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학위논문

明兆 筆 東福寺 <五百羅漢圖>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권 남 규





- i -

국 문 초 록

본고는 1386년 쿄토(京都) 토후쿠지(東福寺)의 화승(畵僧) 키치잔 민쵸

(吉山明兆, 1352-1432)가 제작한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이하 토후쿠

지본)의 중국 나한도 도상에 대한 수용 양상과 제작 배경을 분석하려 한

다. 토후쿠지본은 1178-88년 남송대 화가 주계상(周季常, ?-?)·임정규(林

庭珪, ?-?)가 제작한 <오백나한도>(이하 다이토쿠지(大德寺)본) 100폭을

모사하여 50폭으로 제작하였다. 토후쿠지본은 현전하는 작례(作例)가 드

문 일본 오백나한도 가운데 최고(最古)의 작품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토후쿠지본에 대한 서술은 무로마치(室町)시대(1336–

1573) 중국화의 수용의 한 일례로서 언급하거나 원본인 다이토쿠지본과

의 도상적 유사성을 고찰하는 수준에 그쳤다. 본고는 이에 다이토쿠지본

도상의 전래 과정과 토후쿠지본이 원본의 화폭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

석하여 중국 오백나한도 도상이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

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고는 토후쿠지본이 제작된 시기인 14세기

토후쿠지의 상황을 조명하여 이 작품이 제작된 동기에 대해 제시해보고

자 하였다.

토후쿠지본의 원본인 다이토쿠지본은 문헌사료와 현전 나한도들의 분석

을 통해 14세기 중반 이후 카마쿠라(鎌倉) 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다. 카마쿠라 지역은 13세기 중반 이후 켄쵸지(建長寺)와 엔가쿠지(圓覺

寺) 등 막부(幕府)의 후원을 받은 선종 사찰들이 다수 들어선 곳이었다.

이 사원들이 종교적 의례를 위해 중국 불화가 필요하였으므로 카마쿠라

지역에서는 중일 해상 무역이 활발히 이뤄졌다. 다이토쿠지본 역시 당시

카마쿠라에서 행해진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1380년대 쿄토에서 활동하던 민쵸는 카마쿠라 지역에 있던 다이토

쿠지본을 접하게 되었다. 민쵸가 다이토쿠지본을 보고 토후쿠지본을 제

작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우선 백의관음도(白衣觀音圖) 등 일본에 소

재한 송원대 도석화(道釋畵)를 널리 학습하고 모사하던 민쵸의 화업(畵

業)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화승 집단으로 이뤄진 토후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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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방(工房)은 다폭(多幅)으로 구성된 대작인 토후쿠지본을 제작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다이토쿠지본은 나한의 명상과 공양, 동물의 조복 등 과거부터 그려진

나한도의 도상들과 제작지인 영파(寧波)의 신앙을 반영한 새로운 장면들

을 100폭 안에 풍부하게 담고 있다. 반면 토후쿠지본은 화폭의 수를 다

이토쿠지본의 절반인 50폭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토후쿠지본에서 변화

된 구성으로 인해 작가에게는 도면에 묘사할 원본의 도상을 선택해야 할

과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토후쿠지본에서 취사된 도상들에는 몇몇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토후쿠지본은 우선 다이토쿠지본의 제작을 후

원한 남송(南宋)대 승려와 재가(在家) 신도의 초상적인 이미지들을 생략

하여 정형화된 나한의 인물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토후쿠지본은 원본

의 도상 가운데 동물의 조복(調伏)과 공양과 같은 나한의 알레고리

(allegory)적인 이미지들을 다른 도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 화폭에

가져왔다. 이 장면들은 카마쿠라시대(1185-1333)부터 일본에 유입된 중

국·일본 십육나한도의 화폭과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반면

다른 계통의 도상인 승려의 일상 생활 장면은 동물의 공양과 같은 극적

인 이미지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모사되지 않았다.

다이토쿠지본의 도상 가운데 주로 나한의 신이(神異) 부분을 선택하여

그려진 토후쿠지본의 경향은 일본 선종 승려들의 인식 속에서도 엿보인

다. 14-15세기 일본 선종 승려들의 문집은 주로 나한의 행하는 초자연적

인 능력에 주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이토쿠지본의 여러 도상들 가

운데 토후쿠지의 선승들이 인식한 나한을 가장 잘 시각화하여 드러내는

것은 신통력을 구사하는 나한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승려 등 불화의 수요자 측이 익숙한 이미지 위주로 송원 불화의 도상을

수용했던 양상은 남송 열반도(涅槃圖)의 모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

점은 토후쿠지본이 단순히 중국 회화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 선종계

의 신앙과 나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중국 회화의 도상을 선택적으로 수

용·재조합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14세기 토후쿠지에서 오백나한도가 제작된 사실은 당시 일본에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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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한과 관련된 의례와 토후쿠지의 재정적 상황에 비춰볼 때 그 이례

성이 드러난다. 나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 의례인 나한공(羅漢供)은

중세 일본의 선종 사찰에서 주로 십육나한을 위해 공적인 정기 의식으로

행해졌다. 현전하는 카마쿠라시대 이후 일본 나한공 의례문의 내용과 오

백나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십육나한도의 작례는 일본에서 오백나한

을 위한 의례가 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토후쿠지는 당시 일

본 선종 사찰에서 행해진 나한공의 경향과 반대로 오백나한도를 사용하

고 있다. 이 점은 토후쿠지가 더 극적이고 거대한 화면의 불화를 통해

나한공 의례의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나한공의 확대와 토후쿠지본의 제작은 당시 토후쿠지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14세기 초반 토후쿠지는 3차례의 화재

를 겪은 뒤 100여 년에 걸쳐 거금을 들여 사원 전각과 대불(大佛) 등을

재건하고 있었다. 당시의 재정적인 부담 속에서도 토후쿠지는 추가적으

로 민쵸에게 토후쿠지본 등의 대형 불화를 주문하였다. 당시 토후쿠지가

이와 같은 불사를 진행한 것은 무로마치시대 일본의 관사(官寺) 제도인

오산제도(五山制度) 안에서 사찰의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

로 추정된다. 토후쿠지본은 오산 안에서 제일가는 규모에 걸맞은 대형

불화이자 동시에 토후쿠지를 오백나한이 상주하는 성지인 천태산(天台

山)과 유비(類比)시키는 매개체였다. 토후쿠지 출신의 승려 쇼카이 레이

켄(性海靈見, 1315-1396)이 토후쿠지본에 붙인 제발의 내용 역시 민쵸의

작업 당시에 일어난 상서(祥瑞)와 민쵸의 특기할 만할 행적들을 기술하

고 있다. 이처럼 토후쿠지본의 규모와 도상, 제작 당시에 일어난 상서의

기록들은 관람자 측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무

로마치시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을 토후쿠지, 그리고 민쵸에게 집중시키

는 효과이다.

본고는 무로마치시대 토후쿠지가 오백나한도 도상을 수용한 상황을 구

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무로마치 시대 선종 사원의 나한

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중국회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토후쿠지본의 제작에 관하여 사찰의 위신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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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토후

쿠지본의 선별적 도상 수용과 그 활용을 살펴본 것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자 한다.

주요어: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키치잔 민쵸(吉山明兆, 1352-1432), 토

후쿠지(東福寺), 다이토쿠지(大德寺),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학 번: 2013-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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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토후쿠지(東福寺)는 일본 쿄토(京都)시 남부 히가시야마(東山)구에 위치

한 임제종(臨濟宗) 사찰이다. 이곳은 카마쿠라(鎌倉)시대(1185-1333) 쿄

토 궁정의 유력한 공가(公家)1)였던 쿠죠 미치이에(九條道家, 1193-1252)

의 후원으로 1236년부터 1273년에 걸쳐 지어졌다. 토후쿠지의 개조(開

祖)는 남송에서 임제종을 배우고 귀국한 쇼이치 국사(聖一國師) 엔니 벤

엔(圓爾弁圓, 1202-1280)이다(도 1, 2). 엔니는 항주 경산사(徑山寺)의 무

준사범(無準師範, 1177-1249)의 법통을 이어 임제종을 일본에 전하면서

도 일본 전래의 천태종(天台宗)·진언종(眞言宗) 승려를 아울러 문하로 삼

았다. 엔니와 그의 제자들은 훗날 토후쿠지를 중심으로 한 쇼이치파(聖

一派)를 형성하며 일본 내 선종의 보급에 일조했다.

토후쿠지에서 활동한 승려 가운데 미술사적으로 주목되는 인물이 무로

마치(室町)시대(1336-1573) 초기에 활동한 키치잔 민쵸(吉山明兆,

1352-1432)이다(도 3). 민쵸는 생애 대부분을 토후쿠지에서 지내면서 주

로 인물화와 대형 불화의 제작에 전념한 화승이었다.2) 그는 14세기 인물

화를 중심으로 종교적 의례(儀禮)를 위해 제작된 선종 회화가 15세기 산

수화와 시화축(詩畵軸) 등 감상용 수묵화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전통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되었다.3)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47폭

1) 쿄토에 소재한 일본 천황의 조정에서 벼슬을 맡은 문관들과 그 가문을 포괄하는 인물
들을 지칭. 헤이안시대 후기 이후부터 카마쿠라시대까지 무가(武家)·사사(寺社)의 세
력이 성장하면서 이 두 세력과 더불어 일본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한 문벌로 자리잡
았으나 점차 막부(幕府)를 중심으로 한 무가에 종속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공가의 가
격(家格)이 고착화되면서 각 가문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제한되었다. 靑木和
夫 等編, 『日本史大事典』2(東京: 平凡社, 1993), pp. 962-963. 본문에서 소개하는 쿠
죠 미치이에의 쿠죠 가문은 조정의 최고 관직인 섭정(攝政), 관백(關白) 등에 오를 수
있는 다섯 섭정가(攝政家) 중 하나였다.

2) 민쵸의 생애에 관하여서 다음 자료가 상세하다. 福島恒德, 「破艸鞋·明兆 小傳」, 山
口縣立美術館 編, 『禪寺の繪師たち : 明兆・霊彩・赤脚子』(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pp. 128-132; 福島恒德, 「明兆の制作背景ー明兆傳にあらわれる人びとー」,
『花園史學』27(2006), pp. 57-65.

3) 金澤弘, 「明兆とその前後」, 田中一松 編, 『水墨美術大系 第5巻: 可翁・黙庵・明兆』
(東京: 講談社, 1978), pp. 61-66; 田中一松, 「東福寺藏明兆筆大涅槃圖について」,
『國華』849(1962), pp. 594-605; 아키야마 테루카즈(秋山輝和), 이성미 역, 『일본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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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쿠지, 네즈미술관 분장(分藏). 이하 토후쿠지본)은 민쵸가 138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도 4).4) 토후쿠지본은 1178-88년에 남송 주계상(周桂

常)·임정규(林廷珪)가 제작한 <오백나한도>(쿄토 다이토쿠지, 미국 보스

턴미술관, 프리어-새클러 갤러리 분장. 이하 다이토쿠지본) 100폭과 그

도상이 매우 흡사하다(도 5). 다만 토후쿠지본은 각 폭이 담은 나한의 수

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원본의 100폭 구성을 50폭으로 축소 제작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토후쿠지의 화폭은 나한들이 일으키는 신통력과 인물·동물들의 나한에

대한 공양, 맹수의 조복(調伏), 수행의 모습을 채색 안료를 사용하여 다

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후대에 이 작품은 사찰 밖으로 유출된 뒤 45폭은

토후쿠지로 돌아왔고 2폭은 토쿄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에 소장되었으

며 나머지 3폭은 현재 소재가 불명확하다. 그림의 각 폭에는 정확한 작

가와 제작 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이 없으며 ‘東福寺’라는 묵서명만이 토후

쿠지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줄 뿐이다(도 6). 다만 일본의 미

술사학자들은 사찰의 전승과 연구자들의 양식적인 분석, 그리고 1930년

에 토후쿠지의 고문서를 참고해 찬술한 『동복사지(東福寺誌)』 등의 역

사 기록을 통해 이 그림을 토후쿠지에서 활동한 민쵸의 작품으로 간주하

고 있다.5) 한편 토후쿠지에는 토후쿠지본의 밑그림 혹은 분본(粉本)으로

추정되는 50폭의 백묘화(白描畵)와 지본채색화(紙本彩色畵)가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을 통해 토후쿠지본 가운데 유실된 나머지 3폭의 도상에

관한 유추가 가능하다(도 7).6)

민쵸의 토후쿠지본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나한도에서 희귀하고 주목할

사』(소와당, 2010), pp. 153-187.
4) 토후쿠지본 가운데 네즈미술관 소장본 2폭은 2016년 7월 미술관의 허가로 수장고에서
열람과 조사가 가능하였다. 조사를 허가해주신 네즈미술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네즈미술관 측에서의 조사를 중개를 해주시고 논문의 자료 수집에 관해 많은
조언을 주신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시마오 아라타(島尾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
린다.

5) 토후쿠지본의 전세 내력과 진위 문제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작품 정보는 山口縣立美
術館 編, 앞의 도록, pp. 137를 참고.

6) 간행된 도록 가운데 토후쿠지본이 소형 도판으로 전부 게재된 것은 文化廳 監修,
『國寶·重要文化財大全』1(東京: 每日新聞社, 1997)이 있다. 토후쿠지본의 분본은 토쿄
문화재연구소(東京文化財硏究所)에 네거티브 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 3 -

만한 예이다. 우선 이 작품은 카마쿠라-무로마치시대를 통틀어 일본에서

현전하는 나한도 가운데 십육나한이 아닌 오백나한을 형상화한 매우 드

문 사례이기 때문이다.7) 또한 50폭으로 구성된 오백나한도가 동아시아의

오백나한도 제작 전통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인 점도 특기할 만하

다. 14세기까지 중국과 한국의 오백나한도 가운데 현전작을 살펴보면 다

이토쿠지본과 같은 100폭 세트, 한국과 일본·미국에 분장된 고려 오백나

한도와 같이 나한을 1폭에 1명씩 그린 500폭 세트, 혹은 일본 치온인(知

恩院) 소장 <오백나한도>와 같이 단폭에 나한들을 그린 작품 등이 확인

된다(도 8, 9). 그러나 50폭으로 구성된 오백나한도는 14세기에 걸쳐 제

작된 중국과 한국 나한도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렵다.8) 반면 일본에서

는 토야마(富山)현 즈이류지(瑞龍寺),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 소장

<오백나한도>, 에도(江戶)시대(1603-1868) 운코쿠 토호(雲谷等甫,

?-1730)의 <오백나한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0폭 구성의 오백나

한도는 토후쿠지본이 만들어진 시기 이후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었

다(도 10, 11). 이 점에서 토후쿠지본은 일본에서 전개된 오백나한도 제

작 전통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토후쿠지본이 지닌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논고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토후쿠지본를 다룬 소수의 논고

들은 주로 14-15세기 수묵화를 중심으로 중국 회화의 일본 내 수용 양

상과 관련하여 민쵸의 작품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또는 토후쿠지본과 그

원본으로 추정되는 다이토쿠지본과의 연관성을 다룬 논고가 대부분이었

다.

첫 번째 연구 경향의 논문 가운데 타나카 이치마츠(田中一松)가 쓴 글

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사 논고 중 민쵸의 오백나한도를 다룬 가

7) 각주 5를 참조.
8) 중국의 나한도 작례의 비교를 통한 고려시대 한국 나한도의 연구는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한국미술연구소, 2014), pp. 77-129를 참고. 송원대 나한도의 작례는 Marsha
Weidner ed., Latter Days of the Law: Images of Chinese Buddhism 850-18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嶋田英誠·中沢富士雄等 編, 『世界美
術大全集 東洋編6 南宋·金』(東京: 小学館, 2000);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宋元仏
畵 : 開館40周年記念特別展』(横濱: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2007); 井手誠之輔, 『日本
の美術　418 : 日本の宋元佛畵』(東京: 至文堂, 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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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른 시기의 논문 중 하나이다. 그는 네즈미술관 소장 토후쿠지본을

민쵸가 송대 수묵화의 양식을 원숙하게 구사하여 제작한 대표작으로 간

단히 소개하였다.9) 보다 후대의 연구자 가운데 카나자와 히로시(金澤弘)

는 토후쿠지본의 세밀한 인물 표현과 주변 배경의 어색한 묘사를 대조하

고 양자 사이에 유기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쵸의 주된 활동 영

역을 인물화로 규정하였다.10) 에비네 토시오(海老根聰郞)는 카마쿠라-무

로마치시대 선종 승려들의 다양한 중국화 수용 양상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쵸를 수묵화를 주로 그린 여기(餘技)적인 선종 화가가 아닌, 채색화 중

심의 직업적인 선종 화가로 보았다. 이와 동시에 에비네는 민쵸의 작품

가운데 토후쿠지본에서 보이는 단조로운 선묘(線描)에 의한 윤곽선의 강

조 및 평탄한 색과 화면 구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 경향이 다이토쿠지

본 등 송대 회화에서 보이는 대기(大氣)의 감각, 미묘한 입체감을 살린

색채 등의 경향을 배제한 채 일본의 전통적인 회화 양식으로 회귀한 것

으로 파악하고 민쵸를 독특한 화가로 간주하였다.11) 카나자와와 에비네

의 서술은 거시적으로 13-14세기 선승 화가 가운데 전문화된 화가로서

민쵸의 화가상(畵家像)을 정립하고 토후쿠지본을 민쵸에 의해 제작된 공

적(公的)이고 모뉴멘털(monumental)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장한 점이

공통된다. 한편 1998년 야마구치현립미술관(山口縣立美術館)에서 개최된

『선사의 회사들-민쵸·레이사이·셋캬쿠시-(禪寺の繪師たち―明兆・霊彩・

赤脚子―)』 전시 도록은 토후쿠지본에 대한 단독 연구서는 아니지만 작

가 민쵸와 그가 활동한 토후쿠지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종합적인 연구

성과로 주목된다. 이 전시는 카마쿠라·무로마치시대 토후쿠지를 중심으

로 활동한 화승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

했던 무로마치 불화를 적극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이 도록은 전세(傳

9) 田中一松, 「明兆筆五百羅漢圖」, 『田中一松繪畵史論集』1卷(東京: 中央公論美術出版,
1985), pp. 47-49.

10) 金澤弘, 앞의 논문(1978), pp. 61-66; 金澤弘, 「明兆畵事」, 『禪文化』33(1964), p.
43; 金澤弘 編, 『日本美術繪畵全集 第1巻: 可翁・明兆』(東京: 集英社, 1977), pp.
102-105.

11) 海老根聡郎, 「漢の世界の成立と展開」, 『日本美術全集』12(東京: 講談社, 1992), pp.
145-153; 海老根聡郎, 『日本の美術　 333:　水墨畵ー黙庵から明兆へ』(東京: 至文堂,
1994), pp. 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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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하는 민쵸 작품의 상당수를 도판으로 게재하고 민쵸의 생애와 후대의

평가에 관한 논고, 민쵸에 관한 사료 원문들을 같이싣고 있다. 따라서 현

재까지 이 논문은 민쵸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논고들이 토후쿠지본과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이 유사하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2000년대에는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토후

쿠지본의 원본이 다이토쿠지본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논고들이 등장

했다. 토후쿠지본와 다이토쿠지본의 관계에 대한 이 글들의 논의는 2장

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이 연구들은 현전하는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밝히

기 어려운 두 작품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분석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센카이 요시유키(仙海義之)는 토후쿠지본의 경물(景物) 구성이 다

이토쿠지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쵸의 중국 회화

학습의 원천 중 하나로 다이토쿠지본을 제시하였다.12) 이후 타니구치 코

세이(谷口耕生)는 센카이의 의견을 계승하여 다이토쿠지본 가운데 1637

년 키무라 토쿠오(木村德應, 1593-?)에 의해 다이토쿠지에서 후보(後輔)

된 6폭의 도상이 원본의 도상을 계승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토후

쿠지본의 화폭을 거론하였다.13)

토후쿠지본이 이처럼 학자들의 이목을 거의 끌지 못한 데에는 우선 일

본 미술사의 전반적인 서술에서 무로마치시대에 제작된 채색 불화에 대

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전술(前述)한 연구 중 타나카와 카나자와, 에비

네의 연구는 채색 불화인 토후쿠지본을 채색 불화가 아니라 무로마치시

대 전후에 발생한 수묵화의 발전 과정 안에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사의 회사들』의 서론에서 언급된 지적과 상통한다.

이 글에서 저자 시마오 아라타(島尾新)는 카마쿠라시대와 무로마치 초기

미술의 초점을 각각 불화와 수묵화에 맞춘 일본 내의 통념과 일본 미술

사 서술 안에서 무로마치 불화의 미약한 위치를 피력하고 있다.14) 이 점

12) 仙海義之, 「明兆による中國畵の學習--「五百羅漢圖」東福寺本と大德寺本との比
較」, 『鹿島美術財團年報』18, 2000, pp. 304-314.

13) 谷口耕生, 「木村德應筆五百羅漢圖ー失われた大德寺本六幅をめぐって」, 『大德寺傳
來五百羅漢圖　 銘文調査報告書』(奈良: 奈良國立博物館; 東京: 東京文化財硏究所,
2011), pp. 256-261.

14) 山口縣立美術館 編, 앞의 도록,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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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회화에 대한 개론서인 아키야마 테루카즈(秋山光和)의 『일본회

화사(日本繪畵史)』나 근래 야마시타 유지(山下裕二)·타카기시 아키라(高

岸輝) 공편(共編)으로 출간된 『일본미술사(日本美術史)』의 서술에서 단

적으로 확인된다. 두 책은 카마쿠라 후기 선승들에 의해 제작된 인물화

를 중심으로 송원의 수묵화가 수용된 이후, 무로마치 초기에 활동한 텐

쇼 슈뷴(天章周文, 1414-1463)과 셋슈 토요(雪舟等楊, 1420-1506)를 중심

으로 수묵산수화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소개하였

다.15) 이러한 서술은 카마쿠라시대까지 기존 불교 종단의 기복(祈福)적

예배를 목적으로 한 화려한 불교 미술과, 반(反)의례적이고 개인적인 깨

달음을 중심으로 한 선종 미술을 구별하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글로 타나카 이치마츠가 13-14세기 초기 수묵화의 흐름을

다룬 논고를 들 수 있다. 타나카는 중세 일본의 선종 미술이 밀교(密敎)

등 기성 교단에서 예배를 위해 사용된 미술을 수묵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산수화 등 선종적인 의식을 투영한 감상용 미술로 대치시켰다고 주

장하였다. 그는 또한 수묵으로 그린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畵)의 백의관음

(白衣觀音)이나 달마(達磨), 한산(寒山) 습득(拾得)과 같은 존상(尊像)에

도 선종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 작품들을 예배용 그림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화로 해석하였다.16)

위와 같은 기존 연구는 수묵화를 무로마치 미술의 새롭고 혁신적인 움

직임으로 주목한 반면 선종 사찰에서 제작되고 의례용으로 사용된 채색

불화 등의 미술품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실제로 무로마

치시대 선종 교단에서 제작·사용된 미술품들은 수묵화에 한정되지 않았

다. 민쵸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만 살펴보아도 수묵산수화가 거의

없다. 대신 그의 작품은 중국 작품을 모사한 도석인물화, 선종 승려의 초

상화인 정상(頂相), 채색 불화 등 무로마치시대 이전부터 꾸준히 제작되

고 사찰에서 사용된 비교적 전통적인 종류의 회화를 아우르고 있다.17)

15) 아키야마 테루카즈, 앞의 책, pp. 153-187; 高岸輝·山下裕二 監修, 『日本美術史』(東
京: 美術出版社, 2014), pp. 132-133, 144-145.

16) 田中一松 , 「初期水墨畵壇の槪況-序章」, 田中一松 編, 『水墨美術大系 第5巻: 可翁・
黙庵・明兆』(東京: 講談社, 1978), pp. 38-44.

17) 비롯한 민쵸의 현전 작품의 목록은 山口縣立美術館 編, 앞의 도록, pp. 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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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자들은 13-14세기 선종 사찰의 채색 불화들을 주로 송원대

의 수묵화가 새로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을 논할 때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민쵸의 채색 불화들은 일본 수묵화의 발전 과정 안에서 선

종 사찰 내부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동향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

다.18) ‘무로마치시대는 수묵화의 시대’로 간주한 일본미술사의 서술에서

민쵸와 그의 오백나한도는 선종 사찰에서 전개된 초기 무로마치 미술의

비주류적인 경향 이상으로 평가되기 어려웠다.

일본에서 토후쿠지본의 연구가 진척되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는 나한도

의 양식에 천착한 연구 경향도 지적할 수 있다. 오백나한도를 비롯한 나

한도의 도상들은 나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명확하고 통일된 경

전에 근거를 두고 형상화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오백나한 신앙이 등장하

기 이전부터 존숭된 십육나한 신앙의 경우 현장(玄奘, 602-664)이 번역

한 불경인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

記)』(이하 『법주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주기』에는 16

명의 신통력을 갖춘 나한이 등장하고 있으나 나한들의 이름만 언급될 뿐

각각을 구별할 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지물(持物)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

다.19) 오백나한 신앙은 『법주기』와 같이 널리 유포된 경전도 없이 절

강성(浙江省) 천태산(天台山)에 오백나한이 기거하고 있다는 전승에 근

거하여 당 말기부터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이 지역을 중심

으로 등장한 오백나한들에 대한 신앙은 주로 고승전(高僧傳)이나 지방지,

비문 등에서 보인다.20) 특히 오백나한 역시 십육나한과 마찬가지로 나한

의 존명을 적은 사례가 1134년 강음군(江陰軍, 오늘날 강소성(江蘇省) 강

음시(江陰市))에 세워진 건명원(乾明院)에 있던 비문에서 확인된다.21) 그

러나 이 목록만으로는 오백나한 각각의 나한이 그림에서 어떤 개성을 드

18) 金澤弘, 앞의 논문(1978), p. 66.
19)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説法住記』, T2030, 49:0013a-0013b
20) Bong Seok Joo, “The Arhat Cult in China from the Seventh through Thirteenth
Centuries: Narrative, Art Space and Ritual”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2007), pp. 112-116.

21) 高道素, 『五百羅漢尊號』, 傳正有限公司編輯部 编, 『乾隆大藏經』161(台北: 寶印佛
經流通處, 1997), pp. 426-445. 국문 논저에서의 수록은 신광희, 앞의 책, pp. 39-4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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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지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세 일본의 화가들이 나한도를 제작하는 데에 주로

참고한 것은 경전에서 성문화된 나한의 시각적인 특성이 아니라 중국에

서 그려진 나한도들이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16나한도의 도상들은 이공

린(李公麟, 1049-1106)이나 관휴(貫休, 832-912)22) 등 나한도로 유명한

작가가 그렸다고 전칭되는 몇몇 계통의 중국 나한도를 범본으로 삼아 재

생산되었다.23) 근래까지 일본의 나한도 연구는 주로 개별 나한도들을 어

느 계열에 속하는지 분류한 것이었다. 이 논고들은 다른 작품과의 양식

적인 비교를 통해 나한도의 제작 연도 및 맥락, 화풍상의 영향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반면 16나한도의 도상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에 관하여서는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24) 제작 사례가

거의 없는 중세의 500나한도의 경우에서도 16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도상

의 내용을 분석한 일본 학자의 연구는 근래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센카

이와 타니구치의 연구 역시 토후쿠지본의 도상적 원천이 다이토쿠지본이

라는 점을 양식 분석을 통해 지적하는데 주안을 두었을 뿐 도상의 내용

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학자인 웬퐁(Wen Fong)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송대에 이르는 여러 경전을 참고

하여 다이토쿠지본 속 각 도상의 의미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일

본 측에서 이루어진 다이토쿠지본에 대한 도상 연구는 이데 세이노스케

22) 관휴는 당말에 중국 강남과 사천 지방에서 활동한 승려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
과 『익주명화기(益州名畵記)』에는 그가 지인을 위해 꿈에서 본 나한의 모습을 그려
주었다는 일화와 송태종에게 그의 십육나한도가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의
나한도는 두터운 눈썹과 큰 눈, 늘어진 임와 우뚝 솟은 코 등 호승의 괴이한 이미지
가 특징적으로 알려졌다. Wen Fong, 앞의 논문, pp. 36-76; 高崎富士彦, 『日本の美
術　234 : 羅漢圖』(東京: 至文堂, 1994), pp. 39-47.

23) 海老根聡郎, 앞의 책(1994), pp. 58-59; 百橋明穗, 『佛敎美術史論』(東京: 中央公論美
術出版, 2000), pp. 387-389.

24) 필자가 접한 논고 가운데 16나한도의 도상의 내용에 대해 분석한 얼마 안되는 일본
논고는 나카무라 코지에 의해 저술된 글들이었다. 나카무라는 용과 호랑이를 조복하
는 나한의 이미지 등이 불전에서 등장하는 설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고승전(高僧傳)』, 『속고승전(續高僧傳)』을 비롯한 승려들의 전기와 다양한 불전
을 인용하여 나한도에 내재된 이야기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中村興二, 『十六羅漢圖像
學事始め』(奈良: 萌書房,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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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手誠之輔) 등에 의해 2000년대에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25) 센카이

의 토후쿠지본 연구가 원본인 다이토쿠지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향 관계

를 조명하는 연구에 그친 것은 위와 같은 일본 내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후쿠지본이 민쵸의 작가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아

닌 점 역시 학자들의 주목을 덜 받은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민쵸가 장

년에 접어들어 원숙한 화가로 활동한 기간에 제작된 1408년 작(作) <불

열반도(佛涅槃圖)>나 <하마철괴도(蝦蟆鐵拐圖)> 등은 토후쿠지본처럼

중국 회화를 모사한 작품이지만 후자와 달리 자유롭고 변화가 많은 필선

(筆線)의 비수(肥瘦)가 화면에 드러난다(도 12, 13-1·2). 이러한 기법은

민쵸의 그림을 묘사하는 글에서 민쵸 특유의 ‘웅혼(雄渾)’한 필선으로 서

술되어왔다.26) 반면 토후쿠지본에서 민쵸는 원본(原本)의 인물들을 정확

하기 묘사하기 위해 후대의 작품들보다 비교적 일정한 굵기의 윤곽선을

사용하였다(도 14). 결론적으로 토후쿠지본이 일본의 미술사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작품이 민쵸의 색이 옅은, 활동 초창기의 단

순한 모작(摸作) 정도의 그림으로 인식된 점도 큰 이유로 보인다.27)

위에서 개괄한 무로마치 회화와 나한도에 대한 일본의 기존 연구는 토

후쿠지본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토후쿠지

본에서 다이토쿠지본의 도상 100폭이 50폭으로 재편성된 과정을 살펴보

25) Wen Fong, “Five Hundred Lohans at the Daitokuji”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58). 이데 세이노스케가 진행한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에 대한 일련의 연
구에 관하여서는 井手誠之輔,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の成立背景(承前)」, 國立文化財
機構奈良國立博物館, 國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硏究所 編,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京都: 思文閣出版, 2014), pp. 268-283를 참고.

