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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교미술과 한국미술사

4세기 후반 불교가 한국에 도입된 이래 불교미술은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불교는 독자적인 의례와 수행을 위하여 나

름의 사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과 건

축형식이 확립되었다. 또 그 사원에는 불교 특유의 사리(舍利) 숭배에

따라 불탑이 세워졌고, 불탑에는 사리를 모신 사리기가 봉안되었다.

많은 불탑이 세워지면서 이러한 불탑들은 한국인들의 건축적 상상력

을 자극하여 통일신라시대에는 한국 특유의 석탑형식이 확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원의 전각에는 예배대상으로서 각종 불교 조상들이 봉

안되었으며, 벽화와 탱화들이 벽면을 메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불교

조각은 한국미술사의 근대기까지 조각사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불교회

화도 한국 회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였다. 또

한 각종 불교의례와 관련하여 그에 맞는 의식구(儀式具)들이 만들어졌

고, 그러한 의식구의 제작은 당시의 공예품 제작과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었다.

한국 불교의 수행 및 의식 공간과 그 공간을 구성하는 세부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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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근본적인 체제는

지난 1600년간을 이어온 전통적인 체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와 생활 패턴에 맞는 새로운 체계의 모색이 근래에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통

의 계승과 재현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재의 한국불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불교미술의 전통은 어떠한

것이고 어떤 미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넓은 불교미술 분야 중에서도 불교조각

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고 내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

이다.

2. 인간 형태의 재현과 불교조각

한국의 불교조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세기 후반 불교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초기 유물은 희소한 편이지만, 6세기 이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불교조각은 한국조각사를 대표하는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조각1)이라는 개념은 모든 입체를 다 포함할 수

1) 조각(彫刻) 이라는 말이 원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목조나 석조조각과 같이 깎거

나 쪼아 내어 입체를 만드는 조형활동을 뜻하는 것인 만큼, 덧붙여 성형(成形)해
나가는 소조(塑造) 활동까지 포함하는 조소(彫塑) 나 입체 라는 말이 그보다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조각 이라는 말의 폐기까지 주장되기

도 한다. 그러나 조각 또는 조소 의 원어(原語)인 sculptur e (영어 또는 불어)의
원류가 된 라틴어 sculptur a 도 원래는 깎아서 조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

고, 잘 알다시피 sculptur e 는 근대에 들어서서 이미 그 원래의 뜻보다 확장된

의미로 정착된 지 오래이다. 우리가 쓰는 조각 이라는 말도 이미 그러한 보다 포

괄적인 의미로 관용(慣用)되고 있어서, 이 말을 깎거나 덧붙이는 조형활동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데 의미론(意味論)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

다. 따라서 새삼 침소봉대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를 추종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관

용되는 조각 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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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지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인식되고 있지만, 우리가 관

례적으로 현대 이전의 시기에 대해 쓰는 조각이라는 개념이 실상 생

물체의 입체적 재현,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인간적 형상의 재현을 지칭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조각사에서는 불교조각을 제외하고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고작 신라

의 토우(土偶)나 능묘(陵墓)의 석인(石人)·석수(石獸), 돌장승 등을 떠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은 종류도 얼마 안되려니와 양적으로도 매

우 적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국미술사의 조각 부문은 거의 온통 불교

조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만일 불교조각이 아니

었다면 한국에서 인간 형태의 재현으로서의 조각이 과연 어떤 모습으

로 전개되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연히 낳는다.

이 의문은 사실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동아시아 미술사

전체에서 조각활동의 진작에 미친 불교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거의 절

대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조각사도 거의 불

교조각 위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불교 이외에 도

교(道敎)나 신도(神道)의 조각들도 있지만 이들은 양적으로 현저하게

적고 형태나 형식도 불교조각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후

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불교

도입 이전에도 진시황릉(秦始皇陵)의 병마용(兵馬俑)들과 같이 놀랄

만큼 숙달된 인간 재현 조각의 전통이 이미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한

다. 그러므로 인간 재현 조각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비상한 능력을 의

심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 현실적인 힘

을 신봉하면서 비록 진흙의 재현을 통해서라도 사후세계의 안전을 보

장받기를 도모한 진시황의 광기와 같이 그러한 대규모의 조상(造像)을

가능하게 한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상 활동의 원동력은 사람

들의 현실적 기복(祈福)이건, 내생의 안락(安樂)이건 종교적인 갈망,

특히 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인간 형태의 조상(造像)이 필요한 경우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교적인 예배대상인 신(神)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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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나의 기호로서의 조상이다. 신, 혹은 신적인 존재들을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상상하거나 의인화(擬人化)의 메타포(metaphor )를 통해

재현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깊은 성향이자 관습이다. 불교도들이 예배

하는 불상도 원래는 교조(敎祖) 석가모니라는 역사적 인물의 삶에 기

초한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원리

가 인간적인 형상을 빌린 메타포로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거의 신적인 권위를 지닌 인간이나, 죽음을 통해 신에 비견될 만

한 존재로 변용(變容)된 사자(死者)를 숭앙(崇仰)하기 위해, 혹은 기념

(記念)하기 위해 만든 조상들이다. 인류 문명사상 군주나 지배자의 상

은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 이래 여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상

의 주제들이었다. 중국에서도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에 이미 묘사(廟

祠)에 인물상을 안치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2) 셋째, 수호적(守護的)인

인물이나 동물들을 조상하는 것이다. 이것도 인류문명 초기부터 너무

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가 없으

리라 믿는다. 앞서 언급한 진시황릉의 병마용도 이 범주에 들어갈 것

이다. 이 세 번째 범주는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본다면 앞서 첫째와 둘

째 것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어느 문

명, 지역에서나 일관된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떤 지역, 어떤 종교에서는 신적인 존재의 인간적인 형상

화, 심지어 신의 피조물인 일체(一切) 동물의 시각적 재현까지도 금기

시하였다. 유태교, 기독교(특히 신교), 이슬람교 등의 소위 셈(Sem )계

(系) 종교들은 그 대표적인 예들로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도 군

주의 초상이 그림으로는 그려졌어도 조상으로서 만들어진 예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이차원적인 환영(幻影)으로 암시(暗示)하는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재(實在)하는 삼차원적 조각으로의 재현을 기피

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 문화에서 불교만큼 인간 형

태의 조각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 존재했던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2) 大村西崖, 中國美術史 彫塑篇 (1917; 國書刊行會 복각본, 1980), 3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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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에도 불교 이외의 신상이나 초상 조성이 불교 이전부터, 또

