴澤俊의 『山西寺觀壁畵』에 제시된 산서지역 명청대 사
관벽화통계표 비고란에 불본행경변이라는 기록 외에 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 보고서는 물론 충분한 안내도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http://baike.baidu. 
com/subview/413368/5893161.htm 에서도 간략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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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4) 寶梵寺 〈行路觀碑〉

(도 115) 寶梵寺 대전 우벽, 淸 (도 116) 寶梵寺 대전 좌벽, 淸

라고 써 있는 큰 편액이 걸려 있

어서 전각의 명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전 안에는 금채된 소

조삼세불이 안치되어 있다. 좌우

벽에 그려진 불전 벽화는 보존 상

태가 양호하며, 좌우 각 20장면

씩 총 40장면이다. 

 대전 입구 우측에 서 있는 重修寶

梵寺碑記(光緖18년)의 내용에 따

르면 보범사는 금 ․ 원대에 元悟에 

의해 창건되었고, 명 성화연간에 

僧 永北이 중수하고, 가정연간에서 만력연간에 다시 중수되었다고 한

다. 청나라가 들어선 후에도 강희와 건륭연간과 다시 광서연간에 중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벽화의 경우 우벽의 〈行路觀碑〉(도 114) 장면에 

그려진 비석의 내용 중에 광서18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벽화 제작 시기

를 재확인할 수 있다. 

 좌우벽의 벽화는 다음〈표 16〉의 화제에 적힌 번호에서 알 수 있

듯이 아래부터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면이 진행되는 연환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장면 전개는 우벽(도 115) 맨 아래 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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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7) 寶梵寺 대전 우벽 하단 탄생 전후 장면

〈표 16〉 산서성 청서현 寶梵寺 대전 좌우벽 화제 일람표

寶梵寺 대전 우벽 화제

34
雪山思惟
(육년고행)

33
天尊見佛
(범천권청)

32
農夫拜佛
(급류분단)

31
大鵬見佛

(없음)

30
麋鹿獻靈

(없음)

29
群魔害佛
(마군거전)

28
白猿獻桃

(없음)

27
天王獻鉢
(사왕헌발)

15 文武餞別 
(없음) 

14 辭別父母
(초계출가)

13 路憫苦死
(노도사시)

12 北門遇屍
(노도사시)

11 南門遇病
(도견병와)

16 指路歸西 (노봉노인?)      
 

   17 行路觀碑 (없음)        

5 金○見父
(종원유성)

4 初行七步
(수하탄생)

3 九龍吐水
(구룡관욕)

2 摯枝降生
(수하탄생)

1 孕夢生佛
(마야탁몽)

寶梵寺 대전 좌벽 화제

40 阿彌陀佛
(없음)

39 大塔舍利
(균분사리)

38 十僧哭佛
(쌍림열반)

37 老○尊佛
(노인출가)

36 ○○獻○
(목녀헌미)

35 ○○獻座
(천인헌좌)

26 賢君說法
(돈제대계)

25 龍君朝佛
(권청회궁)

24 鵲巢○○
(육년고행)

23 靜坐雪山
(좌보리좌)

22 金刀落髮
(금도낙발)

21 達江捨馬
(없음)

 18 泥連沐浴 (선하조욕)      19 野宿茅幕 (없음)

10 南門遇老
(노봉노인)

9 東門遇僧
(득우사문)

8 力擧天角
(척상성갱)

7 剪射金錢
(제왕각력)

6 學習文事
(습학서수)

시작해서 좌벽 맨 아래단, 다시 우벽 중앙에서 좌벽 중앙으로, 마지

막에 다시 우벽 상단에서 시작해 좌벽(도 116) 상단에서 끝나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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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우벽 하단(도 

11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장면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

다. 마야부인의 침궁과 정반왕이 있는 궁 사이 공간을 빨간색 난간

을 둘러 룸비니원으로 상정하고 맨 우측에 ‘樹下誕生’,  중앙에 

‘九龍吐水’,  좌측에 ‘初行七步’를 표현하여 오른쪽 마야탁몽에

서부터 태자가 부왕을 만나는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다른 장면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 물론 마야부인이 자

는 궁 이름을 ‘범왕침궁’이라고 명명한 것이나 그 침궁과 좌측 정

반왕궁 사이를 룸비니원으로 배치한 것은 엄밀하게 보면 이치에 맞

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한 화면에 시간도 다르고 여러 장소

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

어나는 왜곡이라 생각한다. 사실 향화객들이 대전에 들러 벽화를 보고 

논리적으로 맞다 그르다 비판하며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벽화를 그린 화가는 공간 활용을 적절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앞의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장면의 내용, 도

상, 네 자의 화제는 『석씨원류』 또는 『석가여래응화사적』과 연관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에서 봤던 진국사 삼불루 벽화와 마찬가

지로 숭선사와 다복사 등 태원에 있는 사원의 불전 벽화의 영향도 받

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과 명 ․ 청대 숭선사가 태

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날 우리나

라의 본사와 말사와의 관계처럼 그 영향이 컸을 것이다. 비록 숭선사 

84감 불전 벽화는 이 벽화가 그려지기 전 同治3년(1864) 화재로 인

해 소실되었지만 숭선사 벽화를 따라 그려진 태원 북쪽에 있는 다복사 

벽화가 있었고, 현재 전하는 숭선사 벽화의 모사도인 〈釋迦世尊應化

事迹圖〉와 같은 형식의 모본을 통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설령 그

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도 이 벽화를 그린 화가가 숭선사나 다

복사 벽화를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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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8) 숭선사 
〈太子修習禪定天人參禮之處〉

(도 119) 寶梵寺 〈白猿獻桃〉

(도 120) 寶梵寺 〈麋鹿獻靈〉 

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화의 화제들 중 명 ․ 청대 

『석씨원류』의 화제와 일치하는 

것은 ‘金刀落髮’ 하나뿐이다. 

하지만 화제를 네 자로 통일한 

점과 〈표 16〉 화제 옆에 (없

음)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한 대

부분의 도상은 『석씨원류』와 

유사하다. 다만 도상의 세부 내용

은 『석씨원류』의 판화 도상보

다는 숭선사 벽화에 더 가깝다. 

그 예가 『석씨원류』에는 없지

만 숭선사 벽화에는 있는 ‘天人

獻座’,‘麋鹿獻靈’,‘白猿獻

桃’등의 도상이다. 특히 육년고

행 시 사슴과 원숭이 같은 동물

이 석가모니에게 영지, 꽃, 과일 

등을 바치는 장면은 상황을 극적

으로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까

닭에 『불본행집경』 등 경전에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숭선사에서는 벽화

로 그려졌지만 그보다 시대가 내

려온 『석씨원류』나 청대에 제

작된 『석가여래응화사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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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도 118)는 숭선사 84감 불전

도의 43번째 장면인 〈太子修習禪定天人參禮之處〉이다. 하얀 원숭이는 

아니지만 원숭이가 복숭아를, 사슴이 꽃가지를 바치고, 천인이 내려와 참

례하는 내용이다. 숭선사 42, 44번째 불전 벽화도 천인이 복숭아를 공양

하는 장면과 원숭이와 사슴이 꽃과 복숭아를 바치는 장면으로 『보요

경』, 『불본행집경』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이처럼 원숭이와 사슴이 

등장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다 보니 寶梵寺 벽화에서도 천인이 석존 옆에 

서고, 원숭이가 복숭아를 바치는 〈白猿獻桃〉(도 119)와 천인은 석존 

뒤에 서고, 사슴이 영지를 물어 바치는 〈麋鹿獻靈〉(도 120) 두 장면으

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씨원류』에는 없는 도상이므로 아마

도 숭선사 벽화나 그 모사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또한 이 외에 태자가 서문을 나서서 시체를 봄으로써 생로병사의 

고통을 알게 된다는 ‘路憫苦死’나 ‘禪河燥浴’장면에서도 『석씨원

류』의 도상보다는 숭선사 벽화와 더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본 

진국사 삼불루 벽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씨원류』같은 유용한 불전판화

집이 있었지만 실제 벽화를 제작하는 데는 인근에 있는 유명한 사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러한 현상은 청대 후기까지도 지

속되었다.  

 (3) 성도 寶光寺 염불당 〈열반도〉

 

 보광사는 성도 북부 新都區에 자리잡은 1탑 2坊 5殿 16院으로 구성

된 대찰이다. 사내에 전하는 얘기로는 東漢代에 건립됐다고 하나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올라가는 역사 기록은 당대(713)로 1996년 사내에

서 출토된 〈施衣功德碑〉는 開元29년(741)에 만들어진 것임이 확인

되었다. 문물정품관에는 보광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양무제 大同6년(540)에 제작된 천불비상이 있는데, 사내에 있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기년명 유물이다. 황소의 난 때는 성도로 피난 온 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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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1) 成都市 新都區 寶光寺 평면도

宗(재위 873-888)이 

사원 일부를 행궁으로 

삼았다. 會昌 폐불 시 

훼손되었고, 847년에 

재건되었다가 명나라 

崇禎연간에 다시 손상

을 입은 후 청 康熙9

년 印密화상에 의해 

중창되어 오늘에 이르

렀다.133) 

 남북으로 산문-천왕

전-사리탑-칠불전-

대 웅 보 전 - 장 경 루 가 

일렬로 배치되었는데 

881년 조성된 탑이 사원 전체의 중심으로 전형적인 탑중심의 사원 구

조를 보여준다(도 121). 사리탑은 사각 13층 전탑으로 높이는 30m에 

달한다. 매층 네 면에 감을 만들고 삼존불을 배치했다. 사원에 남아있

는 대부분의 건물은 청대에 만들어졌고,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특이

한 건물은 ‘田’자 구조로 조성된 나한당이다. 咸豊元年(1851)에 건

립되었고 안에는 2m에 달하는 3불, 6보살, 18나한, 오백나한 총 577

尊의 소조상을 봉안하였다. 사원의 동북쪽에 자리한 염불당은 同治연

간에 眞印 화상이 건립했는데 내부에는 光緖30년(1904)에 만든 높이 

5.5m의 사리탑이 있다. 사리탑 뒤에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 〈涅槃圖〉 벽화가 있다. 염불당 뒤쪽 후원에 있는 배수구에서 

벽을 타고 물기가 스며들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훼손이 심한 부분을 

133) 薛林平, 앞의 책, p.253. 이 외에 보광사에 대한 정보는 사내에 전하는 안내
문과 보광사 홈페이지(www.baoguangsi.org.) 및 다음 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baike.baidu.com/subview/51199/108095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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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2) 성도 寶光寺 염불당 〈열반도〉

(도 123) 석가여래응화사적 〈쌍림열반〉

(도 124) 보광사 〈열반도〉 모사도 부분

보수, 복원하였고, 지금은 우측에 

모사도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보광사 〈열반도〉(도 122)는 

청말기에 그려진 한편으로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새로운 양식의 열반도이다. 장

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우측 하단에 ‘쌍림열

반’,  좌측 상단에 ‘育王起

塔’ 그리고 석존의 머리 위에 

열두 명의 보살이 표현된 설법 

장면이다. 특히 머리 위에 표현

된 설법 장면은 기존에 표현되

지 않았던 장면으로, 아마도 열

반 직전에 초선부터 비상비비

상처선에 들었다 다시 반대로 

초선으로 내려와 대중들에게 

대열반에 대해 설하는 ‘應盡

還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먼저 ‘쌍림열반’ 

장면은 비록 『석씨원류』나 가

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도

123)에서처럼 사라수가 침상 

뒤에 배치되지 않고 앞 옆에 

표현되었다. 그리고 침상 뒤로

는 구시나가라성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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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5) 산서성 福祥寺 대전 (도 126) 福祥寺 화면분할형 벽화, 청

열반 소식을 듣고 급히 나오는 인물을 표현하였다(도 124). 배경이 기

존의 열반도와 다르고, 침상 주변에 모인 인물의 수도 많지만 모여 있

는 인물 구성이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과 유사하다. 즉 우측 하

단의 용왕과 그 권속들의 모습에서 아주 유사하다. 인물의 수가 많은 

것은 화면이 크다 보니 당연한 것이다. 다만 좌측 상단의 ‘育王起

塔’은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과 다르고 오히려 『석씨원류』에 

더 가깝다. 도상이 불분명한 것은 아마 지역의 민간화가에 의해 그려

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열반장면 위에 그려진 

새로운 장면도 기존의 열반장면의 토대 위에 화가 나름의 새로운 해석

을 가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청대 후반에 지방의 

불전도에 나타나는 기존의 『석씨원류』나 『석가여래응화사적』의 토

대 위에 자신들 나름의 자유로운 해석을 가미한 양식을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향에서 제작된 또 하나의 예로 福祥寺(산서성 楡杜縣 巖良

村, 도 125) 벽화를 들 수 있다. 사문유관 장면(도 126)의 경우 우에

서 좌로 노인, 병자, 시체를 보는 장면을 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표현

하였다. 대부분 박락되어 정확한 제작 연대를 파악할 수 없지만 『석

씨원류』를 토대로 제작된 청대 화면분할형 벽화가 분명하다. 차후 종

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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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석씨원류와 한국의 불전도

1. 석씨원류의 조선 전래 경위와 판본의 특징 

1) 전래 경위

 현재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석씨원류』 판화집이 전하고 있다. 

하나는 고창 禪雲寺에서 판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佛巖寺에

서 판각되어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본은 간행 과정과 체제가 다른데, 서문과 발문의 내용에 의하면 전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불암사본은 163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鄭斗源이 가지고 

온 것을 강희12년(1673) 경기도 불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後跋에 

‘康熙十二年癸丑’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어서 간행 시기에 대해서 이

견이 없다. 선운사본은 수록되어 있는 河浩然의 서문과 승려 玄益의 

발문을 통해서 전래 경위를 알 수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임진왜란 

직후 사명대사 송운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가지고 온 것을 간행하

였는데, 세월이 지나 책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모악산 승려 海雲과 거

사 崔瑞龍이 선운사에서 판각하여 간행했다고 한다. 권말에 수록된 

〈甲會助緣功德芳名秩〉을 통해 선운사에서 이 책을 간행하기 위해 갑

계를 조직하여 비용을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선운

사본 판각 연대에 대해 이견이 생긴 것은 간기에 ‘兜率山禪雲寺開

板’이라고 판각 장소는 분명히 밝혔지만 판각 시기를 밝히지 않아 함

께 실린 하호연의 서문과 현익의 발문이 작성된 연대인 ‘崇禎後戊

子’라는 간기를 기준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明이 망한 후 첫 번째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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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年인 1648년에 쓰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도 명대 연호가 지속적으로 쓰였고, 1648년이 병자호란이 지난 뒤 얼

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

어 보인다. 그런 까닭에 이후 관공서나 사찰에서 선운사 『석씨원류』

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는 물론 백과사전, 연구자들이 쓴 논문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1648년이라고 언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산

되었다. 그런데 최근 송일기가 선운사 갑계 계원들의 나이와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선운사본 『석씨원류』 제 4책 뒤표지 내면지에 발문을 

쓴 현익의 이름이 기록된 ‘康熙五十(1711)年辛卯元月日印經施主同參

戊申甲十八人也別座玄益’이라는 묵서명을 통해 선운사본 『석씨원

류』는 이 기록이 쓰이기 전에 판각이 완성되었고, 이 묵서는 1711년 

인출한 판본에 현익이 묵서한 것으로 보았다. 「선운사사적기」에 康

熙49년(1710)에 ‘釋氏源流板子刊刻’이라는 기록, 이 묵서 내용, 그

리고 발문과 서문을 쓴 현익, 최서용 등이 1710년을 전후로 활동했다

는 사실을 토대로 선운사본의 판각이 완성된 해는 1710년, 간행은 

1711년이라고 주장하였다.134)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것에도 오류가 있

을 수 있음을 확인시킨 연구라고 생각한다.135) 따라서 선운사본 『석

씨원류』는 불암사본보다 늦게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

물관에서 출간된 『미술사학지(선운사 내소사 개암사편)』 제3집

(2000년)을 내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선운사판의 목

판이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보고서에서도 남아있는 판만 인출하

여 게재하였다.136) 이후 주요 사찰에 성보박물관이 지어지고 주요 유

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완질의 선운사본이 확인되었다. 특히 직지사

134) 송일기, 「禪雲寺板 <釋氏源流>의 刊行事實」,『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8권 
제2호(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pp.252-254.

135) 서문과 발문에 쓰인 무자년은 1648년이 아닌 한 갑자가 더 지난 1708년이
었다. 공문서와 그것을 참고하여 쓴 주요 백과사전 내용이 오류를 확산시켰다. 

13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美術史學誌』 제3집(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0), pp.15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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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735년(영조 11)에 함경도 석왕사에서 인경되어 김해 중봉사에 

봉안되었던 불암사본과 1781년(정조 5)에 인경된 선운사본을 함께 소

장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다.137)     

 한편 선운사본의 서문과 발문에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

을 판각하여 간행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일본에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天理大學 소장본 『석씨원류』는 다름아닌 선운사본이다.138) 

따라서 일본에 전하고 있는 다른 판본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

제로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와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그러듯이 전래 경위가 불분명

한 경우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명당 송운대사를 언급했을 가능성

이 더 많을 것 같다. 17세기 중반에도 서산대사 휴정에서 사명당 송

운으로 이어지는 법맥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

문이다.    

2) 불암사본과 선암사본 판본의 특징

 중국에서 寶成에 의해 처음 영락본 『석씨원류』가 간행된 1425년 

이래 1605년 만력본에 이르기까지 명대에 제작된 『석씨원류』 판

본은 다양하다. 불암사본은 163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鄭斗源

이 가져온 것이고, 선운사본은 서문에 기록된 사실이 맞다고 가정하

면 사명당 유정이 일본에서 가져온 시기는 17세기 초반이고, 서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최초 간행 시기가 17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세기 후반이나 18세기 초에 선운사에 불암사본과 형식이 

다른 판본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까지 조선인이 입수할 

137)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의 『釋氏源流應化事迹』 壁畵 硏究」, 『美術史學
硏究』250․ 251 합본(한국미술사학회, 2006), p.257.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불암사본과 선운사본을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까지 한다. 

138) 蔡穗玲, 앞 논문,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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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석씨원류』는 영락본부터 만력본까지 7종의 명대 간행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행히 두 판본이 서로 다른 종류이고 선운사

본의 경우 첫 번째 장면 화제란 옆에 ‘大興隆寺’라고 원래 판각

한 사원 이름을 밝히고 있어서 대흥륭사본(1486-1535)을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암사본은 무엇이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우도

좌문’ 형식과 명 헌종의 「御製釋氏源流序」(1486)가 실려있어서 성

화본이 분명하다. 만력본인 경우 헌종의 「御製釋氏源流序」를 싣고 

간기에 만력32년에 간행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화본과 쉽게 구

분된다.                 

 (1) 불암사본

 불암사본의 모본은 성화본(1486)이다. 4권(4권 8책)으로 구성됐으

며, 각 권 100항목씩 총 400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판식은 左圖右文

이며, 이 판식을 바탕으로 찍어낸 후 반으로 접어 책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책을 볼 때는 右圖左文 형식이 된다. 다만 책을 펼쳤을 때 앞 장

에 그림이 있고 뒷면에 그림의 내용에 해당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림과 글을 비교하며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대신 한 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그림과 글이 커서 보기가 편하고 판각하

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물론 그만큼 제작 시간이 더 들고 판목을 준비

하는 경제적 부담도 더 컸을 것이다. 한 면의 크기는 34.6 × 23.0㎝

이며, 글자 수는 한 행 24자, 총 12행이다. 일부 장면에서 글자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용을 285자 내외로 맞추었다.139)

 권두에 변상도와 명 헌종(1486)의 「御製釋氏源流序」를 싣고, 이어 

당대 학자인 王勃의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를 실었다. 책 말미에 

간기가 적힌 後跋과 시가 실렸다. 1권 책1을 제외한 나머지 7책에는 

13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불암사본은‘萬機 ’,‘弘濟’印文과‘古朝21’이라는 
조선총독부의 도서분류번호와 조선총독부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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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불암사본 『석씨원류』 체제 분류표

권 책
게재 내용

비고(기타)
호법
신

변상
도

서문
기타

1
내용 음역 후발

기타
2

1
1 O O O 釋迦垂迹 - 菩薩降魔

 釋迦如來成道應化
 事蹟記 

2 O O 成等正覺 - 佛化盧志

2
3 O O 貧公見佛 - 付囑國王

4 O 法華妙典 - 師子傳法

3
5 O O 諸祖遺芳 - 燒毁仙書

6 O O 誦經免死 - 南派慧能

4
7 O O 詔迎六祖 - 裴休贈詩

8 O O 倂息詩書 - 膽巴國師 O O
 道比丘離苦得樂頌
 虛浮詩

 ※ 중간에 실린 화제의 전체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책머리에 호법신인 韋駄天 판화와 行狀이 실려 있다. 8책 모두 변상도

를 실었는데 동일한 그림으로, 석가모니와 문수, 보현보살, 10대제자, 

팔부중이 그려진 석가모니설법도이다. 이러한 내용과 본문의 첫 장면

과 마지막 장면의 화제는 다음과 같다(표 17).140)

140) 이 구성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釋氏源流』를 바탕으로 했다. 도서관의 서
지 정보에도 책 말미의 ‘康熙12年癸丑’이라는 간기를 기준으로 1673년 간행
된 것으로 보았으나 각 책의 앞 속지에 묵서명 축원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釋氏源流』는 초간본이 아니라 복간본일 가능성이 많다. 인
경대시주 淸信女이씨, 상궁김씨, 서씨 등의 발원문에 등장하는 ‘慶嬪’은 
1847년 가례를 올린 헌종의 비이며, 化主 印虛 性維는 1855년(철종 6)에 봉은
사에 화엄경판을 판각하는 데 참여하였고, 1858년에 그려진 남양주 흥국사 괘
불의 증명비구로 참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성유는 19세기 중반 경기도에
서 활동한 승려임을 알 수 있었다. 이름과 함께 쓰인 ‘辛亥’라는 간기를 바탕
으로 보면 1851년에 인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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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7)  『석씨원류』 성화본 〈호계삼소〉 

(도 128)  『석씨원류』 불암사본 〈호계삼소〉  

 불암사본의 경우 모

본인 성화본과 비교하

면, 판화의 경우 산수, 

건물, 인물의 포치 등

에서 양자 간 거의 차

이가 없다. 다만 성화

본에서는 인물의 의복

에 다양한 문양을 넣

은 반면, 불암사본에는 

문양이 없다. 산과 바

위 표현에 있어서도 

성화본에서는 점을 찍

어서 준을 표현한 반

면 불암사본에서는 아

무 것도 표현하지 않

고 하얗게 두었다. 글

의 경우 성화본의 경

우 읽기 편하게 방점

을 표시했는데, 불암사

본에는 표시하지 않았

다. 각선은 판화나 글씨 모두 성화본보다 불암사본이 더 예리하다.     

 (2) 선운사본

 모본은 대흥륭사본(1486-1535)이다. 4권 4책으로 총 408종의 이야기

가 실렸다.141) 화면은 불암사본의 ‘右圖左文’과 다른 ‘上圖下文’ 형

141) 엄밀히 따지면 410종의 일화여야 하는데, 4권에 201, 202번이 101, 102번
으로 대체되면서 두 장면이 빠져 총 장면이 408종이 됐다. 중국에 전하는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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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크기는 36.4 × 23.3㎝이며, 글자 수는 한 행 16자, 총 18행인

데 불암사본과 마찬가지로 285자 내외로 맞추었다. 한 화면에서 그림과 

글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교 고사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하

지만 한 장에 그림과 글을 상하로 나누어 새겼기 때문에 불암사본과 비

교하면 그림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의 수, 배경 등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

만 화면이 작다보니 그림이 세밀하지 못하다. 글씨도 작아 시원스러운 

불암사본에 비하면 갑갑한 느낌이 든다. 지방에서 계원들이 돈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보니 서울 인근인 경기도에서 제작된 불암사본에 비해 

판각의 질이 떨어진다.