26) 京都國立博物館, 東京國立博物館, 日本經濟新聞社文化事業部 編, 『禪 : 心をかたちに
: 臨濟禪師一一五〇年白隠禪師二五〇年遠諱記念』(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16), pp.
399-400; 東京國立博物館, 九州國立博物館, 日本經濟新聞社 編, 『「京都五山禪の文
化」展 : 足利義滿六百年御忌記念』(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7), pp. 352-353.

27) 토후쿠지본 이후에 제작된 <하마철괴도>와 같은 대형 불화에서 드러나는 거칠고 호
방한 윤곽선은 민쵸 회화의 특징적인 표현으로서 간주되었다. 민쵸의 이러한 필체는
2-2장에서 후술할 오백나한도 제작 당시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고 초상화를 보내준
일화에서 드러나는 민쵸의 성실한 성격과 결부되어 소박·우직한 민쵸의 주체성이 회
화적으로 드러난 결과물로서 이해되곤 하였다. 蓮實重康, 「吉山明兆の存在意義」,
『日本美術工藝』308(1964), pp.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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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본에서 독특하게 전개된 오백나한도를 이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에도 선학들은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토후쿠지본을 소개한 옛 논고들은 이 작품과 같이 일본에서 작례가 드문

오백나한도가 14세기 후반 당시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를 화가나 제작

사찰의 측면 등에 비춰 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토후쿠지본에

보이는 화폭의 축소와 구체적인 제작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

에서 주목하지 못한 토후쿠지본의 중요한 측면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다이토쿠지본을 비롯한 오백나한도가 토후쿠지

본의 제작 시점까지 일본에서 수용된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다이토쿠지본이 일본에서 어떻게 소장되었는지에 대한 기존 논

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다이토쿠지본이 어떻게 당

시 쿄토에서 활동하던 민쵸에 의해 모사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화가의

활동 전반에 비춰 설명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토후쿠지본이 원본인 다

이토쿠지본의 화폭 수를 줄이면서 어떻게 그 도상을 취사하고 모사했는

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토후쿠지본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당시 일본의 선종계에서 나한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다이토쿠지본 100폭은 토후쿠지본 50폭으로 압축, 제작되

는 과정에서 도상이 선별적으로 모사되었다. 이 도상의 선별 양상에 대

해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기존에 널리 유포된 송대의 십육나한도 도상과

선림(禪林)의 나한도에 대한 발문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

고자 한다. 본문의 마지막 장인 Ⅳ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토후쿠지본의 제

작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토후쿠지본 등의 나한도가 사용된 의

례인 나한공(羅漢供)은 무엇이었으며 또한 일본에서 나한공이 시행된 사

례를 통해 나한공의 성격을 조명해 보고자한다. 이 과정에서 14세기 토

후쿠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토후쿠지본의 제작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토후쿠지본 제작의 특이성이 당시

토후쿠지가 처한 오산제도(五山制度) 내 사격(寺格)의 불안에 대한 대응

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대규모 불사(佛事)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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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오백나한도 제작의 의미를 오산제도 내에서 토후쿠지가 처한 당

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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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이토쿠지본의 전래와 토후쿠지본의 제작

다이토쿠지본이 일본에서 전세된 과정과 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그

모사본인 토후쿠지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다이토쿠지본이 1170년대 절강성 영파(寧波)에서 완성된 이후 16세기

말 다이토쿠지에 봉안되기 이전까지의 소장 경로, 그리고 토후쿠지본의

원본의 정체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기록들은 세부적으로 상이점을 보이

고 있다. 두 작품이 시각적으로 명백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

상반된 사료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다이토

쿠지본의 전래와 민쵸가 다이토쿠지본을 모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

존 연구를 종합·보충하여 토후쿠지본 연구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1. 다이토쿠지본의 일본 전래

다이토쿠지본은 1170년대 절강성 영파 인근 동전호(東錢湖)에 있는 혜

안원(惠安院)에서 제작되었다.28) 이후 다이토쿠지본이 언제 일본에 유입

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힌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 작품이 일본에

들어온 뒤 다이토쿠지에 소장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3가지 문헌만

이 전할 뿐이다. 하나는 다이토쿠지의 기록을 집성한 『용보산 대덕선사

지(龍寶山大德禪寺志)』(1704-1711)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본래 다이토

쿠지본은 일본 동부 카마쿠라(鎌倉) 지역에 소재한 임제종 사찰 쥬후쿠

지(壽福寺)의 집물(什物)이었다. 이후 이 그림은 15세기 말부터 사가미노

쿠니(相模國, 오늘날 카나가와(神奈川)현 가운데 동북부 일부를 제외한

지역)를 할거하였던 다이묘 가문인 후호죠(後北條) 가문에 의해 즈이케

이지(瑞溪寺)에 안치되었다.29)30) 기록에서 언급된 즈이케이지는 후호죠

28)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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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후원으로 1521년에 창건된 하코네(箱根) 소운지(早雲寺)에 부속

된 사찰로 추정된다.31) 이후 16세기 말 토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1536?-1598)이 후호죠 가문을 멸망시킨 뒤 다이토쿠지본은 쿄토 호코지

(方廣寺), 다이토쿠지의 탑두(塔頭)32) 소켄인(總見院)을 거쳐 다이토쿠지

의 방장(方丈)에 소장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소운지의 사지(寺誌)

『조운사 기록(早雲寺記錄)』(1701)에 따르면 이 그림은 쥬후쿠지 혹은

카마쿠라의 또 다른 임제종 사찰인 켄쵸지(建長寺)의 집물이었으며 후일

소운지의 소유가 되었다. 이후 토요토미는 다이토쿠지본을 다이토쿠지의

탑두인 텐즈이지(天瑞寺)에 기진(寄進)하였고, 텐즈이지는 다시 이 그림

을 다이토쿠지 방장에 기증하였다고 전한다.33) 두 기록들이 찬술된 지

약 170여 년 뒤 일본미술사학자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

1853-1908)는 1894년 다이토쿠지본을 보스턴에서 전시하고 그 도록을 출

판하였다. 그의 전시 도록은 다이토쿠지본이 1246년 일본에 들어왔다는

다이토쿠지 측의 전승을 전하고 있다.34) 이 1246년은 켄쵸지의 개산 난

29) 『龍寶山大德禪寺志』, “五百羅漢像<禪月等所畵 總見院什物>百幅. 五百羅漢像百幅舊
是鎌倉壽福寺什物也. 後入小田原北條氏手而安本縣瑞溪寺. 北條滅後太閤秀吉公取之爲京
師大佛殿寺寶大佛殿. 乃古溪和尙所創故爲總見院什物也. 今存方丈者以借券”. 谷口耕生,
앞의 논문, p. 260으로부터 재인용.

30) 후호죠씨의 본래 성씨는 무로마치 막부에서 관직을 맡던 이세(伊勢)씨였으나 16세기
초반 호죠 이에츠나(北條氏綱, 1487-1541)가 카마쿠라 막부의 싯켄 가문이었던 호죠
가문의 후계자를 자칭하며 성을 바꿨다. 본 논고는 카마쿠라시대와 무로마치시대 후
기의 두 호죠 가문을 모두 언급하고 있으므로 구별의 편의상 후자를 후호죠씨로 칭한
다.

31) 후호죠가문의 3대 당주인 호죠 우지야스(北條氏康, 1515-1571)의 정실은 원호(院號)
로 즈이케이인(瑞溪院, ?-1590)으로 칭해졌다. 기록에서 등장하는 즈이케이지는 이 즈
이케이인의 후원으로 소운지의 주지를 개산으로 초청하여 건립된 사찰로 추정된다.
谷口耕生, 앞의 논문, pp. 260-261.

32) 탑두는 일본의 선종 사찰 내부에 조사나 고승의 사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탑
이나 암자 등을 지칭한다. 石田尙豊等 監修, 『日本美術史事典』(東京: 平凡社, 1987),
p. 573.

33) 『早雲寺記錄』, “今大德寺所在五百羅漢百幅閻次平筆. 元來建長寺什物又一說壽福寺什
物, 雲菴虛堂大應自讚三幅元來天源菴什物, 陸信忠ノ十王繪, 又古來當山之什物ニテアリ
シヲ秀吉京都御持參, 五百羅漢天瑞寺御寄進其後, 天瑞寺大德方丈寄進也. 雲-虛-大-三
幅白紙金襴陣羽織添大德寺御寄進. 十王繪同斷”. 谷口耕生, 앞의 논문, p. 260으로부터
재인용.

34) Ernest Fenollosa, A Special Exhibition of Ancient Chinese Buddhist Paintings,
Lent by the Temple Daitokuji, of Kioto, Japan. Catalogue (Boston: Mudge & Son,
189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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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륭(蘭溪道隆, 1213-1278)이 일본에 도착한 연도이므로 후대 연구는

이 전승에 비추어 난계도륭이 이 그림을 가져왔을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

였다.35)

18세기의 두 문헌이 전하는 다이토쿠지본의 이력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비슷하다.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그림은 먼저

카마쿠라 지역의 선종 사찰에 유입된 뒤 16세기 초반 소운지가 있는 하

코네 주변을 거쳐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쿄토로 옮겨졌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책의 언급은 다이토쿠지본이 후호죠 가문에

의해 소운지로 이동된 연도가 16세기 초반인 것만 암시할 뿐 그 이전에

다이토쿠지본이 언제 유입되었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페놀

로사가 인용한 전승은 명확한 문헌을 인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림이 일본의 어느 곳에 들어왔는지 밝히지 못한다.

그러나 다이토쿠지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과 별도로 14세기 중반 이후

를 기점으로 오백나한도에 대한 기록이 주로 카마쿠라 지역과 연관되어

발견되기 시작한다. 카마쿠라시대 오백나한도에 대한 기록으로는 14세기

중반 켄쵸지의 승려 하쿠안 소이(柏庵宗意, ?-?)의 의뢰로 오백나한도

50폭이 제작되어 사찰의 정문인 산문(山門)에 두었다는 『동해일구집(東

海一漚集)』의 기록36), 카마쿠라 지역에 소재한 엔가쿠지(圓覺寺) 부츠니

치안(佛日庵)의 소장품 기록인 『불일암 공물목록(佛日庵公物目錄)』

(1363)에 기재된 오백나한도 23폭에 대한 언급37)이 있다. 물론 이 기록

에 등장하는 오백나한도들은 그 도상의 전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이

토쿠지본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14세기 전후 카마쿠라 지역의 나한도들 가운데 다이토쿠지본 계

35) 谷口耕生, 앞의 논문, pp. 260-261.
36) 中巖圓月, 『東海一漚集』, 上村觀光 編, 『五山文學全集』2 (東京: 裳華房, 1906), pp.
920. “畵五百羅漢疏并序. 巨福名山, 惟爲海東第一法窟 ,元有千如來千觀音千地藏 ,于殿
于閣煒煒爗爗, 見者聞者莫不渇仰, 但以未有阿羅漢像爲缺典也. 山中頼有別宗令公, 飃逸
之才, 能作水墨之戲, 餘波及彩繪, 雖國工不能敵也. 故發志寫五百應眞, 永鎭山門, 膠靑所
糜非一力之能. 於是柏菴意公, 及諸勤舊, 同心協力贊助其縁, 仍製短疏仰于四檀, 各自隨
喜, 以成美事.”

37)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록, pp. 155-156, “一 細細々具足<在寶藏> (중략)
五百羅漢箱一合<卄三補>” 『부츠니치안 공물목록』의 전체 탈초문은 神奈川縣立歷史
博物館 編, 위의 도록, pp. 154-15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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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도상이 모사된 나한도의 실제 작례는 다이토쿠지본의 전래와 영향

력을 예증해준다. 현재 엔가쿠지에 소장되어 있는 오백나한도(이하 엔가

쿠지본)와 1420년대에 제작된 켄쵸지 소장 십육나한도에서 확인된다(도

15, 16). 엔가쿠지본은 토후쿠지본과 마찬가지로 1폭에 나한 10존씩 묘사

한 괘폭의 그림 50폭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가운데 33폭은 영파에서

활동한 화가 장사공(張思恭)의 작품으로 전하며 나머지 16폭과 1폭은 각

각 민쵸, 에도시대의 화가 카노 요센(狩野養川, 1753-1808)이 결실된 화

폭을 다시 만든 것으로 전한다.38) 엔가쿠지본을 소개한 논고와 도록들은

대개 이 작품을 원대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할 뿐 일본에 유입된 시기나

과거 사찰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거의 밝히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작품

을 단독 주제로서 논고로 저술한 사례도 역시 극히 적다.39) 다만 엔가쿠

지본은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답습하였고 인물 비례나 선묘가 이완되고

간략화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다이토쿠지본을 모방

한 후대의 작품인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본 논고는 3장에서 후

38) 장사공은 남송대 영파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중국 측의 문헌에서는 그의 전기가 남
아 있지 않으며, 『군대관좌우장기』에서 인물화·불화에 능한 화가로서 기록되어 있
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쿄토 로잔지(廬山寺) 소장 <아미타삼존도>, 쿄토 젠린지(禪林
寺) 소장 <아미타삼존내영도> 2점이 있다. 현전작으로 볼 때 장사공은 천태정토교(天
台淨土敎)의 중심지였던 영파에서 수요가 많았던 아미타불화를 전문으로 그린 화가일
가능성이 높다.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위의 도록, p. 160. 한편 에도시대에 작성된
『가노가 분본(狩野家粉本)』에 엔가쿠지본의 도상이 담긴 점으로부터 당시에 이미
엔가쿠지본이 장사공의 작품으로서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井手誠之輔, 「作品
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畵家の實存―西金居士筆、張思恭筆とされる佛畵の場合―」,
『うごくモノ—美術品の價値形成とは何か—』(東京: 平凡社, 2004), p. 249.

39) 2006년 고토미술관(五島美術館)의 전시 도록 『鎌倉 圓覺寺の名寶』는 엔가쿠지본을
남송-원대의 것으로, 『宋元仏畵 : 開館40周年記念特別展』,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　
銘文調査報告書』, 우메자와 메구미(梅澤惠)의 논문은 원대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러한 시대 비정에도 불구하고 엔가쿠지본의 원본 화폭과 후보 화폭의 제작 시
대와 제작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엔가쿠지본을 중심으
로 연구한 논고는 전술한 우메자와 메구미의 것이 유일하다. 梅澤惠, 「圓覺寺所藏五
百羅漢圖に關する硏究--畵中に描かれた人物像を中心に」, 『鹿島美術財團年報』
27(2009), pp. 474-482. 우메자와의 논고가 엔가쿠지본을 원대의 중국 작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타니구치는 이 작품의 시대 전칭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엔가
쿠지본과 토후쿠지본, 다이토쿠지본의 검토하면서 엔가쿠지본이 중국에서 만든 진본
이 아니라 다이토쿠지본과 토후쿠지본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간주하였다. 谷口耕生,
앞의 논문, pp. 259. 향후 엔가쿠지본에 대한 추가적인 양식과 재료 분석 등을 통해
작품의 구체적인 국적과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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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할 이유로 인해 이 작품군들이 일본에서 제작된 나한도일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한다. 한편 켄쵸지 소장 십육나한도는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그리면서도 화폭 속의 나한의 수를 2명으로 줄여 8폭의 그림에 총 16명

을 그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14세기 중반 이후의 기록에서 등장한 카마쿠라 지역의 오백

나한도와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차용한 나한도의 작례들은 당시 오백나

한도가 카마쿠라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록에

서 나온 작품은 현재 다이토쿠지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지는 확

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엔가쿠지본과 켄쵸지 십육나한도의 작례는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이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고 범본으로서 기능했음

을 보여준다.40)41)

중국에서 유래한 오백나한도와 카마쿠라 지역 선종 사찰과의 밀접한 관

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세기 이후 이 지역이 지닌 미술사적인 특수성

에 대해 짚어 봐야 한다. 카마쿠라 지역은 일본에 최초의 무가(武家) 정

권인 카마쿠라 막부(幕府)가 들어선 이후 천황과 귀족들이 거처로 삼던

쿄토와 더불어 정치적인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한편 카마쿠라 막부가 형

성되는 시기였던 12세기 후반 이후부터 중국에서 임제종을 배우고 돌아

온 묘안 에이사이(明菴榮西, 1141-1215) 등의 유학승들을 통해 점차 일

본에 선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4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가 정권과

선종이 긴밀하게 연결되게 된 계기는 1247년 호우지(寶治)의 합전(合戰)

이었다.43) 그 해 전(前) 쇼군(將軍) 후지와라노 요리츠네(藤原頼經,

40) 다만 그림이 아닌 오백나한상의 경우 카마쿠라 외의 지역에서도 작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오백나한상의 작례로는 1360년에 완성되었
다고 전하는 오이타(大分)현 라칸지(羅漢寺)의 오백나한 석상을 들 수 있다. 라칸지의
창건 당시의 상황과 오백나한 석상의 조성에 관하여 三谷紘平, 「豊前羅漢寺の成立と
その歷史的背景 : 南北朝期の法燈派禪の展開と中國羅漢信仰とのかかわり」, 『史學論
叢』40, 2010, pp. 1-21를 참고.

41) 카마쿠라 지역과 오백나한도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지적은 梅澤惠, 앞의 논문, p.
476을 참고.

42) 末木文美士等 編, 『新アジア佛敎史12 日本Ⅱ: 躍動する中世佛敎』(東京: 佼成出版社,
2009), pp. 106-108.

43) 호우지의 합전은 쇼군 후지와라노 요리츠네를 중심으로 한 쇼군파와 싯켄인 호죠 토
키요리의 싯켄파가 1242부터 1247년까지 막부의 실권 장악을 두고 빚은 갈등을 마무
리한 전쟁이다. 2세의 나이로 쇼군에 오른 요리츠네는 장성한 뒤 호죠 가문의 압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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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256)와 5대 싯켄(執權)44) 호죠 토키요리(北條時頼, 1227-1263)가

대립하는 동안 카마쿠라의 천태종과 진언종 교단은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왔던 요리츠네를 지지하였다.45) 호우지의 정변에서 승리하여 권력

을 강화한 호죠 가문은 자신에 반대하였던 사찰을 견제하고자 카마쿠라

에서 적극적으로 선종 교단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난계도륭·무학조원

(無學祖元, 1226-1286) 등 중국 임제종 승려들은 닷이 막부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카마쿠라에 머물게 되었다. 이 승려들은 막부가 위치한 카마쿠

라에 송대 사찰 건축 양식을 따라 켄쵸지와 엔가쿠지를 창건하여 그곳의

개조가 되었다.46)

막부의 후원을 업은 카마쿠라의 임제종 사찰들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

어온 문물(文物)들인 소위 카라모노(唐物)의 수요자였다.47) 이들 사찰에

로 1244년 아들 요리츠구(藤原頼嗣, 1239-1256, 재직 1244-1252)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요리츠네는 이에 불복하여 토쿄에서 호죠 가문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지만
1242년의 궁소동(宮騒動) 사건과 1246년 호우지의 합전에서 호죠씨에게 제압되고 만
다. 이 사건으로 호죠 가문이 세습하던 싯켄이 막부의 실세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다. 佐藤進一, 『日本の中世國家』(東京: 岩波書店, 1983), pp. 121-124.

44) 카마쿠라 막부에 설치된 통치기구인 만도코로(政所)의 직위. 싯켄은 쇼군을 보좌하여
정무를 통솔하는 직위이나 사실상 카마쿠라시대 동안 쇼군을 대신하여 막부의 실권을
장악한 최고 요직이었다.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 1192-1219, 재직 1203-1219)가
11세의 나이로 막부의 3대 쇼군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외조부인 호죠 도키마사(北條
時政, 1138-1215)가 처음으로 막부의 싯켄이 되었으며 이후 호죠 가문의 세습직이 되
었다. 靑木和夫 等編, 『日本史大事典』3(東京: 平凡社, 1993), pp. 902-903.

45) 쇼군 요리츠네와 호죠 가문의 대립 기간 동안 카마쿠라의 천태종·진언종의 승려들은
호죠 가문에 반대하는 기도(祈禱) 의식을 행하였다. 또한 요리츠네가 1242년 호죠 가
문에 의해 막부가 있던 카마쿠라에서 쿄토로 추방될 때 카마쿠라 지역의 고위 승직에
있던 승려들은 그를 따라갔다. 그 결과 13세기 후반 동안 천태종·진언종의 승려들의
카마쿠라에서의 활동은 막부의 싯켄들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다. 카마쿠라시대 막부
의 카마쿠라 지역 천태종·진언종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는 平雅行, 「鎌倉における顯
密佛敎の展開」, 伊藤唯眞 編, 『日本佛敎の形成と展開』(京都: 法藏館, 2002), pp.
175-203을 참고.

46) 末木文美士等 編, 앞의 책, pp. 118-120.
47) 카라모노는 일차적으로는 헤이안시대 이후 선박을 통해 중국·한국에서부터 일본으로
유입된 문물 전반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한편 카라모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본에
서 제작된 중국풍의 미술품 역시 카라모노로 불리는 점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중국적
인 문물 전반으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미술사에서 미술품을 화한
(和漢)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일본 외부의 중국·한국의 이미지와 일본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인상을 투영하여 만든 이미지에 모두 한(漢)이라는 단어로서
정의한 중층적인 인식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된다. 島尾新, 「日本美術としての
「唐物」」, 『唐物と東アジア』(東京: 勉誠出版社, 2016), pp. 21-3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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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본존으로서 경배하거나 전각의 내외부를 장엄하기 위해 불화와 공

예품 등이 다수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카마쿠라에는 카라모노를 수입하

기 위한 교역이 활성화되었다. 카마쿠라 지역의 중일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막부는 13세기 중반 이후 막부 직영의 무역선[御分唐船]

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48) 앞에서 언급한

『불일암 공물목록』은 카마쿠라시대 중국과 일본의 교역으로 일본 선종

사찰에 유입된 카라모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49) 『부츠니

치안 공물목록』이 작성된 부츠니치안은 엔가쿠지에 위치한 탑두이다.

이곳은 카마쿠라 막부의 8대 싯켄이었던 호죠 토키무네(北條時宗,

1251-1284)의 묘당(廟堂)으로 만들어져 이후 그의 가족묘로서 활용된 장

소였다. 오늘날 전하는 『불일암 공물목록』은 부츠니치안 측이 호죠씨

의 비호 하에 모은 카라모노들의 내역의 목록을 1320년에 처음 목록으로

작성한 뒤 1363년까지 소장품의 이동 내용을 조사해 수정한 결과물이다.

목록의 내용을 통해 부츠니치안의 승려들은 정상(頂相), 응화현성(應化賢

聖, 보살과 성승(聖僧) 등의 그림), 회분(繪分, 일반 회화), 묵적(墨蹟), 구

족(具足, 회화와 공예품 가운데 사찰 창고에 소장된 기타 구비 물품) 등

카라모노의 주제 및 형태, 용도에 따라 그 위계를 나누고 소장·활용했음

을 확인할 수 있다.50) 이 목록에는 도석인물화와 화조화 등과 더불어 위

에서 언급한 대로 오백나한도가 사찰에 비치된 구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불일암 공물목록』이 작성될 당시 부츠니치안에 소장된 오백나한도의

화폭 수는 50폭 내지 100폭이었을 전체 작품군에서 결본(缺本)을 제외한

23폭이었다.51) 부츠니치안에 소장되었던 오백나한도는 많은 화폭이 결실

되는 일 없이 전해 내려온 다이토쿠지본으로 보기는 어렵다.52) 그럼에도

48) 中村翼, 「鎌倉中期における日宋貿易の展開と幕府」, 『史學雜誌』119(2010), pp.
1702-1705.

49) 『부츠니치안 공물목록』에 수록된 유물의 수는 정상 39점, 보살과 산성(散聖) 등의
그림[應化賢聖] 8점, 일반 회화[繪紛] 21점, 묵적(墨跡) 가운데 중국 작품[唐分] 14점과
일본 작품[和分] 4점, 법의(法衣) 5점, 기타 구비물[具足]로서의 회화와 공예품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각주 37을 참조.

50)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록, p. 137.
51) 각주 37를 참조.
52) 현재 다이토쿠지본의 화폭 중 총 82폭의 원본이 쿄토 다이토쿠지에 소장되어있다.
나머지 18폭 중 6폭은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이미 소실되어 1637년 키무라 토쿠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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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13세기 이후의 카마쿠라의 밀접한 중일 무역 교류의 상황을 고

려한다면 다이토쿠지본이 14세기 중반 이후 카마쿠라의 선찰에 유입되었

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민쵸의 회화 제작 경향과 토후쿠지본

다이토쿠지본이 14세기 중반에 유입된 이후 얼마 뒤 1386년 토후쿠지의

화승 키치잔 민쵸는 토후쿠지본을 완성하였다. 민쵸의 생애에 대한 기록

은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발문, 그리고 후대 찬술된 사서를 통해 그 윤

곽을 확인할 수 있다. 민쵸는 아와지노쿠니(淡路國, 오늘날 효고(兵庫)현

아와지시마(淡路島)) 출생으로 어린 시절 그의 고향과 쿄토를 오가며 활

동한 쇼이치파의 승려 다이도 이치이(大道一以, 1292-1370)에게 입문하

였다. 다이도의 입적 이후 민쵸는 토후쿠지에 들어가 선찰 전각의 장엄

과 청소를 담당하는 하위직인 전주(殿主)를 맡았다. 1380년대 30대에 접

어든 민쵸는 토후쿠지본을 시작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인물화와

대형 불화를 제작하여 남겼다.53)

토후쿠지본 <오백나한도>에 대한 일차적인 기록은 다이도와 마찬가지

로 쇼이치파의 고승이었던 쇼카이 레이켄(性海靈見, 1315-1396)의 문집

인 『쇼카이 레이켄 유고(性海靈見遺藁)』에서 확인된다. 쇼카이 레이켄

은 토후쿠지본의 제작된 당시 이미 토후쿠지와 쿄토 난젠지(南禪寺)를

포함하여 여러 임제종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던 고승이었다.54) 그는 1383

년 민쵸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자화상에 찬문을 달아주

었다. 이 그림은 당시 토후쿠지본을 그리던 민쵸가 고향에 내려오라는

후보작으로 그린 작품이다. 그 외에 12폭은 메이지 시대까지 사찰에 잘 전승되었으나
1894년 페놀로사가 보스턴에서 기획전에 출품한 이후 12폭이 미국 보스턴미술관과
프리어갤러리에 남게 되었다. 현재 다이토쿠지는 화가 모리모토 코쵸(森本後凋,
1847-1905)가 이 결본을 모사하여 기진한 화폭을 보유하고 있다. 谷口耕生, 앞의 논문
을 참고.

53) 福島恒德, 앞의 논문(1998, 2006)을 참조. 다이도 이치이의 생애는 玉村竹二, 『五山
禪僧傳記集成 新裝版』(京都: 思文閣, 2003), pp. 327-330을 참고.

54) 쇼카이 레이켄의 전기는 玉村竹二, 위의 책, pp. 317-31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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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청을 거절하고 대신 어머니에게 보낸 그림이었다.(도 3) 이후

1386년 토후쿠지본이 완성된 뒤 쇼카이는 그림의 완성을 기념하여 찬문

「동복나한공발(東福羅漢供跋)」을 썼다. 이 기록들을 통해 민쵸가 토후

쿠지에서 오백나한도를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제작한 끝에 1386

년 완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부처가 나의 도가 아니니 누가 나의 도인가. 부모는 내가 친한

이가 아니니 누가 나의 친한 이인가. 옷은 헤어져도 계는 깰 수 없으

며 몸이 가난해도 도를 가난하게 할 수 없네. 여러 겁(劫) 동안 덕의

뿌리를 심으니 이 큰 서원의 수레를 탔네. 어느 날 붓끝을 잡아 일으

키니 500존의 대비구(大比丘)가 모습을 드러내었네. 아득히 옛날 늙은

선월(禪月) 선사55)를 생각하니 지금 여기 키치잔 민쵸의 풍모와 같네.

두 번째로 천태산(天台山)을 옮겨오니 보고 듣는 이들이 찬탄할 만하

다. 타이코안(退耕庵, 쇼카이 레이켄이 1346년 토후쿠지 내에 창건한

탑두)의 은자인 노인 쇼카이가 늙은 눈을 비비고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이는 기이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천상과 인간 세상의 드문 상서(祥

瑞)이다. 묻노니 키치잔은 누구인가. 요메이인(永明院, 토후쿠지 내 조

잔 쥰쿠(藏山順空, 1233-1308)의 탑두)의 법손(法孫)이자 치가쿠안(智

覺庵, 토후쿠지 내 다이도 이치이의 탑두)의 법사(法嗣)이다. 키치잔

민쵸 상인은 토후쿠지에서 오백나한도를 그리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자신의 모습을 그려 어머니에 드렸다. 그러므로 (제발에) 그 내

용을 담는다. 전 난젠지 주지 겸 타이코안 주지 쇼카이. 56)

동복나한공발. 혜봉(惠峰, 토후쿠지의 산호(山號)인 에니치잔(慧日山)

를 지칭) 민쵸 상인은 일본이 개국한 이래 최초로 탄슈(淡州, 아와지

55) 촉왕 왕건(王建, 재위 907-918)으로부터 선월대사(禪月大師)라는 존호를 받은 승려
관휴를 지칭한다.

56) 性海靈見, 『性海靈見遺稿』, 上村觀光 編, 앞의 책, pp. 1248-1249. “諸佛非我道, 何
者是我道. 父母非我親, 阿誰是我親. 衣破戒不破, 身貧道不貧. 多劫植德本, 乘此大願輪.
有時拈起一毛頭, 現出五百大比丘, 緬思昔時老禪月, 與此吉兆一風流, 移第二會天台山,
見者聞者可以嗟嘆. 退耕隱者性海叟, 摩挲老眼子細看也, 奇特不思議, 天上人間希有瑞.
且道吉山是爲誰. 永明之孫智覺之子. 吉山兆上人圖東福五百羅漢, 不得回郷, 自寫吾形,
奉呈北堂, 仍詰其證. 前南禪退畊菴主性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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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쿠니를 지칭)에서 나온 인물이다. 하늘이 그에게 진솔함을 주었고

자못 인정이 적었으나 그림을 사랑함이 골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그 묘함을 얻었다. 일찍이 (그는) 500 대아라한을 그려 삼문

(三門)에 걸었다. 그림 제작에 착수한 날 심부름하는 동자가 홋쇼지

(法性寺)의 길가에서 나한에게 제례하는 글을 주워 민쵸에게 바쳤다.