는 그와 별도로 있었음이 알려져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고구려에는 두 군데의 신묘(神廟)가 있고 그 안에는 하백녀(河伯女)와

주몽(朱蒙)을 나타내는 부여신(夫餘神)과 고등신(高登神)의 목조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10월마다 목제 수신상(隧神像)을 신좌(神

座)에 안치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3) 또 신라에서도 탈해왕(脫解

王)이 죽었을 때 그의 뼈를 부수어 소상(塑像)을 조성했다고 하고, 원

효(元曉)의 사후 그의 아들 설총(薛聰)이 그의 유해로 소상(塑像) 진용

(眞容)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전한다.4)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상당한 정

도로 이러한 조상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단편적인 기록 외에 이 범주의 상들에 대한 잔존 유물은 너무나

드물다. 그러한 상들이 대부분 나무나 진흙과 같이 쉽게 없어지는 재

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존하는 증거는 극히 빈약한 것이다.5) 이러한 상

황에서 불교 이외의 신상이나 초상 조각이 불교조각에 비견될 만큼

성행하고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기록을 통해 알려진 상들이 과연

어떠한 형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고구려의 부여신상, 고등신상

이나 수신상에 주목해 보면, 여기에 닮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상(像)

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인간 모습의 실제 상(像)을

반영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이 상(記票)들은 그것이 표

시하는 것(記意)과의 관계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어서 인간 형상의

반영도가 극히 낮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상형(像形)의 표의문자

3) 이 두 사실은 각각 北史 (권 94, 東夷傳 高句麗傳)와 三國志 (권 30 高句麗傳)에
기록되어 있다. 金元龍, 韓國先史時代의 神像에 대하여 , 역사학보 94·95合

(1982): 15- 16면 참조.
4 ) 三國遺事 紀異 第四代 脫解王, 義解 元曉不羈.
5 ) 1993년 발굴된 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능(陵)에서 그의 나신상(裸身像)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 상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일보 1997년 10월 3일자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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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인간임을 암시하는 이목구비 정도만 간단히 표시된 형식적인 것

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탈해왕의 상이나 원효의 상은 적어도

명목상 구체적인 인물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인 만큼 사정이 좀 달랐

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상들이 표시하는 인물의 구체성

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다고는 확신하기 힘들다. 원효의 상은 진용

(眞容)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된 모습이

진(眞) 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더욱이 그 상

은 명백히 불교 전래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불교조각의 인상(人

像) 표현 방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불교 이전 혹은 불교 이외

의 조각에서 상이라는 기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형상의 재

현성(再現性)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이 스펙트럼

의 한쪽 끝에는 그것이 여실히 재현적인 형상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상과 그것이 흉내내는 혹은 나타내는 인물과의 관

계가 극히 자의적이고 상징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 다시 언급하

겠지만, 한국조각사의 유물들을 보면 불교조각의 경우도, 크게 보아

같은 전통인 중국이나 일본의 예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현성에

대한 집착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시대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거기

에는 관념화, 추상화의 경향이 공통적으로 짙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석인·석수나 장승과 같은 비불교조각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현

저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스펙트럼의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의 절반 쪽에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경우라면 불교조각의 전래는 새로운 조형방식과 의

미 표현·전달 방식의 수용을 의미했을 것이다. 즉 한국미술에서 인간

형상의 과감한 삼차원적 재현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이후의 불교조각에서는 지나친 닮음을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졌고, 불교조각 이외의 조각 부문에서 인간

적 형상의 활용은 극히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가?

26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한국불교학의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3. 독자성과 국적

한국불교조각사의 첫 장인 삼국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재 남

아 있는 지극히 한정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 6세

기에 들어서서 많은 중요한 사찰들이 삼국에 세워진 것이 기록상 확

인되고 있지만, 그 불당에 봉안되었던 어느 조상 하나도 남아 있는 것

은 없다. 6세기의 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불과 10cm 내외의

작은 금동상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매우 적은 수이다. 황룡사(皇龍

寺) 금당(金堂)에 봉안되었던 장육존상(丈六尊像)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라의 불상 양식을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우리는 주변부, 그 안에서도 극히 단

편적인 예들을 가지고 중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류를 필연적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심부에 치중하면서 그 무게에 눌려 주변

부를 간과해 온 잘못이 근래의 서양미술사 연구에서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한 문제이지만, 주변부의 편린으로 중심부의 모습을 상상해야 하

는 것은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연구자들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묵시적인 합의인 듯하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겨우 손가락 만한 크기의 상이 큰 법당에 안

치되었던 예배상들과 기능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같은

수준의 유물들인지 확신하기 힘들다. 더욱이 작은 금속상과 커다란 돌

덩어리 상 사이에 어떤 참조(參照)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

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조형적인 연속성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해명되

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이들 모두를 하나의 조각이라는 범주에서 이

야기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15세기까지 석조, 목조, 금

속, 점토, 밀랍으로 작업하는 조각가들은 하나의 통일적인 범주로 인

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아도,6) 우리는 재료와 크기를 달리

6) W ladyslaw T at arkiew icz , A Hist ory of Six Ideas (H ag ue, 1980), 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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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들 사이에 얼마나 조형적 연계성이 있었는지 의심해 볼 만하

다.

어쨌든 이렇게 불완전한 전제와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여 유물의 양

식을 기술(記述)하고 그들 사이에 계보를 연결하는 작업에 연구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이목구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금동

상들에서 나름의 한국적 특징들을 읽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러한 시도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자들을 사로잡아 온

강박관념의 소산이 아닌가 느껴질 경우도 있다.7) 근래 몇몇 연구자들

이 지적하고 있는, 6세기의 금동 소상(小像)의 제작 주체와 중국과의

관련성도 이와 연관하여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8)

그런데 삼국시대의 불교조각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2구의 대형 금동반가상은 이러한 금동소상들과는 사뭇 성격이 다른

상들이다. 높이 80cm 내외인 이 두 금속제상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한국의 유물보존 실태에서 거의 기적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

하다. 크기로 보나, 이들이 환기하는 모뉴멘털한 분위기로 보나, 이들

은 어느 불당의 주존상(主尊像)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두 상

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가(半跏) 자세는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반가상은 동아시아의 이런 형

식 현존상들 가운데에서도 가히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이 상들의 종교적 의미, 예술적 특성, 양식적 계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그 동안 많은 훌륭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그 중에서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제작