 1권 권두에 명 헌종(1486)의 「御製釋氏源流序」와 이어 河浩然의 

「釋氏源流序」가 실렸다. 권말에는 玄益의 발문과 「甲會助緣功德芳

名秩」을 실었다. 2권부터 말미에 음역을 실었고, 4권 말미에 시주질

과 1권에 실린 발문과 「甲會助緣功德芳名秩」을 다시 실었다. 뒤표

지 앞장의 내속지에 ‘康熙五十年辛卯元月日印經施主同參戊申甲十八

人也別座玄益’이라는 묵서가 있다. 여기에 적힌 간기를 통해 권두에 

실린 河浩然의 「석씨원류서」와 玄益의 跋文에 적힌 ‘崇禎後戊子’

의 무자가 한 갑자 더 뒤에 일어난 일임을 송일기가 밝힌 것이다. 앞

에서 본 불암사본은 19세기 중반 상궁들이 인경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표지도 좋은 종이를 사용하였고, 각 책마다 호법신중도와 변상도를 삽

입하고, 글씨도 전체 내용이 큰 차이 없이 단아하고 깔끔하다. 반면 

선운사본은 장면 사이사이에 시주자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글씨도 제

각각이며 일부 그림은 조악하기까지 하다. 물론 현재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흥륭사본 역시 그림, 글씨 모두 장면마다 차이가 많고 선운

사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142) 글, 그림 모두에 나타나는 성화본

권과 조합하면 원래 대흥륭사본의 410종으로 복원할 수 있다.   
142) 『中國佛敎版畵全集』에 실린 대흥륭사본은 전체가 남아 있지 않고 하권의 

잔편이다. 책의 크기 38×22㎝, 사각형 구획 30×19.9㎝, 上圖下文 형식이고, 
표제는 『석씨원류』이다. 현존하는 판화는 모두 198폭이며 글은 18행이며, 각 
행에 16자씩 쓰였다. 판화나 글이 세밀하지 못하고 조방하다. 앞의 1~4 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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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흥륭사본의 차이만큼 불암사본과 선운사본도 차이가 있는 셈이

다. 이러한 연유는 아마 판각할 당시 사원이나 후원자의 경제력 차이 

때문인 것 같다. 각 책 앞에 실리는 호법신장이나 변상도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운사본과 현재 전하는 대흥륭사본(중

국불교판화전집 20권) 3, 4권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실린 화제의 수가 다르다. 대흥륭사본은 4권 마지막에 199

번째 화제 敕燒道經 다음인 200번째 膽巴國師에 일렬번호를 ‘一百

末’이라 적고, 다음에 추가된 두 장면인 普應國師는 ‘一百一’, 善世

禪師는 ‘一百二’라고 적었다. 즉 대흥륭사본에는 3권에 100 화제, 4

권에는 102 화제로 총 202 화제가 실렸다. 반면 선운사본은 3권 100 

화제, 4권도 100 화제를 실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대흥륭사본

을 모본으로 하여 선운사에서 번각할 당시 대흥륭사본 말미에 201, 

202번 대신 101, 102번으로 잘못 적힌 ‘普應國師, 善世禪師’ 두 화

제를 하권(3-4권)의 102, 102번째인 4권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에 

없고 다섯 번째인 ‘梓潼遇佛’이 그림은 온전하나 글은 대부분 망실되었다. 권
말 200번째 ‘膽巴國師’ 뒤에 101‘普應國師’, 102 ‘善世禪師’ 두 폭이 
추가되어 있어 하권은 모두 202장면이다. 권 말미의 釋音 제목 아래에 두 줄로 
발원문과‘大興隆寺募緣比丘圓道發心重刊’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판본이 대흥
륭사에서 圓道에 의해 중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전집에 실린 것보다 보존 및 인쇄 상태가 양호하다. 翁連溪는 202번까지 있어
서 전체가 400여 폭이며, 판화가 이렇게 많으면 일반 사원에서는 만들기가 어
렵다는 점, 대흥륭사가 북경 서장안가에 있었고, 연왕 朱棣의 모사인 姚廣孝가 
20연간 주지로 있었던 절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인경
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요광효(1335-1418)는 연왕이 황제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출사를 권유받았으나 죽을 때까지 절에 머무르며 영락제를 도왔다
고 한다. 전국의 불교를 관장하고, 실록 및 『영락대전』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
기도 했다. 따라서 요광효가 생존 시 머물렀던 慶壽寺(대흥륭사의 원대 명칭)는 
북경에서 중요한 사원이었을 것이며, 그의 사후에도 이 책을 펴낼 만큼의 재력
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성화본처럼 왕실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
한 것이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흥륭사는 정통13년(1448)에 
중수하여 이름을 정수사에서 대흥륭사로 바꾸었고, 가정14년(1535) 화재로 소
실되었다. 이듬해 황실에서 대흥륭사를 講武堂으로 바꾸라 명한 후 재건되지 못
했다. 따라서 이 판본은 대흥륭사로 바뀐 1448년부터 강무당으로 바뀐 1535년 
사이에 圓道에 의해 만들어졌고, 영락본 혹은 정통본은 저본으로 하여 복각 또
는 번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翁連溪, 李洪波 主編, 앞의 책, 目錄卷: 序3 
10-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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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9) 대흥륭사본 〈受戒行慈〉

(도 130) 선운사본 〈毒酒不死〉

삽입하고 대신 대흥륭사본의 169, 

170번인 捨宅爲寺, 悟達洗寃 두 

장면을 뺐기 때문이다. 또한 3권 

42번의 경우 그림과 글의 내용은 

동일한데 화제가 다르다. 대흥륭

사본에서는‘慧約說戒’, 선운사

본에서는 화제를 ‘梁皇受戒’로 

쓰고 있다. 양나라 황제가 농부의 

옷을 입고 승려 慧約로부터 수계

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불암사본

에서도 ‘梁皇受戒’로 화제를 쓰

고 있다. 그리고 3권 67번의 대

흥륭사본은 〈受戒行慈〉(도 129)

로 수문제가 請經法師에게 보살계

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선운사본

에서는 그림은 대흥륭사본과 동일

한데 화제와 내용은 술마시기를 

좋아하는 수나라 승려 童進이 오

랑캐를 정벌하기 위해 만든 독약

을 술 마시듯 마셨는데도 멀쩡했

다는 神異를 그린 〈毒酒不死〉

(도 130)이다. 불암사본 67번째 

화제도 마찬가지로 〈毒酒不死〉

(도 131)이다. 그림은 다르지만 

화제의 내용은 선운사본과 불암

사본이 동일하다. 불암사본은 화

제의 내용대로 독주에도 죽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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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1) 불암사본 3권 67 〈毒酒不死〉

〈표 18〉 선운사본 『석씨원류』 체제 분류표

권

게재 내용

비고(기타)
호법
신

변상
도

서문
기타

1
내용 음역 후발

기타
2

1 O O
   釋迦垂迹 / 最初因地 

 1買花供佛 -100佛化盧志 
O O

 - 河浩然 序文
 - 玄益 後跋
 - 甲會助緣功德
   芳名秩/施主秩

2 101貧公見佛-206達磨西來 O

3 1 諸祖遺芳-100南派慧能 O

4

 01普應國師-200膽巴國師

 (원본에는 선운사본의 103번  
  째 諸祖遺芳부터 膽巴國師
  까지 100 장면과 이후 普應
  國師, 善世禪師 두 장면이 
  추가된 102 장면)  

O O O

 - 施主秩
 - 玄益 後跋
 - 甲會助緣功德
   芳名秩

는 이적을 보여주는 

술 마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사

실을 감안하면 선운

사에서 『석씨원류』 

판각 시에 불암사본

도 참조했던 것 같

다. 그렇다면 아마 

‘受戒行慈’의 내용

이 망실돼서 불암사

본의 내용만 참조했

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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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45-148, 165-168 총 여덟 장면은 누락되었다. 이는 

대흥륭사본에 수록된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부록 3 참조). 즉 누락

된 장면은 145 誦偈出獄, 146 神人捨地, 147 懷空去虎, 148 武侯後

身, 165 韓愈參問, 166 樂天參問, 167 文帝嗜蛤, 168 船子和尙이며, 

모두 불암사본에도 있는 장면이다. 각 권에 실린 내용과 장면 수는 

앞의 〈표 18〉과 같다. 

2. 석씨원류와 우리나라 불전도

1)  석씨원류 전래 이전 불전도의 양상

 (1) 판화와 조각

 현재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불전도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려불화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불전도라

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전하지 않는다

고 해서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불전도를 전혀 그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도나 중국의 초기 불교미술의 발달 과정을 감

안하면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의 전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조선시대에 유행한 팔상도와 

같은 형식은 아닐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불전도가 그려졌던 것은 분

명할 것이다.143) 다행히 그러한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

가 남아 있다. 『東文選』 권 76의 「衿州安養寺塔重新記 」에는 

‘탑 안의 네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동쪽에는 약사회, 남은 석가열

143) 박도화, 「불교벽화의 전개와 우리나라의 사찰벽화」, 『한국의 사찰 벽화』 
인천광역시ᆞ경기도ᆞ강원도(성보문화재연구원, 2006),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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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 서는 미타극락회 , 북은 금강신중회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

다.144) 비록 기록뿐이어서 그림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지만 

남쪽에 그렸다는 ‘석가열반회’는 열반 장면을 그린 불전도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작고 마모가 많이 돼서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려시대 불전도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 중 하나

가 바로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寶篋印石塔이다.145) 보협인탑은  

기단부, 탑신부, 옥개석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석탑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인데, 앞에서 살펴본 항주 뇌봉탑 지궁에서 출토된 작은 은제 탑

형사리기를 돌로 만든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기단부는 상, 하단으로 

구성됐는데 하단은 가로 65.3㎝, 세로 65.5㎝, 높이 49㎝의 크기이며, 

상단은 가로 67.7㎝, 세로 67.5㎝, 높이는 18.5㎝이다. 하단에는 각 

면에 이불병좌상이 새겨졌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었

는데 탑신석은 가로 51.2㎝, 세로 51.0㎝, 높이 40㎝ 크기이다. 네 면

에 본생담이 조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뇌봉탑 지궁에서 출토된 전홍

숙탑이라고 불리는 모양의 탑형사리기의 탑신 네 면에는 月光王本生, 

薩埵太子本生, 尸毗王本生, 快目王本生이 조각되었고, 그 위 말귀 모양 

입식의 상하 두 단에 16장면의 불전이 조각되었다. 불전 16장면 중 

중복되는 5장면을 빼면 총 11장면이다. 동국대학교 소장 보협인탑은 

중국에서 전해진 은제사리기 같이 금속제로 만들어진 작은 탑을 본으

로 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동국대 박물관 소장 보협인탑의 탑신에 새겨진 본생담 중 月光王本生, 

薩埵太子本生, 尸毗王本生 세 장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도

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장면에 대해서는 

144)‘(전략)其繪像 歲癸亥秋八月也 塔內四壁 東藥師會 南釋迦涅槃會 西彌陀極樂會 
北金經神衆會(하략)’: 민족문화추진회편,「衿州安養寺塔重新記」, 『東文選』 권
76(솔, 1998), p.171.

145) 동국대학교 보협인탑에 대해서는 송진용, 중국 보협인탑에 대해서는 주경미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安眞鏞, 「寶篋印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주경미, 「吳越王 錢弘俶의 佛舍利信仰과 莊嚴」, 
『역사와 경계』 제61집(부산경남사학회, 2006),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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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다. 慈力王割耳燃燈이라고 본 李殷昌 선생의 최초 주장 이후 

30년 뒤에 이루어진 安眞鏞의 연구에서 그 장면이 慈力王割耳燃燈이라

고 볼 수 있는 도상적 특징이 없고, 수레에 타고 있는 인물을 묘사한 내

용을 감안하면 須大拏太子本生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146) 더 설

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다. 본생도도 석가모니의 전생을 표현한 것이라

는 데서 넓은 의미로는 불전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전도

라고 하면 석가모니 일생을 표현한 미술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본 연구의 대상인 『석씨원류』의 불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본생도

보다 말귀 모양 입식에 새겨진 불전이다. 안진용의 연구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워낙 작은 도상이다 보니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

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도 132). 

 먼저 월광왕본생 위에 있는 마이형 입식의 불전 부조를 왼쪽에서 오

른쪽, 위아래의 순서로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① 車匿辭還, ② 牧女

獻穈, ③ 樹下誕生, ④ 初行七步로 보았다.147) 여기서 ①, ③, ④는 이

견이 없는데 ② 목녀헌미는 ‘金刀落髮’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좌측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릇을 들고 무엇인가 바치는 모습으로

도 보이지만, 앉아 있는 인물이 오른손에 무엇인가 쥐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앞에 꿇어앉은 

이는 머리카락을 취하여 하늘로 올라갈 제석천이거나, 사냥꾼으로 변

해 태자와 옷을 바꿔 입으려는 정거천인으로 보면 ‘牧女獻穈’보다 

‘金刀落髮’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비록 후대에 그려진 『석씨원류』

에 있는 도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석씨원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금도낙발’의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시비왕본생이 있는 면에 새겨진 불전 부조는 ① 미정, ②쌍림

146) 安眞鏞, 위 논문, pp.91-93.
147) 장면의 명칭은 사실 『석씨원류』와 무관하다. 하지만 편의상 『석씨원류』

에 있는 화제는 화제 그대로, 없는 것도 일반적인 4자의 화제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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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2)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보협인탑 불전 부조

① 차익사환  ③ 수하탄생
② 금도낙발  ④ 구룡관정

〈月光王本生〉

①    ?     ③ 보살항마
      ② 쌍림열반 ④    ?     

〈尸毗王本生〉

① 선하조욕  ③ 습학무예
② 목녀유미  ④ 척상성갱

〈薩埵太子本生〉

① 힐문림선 ③ 승상입태
②    ?     ④ 선인점상

〈須大拏太子本生(?)〉

열반, ③ 보살항마(지신작증), ④ 범천권청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①

을 선인점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안쪽에 있는 인물이 누군가를 안고 있

다고 보기가 어렵다. ② 쌍림열반은 이견이 없을 것이고, ③을 보살항마

로 본 이유는 앞에 두 인물이 도망을 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보

살 옆에 천인이 시립한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④는 성도한 이후 범

천과 제석천 등 천인들이 예를 올리고 범천이 중생들을 위해 법륜을 굴

려달라고 청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살타태자본생과 같은 면에 있는 불전은 ① 선하조욕, ② 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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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3) 동국대 보협인탑 
살타태자본생 부분 불전 부조

①선하조욕 ②목녀헌미 ③비무(?) ④척상(?)
(도 134) 항주 뇌봉탑 출토 사리기 

유미, ③ 습학무예, ④ 척상성갱으로 보인다(도 133). 여기에 표현된 불

전은 앞에서 살펴본 항주 뇌봉탑 지궁 출토 은제 사리기 살타태자본생 

장면에 붙어 있는 입식에 있는 도상(도 134)과 우연하게도 매우 유사하

다. 보협인탑 ①은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 불확실한데 뇌봉탑 은제사리기 

도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좌측에 나무가 있고 중간에 수신이 가지

를 드리워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는 석존에게 무엇인가 드리는 

모습인데 차이가 있다면 뇌봉탑 사리기에는 꿇어앉은 모습으로 보이

는데, 보협인탑에서는 서서 공양 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서서 죽을 

올리는 장면은 『석씨원류』판화에도 서서 유미죽을 올리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그보다 이전에 그려진 금대 암산사 벽화, 명초 숭선사 벽

화에도 마찬가지로 서서 공양 올리는 모습을 취한다. 무릎을 꿇고 그

릇을 올리는 장면은 ‘四王獻鉢’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③은 중앙

에 한 인물이 앞에서 힘을 겨루는 두 인물을 바라보는 ‘習學武藝’, 

④는 한 손으로 코끼리를 들어 던지는 ‘擲象成坑’으로 보인다. 비

록 보협인탑 ④에서 위에 들어올린 것이 좀 작아 보이지만 몸 형태가 

비슷해서 같은 도상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須大拏太子本生으로 추정되는 면에 새겨진 불전 도상은 

① 詰問林仙, ② 미정, ③ 乘象入胎, ④ 仙人占相으로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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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확실한 것은 ③ 乘象入胎뿐이다. 이에 대해 안진용은 ① 龍王讚嘆, 

② 魔女妶媚, ③ 兜率來儀, ④ 미정으로 보았다. ①의 경우 두 명의 

인물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용왕부부의 찬탄으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주인공이 빠진 도상을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석가모니와 또 다른 한 인물이 앉아있는 할문림선 같은 장면으로 보

는 것이 나을 것 같다. ②도 정황상 불을 치는 마왕과 마군의 형상으

로 보이지만 주인공이 빠진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 ④는 

오른쪽 인물이 아이를 안고 왼쪽의 아시타선인이 점상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③은 兜率來儀라는 화제보다 乘象入胎가 일반적인 화제이다.  

 작고 단순한 장면이라서 이를 통해 당시 불전도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전도 자료가 거의 없는 고려시대 불

전도의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살타태자

본생 장면이 있는 면에 새겨진 불전이 뇌봉탑 지궁 출토 은제 사리기에 

새겨진 불전과 도상이 유사하다는 점은 보협인탑 역시 중국에서 전해졌을 

전홍숙탑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불전 장면도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모본에 표현된 것을 토대로 

조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새로운 것은 모방의 방식으로 수용돼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고의 여지가 있는 도상을 제외하고 분명한 도상만 뽑아보

면 승상입태, 수하탄생, 구룡관정, 척상성갱, 차익사환, 선하조욕, 쌍림

열반 등이다. 이러한 장면은 불전도에 익히 잘 알려진 도상이다. 그 중 

척상성갱의 경우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실린 팔상 판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명대에 만들어진 『석씨원류』에서는 諸王捔力의 부

분 장면으로, 조선시대 후기 팔상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천

은사 팔상도에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나라에서

는 고려시대에 이미 알려졌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조선시대 

후대에 가서야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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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불전도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御製秘藏

詮』 판화이다. 宋에서 983년에 만들어진 대장경(開寶勅版)이 8년 

뒤 991년에 고려에 전래된 이후 顯宗 2년(1011)에 제작에 착수되

어 宣宗 4년(1087)에 완성을 기념하는 경축행사가 열렸는데, 이 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려 초조대장경이다 .148) 현재까지 『어제비장

전』 판화에 대한 연구는 하버드대학 Fogg미술관 소장의 북송본

(1108년 인쇄본) 권13과 성암고서박물관소장의 권제6, 일본 난젠

지(南禪寺) 소장 권1-21(권17 제외)에 삽입된 판화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149) 201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판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

로 『어제비장전』의 산수화풍의 변상도를 통해 고려시대 산수화의 

발전 과정을 찾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 그 중 주목할 연구는 난젠

지에 소장된 권1, 6, 7, 13, 21에 실린 판화 23폭, 성암고서박물관

이 소장한 권6의 4폭을 합해 27폭의 고려본의 판화와 하버드대학 

Fogg미술관이 소장한 북송본 권13의 4폭, 총 31폭의 판화를 비교

하여 세 가지 제의를 한 이성미 선생의 연구이다.150) 쉽게 접할 수 

없던 난젠지 판화를 조사하여 학회에 알렸지만 이후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후학들의 연구가 이어지지 못했다.151) 그러던 

중 2004년부터 시작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6차례 대대적인 조사 사업

이 완성된 2010년 난젠지 소장 『어제비장전』 권1-21(권17 제외)

에 삽입된 판화가 중복되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99폭이며, 익히 잘 알

려진 산수화풍의 변상도들 외에 권21 「御製佛賦」와 「御製詮源歌」

에 삽입된 3장의 불전도 판화가 공개되면서 『어제비장전』에 대한 연

148) 이에 대해서는 李成美, 앞의 논문, pp.14-17 참조; 고려대장경연구소, 앞의 
보고서, pp.27-29,

149) 주 8번 참조.
150) 이성미, 위 논문, pp.32-33.
151) 고려대장경연구소의 6차년도의 초간본 고려대장경 조사사업에서 확인된 국

내의 박물관, 도서관, 사찰 등에 소장된 초조대장경은 157종 214책이며, 난젠
지에 소장된 초조대장경은 522종 1,712책이다. 난젠지 조사는 초간본 고려대장
경 연구에 전환점이 되었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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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5) 난젠지 소장 『御製秘藏詮』 권21 「어제불부」 제1폭  

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152) 비록 비교할 수 있는 권21에 해당하

는 북송본 불전도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제비장전』의 산수화가 고

려초기 산수화의 발달과 표현기법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이성미 선생의 주장처럼 「어제불부」와 「어제전원가」에 

삽입된 불전도는 알려지지 않은 고려시대 불전도의 양상을 추정케 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153)

 난젠지 소장의 『御製秘藏詮』권21에 실린 「어제불부」와 「어제전원

가」에 삽입된 불전도는 「어제불부」 2폭과 「어제전원가」 1폭이다. 

먼저 「어제불부」에 삽입된 첫 번째 판화를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도솔천에 머물던 호명보살이 마야부인의 태에 드는 ‘兜率來儀(또는 乘

象入胎)’ 장면을, 왼쪽에는 출산하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마야부인이 

룸비니원에서 태자를 낳는  ‘樹下誕生’, 그 직후에 일어난‘初行七

步’,‘九龍灌浴’세 장면을 표현한 총 네 가지 일화가 그려진 판화이다

152) 『御製秘藏詮』 에 실린 판화의 수와 99개로 이용된 총 판수는 53개라고 한
다. 1회 이용된 판이 9개, 2회 이용된 판이 가장 많은 42개, 3회 이용된 판이 
2개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보고서, p.85. 『御製秘藏詮』 권21 「御製佛賦」
와 「御製詮源歌」에 삽입된 불전 판화를 소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申志娟, 
「朝鮮時代 釋迦八相圖 硏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자현, 앞 논문; 鄭荷淡, 앞 논문. 

153) 이성미, 앞 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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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5). 예리한 각선으로 오른쪽에 화려한 궁정 건물들을 표현하고 

왼쪽에 룸비니원을 배치하였는데, 궁정과 룸비니원을 평행사변형으로 

구획하고 룸비니원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넓어지는 역원근법을, 

궁궐 모습은 부감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따라서 화가가 전달하고자 

의도한 각 장면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된다. 사선구

도로 구획된 건물들이 화려하면서도 정연하게 자리 잡은 모습은 금

대 그려진 암산사 문수전의 불전 벽화를 연상하게 한다. 가장자리를 

음각으로 새긴 금강저를 연속으로 배열한 문양대로 둘렀는데, 다음 

장면인 ‘御製佛賦秘藏詮二十一 第二幅’이라는 글과 접하는 왼쪽에

는 문양대가 잘렸다. 왼쪽 뒷부분에 그려진 ‘구룡관욕’ 장면만을 

보면 원래 그림은 왼쪽으로 좀 더 연장된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룸비니원이 평행사변형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는 계

단으로 내려가는 다른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중간 중

간에 나 있는 선은 두루마리형이 절첩형으로 바뀌면서 접힌 부분이

다. 자세히 보면 ‘수하탄생’ 장면의 마야부인 오른쪽과 ‘승상입

태’의 왼쪽 부분에 다른 면과 달리 색이 조금 바랬다. 접혔을 때 두 

부분이 서로 맞닿는데 아마 다른 면보다 외부에 노출이 더 됐기 때

문에 탈색된 것 같다.

 『어제비장전』「어제불부」의 탄생 장면은 ‘樹下誕生’,‘初行七

步’,‘九龍灌浴’세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월인

석보』에 실린 팔상도 중 〈비람강생상〉과 동일한 주제와 구성이다. 

