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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용주사(龍珠寺)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

가 1789년에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도록 하면서 이듬해에 그 능을 호위

하는 왕실의 원당(願堂)이자 제향을 올리는 재궁(齋宮)으로 창건되었다. 현

륭원은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로 본래 양주

배봉산(拜峯山)에 있었으나 정조가 수원으로 천봉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용

주사에 대해 ‘현륭원을 호위하기 때문이니 그 체통을 높였다’고 할 만큼 용

주사를 중시하였다. 용주사는 정조의 정통(正統)과 직결된 사찰로서 국왕과

조정의 관심을 받으며 당시 가장 사격이 높은 사찰로 부상하였다.

1790년에 새로 건립된 용주사 불전 내부에는 장엄에 소요되는 다수의 

미술이 일괄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중 현재에도 실물을 볼 수 있는 예로는 

대웅보전(大雄寶殿)에 안치된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이하 <삼

세불상>)과 대웅보전 영단에 봉안된 <감로도(甘露圖)>와 <삼장보살도(三藏
菩薩圖)>, 그리고 대웅보전 내부 벽화 및 별지화 등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용주사 불교 미술 연구에서는 김홍도(金弘道, 1745-?)가 그렸다고 알려졌

으나 제작 연대에 논란이 있는 <삼세불회도(三世佛會圖)>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외에 다른 작품들은 1790년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정

조대(正祖代) 불교 미술로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그 미술사적 의의에

대한 관심은 미진했다. 그러나 용주사의 창건 주체인 정조는 재위 중 불교

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시각 미술을 제작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용주사 창건 시 작품들은 국왕과 관계된 시각 미술이라

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조가 불교를 정치적으로 포용하였던 정황은 그가 남긴 몇 가지 기록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조는 『범우고(梵宇攷)』(1799)의 서문에서 유교

사회와 조정에서는 행하기 어려운 불교만의 백성 교화 기능에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고 승려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
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1795)를 통해서는 불교의 이상적인 국왕인 전

륜성왕(轉輪聖王)과 비로자나불(毘盧遮那佛)에 자신을 비유하였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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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御製大報父母恩重經偈語)」(1796)를 125장 반포

하여 불교적 맥락을 통해 자신의 효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용주사의 창건

은 불교를 가장 파급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용주사를 통해 

불교적인 영험을 기대할 수 있었고 꾸준한 제향으로 사도세자를 추모하여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승군들을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으

로 편입시켜 군사권을 키우기도 하였다.

한편 정조는 국왕으로서 시각 미술의 제작을 주관하고자 하였다. 1783

년에 규장각 내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 제도를 실시하여 국왕의 사업

과 관련된 화사를 직접 주도하였다. 또한 어진(御眞)과 신하 초상(肖像)을 

봉안하고 열람하는 과정을 정치의 한 과정으로 포함시켰다. 정조대에 왕실 

사업으로 인해 간행된 각종 의궤들은 그 수준이 전대에 비해 상승된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정조에게 불교 미술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불교 미술은 불전을 드나드는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소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매체였다. 용주사 

창건 시 작품들은 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현륭원 원찰의 미술이었으므로 

국왕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전 내부를 장엄하고 예배 대상이 되는 시각 이

미지 이상의 의미로 여겨졌을 것이다. 

용주사 창건 시에는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환경부터 정조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창건 공역과 그 미술 제작을 감

독한 인물 대부분은 정조와 밀접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채제공(蔡濟
恭, 1720-1799)은 정조의 신임을 받은 대표적인 신하 중 한 명으로 당시 

좌의정(左議政)이었다. 용주사 공역 기간 중에 채제공은 실무관들을 대신하

여 국왕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을 정조에게 아뢰었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정조에게 발탁된 규장각(奎章閣)의 초대 검서관(檢書官)으로

서 정조의 측근에서 각종 실무를 진행하던 관리였다. 정조의 명으로 용주사

에 파견되었던 이덕무는 무차회(無遮會)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불

교 미술 제작의 총체적인 감동은 정조의 명을 받아 중앙 관리인 황덕순(黃
德淳, 18-19세기)과 윤흥신(尹興莘, 18-19세기), 오흥윤(吳興尹, 18-19세

기)이 맡았다. 황덕순은 대전(大殿) 액정서(掖庭署) 소속으로 왕명을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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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윤흥신은 정조의 친모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의 궁방

(宮房)인 용동궁(龍洞宮) 소속이었다. 오흥윤은 황덕순과 함께 용주사 미술

제작 시 계하도감(啓下都監)이었는데 이는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는 일을

일컫는다. 불화 제작에는 궁중 화원들이 감동을 맡았으며 김홍도(金弘道,

1745-?), 김득신(金得臣, 1754-1822), 이명기(李命基, 18-19세기)로 구성

되었다. 김홍도는 정조대에 이루어졌던 화사(畵事) 전반에서 직임하였고 김

득신은 정조의 초대 차비대령화원이었다. 이들은 정조가 주로 화사를 맡길 

만큼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로 정조가 의도한 사항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비

교적 자주 동원되었다.