국에 대한 논란이다. 두 상 중에서도 특히 소위 국보 83호 금동반가상

(손효주 옮김, 미학의 기본개념사 [미진사, 1990], 30- 31면).
7) 이 책이 제명으로 삼고 있는 자생성 이라는 말도 비슷한 정서적 태도의 표현이 아

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자생성 이라는 것을 극구 주장해야만 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한 수세(守勢)적인 —어떻게 보면 처절한— 자의식을 보는 것 같은 씁쓸함이

드는 것도 피할 수 없다.
8 ) 郭東錫 製作技法을 통해 본 三國時代 小金銅佛의 類型과 系譜 , 불교미술

11(1992): 3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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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라작(作)이냐 백제작(作)이냐 대해 학자들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9)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문이

개재되어 있다. 첫째, 우리는 삼국간의 불교조각 양식 차이를, 그렇게

확언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보다 본질적

인 문제로서, 삼국간에 그렇게 분명하게 구획되는 양식 차이가 실제로

어떤 양태(樣態)로, 어느 정도로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제작국의

문제, 삼국 양식의 정의와 구분 문제는 흔히 삼국시대 불교조각 연구

의 중심과제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 문제 설정은 얼

마나 타당한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미술 분야에서 삼국간

에는 문화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신라에서는 황룡사에 목조 9층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장인 아비지

(阿非知)를 초빙하여 200명의 소장(小匠)을 이끌고 작업을 주관하게

했다고 삼국유사 는 전한다.10) 이와 비슷한 일은 불상이나 보살상의

제작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국보 83호상에

대해서 그 부드럽고 입체적인 모델링과 정치(精緻)한 세부 처리 등이

우리가 아는 백제조각의 특성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반면

도상형식면에서는 삼산관(三山冠)을 쓴 반가상 유형이 신라에서 더 유

행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것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 반가상

은 백제의 장인이 신라에 와서 그곳에서 필요한 유형(類型)으로 만들

었고, 경주의 어느 절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없는가?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상을 백제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신라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러한 딜레마는 삼국양식을 정적(靜的)인 틀에서 파

악할 경우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국양식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지식이 얼마나 사

실과 부합하거나, 사실을 반영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일본에

는 일본 학자들이 자기들 것도 아니고, 대륙에서 온 듯하지만 중국 것

9) 김리나, 국보 반가사유상, 제작국을 알 수 없다 —한국불상 연구의 몇 가지 쟁점

과 문제점— , 가나아트 1994년 7·8월호: 40- 43면 참고.
10) 三國遺事 塔像 皇龍寺九層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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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닌 것 같다고 보는 일련의 금동상들이 전한다. 도래불(渡來佛)

이라고 불리는 이 상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건너 온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11) 그러나 이들 중에는 현존하는 한국의 상들에 근거한

우리의 견지에서는 쉽사리 우리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인상의 것들

도 있다. 물론 이러한 상들이 모두 한국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고대 불보살상의 샘

플이 실상을 얼마나 근사(近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수년 전에 부여(扶餘)에서 발견되어 학계를 경악시

킨 금동용봉향로(金銅龍鳳香爐, 도3)에 대해 처음에 적지 않은 학자들

이 그것이 중국작일 가능성을 사석에서 조심스럽게 피력했을 정도로

이 유물은 백제 것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면모를 갖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발견이 삼국시대 불교조각 양식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시각적인 특징을 관념적인 언어로 치환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언어화된 연역적 정

의가 우리의 시야를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6세기말부터 조각 재료로서 화강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

작한 것은 한국조각사에서 괄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것은 여러 각도에

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국에는 다른 어떤 돌보다 화강암이

풍부했다는 점, 돌은 금속보다 재료로서 비용이 저렴했으리라는 점,

다른 재료들보다 상에 영속성(永續性)을 부여하기에 유리했을 것이라

는 점 등이 화강암의 사용을 진작시켰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다만 중국 조각에서 별로 쓰인 바 없는 이 돌은 매우 단단하고 입자

가 굵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의 사용을 요구했고, 이 점에서 화강암의

사용은 한국조각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12) 실제로 이 돌은 입자가 굵고 세밀한 새김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조각에 보다 흔히 쓰이는 사암이나 대리석처럼 형태나 표면 질감

11) 久野健, 古代朝鮮佛と飛鳥佛 (東京, 1979), 7- 16면 참고.
12) 姜友邦, 三國時代佛敎彫刻論 , 삼국시대불교조각 (국립중앙박물관, 1990), 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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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로이 창조해 낼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화강암이라는 재

료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얻게 된 대상은 여전히 돌의 느낌을 강하

게 유지하게 된다. 그만큼 재료와 그것에 투여된 대상과의 거리는 멀

다. 바로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과 사유를

통해 돌이라는 질료(質料) 속에 아직 갇혀 있는 형상(形相)과 만나야

한다. 따라서 화강암을 통해 재현성이 강한 조각을 만드는 데에는 근

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인지(認知)했을 것이면서도 이러

한 재료를 쓴 것은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만큼 대상의 온전한 재현성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표

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석조상들은 강한 매스(mass )의 느낌을 갖고

있다. 돌덩어리, 혹은 암괴는 그것을 통해 재현된 상으로서 공간을 점

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질료 자체로서 공간을 차지한다. 재현적

은 아니지만 공간을 점유하는 강한 실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더

조각적이라고 할 만하다. 몸의 대부분 부위의 묘사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 그러나 얼굴과 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얼굴과 손

은 크기도 크고 볼륨감도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상은 얼굴과 손

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아직 돌에 속한

얼굴과 손일 뿐이다.