현재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전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고려 전기에 만

들어져서 전해내려온 『어제비장전』의 불전도와 조선 전기에 만들어

진 『월인석보』(『석보상절』)에 실린 불전도를 비교하는 것은 자료

가 거의 전하지 않는 고려시대의 불전도가 조선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탄생 장면을 표현한 『어제비장전』「어제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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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6) 어제비장전 「御製佛賦」의 탄생 장면

(도 137) 월인석보 〈毘藍降生相〉

와 『월인석보』〈비람강

생상〉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어제불부」의 탄생장면 

(도 136)에서는 태어나

는 태자를 제석천이 천의

를 갖고 와서 받는 모습

으로 묘사하고, 태어난 

후 마치 뒤에 배치한 보

궤로 가는 듯이 ‘초행칠

보’ 장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구룡관욕’ 

장면에도 사천왕을 표현

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내려오지만 명초 숭선사 

벽화처럼 석존 주변에 있

는 인물들은 범천과 제석

천을 빼면 모두 궁중여인

들이다. 하지만 『월인석보』 〈비람강생상〉의 수하탄생 장면(도 137)

에는 「어제불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탄생하는 태자를 받치기 위해 솟

아난 일곱 줄기의 연꽃, 마야부인이 씻을 네 곳의 우물, ‘구룡관욕’ 

장면의 사천왕, 룸비니원 주변을 위호하는 야차, 나무에 앉아 있는 새 

등이 표현되었다. 모두 『석가보』와 『석가씨보』에 나오는 내용이

다.154) 물론 일부 경전에도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들 모두를 함께 표현

하지는 않는다. 특히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많이 인용한 이유

154) 각 장면은 『釋迦氏譜』(T.2041: p.89)와 『釋迦譜』(T.2040: p.98, 
p.695)에 실려 있다. 이영종, 「朝鮮時代 八相圖의 圖像的 淵源과 展開」(서울
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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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보상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알려진 조선시대 팔

상도의 여덟 화제를 언급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서두에 

실린 「釋譜詳節序」에 다음과 같이 적혔다.

 세상에서 부처의 도리를 배운 사람들이, 부처가 나서 행동하신 처

음과 끝을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여도 불과 팔상에 지

나지 않는다. 이즈음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하는 여러 불경에서 가려 내어 따로 한글을 만들어 이름을 석보

상절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부처가 도를 

이룬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

마다 쉽게 알아서 삼보에 나아가 귀의하기를 바란다.155)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헤아려보면 조선 초 태종의 사찰 혁파 이래 불

교가 전 시대에 비해 많이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돌아가신 왕후를 추

모하고 새로운 문자를 알리는 데 불교가 최적의 수단이었지만 이미 불교

의 시대가 아니므로 불교에 해박한 사람도 참조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

하지는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석가보』, 『석가씨

보』 등 당시 전하는 여러 경전을 바탕으로 『석보상절』을 만들고 거기

에 판화도 그렸다는 내용이다. 즉 당시 전하는 불전 관련 문헌들을 참조

하여 새로 그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월인석보』 〈비람강생상〉에 표

현된 모티프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중국의 불전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석보상절』을 만들 당시 『어제비장전』이 있었

을 텐데 「어제불부」의 판화를 보지 못한 것인지, 봤다면 왜 다르게 그

렸냐는 것이다. 그리고 『석보상절』이 편찬된 시기가 1447년인데 

1425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석씨원류』의 존재를 전혀 몰랐느냐는 것

이다. 이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먼저 『어제비장전』의 다른 부분도 

155) 이영종, 「朝鮮時代 八相圖의 圖像的 淵源과 展開」,『미술사학연구』(한국
미술사학회, 1997) pp.37-38; 千柄植, 『釋譜詳節 第三․ 註解』(아세아문화사, 
1985), pp.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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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8) 『어제비장전』 「御製佛賦」 두 번째 판화 〈설산수도〉 장면

삽도 ① 踰城出家 삽도 ② 金刀落髮 삽도 ③ 車匿辭還 

삽도 ④ 太子貿衣 삽도 ⑥ 六年苦行 삽도 ⑦ 禪河燥浴

삽도 ⑧ 龍女獻座(?) 삽도 ⑨ 牧女獻穈 삽도 ⑩ 天人獻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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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제비장전』 「어제불부」의 두 번째 장면은 싯다르타 태자가 성

에서 나선 후부터 정각에 이르기 전까지 설산에서 수도하는 과정을 그

린 것이다. 총 열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도 138, 삽도 ①-⑩). 『佛

本行集經』이나 『普曜經』, 『過去現在因果經』, 『方廣大莊嚴經』 등 

佛傳을 다루는 문헌에서도 유성출가부터 성등정각까지 일어난 다양한 

일들 중 일부는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정확히 어떤 경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그처럼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장면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도 높다. 어떤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했는지

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156) 삽도의 일렬번호는 

『佛本行集經』의 순서를 따랐고, 화제는 『석씨원류』를 토대로 분류

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오른쪽 귀퉁이에 표현된 ① 夜半逾城이

다. 사천왕이 말발굽을 받치고 성을 나서는 장면을 구름 속에 표현했

다. 이후 ② 머리카락을 자르는 金刀落髮, ③ 차익이 성으로 돌아가는 

車匿辭還, ④ 사냥꾼으로 변한 정거천인과 옷을 바꾸어 입는 太子貿衣

(『석씨원류』에는 金刀落髮에 포함되어 있다), ⑤ 숲으로 들어가 고

행하는 선인들에게 법에 대해 묻는 詰問林仙, ⑥ 선인들을 조복시킨 

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고행을 하는 六年苦行, ⑦ 고행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니련선하로 가서 목욕

을 하는 禪河燥浴, ⑧ 목욕을 하고 제석이 바친 옷을 입자 니련선하에 

사는 한 용왕의 비가 보살이 앉을 보좌를 드리는 龍女獻座, ⑨ 그 자

리에 앉아 목녀가 바친 유미죽을 먹는 牧女獻穈, ⑩ 죽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 후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자 초부로 변한 제석천이 보살이 깔고 

앉을 길상초를 바치는 天人獻草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을 표현하

였다.  

156) 김자현은 『보요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았지만 『보요경』이라고 단
정짓는 데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김자현, 앞 논문,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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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⑤  〈苦行〉장면 (詰問林僊 ?) 

 이 분류 중 ①-

④, ⑥, ⑦, ⑩은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여타의 불

전도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

상이다. 다만 ⑤, 

⑧, ⑨는 판화의 

크기가 작다 보니 

정확히 어떤 장면

을 표현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 중 ⑧은 다른 불전도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는 도상

이다. 표현되더라도 용왕이 보좌를 들고 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따라

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삽도 ⑤의 경우 위에서 내려오는 인물은 

싯다르타 태자이고, 아래 세 명의 인물은 고행림에서 수행하는 선인들

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특히 좌측의 인물은 가시덤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過去現在因果經』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157)

‘태자는 앉고 나서 그 신선들의 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떤 이는 풀

로써 옷을 삼은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나무껍질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

기도 하고, (중략) 혹은 물과 불을 섬기기도 하고, 혹은 해와 달을 받들

기도 하고, 혹은 한 다리를 발돋움하여 서 있기도 하고, 혹은 티끌 있는 

땅에 누워 있기도 하고, 혹은 가시나무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혹은 물

과 불의 곁에 누워 있기도 하였으므로 태자는 이러한 고행을 보고서 곧 

발가 선인에게 물었다.

 이러한 삽도 ⑤에 보이는 하단의 세 인물 중 맨 우측의 인물은 머리 

157) 『過去現在因果經』(T.189; 한역본: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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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9) 월인석보 〈雪山修道相〉

위에 불꽃이 이는 쟁반 같은 것을 이고 있고, 그 좌측의 인물은 가시 위

에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아래에 있는 인물은 쪼그려 앉은 듯한 

모습인데 아마 신체를 혹사시키며 고행하는 인물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이와 유사한 도상은 『월인석보』의 〈설산수도상〉(도 139)에

서 찾을 수 있다. 왼쪽 편에서 가시덤불 위에 누워있는 인물과 풀로 

만든 옷을 입고 한 발을 구부리고 있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삽도 ⑨의 경우는 여러 장면을 상정할 수 있다. 합장을 하고 앉아 있는 

인물에게 두 명의 인물이 예를 취하는 모습이다. 한 명은 서고,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이다. 앉아 있는 인물이 석존일 것이다. 경전에 

나오거나 불전도로 그려졌던 장면 중 이러한 조합으로 잘 알려진 것으

로 두 명의 선인을 조복시키는‘調伏二仙’, 두 명의 목녀가 유미죽을 

바치는‘牧女乳糜’, 제석천이 옷을 바치는‘帝釋獻衣’, 그리고 여러 

명을 두 명으로 줄여서 표현했다면 궁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勸請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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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0) 『어제비장전』  「御製詮源歌」 판화 

宮’일 가능성도 있다.158) 그 중 주변에 그려진 장면들을 고려하면 

‘조복이선’과 ‘목녀유미’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어제불부」의 두 번째 판화인 설산수도 장면은 『어제비장전』의 

특징인 산수를 배경으로 각 장면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성는 『월인

석보』 판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제불부」의 경우 인물이 배경

보다 크게 묘사되었지만 양자가 어색하지 않고 각 장면 간의 연결도 

자연스럽다. 반면 『월인석보』〈설산수도상〉은 각 장면을 이어 붙인 

것처럼 장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상도 「어제불

부」는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진 『석씨원류』와도 다르다. 

 『어제비장전』 권21의 또 다른 시부인 「어제전원가」(도 140)에도 

한 폭의 불전 판화가 삽입되어 있다. 다른 폭과 마찬가지로 절첩형으로 

바뀌면서 그림의 왼쪽 부분이 일부 잘려나갔다. 『어제비장전』 변상도

158) 김자현은 이 장면을 『普曜經』의 ‘범천(梵天)이 제위파리(提謂波利)라는 
상인과 그 무리들에게 공양을 올릴 것을 독려하여 그들이 석가에게 미숫가루를 
공양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았다. 즉 석존이 성도한 이후 보리수 나무 근처를 
지나던 두 상인이 음식을 공양하는 장면인 ‘二商奉食’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설산수도 장면에서는 대개 성도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표현하는 점을 감안하면 ‘二商奉食’보다는 ‘調伏二仙’,‘牧女乳糜’,‘勸請
迴宮’, 帝釋獻衣’ 중 한 장면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 김자현, 앞 논문,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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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배경인 산수가 중심이고 그 사이 사이에 작은 인물들이 표현되었

지만 앞에서 본 「어제불부」 에 삽입된 두 폭의 불전 판화와 마찬가지

로 산수는 배경이고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판화의 우측은 보리

장으로 가는 보살의 모습을, 좌측은 보리장에서 정각을 이루었을 때 

제천이 찬탄하는 장면일 것으로 추정한다. 보리장으로 가는 장면은 

불전도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장면이다. 후대에 만들어진 『석씨원

류』에서도 표현되지 않았다. 

 『어제비장전』 권21의 불전 판화는 송초에 제작된 불전도를 바탕

으로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그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

는 불전도는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불전도가 전하지 않는 실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특한 

불전도가 당시 유포되었다는 점은 향후 고려시대 불전도 연구에는 

물론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석씨원류』나 『월인석보』에 삽

입된 팔상도와 다른 형태의 불전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자료가 발굴되어 동아시아 불전

도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앞에서 제기했던 『석보상절』이 편찬된 1447년의 20여 년 

전인 1425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석씨원류』의 존재를 전혀 몰랐

느냐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1450년 전후한 시기는 명나라에서는 영

락본과 정통본 『석씨원류』가 이미 간행되어 유통되었고, 경태본

(1450- 1456)이 제작되기 시작한 때이다. 아무리 사찰이 혁파되었

다고 해도 왕실 사업의 일환인 『석보상절』 제작에는 당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명과 조선과의 관계

를 고려하면 『석씨원류』가 충분히 조선에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

지만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판화에 표현된 도상은 앞에서 

살펴본 『어제비장전』 같은 송대 및 고려시대 불전도는 물론 명초

의 『석씨원류』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 같다.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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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1) 월인석보 〈四門遊觀相〉

(도 142) 선운사본 〈路逢老人〉 (도 143) 각원사 〈路逢老人〉

『월인석보』의 〈설산수도상〉에도 다소 생소한 도상들이 표현되었

고, 〈사문유관상〉(도 141)의 경우 인물과 건물의 표현 등에서 한

국적인 느낌이 나기도 한다.159) 길에서 노인을 만나는 장면은 크게 다

159) 이영종, 앞의 석사학위논문, pp.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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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과 마차를 탄다는 게 다를 뿐 선운사본(도 

142)의 판화나 거기에 채색한 형태의 각원사 〈노봉노인〉(도 143)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에 작은 건물을 배치해 성이라 하

고, 우측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노인-병자-시체-승려를 배치하였다. 

작은 건물이 어색해 보이지만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게다가 이렇게 한 화면에 네 가지 일화를 모두 표현한 막고굴 61

굴 〈사문유관〉(도 40)이나 서하사 〈사문유관〉(도 25-③)에서는 인

물이 과장되기는 하지만 배경이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반면 

이 『월인석보』〈사문유관상〉에서는 각 방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우에서 좌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도상을 만들어냈다. 앞에서 살펴본 「석보상절서」의 내

용대로 『석가보』, 『석가씨보』, 『석가여래성도기주』 등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八相을 새롭게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에 맞춰 새롭게 판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처럼 독특한 도상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명나라 寶成이 만든 『석씨원류』와 조선 왕

실에서 만든 『석보상절』이 비록 서로 영향 관계가 없고 책의 체제도 

다르지만 제작 의도와 내용, 그 전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는 제작 목적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

종의 교육 자료적 기능도 있었던 『석씨원류』의 가장 중요한 제작 목적

은 불교를 쉽게 알리는 것이었다. 『석보상절』은 겉으로는 昭憲王后의 

명복을 비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익숙한 불교를 통해 훈민정음

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비록 불교가 방편이라 하지만 결국 억눌렸던 불

교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석씨원류』의 목적과 다를 바 

없다. 두 번째는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불교

의 교조 석가모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락제의 ‘十年一度’의 승려 제한책과 

태종의 사찰 혁파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교가 억압된 상황에서 불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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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석가모니에게로의 회기를 돌파구로 삼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각

각의 책에 실린 불전 판화들이 불전도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

이다. 『석씨원류』는 각원사를 위시한 여러 사찰과 18세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팔상도 도상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석보상절』은 조

선시대의 대표적인 불전도인 팔상도의 시작점이자 기준이 되었다. 조

선 후기 『석씨원류』의 도상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때에도 팔상도의 

중심은 『석보상절(또는 월인석보)』의 판화였다. 이렇게 두 문헌은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발전의 밑거름이었다. 

 (2) 불전도

 15-16세기에 제작된 불전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

는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군의 작품과, 다른 

하나는 일반 사찰에서 제작된 불전도이다. 전자의 예로는 15세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本岳寺(혼아쿠지) 소장 〈석가탄생도〉

와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석가출가도〉를 들 수 있다. 양

자 모두 단독상이라기보다 동일한 석가팔상도의 한 폭으로 추정된

다.160) 먼저 혼아쿠지 소장 〈석가탄생도〉는 정우택 교수의 주장대로 

왕실 발원 불화라고 추정될 만큼 화려한 색채와 치밀한 구성이 돋보

인다.161) 계화에 의한 화려한 궁궐의 표현, 신하들과 구분되는 왕과 야

수다라의 복식, 화려한 서운의 표현, 청자 기와 등의 표현에서 양자가 

아주 유사하고, 크기도 145.0×109.5㎝와 145.0 ×105.0㎝로 같다고 

봐도 될 만한 오차이다. 

 먼저 혼아쿠지 소장의 〈석가탄생도〉(도 144)의 경우 중앙의 탄생

160) 박은경, 『조선전기불화연구』(시공아트, 2008), pp.391-392.
161) 정우택, 「朝鮮王朝時代 前期宮廷畵風 佛畵의 硏究」,『美術史學』 13 (한국

미술사교육학회, 1999.12), pp.129-166; 同,「조선왕조시대 釋迦誕生圖像 연
구」,『美術史學硏究』 (한국미술사학회, 2006.9),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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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4) 〈釋迦誕生圖〉 혼아쿠지

(도 145)  『월인석보』  〈毘藍降生相〉

단에 표현된 장면은 『월

인석보』의 〈비람강생상〉

(도 145)과 거의 동일하

다. 『월인석보』 판화와 

다른 점은 탄생단 아래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화

에는 없는 장면들이 추가

되었다. ① 태자의 탄생 사

실을 정반왕에게 알리자 

정반왕이 석종을 모아 태

자를 맞으러 가는 장면, ② 

마야부인이 사천왕이 끄는 

운모보거를 범천이 이끄는 

길을 따라 룸비니로 가는 

장면, ③ 그 왼쪽에서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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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보배를 바치며 만세를 부르는 장면, ④ 코끼리, 소, 양, 말이 새

끼를 낳는 장면, ⑤ 설산 사자와 코끼리가 와서 다리를 벌려 서서 지

키는 장면이다. 룸비니원 위 하늘에도 몇 장면이 표현되었다. 오른쪽 

모서리 부분은 周昭王이 태사 蘇由에게 궁전이 진동하는 연유를 물으

니 서방에 성인이 나서 그 법이 천년이면 이 땅에도 전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고, 왼쪽 상부는 마왕이 불안해 하는 장면이다. 이 장

면들은 1447년 『석보상절』이 완성되자 세종은 『어제비장전』의 

「어제불부」처럼 시부의 형식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옮긴 『월인

천강지곡』을 만들게 했는데, 정우택 교수는 이 〈석가탄생도〉에 그

려진 석가모니의 탄생 전후의 사정이 『월인천강지곡』에서 뽑아 이해

하기 쉽도록 회화화한 것이라고 보았다.162) 물론 그림의 중심은 『석

보상절(또는 월인석보)』판화의 탄생장면이다. 비록 석가모니의 생애

에 대해 동아시아에 전해진 문헌이 큰 차이가 없어서 개별 도상이  유

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은 훨씬 다양한 불전도가 전하는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석가출가도〉(도 136)는 팔상도 〈유성출가상〉과 달리 구름을 타고 

성을 나서는 장면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출가 전후에 성안에서 태자가 부왕

에게 처음 출가를 청하는 〈初啓出家〉(좌하), 차익이 돌아와 태자의 

출가를 고하는 〈車匿辭還〉(우하) 장면이 표현되었다. 뒤 2층 누

각의 상황은 정확하지 않다. 대개는 야수다라가 태자가 출가하는 

꿈을 꾸는 장면 〈耶輸應夢〉이나 악사, 무희, 시녀들과 더불어 깊

은 잠에 빠지는 〈耶輸熟寢〉이 맞겠지만, 장면에 그려진 것은 태

자의 출가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져 혼절한 모습이다. 

주변 사람들도 흐느껴 우는 모습이다. 따라서 태자의 출가 소식을 

들은 야수다라나 이모가 혼절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성밖 산속에서는 태자가 사냥꾼과 옷을 바꾸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162)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釋迦誕生圖像 연구」,『美術史學硏究』 (한국미술사
학회, 2006.9), pp.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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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6) 〈釋迦出家圖〉 동아시아박물관 

〈帝釋獻衣〉, 〈金刀落髮〉

과 궁인들이 태자를 찾아 

나서는 장면, 총 여섯 장면

이 한 화면에 표현되어 출

가 전후의 긴박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다만 출가라

는 점을 감안하면 佛傳 내

용을 담고 있는 대개의 경

전에 언급되고 『월인석

보』〈유성출가상〉에서도 표

현된 〈夜半逾城〉 장면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하다. 어쩌면 좀 더 사

실적인 시각에서 출가 상

황을 그린 것일 수도 있겠

다. 앞에서 본 〈석가탄생

도〉와 마찬가지로 독창적

인 석가출가상이라 할 수 있다. 〈석가탄생도 〉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팔상 판화의 주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석보상절』,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곡 』 등 새로 만들

어진 책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163) 즉 판화에 비

해 커진 화면에 판화의 중심 주제를 포치하고, 남은 공간에 그 전

후에 일어난 다양한 상황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석보』 

팔상도에 없는 장면인 경우 모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하지만 정황상 『석씨원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와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는 불전

163) 신지연, 앞의 논문,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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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7) 金剛峰寺 팔상도

도가 있다. 바로 일본 곤코후

지(金剛峰寺)와 다이도쿠지

(大德寺)에 각각 한 폭씩 소

장하고 있는 〈석가팔상도〉

다. 이들 역시 앞에서 본 

〈석가팔상도〉와 〈석가출가

도〉가 쌍을 이루는 것처럼 

각각 중복되지 않은 네 장면

을 나누어 그려, 두 작품을 

한 데 모으면 온전한 〈석가

팔상도〉가 완성된다. 두 작

품의 크기가 大德寺本은 

348.0×162.5㎝, 金剛峰寺本

은 372.8×175.5㎝로 후자

가 조금 크다.164) 두 작품 

모두 기존의 『석보상절(월인

석보)』 팔상 판화의 네 장면

을 충실하게 상하로 배치한 

구조이다. 大德寺〈석가팔상

도〉는 팔상도의 전반부를, 

金剛峰寺 〈석가팔상도〉는 

위에서 아래로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

림열반상의 후반 四相을 한 

폭에 그렸다. 金剛峰寺 〈석가팔상도〉(도 147)의 세부 장면을 보면 채

운과 산세를 이용하여 장면들을 구분짓고 있는데, (도 148)과 (도 149)

164) 신지연, 앞 논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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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8) 월인석보 〈雪山修道相〉

(도 149) 〈鹿苑轉法相〉

의 『월인석보』 팔상 판

화를 상하로 연결시키고 

채색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설산수도상〉에서 

머리 위에 까치가 집을 

짓고 행인이 막대기로 건

드는 장면처럼 세부표현

도 거의 그대로 채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

성 방식은 앞에서 본 

〈석가탄생도〉나 〈석가

출가도〉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변화를 주더라도 

판화의 중심 주제를 흐트

러뜨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자 

간 차이는 발원자나 후원

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석가탄생도〉나 〈석가출가도〉는 

왕실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金剛峰寺나 大德寺 〈석가팔상도〉

는 사찰이나 민간에서 발원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화기에 전

하는 화사들도 화승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석씨원류』가 전래되기 전까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불전도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후원자, 또는 

발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화격에 차이가 크며, 왕실에서 발원한 경우는 

기본 주제는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판화를 바탕으로 하되 나

머지는 중국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성을 보이는 불전도가 

제작되었다. 반면 민간에서 발원한 불전도는 조선 후기 『석씨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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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래될 때까지는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실린 팔상 판화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569년 제작된 일본 천광사 소장 〈열반도〉와 17세기 경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산 동국사 소장 〈열반도〉의 경우는 『월인

석보』의 열반 장면 외에 새로운 장면들이 추가된다. 本岳寺의 〈석가

탄생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화면을 『월인석보』 판화의 단순한 

장면만으로 채우기에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반 장면 외에 새로

운 장면이 추가되었지만 『석씨원류』의 도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

는 것 같다. 열반도 제작 시 『석보상절』과 같은 문헌을 참조하여 만

들었거나, 현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전하는 모본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이 『석씨원류』가 조선에 전해지기 이전에 제작된 15-16세

기 조선시대 불전도는 『석씨원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중국 불전도에 영향을 준 『석씨원류』의 역할을 『석

보상절』이 했다고 할 수 있다.

2) 석씨원류 전래 이후 불전도의 새 양상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불화 중 불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석가

팔상도〉이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팔상 판

화의 전통을 고수하는 불전도와 그 팔상 판화의 틀에 새로운 장면을 

가미한 불전도 두 종류가 있었다. 엄밀하게 보면 이러한 기조는 근현

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석씨원류가 전래되어 처음 불암사에서 간행된 때가 1673년이다. 

이 때는 정치적으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한창 커지

기 시작한 시기이자,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문물이 전해지고 전통이 

여전히 중시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한 때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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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의 발전 과정에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것이 바로 

『석씨원류』다. 불교와 관련된 400여 가지의 일화와 그에 대한 판화

가 실겨 있는 불전고사집은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화승들에게는 신기

원이었을 것이다. 『석씨원류』가 간행되었다고 해서 금방 불전도 제

작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이 바로 과도기이다. 전통과 새로운 것 사이

에서 새로운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의 유예기간인 것이다. 