용주사 불화 및 불상 제작의 실무에는 당시 명성이 높았던 화승들이 각

지에서 동원되었다. 그 45인 중 일부는 정조대 국가 공역에도 참가하였는데 

『영우원묘소도감의궤(永祐園墓所都監儀軌)』(1789) 등에 화사로 이름이

남아 있다. 이처럼 용주사 창건에는 정조대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던 이들과 

정조의 측근 인사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관여하여 그 미술 또한 국왕 

친화적인 환경에서 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됨으로 인해 용주

사 미술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조의 의도를 하달하기 수월했을 것이며 그 

미술과 정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불상을 활용한 방식이나 불화에 표현된 도상에서 시각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용주사는 1790년 10월 1일에 <삼세불상>의 점안식(點眼式)을 거행하며

공역이 완료되었다. <삼세불상>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삼세불 구성인 석

가(釋迦), 아미타(阿彌陀), 약사(藥師)로 조성되었다. 이 상의 봉안에 대해서

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명을 받들어 금불 점안일에

무차회를 열고 상량문(上樑文)을 읽었다’라고 하여 정조의 명령으로 무차회

가 설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차회는 수륙회(水陸會)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법회이며 누구나 참여하여 음식을 대접받고 강경(講經)

을 들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의해 거행된 수륙회(무차회)

는 현종(顯宗, 1641-1674, 재위 1659-1674)대인 1674년 이후에는 확인되

지 않는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에서 수륙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후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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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는 민간 위주로 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조가 무차

회를 열도록 명령한 일은 의미가 깊다. 국왕으로서 무차회를 개최하여 백성

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공덕을 넘어 왕의 선정과 은덕을 

경험시킬 수 있었다. 

무차회가 거행되던 중에 이덕무가 대중들 앞에서 낭독하였던 「화산용

주사상량문」의 내용은 이 무차회의 의의를 한층 강화하였다. 채제공이 지

은 이 상량문에는 용주사가 정조의 효심으로 창건되었다고 칭송함과 더불어 

불상이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군왕의 기상이 왕성하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목되는 구절은 ‘불상이 완성되었을 때 난여(鸞
輿, 천자의 수레)가 용주사[齋]에 머물렀는데 용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라는 대목이다. 이 기록은 <삼세불상>이 완성되고 정조가 용주사에 왔었다

는 내용을 전하지만 이 시기에 공식적인 정조의 행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차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덕무의 낭독을 듣는 대중들은 저 문구로 하

여금 <삼세불상>에 어린 정조의 서글픈 효심을 느꼈을 것이다. 더불어 이 

불상이 국왕의 어떠한 마음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는지 대중들에게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무차회를 통해 <삼세불상>은 정조의 효심과 정통성의 

산물로서 공표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불상은 그 존재 자체로도 정조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조성이 완료된 <삼세불상>은 일반적인 불상과는 달리 격식을 갖춘 환경

으로 봉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기록이 참고 되는데 1899년 12월 

4일 『독립신문(獨立新聞)』의 기사에서는 ‘용동궁에서 용주사에 기별하여 

불전면장(佛殿面帳)과 불탁상건염색(佛卓床巾染色)의 치수를 적어 오라 하

였다’고 전한다. 이를 통해 용주사의 불전, 즉 불상 앞에 면장(앞에 들인 휘

장)이 달려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창건 당시 기록인 「원문(願
文)」에서는 궁궐에서 용주사로 휘장[帳]과 대좌에 까는 직물[寶坐幅] 등을 

내려주었으며 이를 <삼세불상>의 감독관들이 관리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창건 시부터 용주사 불전에 면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래 왕실에서 

면장은 종묘(宗廟)의 신위나 어진(御眞) 앞에 신성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삼세불상> 앞에 드리워진 면장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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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삼세불상>에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었던 이유는 국왕과 직결된 산물

로서 격(格)을 지닌 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용주사 <감로도>는 이전 시기 다른 감로도들과 구성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감로도는 음식을 불보살들에게 공

양하여 감로를 받은 후 감로로 변한 그 음식을 아귀와 중생들에게 보시하여 

영혼을 천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용주사 <감로도>는 같은 주제의 다

른 작품들에 비해 비율이 가로로 길며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의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감로도의 전형인 3단 구도가 아닌 2단 구도를 취하고 있다. 크