민쵸는 이 일을 길조로 여겨 상자 안에 제문을 깊이 간직하였다가 나

한도가 완성되어 이를 경찬하는 날에 꺼내 다이코 노선(老禪)에게 보

였다. 노선은 기쁨에 겨워 네 시구를 짓고 그 날을 기록하였다. “세속

을 멀리하는 500 존자들이 터럭 한 올 위에서 신통을 드러내었네. 상

인은 매우 능란하여 천태산에 접어들었으니 어느 새 그림 속에 몸을

나란히 하였네.” 지토쿠(至德) 병인년 10월 17일.57)

이 쇼카이의 발문들에서는 토후쿠지본의 원본이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민쵸가 모사한 작품은 쇼카이의 발문보다 후대의 기록인 『동복사지』에

57) 性海靈見, 『性海靈見遺稿』, 上村觀光 編, 위의 책, p.1243. “東福羅漢供跋. 惠峯兆上
人者, 日本開國最初淡州人事也, 天賦眞率, 頗少人情, 愛畵入骨髓, 丹靑得其妙也. 曾圖五
百大阿羅漢, 鎭之於山門, 下筆之日, 小使童子, 於法性之路傍, 拾得祭羅漢文, 獻之兆也.
以爲吉兆, 深秘在篋中, 羅漢功成而慶讃日出之, 示退畊老禪, 老禪不勝隨喜, 賦四句以記
其時日雲. 五百遠塵離垢者, 一毛端上現神通. 上人已熟天台路, 不覺兼身在此中. 至德丙
寅十月十七日, 南禪住山性海叟筆.”
한편 시동이 길에서 습득했다고 전하는 나한공의 발문 역시 다음과 같이 전한다.
山口縣立美術館 編, 앞의 도록, p. 185, “維應安七年今月初七日釋迦遺法之弟子等. 風聞
十六羅漢, 得佛親付屬, 見住世間, 紹隆佛法. 仍爲奉報恩德, 講謹以香華茶藥蔬食之饌, 聊
獻十六羅漢等. 伏以, 羅漢尊者, 張般若之錦帆, 超煩惱之欲海, 一生々清潔, 一歩々精修,
體如百錬鎔金, 心似一輪孤月, 或垂眉到地, 或眼放異光, 或居萬仭雪峯頭, 或在千尋烟樹
下, 亦有居金龕玉殿銀閣珠房石室香林天宮仙洞, 悉領百千眷屬, 皆住極果聖人也. 譬如旃
檀林, 唯有旃檀圍繞, 亦有赤鬂而手擎玉鉢, 有白足而耳掛金環, 無非法界麟龍, 盡是釋天
日月也, 經云, 皆得三明六通, 具八解脱者也. 共備香華燈燭齋供, 虔祈有請, 必通, 無求不
應, 億百千萬里, 如壯士屈伸臂, 降臨道場, 受如斯供養. 伏願, 十六羅漢率諸眷屬大阿羅漢
等, 同維場垂納紹饗. 尙享. ”
이 나한공 제문은 4장에서 후술할 조동종의 『형산청규(瑩山淸規)』에 수록된 십육
나한에 대한 공양 의식 제문과 거의 일치한다. 『형산청규』의 나한공이 조동종 외의
종파에서 행해졌는지에 관한 여부는 필자가 확인한 한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제문이 토후쿠지 혹은 다른 곳에서 행해진 나한공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이 제문을 통해 ‘청하면 반드시 통하고 구하면 응하지 않음이
없는’ 신통한 나한에 대한 당시 일본 사찰 측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자 한다. 『형산청규』에 수록된 나한공 제문은 『瑩山清規』卷之上, T2589,
82:0434b-0434c을 참고. 『형산청규』의 나한공에 대한 해설은 道端良秀, 『羅漢信仰
史』(東京: 大東出版社, 1983), pp. 218-22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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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민쵸의 전기와 에도시대의 화가 카노 에이노(狩野永納,

1631-1697)가 저술한 회화사 서적인 『본조화사(本朝畵史)』(1693)에서

등장한다. 이 기록들은 토후쿠지의 원본을 각각 엔가쿠지 내지 켄쵸지에

소장되어 있던 원대 화가 안휘(顔輝, 생몰년 미상)의 그림으로 언급하고

있다.58)59)

토후쿠지본의 제작에 대해 두 기록에서 거론하는 사찰의 이름은 다르지

만 모두 앞에서 언급한 카마쿠라 지역의 사찰에 소장된 그림을 들고 있

다. 위의 기록들은 원본이 된 작품이 카마쿠라 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시

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점들이 제기한다. 이 문제들은 카마쿠라 지

역에서 주로 알려졌던 다이토쿠지본 계통의 오백나한도 도상이 민쵸에

의해 모사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기록에서 토후쿠지본의 원본으로

지적하는 안휘의 작품의 정체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 즉 민쵸가 다이토쿠지본을 모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

한 답으로 우선 민쵸의 폭넓은 회화 학습을 들 수 있다. 민쵸가 오백나

한도를 모사하기 위해 카마쿠라의 사찰을 방문하였다는 기록 외에도

『동복사지』에 수록된 민쵸의 전기에는 불열반도를 모사하기 위한 여행

이 언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가 큐슈(九州)의 하카타(博多)에 있는

불열반도를 보기 위해 여행을 나선 도중에 만난 이인(異人)에게서 열반

도를 얻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60) 이 기록을 통해 민쵸는 일본 각

지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학습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직접 사찰을 방문하

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민쵸의 전국적인 불화 학습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는 <삼십삼관음도(三十三觀音圖)>의 백의

58) 「兆殿司傳」, 白石虎月 編, 『東福寺誌』(京都: 思文閣, 1930), p. 567. “永德之間, 發
誓圖五百應身, 去相陽模瑞鹿所藏之像.”; 「僧明兆」, 狩野永納, 『本朝畵史』(東京: 國
書刊行會, 1974), p. 54, “五百羅漢圖, 專效顔輝之圖, 顔輝眞跡在鎌倉建長寺, 明兆寫之,
歸東福寺後所畵也.” 밑줄은 필자.

59) 안휘는 여릉(廬陵) 출신의 화가로 남송 말에 활동한 화가이다. 원대 화사서(畵史書)
인 『화계보유(畵繼補遺)』와 『국회보감(國繪寶鑑)』에서는 그가 산수와 인물, 귀신,
도석화에 능한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다. 陳高華 編, 『宋遼金畵家史料』(北京: 文物出
版社, 1984), pp. 781-783.

60) 「兆殿司傳」,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 567. “又圖佛涅槃像, 兆先欲往筑之博多摸名
畵, 旣而治裝上途俄頃有異人, 自懷出□小軸授兆曰, 是涅槃像也, 筑紫之圖不可過此, 憐
子志以是欲代萬里鯨波之路, 言已不見, 兆不堪感喜, 持而歸矣.”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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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도(白衣觀音圖)를 들 수 있다. <삼십삼관음도>는 『묘법연화경(妙法

蓮華經)』의 「보문품(普門品)」 등의 내용을 전거로 삼아 위기에 처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백의관음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이 그림 속에 민

쵸가 그린 백의관음도의 도상들은 당시 일본 각지에 소장된 회화들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십삼관음도>에 묘사된 여러 관음상은 일본 각지에

소장된 여러 백의관음도들과 유사한 자세, 옷주름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

는 점이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도 17-1·2, 18, 19).61) <삼십삼관음

도>에 등장하는 관음상 하나하나는 이미 송원 회화 내지 이를 모방한

일본 회화가 익히 알려진 선종 사찰 측으로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을 것

이다. 오히려 민쵸의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단폭으로 그려진 기존

의 작품들을 두루 익히고 이를 <삼십삼관음도>라는 한 세트의 작품으로

새로 묶는 재구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쵸가 혼자 완성하기 어려웠을 오백나한도 50폭을 만들 수 있었

던 배경으로 토후쿠지에 회화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화가 집단이 존재했

던 점 역시 거론할 수 있다. 카마쿠라시대의 일본 사찰들은 특정 종단

및 사찰을 위해 전문적으로 불화를 제작하는 화가 집단인 에붓시(繪佛

師)들을 활용하였다. 에붓시 집단의 한 예로 일본에서 카마쿠라·무로마치

시대 혈연·사제관계로 연결된 화가들로 구성된 타쿠마파(託磨派)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쿄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쿄토 코잔지(高

山寺)·진고지(神護寺) 등의 밀교(密敎) 계통의 사찰을 위하여 작품을 제

작하였다.62) 토후쿠지의 경우 타쿠마파의 후원 사찰처럼 화가 집단의 활

동이 문헌을 통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쵸가 토후쿠지에서

오백나한도 외에도 높이가 8.8m에 달하는 <불열반도>를 비롯하여 <하

마철괴도>, <달마도(達磨圖)>,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 <백의관음

도> 등의 거폭(巨幅)의 작품, 다폭의 회화로 구성된 <삼십삼관음도>의

제작한 점은 당시 토후쿠지에 민쵸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여러 화

61) <삼십삼관음도>의 관음도상에 관한 논고로 立畠敦子, 「東福寺藏明兆筆三十三觀音
圖に關する一考察」, 『デアルテ』26(2010), pp. 41-70을 참고.

62) 타쿠마 파의 활동에 관한 개관은 藤元裕二, 『詫磨派硏究』(東京: 藝華書院, 2012),
pp. 17-2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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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도 12, 13-1·2, 17-1·2, 20,

21, 22-1·2). 실제로 무로마치시대 토후쿠지에서 활동한 레이사이(霊彩,

생몰년 미상)·셋캬쿠시(赤脚子, 생몰년 미상)·잇시(一之, 생몰년 미상) 등

의 화승들의 이름들이 『본조화사』 등의 사서와 그림을 통해 전하고 있

다.63) 이들의 작품 가운데에는 민쵸가 그린 회화들을 간략화된 형태로

반복 제작한 예들이 확인된다(도 23-25).64) 위의 화가들이 그린 백의관

음도, 한산습득도 등은 민쵸의 작품의 도상과 양식적 경향을 대부분 답

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백나한도의 경우에서도 토야마(富

山)현 즈이류지(瑞龍寺),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 소장 오백나한도 등

토후쿠지를 범본으로 삼으면서 화폭 크기를 줄인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그림들은 토후쿠지본이 다른 민쵸의 작품들처럼 토후쿠지 주변의

화가 집단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작된 회화의 모델로서 기능하였을 가

능성을 제기한다(도 10).65)

토후쿠지에 이처럼 화승 집단이 생긴 이유는 여러 탑두·부속 사찰들을

거느린 토후쿠지 자체와 14세기 들어 임제종 제파(諸派)에 속한 선찰들

의 불화 수요를 거론할 수 있다. 토후쿠지는 1236년 당시 쿠죠 미치이에

의 후원으로 착공된 사찰이었다. 쿠죠 미치이에가 1250년 자녀들과 후원

사찰들에 장원 등의 재산을 증여한 상속장인 『쿠죠 미치이에 총처분장

(九條道家惣處分狀)』은 토후쿠지의 전각과 불상, 사찰에 귀속된 장원의

목록을 적고 있다. 이 기록에서 토후쿠지는 법당과 삼문(三門), 승당(僧

堂), 방장(方丈), 욕실, 화장실[東司]과 같은 남송 사찰 양식의 전각과 더

63) 「僧明兆」, 狩野永納, 『本朝畵史』(東京: 國書刊行會, 1974), p. 56-57, 202, “僧一之,
稱江藏主, 曾隨明兆而學畵, 今見一之所筆之文殊像, 且傚雪磵之蒲衣文殊.”, “僧寒[或寒作
堪]殿主, 號赤脚子, 居東福寺, 師明兆, 善畵佛像人物, 而終不及兆, 但其佛像亦過於他, 東
福三門閣上樂器圖, 相傳所寒之所筆也.”, “靈彩, 畵三敎一致圖, 印文脚踏實地之字, 筆法
似明兆, 墨淸潤而蒼老, 疑是明兆之別號乎.” 레이사이의 경우 『본조화사』에서는 민쵸
의 별호로 추정하였으나, 와타나베 하지메(渡邊一, 1904-1944) 등의 연구를 통해 별개
의 화가로 밝혀졌다. 레이사이에 대한 연구사는 山下裕二, 「私的靈彩論」, 山口縣立
美術館 編, 『禪寺の繪師たち : 明兆・霊彩・赤脚子』(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pp.
110-117를 참조.

64) 藤元裕二, 위의 책, pp. 157-159. 레이사이와 셋캬쿠시, 잇시의 정보와 이들의 작품은
山口縣立美術館 編, 앞의 도록, pp. 151-155.

65) 山口縣立美術館 編, 위의 도록,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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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밀교의 오지여래(五智如来)를 모신 오중탑(五重塔), 양계만다라(兩

界蔓茶羅)를 건 관정당(灌頂堂) 등 밀교적인 성격을 띤 전각을 두루 갖

춘 대형 사찰로 건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6) 토후쿠지는 쿠죠 가문

의 본가인 후지와라(藤原) 가문이 과거에 건립한 홋쇼지(法性寺), 사이쇼

콘고인(最勝金剛院), 미치이에가 세운 코묘부지(光明峯寺) 등의 사찰군에

둘러싸여 일종의 총본산(總本山)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67) 이

후 토후쿠지는 여러 조사들이 배출되면서 가람이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14세기 말까지 30여 개소에 가까운 조사의 탑두가 조성되었다.68)

한편 무로마치시대 토후쿠지의 쇼이치파와 다른 선종 법파에 속한 임제

종 사찰의 규모는 일본의 선종 관사(官寺) 제도인 소위 오산제도(五山制

度) 하의 사원 수로 가늠할 수 있다.69) 일본 중세 오산제 사찰들 가운데

토후쿠지는 1386년 최종적으로 쿄토 오산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쿄토 오산 5위인 만쥬지(萬壽寺), 전국 309개소의 십찰(十刹)과 제산(諸

山) 가운데 76개소가 토후쿠지와 마찬가지로 쇼이치파가 개창한 사원군

에 속하였다.70) 이 규모는 무로마치시대까지의 임제종 사찰 계열 오산제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이다. 쇼이치파 계통 사원을 비롯한 선찰들의

많은 수효로 인해 일본에 유입되는 카라모노의 공급만으로는 이들의 불

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71) 토후쿠지가 이 부족

66) 『九條道家惣處分狀』, 藤田經世 編, 『校刊美術史料続篇』2(東京: 校刊美術史料続篇
刊行會, 1985), p. 120-121.

67) 原田正俊, 「九條道家の東福寺と圓爾」, 『日本思想懇話會』68, 2006, pp. 79-82.
68) 토후쿠지의 탑두의 형성과 목록은 川上貢, 『禪院の建築ー禪僧のすまいと祭享ー』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pp. 135-136을 참고.

69) 일본 선림의 관사(官寺) 제도는 남송 영종(寧宗, 재위 1194-1224) 조에 제정되었다고
전하는 관사 제도를 본받아 형성되었다. 남송의 관사 제도는 오산(五山), 십찰(十刹),
그리고 제산(諸山) 등의 세 등위에 따라 사찰들을 분류하였다. 이를 본받아 13세기
후반 호죠 가문에 의해 카마쿠라의 켄쵸지, 엔가쿠지 등이 처음 오산에 제정된 이래
켄무 친정기의 고다이고 천황,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 카마쿠라와 쿄토 사찰을 중심으
로 오산 이하 등위의 사찰이 수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오산 등위는 최종적으로
1386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 재직 1368-1394)에 의해 오산지상(五山之
上)인 난젠지 이하 쿄토와 카마쿠라 오산에 속하는 5개 사찰의 순위가 정해지게 되었
다. 또한 무로마치시대 동안 전국의 사찰에 십찰과 제산에 속하는 사찰들이 정해졌다.
한편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된 오산제도의 개론, 일본 오산제도 하의 사찰의 목록은
今枝愛眞, 『中世禪宗史の硏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pp. 139-165를 참고.

70) 오산제도에 속하는 오산 이하의 사찰들의 목록과 그 개산들의 법통에 관하여 今枝愛
眞, 위의 책, pp. 188-26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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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화방의 화사들이 제작한 작품과 같이 비슷

한 그림을 다수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민쵸와 토후쿠지에서 활동한 다른 화승들의 작품들은 토후쿠지본이 제

작될 수 있던 배경을 시사한다. 우선 민쵸는 중국 회화에 대한 폭 넓은

학습을 통해 여러 도석화를 제작하였다. 민쵸의 작화 태도는 그가 여러

지역에 소장된 다른 불화들과 마찬가지로 카마쿠라 지역에 있던 다이토

쿠지본도 접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후쿠지의

화승 집단은 협업을 통해 토후쿠지본과 같은 대량·대폭의 회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두 번째로 민쵸가 모사했다고 전하는 오백나한도의 전칭 문제를 언급하

고자 한다. 민쵸가 활동하던 당시 일본에서 안휘의 작품으로 전하는 도

석화들은 실제로 민쵸의 회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조화사』는 민쵸가 안휘의 그림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5

세기 초반 안휘의 그림으로서 알려진 쿄토 치온인 소장 <하마철괴도>를

모사하여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였다(도 13-1, 26).72) 그러나 다이토쿠지

본은 안휘가 활동한 남송 말기보다 이전 시기인 1170년대에 그려졌을 뿐

만이 아니라 안휘의 기준작으로 칭해지는 <하마철괴도>, <이선상(李仙

像)>과 상이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도 26, 27). 다이토쿠지본의 경우

인물과 배경에 안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교적 일정한 굵기의 필선

으로 인물들의 윤곽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안휘의 그림은 수묵을 주로

사용하여 강렬한 필체로 옷주름을 묘사하고 한층 더 그로테스크한 인물

상을 강조하여 그려낸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이토쿠지본이

71) 14세기 중반 카마쿠라 막부의 붕괴 이후의 일본에서 일어난 전란은 일본의 무역을
침체시켜 카라모노의 유통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기록의 예로
츄간 엔게츠가 모츠가이 카쥬(物外可什, 1286-1364)로부터 받은 청자향로에 대한 답
례로 쓴 시를 들 수 있다. 시에서 츄간은 전란으로 물건이 통하지 않아 중국 강남에
서 온 물건의 가격이 치솟았다고 쓰고 있다. 中巖圓月, 『東海一漚集』, 上村觀光 編,
앞의 책, p. 877. “謝惠靑瓷香爐并序. 物外什公座元, 昔予與在杭之南屏朝講暮明, 之最熟
也. 昨見光賁兼惠以處州爐香片附極慚虚辱, 詩以寄謝. 寳瓷精致何處來, 括蒼所産良可愛.
滑潤生光與玉侔, 靑爐峙立厭鼎鼐. 卦文旋轉觀有倫, 檀片吐香煙藹藹. 粟散王國苦亂離,
十年不見通貨賣. 江南之物皆價翔, 陶器況最難運載.” 밑줄은 필자.

72) 「僧明兆」, 狩野永納, 앞의 책, p. 54. “其畵法道釋之上, 學宋李龍眠, 宛然可觀, 又效
元顔輝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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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쿠지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이토쿠지본과 안휘의 작품 사

이의 양식적인 간극에도 불구하고 토후쿠지본의 원본을 안휘가 그린 것

으로 칭하고 있는 문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후쿠지본의 원본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의 문제는 중세 일본부터 이

어진 중국 회화에 대한 정형화된 화가의 전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중세 일본에서 중국 화가의 명성은 통상 이들이 뛰어나다는 화목(畵

目)과 결부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문헌이 무로마치시대

쇼군의 미술 자문가이자 감정가인 도보슈(同朋衆) 노아미(能阿彌,

1397-1471)가 찬술했다고 전하는 『군대관좌우장기(君臺觀左右帳記)』이

다. 『군대관좌우장기』는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의 중국 화가들을 화품

(畵品)에 따라 상·중·하로 나눈 뒤 각자가 뛰어난 화목을 나열하고 있다.

『군대관좌우장기』의 서술처럼 일본에 소재한 송원 불화의 작가들은 필

체 등의 양식적 요소가 아니라 주로 그림이 묘사하는 특정한 존상에 따

라 전칭되었다.73)

안휘는 『군대관좌우장기』에서 도석(道釋)·인물·귀신의 그림에 능한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4) 이 책에서 소개하는 화

가의 주요 화목은 현재 일본에 소재한 나한도의 전칭에도 영향을 미쳤

다. 토다 테이스케(戸田禎佑)는 일본 각지에 소장된 원대 도석화를 조사

하면서 그 중 중국 작품으로 전하는 나한도의 절반가량이 안휘의 작품으

로서 전칭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안휘가 일본에서 중

국, 특히 원대 나한도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서 여겨진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75)

한편 근대 이전까지 화목에 따라 중국 회화 각각에 부여된 작가의 전칭

은 고정된 채 전승된 것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문헌마

다 다이토쿠지본의 작가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73)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2004), pp. 242-244; 井手誠之輔, 앞의 책(2011), pp. 20-22
74) 古典保存會編, 『君臺觀左右帳記』(東京 : 古典保存會, 1933), p. 11, “上 顔輝 字秋月
江古人 道釋人物山水”

75) 원대 도석화의 전형적인 화가 전칭 등 미술사적 연구에서의 문제점 제반에 관한 토
다 테이스케의 지적은 戸田禎佑, 「元代道釋人物畵硏究の諸問題」, 『東京國立博物館
硏究誌』287, 1975, pp. 4-17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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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18세기의 문헌 『용보산 대덕선사지』와 『조운사 기록』

은 각각 다이토쿠지본의 작가를 각각 중국 오대의 관휴(貫休, 832-912)

와 남송의 염차평(閻次平, 생몰년 미상)으로 서술하고 있다.76) 약 1세기

뒤 정토종(淨土宗)의 승려 우가이 테츠죠(鵜飼徹定, 1814-1891)는 1850년

일본에 소재한 중국·일본 나한도을 조사하고 사료에 남은 찬문을 모아

『나한도찬집(羅漢圖讚集)』(1862)을 편찬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우가

이는 당시 관휴의 작품으로 전하는 다이토쿠지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는 관휴가 오백나한도를 그렸다는 기록을 접한 적이 없고 그림의 필체가

섬약(纖弱)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이도쿠지본이 관휴의 작품이라는 다이토

쿠지 측의 전승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77) 불과 40여 년 뒤 미국 보스

턴에서 열린 중국 회화 전시에서 페놀로사는 해당 그림이 이공린의 작품

으로 전하는 사찰의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이토쿠지본 가운데

한 화폭의 명문에 적힌 1175년의 제작 연도가 이공린의 생몰년보다 후대

인 모순점을 두고 몇몇 화폭은 이공린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의 도안을

따라 후대에 그려졌을 것이라 해명하였다.78) 다이도쿠지본을 둘러싼 작

가의 전칭 문제는 타키 세이이치(瀧精一, 1873-1945)가 다이토쿠지본의

금니 명문을 판독하고 화가인 주계상, 임정계 두 인물을 1910년 『국화

(國華)』에서 언급한 뒤에야 마무리되었다.79) 앞서 살펴본 다이토쿠지본

의 전승의 변천을 고려한다면 14세기 당시에는 이 그림이 도석인물화의

대가로서 알려진 안휘의 작품으로서 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토후쿠지본의 작가 민쵸의 작화 경향은 다양한 송원 인물

76) 각주 29, 33를 참조. 염차평(閻次平)은 송대 효종(孝宗, 재위 1162-1189) 연간에 활동
한 궁정화가였다. 산수와 인물의 그림을 그렸으며 소의 그림에 능하여 이당(李唐)의
화풍을 방불하였다고 전한다. 兪劍華 編, 『中國美術家人名辭典』(上海: 上海人民美術
出版社, 2009), pp. 1439-1440 한편 『군대관좌우장기』에서도 염차평이 상품(上品)에
속하는 화가로 분류된 채 산수와 인물, 소의 그림에 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古典保
存會 編, 앞의 책, p. 9, “上 閻次平 山水人物牛”.

77) 鵜飼徹定 編, 『大阿羅漢圖贊集』卷一, “休公畵軸本邦往往見之, 然完具者甚希, 京師高
臺寺藏著色羅漢十六幀, 傳爲眞蹟, 盖泉涌寺俊芿國師所齎來也. 其引由載在元亨釋書實天
下至寶也. 京西大德寺亦藏五百羅漢圖一白幀, 傳爲眞蹟, 或云其畵體染彩秀麗, 筆力纖弱,
雖不爲庸畵, 恐非其眞蹟, 且休公傳無畵五百羅漢之事, 殊爲可疑.” 밑줄은 필자.

78) Ernest Fenollosa. 앞의 도록, p. 11.
79) 無外子[瀧精一], 「宋畵羅漢説」, 『國華』238(1910), pp. 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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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불화의 수용과 전문적인 화승 집단을 활용한 공방적인 작품 제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양상은 이전부터 선찰에 유입된 중국 회화, 임제종

의 성장에 뒤따른 불화 수요의 증대와 맞물려 있다. 민쵸 자신의 폭넓은

회화 학습과 다폭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찰 공방의 능력은 민쵸가

카마쿠라 지역에서 수용되었던 다이토쿠지본을 접하고 모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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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후쿠지본 <오백나한도>의 도상

앞의 장에서는 다이토쿠지본이 토후쿠지본의 제작에 원본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외부적인 환경을 14세기 일본의 오백나한도의 제작·소장 상황

과 민쵸를 중심으로 한 토후쿠지의 회화 제작 경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이어 본 장에서는 다이토쿠지본을 비롯한 나한도의 도

상 전반을 짚어보고 다이토쿠지본 100폭이 토후쿠지본 50폭으로 옮겨 그

려지면서 도상이 취사선택되는 경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이토쿠지본과

토후쿠지본의 도상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 측의 중국 나한도에 대한 수용

태도와 나한에 대한 당시 선종계의 인식을 확인시켜준다.

1. 나한도의 도상적 변천

토후쿠지본의 도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다이토쿠지본을 비롯한 14세

기까지의 중국 나한도와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나한도 전반에 관하여 짚

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형성된 10대제자 등의 승형상

(僧形像) 제작 전통은 당대 현장에 의해 십육나한에 대한 신앙을 설한

『법주기』의 번역을 통해 십육나한상의 제작으로 이어졌다.80) 『법주

기』는 사자국(師子國)의 승려 난제밀다라(難提蜜多羅)의 입을 빌려 16

나한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는 석가의 입멸 이후 그의 제자들인 나

한들이 미륵(彌勒)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법을

수호하고 불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신통력으로 날아가 은밀히 모습을 감

춘 채 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하고 있다.81) 『법주기』가 번역된 이후 나

80)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중국의 승형상과 나한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Wen Fong,
앞의 논문, pp. 25-29; Bong Seok Joo, 앞의 논문, pp. 67-78을 참고.

81)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説法住記』, T2030, 49:0013a-b. “佛薄伽梵般涅槃時, 以無上
法付囑十六大阿羅漢并眷屬等, 令其護持使不滅沒, 及勅其身與諸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
得大果報. (중략) 諸仁者若此世界, 一切國王輔相大臣長者居士, 若男若女發殷淨心, 爲四
方僧設大施會, 或設五年無遮施會, 或慶寺慶像慶經幡等施設大會, 或延請僧至所住處設大
福會, 或詣寺画像中經行處等, 安布上妙諸坐臥具, 衣藥飮食奉施僧衆, 時此十六大阿羅漢,
及諸眷屬隨其所應分散往赴, 現種種形蔽隱聖儀, 同常凡衆密受供具, 令諸施主得勝果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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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앙은 그 기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국 불교계에서 급속도로 유행하

였다. 82)

과거 일본과 서구의 나한도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당대 이후의 나한도

의 발전을 몇몇 중요한 화가를 중심으로 한 양식의 발전으로서 이해한

경향을 보여줬다. 한 예로 1910년 타키 세이이치의 논고에서 보이듯 근

대 이후의 일본의 미술사 연구에서는 관휴와 이공린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 나한도의 발전이 이야기되었다. 즉 나한도는 크게 기괴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한 호인(胡人) 나한을 그린 관휴가 발전시키고 송대 인물화

의 대가이자 비교적 온화한 중국인 나한 중심의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공린이 완성시켰다고 인식되었다. 이 주장은 일본에서 그로테

스크한 호인의 이미지를 담은 나한도와 중국인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유려하게 그린 나한도 양식 각각을 두 화가의 호를 따서 선월양(禪月樣)

과 용면양(龍眠樣)으로서 분류한 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83)

한편 웬퐁의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 소장된 여러 나한도들을 근거로 나

한도 변천의 큰 흐름을 제시하면서 도상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같이 진

행하였다. 그는 관휴와 이공린의 작품을 오대와 북송대의 대표적인 양식

으로 설정하고 두 작가의 전칭작들을 통해 나한도의 양식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방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배경 묘사를 최소화하

고 나한의 단독상에 집중한 관휴의 작품과 나한 주변에 시자와 지물, 산

수 배경을 부가한 이공린의 작품의 구성을 대조하였다. 두 작품의 상이

한 양식을 통해 그는 중국 나한도가 관휴의 이콘적(iconic)인 묘사로부터

점차 이공린의 내러티브적인 묘사로의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84) 웬퐁

의 연구는 소수의 현전작을 두고 그 양식적 경향을 설명을 시도하면서

기록에서 보이는 나한도 작례들의 다양한 도상들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웬퐁은 각종 불전(佛典)을 참고하여 십육나한도 뿐만 아니라 오백나한도

에서 등장하는 각종 도상들의 전거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나한도에 내

밑줄은 필자.
82) Bong Seok Joo, 위의 논문, pp. 49-56.
83) 無外子[瀧精一], 앞의 논문, pp. 234-235.
84) Wen Fong, 앞의 논문, pp. 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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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의미를 찾으려 시도하였다. 특히 웬퐁은 송대 십육나한도에 등장하

는 간경(看經), 명상, 맹수의 조복, 공양 등의 일상적인 도상은 성문, 수

행자, 번뇌를 끊은 자, 공양 받을 만한 이로서의 나한을 상징하는 알레고

리(Allegory)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였다.85)

현전하는 나한도 외에도 나한도에 대한 문헌들은 나한도가 처음 등장하

기 시작한 단계부터 여러 종류의 나한 도상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이

고 있다. 한 예로 당말 관휴와 더불어 사천(四川) 지방에서 활동한 장현

(張玄, ?-?)의 나한도는 시자를 대동하거나 공양을 받는 나한의 이미지

등 비교적 일상적이고 서사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86) 또한

오대 남당(南唐, 937-975)의 화원의 한림대조(翰林待詔)였던 왕제한(王齊

翰, ?-?)의 작품 <완련나한상(玩蓮羅漢像)>, <완천나한상(玩泉羅漢像)>

는 관휴의 전칭작들과는 다른 나한의 다양한 활동상을 그리고 있음을 보

여준다.87) 이 점은 나한도가 단독의 존상에서 점차 풍부한 서사를 담은

회화로 발전하였다는 웬퐁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한도가 등장한 초창기부

터 다양한 형태의 도상이 중국에서 회화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88)

한편 일본 나한도의 연구는 선월양이나 용면양 등 주요한 도상 계통의

설정을 전제로 다른 다한도의 제작 연도 및 맥락, 화풍상의 영향 관계가

주로 검토되었다. 이 점은 타카사키 후지히코(高崎富士彦)나 도노하시 아

키오(百橋明穂) 등의 일본 미술사학자들의 연구와 나한도를 주제로 한

일본 내 일련의 전시들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들은 타키 세이이치가 설

정한 대로 선월·용면양의 기준적인 작품으로 각각 일본 궁내청(宮內廳)

85) Wen Fong, 위의 논문, pp. 114-123.
86) 蘇軾, 「十八大阿羅漢頌」, 『東坡後集』卷20, 『蘇東坡全集』上(臺北: 世界書局,
1989), pp. 667-670, 第一尊者, 結跏正坐, 蠻奴側立. 有鬼使者, 稽顙于前, 侍者取其書通
之. (중략) 第二尊者, 合掌趺坐, 蠻奴捧牘于前. 老人發之, 中有琉璃器, 貯舍利十數. (중
략) 第三尊者, 抹烏木養和. 正坐. 下有白沐猴獻果, 侍者執盤受之; 『宣和畵譜』卷3, 于
玉安 編, 『中國歷代畵史匯編』1(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7), p. 211, 張元[玄], 簡州
金水石城山人. 善畵釋氏, 尤以羅漢得名. 世之畵羅漢者, 多取奇怪, 至貫休則脫略世間骨
相, 奇怪益甚. 元所畵得其世態之相, 故天下知有金水張元羅漢也. 밑줄은 필자.