그 시기가 바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석가

팔상도에는 이전과 달리 『석씨원류』의 판화 도상이 조금씩 추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다 의겸이 활약한 1720년 전후한 시기에 석씨원류에 

실려 있는 새로운 도상들이 적극적으로 팔상도에 수용되면서 비약적으

로 발전한다. 『석씨원류』가 전래된 이후 불전도의 발전 양상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65)  

 제 1기는 과도기로 『월인석보』의 팔상 판화를 기본적인 틀로 하

되, 넓어진 화면 주변에 판화나 기존 불전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

로운 장면들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시기이다. 팔상 판화의 기조를 

강하게 고수했던 조선 전기의 민간 발원 불화 양식을 고수하면서 

일부 장면에서 새로운 도상을 실험적으로 추가하는 시기이다. 물론 

새로운 도상의 발원지는 바로 『석씨원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험적이지 적극적인 변용의 의지가 엿보이지는 않는다. 정우택교

수가 소개한 일본 華光寺(1692) 소장 〈비람강생상〉, 예천 용문

사 팔상도(170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 특히 용문사 팔상도

165) 편의상 네 시기로 분류했는데 세 시기로도 묶을 수도 있다. 즉 17세기 후반
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의 팔상도와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18세기 후반, 한국적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19-20세기의 중국 소설의 삽화나 청대 『석씨
원류』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나늘 수 있다. 〈석가팔상도〉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상 및 각 상의 양식적 특징
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석씨원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 박수연도 
네 시기로 분류하였다. 박수연, 앞 논문, pp.39-84. 최근에 나온 팔상도 논문으
로는 신지연의 「조선시대 석가팔상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0)가 있는
데, 다양한 도판과 도상 비교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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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0) 용문사 〈설산수도상〉

는 현재 남아 있는 채색 팔상도 

중 가장 오래된 『석보상절(월인

석보)』의 팔상 판화의 도상으로 

화면을 꽉 채운 고식의 팔상도이

다. 

 반면 용문사 팔상도보다 이전에 

그려진 화광사 〈비람강생상 〉도 

탄생 장면만 아니라 탄생 이후 

일어난 이모 양육과 학문 및 무

예수련 등도 추가하여 그렸다. 조

선 전기 양식을 토대로 새로운 

도상을 수용, 발전하는 과정을 보

여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용문사 

〈설산수도상〉(도 150)의 경우

도 『석보상절』 판화의 설상수

도상에는 없는 ‘차익환궁’을 하단에 추가하였다 . 태자와 설산에서 헤

어지고 궁에 돌아온 차익이 태자의 상황을 정반왕과 이모, 야수다

라 등에 알리는 장면이다. 이후 대개의 설산수도상에는 설산에서 

일어난 일만 표현되고, 이 ‘차익환궁’은 유성출가상에 표현되든

지 빠진다. 이 ‘차익환궁’이 있음으로써 출가 전후의 긴박한 상

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배경의 통일성은 감소하였다 .

 제 2기는 새로 수용된 도상들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정착기(확립

기)이다. 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불전도가 바로 천은사 팔상도이

다. 여전히 전기의 중심 주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비중이 현

저하게 줄어들었고 , 새로 생긴 공간에 다양한 도상들로 채워넣었다 , 

가령 천은사 〈비람강생상 〉(도 151)의 경우 탄생 장면 이외에 

『석씨원류』에서 취사선택한 ‘從園還城’, ‘園林嬉戱’, ‘太子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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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1) 천은사 〈비람강생상〉, 1715년

(도 152) 송광사 〈비람강생상〉, 1725년

頂’, ‘悉達納妃’ 등 다양한 

장면을 묘사했는데, 이 중 원림

희희, 태자관정, 실달납비는 후

대의 다른 팔상도에서도 잘 표

현되지 않는 장면이다. 이처럼 

천은사 팔상도는 새로운 도상

을 수용하는 과도기적인 과정

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비하면 운흥사, 송광사, 

쌍계사 팔상도는 의겸이라는 

특출한 화사의 영향이 돋보이

는 작품들이다 . 먼저 그는 운흥

사(1719)에서 팔상도 제작을 

주도하고, 1725년에는 송광사

의 대규모 불화 제작에 수화사

가 되어 다양한 불화 제작에 

참여한다. 그리고 송광사 불사

에 참여한 最祐 등이 쌍계사 불

화 제작에 참여한다. 그런 까닭

으로 이들 팔상도는 도상과 구

성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들 

세 팔상도의 기본적인 구성은 

앞서 언급한 천은사 팔상도와 

마찬가지다. 즉 용문사 팔상도에 비하면 많이 축소되었지만 『월인석

보』 팔상 판화의 도상을 기본 틀로 하고, 『석씨원류』의 새로운 도

상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천은사 팔상도가 새로운 

도상 수용에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들 세 팔상도에서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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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가령 송광사 〈비람강생상 〉(도 152)의 

경우 『석보상절/월인석보』에 표현되었던 ‘수하탄생’, ‘구룡관

욕’, ‘행칠보’ 외에 궁으로 돌아오는 ‘종원유성’, 아시타 선인이 

관상을 봐주는 ‘선인점상’이 추가되었다 . 천은사 〈비람강생상〉

(도 151)에 표현된 ‘원림희희’, ‘태자관정’, ‘실달납비’는 표현

하지 않았다. 팔상도는 비람강생상 다음에 사문유관상이 이어지는

데 석존의 전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천은사 비람강생상에서처럼 

탄생 전후의 일화 외에 ‘실달납비’와 같은 다양한 일화를  표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람강생상’이라는 화제에 집중하고 화

면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

은 불전도로서 우리나라 팔상도가 지닌 한계이며, 어쩌면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팔상도를 그리지 않았는  

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8세기-19세기에 제

작된 대부분의 팔상도는 이들 세 팔상도의 구성을 따른다. 우리나라 

팔상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도상의 유사성에는 아마도 팔상도 초본

을 통한 전파와 중국에 비해 그다지 넓지 않은 지리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 3기는 18세기 중후반 제작된 통도사, 선암사 등의 팔상도에서는 

기본 구성은 제 2기와 동일하지만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미하는 시

기다. 즉 이전의 전형적인 형식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단

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용, 창출시키는 시기이다. 각 

지역 화사 집단의 역량에 따라 개별적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통도사 팔상도 중 한 폭인 〈비람강생상〉(도 153)의 경우 

앞에서 본 천은사나 송광사 〈비람강생상〉과 달리 하단 중앙에 큰 

소나무를 배치하여 상단과 하단을 구획하고, 하단에는 화려한 전각이 

있는 궁정의 정황을, 상단에는 탄생 전후의 일화를 표현하였다. 비록 

도상의 내용에는 송광사 〈비람강생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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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3) 통도사 〈비람강생상〉 1775년

도상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원의 경제력이나 화사 집단

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시기와 미의식이 달라졌

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 제 4기는 기존의 유

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색

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이 시

기에는 송광사와 통도사 팔

상도의 초본을 바탕으로 제

작된 전통적인 팔상도들도 

있지만 19말에서 20세기 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제작

된 일부 팔상도에서는 한 폭, 

또는 두 폭에 화면에 여덟 장면을 분할하여 표현한 화면분할식 팔

상도가 제작된다.166)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화면 구성방식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게다가 명대 『석씨원류』 외에 청대 『석가여래응화사적 』의 영향

을 받은 팔상도도 있다. 먼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팔상도(19

166) 조선후기 팔상도의 특징 중 하나가 초본을 통해 동일한 도상의 팔상도가 그
려진다는 것이다. 다른 불화들에 비해 팔상도는 각 장면마다 많은 소장면들이 
있다보니 화가가 일일이 기억해서 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초본을 
활용해 그린 그림이 적지 않다. 다행히 송광사, 통도사 팔상도의 초본이 남아있
어 도상이 유사한 팔상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정우택ᆞ신광희, 「조선후기 석가
팔상도와 초본」『밑그림 이야기 佛畵草』(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3), 
pp.2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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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는 화폭을 28칸으로 구획하고 팔상도 각 장면을 채운 독특한 

구성인데, 각 장면은 명대 『석씨원류』에서 채용된 것이다. 화면이 

작아지다 보니 거의 판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이전 채색팔상도보

다 더 간략해진다 . 이러한 불화를 벽에 걸면 앞 장에서 본 중국의 

진국사, 오대산 극락사, 복상사 등 화면분할식 벽화와 다를 바가 없

다. 비록 당장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없지만 명ᆞ청 불전 벽화

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는 『팔

상명행록』과 같은 불전 소설이 유행하고, 중국에서 삽화가 그려진 

소설과 청대 만들어진 『석가여래응화사적 』 등의 유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167) 이와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예로 개

운사(19세기), 경국사(1887), 지장사(1893년), 보광사(1898년), 

청룡사(1914) 등의 팔상도를 들 수 있다.168) 모두 한 폭 또는 두 

폭의 화면에 여덟 장면을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팔상도와 마찬가지로 화면이 작아지다보니 내용도 이전 시기

에 비해 간략해졌다 . 한 예로 청룡사 팔상도(도 154)를 들 수 있다. 

조선 후기 팔상도 대부분이 전통적인 『석보상절(월인석보)』의 중심 

도상을 토대로 하고 명대 『석씨원류』의 다양한 도상에 의거해 제작

된 반면, 청룡사 팔상도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한 화면분할식 형식

에 청대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을 채용하여 제작한 새로운 형식

167) 『팔상명행록』은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실린 불전을 팔상도 체제로 
분류한 155항목을 순한글로 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조선 중기 이
후에 제작되어 조선 후기까지 널리 읽혀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155종 화제 중 
50여 화제는 『석가여래응화록』에 실린 208 화제와 동일하거나 한두 자만 다
르다. 나머지도 대부분 『석가여래응화록』에 실린 화제들에 상응해 양자가 기
본적으로 동일한 체제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박사논문
을 쓴 박광주는 이 한글 불서가 15ᆞ16세기 국문 불서의 전통을 고수하며 17
ᆞ18세기 불교계 국문 서사문학을 형성, 19세기까지 유통되어 조선후기 문학사
를 다채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향후 이 『팔상명행록』과 팔상도 및 『석가여래
응화록』, 『석씨원류』와의 관계가 규명되길 기대한다. 박광주, 『팔상명녹연
구』(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pp.308-309.

168) 박수연, 앞 논문, pp.78-79. 파주 보광사 팔상도는 한 폭에 팔상 여덟 장면
을 분할하여 표현한 것인데, 1992년 도난당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도난문
화재정보에 게재된 흑백사진은 안성 청룡사 팔상도와 도상과 구성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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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4) 안성 청룡사 〈八相圖〉, 1914년

의 팔상도이다.169) 대체로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을 충실히 따

랐지만 그대로 옯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의 팔상도에서 보여주

는 내용에 맞게 변용하기도 하였다. 가령 〈비람강생상〉의 경우 기존

의 팔상도와 마찬가지로 ‘수하탄생’과 ‘구룡관욕’ 두 화제를 한 폭

에 표현하였고, 『석가여래응화사적』에는 없는 일곱 송이 연꽃을 ‘수

하탄생’에서 ‘구룡관욕’ 장면까지 징검다리처럼 표현하여 탄생 직후 

일곱 걸음을 걸으며 사자후를 토했다는 ‘행칠보’장면까지 함께 표현

하였다. 게다가 오른쪽 하단에 『석보상절(월인석보)』에 표현된 태자

를 받기 위해 땅에서 솟아난 연꽃을 표현했는데 이 연꽃은 『석씨원

류』나 『석가여래응화사적』에는 없는 모티프이다. 이처럼 새로운 도

상을 채용하여 이전과 다른 팔상도가 탄생했지만 각 장면에 표현되는 

169) 최엽, 「중국 청대 『석가여래응화사적』과 한국 근대기 불화」『동악미술사
학』 Vol.15(동악미술사학회, 2013), pp.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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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5) 청룡사 〈사문유관상〉, 1914년 

(도 156) 〈득우사문〉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 1808년 

기본적인 모티프는 전통적인 팔

상도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장면인 〈사문유

관상〉(도 155)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의 중심 장면은 사문유관의 마지

막 장면인 북문에서 승려를 만나

는 ‘득우사문’이다. 사문을 만

나는 태자를 시종과 호위병들이 

에워싼 모습인데, 시종과 호위

병, 말이 화려하다보니 중심주제

인 사문과 만나는 장면이 부각되

지 못하는 면이 있다. 게다가 

『석가여래응화사적』에서는 많

은 시종과 호위병들이 태자를 수

행하는 모습을 조감도법으로 표

현하였는데, 작은 화면에 복잡한 

네 장면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

보니 화가는 어쩔 수 없이 사문

을 만나는 장면만 부각하여 표현

하였다. 그리고 사문을 만나기 

전에 만난 노인, 병자, 시체를 

구석구석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상황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새

로운 모색을 하는 경우에도 전통

적인 틀을 배제하지 않고 그 속

에서 변화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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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7) 영산전 내부 전경 (좌측에서 우측으로 본 광경)

3. 통도사 영산전 석씨원류 벽화

 통도사 영산전에는 국내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벽화가 그려졌고, 그것

도 국내 유일의 〈견보탑품변상도〉와 『석씨원류』 관련 벽화라는 데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도 157). 그간 영산전 내부에 봉안된 〈영산회

상도〉나 〈팔상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석씨원류』 관련 벽화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08년 영산전 벽화의 

편년에 대한 연구가 있은 이후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170) 특

히 중국의 『석씨원류』 관련 불전도와 비교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

다. 아마도 그림의 하단에 화기가 적혀 있는 탱화와 달리, 화기가 없고 

제작 시기와 그림을 그린 화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문

170)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 『釋氏源流應化事迹』 벽화 연구」, 『미술사학연
구』 250 ․ 251(한국미술사학회, 2006); 同,「通度寺 靈山殿의 벽화 편년 再
考」,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사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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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자료도 전하지 않는 것이 연구에 가장 큰 제약이었을 것이다. 영산

전 안에 그려진 『석씨원류』 벽화는 평방 위 공포와 공포 사이에 만

들어진 공간과 그 위 상벽에 있는 벽면에 그려졌다. 『석씨원류』 400

여 화제 중 총 48 화제가 선택되었는데, 영산전 벽에는 이 벽화 외에 

팔상 탱화도 봉안되었으므로 엄밀하게 보면 영산전 안에 표현된 『석

씨원류』화제는 48종만이 아니라 통도사 팔상도에 표현된 도상의 수까

지 포함시켜서 봐야 한다. 그래야만 통도사 영산전의 『석씨원류』관

련 불전도의 전모가 확인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고, 앞 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석씨원

류』 벽화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춰 그 제작 목적과 특징에 대해 살펴

보겠다. 그에 앞서 먼저 이 벽화의 명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 장에서 중국 사천성 검각의 각원사 벽화에 대해 報恩寺

(1446)에 전하는 〈敕修大報恩寺繼葺碑銘〉에 나오는‘兩廊繪釋氏源

流幷圣僧羅漢’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석씨원류도〉라고 명명했는데, 

이 통도사 『석씨원류』 관련 벽화도 〈석씨원류도〉라고 명명하지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도사 영산전 불

전 벽화에 대해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Ⅰ장에서 현재까지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쓰인 것은 만력본부터 확인된다고 했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명칭의 연원은 왕발이 쓴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가 『석씨원류』

에 실린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처음 실린 성화본도 『석

씨원류응화사적』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력

본 이전에 그 명칭이 표제로 사용됐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

리나라의 경우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표제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간 문제 제기 없이 양자를 혼용해 

왔다. 만일 그 명칭이 만력본부터 쓰인 것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전해

진 판본이 만력본 이전에 만들어진 성화본과 대흥륭사본이므로 『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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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8) 〈靈山殿天王門兩重創兼丹雘記〉 현판, 1716년 

원류응화사적』이 아니라 『석씨원류』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설

령 성화본부터 그 명칭이 사용됐다고 해도 그것은 『석씨원류』에 실

린 당대 유명한 문인인 왕발이 쓴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를 부각

시키기 위해 양자를 합해서 붙인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엄밀히 보면 

‘응화’라는 단어는 ‘석가여래응화사적’처럼 석가모니와 관련해서 

붙여야 맞다. ‘석씨원류’에는 인도와 중국의 전법 승려들에 대한 이

야기도 불전에 상응하는 비중으로 실렸으므로 ‘석가여래응화사적’이

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 표제인 ‘석씨원류’ 대신 불합리한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앞으로 통도사 석씨원류 관련 벽화는 ‘석씨원류응화사

적도’ 또는 ‘석씨원류(응화사적) 관련 벽화’라고 부르기보다 ‘석

씨원류도’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1) 제작 시기 

                                                                  

 먼저 통도사 <석씨원류도>가 제작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

는 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제작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산전의 초 ․ 중창 및 중수 시기와 관련된  통도사지 및 사내에 전

하는 영산전과 관련된 현판 〈靈山殿天王門兩重創兼丹雘記〉(1716, 

도 158), 〈靈山殿重修兼丹雘記〉(1792)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통

도사에서 활약한 화승들의 작품 및 영산전에 봉안된 〈영산회상도〉

(1734), 〈팔상도〉(1775)와 벽화와의 양식 비교를 통하여 제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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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영산전 벽화 관련 참고 자료

연대 명칭 주요 내용 출처

1716년
<영산전천왕문양중창

겸단확기>
 중창 이유, 시주자  
 화원 聰眼 외 14명

현판

1792년 <영산전중수겸단확기> 
 중수단청 이유 및 시주자  
 화원 指演 有逢

현판 / 
통도사지

1792년 <영산전중수시주기>  시주자 / 화원 指演 현판

1911년 <각법당초중창기념>  중수단청,중수개채 (正祖時) 통도사지

기 및 화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9).171)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 내용

  1713년(康熙 癸巳 仲春) 화재로 영산전과 천왕문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 淸印, 正眼, 朗日, 致源 네 스님이 중심이 되어 이듬해

에 영산전을 다시 조성하게 되었다. 목재는 금강산에서 구했고, 

1715년에 백토의 재료가 되는 양악은 호남에서 구해 단확을 했다. 

都大木은 祖軒이며, 天王門은 片手 道侃 외 9명, 靈山殿 全面은 片手 

智聰 외 6명, 靈山殿 後面은 片手 萬雄 외 6명, 내부는 片將 俊明 외 

3인, 외부는 片將 大隱 외 3인이 조성하였다. 화원은 모두 15명으로 

都畵員 聰眼, 天王門畵員 桂聰과 熙順, 明悅, 應寬, 寂淨, 天悟, 順學, 

彩白, 最熏, 寂照, 敏悅, 賴覺, 德聰, 智淳이다. 1716년(康熙 五十五

年 丙申) 가을에 義玄이 기록한다.

 이 내용은 현재의 영산전이 1713년 기존의 전각이 소실되고 난 후, 

1714년에 조성을 시작해서, 1715년에 단청을 하고 1716년에 완성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사내에 전하는 또 다른 단확기인 〈靈

山殿重修兼丹雘記〉(1792)의 내용은 指演과 有逢이 1792년에 영산전 

171) 〈표 18〉과 〈靈山殿天王門兩重創兼丹雘記〉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했
다.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의 벽화 편년 再考」,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
사학회, 2008), pp.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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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영산전 불화 관련 절대 연대 일람표

연대 주요 내용 출처

1713년  기존 전각이 화재로 소실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

1714년  영산전 천왕문과 함께 중창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

1715년
 단청불사 (화원: 天悟, 最熏, 寂照, 
 智淳 등 15명)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

1716년
 중창 완료 (<영산전천왕문중창겸단
 확기> 제작)  

영산전천왕문양중창겸단확기

1734년
 <영산회상도> 봉안 (화원: 任閑, 
 喜心, 敏輝, 舜白, 抱根)

화기

1775년  <팔상도> 봉안 (화원: 抱冠, 有誠) 화기

1792년  중수단청 (화원: 指演, 有逢) 영산전중수겸단확기 

중수단청을 했다는 기록이다. 특히 지연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통도사를 중심으로 여러 불화 제작에 참여한 대표적인 화원 중 

한 사람이어서 그의 위상으로는 색이 박락된 건물의 채색 단청만 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참조하여야 할 자료는 영산전 불화와 관련된 절대 연대이다. 

영산전에 봉안된 불화들의 제작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0).   

 일반적으로 벽화는 전각의 건립, 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통도사 영산전처럼 대웅전과 함께 주요한 법회가 이루어지는 전

각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각의 건립과 함께 단청하는 것이 상

례이다. 1716년 중창 후 단청을 하고, 1792년 중수 단청했다는 기록 

외에 단청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 영산전에 남아 있는 벽화는 다

른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창된 1716년 아니면 중수단청 

기록이 있는 1792년 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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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7 6 5 4 3 2 1
I H G F E D C B A

㉳ 문 ㉲ 문 ㉱ 문 ㉰

 ①  ㉴              
     

㉯   법화
묘전 2

  불
  단

견보탑품
 변상도  

영산
회상
도

  

 ②    ㉵   
     

㉮ 묘오
법화 1

문
       4ⓐ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입구)

〈표 21〉 통도사 영산전 내부 불전도 배치표  

 이에 대해서 1792년 통도사에서 대규모 불화 제작이 이루어졌고 그 

때 영산전도 중수단청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내벽에 그려진 

벽화도 1792년 당시 佛事를 주도한 指演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었다.173) 하지만 그 이전에는 벽에 그림이 없는 상태였는지 여

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 문제는 추후 영산전 외 다른 전각들까지 망라

하는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현재로서는 

두 시기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2) 내용 

172) 〈표 19〉는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했다. 이영종, 앞 논문, p.161; 同 ,「通度
寺 靈山殿 벽화의 내용과 특징」,『한국의 사찰 벽화』 경상남도 1(문화재청, 
2008), p.476도 참조.

173)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의 벽화 편년 再考」, 『불교미술사학』 (불교미술
사학회, 2008),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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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9) 영산전 포벽화의 배치 형태 (남벽)

 동 ․ 서벽의 네 모서리와 남 ․ 북벽의 평방 위의 공포들 사이에 형성된 

凸모양 포벽과 그 위 상벽의 직사각형 화면에 『석씨원류』의 다양한 장

면들이 그려졌다(도 159 참조). 〈팔상도〉가 봉안된 북벽의 포벽과 그 

위 상벽에는 각각 9장면이, 남벽에는 모두 각각 12장면씩이, 동 ․ 서벽 

상벽의 각 2장면의 벽화까지 포함하면 상벽의 장방형 화면에 그려진 佛

傳과 관련된 벽화는 25장면이고, 동벽의 ‘사굴산법화묘전’까지 포함하

면 총 26장면이다. 하단의 凸모양 포벽에 그려진 전법 승려와 관련된 벽

화는 21장면이고, 동벽에 그려진 천태 지의와 관련된 ‘묘오법화’를 포

함하면 총 22장면이다(표 21). 모두 『석씨원류 1-3권에 실린 항목

이다. 『석씨원류 에 실린 일화들이 대체로 시대순으로 정리되었으므로 

4권에 실린 내용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기가 올라가는 일화

를 중심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전법 과정에 일어난 일화 22장면 

중 『석씨원류』 2권 말미에 실린 인도 승려들인 ‘龍樹造論’, ‘馬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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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영산전 상벽 불전 벽화의 내용

위치 순서 명 칭 내   용 비 고

남

① 老人出家  나이가 많아 출가할 수 없는 노인을 제자로 받는 내용  2-2

② 施食得記
 석가모니께 음식과 옷을 보시한 공덕으로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는 내용 

 2-36

③ 佛化醜兒  추악한 아이가 설법을 듣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내용  2-23

④ 玉耶受訓  패악한 玉耶에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설하는 내용  1-79

⑤ 醜女改容  추악한 여인이 설법을 듣고 아름답게 된다는 내용  2-3

⑥ 夫人滿願  유폐된 韋提希 왕비의 소원을 들어 주는 내용  2-4

⑦ 勸親請佛  외도를 믿다 병든 친구에게 부처 만나기를 권하는 내용  2-13

⑧ 囑兒飯佛  脩羅陀가 임종 시 아들에게 보시를 부촉하는 내용  2-14

⑨ 施衣得記  석가모니께 옷감을 보시한 공덕으로 수기를 받는 내용  2-36

⑩ 度除糞人  사위성에서 천한 신분의 旃陀羅를 제자로 받는 내용  2-25

⑪ 目連救母  목련이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한다는 내용  2-27

⑫ 楞伽說經  여러 보살들에게 능가경을 설하는 내용  2-47

북

1 圓覺三觀  석가모니가 입적 시 보살들에게 원각경을 설하는 내용  2-48

2 般若眞空  급고독원에서 수보리의 질문에 반야경을 설한다는 내용  2-50

3 請佛住世  석가모니께 열반에 들지 않고 남아 있기를 청하는 내용  2-66

4 度富樓那  부루나가 석가모니의 설법 제일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  1-62

5 漁人求度  상대를 물고기라 놀린 과보로 百頭魚가 되었다는 내용   1-80

6 度跋陀女  跋陀羅迦卑梨耶라는 여인이 석가모니께 귀의하는 내용  1-90

7 天人獻草  吉祥이 석가모니께 풀을 보시한다는 내용  1-41

8 梵天勸請  범천과 여러 권속들이 석가모니께 설법을 청하는 내용  1-60

9 佛化無惱  사위성의 살인자인 앙굴리말라를 교화시키는 내용  1-83

서
① 白狗吠佛  전생에 재물에 집착한 업보로 개가 되었다는 내용  2-7

② 祀天遇佛  치병을 위해 살생하여 제사지내는 악습을 일깨움  2-19

동

1 證明說呪  관음보살이 진언을 통하여 중생 구제를 청하는 내용  2-39

2 佛救釋種  침공하는 유리왕을 설득하여 석가족을 구했다는 내용  2-56

1 法華妙典  석존이 사굴산에서 사리불에게 법화경을 설했다는 내용 1-152

 ※ 비고란의 숫자는 (권)-(일렬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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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屈’, ‘密多持幡’, ‘毱多籌筭’ 네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8장면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그려진 〈석씨원류도〉에서는 확인되는 예가 없다. 