게 강조된 소나무는 양 쪽에 배치되었고 암석은 청록산수 화법으로 묘사되

었다. 상단의 불보살은 다섯 무리로 구분되었는데 대부분의 감로도에서 존

격들을 각각 배치한 것과 확연히 다르다. 화폭 양 옆에 배치된 원형의 서광

은 이전 시기 감로도 중에서 두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국청사(國淸寺) 감

로도>(1755)와 <봉정사(鳳停寺) 감로도>(1765)에서는 원광 주위에 장식적

인 테두리를 두르거나 내부에 문양을 그려 넣어 기존의 광배들처럼 묘사하

였다. 반면 용주사 <감로도>는 서광 내외부에 아무런 장식이 없어 빛을 그 

자체로 표현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용주사 <감로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흥미롭게도 궁중 회화인 일

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시각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준다. 용주사 <감로도>

는 마치 일월오봉도의 구성과 같이 화폭 하단 가장자리 양 쪽에 청록의 암

석을 배치하고 큼지막한 소나무를 표현한 데다 다섯 무리의 불보살로 오봉

을 암시하였다. 일월오봉도가 어좌나 어진 뒤에 설치되어 국왕과 그 권위를 

상징했다는 점에서 그 구성과 유사성이 짙은 용주사 <감로도>는 화폭에 국

왕의 존재를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존재를 구현하게 된 용주사 <감로도>는 이를 넘어 정조의 정치

관까지도 화폭에 내포하였다.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천도와 관련된 이미지

들이 이전 시기 다른 감로도 보다 시각적으로 강화되었다. 흔히 감로도 하

단에는 중생들이 지옥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다수 표현되었는데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약 열 장면만 채택되어 다른 감로도에 비해 축소되

었다. 대신 지옥문을 나와 천도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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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벽련대반(碧蓮臺畔)은 다른 작품에 비해 크기와 의장의 규모가 월등

히 확장되었다. 벽련대반을 이끄는 천녀들도 가장 많은 인원을 보여준다. 벽

련대반은 고혼(孤魂)을 실어 천도하는 데 사용되는 기물이므로 용주사 <감

로도>는 ‘천도’라는 의미를 어떤 감로도보다도 분명하게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용주사 <감로도>는 전통적인 감로도 도상에서 탈피하

여 독자적인 화폭으로 창안되었다. 이로써 국왕의 존재를 암시하고 천도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국왕으로서 전하고 싶은 바를 시각화하고

자 한 결과였을 것이며 정조가 의도한 바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정조가 왕위에 있으니 백

성들은 천도되리라는 결과를 벽련대반과 지옥문을 나오는 중생들을 강조하

여 표현하였다. 더불어 지옥 도상과 죽음 장면을 축소하여 백성들의 고난을 

최소화하겠다는 선정(善政) 의지를 내포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감로도에

서 상징되던 불보살과 이들이 천도해야할 고혼의 존재는 국왕 정조와 백성

들로 치환되었다. 

용주사 창건 시에는 불전 내부를 궁궐과 같이 장엄하기도 하였다. 대웅

보전 <삼장보살도>와 벽화에서는 궁궐 안을 장식하는 회화의 소재로 등장

하던 도교 도상이 선정되었다.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과 그 회중(會衆)들을 배치한 불화

이다. 이 작품은 당시 삼장보살도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도상적으로 크게 달

라진 부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천장보살의 권속들이다. 천장보살 주위에는 

동방삭(東方朔), 하선고(何仙姑) 등 도교의 신선 여섯 명이 천장보살을 향

해 있다. 신선 중에서도 복숭아, 영지(불로초), 풀잎과 같은 지물을 지닌 선

인을 위주로 하여 신선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작품 이전에는 <흥국

사(興國寺) 삼장보살도>(1741) 등에서 선인이 나타나지만 약소한 수준이다. 

이는 불교 및 도교 화보집인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踪)』(1602)에서 영

향을 받은 것이나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선인을 등장시킨 삼장보살도 중

에서 가장 다양한 존상을 보여준다. 

대웅보전 내부 벽화 및 별지화에는 신선들이 들고 있는 지물인 파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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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주박 등이 그려졌다. 판벽에는 21점의 벽화가 대웅보전 내부를 둘러싸

고 있는데, 3점을 제외하고 모두 도교의 신선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같이 조선시대에 사찰 벽면을 도교의 신선 주제로 가득 장엄한 예는 용주

사가 거의 유일하다. 용주사 벽화 속 신선들은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 자연

물과 함께 등장하였다. 이 도상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동물로는 사슴, 학, 두

꺼비 등이 묘사되었고 식물이나 자연물로는 복숭아, 영지(불로초), 소나무, 

암석, 바다 등이 그려졌다. 이로써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의 사방(四方) 상벽

전체는 축수(祝壽)와 기복을 상징하는 도교 모티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

장면들에 출현하는 동물, 식물, 자연물 도상은 다름 아닌 십장생도(十長生
圖) 속 십장생(十長生)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십장생도가 계병이나 창

호(窓戶)로 그려져 궁궐에 설치되거나 궁중 연회 등에서 행사장을 장엄하는

용도로 즐겨 사용되었다. 불로장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요지연도(瑤池宴
圖)와 같이 신선을 소재로 한 그림도 십장생도와 의미가 통한다.