4. 입체와 몸에 대한 관심

6세기말부터 7세기말에 이르는,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로의

전환기를 포함하는 시기의 양식 변화의 추이는 양감(量感) 표현의 증

대와 몸의 발견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언급한 화강암상들

은 그러한 양감 증대의 추이를 보여준다. 몸에 대한 관심은 국보 83호

반가상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13) 그러나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은 대

13) 몸을 꼭꼭 감싸던 복장에서 이제는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렇게 드

러난 몸은 미묘한 면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상반신을 벌거벗은 모습은 보살의 복

31



특집

체로 통일 직후 670- 680년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4) 사천왕사지(四天

王寺址) 출토의 소조(塑造) 천왕상(天王像) 부조, 안압지(雁鴨池) 출토

의 금동판불(板佛)들, 감은사(感恩寺) 사리기(舍利器) 사천왕상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유물들이다. 이 시점에 일어난, 문자 그대로

획기적(劃期的)인 사실적 양식의 출현은 양지(良志)라는 조각가, 또는

그의 유파(流派)와 관련지어 설명되곤 한다.15) 이러한 양식적 변화는

대체로 중국의 당(唐)양식의 영향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때로는 당을

넘어 서역(西域)양식의 영향이 언급되기도 하고, 서역인이 직접 신라

에 와서 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6)

양감의 증대와 몸의 발견은 넓게 보아 중국에서 동·서위대(東西

魏代)부터 당대(唐代)에 걸쳐 전개된 양식 변천과 일치하는 흐름으로

서 거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는 데 별 이

론(異論)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중국 불교조각사 안에서도 북위를 지

나 당에 이르는 이 양식 발전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설득력 있는 해답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인상이다. 이른 시

장으로서는 사실 이례적인 것이다. 불교미술에서 이러한 복장은 금강역사(金剛力

士)와 같은 역사상(力士像)류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은 혹시 현재

의 상 위에 실제 천으로 된 천의(天衣, 일종의 쇼올)가 걸쳐졌을 가능성을 생각하

게 한다. 이것은 금동으로 재현된 인물 형태가 마치 실제 천으로 된 쇼올과 같은

현실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6세기말부터 8세기에 걸쳐

한국불교조각사에 꾸준히 증대된 재현에 대한 관심과 상통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주8)에서 언급한 소위 왕건의 상은 전신(全身)이 나형(裸形)이지

만 보관을 쓰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옷 모양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것

이 원래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보인다. 이 상의 정체에 상관없이 한국에도 그와 같

이 천으로 된 옷과, 다른 재료로 된 상을 결합하는 관습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4)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像彫刻樣式 , 고고미술 154·155합(1982)

70- 72면; 강우방,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5), 398면.
15) 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 불교미술 1(1973): 1- 24면; 姜友邦, 新良志論

미술자료 47 (1991): 5- 15면.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

도 양지작(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 姜友邦, 新良志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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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서양 학자들은 이것을, 마치 그리스 조각에서 아르카익기(期)를

지나 고전기에 이르러 인체 조각의 이상적인 형태 표현이 완성되었던

것과 유사한 과정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17) 그러나 북위의 거의

금욕주의를 연상하게 하는 길고 여윈 인체 표현과 동세(動勢)가 강한

형태로부터 왜 양감이 중요시되고 정적(靜的)인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는지, 왜 북제기(北齊期)부터 몸을 드러낸 복장이 부활

하고 인체 묘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는지, 그리스 조각의 진화론

적 모델은 중국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기에는 명백히 역부족이다.18)

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에는 인도로부터의 자극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19) 미술사에서 인간

형상의 조각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에서는 일찍부터 몸의 삼차원적 재현에 —그것이 상징적인 재현, 혹은

메타포를 통한 재현일지라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터질 듯 충만

(充滿)한 몸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긴장된 피부, 이것은 인도의 인체

조각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당대(唐代)에 들어서면서 중국

조각에서도 몸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몸에 대한 노골적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인도의 영향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조각 뿐 아

니라 당대의 미술 다른 분야들에서도 육신성(肉身性, corporeality )에

대한 탐닉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아마 여기에는 당대인(唐代人)들의

이국(異國) 취미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 ) L u d w ig B a ch h ofe r , A S h or t H is t ory of Ch in e s e A r t (L on d on ,

면 .
18) 여기서 인용하는 두 작품은 각각 재료가 다르지만,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중국 불교조각의 경우에는, 특히 이 두 시기의 유품들에 대해서는 다른 재료 사이

의 연속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시기 양식의 대비(對比)를 극명히 보

여줄 수 있는 예들을 골랐다.
19) Law r ence Sickm an and Alex an der S oper , A rt and A rchitect ure of Chin

(H arm ondsw orth , 1978), 111면. 식크만은 인도의 영향 아래 6세기중엽에 등장

한 새로운 양식은 6세기전반 양식(소위 북위후기양식)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후자를 대체(代替)했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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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한국조각사의 흐름과 연결하여 어떻게 이해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흐름을 중국 조각처럼 그리스의 모델에 따라

설명하려는 경향은 암암리에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 한국 고대조각의

전개과정을 고졸(古拙)한 양식에서 고전적인 양식으로의 발전으로, 그

리고 그 정점(頂點)은 석굴암 조각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식민지시대 초기의 동양학자들이 동양을 보는 데 있어 가졌

던 식민주의적 역사관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양의 역사

는 인도의 경우 굽타시대, 중국의 경우 당시대에 정점을 맞았고 그 이

후에는 정체와 쇠퇴의 과정을 맞았다는 것이다.20) 그러나 이러한 사관

이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조각사에서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7

세기후반부터 8세기까지 한국 불교조각에서는 인체의 사실적 재현성,

상대적으로 그럴 듯하게 짜여진 비례, 조화미와 통일성 등이 고양되었

다. 이것은 그리스 고전기 조각에서 일어났던 변화와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국고대 조각사에서 자율적으로

전개된 변화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한

국 불교조각이 중국조각 양식 전개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조각사에 보이는 고졸양식에서 고전양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의 변화는 한국 조각사 자체의 논리적 발전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놀랄 만한 보편성을 띠면서 주변 국가들을

압도했던 당 문화의 원심적(遠心的) 힘의 성쇠(盛衰)에 크게 좌우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상찬(賞讚)하는 이 시대의

불교조각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일까?