따라서 이들 18장면은 중국과 다른 통도사 〈석씨원류도〉만의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1) 상벽 장방형 화면의 불전 벽화

 영산전의 내부 상벽에는 남벽에 12장면, 북벽에 9장면, 동서 벽에 각 

2장면, 동 포벽에 1장면으로 모두 26장면의 석가모니 관련 佛傳 벽화

가 그려졌다. 이들 벽화들은 모두 각 화면의 모서리에 방제란을 두고, 

4자의 화제를 적었다. 모두 『석씨원류』 1-2권에 실린 불전에서 채

택된 것이다(표 22).174) 

 이 불전 설화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천인헌초(북-7)’를 제외하

고는 모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부터 열반까지의 전법 

과정에 일어난 일화이다. 『석씨원류』에 수록된 순서를 보면 각 도상

의 배치에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는 

북벽의 우측 1-3 도상들을 제외하고, 4-9의 도상들이 1권에 수록되

어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점이 주목될 뿐이다. 그렇다

고 해서 유의미한 분류는 아닌 것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상벽에 표

현된 이들 26항목의 불전 설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석씨원

류의 내용을 토대로 앞 장에서 오대산 우국사 대웅보전 외벽의 불전 

벽화의 주제를 분류했던 기준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보시 강조 : 시식득기 시의득기 불화추아 추녀개용 부인만원 촉아

174) 〈표 21〉은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의 『釋氏源流應化事迹』 벽화 연구」, 『미술사학연구』 250 ․ 251(한
국미술사학회, 2006),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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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불 천인헌초 (7)            

② 교화 및 귀의 촉구 : 노인출가 옥야수훈 도제분인 도부루나 도발

타녀 불화무뇌 어인구도 백구폐불 사천우불 범천권

청 증명설주 (8)

③ 부촉, 수행 방법 : 능가설경 원각삼관 반야진공 법화묘전 (4)

④ 기타 : 권친청불 목련구모 청불주세 불구석종 (4)

 이 분류 결과를 보면 교화 및 불교에 귀의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우국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①의 보시와 

관련된 내용이 ③의 부촉과 관련된 것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이 

우국사와 다르다. 아마 숭유억불 사회에서 불교가 그나마 존속할 수 있

던 이유 중 하나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기 때문에 더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국사와 통도사 벽화의 다른 점 중 하나는 통도사 영산전에 그

려진 26종의 불전 벽화는 북벽의 ‘천인헌초’를 제외하면 모두 성도 

이후 열반 이전까지의 행적이라는 점이다. 성도 이전의 행적이 적은 

이유는 영산전 벽에 팔상도가 봉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팔상도 

8폭에 표현된 『석씨원류』와 동일한 항목은 총 45장면이다. 놀라운 

사실은 벽화 26장면과 팔상도 45장면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그렇다면 상벽에 그려진 벽화는 영산전 내부를 장엄하는 효과 

외에 봉안된 팔상도를 보완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175) 석존의 

전기 중 절반 이상이 성도 이후 전법 기간이었다. 석존이 다양한 신이

를 보이는 것이 이 때 일어나는데, 이 기간에 상응하는 팔상도는 녹원

전법상과 쌍림열반상 두 상뿐이다. 쌍림열반상은 열반 전후의 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결국 녹원전법상 하나가 전법과정을 보여주는 상이

다. 이런 점에서 영산전 상벽에 그려진 다양한 불전은 우리나라 팔상

175) 이영종 , 앞 논문, pp.2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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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갖고 있는 ‘전법 과정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석가모니의 행적을 이

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석씨원류』다.

 (2) 상부 하단 凸자형 포벽의 벽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팔상도와 같은 불전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도사 영산전에 벽화를 그린 화가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원하는 

의도대로 장면을 선택해서 벽에 그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석씨원류』의 영향을 받아 명 ․ 청대에 그려진 불전 벽화는 말

그대로 석존의 일화가 중심이고, 『석씨원류』 3, 4권에 실린 중국 전법 

승려들의 이야기는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전법 승려를 그려도 『석

씨원류』 2권 말미에 실린 인도 승려들로 국한되었다.  

 그런데 통도사 영산전에는 남벽과 북벽의 평방 위 공포 사이의 凸자형 

공간에는 『석씨원류』에 실린 전법 승려들의 판화를 모본으로 한 벽화 

22장면이 그려졌다. 그 중 2권에 실린 인도 승려와 관련된 4장면을 뺀 

나머지 18장면은 『석씨원류』 3권에 실린 중국 승려와 관련된 일화로 

앞 장에서 살펴 본 중국의 〈석씨원류도〉에는 없는 장면이다. 

 벽화의 주제는 신이를 보이거나 외도를 교화한 이야기, 경전 번역 및 

뛰어난 강론, 법의 부촉과 관련된 내용 및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신심이 

깊거나 불교를 깊이 이해한 학자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이 다루어

진 내용은 역시 기적이나 신이를 보이거나 외도를 교화시킨 승려의 이야

기다. 특이한 점은 〈표 23〉의 비고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벽 우측의 

4장면만 빼고 모두  석씨원류 3권에 수록된 일화들이다. 배치 순서 등

에 뚜렷한 기준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시대가 오래 되고, 

내용이 교훈적이며, 익히 잘 알려진 고승의 설화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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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영산전 포벽 전법 승려 관련 벽화의 내용

방위 순서 명 칭 내   용 비 고

남

ⓐ 龍樹造論  용수가 남천국에서 외도를 굴복시켜 대승법을 폄 2-99

ⓑ 馬鳴辭屈
 마명이 富那奢존자와 논쟁에 진 후 출가, 그에게
 서 부촉받음

2-98

ⓒ 密多持幡  佛陀密多가 神異를 보여 왕을 불교에 귀의시킴 2-97

ⓓ 麴多籌算
 상나가 優波麴多를 돌을 헤아리는 방편으로 가르
 치고 부촉함

2-96

ⓔ 惠恭處誦
 혜공이 관세음경밖에 암송하지 못했는데 암송할  
 때 특별한 상서로움이 일어남 

3-53

ⓕ 達磨渡江  달마가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감 3-46

ⓖ 國淸三聖  寒山子, 豊干, 拾得의 기이한 행적 3-83

ⓗ 南派慧能  혜능이 불도에 뜻을 둔 후 弘忍의 衣法을 받음 3-100

ⓘ 玄奘取經
 현장이 반야심경을 독송하니 호랑이와 마귀가 사
 라져 경전과 불상을 구함

3-85

ⓙ 罷道爲僧  曇顯이 도교 도사들을 불교에 귀의시킴   3-49

ⓚ 豎石點頭
 道生이 돌을 놓고 설법하자 돌들이 끄덕거리며 
 동의함

3-27

ⓛ 萬里一廻  萬回가 만리길을 하루에 다녀오는 신이를 보임 3-93

북

A 法冲化糧
 법충이 쌀을 얻어 나눠줬는데 선을 닦는 곳은 1
 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음

3-88

B 文帝論法
 송문제가 하상지에게 백성이 불법을 신봉하면 국
 가가 안정할 것이라고 논함

3-30

C 文帝問法
 송문제가 구나발마로부터 마음 수행이 중요하고, 
 제왕의 수행은 안정된 정치가 우선이라고 들음 

3-29

D 虎溪三笑  여산 慧遠의 陸修靜, 陶淵明과의 교류하는 고사 3-24

E 遠禮文殊  佛陀波利가 오대산에서 경전을 번역, 유포함 3-95

F 勸脩淨業  善導가 정토교를 대성시켰다는 내용 3-84

G 通慧神異  통혜가 고행한 후 득도하여 神異를 보이는 내용 3-81

H 淸溪成地
 灌頂이 물이 넘쳐 길이 없어진 청계에 강경으로 
서원하자 흙이 날아와 길을 내줌

3-68

I 僧璨求法  중국 선종의 三祖 승찬이 慧可에게 법을 구함 3-57

동 1 妙悟法華
 지의가 법화삼매를 닦은 후 강론하자 하늘에서 
 천인이 내려와 들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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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원에도 그려지지 않은 중국 승려들을 영산전 안에 표현한 까닭은 무

엇일까? 벽화 내용을 교화, 신이, 부촉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도 교화 : 용수조론 파도위승 (2)

② 신이 : 밀다지번 혜공처송 달마도강 현장취경 수석점두

         만리일회 법충화량 통혜신이 청계성지 묘오법화 (10)

③ 부촉, 정진 : 마명사굴 국다주산 남파혜능 원례문수 권수정업 

승찬구법 (6)

④ 기타 : 국청삼성 문제논법 문제문법 호계삼소 (4) 

 이 분류를 정리하면, 내용 중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승려들이 신이

(神異)를 보이는 내용이다. 그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위대함

을 알리려는 의도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마명, 국다, 승찬, 혜능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내용을 통해 스승의 

중요성과 승려의 본분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국청삼소’, ‘호계삼

소’처럼 불교가 유교나 도교 등과도 교류할 수 있고, ‘문제논법’과 

‘문제문법’을 통해 불교가 국가 안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여기에 표현된 내용도 상벽에 그려진 석

존의 일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불교를 깊이 이해시키고 숭유억불 

사회에서 불교의 당위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통도사 영산전

은 석존이 영축산에서  법화경 을 설법했다는 내용을 〈견보탑품변상

도〉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석씨원류도〉를 통해 석존의 생

애와 그가 설법한 내용이 후대에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 주는 석존을 

위한 전각이다.

3) 표현상 특징 

 영산전 내부에 표현된 48장면 모두 석씨원류의 판화에 연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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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0) 〈천인헌초〉
불암사본 『석씨원류』 (도 161) 〈천인헌초〉 통도사 영산전 (북벽 7)

고 있고 표현상으로도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장면이 그려질 화면이 벽 윗부분인데다 화려하게 단청된 

공포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과 구분되며 내용을 분명하게 전

달하기 위해서 밝은 연녹색의 바탕에 주조색을 녹색, 적색, 황색과 

검정색으로 하여 멀리서 봐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묘사하였다(앞의 

도 159 참조). 하지만 상단은 바닥에서 멀리 떨어졌고, 하단의 포벽

은 화면이 작다보니 판화의 원그림에 비해 간략하게 그릴 수밖에 없

었다. 불암사본 『석씨원류』의 〈천인헌초〉(도 160)의 경우 천인

은 석존께 길상초를 제공하는 천인을 포함하여 네 명이다. 반면 영산

전 〈천인헌초〉(도 161)에는 양쪽의 두 명을 빼고 나머지 두 명만 

묘사하였다. 양쪽 하단에 표현된 바위와 수목은 판화보다 더 세밀하

다. 세로로 긴 판화의 화면을 가로가 긴 벽화로 표현하다보니 장면 

일부의 가감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제에 적힌 화제의 내용

을 더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천인헌초’를 바탕으로 중국의 

불전 벽화를 살펴보면, 먼저 대흥륭사본(또는 정통본) 『석씨원류』

를 모본으로 제작된 검각 각원사 〈천인헌초〉(도 162)도 대흥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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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2) 각원사 〈천인헌초〉 (도 163) 〈천인헌초〉 
선운사본 『석씨원류』 

본의 번각본인 선운사본 〈천인헌초〉(도 163)와 비교했을 때 똑 

같이 그리지 않고 일부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석존의 오른쪽에 판화

에는 없는 인물을 한 명 더 그려 넣어 화면에 총 여섯 명의 인물을 

묘사하였다. 반면 판화에는 앞에서 본 불암사본(도 160)과 마찬가지

로 석존을 포함하여 다섯 명의 인물만 표현되었다. 비록 섬세하지는 

않지만 배경의 구름과 산은 불암사본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다. 영산

전 〈천인헌초〉(도 161)와 이 선운사본 〈천인헌초〉(도 163)를 

비교해 보면 가로가 긴 화면으로, 화면 형태는 동일하지만 인물의 수

와 배경 표현이 달라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영산전 벽화

는 불암사본을 바탕으로 하되 화면 상황에 맞춰 화가(또는 증명법

사)의 자율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각원사 벽화와 같다. 하지만 양자가 의도한 바는 다르다. 즉 양

자 모두 일부 장면에서 판화의 내용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화가 나

름의 해석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각원사 벽화의 경우는 통

도사 영산전과 달리 벽면 전체에 판화의 내용을 그렸고 금채를 사용

하는 등 화려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인물을 추가

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화면이 

바닥에서 떨어진 윗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표현이 주

제를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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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4) 〈천인헌초〉 오대산 우국사, 청 (도 165) 〈천인헌초〉 
가경본 『석가여래응화사적』

 청대에 그려진 오대산 우국사 〈천인헌초〉(도 164)는 청본인 

『석가여래응화사적』의 판화(도 165)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우국사 벽화의 경우는 판화보다 가로가 긴 화면이지만 판화의 내용

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 불교 회화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각원

사나 통도사 벽화처럼 화가의 자유로운 해석은 배제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산전 〈천인헌초〉(도 161)에서 화가는 판화에 그려진 천

인 네 명 중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만 그렸는데, 청본 『석

가여래응화사적』에서도 석존에게 길상초를 바치는 천인을 두 명만 

그렸다는 점이다. 상단의 구름 위에 석존을 찬탄하는 천인들을 묘사

했지만 길상초를 바치는 천인의 수는 사실 이처럼 여러 명 그리지 

않아도 됐다. Ⅰ장에서 살펴본 진국공 영산의 『석가여래응화사적』 

서문에 쓰인 제작 목적이 자신이 받은 명본 『석씨원류』가 ‘글과 

그림이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다 전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명의 천인만 표현

한 것이 여러 명 있는 것보다 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때

문에 수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산전 벽화를 그린 

화가가 판화와 달리 두 명의 천인만 표현한 것도 영산의 생각과 마

찬가지로 주제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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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6) 〈현장취경〉 
불암사본 『석씨원류』 

(도 167) 〈현장취경〉 
통도사 영산전 (남벽 i) 

 이러한 화가 나름의 자유로운 해석은 전법 승려의 일화를 그린 하

단의 포벽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포벽화의 화면이 공포 사이

의 삼각형 공간이다 보니 판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많았을 것이

다. 따라서 판화에 표현된 일화에 등장하는 조연들은 배제하고 주연인 전

법 승려 중심으로 묘사했으며 배경 묘사도 최소화했다. 불암사본 『석씨원

류』의 〈현장취경〉(도 166)은 현장이 경전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

는 도중 계빈국에 이르자 호랑이와 표범이 많아 더 나갈 수 없게 되었는

데, 한 노스님이 『반야심경』을 읊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호랑이, 마귀

가 침범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 호랑이와 마귀가 사라지고 무사히 

천축으로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의 중심에 현장, 그 

아래에 시자를 배치하고, 현장 주변으로 호랑이와 마귀를 표현하였다. 배

경에 그려진 소나무, 바위, 원산도 사선구도와 함께 장면과 잘 어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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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9) <施衣得記> 영산전 (남벽 9)

(도 168) <施衣得記>
불암사본 『석씨원류』 (도 170) <施食得記> 영산전 (남벽 2)

묘사도 세밀하다. 하지만 통도사 영산전 남벽에 그려진 〈현장취경〉(도 

167) 벽화는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호랑이, 마귀는 물론 배경도 묘사하지 

않았다. 어쩌면 현장이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배경과 내용을 표현하

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화면의 제약이 더 큰 이유였을 것

이다.

 통도사 영산전 〈석씨원류도 〉 벽화 48항목 중 유일하게 『석씨

원류』에 수록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 바로 남쪽 상벽의 우측으로 

두 번째 장면인 ‘施食得記’다. 이 화제는 같은 벽 아홉 번째 장

면인 ‘施衣得記’와 비슷하다. 게다가 『석씨원류』의 판화 <施衣

得記> (도 168) 도상은 영산전 남벽 아홉 번째 장면에 그려진 

〈施衣得記〉(도 169)와는 사뭇 다르고, 오히려 『석씨원류』에 수

록되지 않은 두 번째 장면 〈施食得記〉(도 170)와 유사하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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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원류』의 ‘시의득기’는 ‘한 바라문이 성안에 걸식을 하러 온 

석존이 입은 옷이 낡은 것을 보고 새 옷을 보시한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자, 옷처럼 작은 물건을 보시해도 성불할 수 있느냐는 사

람들의 질문에 그 바라문은 전생에도 부처와 승려들을 집에 모셔서 보

시하고 공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기를 받는다.’고 말한 『賢愚因緣

經』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판화에는 아랫부분에 수기를 받는 바라문

을, 윗부분에는 바라문이 집안에서 석존께 옷을 보시하는 전생 장면이 

묘사되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 석존이 바라문에게 수기를 주는 부분

이 마치 바라문이 바루를 들고 있는 석존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화가는 이 부분을 음식을 공양하는 것으로 보고 ‘시

의득기’처럼 ‘시식득기’라는 화제를 만들어 벽화로 그리고, 글의 

주내용인 옷을 보시하는 모습은 원 판화집과는 다른 도상을 만들어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집안에서 석존에게 옷을 바치는 바라문

의 모습이 판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판화보다 간략하게 표현되었

지만 각 장면의 내용은 화제의 의미에 잘 들어맞는다. 어쩌면 이 장면

은 의도적으로 두 장면으로 나누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대중들에게 

석존이나 승려에게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해

하기 쉬운 도상으로 바꾸어 표현했을 수도 있다.176)

 이처럼 통도사 영산전 〈석씨원류도 〉 벽화는 『석씨원류』 판화집

에서 다양한 일화를 채용하여 그렸지만, 중국의 우국사나 극락사 

〈석씨원류도〉처럼 판화 도상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재해석하거

나 화면 상황에 맞게 변용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화가가 불전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 따라서 통도사 영산전 벽

화를 그린 화가의 수준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감

으로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176) 이영종, 「通度寺 靈山殿 벽화의 내용과 특징」,『한국의 사찰 벽화』 경상
남도 1(문화재청, 2008), pp.46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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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1) 〈법화묘전〉 
불암사본 『석씨원류』 

(도 172) 〈법화묘전〉 
통도사 영산전 (동벽)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벽에 그려진 〈법화묘전〉(도 171)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장면은 상벽이나 포벽의 벽화와 달리 불

상이 모셔진 동벽의 좀 더 큰 화면에 그려졌다. 『석씨원류』의 판화 

〈법화묘전〉(도 172)과 달리 법화경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기사굴

산(영축산) 동굴에 머물렀다는 석존의 이야기대로 배경을 영축산의 

동굴로 묘사하였다 . 명대 『석씨원류』가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보는 삽화적 성격이 강한 그림이어서 양식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원문의 내용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판화와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영산

전 벽에 『석씨원류』의 48장면을 표현한 것은 어쩌면 다양한 불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팔상도가 갖는 불전도로서의 한계를 보완하

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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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釋氏源流』는 明 永樂20년(1422) 釋寶成의 주도 하에 편찬되기 시

작하여 洪熙원년(1425)에 처음 간행된 이후 명대에만 일곱 종의 판본

이 만들어진 베스트 셀러였다. 그 원작자인 보성은 정통본의 題記에서 

‘불법을 쉽게 널리 알리는 것’이 편찬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지 천 년이 지난 시점에 弘法을 위해서 불교 교

리나 심오한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석존과 승려들이 보여준 중

생구제의 이야기를 선택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홍무연간부터 영락연간까지 계속 이어진 정부의 불교 억압

정책에 대한 불교도로서의 자구책이었을 가능성이다. 永樂16년(1418) 

‘十年一度’의 강화된 도첩제 실시의 이유 중 하나가 승려들이 제대

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미승들에게 『석씨원류』는 석존과 

중요한 승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재로 적격이었을 것이다. 