정조대에도 왕실과 관련한 도교 회화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정조가 김

홍도에게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를 궁중 벽면에 그리라 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1800년에는 <왕세자책례계병(王世子冊禮契屛)>이 요지연도

로 그려졌다. 이 계병을 비롯한 요지연도의 도상은 용주사 벽화의 일부 장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지연도에는 서왕모(西王母)의 거처인 요지(瑤池)

를 찾아가는 신선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중 호랑이를 탄 선인, 유건을 

쓴 여동빈(呂洞賓)과 피리를 부는 유자선(柳子仙), 학을 탄 소사(簫史), 문

창(文昌)과 주변 인물들, 두꺼비를 탄 유해섬(劉海蟾), 춤을 추는 신선과 학

등의 이미지가 용주사 벽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앞서 본 용주사 <감로도>가 어좌와 세트를 이루던 일월오봉도의 구성과 

유사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용주사 창건 시 미술에는 바로 궁중에서 

내부를 장식했던 일월오봉도와 십장생도, 요지연도의 도상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청에서도 사찰 단청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금문

(錦紋)이 창방 및 평방에서 생략된 가운데 모란과 같은 모티브로 내부를 장

식하려는 성격이 강화되었다. 모란은 사찰 벽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궁

중 장식화의 소재로 더욱 활용되었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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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창건 시 불전은 여러 시각적인 요소들로 보아 궁궐을 꾸밀 때와 

같이 내부가 장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왕과 관계된 신성한 공간을 

위한 의장이자 수복강녕을 염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장엄

으로 용주사 불전은 더 이상 불교적인 공간만이 아니게 되었고 궁궐 내부의 

세계를 공유하며 불교의 영험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왕실의 공간이 

되었다.

이제 용주사는 창건 당시에 제작된 시각 미술로 인해 불교의 세계관에 

국왕 정조와 그 나라를 대입한 공간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도

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봉안 환경과 표현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점에서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의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정조(正祖), 용주사(龍珠寺),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

<감로도(甘露圖)>,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용주사 대웅보전 벽화, 불교

미술, 궁중회화, 왕실 불교미술 

학번: 2013-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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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용주사(龍珠寺)는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가 즉위한 지 14년째 되는 1790년에 현륭원(顯隆園)의 능침사

찰(陵寢寺刹)로 창건되었다.1) 현륭원은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이며 본래 양주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영우원(永祐園)

을 1789년에 정조가 수원부(水原府)로 천봉(遷奉)한 것이다.2) 새로 건립된

용주사 불전 내부에는 장엄에 소요되는 조각, 회화 등 다수의 미술품이 일

괄적으로 제작되었다. 실물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작품들은 총 7건이며 대웅

보전에는 <목조삼세불좌상>(이하 <삼세불상>)과 <삼세불회도>, <감로도>, 

<삼장보살도>, 내부 벽화군 등이 조성되었다. 칠성각에는 <칠성여래사방칠

성탱>이, 향로전에는 <관음보살상>이 안치되었다.3)

용주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에 의해 조선 후기 사찰로서 

지니는 특성과 위상이 밝혀졌다. 확인되는 조선시대의 능침사찰 중 가장 마

지막으로 창건되었으며 정조대에 적극적인 왕실 후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찰

이기도 하다.4) 건축 양식에서는 기존 사찰과는 달리 궁궐과 관청에서 보이

1) 『일성록(日省錄)』, 정조 14년(1790), 10월 6일, ‘建花山 龍珠寺命地方官以下施賞
有差(화산에 용주사를 세우고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화
성시,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화성시, 2007), p. 202, ‘용주사…정종 을
유년 현륭원 천봉 후에 선침을 보호하고 재수(齎需)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술(정조14,
1790)년에 창건하였다’; 수원시, 『수원하지초록』(수원시, 2007), p. 40; 朝鮮總督
府內務部地方局 編,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上』(中央文化出版社, 1968),
pp. 47-48; 본고 [참고자료]의 「원문(願文)」

2)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13년(1789), 10월 16일
3)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에 대한 기록 검토에 대해서는 본고의 Ⅱ-3장 참고.
4) 용주사는 창건 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19세기나 20세기에 새로 조성된