이러한 변화를 추상주의와 자연주의의 교대라는 순환적인 틀로 볼

수도 있다. 통일신라의 미술은 그 이전의 추상주의 시대를 거쳐 자연

주의 발흥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21)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보는 이러

20) 이러한 역사관은 근대화에 성공한 서양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은연중에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1) 文明大, 韓國美術史의 特殊性과 普遍性 , 韓國美術의 理論과 方法 (열화당

1978), 58- 60면. 한국미술사 전개의 특수성을 동태적(動態的)인 원리로 파악하려

고 한 이 돋보이는 견해는 이후(以後), 불교조각의 맥락에서 보다 명시적(明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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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주의적 경향은 한국조각사 전체의 흐름에서 본다면 매우 이질

적인 것은 아니었던가? 멀리는 인도로부터, 가까이는 唐으로부터 밀려

온 압도적인 물결 아래 생겨난 일과(一過)적인 삽화(揷話)는 아니었던

가? 왜냐하면 한국조각사는 이 도도(滔滔)한 물결이 힘을 잃고 나자

그 이전의 삼국시대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경향으로 마치 복귀(復

歸)하는 듯한 현상을 보였고 한번 사라진 것은 더 이상 그 같이 큰 규

모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법칙에 따라 추상주의가

자연주의를 거쳐 추상주의로 회귀(回歸)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삽화가 동력을 잃자 원래의 추상주의적 경향이 힘을 회복하였던 것으

로 볼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

5. 석굴암에 대한 평가

석굴암(石窟庵) 조각이 한국조각사에서 최고의 걸작이라는 데는 별

이론(異論)이 없으리라 믿는다. 석굴암은 한국미술사 뿐만 아니라 불

교미술사 전체에서 손꼽힐 만한 위대한 종교 모뉴먼트이다. 필자는 수

많은 불교미술의 모뉴먼트들 가운데 광대한 불교적 세계관을 그에 걸

맞게 웅장한 규모와 정치(精緻)한 구조로 재현한 걸작으로 자바의 보

로부두르(Borobudur )를 꼽는다. 반면 세계의 내오(內奧)한 근원적 실

상을, 인간 형상의 이미지들을 사용한 메타포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재

현한 최고의 작품으로 서슴없이 석굴암을 꼽을 것이다.

석굴암의 정교한 구상과 치밀하게 짜여진 구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 훌륭한 연구를 통해 많은 해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 구조에 구현

된 수적(數的) 원리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22) 이러한 수적 원

리에 따른 비례의 문제는 본실(本室)의 중앙에 위치한 불상에서도 드

러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불상의 크기나 신체 비례가 인도 보드

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2) 姜友邦, 石窟庵에 응용된 調和의 門 ,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261-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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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Bodhgaya)의 불타 성도지(成道地)의 불당에 있던 불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23) 이 견해는 인도의 비례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보강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정교한 비

례체계가 한국 불상 조성에 쓰였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느껴진다.

인도에서 불상을 포함한 인물 형태의 상 조성에 있어서 번쇄(煩 )한

비례체계가 쓰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4) 그러나 그와 유사한

것이 중국이나 한국에도 통상적으로 존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

고 있다. 필자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는 한국 불교조각의 경우 그러한

비례체계의 인지(認知)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표한

다.25) 한국의 조각가들은 전통적으로 보다 직관적인 방법을 선호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석굴암의 불상은 우리 불상조성사에

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석굴암의 불상은 예술적인 면에서도 탁월하다. 이 상은 인도에서 흔

히 자궁에 비유된 석굴이라는 원초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와

모든 존재의 근원적 실상(實相)의 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간적 형태의 상징에는 냉엄한 출세간성(出世間性)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世間)에 있는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 교감(交感)할 수 있

는 자애로움도 동시에 가시적(可視的)으로 갖추어져 있다. 보는 사람

은 압도당하고 동시에 감동한다. 상징성(象徵性)과 육신성(肉身性)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경지가 실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존명(尊名)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으나, 당시 신라 불교

의 사상적 정황으로 보아서 또 성소(聖所)의 구조와 구성을 보아서,

23) 姜友邦, 印度의 比例理論과 石窟庵 比例體系에의 適用 試論 , 미술자료

52(1993): 1- 31면.
24) 인도조각사에서 이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등한시되어 온 인상이다. 근래에는

모스텔러(John F . M ost eller )가 외롭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의 방법론은 실제 상들의 계측(計測)을 통해 현실적으로 쓰였던 비례체계를 경

험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다. T he M eas ure of F orm : A N ew A pp roach f o

the S t udy of I ndian S culp t ure (New Delhi, 1991) 참고.
25) 강우방 선생의 사적인 교시(敎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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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을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울 듯하다. 그

것은 법신(法身), 아니면 적어도 법신적인 성격을 지닌 불타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양식적으로 이 상은 중국에서 7세기말부터 8세기전반에 걸쳐 유행

한 소위 성당(盛唐) 양식 불상의 계통에 들어 있다. 그런데 성당 양식

의 불상들이 구체적인 육신성을 현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석

굴암의 불상은 그 정도가 훨씬 약하다. 지나친 육신성이 줄 수 있는

세속적인 느낌을 초극(超克)하려는 절제와 이상화의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석굴암 불상 뿐 아니라 성당 양식을 잇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전반기의 대부분의 상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

서도 동아시아 조각사에서 인체의 재현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한국 조각 특유의 추상성 지향을 느

낄 수 있다.26)

석굴암의 불상과 관련지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한국조각사에

서 이 불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석굴암은 흔히 한국조각사의 정점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그런데 이 정점(頂點) 이라는 말은 마치 앞에 오르막이 있고 뒤에 내

리막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강한 권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

다고 미술사의 발전을 모두 상대화시키고 균질한 연속성으로 환원시

킬 수도 없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석굴암은 얼마나 인식되고, 기억되

고, 평가되었던가? 석굴암은 오늘날 우리가 상찬하는 만큼 한국 불상

조성사의 전범(典範)이 되었던가? 석굴암을 연상하게 하는 작례(作例)

26) 김원용 교수는 석굴암 조각에서 이룩된 성취를 자연주의와 추상주의적 경향의

신묘(神妙)한 조화 라고 표현하였다(金元龍, 安輝濬 공저, 新版 韓國美術史 [서
울대학교 출판부, 1993], 162면). 한편 문명대 교수는 … 아직까지 2/ 4분기의 이

상적 사실주의 양식이 결코 후퇴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기반 위에 새로

운 근엄성과 날카로운 긴장감이라는 현실주의가 진출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0], 206
면). 여기서 문교수가 쓴 현실주의 라는 말은 그 윗쪽에서 긴장된 표현이 지나쳐

서 근엄해지고 딱딱해지는 경향 이라고 한 것을 지칭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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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에 상당히 눈에 띈다. 편단우견(偏袒右

肩)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비슷하게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한

불상들이다.27) 그러나 편단우견과 항마촉지인 불좌상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크게 유행한 도상 유형의 하나일 뿐이고, 정말로 이러한 불상