영락본 『석씨원류』를 간행한 이듬해에 보성은 어린 승려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釋氏要覽』을 새로 판각했다. 이처럼 『석씨원류』도 승려 

교육 및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교재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

다. 명대에는 삽화가 실린 소설이 유행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神異한 

내용과 삽화가 수록된 『석씨원류』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추

정은 또 다른 판본인 성화본, 가정본에 수록된 명 憲宗과 청 鎭國公 

永珊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

고 신분도 달랐지만 『석씨원류』를 편찬한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석씨원류』가 처음 간행된 지 60여 년이 지난 1486년, 명 헌종은 

불교를 널리 알리는 것이 곧 백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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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 다시 300여 년 지난 1794년, 청 황실의 종친이자 신심 깊은 

영산은 바뀐 시대에 걸맞게 그림을 사실적으로 바꾸고, 중국 승려들의 

이야기를 뺀 208 화제의 『釋迦如來應化事蹟』을 편찬했다. 석존이 

세상에 온 까닭을 이해하기 쉽게 알리자는 것이었다. 각기 다른 『석

씨원류』본의 서문을 쓴 이들 세 사람의 신분이 승려, 통치자, 재가신

도로 각각 달랐지만 그들이 『석씨원류』를 편찬한 목적의 공통점은 

쉽게 불교를 알리는 데 있었다. 그 수단으로 보성은 삽화를 선택했고, 

헌종은 400 항목의 화제를 큰 화면에 세련된 글과 그림으로 채웠으

며, 영산은 의복, 건물은 물론 배경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편찬된 각 판본의 간행시기와 

영향관계를 정리하여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첫 단계는 정통본 - 대흥

륭사본 - 선운사본으로 이어진다. 보성이 쓴 『釋迦如來應化錄』의 

208장면에 중국 불교와 관련된 202장면이 추가되어 총 410항목(선운

사 408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표제는 『석씨원류』다. 두 번째 단계는 

경태본 – 성화본 – 만력본 / 불암사본으로 이어진다. 명 황실에서 제작

하면서 책으로 나누기 편하게 400항목으로 통일시켰다. 성화본부터는 

서두에 헌종의 「御製釋氏源流序」와 2,000여 자로 이루어진 당 王勃

의 「釋迦如來成道應化事迹記」를 실었다. 후에 만력본에서는 표제를 

『釋氏源流應化事迹』으로 고쳤다. 마지막 단계는 청 황실의 종친인 

영산이 편찬한 『석가여래응화사적』이라는 새로운 『석씨원류』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400년 가까이 크게 변하지 않고 내려온 『석

씨원류』의 판화를 당시 상황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판본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1425년 이

래 계속 간행된 『석씨원류』는 불전도 제작에 활용 가치가 높았겠지

만 불전도 제작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비슷한 시기

에 그려진 청해성 瞿曇寺(1427년), 감숙성 妙因寺(1427년), 산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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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福寺(1458년)나 성화본이 간행된 시기에 제작된 하북성 隆興寺

(1486년), 감숙성 感恩寺(1494년) 등의 사원에서 제작된 불전벽화는 

하북성 隆興寺(1486년)만 제외하고 『석씨원류』의 도상과 차이가 있

다. 이들 사원의 불전 벽화는 원 벽화가 1390년대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崇善寺 팔십사감(모사본 1483년) 벽화, 瞿曇寺 벽화 

등과 내용이 유사하다. 황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절 숭선사와 구

담사의 불전도는 공간 활용은 물론 세부 표현도 판화에 비해 훨씬 세

련되었다. 다복사, 묘인사, 감은사는 그 두 사원 인근에 위치해서 그들

의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인근 지역에 잘 알려진 불전도가 있는 경우 

그것을 모본으로 해서 그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천성 지역에서는 15세기 중반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해

서 그린 벽화도 존재했다. 平武 報恩寺에 전하는 「敕修大報恩寺繼葺

碑銘」에 “正殿繪十二圓覺, 殿後塑觀音大士, 兩廊繪釋氏源流幷圣僧羅

漢”(1446년)라는 기록이 있어 『석씨원류』를 모본으로 한 벽화가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1953년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

후 천순에서 홍치연간 초 사이에 같은 사천성 지역인 검각 覺苑寺에서 

『석씨원류』의 내용을 완벽하게 재현한 불전 벽화가 제작되었다. 대

웅전 동남쪽 벽면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서남쪽 벽면까지 

14칸의 벽면에 총 205장면의 불전이 그려졌다. 그리고 사천성의 반타

사, 용장사 등에도 불전 벽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보면 『석씨원류』가 만들어진 이래 명대 불전

도의 전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숭선사, 

구담사처럼 황실 후원을 받은 사원과 그 영향을 받은 인근 사원의 유

형, 두 번째 유형은 새로 만들어진 불전판화집 『석씨원류』를 모본으

로 해서 그림을 그린 유형, 마지막으로 이 두 유형을 혼합한 유형으로, 

하북성 隆興寺 摩尼殿 벽화와 진국사 삼불루 벽화를 들 수 있다. 융흥

사 마니전 불전 벽화는 『석씨원류』의 화제를 사용하며, 일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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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내용도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전각, 산수, 수목 표현 방식 

등에서는 황실에서 후원한 암산사, 숭선사, 구담사 벽화에서처럼 공간

활용이 여유롭고 산수 표현이 뛰어나다. 비록 제작 시기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명대 요소가 많은 진국사 삼불루 벽화는 융흥사 마니전 벽화에 

비해 『석씨원류』에 더 충실하고 숭선사 벽화의 영향도 가미된 것으

로 추정되며, 『석씨원류』 불전도를 화면분할식으로 그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석씨원류』의 도상은 청대에도 계속 유용한 자료로 사용됐다. 이  

논문에서는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 극락사, 우국사의 58, 70장면, 청서

현 보범사의 40장면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청대 벽화는 청대에 만들

어진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도상을 토대로 제작되었고, 극락사, 우국

사에서는 진국사에서처럼 공간분할식 형식으로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화제와 도상에서 명대 『석씨원류』와 차이가 있는 장면

도 있지만 그 근간은 명대 『석씨원류』에 두고 변용된 것이었다. 이

처럼 청대에도 『석씨원류』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한편 覺苑寺 佛傳 벽화는 모본이 어떤 판본이고, 첫 번째 항목이 왜 

‘最初因地’인지, 그리고 왜 208장면이 아니라 205장면만 그려졌는

지 학자간 의견이 분분했었다. 이러한 이견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온

전히 비교할 수 있는 모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

었다. 이 문제는 완질로 남아 있는 대흥륭사본의 번각본인 선운사본과

의 비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즉 ① 각원사 벽화의 모본은 대흥

륭사본 또는 그것의 모본인 정통본이며, ② 상권의 208화제 중 권두

의 ‘釋迦垂迹’, 203‘十代明王’, 204 ‘護法諸天’을 뺀 이유는 

세 항목이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들과 중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였다. 따라서 ③ 첫 번째 ‘釋迦垂迹’을 뺀 이유가 그 장면이 ‘最初

因地’와 중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고, ④ 몇 문

헌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화제가 없는데도 ‘譯經傳法’이라고 명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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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은 선운사본의 201번째 ‘天親造論’과 동일한 도상이어서 ‘天

親造論’으로 정정해야 하며, 마지막 장면은 『석가여래응화록』이나 

선운사본에서처럼 ‘達磨西來’로 보는 것이 맞다. 

 『석씨원류』는 중국의 불전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전도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석씨원류』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석보상절』(1447)이 만들어졌다. ‘석존의 자취를 

상세하게 밝히고, 널리 쉽게 알린다.’라는 편찬 목적은 물론 권두에 

실린 팔상 판화가 이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전도인 팔상도의 모본

이 되었다는 점에서 『석씨원류』가 중국의 불전도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매우 유사하다. 『석씨원류』가 만들어진 지 20여 년 뒤에 편

찬됐지만 팔상 판화에 『석씨원류』의 영향은 간취되지 않는다. 현재

까지 연구에 의하면 『석씨원류』는 국내에 두 가지 본이 전래되었다. 

성화본을 모본으로 한 불암사본과 대흥륭사본을 모본으로 한 선운사본

이 그것이다. 양자는 편찬 체제와 형식이 확연히 구분된다. 전자는 右

圖左文, 후자는 上圖下文의 형식으로 불암사본은 1673년, 선운사본은 

171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간행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불전도인 

팔상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석씨원류』에 수록된 다양한 판화

들이 『석보상절(월인석보)』의 팔상 판화를 토대로 발전해 온 팔상도

에 대거 취사선택된 것이다. 기존의 팔상도에 표현되었던 석존의 일화

보다 더 많은 일화가 추가된 새로운 팔상도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실학과 서양문물의 전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이 단순한 기존의 팔상도로는 석존의 삶

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7세기말-18세기초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해서 18세기 전반기에 틀이 확립되었다. 이후 계속 

발전, 답습되는 과정을 거치다 다시 19세기말-20세기초에 청본 『석

씨원류』의 유입으로 화면분할식 팔상도가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불전

도는 다시 새롭게 변화한다. 게다가 통도사 영산전 벽에는 비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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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원사처럼 『석씨원류』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긴 것은 아니지만 

벽에 봉안된 팔상도에 표현된 40여 화제 외에 다시 『석씨원류』의 

48항목을 추가한 벽화가 그려졌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 불

전도의 발전 단계는 상당히 유사한 과정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 과정에 『석씨원류』의 영향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팔상도의 

기본 틀은 여전히 고수되었고, 통도사 영산전에서는 중국에서도 표현

되지 않은 전법 승려들의 일화도 그리는 등 단순한 수용에 그치지 않

고 새롭게 해석하고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산전 벽에 

『석씨원류』의 불전 26장면을 추가한 것은 초전법륜 이후의 석존의 

다양한 전법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팔상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각원사, 극락사, 우국사 등의 사찰과 

한국의 통도사 영산전에 그려진 『석씨원류』와 관련된 불전도의 명칭

을 〈석씨원류도〉로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불암사본의 모본인 

성화본의 표제가 『석씨원류』이므로 『석씨원류응화사적』 등으로 불

리는 명칭도 불암사본을 모본으로 한 것은 『석씨원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이라는 표제가 

‘석씨원류’와 그 안에 실린 왕발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을 합

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씨원류’에 비하면 ‘석가여래성

도응화사적’은 그 내용도 빈약하고, ‘석씨원류’와 ‘응화’라는 단

어의 쓰임새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 전개 과정에서 『석씨원류』는 새로운 시대 요

구에 부응해 나타난 시대 산물이며 동아시아 불전도 발전에 든든한 밑

거름이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어 각 지역의 독자적인 

양식도 규명되고, 일본의 불전도와의 관계도 연구되어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 있어서 『석씨원류』가 갖는 총체적인 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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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석씨원류』의 인도 불교 관련 항목과 인용 문헌 일람표

No 경전 수 인용 항목

1 (佛)本行經 36

最初因地 樹下誕生 九龍灌浴 從園還城 仙人占相 姨母養育 
園林嬉戲 習學書數 講演武藝 諸王捔力 擲象成坑 五欲娛樂 
空聲警策 飯王應夢 路逢老人 道見病臥 路覩死屍 耶輸應夢 
天人獻草 龍王讚歎 魔王得夢 魔子諫父 魔女妶媚 魔軍拒戰 
地神作證 魔子懺悔 菩薩降魔 龍宮入定 林間宴坐 四王獻鉢 
二商奉食 度富樓那 仙人求度 船師悔責 棄除祭器 度跋陀女

2 因果經 17
  如來因地 買花供佛 布髮掩泥 淨飯聖王 摩耶託夢 悉達納妃
  詰問林仙 勸請迴宮 調伏二仙 遠餉資糧 牧女乳糜 轉妙法輪
  耶舍得度 降伏火龍 竹園精舍 領徒投佛 迦葉求度 

3 莊嚴經 13
  初啓出家 夜半逾城 金刀落髮 車匿辭還 車匿還宮 禪河澡浴
  帝釋獻衣 詣菩提場 坐菩提座 觀菩提樹 梵天勸請 請佛還國
  認子釋疑 

4 法句經 9
  調伏醉象 勸親請佛 囑兒飯佛 說苦佛來 談樂佛生 祀天遇佛
  佛度屠兒 度網魚人 度捕獵人

5 涅槃經後分 9
  度須跋陀 荼毗法則 造塔法式 應盡還源 雙林入滅 金棺不動
  金棺自舉 凡火不燃 聖火自焚

6 經律異相 7
  佛化盧志 火中取子 見佛生信 貸錢辦食 老乞遇佛 救度賊人
  度除糞人 

7 付法藏經 7
  迦葉付法 商那受法 毱多籌算 蜜多持幡 馬鳴辭屈 龍樹造論
  師子傳法  

8 觀佛三昧經 6  佛留影像 度諸釋種 降伏毒龍 化諸淫女 老婢得度 佛救嬰兒  

9 普曜經 6  游觀農務 六年苦行 成等正覺 諸天贊賀 急流分斷 二弟歸依

10 賢愚因緣經 6  佛化無惱 降伏六師 老人出家 小兒施土 燃燈不滅 施衣得記

11 百緣經 5  醜女改容 鸚鵡請佛 惡牛蒙度 佛化醜兒 造幡供佛  

12 摩訶摩耶經 4  爲母說法 請佛入滅 佛母得夢 升天報母       

13 雜寶藏經 4  魔衆拽瓶 佛救尼犍 張弓害佛 鬼母尋子  

14 處胎經 4  假孕謗佛 佛現雙足 均分舍利 結集法藏

15 蓮華面經 4  囑分舍利 付囑諸天 付囑龍王 天龍悲泣

16 賢愚經 3  須達見佛 布金買地 漁人求度

17 寶積經 3  再還本國 爲王說法 金剛請食

18 爭飯王泥洹經 3  飯王得病 佛還覲父 殯送父王

19 阿育王傳 3  育王起塔 育王得珠 迦葉入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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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摩耶經 2  佛母散花 佛從棺起

21 大般泥洹經 2  魔王說咒 純陀後供

22 大莊嚴經 2  往謁天祠 得遇沙門

23 寶藏經 2  度弟難陀 持劍害佛

24 佛本行集經 2  上託兜率 大赦修福 

25 釋迦譜 2  瞿曇貴姓 (哭成男女)

26 月光童子經 2  月光諫父 申日毒飯

27 維摩詰經 2  維摩示疾 文殊問疾 

28 戒壇圖經 1  初建戒壇

29 過去因果經 1  太子灌頂

30 觀無量壽佛經 1  夫人滿願(=淨土緣起)

31 灌佛經 1  浴佛形象

32 救面然餓鬼經 1  施食緣起

33 金剛力士哀戀經 1  金剛哀戀

34 金光明經 1  金鼓懺悔

35 楞伽經 1  楞伽說經

36 楞嚴經 1  楞嚴大定 

37 大般涅槃經 1  請佛住世

38 大悲經 1  證明說咒
39 大雲輪請雨經 1  龍宮說法

40 大集經 1  天龍雲集(=付囑天龍) 

41 無量壽經 1  無量壽會

42 未曾有因緣經 1  羅睺出家

43 梵網經 1  敷宣戒法(=頓制大戒) 

44 法寶標目 1  般若真空  

45 法住經 1  如來懸記  

46 法住記 1  神僧應供

47 佛母般泥洹經 1  姨母涅磐

48 佛說阿彌陀經 1  念佛法門

49 佛遺教經 1  臨終遺教
50 佛祖統紀 1  達磨西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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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佛華嚴經 1  華嚴大法

52 貧窮老公經 1  貧公見佛

53 三摩竭經 1  因婦得度

54 成道記註 1  天親造論

55 消災經 1  說咒消灾
56 勝光經 1  勝光問法 

57 十忿怒明王經 1  十大明王

58 蓮華經 1  法華妙典 

59 涅槃經 1  佛指移石

60 穢跡金剛經 1  佛現金剛

61 玉耶經 1  玉耶受訓

62 盂蘭盆經 1  目連救母

63 圓覺經 1  圓覺三觀

64 越難經 1  盲兒見佛

65 乳光佛經 1  阿難索乳

66 仁王般若經 1  付囑國王 

67 長阿含經 1  最後垂訓

68 提婆傳 1  提婆鑿畔

69 諸天傳 1  護法諸天

70 造像經 1  最初造像

71 中本起經 1  姨母求度 

72 中阿含經 1  白狗吠佛

73 增一阿含經 1  佛救釋種 

74 指月錄 1  法傳迦葉

75 地藏菩薩本願經 1  囑累地藏

76 地藏十輪經 1  佛贊地藏 

77 採花違王經 1  採花獻佛 

78 請觀音經 1  楊枝淨水

79 海龍王經 1  衣救龍難

79종 216 항목

* 볼드체는 청 가경본에 추가된 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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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석씨원류』의 중국 불교 관련 항목과 인용 문헌 일람표

No 경전 수 인용 항목

1 宋高僧傳 52

 窺基三車 天人侍衛 上表不拜 遠禮文殊 義淨譯經 制無盡燈
 還國傳法 北宗神秀 敕禁僞經 曇璀遁跡 和帝受戒(道岸說戒)  
 處寂高潔 立壇祈雨 勸修淨土 一行造曆 懷讓救僧 子鄰救母
 神會南參 金臺迎接 天兵護國 公主祈嗣 放光入定 希遷夢龜  
 山神獻地 龍母湧泉 南陽國師 慧聞鑄佛 肅宗應夢 山翁指示  
 自覺祈雨 指往徑山 僧道角法 神人捨地 懷空去虎 武侯後身
 神暄持咒 百丈清規 裴休贈詩 倂息詩書 澄觀造疏 湛然止觀  
 李渤參問 無業頓悟 李翱參問 智辨結緣 隱峰解陣 宗密造疏  
 知玄直諫 從禮祈雨 寧師食荷 勸停沙汰 聞法頓悟

2 佛祖統紀 22

 明帝感夢(大法東來)鄮山舍利 水陸緣起 法藏緣起 國清三聖  
 勸修淨業 泗洲僧伽 左溪遁跡 飛錫卜地 問法文殊 少康念佛  
 捨宅爲寺 洞賓參問 長汀布袋 延壽放生 螺溪興教 懇留利生
 四明中興 警歐陽修 著護法論 天母護身 上問三教     

3 續高僧傳 20

 天雨寶華 梁皇受戒(慧約說戒)禮懺除愆 燒毀仙書 誦經免難  
 惠恭虔誦 面陳邪正 吐肉飛鳴 慧思妙悟 七詔還都 靈藏度僧  
 晉王受戒 勸度僧尼 毒酒不死 清溪成地 智璪見龍 玄琬勸誡
 慧乘對詔 法融馴獸 玄奘取經   

4 法苑珠林 19

 圖澄神異 道進忠直 浮江石像 道融捔法 文帝問法 僧亮取銅  
 采乳遇難 寶誌事蹟 栴檀佛像 誦經延壽 法聰伏虎 接駕釋冤  
 誦經免死 僧實救難 惠布度生 諸州起塔 道像摧毀 通慧神異
 慈藏感禽 

5 稽古略 14
 寶掌千歲 儀文行布 詔迎六祖 岳神受戒 三生相遇 御前升座  
 進輔教篇 聞雷悟道 北邙山行 草衣文殊 飯僧䞋金 普庵禪師  
 金光明懺 慧遠入對 

6 高僧傳 11
 䢼亭度蟒 支遁誡勖 法開醫術 曇猷度蟒 慧永伏虎 虎溪三笑  
 羅什譯經 木杯渡水 夢中易首 劍斫不傷 棄財爲僧    

7 神僧傳 11
 耆域治病 豎石點頭 法沖化糧 萬里日回 華嚴度蟒 通玄造論  
 無畏祈雨 蓮燈滿谷 懶瓚食殘 山神種菜 膽巴國師 

8 傳燈錄 11
 三詔不赴 頓悟法華 曹溪一宿 說法破竃 行思傳法 中使問道 
 待鵲移巢 全家悟道 樂天參問 文帝嗜蛤 船子和尚  

9 釋氏通鑒 7
 法琳對詔 受戒行慈 著內德論 黃巾誣謗 二王問法 閩王問道 
 爲僧報父  

10 佛道論衡 4  比法焚經 三教優劣 捨道奉佛 智實上諫     

11 傳法正宗記 3  僧璨求法 七歲傳衣 南派慧能 

12 釋氏稽古略 3  韓愈參問 帝問佛恩 觀音顯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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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廣弘明集 2  漢書論佛 罷道爲僧

14 辯僞錄 2  僧道辯論 敕燒道經 

15 佛祖通載 2  達磨西來 普應國師

16 六學僧史 2  妙悟法華 智興扣鍾

17 梓潼化書 2  梓潼聞佛 梓潼遇佛 

18 傳法記 2  達摩渡江 立雪齊腰

19 出三藏記 2  康僧舍利 善惡報應 

20 弘明集 2  牟子理惑 文帝論法

21 華嚴經感應傳 2  毀僧感報 誦偈出獄

22 感通錄 1  道安遠識 

23 啓聖實錄 1  眞武施巾

24 老子西昇經 1  列子議聖

25 北塔銘 1  法順祈雨

26 水懺序 1  悟達洗冤
27 梁皇懺法傳 1  梁皇懺法

28 周書異記 1  佛先現瑞

29 八支齋戒序略 1  善世禪師

29종 202 항목

 * ( )안 볼드체는 앞 항목과 화제만 다른 같은 내용임.

 * ( ) 없는 볼드체는 대흥륭사본에서 추가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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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경전명 대정신수
대장경 

성화본
(불암사본)

석가여래
응화록

대흥륭사본
(선운사본) 청 가경본 차례

釋迦垂跡 釋迦垂跡 釋迦垂跡 1
最初因地 最初因地 買花供佛 2

1 (寶成) 釋迦垂跡 買花供佛 買花供佛 布髮掩泥 3
2 因果經 T.189 如來因地 上託兜率 上託兜率 上託兜率 4
3 佛本行集經 T.190 上託兜率 瞿曇貴姓 瞿曇貴姓 瞿曇貴姓 5
4 釋迦譜 T.2040 瞿曇貴姓 淨飯聖王 淨飯聖王 哭成男女 6
5 因果經 T.189 淨飯聖王 摩耶託夢 摩耶託夢 家選飯王 7
6 因果經 T.189 摩耶託夢 樹下誕生 樹下誕生 乘象入胎 8
7 本行〔集〕經 T.190 樹下誕生 從園還城 從園還城 樹下誕生 9
8 本行〔集〕經 T.190 從園還城 仙人占相 仙人占相 九龍灌浴 10
9 本行〔集〕經 T.190 仙人占相 大赦修福 大赦修福 從園還城 11
10 本行〔集〕經 T.190 姨母養育 姨母養育 姨母養育 仙人占相 12
11 大莊嚴經 T.187 往謁天祠 往謁天祠 往謁天祠   大赦修福 * 13
12 本行〔集〕經 T.190 園林嬉戲 園林嬉戲 園林嬉戲 姨母養育 14
13 本行〔集〕經 T.190 習學書數 習學書數 習學書數 往謁天祠 15
14 本行〔集〕經 T.190 講演武藝 講演武藝 講演武藝 園林嬉戲 16
15 過去因果經 T.189 太子灌頂 太子灌頂 太子灌頂 習學書數 17
16 普曜經 T.186 游觀農務 游觀農務 游觀農務 講演武藝 18
17 本行〔集〕經 T.190 諸王捔力 諸王捔力 諸王捔力 太子灌頂 19
18 因果經 T.189 悉達納妃 悉達納妃 悉達納妃 游觀農務 20
19 本行〔集〕經 T.190 五欲娛樂 五欲娛樂  五欲娛樂  諸王捔力 21
20 本行〔集〕經 T.190 空聲警策 空聲警策  空聲警策  擲象成坑 22
21 本行〔集〕經 T.190 飯王應夢 飯王應夢 飯王應夢 悉達納妃 23
22 本行〔集〕經 T.190 路逢老人  路逢老人  路逢老人  五欲娛樂  24
23 本行〔集〕經 T.190 道見病臥  道見病臥  道見病臥  空聲警策  25
24 本行〔集〕經 T.190 路覩死屍  路覩死屍  路覩死屍  飯王應夢 26
25 大莊嚴經 T.187 得遇沙門  得遇沙門  得遇沙門  路逢老人  27
26 本行〔集〕經 T.190 耶輸應夢  耶輸應夢  耶輸應夢  道見病臥  28
27 莊嚴經 T.187 初啓出家  初啓出家  初啓出家  路覩死屍  29
28 莊嚴經 T.187 夜半逾城  夜半逾城  夜半逾城  得遇沙門  30
29 莊嚴經 T.187 金刀落髮  金刀落髮  金刀落髮  耶輸兆夢 31
30 莊嚴經 T.187 車匿辭還  車匿辭還  車匿辭還  初啓出家  32
31 莊嚴經 T.187 車匿還宮  車匿還宮  車匿還宮  夜半逾城  33
32 因果經 T.189 詰問林仙  詰問林仙  詰問林仙  落髮貿衣 34
33 因果經 T.189 勸請迴宮  勸請迴宮  勸請迴宮  車匿辭還  35
34 因果經 T.189 調伏二仙  調伏二仙  調伏二仙  車匿還宮  36
35 普曜經 T.186 六年苦行  六年苦行  六年苦行  詰問林仙  37
36 因果經 T.189 遠餉資糧  遠餉資糧  遠餉資糧  勸請迴宮  38
37 因果經 T.189 牧女乳糜  牧女乳糜  牧女乳糜  調伏二仙  39
38 莊嚴經 T.187 禪河澡浴  禪河澡浴  禪河澡浴  六年苦行  40
39 莊嚴經 T.187 帝釋獻衣  帝釋獻衣  帝釋獻衣  遠餉資糧  41
40 莊嚴經 T.187 詣菩提場  詣菩提場  詣菩提場  牧女乳糜  42