87) 『宣和畵譜』卷4, 于玉安 編, 위의 책, pp. 216-217, 王齊翰, 金陵人. 事江南偽主李煜,
為翰林待詔. 畵道釋人物多思致, 好作山林邱壑隱巖幽卜, 無一點朝市風埃氣. (중략) 十六
羅漢像十六, 十六羅漢像十, 色山羅漢圖二, 羅漢像二, 玩蓮羅漢像二, 巖居羅漢像一, 賓頭
盧像一, 玩泉羅漢像一. 밑줄은 필자

88) Bong Seok Joo, 앞의 논문, p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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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 관휴의 <십육나한도>와 토쿄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 소장 나한

도 2폭(이하 토쿄예대본)·김대수(金大受)89) 필 <십육나한도>(이하 김대

수본)와 같은 중국 작품들을 전거로 삼았다. 다른 일본 내 십육나한도들

은 이 두 기준작과의 양식적인 친연성에 비추어 분류되고 그 양식적 특

징이 논의되었다(도 28-30).90) 특히 카마쿠라 시대인 12-14세기의 일본

나한도들 가운데에는 텐네이지(天寧寺), 레이운지(靈雲寺), 다이안지(大安

寺) 소장본 등과 같은 많은 작품들이 김대수본 내지 쿄토예대본과 유사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으로 인해 일본 나한도에 대한 연구의 많

은 부분이 이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용면양이 유행한 이

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91)

한편 오백나한도는 절강성 천태산 안에 있는 석교(石橋, 기록에 따라

石梁으로도 표기)에 대한 전승으로부터 중국의 오백나한에 대한 신앙이

흥기하면서 제작되기 시작되었다(도 31). 석교는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

의 전래 이후 성승(聖僧), 서역승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왔으며 당 후기에

는 오백나한의 거처로서 전하게 되었다. 당대의 승려 보안(普岸, ?-843)

이 천태산 석교 인근에 지은 오백나한전(五百羅漢殿)에서 오백나한도

500폭이 그려졌다는 『송고승전(宋高僧傳)』의 기록은 천태산을 중심으

89) 현재 토쿄국립박물관과 군마현립근대미술관(群馬縣立近代美術館)에 분장된 김대수본
은 “大宋明州車橋西金大受筆”이라는 묵서명에 의해 화가의 이름과 제작지인 영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로마치시대 일본 감식가들이 그림의 묵서명을 잘못 해석한
것과 영파에서 활동한 다른 화가인 김처사(金處士)와 김대수를 동일인물로 간주한 점
으로 인해 『군대관좌우장기』 이후 근대의 화론서까지는 나한도에 능한 상품(上品)
의 화가인 ‘서금처사(西金處士)’로서 알려져 왔다.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2004), pp.
244-248.

90) 高崎富士彦, 「羅漢畵について」, 『東京國立博物館美術誌総目錄』123(1961), pp.
24-28; 高崎富士彦, 앞의 책, pp. 39-47, 51-73; 石川縣立歷史博物館 編, 『羅漢 : 佛法
護持の聖者像』(金澤: 石川縣立歷史博物館, 1993), pp. 79-82.; 滋賀縣立琵琶湖文化館
編, 『羅漢 : その美術と信仰』(大津: 滋賀縣立琵琶湖文化館, 1994), pp. 124-132; 百橋
明穂, 앞의 책, pp. 397-407.

91) 다카사키는 토쿄예대본본을 용면양의 전형으로서 간주하고 쿄토부 후쿠치야마(福知
山) 텐네이지(天寧寺)본 등 10점 이상의 작품을 서로 도상을 공유하는 용면양의 착품
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高崎富士彦, 위의 책, pp. 50-73. 일본 내에서 서로 비슷한 송
대 나한도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도노하시
아키오는 11세기 초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이료지(淸凉寺)본과 토쿄예대본의
비교를 통해 양식상 후자의 온화한 화풍이 일본인의 미감에 부합하여 일본에서 널리
수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기하였다. 百橋明穗, 위의 책, pp. 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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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된 오백나한 신앙이 바로 오백나한도의 제작으로 이어졌음을 보

여준다.92)

중국의 오백나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1080년 진

관(秦觀, 1049-1100)의 문집 『회해집(淮海集)』에서 묘사된 북송대 승려

법능(法能, ?-?)의 <오백나한도>와 14세기 후반 고려에서 제작된 <오백

나한도>를 들 수 있다. 법능의 오백나한도는 석가삼존과 십대제자, 십육

나한과 더불어 오백나한을 한 폭의 그림에 묘사한 작품이다. 현재 이 작

품은 전하지 않으나 진관의 상세한 기록을 통해 그림 안에 그려진 다양

한 나한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관이 법능의 작품에서 묘사한 장

면들은 선정, 설법, 간경, 공양, 신통력, 승려의 일상 생활 등 여러 주제

를 망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법능의 <오백나한도>는 당시 나한에 부여

되었을 다양한 도상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93) 한편 치

온인에 소장된 14세기 말 고려 불화인 <오백나한도>(이하 치온인본)는

진관의 글에서 보이는 존상의 구성과 나한들의 활동이 많은 부분이 일치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치온인본은 비록 법능이 그린

<오백나한도>보다 후대에 제작되었지만 이 작품의 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94)

다이토쿠지본이 제작된 것은 진관이 법능의 작품을 기록한 지 약 100년

후인 1170-80년대의 일이다. 다이토쿠지본의 화폭에 등장하는 많은 수의

도상들은 치온인본에서 세부적으로 등장하는 나한들의 장면과 유사하다

(도 32, 33). 두 작품에서 서로 공통되게 등장하는 장면들은 특정한 주제

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 공양, 선정 등 다양한 도상을 아우르고 있다. 따

라서 다이토쿠지본은 치온인본과 마찬가지로 법능이 그린 <오백나한도>

의 도상을 직간접적으로 참고하여 그렸을 것으로 보인다.95) 다이토쿠지

92) 『宋高僧傳』卷之上 釋普岸, T2061, 50:0880b-0880c, 중국 남북조 시대 이후 천태산
석교를 둘러싼 전승의 변천에 대해서는 Wen Fong, 앞의 논문, pp. 1-8; Bong Seok
Joo, 앞의 논문, pp. 174-230.

93) 秦觀, 「五百羅漢圖記」, 『淮海集』, 王雲五 主編, 『國學基本叢書』294(臺北: 臺灣
商務印書館, 1968), pp 259-260. 법능의 오백나한도 도상에 대한 분석은 Wen Fong,
위의 논문, pp. 153-163; 신광희, 앞의 책, pp. 109-112.

94) 치온인 소장 <오백나한도>의 분석과 법능의 오백나한도와의 비교는 신광희, 위의
책, pp. 85, 98-102, 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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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공양 받기, 맹수의 조복, 간경, 생활상 등과 같은 비교적 전통적인

도상 이외에도 불전에서 유래한 전승과 의례의 장면 등을 추가로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이토쿠지본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도상은 오월국(吳

越國, 907-978) 이후 강남 지방에서 다수 조성된 아육왕탑(阿育王塔)96)과

관련된 장면과 수륙재(水陸齋) 등의 의례, 오백나한이 사는 석교 등 불전

에서 보이는 나한과 관련된 신이 등을 포괄한다(도 34-36). 새로이 등장

한 이 모티프들에 관하여 웬퐁은 주로 『법원주림(法苑珠林)』, 『고승전

(高僧傳)』 같은 당대와 그 이전의 불교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각각의

도상을 판별하는 데 주력하였다.97) 이데 세이노스케는 웬퐁의 연구를 계

승하면서도 『불조통기(佛祖統紀)』 등 송대에 편찬된 저서와 다이토쿠

지본이 제작된 영파 지역의 불교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도상들을 해석하

였다. 특히 이데는 다이토쿠지본을 주문한 사찰인 혜안원 인근 동전호

일대의 불교 신앙에 비춰 도상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동전호 일대

가 사시수륙도량(四時水陸道場)이 열리는 장소였던 점에 주목하여 수륙

회 장면이나 나한들이 아귀에게 공양하는 장면 등에서 수륙회를 중심으

로 한 제작지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을 전개했다.98) 다이토쿠지

본이 포괄하고 다양한 있는 도상들은 전 시대의 다양한 나한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12세기 후반 중국 영파 지역의 신앙을 밀접하게 반영하여

내용을 확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95) 신광희, 위의 책, pp. 112-114.
96) 아육왕탑은 중국 오대 오월국(吳越國)의 충의왕(忠懿王) 전홍숙(錢弘俶, 재위
948-978)이 아소카왕(재위 BCE 268-232)이 8만 4천 탑을 염부제(閻浮提)에 널리 조
성했다는 고사를 본받아 절강성을 중심으로 봉안한 독특한 모양의 사리기를 지칭한
다. 이 사리기는 당대 무현(鄮縣, 영파)에 실존했던 아육왕탑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방형으로 이뤄진 기단부 및 탑신부에 찰주를 세우고 중첩시킨 상륜을 얹은 모습이 특
징적이다. 최응천, 「中國 阿育王塔 舍利器의 特性과 受容에 관한 고찰-東國大博物館
所藏 石造 阿育王塔을 中心으로-」, 『동악미술사학』12(2011), pp. 31-32.

97) Wen Fong, 앞의 논문, pp. 164-203.
98) 수륙도량, 혹은 수륙회는 아귀에 대한 시식 의례를 행하여 혼령의 구제와 성불을 비
는 의례이다. 혜안원 근처에 있던 월파사(月波寺)는 남송의 재상 사호(史浩,
1106-1194)의 후원으로 1173년 사시수륙도량으로 지어졌다. 약 100여 년 후 이 곳에
기거하던 승려 지반(志磐)은 수륙회의 의례문 『법계성범구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
水陸勝會修齋儀軌)』을 찬술하였다.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2014), pp. 269-272를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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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후쿠지본의 도상 모사 경향

다이토쿠지본이 중국 나한도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100폭의 그

림으로 그려진 것과 반대로 토후쿠지본은 50폭 규모로 축소되었다. 현재

로서는 토후쿠지본이 제작되는 중 왜 화폭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오늘날 토후쿠지본이 의례 중에 전각 등의 공간에

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

장 1절에서 후술할 바대로 토후쿠지본은 의례가 행해진 장소만이 알려졌

을 뿐 어떻게 그림이 배치되었는지, 그림이 사용된 의례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토후쿠지본의 화폭이 이처럼

줄어든 이유가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 혹은 그림을 제작하는 비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민쵸에 의해 재편성된 50폭 오백나한도는

동아시아의 오백나한도 제작 전통 안에서 유사한 작례를 찾아보기 어렵

다. 따라서 토후쿠지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50폭의 축소 현상을 살펴

보는 것만으로도 일본에서 독특하게 전개된 나한도의 시발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비록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토후쿠지본이

50폭의 구성을 보이게 되었는지 밝히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렇게 화폭 수

가 변하면서 수반된 현상을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여기에서는 다이토쿠지본 100폭에서 토후쿠지본 50폭으로 축소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주요한 변화, 즉 도상의 취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표 1> 토후쿠지본과 다이토쿠지본, 엔가쿠지본 도상 비교99)100)101)

도상명(일어) 토후쿠지본 다이토쿠지본 엔가쿠지본
달에서 날아옴
(月からの飛來)

N01 23 A28

호인의 방문
(胡人の來訪)

N02 08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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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의 기적
(經典奇瑞)

T01 B08 A01

용솟은 난형 탑
(卵塔湧泉)

T02 82 B39

관음의 응신(應身觀音) T03 B07 B40+(45, 裁縫)
불당(佛堂) T04 14 B38

용궁으로 날아옴
(龍宮への飛來)

T05 06 A11

아귀도(餓鬼道) T06 72 -
빈자에게 돈 베풀기

(施財貧者)
T07 B03 A26

지옥으로 날아옴
(地獄への飛來)

T08 73 B43

다섯 줄기의 구름
(五條の雲氣)

T09 64 A19

수륙회(水陸會) T10 17 A04
강경(講經) T11 37 A05
수신의 출현
(水神の出現)

T12 11 A14

상당(上堂) T13 16 A30
귀인의 배례
(貴人の禮拜)

T14 09 A23

수관의 출현
(水官の出現)

T15 19 A03

용의 퇴치
(龍退治(阿波邏羅龍泉))

T16 76 A32

백사의 입 안에서 좌선
(白蛇口中の坐禪)

T17 K04 A17

호랑이의 조복(伏虎) T18 27 A22

사자(獅子) T19
29

+(30, 獅子)
A08+(30, 獅子)

짐승을 탄 나한(騎獣) T20 31 A12
꽃을 바치는 사슴
(鹿の供花)

T21 34 A16

과일을 바치는 원숭이
(猿の獻果)

T22 25 A18

꽃을 바치는 산양
(山羊の供花)

T23 33 -

방생(放生) T24 44 A07
대나무숲에서보배를

받는나한
(竹林致琛)

T25
B04

+(K01, 孔雀)
A27

바위 위의 아육왕탑
(巖上の阿育王塔)

T26 80 A10

식사의 준비
(食事の支度)

T27
52

+(51, 食事)
A15

+(51, 食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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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각 도상의 일본어 이름과 다이토쿠지본의 작품 번호 순서는 奈良國立博物館, 東京文
化財硏究所 編, 앞의 보고서(2011)의 순서를 따랐다. 다이토쿠지본 작품 번호 앞에 알
파벳이 없는 것은 일본 쿄토 다이토쿠지 소장, B가 붙은 것은 미국 보스턴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F가 붙은 것은 미국 워싱턴 D.C. 프리어 갤러
리(The Arthur M. Sackler and Freer Gallery of Art) 소장, K가 붙은 것은 다이도쿠
지 소장본 가운데 1637년 키무라 도쿠오가 후보작으로 제작한 것이다. 토후쿠지본의
작품 번호는 文化廳 監修, 앞의 책의 수록 순서에 따라 仙海義之, 앞의 논문의 논문에
서 부여된 번호를 따랐다. 토후쿠지본 작품 번호 가운데 N이 붙은 것은 일본 토쿄
네즈미술관 소장, T가 붙은 것은 토후쿠지 소유, x가 붙은 것은 소실되고 초본만 남
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엔가쿠지본의 작품번호는 梅澤惠, 앞의 논문의 분류를 따랐으
며 작품 번호에 A가 붙은 것은 전 장사공 필의 원본, B가 붙은 것은 전 민쵸의 후보
작이다. 나머지 카노 요센이 제작한 1폭은 다이토쿠지본에서 유래한 도상을 그린 것
이 아니므로 제외되었다.

100) 다만 이 다이토쿠지본의 도상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이

예물을 올리는 호인
(受胡輸贐)

T28 B01 A09

눈 내리기
(降雪)

T29 61
A33

+(13, 仙人の供養)
조개 안의 보주
(貝中の寶珠)

T30 65 A13

지신의 공양
(地神の供養)

T31 10 B42

다리 건너기
(渡橋)

T32 K06 -

나무 안에서 좌선
(樹中坐禪)

T33 70
A31

+(15, 覆頭羅漢の供養)
향 사르기(燃香) T34 57 A24
연 캐기(採蓮) T35 43 A06

간경(看經) T36
40

+(41, 看經)
-

천태산 석교(天台石橋) T37 F02 B49
장경당(藏經堂) T38 42 B48
체발(剃髪) T39 49 A25
욕실(浴室) T40 48 B44

아미타도의 공양
(阿彌陀佛像供養)

T41 35 A21

관음도의 배례
(觀音畵像の禮拜)

T42 36 A29

이용(理容) T43 50 B34
밤중의 집회(夜の参會) T44 58 -
나한공(羅漢供) T45 01 B36
용의 눈을 치료
(龍眼の治療)

x01 28 B46+(59, 食後)

탑 세우기(起塔) x02 78 B37
쌍룡(雙龍) x03 60 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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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쿠지본의 도상 가운데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
로 ‘달에서의 비래(月からの飛來)’(다이토쿠지본 23, 토후쿠지본 N1)의 경우 양손에
눈이 생긴 채 공중에 날아 오른 나한과 달과의 연관성을 알아내기 어렵다. 다만 달에
서 내려오는 여인과 시녀들이 모습이 도교 회화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도교 설화
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만이 가능한 정도이다. 이와 같이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대략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토후쿠지
본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된다. 2014년에 나라국립박물관과 동경문화재연구
소가 발간한 『大德寺傳來五百羅漢圖』은 다이토쿠지본의 개별 화폭의 도상에 대한
선도적인 해설을 전개하였으나 몇몇 도상의 원전은 여전히 미상인 채 남아 있다. 다
이토쿠지본의 개별 화폭의 해설에 대해서는 國立文化財機構奈良國立博物館, 國立文化
財機構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앞의 보고서(2014), pp. 10-109를 참고.

101) 토후쿠지본과 엔가쿠지본 가운데 다이토쿠지본의 도상 두 개를 합성한 화폭이 존재
한다. 이를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두 도상 가운데 모사된 화면에서 비중이 적은 것
을 토후쿠지본과 엔가쿠지본의 도판 번호 옆에 괄호를 친 뒤에 추가로 기입하였다.

도상명(일어) 다이토쿠지본 엔가쿠지본
오백나한도의 권진
(勸進五百羅漢)

02 -

고승의 방문(高僧の來訪) 03 -
날아오는 나한

(飛來(慧安打供聖者))
04 -

시왕의 처소에 날아옴
(十王のもとへの飛來)

05 -

귀인과 만남(貴人との對面) 07 -
호인의 방문(胡人の來訪) 12 -
선인의 공양(仙人の供養) 13 A33, B48
두건 쓴 나한의 공양
(覆頭羅漢の供養)

15 A31

귀부인의 공양(貴女の供養) 18 -
용을 제압(降龍) 20 -
폭포를 감상(觀瀑) 21 -

꽃을 바치는 천인(天人の供花) 22 B39
궁전을 방문(宮殿への訪問) 24 -
쌍학의 공양(雙鶴の供養) 26 B42

호랑이의 조복
(伏虎(虎の歯磨き))

32 -

역경(譯經) 38 -
파초에 글 쓰기(蕉葉への書) 39 -

바느질(裁縫) 45 B40
다림질(火熨斗) 46 -
세족(洗足) 47 -

수박을 먹을 준비
(瓜を食べる準備)

53 B45

<표 2> 토후쿠지본에 모사되지 않은 다이토쿠지본 도상과 엔가쿠지본 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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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후쿠지본이 다이토쿠지본으로부터 도상을 선택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현재 원대 작품으로 전해지는 엔가쿠지본에 대해서도 언급할

만하다(표 1, 2). 토후쿠지본과 엔가쿠지본 가운데 몇몇 화폭들은 인물의

배치 등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구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 화폭들은

원본의 다이토쿠지본 한 폭의 나한 5명을 10명으로 채우기 위해 나한을

새로 추가한 것들이다. 원본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인물 5명의

배치가 두 그림 사이에서 공유된 점은 두 작품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하

게 한다. 그 예가 다이토쿠지본 B08을 모사한 토후쿠지본 T01과 엔가쿠

지본 A01이다(도 15, 37, 38). 이 그림은 73년 동한(東漢) 명제(明帝, 재

차 준비(喫茶の準備) 54 -
가마 타기(乗輿) 55 -
차 마시기(喫茶) 56 B45
식사 후(食後) 59 B46

종을 짊어지기(鐘擔ぎ) 62 -
괴력(怪力) 63 -

달 밤에 바다 건너기
(月下の渡海)

66 -

물 위를 걷기(水上歩行) 67 -
몸에서 물이 솟음(身上出水) 68 B47

공중부유(空中浮遊) 69 -
구름 속에서 나타남(雲中示現) 71 B35
신장과 귀인(神將と鬼人) 74 -
아기를 위한 공양
(嬰兒供養(僧伽和尚))

75 B37

경전을 구하러 가는 당승
(唐僧取經)

77 -

빛을 발하는 보탑(寶塔の放光) 79 A26
빛을 발하는 사리의 상서

(舎利光の奇瑞)
81 -

구름 속에서 나타남(雲中示現) B02 -
빛을 발하는 사리를 봄

(觀舎利光)
B05 -

동굴 안에서 입정(洞中入定) B06 -
물을 건너는 나한(渡水羅漢) B09 -
아귀에게 밥을 공양(施飯餓鬼) B10 B35

세탁(洗濯) F01 -
관경(觀經) K02 -
봉황(鳳凰) K03 -

다리 건너기(渡橋) 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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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7-75)의 연간 중천축(中天竺)에서 온 승려 가섭마등(迦葉摩騰)과 도

사 저선신(褚善信)이 각자의 종교의 영험함을 겨루기 위해 낙양 백마사

(白馬寺)에서 불경과 도경(道經)을 같이 불살랐다는 『불조통기(佛祖統

紀)』의 전승을 그린 것이다.102) 화폭의 상단에는 벽돌로 만든 단 위에

불 속에서 재로 변하는 도경과 불에 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불경

이 그려져 있다. 하단에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에 희색을 드러내는 승려

와 예를 갖춰 절하는 관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도사 등이 보인다.

원본과 달리 10명의 나한을 배치한 토후쿠지본과 엔가쿠지본 두 그림은

나한들의 인물 배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해 민쵸가 토후쿠지본을 제작 당시에 참고한 그림이 바로 엔가쿠

지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토후쿠지본에는 엔가쿠지본의 도상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묘사

될 수 없는 다이토쿠지본의 도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엔가쿠지

본을 원본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우선 토후쿠지본 T06, T23,

T32, T36, T44 등과 엔가쿠지본 A26, B45, B47와 같은 화폭은 상대측의

세트가 모사하지 않은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모사하고 있다. 또한 토후

쿠지본 T25와 엔가쿠지본 A27는 작품의 배경과 나한의 배치는 모두 다

이도쿠지본 B4에서 유래하였지만 토후쿠지본 T25에서 나한에게 공양을

하는 호인의 모습을 엔가쿠지본이 모사하지 않은 다이도쿠지본 K1에서

따왔다(도 39-42).

앞에서 밝힌 토후쿠지본과 엔가쿠지본의 비교를 통해 전자가 후자를 매

개로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모사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을 확인했다.

같은 장면 안의 세부적인 모티프들의 비교는 오히려 토후쿠지본이 엔가

쿠지보다 다이토쿠지본의 도상을 충실히 모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구성의 화폭 가운데에서 엔가쿠지본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다이토쿠

지본의 경물이 토후쿠지본에서 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다이토쿠지본 61번에서 전경 우측에 그려진 표범은 엔가쿠지본

A33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나 토후쿠지본 T29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나오

102) 『佛祖統紀』 第三十五, T2035, 49:0329c; 國立文化財機構奈良國立博物館, 國立文化
財機構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앞의 보고서(2014),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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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도 43-45). 또한 다이토쿠지본 B07의 경우에도 후경에 등장하는

대나무와 평행사선구도로 묘사된 관음의 고좌(高座)는 토후쿠지본 T03

에서 그대로 묘사되었으나 엔가쿠지본 B40에서는 각각 파초와 구도가

어그러진 의자로 대체되어 등장한다(도 46-48). 토후쿠지본에서 보이는

다이도쿠지본의 구성과 경물들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민쵸는 토후

쿠지본을 제작할 당시 다이도쿠지본을 직접 모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토후쿠지본보다 문헌상으로 제작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엔가쿠

지본이 토후쿠지본이 제작된 시대보다 이후에 다이토쿠지본과 토후쿠지

본의 도상을 같이 참고해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103)

한편 엔가쿠지본은 다이토쿠지본의 여러 화폭을 1폭으로 압축한 화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엔가쿠지본 A8, A15, A33, B34, B35, B39, B40,

B46, B47, B48이 이러한 화폭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A8, A15를 제외한

화폭들은 성격상 상당히 이질적인 도상들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한 장

면에 나한의 수만 10명으로 늘린 다른 화폭과 달리 이 그림들은 인물과

경물 구성이 일관되지 않고 분산된 경향을 보여준다. 한 예로 엔가쿠지

본 B46은 다이토쿠지본 28의 용의 눈을 치료해주는 장면과 59의 식사

뒤 식기를 정리하는 장면을 함께 담고 있다(도 49-51). 이 화폭은 관람

자의 시선을 상단의 맹수를 조복시키는 나한의 모습과 하단의 일상 속의

나한의 모습 두 장면에 분산시켜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엔가쿠지의 일부 화폭의 혼란스런 구성은 다이토쿠지본 02의 화면 처리

와 대조적이다(도 52). 이 화폭은 소나무에 박힌 석장을 올려다보는 나한

5명, 그리고 두 사대부에게 오백나한상의 조상을 위해 권진(勸進)하는 두

승려의 모습 두 장면을 언덕 기슭과 구름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반면 엔가쿠지본 B46는 두 사건을 구별하는 시각적인 장치 없이 가까이

붙어 있어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엔가쿠지본의 다른 화폭 가운데 B34의 간경 장면과 면도

장면, B40의 11면관음의 현현(顯現)과 가사(袈裟)의 수선 장면을 함께 겹

치고 있는 화폭 등에서도 서로 이질적이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도상들이

103) 仙海義之, 앞의 논문; 谷口耕生, 앞의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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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면에서 연관성이 없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도 48).

토후쿠지본의 T19, T27, T36도 엔가쿠지본의 화폭과 마찬가지로 2개의

다이토쿠지본의 화폭을 결합하고 있다(도 53-55).104) 그러나 이 그림들은

사자의 조복, 식사, 간경의 주제를 공유하는 두 화폭을 합성한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엔가쿠지본 화폭처럼 그림의 주제를 분산시키지도 않고

인물의 배치도 크게 어그러지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엔가쿠지본

의 B40, B46과 같은 다이토쿠지본을 구성하는 도상의 의미에 대한 큰

고려 없이 두 도상을 하나의 화면에 압축시키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

다. 반면 토후쿠지본은 나한들이 이곳저곳 흩어지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모여 있으며 한 화면에 한 가지 사건을 집중하여 잘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토후쿠지본의 제작 당시 화폭 안에서 도상의 내용과 인물 구성의

완결성을 고려한 화가의 원숙함이 드러난다. 동시에 다이토쿠지본의 도

상들을 가능한 한 많이 집약하려는 엔가쿠지본과는 달리 토후쿠지본은

50폭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굳이 모든 도상을 압축하는 대신 일부 도상

을 선별하여 회화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토후쿠지본의 제작 당시 다이토쿠지본 도상의 취사선택은 어

떤 기준으로 행해졌을까. 비록 토후쿠지본은 다이토쿠지본의 여러 종류

의 장면들을 고루 취합하여 그리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그 도상의 선별

에서 몇몇 경향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특징은 다이

토쿠지본의 후원자와 연관된 인물상과 도상의 배제이다. 다이토쿠지본

화폭에 있는 금니 명문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개별 화폭을 제작하는 데

일조하는 등 다양한 후원자의 참여로 그림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05) 그 결과 다이토쿠지본에는 주문자의 요구로 특정한 도상이 그려

진 화폭이 포함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다이토쿠지본 75의 화폭에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은 딸의 정

토왕생을 위해 발원자가 그림의 비용을 기진했다는 명문이 적혀 있다(도

104) 이 가운데 토후쿠지본 T19, T27의 구성은 엔가쿠지본 A08, A15에서도 공통되게
확인된다.

105) 금니 명문의 탈초문은 奈良國立博物館, 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앞의 보고서(2011),
pp. 156-203을 참고.