들이 석굴암 불상을 의식하고 만들어졌는지 그 연관성은 사실상 도상

형식이 아닌 조형형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 불상들은 양식적으

로 7세기말∼8세기에 유행한 소위 통일신라 전기 양식과 상통하는 점

이 있지만, 반드시 석굴암 불상을 모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더

욱이 그러한 도상적 유형은 고려시대초를 지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

었다. 석굴암 불상이 후대까지 典範이 될 만한 훌륭한 불상의 한 예로

서 기억되고 있었다는 흔적은 별로 없다. 13세기에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 에서는 석굴암의 창건에 관한 연기(緣起)는 기록

하고 있지만 그 모뉴먼트에 대한 동(同)시대적 진술은 없다. 조선시대

후기에 정시한(丁時翰) 등이 석굴암을 찾아 남긴 기행문과 시문(詩文)

이 전하고 있어 석굴암이 당시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그것이 석굴암의 불상 때문이라고는 보

이지 않는다.28) 조선시대 불상에 석굴암 불상의 영향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다. 석굴암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 불상에 대해 특

별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석굴암을

찾았던 사람들도 —다른 불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반

적인 찬사 이상으로 그 불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인가? 인간

형태의 재현으로서의 조각의 걸작으로 우리가 석굴암 불상에 부여하

는 가치는 혹 금세기에 이르러, 서양 고전조각관에 경도(傾倒)된 시각

(視角)에서 재발견된 것은 아닌가?

27) 이 계열의 상들에 대해서는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 韓國

古代佛敎彫刻史硏究 (일조각, 1989), 336- 382면 참고.
28) 석굴암에 관한 조선시대 후기의 문헌기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함. 金相鉉, 石

窟庵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 정신문화연구 15- 3(1992): 74- 76면; 石窟庵

古記錄 , 고고미술 13(1961), 합집본 상권 149면; 慶州古蹟詩文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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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불교미술이 융성했던 다른 몇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는 고전시대로 여겨지는 수코

타이시대(13- 14세기)의 불상이 후대 불상 양식의 전범이 되어 그와 유

사한 양식의 불상들이 한동안 반복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에 대

한 향수와 모방의식은 뚜렷이 남아 있다. 핏사눌록(Phitsanulok )의 왓

프라 시 라타나 마하타트(Wat Phra Si Ratana Mahathat ) 본존상 같

은 것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모사되고 있는 유명한 불상이다. 일본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헤이안(平安)시대 후기 죠쵸(定朝)불사에 의해

확립된 단아(端雅)한 고전적인 불상 양식은 카마쿠라(鎌倉)시대까지

그의 유파에 의해 계승되어 그 이후 불상 조성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

쳤다.29)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석굴암 불상의 진정한 재평가와 모방

은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서서 이루어졌고, 그 모방 작업도 상당히 제

한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석굴암의 불상을 하나의 이

상형으로 염두에 두면서도, 결과적으로 모방된 것은 도상형식일 뿐 진

정한 의미에서 조형형식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혹 아직도 석굴암

불상과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정서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는 것

은 아닌가?30)

어쨌든 석굴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석굴암에서 성취된 —비록 절

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자연주의적 경향, 커포리앨리티(corporeality )

의 해체와 상실 과정이었다. 적극적인 의미로도, 혹은 소극적인 의미

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인체의 재현성에 대해 한결 무관심

하면서 그보다 추상적인 매스(mass )의 느낌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눈

에 띄게 증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불상에서 일

관되게 이어졌던 현상이다.

29)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리나 교수의 교시를 얻었다.
30) 물론 여기서 필자는 석굴암 불상의 모방이 좋다거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意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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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속화의 양상

고려시대 이후의 불교조각은 한국조각사에서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인지 한국미술사에서 이 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논리가 확보되지 않은

인상이다. 통일신라시대까지는 한국미술사를 이야기할 때 불교조각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도자기나 그 밖의 공예

등의 뒷전에 밀려나 그 정체성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조각들이 전(前)시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

는 기술의 뒷받침 아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지적되어 왔다. 혹자는 그것을 새로운 민족적 미감의 발견으로 설

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존 유물의 수준이 질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것은 대체로 시대적 상황, 불교의 성격 변화, 선종의 유행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31)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현존 유물들은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실상을 정당하게 반영해 준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유물들 가운데 고려시대 말기 14세기작을 제외하면 재

료가 돌이나 철이 아닌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값싼

재료의 것들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불당의 중심을 차지

했을 대형 금동상이나 소조상들은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의 본존불

상을 제외하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유

물들이 불상의 생산구조상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산출된 것임을 알려

준다. 14세기에 우아하고 귀족적인 불교조각이 조성되어 고려 조각이

부흥기를 맞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비교적 큰 크기의 금동상들

이 유독 이 시기에만 전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현존 석조,

31) 김원용, 신판 한국미술사 ,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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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 마애 조각들은 지방, 즉 지역적 주변부에서 제작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현존 유물 가운데 개경(開京)에서 만들어졌다고 확인되는

것은 한 점도 없다. 전통사회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미술품은 잘 훈련

된 제작자 집단의 존재를 상정(想定)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지속적으

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회계층과 그 계층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은 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취락단위와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지방 호족들이 할거하기 이전까지 통일신라의 볼 만

한 불교조각이 거의 대부분 경주를 중심으로 산출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중앙집권체제가 몰락하면서 각 지방마다 독자적

인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급격한 질적 하락을 수반했

었다.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일수록 미술 제작과

수도(首都)의 관련성은 더욱 긴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의

현존 유물들은, 지방에서 여러 모로 떨어지는 제작기술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우연적인 역사의 샘플링 과정을 통해 살아남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국토를 휩쓴 외적의 침입이

그 주된 요인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는 불교의 세속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동양 삼국에서 불교는 전래 이래 천년 정도의 기

간동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하다가,

적어도 사회 상층부에서는 그 자리를 유교에 넘겨주고 말았다. 불교에

서 유교로의 전환은 흥미롭게도 역시 중국문화권에 있었던 베트남에

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변화였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부터 불교의

사회적 저변이 확대되면서 대중화의 경향이 일어났다. 송대(宋代)에

들어서서 과거제도가 확대되면서 학식 있고 재능 있는 학자들은 과거

를 통해 관료가 되기 위해 유학의 공부에 몰두했고, 자연스럽게 지식

인들은 점점 더 불교로부터 유리되는 결과가 수반되었다.32) 이러한 상

32) Kenn eth Ch en , B uddhism in China, A H is tor ical S urv ey (Pr ince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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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불교는 전보다 한정적인 기능을 담당했고, 지성사(知性史)적으