[부록 3]    『釋氏源流』각 판본별 항목 및 인용 경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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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本行〔集〕經 T.190 天人獻草  天人獻草  天人獻草  禪河澡浴  43
42 本行〔集〕經 T.190 龍王讚歎  龍王讚歎  龍王讚歎  天人獻衣  44
43 莊嚴經 T.187 坐菩提座  坐菩提座  坐菩提座  詣菩提場  45
44 本行〔集〕經 T.190 魔王得夢  魔王得夢  魔王得夢  天人獻草  46
45 本行〔集〕經 T.190 魔子諫父  魔子諫父  魔子諫父  龍王讚歎  47
46 本行〔集〕經 T.190 魔女妶媚  魔女妶媚  魔女妶媚  坐菩提座  48
47 本行〔集〕經 T.190 魔軍拒戰  魔軍拒戰  魔軍拒戰  魔王驚夢  49
48 雜寶藏經 T.203 魔衆拽瓶  魔衆拽瓶 魔衆拽瓶 魔子諫父  50
49 本行〔集〕經 T.190 地神作證  地神作證  地神作證  魔女妶媚  51
50 本行〔集〕經 T.190 魔子懺悔  魔子懺悔  魔子懺悔  魔軍拒戰  52
51 本行〔集〕經 T.190 菩薩降魔  菩薩降魔  菩薩降魔  魔衆拽瓶 53
52 普曜經 T.186 成等正覺  成等正覺  成等正覺  地神作證  54
53 普曜經 T.186 諸天贊賀  諸天贊賀 諸天贊賀 魔子懺悔  55
54 華嚴經 T.279 華嚴大法  華嚴大法  華嚴大法  菩薩降魔  56
55 莊嚴經 T.187 觀菩提樹 觀菩提樹 觀菩提樹 成等正覺  57
56 本行〔集〕經 T.190 龍宮入定  龍宮入定  龍宮入定  諸天贊賀 58
57 本行〔集〕經 T.190 林間宴坐  林間宴坐  林間宴坐  華嚴大法  59
58 本行〔集〕經 T.190 四王獻鉢  四王獻鉢 四王獻鉢 頓制大戒 60
59 本行〔集〕經 T.190 二商奉食  二商奉食  二商奉食  觀菩提樹 61
60 莊嚴經 T.187 梵天勸請  梵天勸請  梵天勸請  龍宮入定  62
61 因果經 T.189 轉妙法輪  轉妙法輪  轉妙法輪  林間宴坐  63
62 本行〔集〕經 T.190 度富樓那  度富樓那  度富樓那  四王獻鉢 64
63 本行〔集〕經 T.190 仙人求度  仙人求度  仙人求度  二商奉食  65
64 本行〔集〕經 T.190 船師悔責  船師悔責  船師悔責  梵天勸請  66
65 因果經 T.189 耶舍得度  耶舍得度  耶舍得度  轉妙法輪  67
66 因果經 T.189 降伏火龍  降伏火龍  降伏火龍  度富樓那  68
67 普曜經 T.186 急流分斷  急流分斷  急流分斷  仙人求度  69
68 本行〔集〕經 T.190 棄除祭器  棄除祭器  棄除祭器  耶舍得度 70
69 因果經 T.189 竹園精舍  竹園精舍  竹園精舍  船師悔責 71
70 因果經 T.189 領徒投佛  領徒投佛  領徒投佛  降伏火龍  72
71 因果經 T.189 迦葉求度  迦葉求度  迦葉求度  急流分斷  73
72 處胎經 T.384 假孕謗佛  假孕謗佛  假孕謗佛  二弟歸依 74
73 莊嚴經 T.187 請佛還國  請佛還國  請佛還國  棄除祭器  75
74 莊嚴經 T.187 認子釋疑  認子釋疑  認子釋疑  竹園精舍  76
75 寶藏經 T.203 度弟難陀  度弟難陀  度弟難陀  領徒投佛  77
76 未曾有因緣經 T.754 羅睺出家  羅睺出家  羅睺出家  迦葉求度  78
77 賢愚經 T.202 須達見佛  須達見佛  須達見佛  假孕謗佛  79
78 賢愚經 T.202 布金買地  布金買地  布金買地  請佛還國  80
79 玉耶經 T.143 玉耶受訓  玉耶受訓  玉耶受訓  認子釋疑  81
80 賢愚經 T.202 漁人求度  漁人求度  漁人求度  度弟難陀  82
81 月光童子經 T.534 月光諫父  月光諫父  月光諫父  羅睺出家  83
82 月光童子經 T.534 申日毒飯  申日毒飯  申日毒飯  須達見佛  84
83 賢愚因緣經 T.202 佛化無惱  佛化無惱  佛化無惱  布金買地  85
84 賢愚因緣經 T.202 降伏六師  降伏六師  降伏六師  玉耶受訓  86
85 寶藏經 T.203 持劍害佛  持劍害佛  持劍害佛  漁人求度  87
86 雜寶藏經 T.203 佛救尼犍  佛救尼犍  佛救尼犍  佛化無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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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戒壇圖經 T.1892 初建戒壇  初建戒壇  初建戒壇  月光諫父 89
88 梵網經 T.196 敷宣戒法  敷宣戒法  敷宣戒法  申日毒飯 90
89 中本起經 T.196 姨母求度  姨母求度  姨母求度  降伏六師  91
90 本行〔集〕經 T.190 度跋陀女  度跋陀女  度跋陀女  持劍害佛  92
91 寶積經 T.310 再還本國  再還本國  再還本國  佛救尼犍  93
92 寶積經 T.310 爲王說法  爲王說法  爲王說法  初建戒壇  94
93 觀佛三昧經 T.643 佛留影像  佛留影像  佛留影像  姨母求度 95
94 觀佛三昧經 T.643 度諸釋種  度諸釋種  度諸釋種  度跋陀女  96
95 觀佛三昧經 T.643 降伏毒龍  降伏毒龍  降伏毒龍  再還本國  97
96 觀佛三昧經 T.643 化諸淫女  化諸淫女  化諸淫女  爲王說法  98
97 乳光佛經 T.809 阿難索乳  阿難索乳  阿難索乳  佛留影像  99
98 法句經 T.210 調伏醉象  調伏醉象  調伏醉象  度諸釋種  100
99 雜寶藏經 T.203 張弓害佛  張弓害佛  張弓害佛  降伏毒龍  101
100 經律異相 T.2121 佛化盧志  佛化盧志  佛化盧志  化諸淫女  102

101 貧窮老公經 T.797b 貧公見佛  貧公見佛  貧公見佛  阿難索乳  103
102 賢愚因緣經 T.202 老人出家  老人出家  老人出家  調伏醉象  104
103 百緣經 T.200 醜女改容  醜女改容  醜女改容  張弓害佛  105
104 觀無量壽佛經 T.365 夫人滿願  夫人滿願  夫人滿願  佛化盧志  106
105 百緣經 T.200 鸚鵡請佛  鸚鵡請佛  鸚鵡請佛  貧公見佛  107
106 百緣經 T.200 惡牛蒙度  惡牛蒙度  惡牛蒙度  老人出家  108
107 中阿含經 T.26 白狗吠佛  白狗吠佛  白狗吠佛  淨土緣起 109
108 經律異相 T.2121 火中取子  火中取子  火中取子  醜女改容 110
109 經律異相 T.2121 見佛生信  見佛生信  見佛生信  鸚鵡請佛  111
110 三摩竭經 T.129 因婦得度  因婦得度  因婦得度  惡牛蒙度  112
111 越難經 T.537 盲兒見佛  盲兒見佛  盲兒見佛  白狗吠佛  113
112 觀佛三昧經 T.643 老婢得度  老婢得度  老婢得度  火中取子  114
113 法句經 T.210 勸親請佛  勸親請佛  勸親請佛  見佛生信  115
114 法句經 T.210 囑兒飯佛  囑兒飯佛  囑兒飯佛  因婦得度  116
115 經律異相 T.2121 貸錢辦食  貸錢辦食  貸錢辦食  盲兒見佛  117
116 經律異相 T.2121 老乞遇佛  老乞遇佛  老乞遇佛  老婢得度  118
117 法句經 T.210 說苦佛來  說苦佛來  說苦佛來  付囑天龍 119
118 法句經 T.210 談樂佛生  談樂佛生  談樂佛生  勸親請佛 120
119 法句經 T.210 祀天遇佛  祀天遇佛  祀天遇佛  囑兒飯佛  121
120 法句經 T.210 佛度屠兒  佛度屠兒  佛度屠兒  貸錢辦食  122
121 法句經 T.210 度網魚人  度網魚人  度網魚人  談樂佛生 123
122 法句經 T.210 度捕獵人  度捕獵人  度捕獵人  老乞遇佛  124
123 百緣經 T.200 佛化醜兒 佛化醜兒 佛化醜兒 說苦佛來  125
124 經律異相 T.2121 救度賊人  救度賊人  救度賊人  度網魚人 126
125 經律異相 T.2121 度除糞人  度除糞人  度除糞人  佛度屠兒 127
126 救面然餓鬼經 T.1314 施食緣起  施食緣起  施食緣起  度捕獵人 128
127 盂蘭盆經 T.685 目連救母  目連救母  目連救母  無量壽會 129
128 觀佛三昧經 T.643 佛救嬰兒  佛救嬰兒  佛救嬰兒  佛化醜兒 130
129 寶積經 T.310 金剛請食  金剛請食  金剛請食  救度賊人  131
130 雜寶藏經 T.203 鬼母尋子  鬼母尋子  鬼母尋子  度除糞人  132
131 賢愚因緣經 T.202 小兒施土  小兒施土  小兒施土  祀天遇佛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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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請觀音經 T.1043 楊枝淨水  楊枝淨水  楊枝淨水  佛救嬰兒 134
133 採花違王經 T.510 采花獻佛  采花獻佛  采花獻佛  鬼母尋子  135
134 賢愚因緣經 T.202 燃燈不滅  燃燈不滅  燃燈不滅  金剛請食 136
135 百緣經 T.200 造幡供佛  造幡供佛  造幡供佛  目連救母 137
136 賢愚因緣經 T.202 施衣得記  施衣得記  施衣得記  施食緣起 138
137 海龍王經 T.598 衣救龍難  衣救龍難  衣救龍難  說咒消灾 139
138 消災經 T.963 說咒消灾  說咒消灾  說咒消灾  楊枝淨水  140
139 大災經 T.1060 證明說咒  證明說咒  證明說咒  采花獻佛  141
140 大雲輪請雨經 T.991 龍宮說法  龍宮說法  龍宮說法  造幡供佛  142
141 大集經 T.397 天龍雲集  天龍雲集  天龍雲集  施衣得記  143
142 地藏十輪經 T.411 佛贊地藏  佛贊地藏  佛贊地藏  小兒施土 144
143 勝光經 T.593 勝光問法  勝光問法  勝光問法  衣救龍難 145
144 維摩詰經 T.474 維摩示疾  維摩示疾  維摩示疾  證明說咒 146
145 維摩詰經 T.474 文殊問疾  文殊問疾  文殊問疾  燃燈不滅 147
146 金光明經 T.663 金鼓懺悔  金鼓懺悔  金鼓懺悔  龍宮說法 148
147 楞伽經 T.671 楞伽說經  楞伽說經  楞伽說經  念佛法門 149
148 圓覺經序 T.842 圓覺三觀  圓覺三觀  圓覺三觀  佛贊地藏  150
149 楞嚴經 T.945 楞嚴大定  楞嚴大定  楞嚴大定  勝光問法  151
150 法寶標目 般若真空  般若真空  般若真空  維摩示疾  152
151 仁王般若經 T.246 付囑國王  付囑國王  付囑國王  文殊問疾  153
152 蓮華經 T.262 法華妙典  法華妙典  法華妙典  金鼓懺悔  154
153 爭飯王泥洹經 T.512 飯王得病  飯王得病  飯王得病  楞伽說經  155
154 爭飯王泥洹經 T.512 佛還覲父  佛還覲父  佛還覲父  圓覺三觀  156
155 爭飯王泥洹經 T.512 殯送父王  殯送父王  殯送父王  楞嚴大定  157
156 增一阿含經 T.125 佛救釋種  佛救釋種  佛救釋種  般若真空  158
157 摩訶摩耶經 T.383 爲母說法  爲母說法  爲母說法  法華妙典 159
158 造像經 T.694 最初造像  最初造像  最初造像  法傳迦葉 160
159 灌佛經 T.695 浴佛形象  浴佛形象  浴佛形象  飯王得病  161
160 佛母般泥洹經 T.145 姨母涅磐  姨母涅磐  姨母涅磐  佛還覲父  162
161 摩訶摩耶經 T.383 請佛入滅  請佛入滅  請佛入滅  殯送父王  163
162 涅槃經 T.374 佛指移石  佛指移石  佛指移石  佛救釋種  164
163 蓮華面經 T.386 囑分舍利  囑分舍利  囑分舍利  爲母說法  165
164 蓮華面經 T.386 付囑諸天  付囑諸天  付囑諸天  囑累地藏 166
165 蓮華面經 T.386 付囑龍王  付囑龍王  付囑龍王  最初造像 167
166 大般涅槃經 T.374 請佛住世  請佛住世  請佛住世  姨母涅磐 168
167 蓮華面經 T.386 天龍悲泣  天龍悲泣  天龍悲泣  請佛入滅  169
168 大般泥洹經 T.376 魔王說咒  魔王說咒  魔王說咒  佛指移石  170
169 大般泥洹經 T.376 純陀後供  純陀後供  純陀後供  囑分舍利  171
170 涅槃經後分 T.377 度須跋陀  度須跋陀  度須跋陀  付囑國王  172
171 穢跡金剛經  T.1228 佛現金剛  佛現金剛  佛現金剛  付囑諸天 173
172 法住經  T.390 如來懸記  如來懸記  如來懸記  付囑龍王 174
173 長阿含經  T.001 最後垂訓  最後垂訓  最後垂訓  請佛住世  175
174 佛遺教經  T.389 臨終遺教 臨終遺教 臨終遺教 天龍悲泣  176
175 涅槃經後分 T.377 荼毗法則  荼毗法則  荼毗法則  魔王說咒  177
176 涅槃經後分 T.377 造塔法式  造塔法式  造塔法式  純陀後供  178
177 涅槃經後分 T.377 應盡還源  應盡還源  應盡還源  度須跋陀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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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涅槃經後分 T.377 雙林入滅  雙林入滅  雙林入滅  佛現金剛  180
179 金剛力士哀戀經  T.1332 金剛哀戀  金剛哀戀  金剛哀戀  懸記法住  181
180 摩訶摩耶經 T.383 佛母得夢  佛母得夢  佛母得夢  最後垂訓  182
181 摩訶摩耶經 T.383 升天報母  升天報母  升天報母  荼毗法則  183
182 摩耶經 T.383 佛母散花  佛母散花  佛母散花  臨終遺教 184
183 摩耶經 T.383 佛從棺起  佛從棺起  佛從棺起  雙林入滅  185
184 涅槃經後分 T.377 金棺不動  金棺不動  金棺不動  金剛哀戀  186
185 涅槃經後分 T.377 金棺自舉  金棺自舉  金棺自舉  佛母得夢  187
186 處胎經 T.384 佛現雙足  佛現雙足  佛現雙足  升天報母  188
187 涅槃經後分 T.377 凡火不燃  凡火不燃  凡火不燃  佛母散花  189
188 涅槃經後分 T.377 聖火自焚  聖火自焚  聖火自焚  佛從棺起  190
189 處胎經 T.384 均分舍利  均分舍利  均分舍利  金棺自舉  191
190 處胎經 T.384 結集法藏  結集法藏  結集法藏  佛現雙足  192
191 阿育王傳 T.2042 育王起塔  育王起塔  育王起塔  凡火不燃  193
192 阿育王傳 T.2042 育王得珠  育王得珠  育王得珠  聖火自焚 194
193 付法藏經 T.2058 迦葉付法  迦葉付法  迦葉付法  應盡還源 195
194 阿育王傳 T.2042 迦葉入定  迦葉入定  迦葉入定  均分舍利  196
195 付法藏經 T.2058 商那受法  商那受法  商那受法  結集法藏  197
196 付法藏經 T.2058 毱多籌算  毱多籌算  毱多籌算  育王起塔  198
197 付法藏經 T.2058 蜜多持幡  蜜多持幡  蜜多持幡  迦葉付法  199
198 付法藏經 T.2058 馬鳴辭屈  馬鳴辭屈  馬鳴辭屈  鷄足入定  200
199 付法藏經 T.2058 龍樹造論  龍樹造論  龍樹造論  商那受法  201
200 付法藏經 T.2058 師子傳法  提婆鑿畔 提婆鑿畔 毱多籌算  202
201 成道記註 天親造論 天親造論 蜜多持幡  203
202 神僧應供 神僧應供 馬鳴辭屈  204
203 十大明王 十大明王 龍樹造論  205
204 護法諸天 護法諸天 天親造論 206
205 付法藏經 T.2058 師子傳法 師子傳法 師子傳法 207
206 佛祖統紀 T.2035 達摩西來 達摩西來 大法東來 208

201 (寶成) 諸祖遺芳  諸祖遺芳  
202 周書異記 佛先現瑞  佛先現瑞  
203 梓潼化書 梓潼聞佛  梓潼聞佛  
204 老子西昇經 列子議聖  列子議聖  
205 梓潼化書 梓潼遇佛  梓潼遇佛  
206 佛祖統紀 T.2035 明帝感夢  明帝感夢  
207 佛道論衡 T.2104 比法焚經  比法焚經  
208 廣弘明集 T.2103 漢書論佛  漢書論佛  
209 高僧傳 T.2059 䢼亭度蟒  䢼亭度蟒  
210 弘明集 T.2102 牟子理惑  牟子理惑  
211 出三藏記 T.2145 康僧舍利  康僧舍利  
212 佛道論衡 T.2104 三教優劣  三教優劣  
213 出三藏記 T.2145 善惡報應  善惡報應  
214 佛祖統紀 T.2035 鄮山舍利  鄮山舍利  
215 神僧傳 T.2064 耆域治病  耆域治病  
216 法苑珠林 T.2122 圖澄神異  圖澄神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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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法苑珠林 T.2122 道進忠直  道進忠直  
218 法苑珠林 T.2122 浮江石像  浮江石像  
219 高僧傳 T.2059 支遁誡勖  支遁誡勖  
220 感通錄 T.2106 道安遠識  道安遠識  
221 高僧傳 T.2059 法開醫術  法開醫術  
222 高僧傳 T.2059 曇猷度蟒  曇猷度蟒  
223 高僧傳 T.2059 慧永伏虎  慧永伏虎  
224 高僧傳 T.2059 虎溪三笑  虎溪三笑  
225 高僧傳 T.2059 羅什譯經  羅什譯經  
226 法苑珠林 T.2122 道融捔法  道融捔法  
227 神僧傳 T.2064 豎石點頭  豎石點頭  
228 高僧傳 T.2059 木杯渡水  木杯渡水  
229 法苑珠林 T.2122 文帝問法  文帝問法  
230 弘明集 T.2102 文帝論法  文帝論法  
231 高僧傳 T.2059 夢中易首  夢中易首  
232 法苑珠林 T.2122 僧亮取銅  僧亮取銅  
233 高僧傳 T.2059 劍斫不傷  劍斫不傷  
234 法苑珠林 T.2122 采乳遇難  采乳遇難  
235 法苑珠林 T.2122 寶誌事蹟  寶誌事蹟  
236 佛道論衡 T.2104 捨道奉佛  捨道奉佛  
237 梁皇懺法傳 T.1909 梁皇懺法  梁皇懺法  
238 佛祖統紀 T.2035 水陸緣起  水陸緣起  
239 法苑珠林 T.2122 栴檀佛像  栴檀佛像  
240 佛祖統紀 T.2035 法藏緣起  法藏緣起  
241 續高僧傳 T.2060 天雨寶華  天雨寶華  
242 續高僧傳 T.2060 梁皇受戒  梁皇受戒(慧約說戒)  
243 續高僧傳 T.2060 禮懺除愆  禮懺除愆  
244 法苑珠林 T.2122 誦經延壽  誦經延壽  
245 法苑珠林 T.2122 法聰伏虎  法聰伏虎  
246 傳法記 T.2078 達磨渡江  達摩渡江  
247 傳法記 T.2078 立雪齊腰  立雪齊腰  
248 法苑珠林 T.2122 接駕釋冤  接駕釋冤  
249 廣弘明集 T.2103 罷道爲僧  罷道爲僧  
250 續高僧傳 T.2060 燒毀仙書  燒毀仙書  
251 法苑珠林 T.2122 誦經免死  誦經免死  
252 續高僧傳 T.2060 誦經免難  誦經免難  
253 續高僧傳 T.2060 惠恭虔誦  惠恭虔誦  
254 法苑珠林 T.2122 僧實救難  僧實救難  
255 續高僧傳 T.2060 面陳邪正  面陳邪正  
256 續高僧傳 T.2060 吐肉飛鳴  吐肉飛鳴  
257 傳法正宗記 T.2078 僧璨求法  僧璨求法  
258 〔續〕高僧傳 T.2060 慧思妙悟  慧思妙悟  
259 六學僧史 妙悟法華  妙悟法華  
260 〔續〕高僧傳 T.2060 七詔還都  七詔還都  
261 法苑珠林 T.2122 惠布度生  惠布度生  
262 〔續〕高僧傳 T.2060 靈藏度僧  靈藏度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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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法苑珠林 T.2122 諸州起塔  諸州起塔  
264 〔續〕高僧傳 T.2060 晉王受戒  晉王受戒  
265 續高僧傳 T.2060 勸度僧尼  勸度僧尼  
266 高僧傳 T.2059 棄財爲僧  棄財爲僧  
267 續高僧傳 T.2060 毒酒不死  毒酒不死(受戒行慈)  
268 〔續〕高僧傳 T.2060 清溪成地  清溪成地  
269 〔續〕高僧傳 T.2060 智璪見龍  智璪見龍  
270 六學僧史 智興扣鍾  智興扣鍾  
271 〔續〕高僧傳 T.2060 玄琬勸誡  玄琬勸誡  
272 傳燈錄 T.2076 三詔不赴  三詔不赴  
273 釋氏通鑑 法琳對詔  法琳對詔  
274 〔續〕高僧傳 T.2060 慧乘對詔  慧乘對詔  
275 釋氏通鑑 著內德論  著內德論  
276 〔續〕高僧傳 T.2060 法融馴獸  法融馴獸  
277 法苑珠林 T.2122 道像摧毀  道像摧毀  
278 佛道論衡 T.2104 智實上諫 智實上諫 
279 釋氏通鑑 黃巾誣謗 黃巾誣謗 
280 北塔銘 法順祈雨  法順祈雨  
281 法苑珠林 T.2122 通慧神異  通慧神異  
282 法苑珠林 T.2122 慈藏感禽  慈藏感禽  
283 佛祖統紀 T.2035 國清三聖  國清三聖  
284 佛祖統紀 T.2035 勸修淨業  勸修淨業  
285 〔續〕高僧傳 T.2060 玄奘取經  玄奘取經  
286 〔宋〕高僧傳 T.2061 窺基三車  窺基三車  
287 稽吉略 T.2037 寶掌千歲  寶掌千歲  
288 神僧傳 T.2064 法沖化糧  法沖化糧  
289 〔宋〕高僧傳 T.2061 天人侍衛  天人侍衛  
290 〔宋〕高僧傳 T.2061 上表不拜  上表不拜  
291 稽吉略 T.2037 儀文行布  儀文行布  
292 佛祖統紀 T.2035 泗洲僧伽  泗洲僧伽  
293 神僧傳 T.2064 萬里日回  萬里日回  
294 傳法正宗記 T.2078 七歲傳衣  七歲傳衣  
295 〔宋〕高僧傳 T.2061 遠禮文殊  遠禮文殊  
296 〔宋〕高僧傳 T.2061 義淨譯經  義淨譯經  
297 〔宋〕高僧傳 T.2061 制無盡燈  制無盡燈  
298 〔宋〕高僧傳 T.2061 還國傳法  還國傳法  
299 〔宋〕高僧傳 T.2061 北宗神秀  北宗神秀  
300 傳法正宗記 T.2078 南派慧能  南派慧能  

(普應國師)
(善世禪師)