- 44 -

56).106) 이 화폭 가운데에는 명문에서 적인 죽은 딸이 빛으로 둘러싸인

아기로서 등장하고 하단 우측에는 기진자인 부모가 그려져 있다. 아기의

곁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버드나무 잎이 든 그릇을 손에 잡고 있는 나

한이 그려져 있다. 나한이 지닌 지물을 통해 그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신통력을 발휘하였다고 전하는 승가화상(僧伽

和尙, ?-710)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7) 중국 당·송대

에 널리 숭앙된 승가화상이 그림에 그려진 것은 아이의 명복을 빌기 위

해 그 부모가 해당 도상을 지목하여 그리도록 의뢰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한편 다이토쿠지본 38 속에 그려진 장면에도 경전을 들여다보는 나한

아래에 재가신도 여성과 남성 2명이 합장을 하고 서 있다. 다이토쿠지번

75의 공양자는 무개성한 모습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38에서는 하단의 세

남녀가 화폭에 같이 등장하는 나한들의 얼굴 표현과 달리 비교적 개성적

인 얼굴을 보이고 있다(도 57). 또한 02의 하단에서 두 사대부를 마주보

고 있는 두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은 “간조오백대아라한(幹造五百大阿羅

漢)”이라는 명문이 쓰인 종이를 들고 있다(도 58). 이 글을 통해 이 장면

이 오백나한도 제작을 후원하도록 신도들에게 권진하고 있는 승려들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단의 뒤틀린 윤곽선과 이목구비를 통

해 전형적인 호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나한과는 달리 하단의 인물들은 실

제 인물을 그린 것 같은 초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측의 두 승려

106) 奈良國立博物館, 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위의 보고서(2011), p. 181, “(전략) 花女高壽
娘, 行年一歲, 三月初三日生, 近因[染?][患?], 於今年[一]十三日□□□(施)淨財, 彩畵羅
漢尊者聖幁一軸, 恭入明州惠安院常住, 功德□□度脫花女壽娘, 淸魂超生淨界, 淳熈甲辰
季冬[望][日]題, 幹僧義紹, 周季常筆” 표점은 필자.

107) 國立文化財機構奈良國立博物館, 國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위의 보고서
(2014), p. 84. 승가화상은 서역 출신의 승려로 용삭(龍朔, 661-663) 연간 사주(泗州)에
들어와 보광왕사(普光王寺)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명성이 장안에 알려지자 중
종(中宗, 재위 684-710)이 709년 그에게 보광왕사에 친필 사액하였다고 전한다. 이듬
해 장안에서 입적한 승가화상의 시신은 칙령으로 옻칠된 뒤 보광왕사의 사리탑에서
봉안되었다고 전한다. 이후 『석씨육첩(釋氏六帖)』 등 10세기 이후 찬술된 문헌에서
는 승가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서 사주의 백성을 신통력으로 수호하는 성승으로서 이
해되었다. 승가신앙의 전개와 연구사 정리는 이승혜, 「도상, 기능, 맥락: 중국 승가
(僧伽) 이미지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미술사와 시각문화』12(2013), pp. 229-245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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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나한들의 화려한 색의 가사와는 달리 검은 승복을 입고 있는 점

에서 이들이 나한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데는 이

검은 승복을 입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이토쿠지본의 제작을 주도한 간승

(幹僧) 의소로 추정하였다.108) 그러나 후원자의 초상이 그려진 다이토쿠

지본의 02, 38의 화폭은 토후쿠지본에서는 옮겨 그리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토후쿠지 T03으로 옮겨 그려진 B07 역시 주목할 만하

다. B07의 화면은 중국 남북조시대 강남 양(梁)의 승려였던 지공화상(誌

公和尙) 보지(寶誌, 418-514)의 자신의 얼굴을 12면관음보살로 신변한 모

습을 화가 장승요(張僧繇)가 그리려 했지만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한

『불조통기』의 일화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도 46).109) 이 그림

의 좌측 하단에는 02번 하단에서 등장하였던 의소로 추정되는 승려의 모

습이 다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토후쿠지본의 그림 T03에서는 이 승려

의 초상이 있던 위치에 정형화된 나한의 이미지가 대신 그려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도 59, 60).

다이토쿠지본의 명문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대로 타키 세이이치가 논문

을 저술한 20세기 초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다. 개별 화폭에 적힌 명문 전

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그보다 더 늦은 2009년 나라국립박물관과 동경문

화재연구소에서 유물 조사를 시행하고 난 뒤의 일이다.110) 이를 고려한

다면 토후쿠지본에서 다이토쿠지본 내부의 초상적인 인물들이 배제된 것

은 민쵸 등이 명문을 통해 이들 초상적인 인물을 토후쿠지와는 무관한

다이토쿠지본의 후원자라고 명확하게 이해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다

만 토후쿠지본의 제작 당시 호인 내지는 중국인 승려로서의 전형적인 나

한의 이미지 외에 실제 인물처럼 묘사된 인물들의 이미지의 이질성은 충

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11) 특히 사실적인 인물상을 그

108)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2014), p. 270.
109) 『佛祖統紀』 第三十七, T2035, 49:0348c, “嘗詔張僧繇寫誌眞。誌以指剺破面門出十
二面觀音相。或慈或威。僧繇竟不能寫。” 화폭에 대한 해설은 國立文化財機構奈良國立
博物館, 國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위의 보고서(2014), p. 98을 참고.

110) 奈良國立博物館, 東京文化財硏究所 編, 앞의 책(2011), p. 10.
111) 흥미롭게도 엔가쿠지본의 몇몇 화폭에서는 실제 승려의 초상을 반영한 듯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원대의 것으로 전칭되는 화폭과 무로마치시
대에 후보된 화폭 두 종류에서 일관되게 등장한다. 한 예로 B46, B47, B48과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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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승려의 초상화인 정상이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그림들인 점, 민쵸

역시 다수의 중국·일본인 승려의 정상(頂相)을 그린 작가였던 점을 고려

한다면 초상적인 인물의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묘사를 의도하였음을 유

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도 61).112) 오히려 다이토쿠지본에 묘사된

후원자들의 이미지가 토후쿠지본에서 삭제된 것은 이 인물들이 상투적으

로 그려진 인물상이 아닌 점이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토후쿠지

측으로서는 사찰에서 사용할 한정된 나한도 화폭에 자신들과 연고가 없

고 구체적인 정체를 알기도 어려운 후원자 인물들의 이미지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초상적인 인물들이 삭제된 화폭은 기존의

나한도 등에서 호인과 중국인 등의 이미지로 전형화된 나한의 모습에 집

중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두 번째로 다이토쿠지본 가운데 송원 나한도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던 십육나한도과 같은 주제의 도상이 다수 모사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토후쿠지본에서 많이 눈에 띄는 십육나한도의 주제는 주

로 동물의 조복과 귀인(貴人)·호인 및 동물의 공양 장면이다. 다이토쿠지

본에서 동물의 공양·조복을 담은 12폭(20, 25-34, 60번) 가운데 9폭(20,

26, 33번 제외), 나한이 있는 곳에 찾아가 공양 혹은 예를 올리는 장면

11폭(8-13, 19, 22, B1, B4, K1번)에서 8폭(37, 51, 22번 제외) 등이 토후

쿠지본에 옮겨 그려졌다(도 41, 53, 62, 63).

3장 1절의 언급대로 송대 십육나한도에 등장하는 간경(看經), 명상, 맹

수의 조복, 공양의 일상적인 도상들은 웬퐁에 의해 각각 성문, 수행자,

짐승으로 상징되는 번뇌를 끊은 자, 공양 받을 만한 이로서의 나한을 상

림에서는 다른 화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호인·중국인의 나한 10명 사이에
비교적 개성적인 얼굴을 한 인물상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우메다 메구미는 무로
마치시대의 후보작에서 나한 가운데 고승의 이미지를 병치한 것은 일본 사찰 측에서
해당 고승을 이상적인 수행자인 나한으로서 묘사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梅田惠, 앞의
논문(2009)을 참조.

112) 민쵸가 남긴 작품 중 많은 수는 엔니 벤엔을 비롯하여 쇼이치파의 주요 승려, 잘마
이래의 중국의 조사들의 정상이었다. 민쵸가 남긴 정상들은 <백장회해상(百丈懷海
像)>(도쿄 개인), <파암조선상(破庵祖先像)>(마사키 미술관) 등의 중국 조사, <엔니
벤엔상(圓爾弁圓像)>(마사키 미술관, 토후쿠지), <자이센 키죠상(在先希讓像)>(쿄토
레이겐인) 과 같은 쇼이치파 승려, <뱌쿠가이 호쇼상(白崖寶生像)>(군마현 센류지),
<슌오쿠 묘하상(春屋妙葩像)>(쿄토 코겐인)의 다른 법파를 그린 것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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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는 알레고리로서 해석되었다.113) 그 중에서도 나한이 귀인과 호인·

동물 등의 공양을 받는 모습은 나한을 칭하는 다른 이름인 ‘응공(應供)’

즉 ‘공양 받을 만한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114) 한편 용과 호랑

이 등의 맹수의 조복의 장면은 중국 남북조·당대에 찬술된 고승의 전기

에서 산견(散見)되는 승려들의 신통력과 관련된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 일화들은 대개 산신 등이 자신의 산에서 수행하

는 승려를 방해하기 위해 맹수로 변신하여 찾아가지만 승려의 신통력에

의해 제압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더 넓은 맥락에서 해

당 경전이 제작된 시기 동안 불교와 도교 사이의 종교적 갈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서사화한 것으로 여겨졌다.115)

이러한 장면들은 헤이안·카마쿠라시대 일본에 널리 유포된 송원 십육나

한도와 그 영향을 받아 제작된 나한도들에서 다이토쿠지본보다 간결한

형태로 등장한다. 특히 오늘날 전하는 카마쿠라-무로마치 초기의 일본

십육나한도의 많은 작품들은 앞에서 언급한 토쿄예술대학 소장본 계통의

용면양 도상과 큰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도 29, 30).116) 이 십육나한도들

은 선정을 하거나 정병·사리탑, 염주 등을 들고 있는 나한 단독상 외에

맹수를 옆에 두고 있거나 인물이나 동물들의 배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포함하였다. 토쿄예대본과 유사한 도상을 공유하는 14세기 십육나한도는

토후쿠지와 토후쿠지에 부속된 사찰인 산쇼지(三聖寺)에서도 소장하고

있었다. 14세기 초반 토후쿠지에서 활동한 화승 료젠(良全/良詮, 생몰년

미상)에 의해 제작된 2세트(켄닌지(建仁寺), 프리어갤러리 소장)의 작품

은 본래 이들 사찰을 위해 제작한 것들이었다. 이 작품들은 토쿄예대본

의 십육나한도 도상은 토후쿠지 측에서도 이미 알려진 이미지였음을 보

여주고 있다(도 64-65).117)

113) Wen Fong, 앞의 논문, pp. 114-123; Richard K. Kent, “Depictions of the
Guardians of the Law: Lohan Painting in China,” Marsha Weidner ed., 앞의 책, p.
192.

114) Wen Fong, 위의 논문, p. 122.
115) 中村興二, 앞의 책, pp. 87-102; Richard K. Kent, 앞의 논문, pp. 187-188.
116) 百橋明穗, 앞의 책, pp. 397-407.
117) 켄닌지와 프리어갤러리의 소장본은 각각 “東福寺常住”, “平安城東山三聖護國禪寺常
住”로 적힌 명문을 통해 본래 소장처를 확인할 수 있다.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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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송대에 제작된 토쿄예대본이 유입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나한도에서도 주로 공양과 간경 등 송대 나한도에서 보이

는 도상이 등장한다. 송대 나한도가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대표적인

일본의 십육나한도 작품으로는 헤이안시대에 제작된 구 쇼쥬라이고지(聖

衆來迎寺) 소장 <십육나한도>(토쿄국립박물관 소장)가 언급된다(도 66).

이 그림은 헤이안 말기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본 나한도 가운데 가

장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된다.118) 이 세트의 그림들은 가운데에는 복잡

하고 상세한 전각 등을 배경으로 그린 화폭이 있어 후대에 일본에서 널

리 유행했던 송대 십육나한도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림 속에서 나한들이 행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용면양의 나한도와 비슷하

게 동물과 귀인의 공양, 간경, 맹수의 조복이다. 카마쿠라시대 일본에서

다수 제작된 용면양 나한도와 이전 시대의 나한도를 알고 있는 일본 승

려들에게 다이토쿠지본의 여러 화폭 가운데 십육나한도에서 등장하는 공

양과 맹수의 조복 등의 활동을 담은 장면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리고 토후쿠지에서도 불화의 주문자이자 수요자인 승려

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들 도상들이 토후쿠지본으로 다수 복제된 것으

로 보인다.

토후쿠지본에서 공양과 조복 장면의 모사 경향은 승려로서의 일상 생활

의 모습을 묘사한 다이토쿠지본 도상의 수용 양상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

다. 다이토쿠지본의 목욕과 식사, 이발과 옷 수선 등 승려의 일상을 담은

15폭(45-59) 가운데 6폭만이 토후쿠지본에서 차용되었다(도 67). 이데는

이 화폭 가운데 다이토쿠지본 48의 욕실의 장면에서 가지런히 놓인 신발

등 화폭 속의 질서정연하게 승원의 생활에 참여하는 승려의 모습을 통해

잘 잡힌 승단의 기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파악하였다.119)

이데의 주장은 송대 중국 불교계에서 『선원청규(禪苑淸規)』(1103) 등

승단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청규(淸規)를 통해 사찰의 기율을 확

의 도록, p. 176.
118) 구 쇼쥬라이고지 소장 <십육나한도> 및 그와 같은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나
한도에 대한 설명은 高崎富士彦, 앞의 책, pp. 25-38을 참고.

119)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2014),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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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120) 전통적으로 선종

의 전승에서는 9대조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가 최초의 청규인

『백장청규(百丈淸規)』를 만들었다고 여겨졌다. 중국에서 이 백장회해

는 달마로부터 이어지는 선종 조사들의 법맥 안에서 중요한 승려로서 간

주될 정도로 청규가 선종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하였다.121) 중국

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선찰에서도 청규를 지키는 승려들의 일사불란한

생활이 강조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토후쿠지본에서의 소극적인 모사는

이외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선원청규』의 내용들은 13세기 이후 임

제종과 조동종(曹洞宗) 등 일본 선종에서 청규의 형성과 기타 저술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카마쿠라시대 일본의 선종계는 법의(法衣)부터 목욕,

참선 등의 집단생활에 이르기까지 다른 불교 종파들과 구별되는 선종 특

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사찰들은 중국

의 청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청규를 편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

다.122)

일본 내 청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후쿠지본에서 이러한 선종의 생

활상이 적극적으로 담기지 않은 이유는 오산 사원에 속한 승려 등의 문

집에서 보이는 오백나한에 대한 승려들의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카마쿠라 말기 이후부터 무로마치 초기에 활동한 오산 승려이 저술한 문

집들을 내용은 카미무라 칸코(上村觀光, 1873-1926)가 편찬한 『오산문

학전집(五山文學全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집에 기재된 나한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나한과 청규, 승원 생활과 결부지은 구절은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기록상으로 볼 때 오산의 승려들이 나한에게서 주목

한 것은 천태산에 기거한다고 전하는 오백나한들이 지녔다고 전하는 신

120) 청규를 비롯한 중국 불교 사원의 규범 전반의 발전에 대해서는 Yifa, The Origins
of Buddhist Monastic Codes in China: An Annotated Translation and Study of the
Chanyuan Qinggu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p. 3-52.

121) Yifa, 위의 책, pp. 28-30.
122) 原田正俊, 「日本の禪宗と宋 元の佛教-生活規範と佛事法會」, 『アジア遊學122: 日
本と《宋元》の邂逅: 中世に押し寄せた新潮流』(東京: 勉誠出版, 2009), pp. 16-24; T.
Griffith Foulk, “Ritual in Japanese Zen Buddhism,” Steven Heine and Dales S.
Wright, Zen Ritual: Studies of Zen Theory in P racti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41-43; 今枝愛眞, 앞의 책, pp. 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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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력이었다. 이들의 나한도에 붙인 찬문이나 나한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

은 전형적으로 세상 이곳저곳에 화현(化現)하는 능력과 연관된 채 서술

되고 있다. 이 글들은 주로 용왕의 재(齋)를 받으러 가기 위해 바다를 넘

는 장면, 하루에도 천 곳의 집의 재에 찾아가는 모습, 벽화로 그려진 나

한들이 벽에 갇힌 채 신통력을 잃고 말았다는 등의 내용들에 주목하고

있다.123) 이와 같은 나한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은 쇼카이 레이

켄이 「동복나한공발」에 쓴 구절 ‘세속을 멀리하는 오백 존자들이 터럭

한 올 위에서 신통을 드러내었네.’와 상통하는 요지를 담고 있다.124) 제

발(題跋)로 쓴 시 외에 나한에 대한 일본 선승의 언급으로서 주목할 글

은 엔니 벤엔의 제자이자 토후쿠지의 15세 주지였던 코칸 시렌(虎關師

練, 1278-1346)의 『종문십승론(宗門十勝論)』이다. 『종문십승론』에서

코칸은 나한들이 달마나 한산·습득, 포대(布袋)와 마찬가지로 선종을 널

리 퍼트리기 위해 세상에 나타나[應化] 기이한 언행을 보인 과거의 성현

(聖賢)이라고 인식하고 있다.125) 이 구절은 『법주기』에서 석가의 입멸

이후 정법을 유지하도록 위탁받은 나한의 역할을 선종의 입장에서 재해

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 승려의 제문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에서 다이토쿠지본의 새로운 도

123) 清拙正澄, 「羅漢赴龍王齋圖」, 『禪居集』, 上村觀光 編, 『五山文學全集』1 (東京:
裳華房, 1905), p. 423. “相呼相喚辭天台, 波濤萬頃龍門開, 龍王出迎尊者主, 鯨鰲吼浪聲
喧䝇, (중략) 名爲入流實不入, 履水如地無驚猜, 超然應供四天下, 一日遍赴千門齋. (후
략)”; 天岸慧廣, 「過水羅漢」, 『東歸集』, 上村觀光 編, 앞의 책(1906), p. 762. “同赴
龍王宮裏齋, 半千尊者下天台, 神通妙用何其少, 渡水凌波濕脚來.”; 中巖圓月, 「畵五百羅
漢疏」, 『東海一漚集』, 上村觀光 編, 위의 책(1906), p. 920. “吒者黄檗供者翠微, 尊者
神通未知孰爲損益(후략).”; 義堂周信, 「題畵壁羅漢」, 『空華集』, 上村觀光 編, 위의
책(1906), p. 1464. “天台五百箇尊者, 持鉢何年過海東, 一錯路頭歸不得, 㳂墻傍壁失神
通”; 明極楚俊, 「題過水羅漢圖」, 『明極楚俊遺稿』, 上村觀光 編, 『五山文學全集』3
(東京: 裳華房, 1908), p. 1982. “孰雲衆尊者, 各證無漏通. 及觀赴齋招, 渡水愁滿容. 褰裳
歩淺碧, 褰衣渉深淙. 險險膽欲落, 恍恍心巳蒙. 抑何聖賢有, 只與凡愚同. 若入瀛渤海, 爭
到龍王宮. 不如作回計, 安住方廣中. 受用勝妙樂, 自在無終窮.”; 西胤俊承, 「壁畵羅漢」,
『眞愚稿』, 上村觀光 編, 위의 책(1908), p. 2765. “箇々巳空欣厭情, 分身五濁化群生.
天台鴈蕩歸何日, 又向他家壁上行.”

124) 각주 57을 참조.
125) 虎關師練, 「宗門十勝論」, 『濟北集』, 上村觀光 編, 위의 책(1905), pp. 216-217.
“第九應化幽贊者, 蕭梁之世聖化多矣, 誌公傅大士其選也, 蓋我祖未西來之前, 諸應眞, 奇
言異唱, 警動支那, 時人不測逮祖之入朝, 先時擧唱僉然冥契, 時人信嚮, 蓋諸聖者我祖之
先馳也.”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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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 가운데 익숙했을 장면은 일상적이고 풍속적인 화폭이라 말하기 어

렵다. 오히려 다이토쿠지본의 화폭 가운데 불전의 기적적인 사건 등에

나한의 모습을 중첩시켜 등장시킨 것들이 14-15세기 오산 승려들에게

나한의 이미지로서 이해하기 쉬웠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법주기』의 언급대로 공양을 받기 위해 강림하는 나한의 모습이나

(T45), 에이사이 등의 유학승들이 적은 기록을 통해 일본에 널리 알려진

천태산 석교의 경치(T37)126) 혹은 구름을 타고 지옥도(地獄道)과 아귀도

(餓鬼道)에 강림하는 나한들(T06, T08), 12면관음의 응신(T03)과 흰 백

사 입 안에서의 선정(T17)과 같은 기적적인 장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는 토후쿠지본의 화폭들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도 68-70).

위에서 살펴본 토후쿠지본에서 취사선택된 다이토쿠지본의 도상들은 당

시 토후쿠지를 중심으로 한 중세 일본의 나한과 나한도에 대한 선별적인

수용을 암시한다. 즉 중국에서 오백나한을 형상화하기 위해 이전 시대의

다양한 나한 도상이 등장하여 나한도로 묘사한 것과 달리 토후쿠지본은

카마쿠라시대 일본에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공양과 조복을 중심으로 한

십육나한도의 전통적 도상 내지는 불전에서 기록된 나한들의 기적들을

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송원 불화에 대한 일본의 선택적인 수용 태도와 공

통된다. 즉 카마쿠라 이후 송원 회화의 수용은 일본 측에 익숙하고 이해

하기 쉬운 회화 위주로 확대 재생산된 점이다. 비슷한 예로 남송 대에

제작되어 카마쿠라시대 일본에 전래된 쿄토 쵸후쿠지(長福寺)본 <불열반

126) 본문에서 언급한 『법주기』의 내용은 각주 81의 인용을 참조. 헤이안·카마쿠라시
대 중국으로 유학을 간 죠진(成尋, 1011-1081), 에이사이 등 일본 승려들의 기록 가운
데 천태산의 석교에서 나한들에게 공양을 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죠진과 에이사
이는 기록에서 공양 의식 중이나 석교를 건너는 중에 나한과 감응하는 등의 기적을
묘사하였다. 成尋, 『參天台五臺山記』, 鈴木學術財團 編, 『大日本佛敎全書』72(東京:
鈴木學術財團, 1973), pp. 228, “[延久四年]十九日戊戌辰時, 參石橋, 以茶供養羅漢五百
十六壞, 以鈴杵眞言供養, 知事僧驚來告, 茶八葉蓮華文, 五百餘杯有花文。知事僧合掌禮
拜, 小僧實知, 羅漢出現, 受大師茶供, 現靈瑞也者. 即自見如知事告, 隨喜之淚, 與合掌倶
下.”; 『興禪護國論』卷一, T2543, 80:0001a, “時二十八歲, 仁安三年戊子四月十八日, 乘
商舶放洋. 二十五日到宋國明州. 五月十九日登天台山. 二十四日到萬年寺. 二十五日供茶
羅漢, 甌中現應眞全身. 遂渡石橋, 忽見靑龍二頭, 於是有所感悟, 自知前身梵僧而在萬
年.”.



- 52 -

도>와 남송 육신충(陸信忠, 생몰 미상) 필 <불열반도>(나라국립박물관

소장) 두 작품을 들 수 있다(도 71, 72).127) 쵸후쿠지본은 히로시마(廣島)

현 죠도지(淨土寺) 소장 <불열반도>와 후쿠이(福井)현 혼가쿠지(本覺寺)

소장 료젠의 <불열반도>, 민쵸의 <불열반도> 등 카마쿠라시대와 후대

많은 일본 열반도의 도상적 전거가 되었다(도 12, 73).128) 반면 육신충의

작품은 일본에서 이렇다 할 모사작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자의 경우 주변에 여러 성중들과 동물 등이 석가의 열반을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등 불경에 전거를 둔 설

화성이 짙은 모티프를 묘사하고 있다. 죠도지본, 료젠과 민쵸의 <불열반

도>는 원본인 쵸후쿠지본에서 더 나아가 배경에 있는 사라쌍수(娑羅樹

林) 가운데 절반을 잎이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민쵸의 <불

열반도>는 여기에 더해 배경에 있는 숲 뒤로 강을 추가하였다. 이는

『대반열반경』에서 석가가 열반을 예고한 뒤 주변의 성중들이 슬퍼하는

중에 석가가 있는 구시나가라성(拘尸那揭羅城) 옆 사라(娑羅) 숲의 나무

들이 흰 학처럼 희어졌다는 묘사129)와 사라 숲 옆에 흐르던 아이라발제

하(阿夷羅跋提河)에 대한 언급을 회화화한 것으로 추정된다.130) 이러한

경향은 이전 시대 열반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일본의 열반도

제작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쵸후쿠지본의 모사본

들에서 추가된 모티프들은 원본보다 경전을 도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는

일본 불화 작품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131)

반면 육신충본은 서방정토에 있다고 전하는 칠층보수(七層寶樹)를 사라

수로 묘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입멸을 슬퍼하는 대신 생각에 잠긴 것

127) 쵸후쿠지본의 국적에 대한 견해는 크게 14세기에 제작된 일본 회화라는 의견과
12-13세기 남송에서 제작된 중국 회화라는 근래에 제기된 의견으로 갈렸다. 쵸후쿠지
본의 국적 문제와 조형성에 대해 다룬 근간의 논문으로는 藤本裕二, 「大梅山長福寺
所藏「佛涅槃圖」再考」, 『佛敎芸術』338(2015), pp. 9-39를 참고.

128) 中野玄三, 『日本の美術　234 : 羅漢圖』(東京: 至文堂, 1994), pp. 50-58.
129) 『大般涅槃經』卷第一, T0375, 12.0608c, “爾時拘尸那城娑羅樹林, 其林變白猶如白
鶴.”

130) 『大般涅槃經』卷第一, T0375, 12.0605a, “如是我聞, 一時佛在拘尸城力士生地阿夷羅
跋提河邊娑羅雙樹間.”

131) 井手誠之輔, 「陸信忠考--涅槃表現の變容-下-」, 『美術硏究』355(1993),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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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제자들을 두고 있다. 이데 세이노스케는 이러한 이례적인 표현을

열반을 영파 지역의 천태정토신앙(天台淨土信仰)과 결부지어 석가의 열

반에 서방정토의 왕생이라는 재생의 이미지를 중첩한 작품으로 간주하였

다.132) 이어서 이데는 이처럼 중층적인 열반의 이미지가 열반을 슬퍼해

야 할 일로서 받아들인 일본에서 수용되지 않았기에 육신충의 <불열반

도>는 일본에서 복제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했다.133)

<불열반도>에서 보이는 중국 회화의 선택적 수용은 토후쿠지본에서도

같은 형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이토쿠지본 가운데 십육나한도

에서 유래한 익숙한 모티프와 전승을 통해 일본에 알려진 신통한 나한의

이미지가 승려의 생활을 담은 장면들보다 우선적으로 토후쿠지본의 화폭

으로 제작되는 데에 이어진 것이다.

132) 井手誠之輔, 위의 논문(1993), pp. 146-149,
133) 카마쿠라시대 일본의 송원 불열반도의 수용 양상을 통한 도상의 취사선택에 대한
주장은 井手誠之輔, 「影響傳播論から異文化受容論へ―鎌倉佛畵における中國の受容」,
『講座日本美術史2:　形態の傳承』(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5), pp. 13-4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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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후쿠지본의 제작 배경

토후쿠지본에 모사된 다이토쿠지본 도상의 검토를 통해 토후쿠지본에는

기존에 중세 일본에서 유행한 십육나한도 내지 신통한 나한의 이미지와

연관된 화폭이 주로 모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제작

된 나한도가 14세기 후반 토후쿠지에서 제작되었을 당시에 어떻게 사용

되었을 지에 관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세기 일본에서의

나한도가 사용된 의례와 토후쿠지의 상황, 제작 당시 토후쿠지본의 찬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14세기 토후쿠지의 나한 신앙

2장에서 언급한 쇼카이 레이켄의 토후쿠지본 완성 당시에 쓴 발문의 제

목과 내용은 토후쿠지본이 사용된 의식이 선찰의 정문인 삼문(三門)에서

행해진 나한공(羅漢供)임을 알려준다(도 74).134) 토후쿠지본과 나한공에

관한 언급은 에도시대 임제종 승려인 무자쿠 도츄(無著道忠, 1653-1745)

가 편찬한 선종의 용어사전집인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1715)의 나

한공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35)

나한공은 나한의 존상과 공물을 배열한 뒤 그 앞에서 나한을 권청(勸

請)하고 찬문을 읽는 절차로 진행된 의식이었다. 이 의례는 중국 문인들

이 저술하여 문집에 기재된 제문과 천태산 등지를 방문한 일본의 유학승

들의 견문록을 통해 당송대 중국의 여러 사찰과 민간에서 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당시 행해진 나한공의 단편적인 모

습을 보여줄 뿐 의례의 전모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중국에서 찬

술된 문헌 가운데에서 나한공의 절차 전체를 정리한 의례집은 『백장청

134) 각주 57번을 참조.
135) 無著道忠 編, 『禪林象器箋』第十八類(京都: 貝葉書院, 1909), p. 546, “又曰, 東福寺
每歲修正, 講羅漢供, 昔明兆殿司, 妙于繪事, 曾畵五百應眞, 一日遇異人, 授以一軸書, 不
知所往, 展視之, 則羅漢供祭文也, 時人以爲畵像感應, 至今爲東福寶物, 故此軸不知何人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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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증의기(百丈淸規證義記)』(1823)을 제외하면 찾을 수 없다.136)

중국의 나한공은 헤이안 말기 일본으로 전래되어 귀족과 무사층의 후원

하에 시행되었다. 일본의 나한공에 대한 문헌 속의 언급 가운데 1019년

섭관(攝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 966-1028)가 여러 고관들과

함께 나한공을 올렸다는 기록이 처음 보인다. 이후 1150년대에 도바 천

황(鳥羽天皇, 재위 1103-1156)의 부인 카야인(高陽院) 후지와라노 야스코

(藤原泰子, 1095-1156), 쇼군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의 부

인 호죠 마사코(北條政子, 1157-1225)의 나한공이 산견된다.137) 야스코와

마사코는 각각 황녀[內親王]와 남편 등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비는 추선

(追善)을 위해 나한공을 행하였다. 이들의 나한공은 중국의 문인들이 남

긴 문집에서 보이는 가족의 추도 혹은 번영을 위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

지로 개인적인 기복을 목적으로 한 점이 공통된다.138)

한편 중세 일본 선종에서는 비교적 공적·정기적인 행사로서 나한공이

행해졌다. 중세 선종 측의 나한공에 대한 기록으로는 에이사이가 저술한

136) 『백장청규증의기』에서 언급한 나한공의 의례도 남송 지반(志磐)의 수륙재 의례문
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 나한을 부르는 제문
의 내용과 같다. 다이토쿠지본과 송원대 나한공의 관계를 연구한 류슈펀은 지반의 의
례문이 산일된 송원대 의례문을 참고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며 당시 나한공의 연구에
『백장청규증의기』의 연구를 참고하고 있다. 류슈펀의 논고를 비롯한 송대 중국과
더불어 같은 시기 일본의 나한공 전반에 대한 서술은 劉淑芬, 「宋代的羅漢信仰及其
儀式-從大德寺宋本「五百羅漢圖」說記」, 『中央硏究院歷史語言硏究所集刊』86(2015),
pp. 726-735; Bong Seok Joo, 앞의 논문, pp. 210-228, 291-342을 참고.