불화도 존재한다. 그러나 용주사와 그 미술은 정조 재위 시에 유독 그 중요성과 역
할이 부각되었다. 정조가 생존할 당시 용주사는 여러 혜택을 누리고 중앙의 관심을
받았지만 정조 사후에는 그 지위가 거의 박탈되다시피 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대 용주사는 곡물, 전답 등의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여러 왕실 소장품을 하사받
았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한 이후에 점점 혜택과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 위상도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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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창건 관계자의 출신 배경 등에서도 중대한 왕

실 영건(營建)과 같은 성격을 보여준다.5) 또한 정조의 생부가 묻힌 현륭원

의 재궁(齋宮)이라는 사격에 걸맞게 전국의 사찰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창건과 함께 사찰로서의 권위를 갖추었다.6) 그 미술 작품의 제작 

또한 규모와 수준이 남다르다. 조성을 감독한 감동(監董)으로는 정조와 밀

접한 위치에 있던 중앙의 관리와 화원들이 정조의 명으로 임명되었다. 조각

승과 화승도 이미 정조대 국가 공역에 참여하였거나 당대에 명성을 얻은 이

들이었다.7) 

용주사의 예처럼 국가적인 관심과 인력이 집약된 불사는 조선 후기의 

다른 사찰 미술 제작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삼세불회도> 외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진행

된 용주사 불교 미술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개별 작품의 도상과 화풍,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8) 특히 <삼세불회도>의 제작자와 

대와는 비교하기 어려워졌다. 마찬가지로 정조가 승하하고 화성도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잃게 되었으며 화성에 주둔해있던 장용영도 혁파되었다. 정조 사후 순조(純
祖)의 현륭원 및 화성 행차는 이어졌으나 조정에서는 정조대만큼의 관심을 갖지 못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찰문화재종합조사:조선의 원당 1 화성 용주사』(국립중
앙박물관, 2016), pp. 22, 134, 298-301; 용주사, 『(孝心의 本刹)龍珠寺』(寺刹文
化硏究院出版部, 1993), pp. 23-24; 손창수, 「龍珠寺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硏
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pp. 15-25.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신
구문화사, 2001), pp. 78-81; 정해득, 「正祖의 龍珠寺 創建 硏究」, 『史學硏究』
93(2009), pp. 147-190.

5) 용주사에서는 왕실 건축과 관계된 다수의 요소가 확인된다. 국왕이 행차했을 시를 
대비하여 외삼문(外三門)에는 행랑이 추가되었다. 또한 왕의 위패나 어진 등을 봉안
하는 사묘(祠廟)나 종묘(宗廟)와 같이 축대가 쌓여 있는데, 이는 대웅보전 아래 계단 
좌우에서 동서쪽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 용주사의 다양한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서치상, 「조선후기 능침사찰의 조영에 관한 연구 : 용주
사 창건공사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論文集』(1992), pp. 131-137; 손창수, 
앞의 논문; 조미혜, 「龍珠寺의 陵寢寺刹的 特徵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1999); 김용기, 조미혜, 「용주사의 능침사찰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
국전통조경학회지』(2000), pp. 52-59; 이강근, 「英·正祖 時代의 佛敎建築에 대한 
연구 : 佛殿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18(2002), pp. 125-154; 이강근, 「龍珠
寺의 건축과 18세기의 創建役」, 『美術史學報』31(2008), pp. 101-131; 정해득, 
앞의 논문, pp. 177-182;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22-51, 295-297.

6) 용주사는 승풍을 규찰하기 위해 규정소(糾正所)로서 정해졌던 사찰 다섯 곳 중 하나
였다. 용주사, 앞의 책, pp. 35-36.

7) 용주사 불교 미술을 감동하거나 제작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Ⅱ-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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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기, 서양화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9)

그러나 용주사 창건 시의 불교 미술은 국왕의 관여 하에 시각미술이 활

발하게 제작된 정조대 미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가치를 지

닌다.10)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정조는 시각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

8) 용주사 불교 미술을 다룬 기존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용주사효행박물관, 
『용주사효행박물관』(용주사효행박물관, 2005); 용주사, 앞의 책; 천성철, 「龍珠寺 
壁畵에 關한 考察」, 『文化史學』 4(1995), pp. 87-122; 오주석, 「金弘道의 龍珠
寺 <三世如來軆幀>과 <七星如來四方七星幀>」, 『미술자료』 55(1995a), pp. 
90-118; 김경섭, 「용주사 대웅보전 삼불회도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경섭, 「용주사 삼불회탱의 연구 – 김홍도작설에 대한 재고 -」, 『강좌 
미술사』 12(1999), pp. 55-96; 강영철, 「조선후기 龍珠寺 佛畵의 硏究」, 동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김용승, 「龍珠寺 三尊佛과 內藏寺 승려 戒初」, 『정읍
문화』 9(2000), pp. 112-115; 최선일,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상과 조각
승 - 戒初比丘를 중심으로 -」, 『東岳美術史學』4(2003), pp. 73-87; 권현규, 
「龍珠寺所藏 佛畵의 「檀園」關聯設에 관한 小考」, 『文化史學』 22(2004), pp. 
171-201; 柳花淑, 「용주사감로탱화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강
관식, 「용주사 후불탱과 조선후기 궁중회화 : 대웅보전 〈삼세여래체탱〉의 작가와 
시기, 양식 해석의 재검토」, 『미술사학보』 31(2008), pp. 5-62; 유경희, 「용주사 
삼장보살도 연구」, 『천태학연구』 12(2009), pp. 467-514; 강솔비, 「龍珠寺 三世
佛圖의 西洋畵法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유경희, 이용진, 「용주사 
소장 正祖代 王室 內賜品」, 『미술자료』 88(2015), pp. 143-163 등이 있다.