로 훨씬 제한적인 역할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고려에서는 불교가

국교였지만, 그 불교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와는 사뭇 다른 구복(求

福)·의식(儀式) 중심의 매우 세속화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배불(排佛)을 거쳐 근대 이후에는 불교가 더

욱 위축된 입지를 가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에서 불교의 세속화는 불교조각의 경우에도 반영되었다. 오대

(五代) 이후의 조각들에는 당대(唐代) 중엽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던 이상화(理想化)가 사라지고 대중들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알기 쉬운 표현은 새로운 형태의 사실주

의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송(宋)·요(遼)·금대(金代)의 목조보살상들

은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대하는 듯한 섬뜩한 현실감(現

實感)으로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얼굴의 인상이나 표정은 살아 있

는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한 듯하다. 옷의 주름은 그림자의 효과

를 의식하여 과장되는 반면, 인체의 미묘한 면의 전개나 질감 표현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전체는 짙게 채색되어 마네킹과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많다.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 전부일 뿐 그

이상의 상상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이다. 종종 연극을 보는 듯한 극

적인 특성을 강조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유

도하기도 한다.33) 이러한 표현은 역사성을 지닌 인물, 특히 조사(祖師)

들의 초상, 혹은 구체적인 서사성(敍事性)을 지닌 인물상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전자의 경우에서 이 시대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걸작들이 많이 나왔다. 일찍부터 관념성과 현실성이 흥미롭

게 병존(竝存)한 일본에서는 이미 나라(奈良)시대부터 승려 초상에서

1964), 398면 등 참고.
33) 이와 유사한 방향의 세속화는 르네상스시대 이후 유럽 조각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생산과 유통의 메커니즘은 동아시아의 예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David F r eedb erg , T he P ow er of I m ag e

(Chicag o, 1989), 특히 192- 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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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만한 현실적인 묘사가 등장하더니, 카마쿠라(鎌倉)시대에 이르

러 극적인 명부(冥府) 장면의 제상(諸像)들, 사나운 무사(武士)의 모습

을 연상하게 하는 역사상(力士像), 조금의 미화도 없이 신랄(辛辣)하게

묘사된 승려 초상들에서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시대 불교조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고려시대 이래 한국

불교조각에서는 마치 마네킹과 같이 현실성 강한 보살상이나 묘사적

인 승려상, 극적인 형태의 역사상 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고려시

대초 일부 불·보살상들이 전에 보기 힘들던 다정한 미소를 짓는 등

표정에 표현성이 증가한 것은 불상을 대하는 사람과 한층 더 교감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세속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외에는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경향에

비견될 만한 유물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샘플로서 현존 유물

이 지니는 한계성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앙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주변부에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중요한 일면을 보

여주는 것으로서 전(前)시대에 보던 재현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추

상성에의 지향과 상통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뒤의 조선시대까지 비슷한 모습으로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지방별로 여러 조각 유파가 등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충주(忠州) 지방에 현존하는 두 구의 철불들도 그러한 예이다. 이

두 불상은 특이한 인상과 옷주름 때문에 보는 이의 흥미를 돋운다. 특

히 그 인상은 종래 우리가 불상에 대해 갖고 있던 관념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야릇한 표정이다. 자애로움과는 애초에 거리가 멀고,

섬뜩하고, 어떻게 보면 기괴하게 보일 정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상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만난다. 도대체 이것을 만든 사

람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한 것일까? 이것은 불

타(佛陀)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가? 그들에

게 불타는 우리들의 무의식의 어두운 심연을 자극하는 두렵고 신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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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힘을 지닌 존재인가? 통상적인 미술사적 훈련으로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훈

련받았고, 전수(傳授)하고 있는 종래의 미술사적 언어들은 이러한 문

제에 답하는 데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고려시대에 각지에 조성되었던, 거대한 돌 기둥 형태의 불보살상들

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불교 도상 표현의

규범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 대표적 예인 논산(論山) 관촉사(灌燭寺)의

보살상은 대단한 힘을 발산한다. 그 힘은 종래 우리가 불교의 범주에

드는 불보살상들에서 보아 오던 힘과 다른 종류의 힘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보다 대중적인 불교의 토착화, 재래신앙과의 습합의 소산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상들에서 인간적 재현성은 이목구비

등의 상징적인 표시에 미미하게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이미 도

상적 기표와 상징적 기표의 경계선에 접근해 있다고 보인다.

7. 주변성의 심화

오늘날 우리가 불교사찰에서 보는 불교조각은 거의 모두 조선시대

의 것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직 원래의 당우(堂宇)에 봉안되어 있고,

사찰 구조 안에서 원래의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의례

와 기도의 대상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에 대한 관심

은 조선시대 미술사의 다른 부문에 비해서 —불화에 비해서도— 뒷전

에 밀려 있는 듯한 인상이다. 초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정리조차도 안

돼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아직 힘들지만, 고

려시대와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이 이어졌다는 점은 언급할

수 있다. 어쩌면 고려시대보다 그러한 경향은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도 있다. 인체는 마치 방형의 괴(塊)들을 쌓아 놓은 듯하고, 얼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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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입체적으로 조형되기보다는 선으로 그려져 표시된 것을 이 시

대의 많은 상들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들의 제

작자나 제작집단이 기술 면에서, 표현 면에서 가졌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불교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취약한

경제 기반 위에 있었다. 건국 초기부터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취

했던 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왕실의 후원이 존재하지 않았

고, 상류층 또는 지식인의 관심도 불교에서 멀어져 갔다. 불교미술 활

동도 지방의 사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서 불교 제작집단의 안정적인 생존과 존속도 그리 쉽지 않았음은 분

명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술과 표현방법을 연마하고 전수하고, 또

전수 받은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꾀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

어지기 어려웠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불보살상들은 본질적으로 도

시의 미술이 아니라 시골의 미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여기서 상층부의 관례에 오염되지 않은

민속적인 취향, 전통적인 재현성의 속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성

이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현실과 전망

이상에서 한국 불교조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두되는 몇 가지 특

징들을 한국불교조각사를 보는 관점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한국 불

교조각사를 관통하는 특징 중에는 무엇보다 재현성의 억압과 추성성

의 강조를 우선 꼽지 않을 수 없다. 불교 도입 초기부터 드러나는 이

와 같은 특징은 육신의 재현성을 강조한 당나라 시대 불교조각의 영

향 아래 통일신라시대에 일시적으로 약간 이와 상반된 방향으로 흘렀

지만, 그 시대에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절제와 이상화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서 당말부터 세속화의 경향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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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이에 따라 마치 마네킹 같은 사실적인 채색 상들이 등장했