137)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小右記』卷五(東京:岩波書店, 1969), p. 153. “[寛仁３年]
九日, 甲午, 今日入道殿被供養十六羅漢, 請僧有数, 上達部・殿上人有饗饌云々, 稱物忌不
参入, 臨暗宰相來云, 入道殿羅漢供了, 四條大納言・左兵衛督頼定云, 左府被辭退云々者.”;
日本史籍保存會 編, 『兵範記』卷一(東京: 日本史籍保存會, 1916), pp. 153-154“[仁平二
年十月]十二日癸酉, 高陽院被行羅漢供, 寢殿母屋中央立佛臺三脚, 奉縣釋迦三尊, 同東西
棟分戶幷障子面等, 奉縣羅漢各八鋪[立幔代木, 又橫渡懸之], 北母屋際戶中間柱面又縣二
鋪, 都合十八鋪(후략).”; 國書刊行會 編, 『吾妻鏡』上(東京: 大觀堂, 1943), pp.
491-492, 632. “[正治二年七月]六日, 庚申, 尼御臺所於京都被圖十六羅漢像, 佐々木左衛
門尉定綱調進之, 今日到來, 御拜見之後, 令奉送葉上坊之寺給云々.”, “[正治二年七月]十
五日, 己巳, 於金剛壽福寺, 新圖十六羅漢像, 被遂開眼供養, 導師當寺長老葉上坊律師榮
西也, 尼御臺所爲御聽聞, 有參堂云々.”, “[建保四年四月]八日, 辛夘, 將軍家御參壽福寺,
被備供具於十六羅漢影像云々.”

138) 高崎富士彦, 앞의 책, pp. 23-24; 前川健一, 「明惠(高弁)の羅漢信仰について : 新出
『夢記』を中心として」, 『智山學報』60(2011), pp. 67-68; 중국의 나한공의 목적은
Bong Seok Joo, 앞의 논문, pp. 325-33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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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호국론(興禪護國論)』(1198년 이전)의 나한공에 대한 언급,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개조 도겐(道元, 1200-1253)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

공양강식문(羅漢供養講式文)』, 케이잔 죠킨(瑩山紹瑾, 1268-1325)의

『형산청규(瑩山淸規)』(1324)의 월례 의식 가운데 기록된 나한공 등이

확인된다.139)140) 이 가운데 글의 단편이 남은 『나한공양강식문』과 온

전히 나한공의 절차를 서술하고 있는 『형산청규』의 의례문인 「나한공

강식(羅漢供講式)」은 『법주기』에 적힌 십육나한들의 이름과 거처, 불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중생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141)

선종에서 행하는 나한공 의식에서 밝히는 나한들의 행적들로부터 앞에

서 언급한 중국과 일본 귀족 등이 후원한 나한공과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성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사찰 내부의 정기적이고 공적인

의식으로서 행해진 점에서 개인적인 발원에 의해 행해진 후자의 나한공

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나한공은 『흥선호국론』에서 매년 1월,

『형산청규』는 매월 15일에 행하는 연례 내지는 월례 의식으로서 규정

139) 『興禪護國論』卷一, T2543, 80.0015a, “年中月次行事。謂正月羅漢會。二月舍利
會。三月大會。四月佛生會。並結夏。五月六月最勝會。七月八月九月般若會。十月受
戒。十一月冬節。十二月佛名大會。皆可有儀式。”; 『瑩山淸規』卷之上, T2589,
82.0443b-82.0443c. 한편 도겐의 『나한공양강식문』은 현재 완전한 판본이 전하지 않
은 채 이시카와(石川)현 다이죠지(大乘寺)본, 아이치(愛知)현 젠큐인(全久院)본 등의
단편만 전하고 있다. 도겐의 나한공 강식문에 관하여서는 東隆眞, 「道元禪師と羅漢講
式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31(1983), pp. 561-568; 桐野好覺, 「道元禪師撰
『羅漢供養講式文』における舎利供養」, 『印度學佛敎學硏究』58(1999), pp. 117-120
을 참고.

140) 강식이란 나한공이나 열반회 등 일본의 불교 법회에서 한자로 된 불전의 내용을 대
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노래한 의례집을 말한다. 강식문의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래할 때에는 일본어로 풀어서 읽는다. 강식의 기본적인 형태와 변천
은 Barbara R. Ambros, James L. Ford, and Michaela Mross. “Editors’ Introduction:
Kōshiki in Japanese Buddhism,”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Nagoya: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2016), pp. 1-15을 참고.

141) 『나한공양강식문』의 다이죠지본에 따르면 이 강식의 구성은 크게 ‘明住處名號’,
‘讚興隆利益’, ‘明福田利益’, ‘讚除災利益’, ‘供世尊舍利’ 등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죠지본은 이 가운데 1부인 나한이 사는 곳, 젠큐인본은 2, 3부인 불법을 흥성시키
는 나한의 이익, 중생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나한의 이익에 대한 강의문이 남아 있
다. 『형산청규』의 내용 역시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은 도
겐의 강식에서 보이는 5개부와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한공양강식문』
의 탈초문은 東隆眞, 앞의 논문, pp. 563-56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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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본 선종 사찰에서 나한공과 같은 정기적인 의례들은 좌선(坐

禪)과 같은 수행과 더불어 중요한 종교적 활동으로서 인식되었다. 에이

사이는 『흥선호국론』에서 선찰에서 행해는 일상·연중 의식들 하나하나

가 황실과 나라의 복을 위해 기원하는 호국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흥선호국론』의 내용을 검토한 앨버트 월터(Albert Walter)

의 연구는 당시 선종 사찰에서 국가의 수호라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매

년 여러 의례를 행하였음을 드러낸다.142)

토후쿠지에서 필사된 청규들에서도 나한공에 대한 언급이 확인된다. 토

후쿠지는 창건 이래 여러 차례 청규를 제정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것이 1318년에 찬술되어 1508년에 최종 증보된 『혜일산동복선사

행령규법(慧日山東福禪寺行令規法)』(일본 내각문고 소장본, 이하 『혜일

고규(慧日古規)』)이다.143) 한편 『혜일고규』의 내용을 이어받아 1702년

에 무자쿠 도츄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집된 『동복사청규(東福寺淸規)』

(쿄토대학교 소장본) 역시 토후쿠지의 의례를 파악하는 데 간과할 수 없

다.144) 두 청규 모두 사찰의 연례행사를 나열한 부분에서 정월 1일에서

부터 7일까지 나한공을 거행한다고 적고 있다. 『혜일고규』에 기록된,

정월의 법회[修正] 동안 삼문에 거는 방문(榜文)은 국가의 안녕을 위한

의식들 가운데 독경 의식과 나한공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토후쿠지에서 행해진 나한공은 에이사이의 저술과 마찬가지로 안민과

142) 앨버트 웰터(Albert Welter)는 『흥선호국론』의 호국불교적인 색채가 헤이안시대
이후 “진호국가도량(鎭護國家道場)”으로서 일본의 영적인 수호자로서 자처한 천태종
의 지위를 선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에이사이의 주장으로서 이해하였다. 에이사이는
그 근거로서 승단을 교화하고 국가의 도덕적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종 수행 및
의례의 역할을 제시했다. Albert Welter, “Buddhist Rituals for Protecting the
Country in Medieval Japan: Myoan Eisai’s “Regulations of the Zen School,” Steven
Heine and Dales S. Wright, 앞의 책, pp. 113-138. 한편 현재 전하지 않는 도겐의
『호국정법론(護國正法論)』(1242-1244) 역시 자신의 종문이 정통적인 불법을 펴고
있는 점에 의해 국가의 수호에 걸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미뤄 도겐 역시 에이
사이와 비슷한 주장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 今枝愛眞, 앞의 책, pp. 36-38.

143) 尾崎正善, 「翻刻・『慧日山東福禪寺行令規法』」, 『鶴見大學佛敎文化硏究所紀要』
2(1999), pp. 55-75.

144) 尾崎正善, 「翻刻・京都大學文學部圖書館藏『東福寺清規』(1)」, 『鶴見大學佛敎文化
硏究所紀要』16(2011), pp. 109-196; 尾崎正善, 「翻刻・京都大學文學部圖書館藏『東福
寺清規』(2)」, 『鶴見大學佛敎文化硏究所紀要』17(2012), pp. 1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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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을 위한 기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45) 그러나 조

동종의 『형산청규』가 나한공의 절차를 세세히 적은 것과 달리 동복사

의 청규들은 나한공의 세부 내용을 적고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기 어렵다. 다만 『혜일고규』와 『동복사청규』 모두 12월에 미리 나한

공의 절차와 각 승려의 역할[差定]을 불전 앞에 붙인다고 쓰고 있다. 이

언급을 통해 당시 토후쿠지에서 행해진 나한공은 사전에 승려들 사이의

조율이 필요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로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146)

『혜일고규』에서는 나한공이 나한각(羅漢閣)에서 거행된다고 적고 있

다.147) 이 1250년 쿠죠 미치이에의 재산 분할 기록인 『쿠죠 미치이에

총처분장』에 나열된 토후쿠지의 전각의 기록에서는 나한각에 대한 언급

이 등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혜일고규』에 언급된 나한각은 사찰이 공

사 중인 1250년 이후 1318년 이전에 최초에 건설된 가람에 추가로 지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후쿠지에서는 1319년과 1334년, 1336년에 이어

진 3번의 화재를 거쳐 나한각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148) 이후 찬술된

『동복사청규』와 1336년 사찰의 재건을 위해 작성한 주문서에는 나한각

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149) 한편 『동복사청규』에서는 나한공을

하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고 다만 나한공이 끝나는 날 1월 7일 유나료(維

那寮)에서 승려들이 나와 나한도를 만다고 적고 있다.150) 이 구절은 나

한공이 끝나고 의례에 사용된 나한도를 정리하는 일을 언급한 것으로 추

145) 尾崎正善, 위의 논문(1999), pp. 66-68. “慧日山東福禪寺公用榜, 山門修正祈禱看經榜,
(중략) 元正啓祚, 革故鼎新, 祈四序以無魔俾, 合山而有慶, 爲一切人懺除罪垢, 要光審自
懺之端, 於五七日讀誦經文, 當格了此經之經此經旣了, 罪性亦空廣大, 功勳徧周法界, 無
一神不霑利濟, 無一國不受豐饒, 佛日舜日, 萬古齊明, 慈風堯風, 四洲同扇, 大上皇壽齡永
固, 外護宗門, 聖天子寶祚長榮, 鎭安社稷, 此山淸衆大智朗然, 信心檀那合門均慶, 四恩三
有, 六道群情, 俱沐良因, 齊登覺岸者. (중략) 正月旦日七日中五日, 誦經修懺兩日供養羅
漢, 以高々絶妙之音而爲佛事.” 밑줄은 필자.

146) 尾崎正善, 위의 논문(1999), p. 64. “[十二月一日]出正月七ヶ日羅漢供差定而貼佛殿露
地右柱”; 尾崎正善, 앞의 논문(2011), pp. 132. “一臘月十日布薩, 羅漢供差定, 佛殿上間
柱貼之”

147) 尾崎正善, 위의 논문(1999), p. 58. “次鳴閣上鐘, 就羅漢閣羅漢供[供養禮儀, 自初日至
七日, 可同之.]. 請客侍者齋時板鳴時節, 燒香三拜, 問訊巡堂一匝.”

148)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p. 239, 273, 295.
149) 1336년의 사찰 재건의 주문서는 白石虎月 編, 위의 책, pp. 296-297.
150) 尾崎正善, 앞의 논문(2011), p. 138. “[正月]七日, 羅漢供, 自維那寮僧衆出 卷羅漢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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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동복사청규』에는 나한공의 장소가 등장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쇼

카이 레이켄의 발문을 볼 때 늦어도 토후쿠지본이 제작된 당시에는 삼문

에서 나한공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문(山門)으로도 칭해지는 삼문은

불전, 법당, 방장(方丈) 등 선종 사찰의 중심적인 건물들의 외곽에 위치

한 정문이다. 다만 출입자를 통제하는 사찰의 실질적인 대문은 최외곽에

따로 존재하였다. 오히려 삼문은 사찰 건물군들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주

요 전각과 외부의 경계를 나타는 곳이자 여러 의례가 행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151) 현재 남아 있는 토후쿠지의 삼문은 14세기 초반에 일어

난 화재 이후 1384년부터 1425년까지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된 건물이

다. 토후쿠지 삼문은 폭이 25.9m, 높이가 22.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현전하는 일본 선종 사찰의 삼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

다.152) 이 삼문에는 무로마치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십육

나한상과 관세음보살상이 같이 모셔져 있다. 나한각에 대한 기록과 현재

십육나한상이 모셔진 삼문의 현상을 고려한다면 토후쿠지는 14세기 전반

화재로 없어진 나한각을 재건하는 대신 삼문을 나한을 모시는 장소로서

새로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153)154)

한편 현전하는 선종의 대표적인 나한공 의례문이라 할 수 있는 도겐,

케이잔의 강식은 모두 오백나한이 아니라 십육나한을 불러내 공양하고

있다.155) 현재로서는 카마쿠라-무로마치시대 일본의 기록에서 오백나한

151) T. Griffith Foulk, “Myth, Ritual, and Monastic Practice in Sung Ch'an
Buddhism,” Peter N. Gregory and Patricia Buckley Ebrey, Religion and Society in
T'ang and Sung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3), pp. 168-169.

152) 京都府敎育廳指導部文化財保護課 編, 『國寶東福寺三門修理工事報告書』(京都: 便利
堂, 1978), p. 3.

153) 창건 당시에는 삼문에 1장 6척의 다문(多聞)·지국(持國)천왕의 상을 모시고 2층에는
1척 6촌의 석가상 1,000체를 모신 것으로 보인다. 『九條道家惣處分狀』, 藤田經世 編,
앞의 책, p. 121.

154) 현재 삼문 2층에 봉안된 목제 십육나한상과 보관석가여래에 관한 실측 조사는 이뤄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로마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한 제작
연대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根立硏介, 「東福寺の彫刻--南北朝・室町時代の
遺品を中心に」, 『東京國立博物館硏究誌』591(2004), pp. 51-55.

155) 이 외에도 난계도륭이 지었다고 전하는 『나한강식』 역시 전하고 있으나 현재 필
자는 탈초문을 수록한 2차 문헌을 구하거나 원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조동종의 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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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심이 되는 의례를 찾기 어렵다. 앞에서 종합한 기록들을 볼 때 일

본의 나한공에서는 대부분 십육나한이 중심적으로 모셔진 데에 반해 오

백나한이 직접적으로 권청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토후쿠지에서도 역시 삼문 내부에 십육나한상이 봉안된 점, 2장에서

언급한 료젠의 십육나한도와 1346년 십육나한상의 권진 기록156) 등 십육

나한상의 주문된 점을 볼 때 토후쿠지본이 제작되기 이전까지는 십육나

한이 의례에서 모셔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 나한공의 전반적인

경향과 토후쿠지에 봉안되었던 십육나한의 회화와 그림 등을 고려할 때

토후쿠지의 나한공에서 오백나한도가 사용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 만하

다.

십육나한도가 나한의 이미지를 최소한으로 응축하여 의례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림이었다면, 토후쿠지본과 같은 대형 회화는 반대로

의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만든 작품이었으리라 생

각된다. 십육나한도와 달리 오백나한도를 의례에서 사용하는 것은 더 많

은 공간과 준비 인원, 의례 용품 등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후쿠지본이 사찰의 나한공에 가져다주었을 변화는 나한의 신이를 극적

으로 묘사하는 경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료젠이 그린 십육나한도를 비

롯하여 중세 일본에서 다수 그려진 김대수본 계통의 나한도들은 한 화폭

에 정적으로 앉아 있는 나한을 묘사하여 이들의 모습을 이콘과 같이 담

고 있다. 반면 토후쿠지본은 산수와 전각, 구름 등의 배경 안에서 나한들

이 여러 자세로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도 47, 64). 독존의

십육나한도는 관람자들에게 나한의 근엄한 이미지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

를 가져다 줬다면 다양한 공간 안에서 나한들이 일으키는 신이를 그린

토후쿠지본의 장면들은 나한들의 신통력을 극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강식과 달리 난계도륭의 『나한강식』의 의례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나
앞의 의례들과 마찬가지로 판본에 따라 십육나한·18나한을 권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ムロス=ミヒャエラ( Mross, Michaela), 「蘭溪道隆『羅漢講式』について : その成
立と傳播を中心に」, 『印度學佛敎學硏究』60(2012), pp. 682-687.

156) 1346년의 십육나한도상 권진의 기록은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p. 358을 참고. 이 권
진 기록에서 등장하는 십육나한상이 료젠이 토후쿠지에 그려준 켄닌지 소장 십육나한
도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록,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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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토후쿠지본은 당시 토후쿠지에서 거행된 나한

공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면서 의례의 참여자들에게 나한들의 여러 모습

들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이미지였던 것이다.

2. 14세기 토후쿠지의 재정적 상황

의례만이 아니라 토후쿠지의 재정적 상황에 비춰볼 때 토후쿠지본의 제

작은 일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토후쿠지는 14세기 초반부터 15

세기 초반에 이르는 약 100여 년간 집중적으로 대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14세기 초반에 있었던 3번의 화재 이후에 이뤄졌다.157)

토후쿠지가 화재의 피해를 입은 당시는 카마쿠라 막부의 쇠락과 멸망,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재위 1318-1339)의 켄무(建武) 친정

(1333-1336), 1336년 고다이고 천황의 협력자였던 무장 아시카가 타카우

지(足利尊氏, 재직 1338-1358)의 쿄토 점령으로 인한 고다이고 천황의

피난, 타카우지의 고묘 천황(光明天皇, 재위 1336-1348)의 옹립, 황실의

남북조(南北朝) 분열, 1338년 타카우지의 쇼군 취임 등 정치적인 파란이

지속된 시기였다. 화재의 기록 가운데 1336년 병란으로 인해 토후쿠지에

가건물로 조성된 불전이 전소했다는 언급은 당시의 혼란상으로 인해 토

후쿠지가 큰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후 1336년 12월 토후쿠지

의 가람과 불상을 복구하기 위한 조영 사업에는 도합 약 130,000관문(貫

文, 엽전 1000문(文)을 묶은 꾸러미)이 사용되었다. 당시 작성된 주문서

를 통해 본존인 석가여래 대불과 협시보살(脇侍菩薩)·사천왕상(四天王像)

과 불전·법당·삼문·승당·방장과 전각들을 잇는 회랑 등 일본의 선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의 재건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58)

이 가운데 불전은 1347년 6월에 완성되었지만 삼문은 1425년에야 완성되

어 무로마치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 1386-1428, 재직

1394-1423)가 편액을 내려줬다.159) 14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오랜 기

157) 각주 148을 참조.
158)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p. 296-297; 京都府敎育廳指導部文化財保護課 編, 앞의 보고
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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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 토후쿠지의 공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토후쿠

지를 중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4세기 동안 이어진 토후쿠지의 재건이나 토후쿠지본의 제작이 사찰 측

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었을 지에 관하여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14세

기 전후 선종 사찰들의 운영에 대한 경제사적인 연구가 몇몇 있으나 토

후쿠지의 경우 당시의 재정적 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하

기 때문이다.160) 1347년 주지 코잔 잇쿄(固山一鞏, 1284-1360)가 정리한

「동복사령 제장원 문서목록(東福寺領諸庄園文書目錄)」에서는 당시 토

후쿠지가 16개소의 장원의 관리권 및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

인할 수 있다.161) 이들 장원의 수입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찰

로 보내지는 연공(年貢)은 어느 정도인지는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확인된

다. 문서로 전하는 몇몇 토후쿠지령의 수입·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출의

상당 부분은 지방에 파견된 막부의 지방관에 보내는 공납과 장원 자체의

운영비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62) 물론 토후쿠지는 후원자 가문

인 쿠죠(九條)와 그 방계인 이치죠(一條),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지속적으

로 장원을 기진 받거나 조영료(造營料)를 충당 받는 등의 혜택을 얻었다.

이 점은 「동복사령 제장원 문서목록」에 나열된 장원관련 문서의 많은

159) 白石虎月 編, 위의 책, p. 350.
160) 난젠지, 엔가쿠지, 다이토쿠지 등의 재정에 관하여서는 Martin Collcutt, The F ive
Mountains: The Rinzai Zen Monastic Institution in Medieval Japan(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253-275를 참고. 저자는 14세기
난젠지의 세수가 5,000석(石)에 달하고 주변의 사찰군까지 포함시키면 15,000석에 달
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한편 1386년 10개 장원과 마을에서 나오는 텐류지의 수입은
1석을 1관문(貫文)에 상당한다고 계산했을 때 8,123관문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오산파
에 속하지 않았던 다이토쿠지는 1371년 2개 장원과 기부, 쿄토 토지의 임대료로 수입
433관문에 달하였다고 서술하였다.

161) 「東福寺領諸庄園文書目錄」,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東福寺文書』2(東京: 東京
大學史料編纂所, 1972), pp. 327-347.

162) 한 예로 무사시노쿠니(武藏國) 후나키다노쇼(船木田庄, 오늘날 토쿄도 하치오지(八
王子)시, 히노(日野)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360년에 거둔 13관문 가운데 3관문 300
문, 1362년 38관문 870문 가운데 4관문, 1385년 54관문 350문 가운데 13관문이 토후
쿠지에 연공[京進, 當進, 寺納分]으로서 보내졌다. 나머지는 막부에서 파견한 칸레이
(管領)·슈고(守護) 등의 지방관들에 진상, 장원의 잡용비(雜用費), 쿄토에 연공을 보내
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東福寺領武藏船木田庄領家方年貢算用
狀」, 「東福寺領武藏船木田庄年貢算用狀」,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東福寺文書』
3(東京: 東京大學史料編纂所, 1972), pp.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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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황실과 막부 등이 발급한 장원 기진장(寄進帳)과 안도(安堵) 교

서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163) 또한 1323년 신안해저선의 예에서 보듯

이 14세기 초반 토후쿠지는 경원(慶元, 영파)과 큐슈 하카타를 잇는 중일

무역에도 참가하였다.164)

그러나 사찰이 거느린 많은 장원과 세금 혜택, 무역 등에도 불구하고

14세기 초반의 화재 이후 토후쿠지의 경제력은 사찰을 운영하기에 순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와 북조·막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된

이 시기 토후쿠지의 장원들은 다른 사찰들이나 지방 무사들과 지배권 문

제로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으며 어떤 경우는 장원의 권한을 빼앗기기도

하였다.165)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수입의 불안정과 화재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인

해 14-15세기 토후쿠지는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 한 예로

1353년 민쵸의 스승인 다이도 이치이가 토후쿠지의 부속 사찰인 후몬인

(普門院)의 주지로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사찰의 황폐함으로 인해 주지를

맞이하는 의식인 입사식(入寺式)이 거행되지 않았다.166) 또한 1357년까지

한동안 개금(蓋金)되지 않았던 불전의 대불에 백호(白毫)를 박고 금박을

입히는 데에는 토후쿠지의 재원이 아니라 당시 28대 주지로 임명된 다이

163) 안도(安堵)는 일본사에서 지배자가 장원(莊園) 영주의 토지지배권[知行]의 소유·이
전 등을 보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카마쿠라와 무로마치시대에는 주로 막부를 중심
으로 토지의 안도가 행해졌다. 綱野善彦等 編, 『講座日本莊園史』1卷(東京: 吉川弘文
館, 1999), p. 388.

164) 다만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신안해저선을 비롯한 14세기 초반 사찰과 신사의
조영료를 충당하기 위한 무역선인 사사조영료당선(寺社造營料給唐船)이 사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라이는 무역상이 일본 영해에서 안전
을 보장받는 대신 일정 사찰의 조영비용을 납부하는 조건 하에 배에서 ‘사사조영료당
선’이라는 간판을 건 것이며 사찰은 무역선의 주요한 물주가 아니라 여러 물주 중의
하나일 뿐이라 간주하였다. 村井章介, 「寺社造営料唐船を見直す」, 『日本中世の異文
化接触』(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13), pp. 241-272.

165) 한 예로 무로마치시대 초기 토후쿠지가 소유한 빗츄노쿠니(備中國, 오늘날 오카야
마(岡山)현 서부)의 칸바라노고우(上原鄕)는 1353년 이후 1382년까지 마데노코우지(万
里小路) 가문과 토지 소유권[領家職]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綱野善彦等 編, 『講座日
本莊園史』9卷(東京: 吉川弘文館, 1999), pp. 79-80. 이 외에도 미마사카노쿠니(美作國,
오카야마현 동북부)의 쇼카모노코우(勝賀茂鄕)는 관리권[地頭職]을 주장하는 지방 무
사 가문의 방해에 시달리는 등 토후쿠지의 사령 관리는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綱野善彦等 編, 앞의 책, p. 54.

166)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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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치이의 사재와 권진으로 모은 돈이 사용되었다.167) 이후 1398년과

1399년에는 사세가 매우 궁핍해져 사찰의 공사가 중단되고 승당에 거주

한 사람이 4, 5명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168) 1398년의 토후

쿠지의 상황은 당시 사찰의 재정난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일례를 보여준

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토후쿠지의 재정 상황을 암시하는 다

른 기록들을 같이 볼 때 오백나한도의 제작 당시를 포함한 14-15세기는

토후쿠지가 여유로웠던 시기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169)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민쵸가 활동한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반에는 전문 화승으로 이뤄진 공방의 운영에 힘입어 토후쿠지

본과 같은 대형 불화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십육나한

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나한공 의례와 더불어 토후쿠지가 금전적으로 불

안정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백나한도를 제작한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14세기 오산제도와 토후쿠지

중세 일본 나한공의 관행과는 이질적이고 토후쿠지의 재정적 고난 속에

서는 만들어질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토후쿠지본이 당시 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토후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후쿠지본을 비롯하여

대형의 회화가 제작된 것을 토후쿠지가 거대 사찰로서의 위신을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즉 본고는 토후쿠지 측이 당시 수많

은 부속 사찰을 거느린 사찰군이자 전국에 흩어진 쇼이치파의 본산에 걸

맞는 불화를 제작하여 보여주기 위해 토후쿠지본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

한다. 왜 토후쿠지에 이러한 동기가 생겼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4세기

동안 토후쿠지가 일본 관사의 위계적 체계인 오산제도 안에서 어떠한 위

167) 白石虎月 編, 위의 책, p. 400.
168) 白石虎月 編, 위의 책, p. 514.
169) 1348년의 십육나한상의 권진과 마찬가지로 토후쿠지본도 사찰 외부에 의존하여 제
작 비용을 기부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네즈미술관 소장본 가운데 N1의
우측 하단에는 “宗昌信女寄附”, “沙彌宗忍” 등 기진자로 추정되는 인명을 적은 명문이
각각 먹과 금니로 기록되어 있다. 田中一松, 앞의 논문(1985),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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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토후쿠지는 오산제도의 최고 사격인 오산(五山)의 위계가 14세기 조정

과 막부에 의해 누차 제정된 끝에 1386년 최종적으로 쿄토 오산 가운데

4위에 들었다(표 3). 이는 토후쿠지가 일본에 최초로 임제종을 전한 에이

사이가 지은 켄닌지에 이어 쿄토에서 오래된 선찰이자 일본 내에서 많은

수의 승려들이 토후쿠지의 법계를 이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토후쿠지가 당시 오산 체계에서 점하는 위치는 확고하지 않았다.

이는 1335년 켄무 친정과 1370년, 1372년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

170) 아시카가 타다요시(足利直義, 1306-1352)는 14세기 활동한 무장이자 아시카가 타카
우지의 친동생이다. 켄무 친정 이전까지 타카우지와 더불어 고다이고 천황을 지지하

1334-1336 1341 1358 1380 1386

제정자
고다이고

천황

아시카가

타다요시170)
아시카가

요시아키라

아시카가

요시미츠

아시카가

요시미츠

제정자의

직위
천황

사에몬노카미

(左兵衛督)

무로마치

막부

2대 쇼군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오산지상

(五山之上)
- - - - 난젠지

오산 1위

난젠지

(南禪寺)

다이토쿠지

(大德寺)

난젠지

[켄쵸지]

난젠지

[켄쵸지]

난젠지

[켄쵸지]

텐류지

[켄쵸지]

오산 2위
토후쿠지

(東福寺)

텐류지(天龍寺)

[엔가쿠지]

텐류지(天龍寺)

[엔가쿠지]

텐류지(天龍寺)

[엔가쿠지]

쇼코쿠지

(相國寺)

[엔가쿠지]

오산 3위
켄닌지

(建仁寺)

[쥬후쿠지

(壽福寺)]
[쥬후쿠지]

켄닌지

[쥬후쿠지]

켄닌지

[쥬후쿠지]

오산 4위
[켄쵸지

(建長寺)]
켄닌지 켄닌지

토후쿠지

[죠치지]

토후쿠지

[죠치지]

오산 5위
[엔가쿠지

(圓覺寺)]
토후쿠지

토후쿠지

만쥬지

(萬壽寺)

[죠치지]

[조묘지

(淨妙寺)]

만쥬지

[조묘지]

만쥬지

[조묘지]

준(準)오산
[죠치지

(淨智寺)]

<표 3> 1334-1386년 쿄토·카마쿠라(대괄호 안의 사찰) 오산 순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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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368-1394)의 집권 당시 오산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171)

오산제도 안에서 토후쿠지의 위태한 처지는 쿄토의 오산 제정이 선림

주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제정된 점에 비추면 의미심장하다.

기본적으로 14세기 동안의 오산의 순위는 카메야마 천황(龜山法皇, 재위

1260-1274)이 후원하고 출가한 난젠지(南禪寺) 이하에서 변동되었다. 그

중 쿄토 오산의 순위는 1341년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세운 텐류지(天龍

寺), 1386년 요시미츠의 쇼코쿠지(相國寺)의 등장으로 크게 변동되었다.