9) <삼세불회도>의 제작자와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1790
년 제작설과 19세기 말-20세기 제작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790년 창건 당시 
제작설은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왔는데 김홍도가 그렸다는 견
해와 화승들이 제작했다는 의견, 또는 김홍도와 화승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그려졌
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1790년 창건 당시 제작설에 대해서는 최순우, 「김홍도
-풍속과 세태의 증인」, 『韓國의 人間像』5(신구문화사, 1965), pp. 329-344; 이
동주, 『우리나라의 옛 그림』(박영사, 1975), pp. 57-114; 최완수, 『명찰순례(名刹
巡禮)』1(대원사, 1994), pp. 306-327; 오주석, 앞의 논문(1995a); 권현규, 앞의 논
문; 강관식, 앞의 논문 등이 참고 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화승들에 의한 제작설
은 중앙일보사 편, 『韓國의 美』16(중앙일보사, 1984), 도183; 김경섭, 앞의 논문
(1996); 김경섭, 앞의 논문(1999) 등에서 제기 되었으며 강영철, 앞의 논문에서는 김
홍도가 제작하고 후대에 수정되었다는 견해를 보인다. 가장 최근에 <삼세불회도>의 
편년과 제작에 대해 연구한 사례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90-106, 
121-123이 참고 되나 아직까지 <삼세불회도>의 연대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10) 본고에서 지칭하는 ‘시각 미술’은 일반적으로 건축사(建築史), 역사(歷史) 등의 학
문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미술사학(美術史學) 연구 대상으로서 회화(繪
畵), 조각(彫刻), 판화(版畫), 벽화(壁畫) 등을 일컫는다. 시각 미술의 동의어로는 기
록(문자) 자료와 구분되는 시각 자료, 시각물, 시각 예술, 미술 작품 등을 들 수 있
다. 용주사 창건 시의 불교 미술을 크게 불교 조각, 불교 회화, 사찰 벽화를 중심으
로 확인되는 관계로 조각과 회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국내 미술사학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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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할 줄 알았던 국왕이었다.11) 정조 이전에도 조선의 국왕들은 정치적 

의지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각미술을 이용하였으나12) 정조대에는 미술 

분야가 전시기에 비해 크게 진작되었다. 정조는 1783년에 규장각 내 차비대

령화원(差備待令畫員) 제도를 실시하여 국왕의 사업과 관련된 화사를 직접 

주관하고자 하였으며 어진(御眞)과 신하 초상을 봉안하고 열람하는 과정을 

정치의 한 과정으로 포함시켰다.13) 또한 회화 작품을 통해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진하도(陳賀圖)>(1783)와 <문효세자

대상에 대해서는 권영필, 이인범, 「미술사와 인문학적 가치 – 한국미술사의 '20세
기 구미 미술사 이론'의 수용과 전개」, 『美術史學硏究』268(2010), pp. 5-7, 
14-22; 홍선표, 박은화,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미술사학의 과제」, 『美術史學
硏究』268(2010), pp. 37-54; 남동신, 최연식, 「미술사의 과제와 역사학 : 불교미
술사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硏究』268(2010), pp. 89-115; 이주형, 최성은, 「인
문학으로서의 미술사학 – 반성과 모색」, 『美術史學硏究』268(2010), pp. 
117-138.

11) 정조대 시각 미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유재빈, 「正祖代 宮中繪畫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a);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
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17(2016b), pp. 90-117; 유재빈,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陳賀圖>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東岳美術史學』13(2012), pp. 
181-200; 유재빈, 「正祖代 御眞과 신하초상의 제작 : 초상화를 통한 군신관계의 
고찰」, 『美術史學硏究』271·272(2011), pp. 145-172; 유재빈, 「추모의 정치성과 
재현 : 정조의 단종사적 정비와 《월중도(越中圖)》」,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pp. 260-293; 오주석, 「金弘道의 <朱夫子詩意圖> : 御覽用 繪畵의 性理
學的 性格과 관련하여」, 『미술자료』56(1995b), pp. 49-80; 조지윤, 「金弘道 筆 
<朱夫子詩意圖> 硏究 - 題跋과 圖像에 나타난 정조의 통치이념」,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6(2011), pp. 37-59; 김선경, 「金弘道의 <朱夫子詩意圖> 硏
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등이 참고 된다.