301 稽吉略 T.2037 詔迎六祖  詔迎六祖  101
302 稽吉略 T.2037 敕禁僞經  敕禁偽經  102
303 〔宋〕高僧傳 T.2061 岳神受戒  岳神受戒  103
304 〔宋〕高僧傳 T.2061 曇璀遁跡  曇璀遁跡  104
305 傳燈錄 T.2076 頓悟法華  頓悟法華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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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宋〕高僧傳 T.2061    和帝受戒 *   道岸說戒 * 106
307 神僧傳 T.2064 華嚴度蟒  華嚴度蟒  107
308 傳燈錄 T.2076 曹溪一宿  曹溪一宿  108
309 〔宋〕高僧傳 T.2061 處寂高潔  處寂高潔  109
310 釋氏稽吉略 T.2037 帝問佛恩  帝問佛恩  110
311 〔宋〕高僧傳 T.2061 立壇祈雨  立壇祈雨  111
312 〔宋〕高僧傳 T.2061 勸修淨土  勸修淨土  112
313 神僧傳 T.2064 通玄造論  通玄造論  113
314 〔宋〕高僧傳 T.2061 一行造曆  一行造曆  114
315 神僧傳 T.2064 無畏祈雨  無畏祈雨  115
316 傳燈錄 T.2076 說法破竃  說法破竃  116
317 傳燈錄 T.2076 行思傳法  行思傳法  117
318 神僧傳 T.2064 蓮燈滿谷  蓮燈滿谷  118
319 〔宋〕高僧傳 T.2061 懷讓救僧  懷讓救僧  119
320 〔宋〕高僧傳 T.2061 子鄰救母  子鄰救母  120
321 〔宋〕高僧傳 T.2061 神會南參  神會南參  121
322 佛祖統紀 T.2035 左溪遁跡  左溪遁跡  122
323 〔宋〕高僧傳 T.2061 金臺迎接  金臺迎接  123
324 〔宋〕高僧傳 T.2061 天兵護國  天兵護國  124
325 〔宋〕高僧傳 T.2061 公主祈嗣  公主祈嗣  125
326 傳燈錄 T.2076 中使問道  中使問道  126
327 〔宋〕高僧傳 T.2061 放光入定  放光入定  127
328 〔宋〕高僧傳 T.2061 希遷夢龜  希遷夢龜  128
329 傳燈錄 T.2076 待鵲移巢  待鵲移巢  129
330 〔宋〕高僧傳 T.2061 山神獻地  山神獻地  130
331 〔宋〕高僧傳 T.2061 龍母湧泉  龍母湧泉  131
332 佛祖統紀 T.2035 飛錫卜地  飛錫卜地  132
333 〔宋〕高僧傳 T.2061 南陽國師  南陽國師  133
334 〔宋〕高僧傳 T.2061 慧聞鑄佛  慧聞鑄佛  134
335 〔宋〕高僧傳 T.2061 肅宗應夢  肅宗應夢  135
336 神僧傳 T.2064 懶瓚食殘  懶瓚食殘  136
337 〔宋〕高僧傳 T.2061 山翁指示  山翁指示  137
338 〔宋〕高僧傳 T.2061 自覺祈雨  自覺祈雨  138
339 佛祖統紀 T.2035 問法文殊  問法文殊  139
340 〔宋〕高僧傳 T.2061 指往徑山  指往徑山  140
341 華嚴感應傳 T.2074 毀僧感報  毀僧感報  141
342 〔宋〕高僧傳 T.2061 僧道角法  僧道角法  142
343 華嚴經感應傳 T.2074 誦偈出獄  誦偈出獄(누락) 143
344 〔宋〕高僧傳 T.2061 神人捨地  神人捨地(누락) 144
345 〔宋〕高僧傳 T.2061 懷空去虎  懷空去虎(누락)  145
346 〔宋〕高僧傳 T.2061 武侯後身  武侯後身(누락) 146
347 〔宋〕高僧傳 T.2061 神暄持咒  神暄持咒  147
348 稽吉略 T.2037 三生相遇  三生相遇  148
349 〔宋〕高僧傳 T.2061 百丈清規  百丈清規  149
350 〔宋〕高僧傳 T.2061 裴休贈詩  裴休贈詩  150
351 〔宋〕高僧傳 T.2061 倂息詩書  倂息詩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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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宋〕高僧傳 T.2061 澄觀造疏  澄觀造疏  152
353 〔宋〕高僧傳 T.2061 湛然止觀  湛然止觀  153
354 佛祖統紀 T.2035 少康念佛 少康念佛 154
355 〔宋〕高僧傳 T.2061 李渤參問  李渤參問  155
356 傳燈錄 T.2076 全家悟道  全家悟道  156
357 〔宋〕高僧傳 T.2061 無業頓悟  無業頓悟  157
358 〔宋〕高僧傳 T.2061 李翱參問  李翱參問  158
359 〔宋〕高僧傳 T.2061 智辨結緣  智辨結緣  159
360 〔宋〕高僧傳 T.2061 隱峰解陣  隱峰解陣  160
361 〔宋〕高僧傳 T.2061 宗密造疏  宗密造疏  161
362 釋氏稽吉略 T.2037 觀音顯化  觀音顯化  162
363 釋氏稽吉略 T.2037 韓愈參問  韓愈參問(누락)  163
364 傳燈錄 T.2076 樂天參問  樂天參問(누락)  164
365 傳燈錄 T.2076 文帝嗜蛤  文帝嗜蛤(누락)  165
366 傳燈錄 T.2076 船子和尚  船子和尚(누락)  166
367 神僧傳 T.2064 山神種菜  山神種菜  167
368 〔宋〕高僧傳 T.2061 知玄直諫  知玄直諫 168
369 佛祖統紀 T.2035 捨宅爲寺  捨宅爲寺(누락)* 169
370 水懺序 T.1910 悟達洗冤  悟達洗冤(누락)* 170
371 〔宋〕高僧傳 T.2061 從禮祈雨  從禮祈雨  171
372 〔宋〕高僧傳 T.2061 寧師食荷  寧師食荷  172
373 釋氏通鑑 二王問法  二王問法  173
374 佛祖統紀 T.2035 洞賓參問  洞賓參問  174
375 釋氏通鑑 閩王問道  閩王問道  175
376 佛祖統紀 T.2035 長汀布袋  長汀布袋  176
377 釋氏通鑑 爲僧報父  爲僧報父  177
378 〔宋〕高僧傳 T.2061 勸停沙汰  勸停沙汰  178
379 〔宋〕高僧傳 T.2061 聞法頓悟  聞法頓悟  179
380 佛祖統紀 T.2035 延壽放生  延壽放生  180
381 佛祖統紀 T.2035 螺溪興教  螺溪興教  181
382 佛祖統紀 T.2035 懇留利生  懇留利生  182
383 佛祖統紀 T.2035 四明中興  四明中興  183
384 佛祖統紀 T.2035 警歐陽修  警歐陽修  184
385 稽吉略 T.2037 御前升座  御前升座  185
386 稽吉略 T.2037 進輔教篇  進輔教篇  186
387 稽吉略 T.2037 聞雷悟道  聞雷悟道  187
388 稽吉略 T.2037 北邙山行  北邙山行  188
389 稽吉略 T.2037 草衣文殊  草衣文殊  189
390 佛祖統紀 T.2035 著護法論  著護法論  190
391 稽吉略 T.2037 飯僧䞋金  飯僧䞋金  191
392 佛祖統紀 T.2035 天母護身  天母護身  192
393 稽吉略 T.2037 普庵禪師  普庵禪師  193
394 啓聖實錄 真武施巾  真武施巾  194
395 稽吉略 T.2037 金光明懺  金光明懺  195
396 稽吉略 T.2037 慧遠入對  慧遠入對  196
397 佛祖統紀 T.2035 上問三教  上問三教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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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辯僞錄 T.2116 僧道辯論  僧道辯論  198
399 辯僞錄 T.2116 敕燒道經  敕燒道經  199
400 神僧傳 T.2064 膽巴國師  膽巴國師  200

    普應國師(101) 201
    善世禪師(102) 202

 
* 청 가경본에 색칠 된 항목은 석씨원류 성화본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임.

* 선운사본에서는 대흥륭사본의 하권 169 捨宅爲寺, 170 悟達洗冤이 누락되고 대

신 대흥륭사본 말미에 추가된 201 普應國師, 202 善世禪師 두 장면이 101, 102

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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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원사 〈석씨원류도〉와  

『석씨원류』 판화 비교 

2-6 摩耶託夢 5  摩耶託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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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각원사 〈석씨원류도〉의 장면 배열 순서표

동벽 남동

5 4 3 2 1
74 73 72 59 58 57 56 39 38 37 36 15 10 5 3   2

71 70 69 55 54 53 52 35 34 33 32 16 11 6 4       1

68 67 66 51 50 49 48 31 30 29 28 17 12 7

65 64 63 47 46 45 44 27 26 25 24 18 13 8
공양자상

62 61 60 43 42 41 40 23 22 21 20 19 14 9

북벽

9 8 7 6
132 131 130 119 118 117 104 103 102 89 88 87

129 128 116 115 114 101 100 99 86 85 84

127 126 125 113 112 111 98 97 96 83 82 81

124 123 122 110 109 108 95 94 93 80 79 78

121 120 107 106 105 92 91 90 77 76 75

남서 서벽

14 13 12 11 10
203 204 201 200 199 186 185 184 183 166 165 164 163 146 145 144

205 202 198 197 196 182 181 180 179 162 161 160 159 143 142

195 194 193 178 177 176 175 158 157 156 155 141 140 139

공양자상
192 191 190 174 173 172 171 154 153 152 151 138 137 136

189 188 187 170 169 168 167 150 149 148 147 135 13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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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각원사 〈석씨원류도〉와  『석씨원류』 판화 비교 도판 

9 8 문 7 6

● ● ● ● ● ●

10 5
● ●

11 불단 4
● ●

12 3
● ●

13 2

● ● ● ● ● ●

14 문 문 문 1

각원사 대웅전 벽화 시문 벽면 일렬 번호

각원사 석씨원류도 

 ○ 화제 앞의 번호는 벽면-일렬번호임

 ○ 도판 출처: 

    王振會 外,『劍閣覺苑寺明代壁畵』

    黃 河,『明代彩繪全圖-釋迦如來應化事蹟』   

    이영종 찰영 사진

1-1 最初因地

1-2 買花供佛 1-3 上託兜率 1-4 瞿曇貴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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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원류

대흥륭사본

(선운사본)

 대흥륭사본

 - 크기 : 총 38×22㎝ 

          사각형 구획 30×19.9㎝

          上圖下文 형식

 - 글자 : 18행, 각 행 16자

 - 大興隆寺募緣比丘圓道發心重刊

 ○ 상도하문은 선운사본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 전면 판화는 성화본 (사진 : 중국불교판화전집)
 ○ 일렬번호는 대흥륭사본 일렬번호임.

선운사판 하호연 석씨원류서 釋迦垂迹

最初因地 1 買花供佛 2 上託兜率 3 瞿曇貴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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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淨飯聖王 2-6 摩耶託夢 2-7 樹下誕生

2-8 從園還城 2-9 仙人占相 2-10 大赦修福

2-11 姨母養育  2-12 往謁天祠  2-13 園林嬉戲

2-14 習學書數 2-15 講演武藝 2-16 太子灌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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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淨飯聖王  5  摩耶託夢 6 樹下誕生 7 從園還城

 8 仙人占相  9 大赦修福  10 姨母養育  11 往謁天祠  

 12 園林嬉戲  13 習學書數  14 講演武藝  15 太子灌頂



- 264 -

2-17 游觀農務  2-18 諸王捔力 2-19 悉達納妃

3-20 五欲娛樂  3-21 空聲警策 3-22 飯王應夢

3-23 路逢老人 3-24 道見病臥  3-25 路覩死屍

3-26 得遇沙門 3-27 耶輸應夢 3-28 初啓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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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游觀農務  17 諸王捔力  18 悉達納妃  19 五欲娛樂  

 20 空聲警策  21 飯王應夢  22 路逢老人  23 道見病臥  

 24 路覩死屍  25 得遇沙門  26 耶輸應夢  27 初啓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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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夜半逾城 3-30 金刀落髮  3-31 車匿辭還  

3-32 車匿還宮 3-33 詰問林仙 3-34 勸請迴宮 

3-35 調伏二仙 3-36 六年苦行  3-37 遠餉資糧

3-38 牧女乳糜 3-39 禪河澡浴 4-40 帝釋獻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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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夜半逾城  29 金刀落髮   30 車匿辭還   31 車匿還宮

 32 詰問林仙  33 勸請迴宮  34 調伏二仙 35 六年苦行  

 36 遠餉資糧  37 牧女乳糜  38 禪河澡浴  39 帝釋獻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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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詣菩提場 4-42 天人獻草 4-43 龍王讚歎

4-44 坐菩提座 4-45 魔王得夢 4-46 魔子諫父 

4-47 魔女妶媚 4-48 魔軍拒戰 4-49 魔衆拽瓶

4-50 地神作證 4-51 魔子懺悔 4-52 菩薩降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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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詣菩提場  41 天人獻草  42 龍王讚歎  43 坐菩提座

 44 魔王得夢  45 魔子諫父  46 魔女妶媚  47 魔軍拒戰 

 48 魔衆拽瓶  49 地神作證  50 魔子懺悔  51 菩薩降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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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成等正覺  4-54 諸天贊賀 4-55 華嚴大法 

4-56 觀菩提樹 4-57 龍宮入定 4-58 林間宴坐  

4-59 四王獻鉢 5-60 二商奉食 5-61 梵天勸請 

5-62 轉妙法輪 5-63 度富樓那 5-64 仙人求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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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成等正覺   53 諸天贊賀  54 華嚴大法  55 觀菩提樹 

 56 龍宮入定  57 林間宴坐   58 四王獻鉢  59 二商奉食

 60 梵天勸請  61 轉妙法輪  62 度富樓那  63 仙人求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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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船師悔責 5-66 耶舍得度 5-67 降伏火龍  

5-68 急流分斷  5-69 棄除祭器 5-70 竹園精舍  

5-71 領徒投佛 5-72 迦葉求度 5-73 假孕謗佛  

5-74 請佛還國  6-75 認子釋疑 6-76 度弟難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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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船師悔責  65 耶舍得度  66 降伏火龍   67 急流分斷  

 68 棄除祭器  69 竹園精舍   70 領徒投佛  71 迦葉求度 

 72 假孕謗佛   73 請佛還國   74 認子釋疑  75 度弟難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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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羅睺出家  6-78 須達見佛  6-79 布金買地 

6-80 玉耶受訓 6-81 漁人求度 6-82 月光諫父 

6-83 申日毒飯 6-84 佛化無惱   6-85 降伏六師 

6-86 持劍害佛  6-87 佛救尼犍 6-88 初建戒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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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羅睺出家   77 須達見佛   78 布金買地  79 玉耶受訓

 80 漁人求度  81 月光諫父  82 申日毒飯  83 佛化無惱  

 84 降伏六師  85 持劍害佛   86 佛救尼犍  87 初建戒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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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敷宣戒法 7-90 姨母求度 7-91 度跋陀女 

7-92 再還本國 7-93 爲王說法  7-94 佛留影像

7-95 度諸釋種 7-96 降伏毒龍   7-97 化諸淫女  

7-98 阿難索乳 7-99 調伏醉象 7-100 張弓害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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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敷宣戒法 89 姨母求度  90 度跋陀女  91 再還本國 

 92 爲王說法   93 佛留影像  94 度諸釋種  95 降伏毒龍  

 96 化諸淫女   97 阿難索乳  98 調伏醉象  99 張弓害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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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佛化盧志 7-102 貧公見佛 7-103 老人出家 

7-104 醜女改容 8-105 夫人滿願  8-106 鸚鵡請佛 

8-107 惡牛蒙度   8-108 白狗吠佛  8-109 火中取子 

8-110 見佛生信  8-111 因婦得度 8-112 盲兒見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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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佛化盧志  101 貧公見佛  102 老人出家  103 醜女改容

 104 夫人滿願   105 鸚鵡請佛  106 惡牛蒙度   107 白狗吠佛 

 108 火中取子  109 見佛生信   110 因婦得度  111 盲兒見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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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老婢得度  8-114 勸親請佛 8-115 囑兒飯佛   

8-116 貸錢辦食 8-117 老乞遇佛 8-118 說苦佛來

8-119 談樂佛生 9-120 祀天遇佛 9-121 佛度屠兒 

9-122 度網魚人 9-123 度捕獵人 9-124 佛化醜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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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老婢得度   113 勸親請佛  114 囑兒飯佛   115 貸錢辦食

 116 老乞遇佛  117 說苦佛來  118 談樂佛生  119 祀天遇佛

 120 佛度屠兒  121 度網魚人  122 度捕獵人  123 佛化醜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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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救度賊人 9-126 度除糞人  9-127 施食緣起

9-128 目連救母 9-129 佛救嬰兒 9-130 金剛請食

9-131 鬼母尋子 9-132 小兒施土  10-133 楊枝淨水

10-134 采花獻佛 10-135 燃燈不滅 10-136 造幡供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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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救度賊人  125 度除糞人   126 施食緣起  127 目連救母

 128 佛救嬰兒  129 金剛請食  130 鬼母尋子  131 小兒施土  

 132 楊枝淨水  133 采花獻佛  134 燃燈不滅  135 造幡供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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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施衣得記 10-138 衣救龍難  10-139 說咒消灾

10-140 證明說咒 10-141 龍宮說法 10-142 天龍雲集

10-143 佛贊地藏 10-144 勝光問法 10-145 維摩示疾

10-146 文殊問疾 11-147 金鼓懺悔  11-148 楞伽說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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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施衣得記  137 衣救龍難   138 說咒消灾  139 證明說咒 

 140 龍宮說法  141 天龍雲集  142 佛贊地藏  143 勝光問法

 144 維摩示疾  145 文殊問疾  146 金鼓懺悔   147 楞伽說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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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 圓覺三觀 11-150 楞嚴大定 11-151 般若真空  

11-152 付囑國王 11-153 法華妙典 11-154 飯王得病  

11-155 佛還覲父 11-156 殯送父王 11-157 佛救釋種

11-158 爲母說法 11-159 最初造像  11-160 浴佛形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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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圓覺三觀  149 楞嚴大定  150 般若真空   151 付囑國王

 152 法華妙典  153 飯王得病   154 佛還覲父  155 殯送父王

 156 佛救釋種  157 爲母說法  158 最初造像   159 浴佛形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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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姨母涅磐 11-162 請佛入滅 11-163 佛指移石

11-164 囑分舍利 11-165 付囑諸天 11-166 付囑龍王 

12-167 請佛住世 12-168 天龍悲泣 12-169 魔王說咒

12-170 純陀後供 12-171 度須跋陀 12-172 佛現金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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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姨母涅磐  161 請佛入滅  162 佛指移石  163 囑分舍利

 164 付囑諸天  165 付囑龍王  166 請佛住世  167 天龍悲泣

 168 魔王說咒  169 純陀後供  170 度須跋陀  171 佛現金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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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 如來懸記 12-174 最後垂訓 12-175 臨終遺教

12-176 荼毗法則  12-177 造塔法式 12-178 應盡還源

12-179 雙林入滅 12-180 金剛哀戀 12-181 佛母得夢

12-182 升天報母 12-183 佛母散花 12-184 佛從棺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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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如來懸記  173 最後垂訓  174 臨終遺教  175 荼毗法則  

 176 造塔法式  177 應盡還源  178 雙林入滅  179 金剛哀戀

 180 佛母得夢  181 升天報母  182 佛母散花  183 佛從棺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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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5 金棺不動 12-186 金棺自舉 13-187 佛現雙足 

13-188 凡火不燃 13-189 聖火自焚 13-190 均分舍利

13-191 結集法藏 13-192 育王起塔 13-193 育王得珠

13-194 迦葉付法 13-195 迦葉入定  13-196 商那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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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金棺不動  185 金棺自舉  186 佛現雙足  187 凡火不燃

 188 聖火自焚  189 均分舍利  190 結集法藏  191 育王起塔

 192 育王得珠  193 迦葉付法  194 迦葉入定   195 商那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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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7 毱多籌算 13-198 蜜多持幡 13-199 馬鳴辭屈

13-200 龍樹造論 13-201 提婆鑿畔 14-202 天親造論

14-203 神僧應供 14-204 師子傳法 14-205 達摩西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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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毱多籌算  197 蜜多持幡  198 馬鳴辭屈  199 龍樹造論

200 提婆鑿畔 201 天親造論 202 神僧應供 203 十代明王

204 護法諸天 205 師子傳法 206 達磨西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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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 shi yuanliu (釋氏源流) and Paintings of 

Life of Buddha in China and Korea

Lee Youngjong

Dep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major: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Buddhist paintings and illustrated books on the 

life of Buddha which were printed on the woodblock in China and 

Korea. The book is titled The Origin and Transmission of Śākya’s 

House (Shi shi yuanliu 釋氏源流). Monk Baocheng(釋寶成) published the 

book and wrote a postscript in 1425(永樂本). Soon after he began 

work on a revised compilation of The Origin from 1434 to 1436. It 

contains 410 pairs of texts and illustrations with the layout; 

“illustration above, text below(上圖下文)”. Half a century later, a new 

edition was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Emperor Xian(憲宗, The 

Chenghua(成化) Emperor). The Emperor wrote a preface dated 1486. 

The composition was changed to 400 episodes, layout “illustration 

recto, text verso(右圖左文)”. Although seven blocks were newly 

carved, no changes are noticeable in design and style. But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Manchu Prince Yongshan(永珊, died 1797) 

made a new compilation entitled Shijia rulai yinghua shiji (釋迦如來應化

事蹟) in 1794. He changed the old and unrealistic illustrations and 

compiled 208 episodes related to Buddha and Indian Monk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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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woodblock illustrated books published in Ming and Qing 

dynasty have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the mural paintings of 

Buddha’s life. Especially on the walls of the Monastery of the 

Awakening Garden (覺苑寺) in Jian’ge, Sichuan where 205 scenes of 

Buddha and Indian monks were printed. No one can be sure exactly 

which edition was the textbook for the mural painting because there 

was no complete block book published in Da Xinglohgsi(大興隆寺) in 

China. Therefore some refered to different editions printed at the 

Chenghua(成化) era or Qing dynasty. This caused a lot of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ural painting. Fortunately, a 

complete block book was found which was reprinted at Meditation 

Cloud Monastery(Seonunsa 禪雲寺) in Korea in 1711 and all disputes 

could be specified: 1) the textbook of mural painting is the block 

book published in Da Xinglohgsi(大興隆寺) or the original textbook of 

Da Xinglohgsi(大興隆寺), 2) three episodes(No. 1‘Śākya descends 

His traces(釋迦垂迹)’, 205 ‘The Ten Great Luminous Kings(十代明

王)’, 206 ‘The Law Protecting Gods(護法諸天)’were not depicted on 

the 208 episodes of the woodblock book. The house for Śākyamuni 

Buddha(大雄殿) has images of Buddha, his disciples and bodyguards, 

so there was no need to delete three episodes for them. 

     In korea, it is the painting of the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八相圖)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ainting of life of Buddha. It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types: One is the painting 

from fifteenth century to mid-seventeenth century depicted in the 

woodblock prints of Shi pu xing jie(釋譜詳節, 1447) or Yue yin shi 

pu(月印釋譜, 1459). The other is the painting after end of eighteenth 

century which the main theme of the old type was succeeded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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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new episodes of Buddha’s originated to Shi shi yuanliu(釋

氏源流) were illustrated around the main theme. The woodblock 

illustrated books on the life of Buddha(Shi shi yuanliu 釋氏源流)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aintings of Buddha’s life since then in 

Korea. Many episodes has been selected specifically and depicted on 

the painting of the eight scenes of Buddha’s life(八相圖), especially 

on the mural painting of Tongdosa(通度寺). From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to early twentieth century, the woodbolck illustrated books 

published in Qing dynasty have been imported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paintings of the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Although Shi shi yuanliu 釋氏源流 had a great effect on the 

painting of Buddha’s life in China and Korea, there were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 follows: The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in Korea had developed by means of Shi pu xing jie(釋譜詳節) or 

Yue yin shi pu(月印釋譜) irrelevant to that of China since fifteenth 

century. Even after the end of seventeenth century when the 

iconographies of Shi shi yuanliu(釋氏源流) were depicted on the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the main theme of Shi pu xing jie(釋譜詳節) 

or Yue yin shi pu(月印釋譜) was not removed on the painting. 

Korean painters firmly tried to stick to their own traditions. 

      It is the woodblock illustrated book on the life of Buddha(Shi 

shi yuanliu 釋氏源流) that has varied the iconographies of painting of  

the Buddha’s life in east Asia. 

-----------------------------

keywords : Shi shi yuanliu(釋氏源流)  Baocheng(寶成)   woodblock  

Monastery of the Awakening Garden(覺苑寺) Tongdosa  Seonunsa

Student Number : 9611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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