지만, 현존하는 자료에 의거해서 보아도 그 시대에 상응하는 고려시대

에 그와 같은 상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

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송나라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살아 있는 듯한 형태와 인상을 가진

채색 상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불보살상들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의 닮음보다는 하

나의 기호로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암시하고 지시하는 상징성이 훨

씬 강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승려들의 초상 조각이 크게 발

달했던 데 반해 한국에서는 승려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일부 남아

있지만 실재성이 보다 강조되는 조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이

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욱 과장된 형태로 드러났으며, 지금까지도 면면

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 불교조각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근대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불교미술 전통은 일찍이 겪어 보지 못

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양의 전통을 받아 일본에서 메

이지(明治)시대에 확립된 미술이라는 개념과 체제는 근대기의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것은 전통적인 불교미술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34) 즉 그 이전까지 불교미술은 결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미

술이라는 개념도 범주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미술

은 유교 지식인들의 예술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서화(書畵)와 같은 지

위를 결코 누리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미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범주가 등장하

였고, 그 개념과 범주는 기존의 체계와 전혀 다른 서양 미술의 가치관

과 원리에 기준을 두고 기존의 서화뿐 아니라 모든 조형 활동을 통합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서화의 위상은 커다란

34) 동양에서의 미술 이라는 개념의 탄생에 대해서는 佐藤道信, <日本美術> 誕生

(東京: 講談社, 1996), 32-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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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겪게 되었고, 하나의 기술로 간주되었던 불교미술은 이제 미술

이면서도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술도 아닌 애매한 위치를 맞

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시대 이래 격하되고 천시된 불교와 사원을 중

심으로 한 불교도들의 활동은 근대화와 함께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일본의 강제 합병과 더불어 들어온 일본 불교가 빈사 상태에 있던 불

교의 숨통을 트여 주었지만, 그것은 왜색불교라는 또 하나의 멍에를

한국불교에 지워 주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불교와 불교미술의 근

대적 탈바꿈의 계기가 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20세기 후반의 한국현대 불교와 불교미술의

현실에 그대로 이어졌다. 마치 근대화의 상징처럼 한국에 소개되어 서

구적 교육을 받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눈부신 약진을 이룩한 기독교에

비해 전근대적이고 수구적인 유물처럼 여겨진 불교는 상대적으로 크

게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 불교를 혁신적으로 근대화하려는 노력이 일

부에서 기울여졌고 그 결과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20여 년간에 불교

에 대한 인식은 적지 않게 개선되었다고 보이지만, 전통적인 승가(僧

伽)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불교계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여 중세적인 체제와 성직의 권위로써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조차 없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불교미술의 경우에도 현대 한국불교계에 팽배한 것은 복고주의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불교미술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려는 경향이 대두

되었는데, 그것은 성보(聖寶) 라는 말의 새삼스러운 발흥이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사회학적 함의(含意)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불교미술은 삼보(三寶)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가치를 지닌 보배로서 고양되게 되었다. 그러나 성스러움의

강조와 그에 대한 집착이 단순히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혹

시 아직 진속(眞俗)의 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속의 또 다른 양상은 아

닌지, 그와 같이 어떤 물건의 고유한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존재

의 공성(空性)을 깨닫도록 가르친 불교의 근본정신과 과연 부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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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이와 같은 복고주의는 정신적이거나 이념적인 데만 그친 것

이 아니라, 조형의 양식적 측면에도 괄목할 만한 형태로 반영되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불교미술품들은 새로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상찬(賞讚)되는 몇 가지 모델의 재현, 혹은 그러한 모델에 근

거한 복고적 변형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모델은 물론 석굴암 불상이었

지만, 석굴암 불상의 재현 혹은 변형은 한국 불교조각 재래의 추상성

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한국 현대 불교미술에 대두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양상은 물량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개발을 통하여 일

반인들의 경제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불교와 관련한 불교도들의 소

비수준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불교사원에 시주

되는 물량의 규모도 놀랄 만큼 커졌고, 이 속에서 불교사원이 거대한

불사(佛事)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원을 중창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불상을 개금(改金)하거나

새로 봉안하는 활동도 이전의 불교시대에 못지 않게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 같은 건축이나 조상(造像) 활동이 모든 면에서 복고적인 토

대 위에서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보다 규모가 큰,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전례 없는 야심찬 불사들도 이루어졌다. 동양최

대니 세계최대니 하면서 이루어진 대형 불상 및 보살상의 조성 불사

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전국 유수의 많은 절들이 다투어 그러한

불사를 행했는데, 많은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탓에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적지 않게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많

은 승려들과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던 대구 동화사의 불상 조성 불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물량 위주의 과시적 불사들이 과

연 불교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기 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인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많은 고명한 전

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세웠다고 하는 이러한 거상들은 창의성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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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심미적으로도 보는 이의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

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와 같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거상들이 한

국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는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

은 것 같다.

혹자는 한국 불교미술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적어도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활발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

감을 감출 수 없다. 현대의 불교미술가들은 침체된 조선시대를 거치면

서 의존할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전통을 물려받지 못했고, 그것마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절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그들이 사는 시

대는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전과 같지 않은 시대

이고, 또 다양한 재현적인 복제와 영상 이미지들의 홍수 속에서 재현

적인 신상의 적절성이나 효능성을 의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그들은 석굴암 불상이나 보살반가상의 재현에 자족(自足)하거나,

일본 불상을 모방한 국적 불명의 목조상들을 대단한 걸작처럼 떠벌리

고, 복잡다단하게 발달한 시각문화에 익숙한 현대의 제법 교육받은 사

람들에게 전혀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는 치졸(稚拙)하고 생경(生硬)한

도형(圖形)을 득의(得意)의 창작이라고 자랑한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불교를 둘러싸고 있는 시각적 환경은 전통

사회와 동질성을 거론하기 힘들 만큼 달라져 있다. 이와 같은 시대 상

황 속에서 불교미술이 더 이상 과거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살

아 있는 불교정신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환경과 상

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적 도상과 형상의 적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

운 시각적 환경과 도형의 창조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새로운 방

향이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돼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새로

운 형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의 확립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막 시작될

21세기에 불교와 불교미술의 생존을 결정지을 근본적인 과제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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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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