12) 정조 이전 국왕과 관련된 시각 미술 연구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왕의 글이 있는 
그림 御製』(국립중앙박물관, 2008); 조인수, ｢조선 초기 태조 어진(御眞)의 제작과 
태조 진전(眞殿)의 운영 –태조, 태종 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2004), pp. 116-153; 이선옥, 「성종(成宗)의 서화 애호(愛好)」, 『조선왕실의 미
술문화』(대원사, 2005), pp. 111-151; 신재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궤도(金
櫃圖)>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조규희, 「명종의 친정체제(親政體
制) 강화와 회화(繪畵)」, 『미술사와 시각문화』11(2012), pp. 170-191; 이성훈, ｢
숙종대 역사고사도 제작과 〈謝玄破秦百萬兵圖〉의 정치적 성격｣, 『美術史學硏
究』262(2009), pp. 33-68; 강한라, 「肅宗 御製 <陳摶墮驢圖>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이민선, 「영조의 군주의식과 <장주묘암도> : 궁중회화의 정치
적 성격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조인수, ｢조선 후반기 어진
의 제작과 봉안｣,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pp. 
6-33. 등이 있다.

13) 유재빈, 앞의 논문(2016a), pp. 18-256; 유재빈, 앞의 논문(2011), pp. 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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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청계병(文孝世子輔養廳契屛)>(1784) 등의 작품에서 확인된다.14) 뿐만 

아니라 정조대에 왕실 사업으로 인해 간행된 각종 의궤들은 그 수준이 전대

에 비해 상승된 면모가 두드러진다.15) 이러한 성향을 가진 정조와 가장 깊

은 관련을 맺은 불교 미술은 용주사 창건 시의 작품들이었으며 그 제작 배

경은 용주사 미술을 단순히 종교적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없게 한다.

용주사의 작품들은 왕실 발원의 불교 미술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18세

기 말에 대대적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후원한 불교 미술

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일찍이 조선 전기인 15, 16세기부터 그러한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16) 전기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과 문정

왕후(文定王后, 1501-1565)로 대표되는 왕실 구성원들에 의해 활발한 불사

가 이루어졌고 이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17) 그러나 조선 후기에 

14)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 작품으로는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屛)>(1784), 
<을사친정계병(乙巳親政契屛)>(1785) 등이 확인된다. 유재빈, 앞의 논문(2016a), pp. 
157-248; 유재빈, 앞의 논문(2016b), pp. 90-117; 유재빈, 앞의 논문(2012), pp. 
181-200.

15) 유재빈, 앞의 논문(2016a), pp. 249-286.
16)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연구』(시공아트, 2008); 박은경, 「조선시대(朝鮮時代) 

15·6세기 불교회화(佛敎繪畵)의 특색(特色)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를 중심으로
-」, 『석당논총』20(1994), pp. 251-279; 정우택, 「朝鮮王朝時代 前期 宮廷畵風 
佛畵의 研究」, 『미술사학』13(1999), pp. 129-166; 유경희, 「왕실 발원 불화와 
궁중 화원」, 『강좌미술사』26(2006), pp. 575-608.

17) 효령대군과 문정왕후를 위시한 조선 전기 왕실 관계자들에 의한 불교 미술 제작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 등에서 다루어졌다.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美術 
- 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미술사논단』25(2007), pp. 
107-150; 인용민, 「효령대군이보(孝寧大君李補)(1396~1486)의 불사(佛事) 활동(活
動)과 그 의의(意義)」, 『선문화연구』5(2008), pp. 25-60; 최소림, 「흑석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연구 – 15세기 불상양식의 일이해 -」, 『강좌미술사』15(2000), pp. 
77-100; 최성은, 「14世紀의 紀年銘菩薩像에 대하여」, 『미술자료』no. 32(1983), 
pp. 19-36; 김정희, 「1465年作 觀經16觀變相圖와 朝鮮初期 王室의 佛事」, 『강
좌미술사』19(2002), pp. 59-95; 오은주, 「朝鮮 15世紀 王室發願 佛像硏究」,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박아연, 「1493年 水鐘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미술사학연구』269(2011), pp. 5-37; 박아연, 「水鐘寺 팔각오층 석탑 봉
안 왕실발원 금동불상군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엄기표, 「朝
鮮 世祖代의 佛敎美術 硏究」, 『한국학연구』26(2012), pp. 463-506; 박도화, 
「15세기 후반기 王室發願 版畵 : 貞熹大王大妃 發願本을 중심으로」, 『강좌미술
사』19(2002), pp. 155-183; 홍윤식, 「朝鮮 明宗朝의 佛畫製作을 통해서 본 佛敎
信仰」, 『불교학보』19(1982), pp. 345-365; 김정희, 「文定王后의 中興佛事와 16
世紀의 王室發願 佛畵」, 『미술사학연구』no. 231(2001), pp. 5-39; 노세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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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선 17, 18세기에는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발원한 불사가 전대에 비해 크