텐류지는 타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 사후 그의 위령(慰靈)을 위해 지어

진 사찰이었다. 쇼코쿠지는 오산으로 제정되기 불과 4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나 무로마치의 쇼군 일가인 아시카가 가문의 위패를 모신 보제

사(菩提寺)로서 요시미츠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였다.172) 두 사찰은 14

세기 초중반 조정과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귀의를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던 무소파(夢窓派)의 개조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를

개산으로 삼고 있었다.173) 이처럼 토후쿠지보다 상위에 있던 난젠지와

텐류지, 쇼코쿠지는 모두 천황가 혹은 쇼군가를 사찰의 후원 가문, 즉 단

가(檀家)로 두고 있었다. 반면 토후쿠지의 단가는 사찰 개창을 후원한 쿠

죠 미치이에의 후손인 쿠죠 가문과 이치죠 가문이었다. 공가가 구성하고

있던 쿄토의 조정은 무로마치시대를 기점으로 이미 막부에 권력을 잃고

있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자신을 상황(上皇)에 견주고 공가를 가신화

(家臣化)하여 이들로부터 신하로서의 예를 받는 등 당시 공가들을 무로

며 카마쿠라 막부의 타도에 참여하였다. 이후 타카우지를 도와 고다이고 천황의 남조
에 대항하였다. 1338년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 이후 타카우지는 쇼군에 취임하여 군무
를 맡고 다다요시는 조정의 근위(近衛)를 담당하는 직책 중 하나인 사에몬노카미(左
兵衛督)에 취임하여 1349년까지 민사 재판과 토지권 관리 등의 내치를 맡았다. 靑木
和夫等 編, 『日本史大事典』1(東京: 平凡社, 1993), pp. 128-129.

171)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p. 280-281, 445-446; 原田正俊, 『日本中世の禪宗と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1998), p. 266.

172) Martin Collcutt, 앞의 책, pp. 110-111.
173) 무소 소세키는 엔가쿠지의 개산 무학조원의 법손(法孫)이었다. 무학조원의 법통을
이은 승려들의 종파는 무학조원의 시호 불광국사(佛光國師)에서 이름을 따 붓코파(佛
光派)로 칭해졌다. 그러나 무소 소세키와 그를 이은 문하들이 많은 수의 승려들을 배
출하였기 때문에 무소 이하의 종파를 별도로 무소파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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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막부에 종속시키고 있었다.174)

이보다 앞서 1335년 고다이고 천황은 그가 깊이 귀의하던 무소의 말을

듣고 토후쿠지를 오산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이 사태에 대응하여 코칸

시렌은 천황의 뜻에 항의하는 간언을 하였다. 그는 오산의 자격으로서

크게 단가의 지위, 사찰의 규모 및 사찰의 내력 세 가지를 들었다. 코칸

은 토후쿠지가 카마쿠라의 공가의 일원인 쿠죠 미치이에의 일가를 단가

로 둔 유서 깊은 사찰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찰들에 비해 거

대한 규모를 갖춘 점에 의해 오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진언하였

다. 결국 코칸의 진언이 조정에서 수용되면서 토후쿠지는 사격을 유지하

는 데 성공하였다.175) 그러나 이후 공가보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쇼군가

의 사찰 건립으로 인해 차츰 토후쿠지의 위계가 내려가게 된 것은 불가

피한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토후쿠지는 오산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불리한 사원 규칙

을 유지하고 있었다. 토후쿠지는 1380년 엔니의 유훈에 따라 주지의 자

리에 단가의 승인 하에 오로지 쇼이치파에 속하는 승려를 임명하였

다.176) 이후 무로마치시대 초기까지 토후쿠지의 주지는 이 유훈에 따라

임명되어왔다. 이러한 토후쿠지의 규칙은 승려의 귀천(貴賤)과 종파에 상

관없이 주지를 초청하는 일본 내 다른 임제종 사찰의 통례와 상치되는

것이었다. 한 예로 난계도륭은 1278년의 유훈으로 켄쵸지 내부에서 임제

종과 조동종 구별 없이 화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유훈을 반영하여

13-14세기 동안 켄쵸지에 조동종과 임제종의 다양한 파에 속하는 승려

가 주지로 임명되었다. 또한 쿄토의 난젠지는 개조가 쇼이치파에 속하는

무칸 후몬(無關普門, 1212-1292)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쇼이치파 외의 인

174) 중세 공가를 중심으로 한 공가 사회의 변천에 대한 개괄은 菅原正子, 『中世公家の
經濟と文化』(東京: 吉川弘文館, 1998) p. 1-20을 참고.

175)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p. 280-281, “五月人或謨奏朝, 以斥東福五山, 且居其末者 (중
략) 師以匪理當距, 遂與雙峯輩數人以卄八日入奏, (중략) 大較禪刹之五大精舍, 必將不出
三料, 々々也者, 一檀位, 二巨構, 三久創, 不知今之五山, 三之中以爲何料乎, 若言久創建
仁或署一, 巨構則東福其甲也, 檀位則南禪亦爲之最, 夫南禪者, 龜山上皇之勅寺也, 東福
乃光明藤丞相之鈞刹也, 君相々次, 自昔而爾, 龍山已爲一, 慧日豈得不爲之次歟, 又東福
草創之久邇, 率視建仁爲後, 建仁者若處首, 東福當次之. (후략)” 밑줄은 필자.

176) 原田正俊, 앞의 책,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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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다수 주지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규칙은 이후 무로마치시대에도 이

어져 오산제도 하의 사찰들 대부분이 다양한 문파의 인재를 주지로 맞이

하게 되었다.177)

이러한 주지 임명의 권한은 비단 종파 안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무로마

치 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온 문제였다.178) 무로마치 막부는 카마쿠

라시대에 법계와 무관하게 자질 위주로 주지를 초청하는 선찰의 관행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다. 과거에 선종

사찰은 주지를 초청하기 위해 천황가, 카마쿠라 막부의 호죠 가문, 공가

등 각각의 단가로부터 임명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아시카가 요시미츠

는 오산 사찰 전반의 주지 임명을 위해 1379년 오산제도 하에 있는 승려

의 등록과 주지의 임명을 총괄하는 직책인 승록사(僧錄司)를 신설하였다.

그 자리에는 무소 소세키의 제자 슌오쿠 묘하·젯카이 츄신(絶海中津,

1334-1405) 등 주로 무소파의 승려들이 임명되었다.179) 14세기 중후반

막부가 오산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은 단가와 사찰 규범 등의 측면에서 오

산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토후쿠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토후쿠지

는 1372년 막부가 오산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사찰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후쿠지를 오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한

끝에 막부의 통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토후쿠지는 단가 쿠죠·이치

조 가문과 막부로부터 동시에 재가를 받는 타협적인 형태로 주지를 초청

하게 되었다.180)

위의 상황을 종합하면 토후쿠지는 무로마치 초기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

화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제, 막부의 관사 정책과 상충하는 규칙을 지

177) 原田正俊, 위의 책, pp. 343-346.
178) 이미 카마쿠라시대부터 막부는 천태·진언종 승관[僧綱]의 자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
여 1238년과 1242년 사원 내부에서 승려들이 자신들의 문류 안에서만 승직을 세습하
는 관행에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들었다. 또한 막부와 친밀한 교류가 있던 사찰의 사무
직이나 토다이지(東大寺)의 재건 사업을 담당하는 직책인 토다이지 다이간진쇼쿠(大
勸進職)와 같은 요직의 경우 막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다양한 문파의 승려가 임
명되었던 점에서 사찰 내부의 인사는 과거부터 막부로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原田正
俊, 위의 책, pp. 337-341.

179) 카마쿠라 후기부터 무로마치 초기의 주지의 임명 형태의 변천에 대한 전반적인 고
찰은 齋藤夏來, 『禪宗官寺制度の硏究』(東京: 吉川弘文館, 2003), pp. 75-109를 참고.

180) 齋藤夏來, 위의 책, pp. 40-41; 原田正俊, 위의 책, pp. 3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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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채 더욱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는 단가를 둔 사찰들 사이에서 과거와

같은 위신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지고 있었던 것이다.

4. 토후쿠지본의 제작과 토후쿠지·민쵸의 명성

코칸 시렌이 고다이고 천황에게 토후쿠지의 오산 내에서 제일이라고 밝

힌 사원의 규모는 단순히 사찰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소장된 불상

과 불화들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쵸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토후쿠지는 사찰의 규모에 걸맞은 존상들을 봉안하고 있었다.

13세기 중반 토후쿠지 창건 당시 불전에는 5장(丈)에 달하는 석가여래좌

상과 2장 5척(尺)의 관음·미륵 협시보살, 1장 2척의 사천왕상이 조성되었

다.181) 이후 이 상들은 14세기의 화재 후 다시 제작되었으나 1881년 다

시 소실되어 현재는 석가상의 오른손만 1934년에 복원된 불전에 남아 있

다(도 75). 이 손의 크기는 높이 216.5cm, 손등의 최대 폭이 93cm에 달

하고 있어 14세기에 복원된 상도 창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크기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 외에도 불당의 화재 후에 수습되

어 삼문에 보관 중인 대불의 부재(部材)들 역시 상당한 크기에 달하고

있어 당시 불상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82) 후원 가문이 약

화되고 사찰 재흥이 여전히 이어지던 14세기 말 이후 제작된 민쵸의 토

후쿠지본과 <불열반도>, <삼십삼관음도> 역시 불전의 상들처럼 상당한

크기의 화폭을 자랑하였다. 그가 제작한 거폭 내지는 다폭의 작품들은

이전에 제작된 불상과 마찬가지로 토후쿠지의 큰 규모에 걸맞은 회화로

서 사찰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폭의 크기만큼이나 토후쿠지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쇼카이 레이켄

의 발문이 전하고 있는 민쵸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쇼카이의 「동복나한

공발」은 민쵸의 시동이 나한공 발문을 사찰 근처에서 습득한 일을 상서

로서 부각시키고 있다.183) 이 일화는 후대 찬술된 『선림상기전』에서

181) 『九條道家惣處分狀』, 藤田經世 編, 앞의 책, p. 120.
182) 根立硏介, 앞의 논문, pp. 63-73.
183) 각주 5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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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으로 나한이 민쵸의 지극함에 감응한 결과라고 윤색되고 있

다.184) 『선림상기전』의 내용은 민쵸에게 일어난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세상에 현현하는 나한과 관련된 상서로서 이해되었을

것을 시사한다.

2장 2절에서 서술한, 민쵸가 어머니에게 보낸 초상화에 쇼카이가 적어

준 찬문도 초상화 자체보다도 당시 민쵸가 그리고 있던 오백나한도에 대

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특히 초상화의 찬문의 처음에 기록된 ‘여러

부처가 나의 도가 아니니 누가 나의 도인가. 부모는 내가 친한 이가 아

니니 누가 나의 친한 이인가(諸佛非我道, 何者是我道. 父母非我親, 阿誰

是我親.).’라는 이 구절은 모친에 대한 효심보다 오백나한도를 그리는 데

전념하는 민쵸의 불심에 더 관심을 기울인 내용이다. 찬문 처음에 적힌

이 4수의 한시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서 인도 9대 조사인 복타

밀다(伏馱蜜多)가 8대 조사인 불타난제(佛陀難提)에게 건넨 게송(偈頌)을

인용한 것이다. 복타밀다는 과거 부처를 만난 뒤 큰 비원(悲願)을 세웠으

나 부모의 애정을 버리기 어려워 50세가 되도록 걷지도 말하지도 않은

이였다. 불타난제가 복타밀다의 거처에 성인(聖人)이 사는 것을 알고 그

를 찾아갔을 때 복타밀다가 절하며 말한 게송이 바로 쇼카이의 찬문에

등장한 첫 4수였다. 불타난제가 복타밀다에게 게송으로 답하고 그의 부

모에게 복타밀다의 과거를 말하자 부모는 비로소 아들을 놓아주어 출가

를 허락하였다고 전한다.185)

쇼카이의 제문에서 민쵸가 모친에의 정에도 불구하고 불화 제작에 전념

한 일은 『경덕전등록』을 인용한 제문을 통해 부모를 떠나 조사들의 법

통을 이은 복타밀다의 생애와 비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뒤이

어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빈궁한 처지에도 그림에 전념하는 민쵸의

행동은 “덕의 뿌리[德本]”를 심는 일이자 “큰 서원의 수레를 타는[乘此大

願輪]” 일로서 예찬되고 있다.

또한 쇼카이가 토후쿠지본과 민쵸의 초상화의 찬문에 쓴 ‘상인은 매우

능란하여 천태산에 접어들었으니 어느 새 그림 속에 몸을 나란히 하였

184) 각주 135를 참조.
185) 『景德傳燈錄』卷一, T2076, 51:020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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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 번째로 천태산을 옮겨오니 보고 듣는 이들이 찬탄할 만하다.’ 등

의 구절은 토후쿠지본이 천태산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매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오백나한을 통한 천태산과의 연결은 과거

조동종의 나한공에서 일어난 상서에서도 간취된다. 15세기 중반 조동종

의 승려 켄제이(建撕, 1415-1474)가 정리한 도겐의 전기문 『건서기(建撕

記)』에 의하면 도겐은 1249년 정월 그가 개창한 에이헤이지(永平寺)에

서 십육나한들을 위해 나한공을 지냈다고 한다. 당시 공양이 진행되던

중 나한상과 여러 성인(聖人)들의 상이 빛을 발하면서 공양을 받은 상서

가 일어났다고 전한다. 당시의 사건을 두고 도겐은 중국에 오백나한이

기거하는 천태산이 있다면 일본에는 에이헤이지가 있다고 주장했다.186)

당시 나한공에서의 서상을 통해 도겐은 에이헤이지를 오백나한이 거하는

이상적인 수행처이자 영산인 천태산에 빗대고 자신의 사원을 불법이 올

바르게 전해진 곳으로서 격상시킨 것이다.187) 토후쿠지 측도 역시 전례

드문 다폭의 토후쿠지본을 나한공에 사용하고 그림을 통해 천태산의 이

미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에이헤이지와 마찬가지로 토후쿠지를 천태산과

버금가는 곳으로서 연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계속 언급한 찬문을 오산제도에서 최고 등위의 사찰인 난젠지의

주지를 역임한 고승이 비교적 지위가 낮은 역할인 전주(殿主)를 맡은 민

쵸를 위해 써준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쇼카이가 적은 찬

186) 建撕 編, 『建撕記』(東京: 東方書院, 1931), p. 126. “寶治三年己酉正月一日, 羅漢供
法會アリ. コノ時, 請ヲ受玉フ. 木像畵像ノ羅漢, 其ノ外諸聖相共ニ放光シテ, 供養ヲ受
タマフナリ. 大唐ニハ天台山ニ五百ノ在世羅漢アリ. 我朝ニハ, 此ノ山中ニ在ト, 師, 自
筆ヲ以テ書キ置タマフナリ. 此ノ記ノ正本, 檀方義重ノ書箱ニ之レ在リ.
補, この時十六尊者の像, 今は常陸州若柴の金龍寺にあり. 祖師の眞蹟にて, その像の上
に書せられし語あり. 左に記す.
寶治三年酉正月一日巳午時, 供養十六大阿羅漢於吉祥山永平寺. 方丈于時現瑞筆記. 佛
前特殊勝美妙現, 木像十六尊者皆現, 繪像十六尊者皆現, 現瑞華之例, 太宋國台州天台山
石橋而已. 餘山未嘗聞也. 當山已現數番. 寔是祥瑞之甚也. 測知尊者哀愍, 覆蔭當山當寺
人法。所以是如. 開闢當山沙門希玄.” 밑줄은 필자.

187) 도겐의 제자인 케이잔 역시 나한을 통해 자신이 개창한 이시카와(石川)현 요코지
(永光寺)의 위치가 뛰어난 곳임을 드러내었다. 케이잔은 1323년 요코지의 자리에 임
시로 초가를 짓고 살던 중 꿈에서 십육나한 가운데 제8존자인 벌사라불다라(伐闍羅弗
多羅)로부터 그 곳이 에이헤이지보다 뛰어난 명승(名勝)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전한
다. 道端良秀, 앞의 책, p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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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례성은 카마쿠라 후기에서 무로마치 초기까지 제작된 다른 도석

화들의 찬문과 비교하여도 매우 눈에 띈다. 쇼카이가 민쵸에게 써준 발

문은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나한들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림 밖에서 일

어난 상서와 기특한 일들을 위와 같은 제발로 적어 토후쿠지본을 화가

민쵸와 결부지어 부각시키려 하였다. 그의 글에 의해 민쵸에게 일어난

신이와 초상화의 사건은 오백나한도의 제작을 높이 칭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화로서 기능하였다.

쇼카이가 민쵸를 위해 작품의 발문을 써준 이유로는 우선 다이도 이치

이를 통한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들 수 있다. 당시 선종 승려인 감상

자의 찬문이 있는 도석화 작품들에서도 이처럼 화가를 지칭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188) 이와 같은 민쵸와 쇼카이 레이켄의 밀접한 관계는

아마 민쵸의 스승 다이도 이치이와 쇼카이의 친분에서 비롯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는 1391년 민쵸가 다이도의 초상화를 그린 뒤 쇼카이에게

찾아가 찬문을 받은 일로서 뒷받침된다.189) 민쵸가 19세가 된 1370년에

다이도가 아와지노쿠니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사실상 토후쿠지에서 장성한

민쵸를 후원해준 인물은 쇼카이로 추정된다.190)

그러나 쇼카이가 제발에서 민쵸의 일화를 부각시킨 이유는 민쵸와의 친

분보다 토후쿠지의 재흥을 위해 활동한 쇼카이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188) 시마다 슈지로(島田修二)와 이리야 요시타카(入矢義高) 등이 감수한 『禪林畵贊 :
中世水墨畵を讀む』에 수록된 도석인물화의 찬문 대부분은 화제로 등장하는 존상 내
지는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쇼카이 레이켄의 「동복나한공발」에서처
럼 직접적으로 화가에 대해 언급하고 상찬한 찬문은 극히 드물다. 해당 책에 수록된
도석화 65점에 대한 찬문들은 島田修二郎·入矢義高 監修, 『禪林畵贊 : 中世水墨畵を
讀む』(東京: 每日新聞社, 1987), pp. 33-181을 참고.

189) 性海靈見, 『性海靈見遺稿』, 上村觀光 編, 앞의 책(1906), p. 1247. “大道和尚贊坐石
上上有松木蘿掛之左右鹿鵠兆殿司筆, 大道常在金剛座, 不離住行及座臥. 同志同門人心獸,
明鹿明鵠侍左右. 因思嚴陽老尊者, 一蛇一虎隨前後. 于今五百有餘祀, 二老風流聊相似.
兆禪丹靑得其妙, 名重當代古世少. 虢得先師舊家風, 携來請贊退耕翁. 摩挲老眼子細看,
不覺身在棲賢山. 一溪流水市聲遠, 俗子不來自然閑. 老松片石猶如共, 白髮鳥藤衲衣斑.
此老於我情義厚, 欲話舊事涙闌干. 款曰前南禪退耕老杜多, 爲招侍者, 書于明月樓下, 于
時七十七, 明德辛未孟念六.” 밑줄은 필자.

190) 다이도가 토후쿠지에 주지로 부임한 1356년은 민쵸가 5세였으므로 당시 민쵸가 토
후쿠지에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이도가 주로 활동한 곳은 그가 아와지
노쿠니에 개창한 세이켄지(棲賢寺)인 점, 민쵸의 고향이 아와지노쿠니인 점을 고려한
다면 민쵸가 다이도에게서 수학한 곳은 아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 5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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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쇼카이는 1341년부터 10년간 원나라에서 유학을 다녀온 이

래 막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쇼카이는

1372년 막부가 토후쿠지를 오산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 막부에 토후쿠지

의 입장을 전달한 인물 중 하나였다.191) 또한 쇼카이는 1372년 토후쿠지

가 막부의 재가를 얻어 주지를 선발하는 등의 사찰 법령을 수용한 이듬

해 당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이후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쇼카이에

게 난젠지의 주지직을 1380년, 1384년, 1387년 등 세 번 맡겼으며 1398년

쇼카이의 입적 직전에 친히 병문안을 왔다. 이러한 이력을 종합한다면

쇼카이는 토후쿠지와 막부가 갈등하는 와중에 토후쿠지 출신의 승려로서

막부와 친분을 유지하던 일종의 중개자로 여겨진다.

쇼카이는 토후쿠지 대불의 개금을 위해 희사하였던 다이도와 마찬가지

로 토후쿠지의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다. 토후쿠지본의 제작 외에도 쇼카

이는 1380년 당시 승록을 맡은 슌오쿠 묘하와 더불어 토후쿠지의 개산당

과 가람을 연결하는 통천교(通天橋)의 건축에 참여하였고 교각의 완성된

이후 여러 승려들과 더불어 공사를 축하하는 시를 만들었다. 이후 1387

년 화재로 소실된 토후쿠지의 탑두 카이조인(海藏院)과 부속 사찰인 산

쇼지(三聖寺)의 재흥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그가 토후쿠지가 아닌

난젠지 주지로 재직 중이던 1380년대에 있었다. 이와 같이 토후쿠지의

재흥을 위한 불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쇼카이의 활동을 염두에

둔다면 토후쿠지본의 제작 역시 찬문을 작성한 쇼카이의 주도로 토후쿠

지의 재흥을 위한 불사로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토후쿠지본

의 제작을 상서롭고 기특한 사건으로 수식한 찬문은 토후쿠지본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카이의 의도적인 전술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토후쿠지본이 제작된 직후 세간이 어느 정도 이 작품에 관심을

가졌는지 관련 기록이 거의 없으므로 단언하기 어렵다. 무로마치시대의

기록 가운데 토후쿠지본의 관람에 대해 적은 기록은 궁정의 대신 산조니

시 사네타카(三條西實隆, 1455-1537)의 일기인 『사네타카 공기(實隆公

191) 白石虎月 編, 앞의 책, p. 445.



- 74 -

記)』이 유일하다. 이 글에 따르면 1498년 1월 산조니시 사네타카는 천

황의 오백나한도 친람(親覽)을 준비하면서 30년 전에 이어 다시 나한도

를 보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192) 다만 『본조화사』가 찬술되기 이전의

글 가운데 민쵸가 그린 <불열반도>, <삼십삼관음도> 등의 다른 작품들

을 쇼군과 조정의 귀족들이 관람했다는 내용이 무로마치 후기 막부와 조

정의 기록인 『인료켄 일록(蔭涼軒日録)』, 『사네타카 공기』를 중심으

로 산견되고 있다. 비록 무로마치 후기의 기록에서 토후쿠지본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토후쿠지본이 다른 민쵸의 거폭 불화와

마찬가지로 무로마치시대 쿄토의 막부와 조정의 인사들의 관심을 끈 작

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15세기 후반 이후 아시카가 막부가 정치적으로 쇠락하

고 토후쿠지를 비롯한 오산 사찰들의 사세가 기운 뒤에도 민쵸가 그린

토후쿠지본 <오백나한도>는 다른 대형 불화들과 더불어 민쵸와 토후쿠

지의 이름을 세상에 계속 남게 하였다.193) 에도시대 이후 오백나한도를

둘러싼 민쵸의 전설화된 생애는 『선림상기전』의 나한공에 대한 설명,

『연보전등록(延寶傳燈錄)』(1678) 등의 불서(佛書)에 언급된 점에서 오

백나한도가 민쵸에게 일어난 사건과 결부되어 널리 알려졌음을 보이고

있다.194) 특히 쇼카이의 글은 『본조화사』에서 화가로서의 민쵸의 명성

192) 三條西実隆, 『実隆公記』卷三(東京: 大洋社, 1941), pp. 489-490, “[明應七年正月]卄
七日甲子, 晴, 東福寺五百羅漢[明兆殿主〔吉山, 淡路國人〕筆, 本在鎌倉建長寺云云, 殿
主卅二世筆歟, 性海長老住持也.]五十幅被掛議政所有御拜見, 仍參上拜見之, 卅年前於彼
寺拜見, 再會尤有機緣者歟, 殿主影等自了庵和尙被送予許, 則備睿覽, 以愚報委細令啓了,
當番之間暫祗候, 斜陽退出.” 무로마치시대 이후 쇼군과 천황 등에 의한 민쵸의 작품
열람에 대한 기록의 모음은 山口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록, p. 186.

193) 무로마치 막부가 오닌의 난(應仁の亂, 1467-1477)으로 정치적 실권을 잃고 지방의
다이묘가 흥기한 전국시대(戰國時代, 1493-1590)는 과거 막부의 후원으로 번성한 오
산파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이제까지 오산제도에서 제외된 사찰인 임하(林下)
로 분류되어온 다이토쿠지의 임제종 다이토파(大燈派), 묘신지(妙心寺)를 중심으로 한
임제종 다이오파(大應派)가 이 시기 급격히 성장하였다. 두 사찰은 사카이(堺)의 상인
과 다이묘(大名)의 지원을 모으고 전국 각지의 오산파에 속하던 지방의 사원들을 흡
수하면서 대형 문파로 성장하였다. 今枝愛眞, 『禪宗の歷史』(東京: 至文堂, 1962), pp.
188-209.

194) 卍元師蠻, 『延寶傳燈錄』卷13, 『大日本佛敎全書』108(佛書刊行會, 1917), p. 194,
“吉山明兆殿主, (중략), 嘗畵五百應眞以寄本寺, 下筆之日, 侍童於法性寺側, 拾得祭羅漢
文至德三年初冬十七慶讚之文. 師出示性海見公, 海隨喜偈[ヲ以]證曰, 五百遠塵離垢者,
一毛端上現神通. 上人已熟天台路, 不覺兼身在厥中.”. 山口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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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카노 에이노가 찬술한 『본조화사』

2권의 「중세명품(中世名品)」 이하는 카마쿠라 후기부터 무로마치시대

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동한 화가들의 행적과 주요한 작품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15-16세기 활동한 인물 가운데 셋슈 토요의 행적을 제외하

면 민쵸의 활동과 작품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에 할애되

어 서술되어 있다.195) 민쵸의 전기 가운데에는 초상화에 대한 쇼카이의

제발을 인용하여 토후쿠지본의 제작에 앞서 일어난 초상화의 제작의 일

화가 서술되어 있다. 여러 설화와 토후쿠지의 소장품을 근거로 서술된

『본조화사』 속 민쵸의 전기는 단순히 직위와 작품 위주로 나열한 다른

작가들의 전기들과 대조적이다.196)

에도시대 이후에도 토후쿠지본은 무로마치시대 당시 정월 초의 나한공

에서 사용된 것처럼 여전히 연초에 사람들이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공개

하여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후반에 찬술된 화사류 서적인 『단

청약목집(丹靑若木集)』(1662), 『화공편람(畵工便覽)』(1672)는 모두 매

년 원단(元旦)에 토후쿠지본이 펼쳐져 걸렸다고 서술하고 있다.197) 이후

1833년 민쵸의 사망 400주년을 기념하여 토후쿠지에 가람과 탑두에 소장

된 불화와 묵적 등을 전시하는 전관회(展觀會)가 열렸다. 1884년에 다시

복각된 전관회의 작품 목록인 『운연공양전관록(雲煙供養展觀錄)』은 당

시 토후쿠지본을 비롯하여 민쵸의 작품으로 알려진 140여 점과 다른 고

서화 130여 점의 제목과 전시 장소를 쓰고 있다.

『운연공양전관록』에 따르면 사찰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인 불전에 민

쵸의 불화 중 가장 거대한 <불열반도>, 이어 법당에 쇼카이 레이켄의

록, pp. 188에서 재인용.
195) 「僧明兆」, 狩野永納, 앞의 책, p. 53-56; 「僧雪舟」, 狩野永納, 위의 책, p. 59-63.
196) 「僧明兆」, 狩野永納, 위의 책, p. 55, “明兆老母在淡路國臥病, 故欲一見兆, 兆時在
東福寺方畵五百羅漢, 其功未半, 雖背老母之命, 佛像圖繪之事, 又不忍捨之, 因自寫眞, 致
之於母, 慰其心, 退耕庵性海贊其像曰, 衣破戒不破, 身貧道不貧.”

197) 狩野一溪, 『丹靑若木集』, 坂崎坦 編, 『日本繪畵論大系』2(名著普及會, 1980), p.
336, “五百羅漢每歲自雞旦至入日掛張結緣”; 傳 山井白石, 『丹靑若木集』, 坂崎坦 編,
위의 책, p. 501, “亦三十三幅觀音像及五百羅漢傳于今, 觀音像二月初午出之, 羅漢每歲
自鷄旦至入日掛張之.”. 山口縣立歷史博物館 編, 앞의 도록, pp. 195, 197에서 재인용.
다만 이 기록들은 토후쿠지본이 사찰에 걸리는 시일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그림
이 당시 사용된 목적이 나한공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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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이 달린 민쵸의 자화상을 전시하여 민쵸 최대의 역작과 그의 초상을

주된 전시품으로서 소개하고 있다.198) 불전과 법당에 이어 주지의 거처

인 방장에는 불열반도 외에 민쵸가 제작한 대형 불화들이 주요 작품으로

서 소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토후쿠지본과 제작 당시

에 습득된 오백나한제문을 먼저 목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9) 이러한 전시 목록의 구성은 토후쿠지본이 민쵸의 생애를 대변

하는 주요한 작품이자 토후쿠지에서 일어난 상서를 관람자들에게 전달하

는 효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작품이 제작된 지 4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토후쿠지본은 토후쿠지를 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전

시를 주최한 사찰에서 인식했음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토후쿠지본은 단순히 중국화를 복제하여 제작된 모사작이

아니라 토후쿠지가 사찰의 규모에 걸맞은 거폭의 대형 불화로서 제작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14세기 당시 토후쿠지는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 일본

나한공에서 흔하게 사용되지도 않은 오백나한도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토후쿠지본이 제작된 이유는 이 사찰이 무로마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오산제도 안에서의 위상이 점차 미약해져갔고 이를 다시 제고하

기 위해 회화로서 세간의 이목을 사찰에 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극적인 나한의 이미지를 다폭에 담은 토후쿠지본이

그려졌으며, 제작 당시 작가인 민쵸를 둘러싼 주목할 만한 사건도 그림

에 덧붙여졌다. 토후쿠지본은 무로마치시대 공가를 중심으로 열람의 대

상이 되었으며 에도시대 이후에도 토후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명성을 보

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 『雲煙供養展觀錄』(東京:鳩居堂, 1884), “大涅槃變相<高三丈九尺 闊二丈六尺> (중
략), 右佛殿. 吉山禪師小影<高二尺五寸 闊一尺八寸> 上方, 有退耕菴性海贊, 師本淡路
人也, 有母在鄕, 病欲見師, 師適畵五百羅漢, 誓不出山, 於時, 自寫眞而寄之, 性海作贊,
有衣破戒不破句, 蓋像著破衲也. (후략) 右法堂”

199) 『雲煙供養展觀錄』(東京:鳩居堂, 1884), “五百羅漢圖<高五尺七寸 闊三尺> 着色五十
幅, 無款. 此奉將軍足利義持命所作, 先時, 師嘗遊鎌倉, 觀顔輝所圖, 於建長寺, 喜之, 遂
摸, 而還於是, 倣其圖作此 (중략) 五百羅漢祭文, 橫披一卷, 無款, 不知何人作, 蓋師畵五
百羅漢, 下筆之日, 童子遇拾之途上云, 有性海跋, (중략) 右方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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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민쵸의 토후쿠지본은 일본에서 제작된 오백나한도로서는 최고(最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 그림들은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로마치 초

기 일본 측에 의한 중국 회화의 수용을 보여주는 작례(作例) 이상의 주

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토후쿠지본의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하

기 위해 다이토쿠지본의 전래, 민쵸의 모사(模寫) 계기 그리고 토후쿠지

본의 다이토쿠지본 도상 선택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후쿠지본의 도

상적 원류인 다이토쿠지본은 카마쿠라시대 선찰(禪刹)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중일(中日) 교류를 통해 카마쿠라 지역에 유입되었다. 이후 일본에

유입된 송원(宋元) 인물화 등을 소화하여 불화를 제작하였던 민쵸는 카

마쿠라의 사찰에 있던 다이토쿠지본을 접하게 되었다.

민쵸에 의해 모사된 토후쿠지본에는 다이토쿠지본 100폭 가운데 당시

일본에 널리 알려진 송원대 십육나한도 계통의 모티프가 중시되어 있다.

또한 토후쿠지본에는 나한들의 신이(神異)와 관련된 이미지가 주로 화폭

에 담겨있다. 반면 다이토쿠지본 중 주문자의 초상이 들어간 화폭과 승

려로서의 생활을 형상화한 화폭은 토후쿠지본에서는 배제되었다. 이 양

상은 일본 측이 중국의 회화를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널리

퍼진 나한도와 나한에 대한 인식에 비춰 오백나한도를 수용했음을 보여

준다. 토후쿠지본에 반영된 일본의 나한상은 일상 속에 보이는 승려로서

의 모습이 아니라 천태산(天台山)에 기거하면서 기적적으로 세상 도처에

현현하는 신통력을 지닌 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

토후쿠지를 비롯하여 일본 사찰에서 주로 행해진 나한에 대한 공양 의

례인 나한공(羅漢供)은 주로 십육나한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새로 제작된 토후쿠지본은 토후쿠지에서 거행된 나한공의

규모를 시각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례상 흔하

게 제작되지 않았던 오백나한도의 제작은 토후쿠지가 14세기 초반 연이

은 화재 이후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 다른 대규모의 불사(佛事)

와 함께 진행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토후쿠지가 오백나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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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사(佛事)를 감행한 것은 당시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 정립된 오산

제도(五山制度) 내에서 토후쿠지의 사격(寺格)이 동요되고 있었던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후쿠지본은 거찰(巨刹)에 걸맞는

대형의 불화이자 동시에 신이(神異)한 오백나한이 상주하는 이상적인 성

지인 천태산이 다름 아닌 토후쿠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고 여겨진다. 이 점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민쵸의 오백나한도 등에 제

발을 쓴 쇼카이 레이켄(性海靈見, 1315-1396)이다. 쇼카이는 무로마치 막

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토후쿠지 내부의 사업에 참여한 고승이었

다. 사찰의 하위직을 맡은 민쵸의 작품을 높게 평가한 발문을 써준 쇼카

이의 이례적인 행적은 당시 민쵸가 제작한 오백나한도를 상서(祥瑞)이자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쇼카이의 글과 민쵸의 작품은 토후쿠지와 민쵸의 명성이 후대까지 이어

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로마치시대 동안 천황과 귀족, 쇼군들은 민쵸

의 오백나한도를 비롯한 그의 대형 불화들을 친람(親覽)하러 토후쿠지를

방문하였다. 에도시대에도 화사류(畵史類) 서적과 전람회에서 민쵸의 주

요 작품으로 오백나한도가 언급되는 등 토후쿠지의 명성에서 토후쿠지본

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본고는 토후쿠지본이 중국 회화의 모사작이라는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원본인 다이토쿠지본의 도상 취사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세

일본의 중국 회화 도상에 대한 선택적인 수용과 나한에 대한 인식을 확

인하였다. 또한 본고는 14세기 토후쿠지의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토후쿠

지본의 제작을 조명함으로써 이 작품이 사찰의 위신 제고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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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 <五百羅漢圖> 중 ‘오백나한도의 권진’(02), 大德寺.

도 53. 明兆, <五百羅漢圖> 중 ‘사자’(T19, 백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54.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사자’(29), 大德寺.

도 55.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사자’(30), 大德寺.

도 56.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아기를 위한 공양’(75), 大德寺.

도 57. <五百羅漢圖> 중 ‘역경’(38), 大德寺.

도 58. 도 50의 확대 부분.

도 59. 도 44의 확대 부분.

도 60. 도 45의 확대 부분.

도 61. 明兆, <春屋妙葩像>, 1404, 絹本彩色, 117.5×54.8cm, 京都 光源院.

도 62 明兆, <五百羅漢圖> 중 ‘수신의 출현’(T12),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69에서 발췌.

도 63. 明兆, <五百羅漢圖> 중 ‘꽃을 바치는 산양’(T23),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69에서 발췌.

도 64. 良全, <十六羅漢圖>, 南北朝 14世紀, 絹本彩色, 143.1×59.6cm,

建仁寺.

도 65. 良全, <十六羅漢圖>, 南北朝 14世紀, 絹本彩色, 207.9×78.8cm,

Freer and Sackler Galleries.

도 66. <十六羅漢圖>, 平安 11世紀, 95.9-97.2×51.8-5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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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國立博物館

도 67. 明兆, <五百羅漢圖> 중 ‘욕실’(T40), 東福寺, 『日本繪畵館5 :

室町』(東京: 講淡社, 1971), p. 27에서 발췌.

도 68. 明兆, <五百羅漢圖> 중 ‘나한공’(T45, 백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69. 明兆, <五百羅漢圖> 중 ‘지옥으로 날아옴’(T08),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68에서 발췌.

도 70. 明兆, <五百羅漢圖> 중 ‘천태산 석교’(T37, 백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71. <佛涅槃圖>, 南宋 12-13世紀, 絹本彩色, 172.6×95.0cm, 京都

長福寺.

도 72. 陸信忠, <佛涅槃圖>, 南宋, 絹本彩色, 157.1×82.9cm.,

國立奈良博物館

도 73. 良全, <佛涅槃圖>, 1328, 絹本彩色, 161.0×168.3cm, 福井縣

本覺寺.

도 74. 東福寺 三門.

도 75. <東福寺 釋迦如來坐像 部分>, 南北朝 14世紀, 木材, 高 216.5cm,

幅 93.0cm, 東福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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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1. <九條道家像>, 1343年, 絹
本彩色, 137.5×117.2cm, 東福寺,

『古寺巡禮京都 3 : 東福寺』(京

都: 淡交社, 2006), p. 72에서 발췌.

도 2. 明兆, <圓爾像>, 15世紀, 絹
本彩色, 267.4×139.7cm, 東福寺,

『禪 : 心をかたちに』(東京: 日本

経濟新聞社, 2016), p. 44에서 발췌.

도 3. 住吉廣行, <明兆 自畵像>,

1783年 模寫本, 絹本淡彩, 49.5×

34.2cm, 東福寺, 『禪寺の繪師た
ち』(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

8), p. 71에서 발췌.

도 4. 明兆, <五百羅漢圖> 중

‘달에서 날아옴’(N01), 1386, 絹
本彩色, 173.3×89.6cm, 根津美

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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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五百羅漢圖> 중 ‘달에서
날아옴’(23), 南宋, 絹本彩色, 1
12.0×53.3cm, 大德寺.

도 6. 도 4의 묵서명 부분 확대.

도 7. <五百羅漢圖> 중 ‘달에서
날아옴’(N01), 174.5×90.5cm, 東
福寺, 『禪寺の繪師たち』(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p. 31에
서 발췌.

도 8. <第三百五十七 義通尊
者>, 高麗, 絹本彩色, 51.8x37.0c
m,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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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五百羅漢圖>, 高麗 14世
紀 後半, 絹本水墨淡彩, 188.0x1

21.4cm, 京都 知恩院.

도 10. 傳 明兆, <五百羅漢圖>,
室町, 絹本彩色, 113.0×57.4cm,

靜嘉堂文庫美術館.

도 11. 雲谷等甫, <五百羅漢圖>,

17-18世紀, 絹本彩色, 162.3×85.8

cm, 山口 東光寺,.

도 12. 明兆, <佛涅槃圖>, 絹本彩

色, 1408, 880.0×531.0cm, 東福寺,

『水墨美術大系 第5巻』(東京: 講
談社, 1978), p. 19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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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1. 明兆, <蝦蟆鐵拐圖>
중 ‘蝦蟆’, 室町 15世紀, 紙本彩
色, 230.0×118.0cm,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化」展』(東
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
71에서 발췌.

도 13-2. 明兆, <蝦蟆鐵拐圖>
중 ‘鐵拐’, 室町 15世紀, 紙本彩
色, 230.0×118.0cm,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化」展』(東
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
71에서 발췌.

도 14. 도 4의 부분 확대.
도 15. 傳 張思恭, <五百羅漢
圖> ‘경전의 기적’(T01), 元?, 1
60.0×90.9cm, 圓覺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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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十六羅漢圖>, 室町(142

3?), 絹本彩色, 143.9×83.0cm, 建
長寺.

도 17-1. 明兆, <三十三觀音圖>

‘大自在天’, 1412, 絹本彩色, 118.

3×54.8cm, 東福寺, 『禪寺の繪師
たち』(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

998), p. 34에서 발췌.

도 17-2. 明兆, <三十三觀音圖>

‘雲雷鼓掣電’, 1412, 絹本彩色, 11
8.3×54.8cm, 東福寺, 『禪寺の繪

師たち』(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p. 39에서 발췌.

도 18. 普悅, <阿彌陀三尊圖>
‘觀音菩薩’, 南宋 12-13世紀, 絹

本彩色, 127.0×48.8cm, 京都 淸

淨華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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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白衣觀音圖>, 南宋-元
13-14世紀, 絹本彩色, 113.8×58.5

cm, 香川縣 極樂寺.

도 20. 明兆, <達磨圖>, 室町,

紙本墨畵淡彩, 239.0×149.0cm,
東福寺, 『「京都五山禪の文

化」展』(東京: 日本経濟新聞社,

2007), p. 270에서 발췌.

도 21. 明兆, <白衣觀音圖>, 室

町, 紙本水墨淡彩, 328.0×285.1c
m, 東福寺, 『禪寺の繪師たち』

(山口: 山口縣立美術館, 1998),

p. 44에서 발췌.

도 22-1. 明兆, <寒山拾得圖>

중 ‘寒山’, 室町, 紙本水墨淡彩, 2
20.0×112.0cm, 東福寺, 『禪寺の

繪師たち』(山口: 山口縣立美術

館, 1998), p. 4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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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2. 明兆, <寒山拾得圖>

중 ‘拾得’, 室町, 紙本水墨淡彩, 2

19.0×112.1cm, 東福寺, 『禪寺の
繪師たち』(山口: 山口縣立美術

館, 1998), p. 43에서 발췌.

도 23. 傳 明兆, <白衣觀音圖>,

室町, 絹本彩色, 94.5×41.4cm, 兵
庫縣 個人.

도 24. 靈彩, <白衣觀音圖>, 室

町, 絹本彩色, 92.5×37.5cm, 京都

玉泉寺.

도 25. 赤脚子(?), <白衣觀音

圖>, 室町, 絹本彩色, 137.6×57.0

cm, 靜嘉堂文庫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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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 顔輝, <蝦蟆鐵拐圖> 中

蝦蟆, 元, 絹本彩色, 161.0×79.8c
m, 京都 知恩院.

도 27. 顔輝, <李仙像>, 元, 絹

本水墨, 146.5×72.5cm, 北京古宮
博物院.

도 28. 傳 貫休, <十六羅漢圖>,

北宋 模寫本, 絹本彩色, 92.2×45.
2cm, 東京 宮內廳.

도 29. <十六羅漢圖>, 南宋 13

世紀, 東京, 128.5×55.0mc, 東京
藝術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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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金大受, <十六羅漢圖>,

南宋 12世紀, 絹本彩色, 118.8×5

1.7cm, 東京國立博物館.

도 31. 浙江省 天台山 石橋의

모습.

도 32. 도 9 ‘지신의 공양’의 부

분 확대.

도 33.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지신의 공양’(10), 大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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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 <五百羅漢圖> 중 ‘탑 세

우기’(78), 大德寺.

도 35. <五百羅漢圖> 중 ‘수륙

회’(17), 大德寺.

도 36.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천태산 석교’(F2), The Arthur

M. Sackler and Freer Gallery of Art.

도 37. <五百羅漢圖> 중 ‘경전

의 기적’(B08), Museum of Fin

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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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明兆, <五百羅漢圖> 중 ‘경

전의 기적’(T01) 東福寺, 『「京都
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

濟新聞社, 2007), p. 267에서 발췌.

도 39. 明兆, <五百羅漢圖> 중 ‘대

숲에서 보배를 받는 나한·공작’(T2
5, 백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구

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40. 傳 張思恭, <五百羅漢
圖> 중 ‘대숲에서 보배를 받는

나한’(A27), 圓覺寺.

도 41.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대숲에서 보배를 받는 나한’(B4),

Museum of Fin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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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 木村德應, <五百羅漢圖>

중 ‘공작’(K01), 1638, 大德寺.

도 43. <五百羅漢圖> 중 ‘눈 내

리기’(61), 大德寺.

도 44. 傳 張思恭, <五百羅漢

圖> 중 ‘눈 내리기·선인의 공양’

(A33), 圓覺寺.

도 45. 明兆, <五百羅漢圖> 중

‘눈 내리기·선인의 공양’(T29, 백

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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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 <五百羅漢圖> 중 ‘관음

의 응신’(B07), 南宋, 大德寺.

도 47. 明兆, <五百羅漢圖> 중

‘관음의 응신’(T03), 東福寺.

도 48. 傳 明兆, <五百羅漢圖>
중 ‘관음의 응신·바느질’(B40),

圓覺寺.

도 49. 傳 明兆, <五百羅漢圖>
중 ‘용의 눈을 치료·식사 후’(B4

6), 圓覺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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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五百羅漢圖> 중 ‘용의

눈을 치료’(28), 大德寺.

도 51.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식사 후’(59), 大德寺.

도 52. <五百羅漢圖> 중 ‘오백

나한도의 권진’(02), 大德寺.

도 53. 明兆, <五百羅漢圖> 중 ‘사

자’(T19, 백묘), 東福寺, 동경문화재연

구소소장네거티브필름에서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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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사자’(29), 大德寺.

도 55.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사자’(30), 大德寺.

도 56. 周季常, <五百羅漢圖> 중

‘아기를 위한 공양’(75), 大德寺.

도 57. <五百羅漢圖> 중 ‘역경’

(38), 大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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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8. 도 52의 확대 부분. 도 59. 도 46의 확대 부분.

도 60. 도 47의 확대 부분.
도 61. 明兆, <春屋妙葩像>, 140
4, 絹本彩色, 117.5×54.8cm, 京都

光源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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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2 明兆, <五百羅漢圖> 중 ‘수

신의 출현’(T12), 東福寺, 『「京都
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

濟新聞社, 2007), p. 269에서 발췌.

도 63. 明兆, <五百羅漢圖> 중 ‘꽃을

바치는산양’(T23), 東福寺, 『「京都
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濟新

聞社, 2007), p. 269에서발췌.

도 64. 良全, <十六羅漢圖>, 南

北朝 14世紀, 絹本彩色, 143.1×5

9.6cm, 建仁寺.

도 65. 良全, <十六羅漢圖>, 南北

朝 14世紀, 絹本彩色, 207.9×78.8c

m, Freer and Sackler Gall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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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6. <十六羅漢圖>, 平安 11

世紀, 95.9-97.2×51.8-52.2cm, 東

京國立博物館

도 67. 明兆, <五百羅漢圖> 중

‘욕실’(T40, 부분), 東福寺, 『日

本繪畵館5 : 室町』(東京: 講淡
社, 1971), p. 27에서 발췌.

도 68. 明兆, <五百羅漢圖> 중

‘나한공’(T45, 백묘), 東福寺, 동
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69. 明兆, <五百羅漢圖> 중 ‘지

옥으로날아옴’(T08), 東福寺, 『「京
都五山禪の文化」展』(東京: 日本経

濟新聞社, 2007), p. 26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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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0. 明兆, <五百羅漢圖> 중

‘천태산 석교’(T37, 백묘), 東福
寺,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네

거티브 필름에서 발췌.

도 71. <佛涅槃圖>, 南宋 12-13
世紀, 絹本彩色, 172.6×95.0cm,

京都 長福寺.

도 72. 陸信忠, <佛涅槃圖>, 南

宋, 絹本彩色, 157.1×82.9cm., 國

立奈良博物館

도 73. 良全, <佛涅槃圖>, 1328,

絹本彩色, 161.0×168.3cm, 福井

縣 本覺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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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4. 東福寺 三門.
도 75. <東福寺 釋迦如來坐像
部分>, 南北朝 14世紀, 木材, 高

216.5cm, 幅 93.0cm, 東福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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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ichizan Mincho’s 

500 Arhat Paintings in Tofuku-ji

Kwon, Namkyu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how Kichizan Mincho 吉山明兆 (1352-1432) selectively 

employed Chinese iconographies in his 500 Arhat Paintings (the Tofuku-ji 

set) and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In 1386, Kichizan Mincho, a 

monk-painter of the Tofuku-ji 東福寺 temple in the Muromachi period 

(1336–1573), copied 500 Arhat Paintings of the Daitoku-ji 大德寺 temple, a 

set of hundred scrolls made by Southern Song painters Zhou Jichang 周季

常 (?-?) and Lin Ting’gui 林庭珪 (?-?) from Ningbo 寧波, Zhejiang 

province, into a set of fifty painting scrolls. The Tofuku-ji set is the oldest 

example of a few surviving 500 arhat paintings in Japan. 

Although the Tofuku-ji set received a considerable attention from 

previous scholarship, it was understood no more than as a set of Japanese 

illustrations of Buddhist figures comparable to the Chinese counterparts. This 

thesis thus specifies the transmittance of iconographies from China to the 

Daitoku-ji set and their recomposition in the Tofuku-ji set, thereby 

illuminating how Chinese 500 arhat paintings were accepted and transformed 

in Japan.

According to the provenance of other contemporary Japanese ar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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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s, the Daitoku-ji set, the original paintings of the Tofuku-ji set, is 

assumed to arrive in the Kamakura region no later than the mid-fourteenth 

century. The region was where many Zen monasteries such as Kencho-ji 

and Engaku-ji were built under the patronage of the Kamakura shogunate 

since the mid-thirteenth century. Sino-Japanese maritime trades flourished due 

to these temples’ needs of Chinese paintings for Buddhist rituals. The 

Daitoku-ji set is believed to have been introduced to Japan via this route. 

Mincho, active mainly in Kyoto, became aware of these imported paintings 

in the late-fourteenth century. His successful copying of the Daitoku-ji set 

was indebted to his extensive study of Song-Yuan Chinese paintings 

depicting Buddhist and Daoist icons, with White-Clad Avalokiteśvara 

paintings being examples. Moreover, the studio of professional monk painters 

at Tofuku-ji also enabled the production of the multiple painting scrolls. 

The Daitoku-ji set of one hundred scrolls not only depicts 

iconographies of traditional arhat paintings such as arhats’ meditation, 

veneration to arhats and submission of animals, but also introduces new 

pictorial elements unique to the local belief system of Ningbo. Meanwhile, 

the painter had to be selective in his project because the number of scrolls 

of the Tofuku-ji set was a half of the original set. As a result, the 

iconographies chosen in the Tofuku-ji set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Mincho focused on portraying typical images of arhats rather than 

those of Southern Song monks and laymen who sponsored the Daitoku-ji 

scrolls. The painter also employed more allegorical scenes of miraculous 

events such as subjugation of a beast by arhats or offerings to arhats by an 

animal, which are often found in Chinese and Japanese sixteen arhat 

paintings preserved in Japan since Kamakura period (1185-1333). On the 

other hand, the newly introduced scenes of an arhat’s daily life as a monk 

in the original set are less evident in the Tofuku-ji scrolls.

The iconography of miraculous arhats in the Tofuku-ji se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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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Zen monks’ interest in the supernatural abilities of arhats that is 

written in their fourteenth- and fifteenth-century anthologies. It is assumed 

that the images of supernatural beings among many other iconographies of 

the Daitoku-ji set were attractive to monks of the Tofuku-ji. This case 

evidences that the Japanese recipients selected the specific imagery that was 

relatively familiar to them. A comparable example is the transmittance of 

Southern Song Parinirvana paintings to Japan, whose iconographies had been 

filtered and transform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rhats within the 

religious landscape in the Japanese archipelago. 

The production of 500 arhat paintings of Tofuku-ji was very 

exceptional, considering the ritual associated with arhats in Japan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ofuku-ji. Arhat offering rituals were regularly performed 

in Japanese Zen monasteries as a public ceremony since Kamakura period 

(1185–1333). The worshipped deities in these rituals were mainly the sixteen 

arhats, as shown in extant liturgies for the arhat offering since Kamakura 

period and medieval examples of sixteen arhats paintings, which are in a 

larger number than that of 500 arhat paintings. Contrary to a trend of arhat 

worshipping in Zen monasteries at that time, Tofuku-ji utilized 500 arhat 

scrolls containing spectacular events, thereby expanding its annual offering 

rituals for arhats.

The production of the Tofuku-ji set and the augmentation of the 

ritual were proceeded despite the temple’s precarious financial status. In the 

early fourteenth century, Tofuku-ji was destroyed by three conflagrations and 

the monastery was forced to undergo reconstructions of its buildings and 

great Buddhas. In addition to the restoration project, the temple ordered 

Mincho to paint large Buddhist paintings including the Tofuku-ji set. The 

project to make an extra set of paintings in such harsh circumstance might 

have been an attempt to enhance its waning status within the Five Mountain 

system, a hierarchic network of Zen Buddhist temples sponsor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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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kaga shogunate. The Tofuku-ji set was a monumental work that 

represents the grandeur of its house among other Five Mountain temples. It 

also made Tofuku-ji comparable to Mountain Tiantai, the sacred site where 

the five hundred arhats were said to reside. The colophon of the arhat 

paintings, written by a monk of Tofuku-ji, Shōkai Reiken 性海靈見 

(1315-1396), describes an auspicious event and Mincho’s praiseworthy deeds 

while he was working on the paintings. The scale and iconographies of the 

Tofuku-ji set, as well as the written account of propitious incidents related 

to its production, successfully attracted people’s attention to Tofuku-ji and 

the painter, ensuring their fame in the Muromachi period and afterward.

This thesis distinguishes its stance from previous studies by 

analyzing the selective employment of the original iconographies of 500 

arhat paintings from China within the context of Japanese Zen Buddhism. 

Furthermore, it examines how Tofuku-ji promoted its status by undertaking 

the project of producing a large set of painting scrolls, in association with 

the financial and hierarchical issues of the temple. In conclusion, this thesis 

sheds new light on the recombination of Chinese 500 arhat paintings in the 

Tofuku-ji set and the order and utilization of the painting set.

Keywords : 500 Arhat Paintings, Kichizan Mincho (1352-1432), Tofuku-ji, 

Daitoku-ji, Muromachi Period.

Student Number : 2013-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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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本稿は、1386年に京都東福寺の画僧、吉山明兆(1352-1432)が制作した
《五百羅漢図》(以下、東福寺本)の中国羅漢図図像に対する受容様相と制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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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景を分析するものである。東福寺本は、1178-88年、南宋の画家である周
季常(?-?)、林庭珪(?-?)が制作した《五百羅漢図》(以下、大徳寺本)100幅を模
写して、50幅で制作した。東福寺本は、現存作例が珍しい日本の五百羅漢
図のうち最古の作品である。 
　　先行研究における東福寺本に対する叙述は、室町時代(1336-1573)中国
画の受容の一事例として言及したり、原本である大徳寺本との図像的類似
性を考察する水準に留まった。 本稿は、これに大徳寺本図像の伝来過程と
東福寺本が原本の画幅を再構成する過程を分析し、中国五百羅漢図の図像
が日本でどのように受容されたのか考察する点に焦点を置いた。さらに本
稿は、東福寺本が制作された時期である14世紀東福寺の状況と照らし合わ
せ、この作品が制作された動機を提示してみようとした。
　　東福寺本の原本である大徳寺本は、文献史料と現存羅漢図の分析を通
して、14世紀中盤以降に鎌倉地域に流入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鎌倉地域
は、13世紀中盤以降、建長寺や円覚寺など幕府の後援を受けた禅宗寺院が
多数設置された。この寺院が、宗教的な儀礼のため中国仏画が必要であっ
たため、鎌倉地域では日中海上貿易が活発に行われた。大徳寺本もまた当
時鎌倉で行われた交易を通じて流入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その後、1380

年代京都で活動した明兆は、鎌倉地域にあった大徳寺本に接する。明兆が
大徳寺本を見て、東福寺本を制作できた背景としては、まず白衣観音図な
ど日本に所在した宋元代道釈画を広く学習し、模写した明兆の画業を挙げ
ることができる。また専門的な画僧集団から成る東福寺の工房は、多幅で
構成された大作である東福寺本を制作する基盤となった。
　　大徳寺本は、羅漢の名相と供養、動物の調伏など古くから描かれた羅
漢図の図像と制作地である寧波の信仰を反映した新たな場面を100幅のな
かに豊富に描き込めている。反面、東福寺本は画幅の数を大徳寺本の半分
である50幅で制作した。このように東福寺本において変化した構成によ
り、作家には図面に描写する原本の図像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
生まれた。その結果、東福寺本で取捨された図像には、いくつかの傾向性
を確認できる。東福寺本は、まず大徳寺本の制作を支援した南宋代の僧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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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在家信徒の肖像的なイメージを省略し、定型化した羅漢の人物像に集中
している。また東福寺本は、原本の図像のうち、動物の調伏と供養のよな
羅漢のアレゴリー的なイメージを他の図像に比べて相対的に多数画幅に持
ち込んだ。この場面は、鎌倉時代(1185-1333)から日本に流入した中国・日
本の十六羅漢図の画幅と共通する内容を込めているものである。反面、別
の系統の図像である僧侶の日常生活場面は、動物の供養のような劇的なイ
メージとは異なり、積極的に模写されなかった。
　　大徳寺本の図像のうち、主に羅漢の神異部分を選択して描かれた東福
寺本の傾向は、日本の禅僧達の認識からも窺える。14-15世紀日本の禅僧の
文集は、主に羅漢の行う超自然的な能力に注目したことを確認できる。大
徳寺本の様々な図像のうち、東福寺の禅僧達が認識した羅漢を最もよく視
覚化して表すものは、神通力を駆使する羅漢の姿と推定される。 このよう
に日本内で僧侶など仏画の受容者側が慣れ親しんだイメージの範疇で、宋
元仏画の図像を受容した様相は、南宋涅槃図の模写事例からも確認され
る。この点は、東福寺本が単純に中国絵画を受容したものではなく、禅宗
寺院の信仰と羅漢に対する認識に応じて中国絵画の図像を選択的に受容、
組み合わせた結果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14世紀の東福寺で五百羅漢図が制作された事実は、当時日本で行われ
た羅漢と関連する儀礼と、東福寺の財政状況を照合すると、その異例性が
目立つ。羅漢に供養を捧げる仏教儀礼である羅漢供は、中世日本の禅宗寺
院で主に十六羅漢のために公的な定期儀式として行われた。現存する鎌倉
時代以降における日本の羅漢供の儀礼文の内容、そして五百羅漢図より圧
倒的に多い十六羅漢図の作例は、日本で五百羅漢のための儀礼が一般的で
なかったことを示す。しかし東福寺は、当時日本の禅宗寺院で行われた羅
漢供の傾向とは反対に五百羅漢図を用いている。この点は、東福寺がより
劇的で巨大な画面の仏画を通して、羅漢供儀礼の規模をより一層拡大させ
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 
　　羅漢供の拡大と東福寺本の制作は、当時東福寺が直面した財政的な困
難にも関わらず進められた。14世紀初め、東福寺は3回の火災を経て、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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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年に渡って巨額の資金を投じて寺院の殿閣と大仏などを再建していた。
当時の財政的負担のなかでも東福寺は、追加的に明兆に東福寺本などの大
型仏画を注文した。当時、東福寺がこのような仏事を進めたのは、室町時
代日本の官寺制度である五山体制のなかで、寺院の位相が弱まる状況を意
識した対応であったと推定される。東福寺本は、五山のなかで最大の規模
に見合う大型の仏画であると同時に東福寺を五百羅漢が常駐する聖地であ
る天台山と類比させる媒体であった。東福寺出身の僧侶、性海霊見
(1315-1396)が東福寺本に添えた題跋の内容もまた、明兆の作業当時に起き
た瑞事と、明兆の特記するに値する行跡を記述している。このように東福
寺本の規模と図像、制作当時に起きた瑞事の記録は、観覧者側の受容にあ
たって重要な影響を与えた。それは室町時代以降、人々の関心を東福寺、
そして明兆に集中させる効果である。
　　本稿は、室町時代の東福寺が五百羅漢図を受容した状況を考察するも
のである。その結果、本稿は室町時代禅宗寺院の羅漢に対する認識を背景
として、中国絵画を選択的に受容した結果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また東
福寺本の制作に関して、寺院の威信を高める目的で作られた可能性を提示
した。結論的に本稿は、東福寺本の選別的な図像受容とその活用を考察し
た点に意義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五百羅漢図, 吉山明兆(1352-1432), 東福寺, 大徳寺, 室町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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