게 줄어들었다.18) 불교 미술 제작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19) 

왕실 발원 불사는 용주사가 유일한 사례라 하여도 될 만큼 적은 수의 작례

가 알려져 있다.20) 17세기의 예로는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文城郡夫
人) 유씨(柳氏, 1576-1623)의 불사와21)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가 

世紀 王室發願 佛畵의 硏究 : 文定王后 時期의 佛畵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2002); 노세진, 「16세기 王室發願 佛畵의 一考察」, 『동악미술사학』
5(2004), pp. 81-102; 신광희, 「조선 전기 명종대의 사회변동과 불화」, 『미술사
학』23(2009), pp. 321-346; 홍윤식, 「觀音三十二應身: 佛畫와 山水畫가 만나는 
鮮初名品」, 『계간미술』25(1983), pp. 155-161; 유경희, 「道岬寺 觀世音菩薩三
十 二應身圖의 圖像 硏究」, 『미술사학연구』240(2003), pp. 149-179; 김도윤, 
「도갑사 〈관세음보살32응신도〉 도상 연구」, 『불교미술사학』9(2010), pp. 
45-74; 신광희, 「L.A. County Museum of Art 소장 香林寺〈羅漢圖〉」, 『동악
미술사학』11(2010), pp. 261-284;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읽기(3) 조선 16세기 
문정왕후의 불심과 염원 –삼각산 향림사 < 나한도 >-」, 『문학/사학/철학』
44(2015), pp. 238-254; 김소연, 「16세기 천도 의식용 불화로서의 함창 상원사 
<사회탱(四會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이유진, 「國立中央博物
館 所藏 1562年 四佛會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경기도박물관, 
『(묻혀 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檜巖寺』(열린아트, 2003); 회암사지박물관,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관, 2015); 박은경, 「朝鮮前期의 기념비적인 四
方四佛畵: 日本 寶壽院 소장 <약사삼존도>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7(1998), 
pp. 111-139; 백은정, 「知恩院 소장 조선전기 〈地藏十王18地獄圖〉 연구」, 『미
술사학』27(2013), pp. 131-161; 문명대, 「1592년 작 장호원 석남사(石楠寺) 왕실
발원 석가영산회도의 연구」, 『강좌미술사』40(2013), pp. 363-372.

18) 김현정, 「화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제 2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강좌
미술사』40(2013), p. 127; 유경희, 「조선 말기 王室發願 佛畵 연구」, 한국학중앙
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5), pp. 6-43; 국립중앙박물관, 『발원(發願), 간절한 바람
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국립중앙박물관, 2015), p. 242.

19) 김현정, 위의 논문, pp. 182-186.
20) 17세기에 확인되는 왕실 관계인들의 불사로는 후술할 문성군 부인 유씨와 인목대비

의 발원 외에 다음 등이 확인된다. 1625년에 인헌왕후(仁獻王后)가 금불화(金佛畵)
를 운문암(雲門庵)에 봉안하게 하였던 사실을 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1658년에는 인
평대군(麟坪大君)의 원당인 청룡사(靑龍寺)에 괘불(掛佛)이 안치되었는데 이는 왕실 
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궁이 발원한 것으로는 1681년 작품인 <우학문화재단 소
장 감로도>가 남아 있다. 이승희, 「17세기 佛畵製作後援에 관한 考察」, 『불교미
술사학』2(2004), pp. 39-42; 유경희, 앞의 논문(2015), pp. 28-35; 유경희, 하광순 
외, 『서운산 청룡사 괘불 : 보물 1257호』(국립중앙박물관, 2015); 김승희, 「宇鶴
文化財團 所藏 甘露幀畵 : 圖像의 意味와 畵面 構成을 중심으로」, 『단호문화연
구』no.5(2000), pp. 7-39.

21) 문성군 부인 유씨는 1622년에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봉안하기 위해 
11존의 불상과 7폭의 불화를 발원하였다. 현재는 이 중 세 점의 불상만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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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한 불상들을 들 수 있으나22) 18세기에는 용주사를 제외하면 영조(英祖, 

1694-1776)의 원찰인 파계사(把溪寺)의 사례 정도가 확인된다. 영조는 즉

위 전 연잉군(延礽君)이었을 때인 1707년에 <파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把
溪寺圓通殿靈山會上圖)>를 발원하였고23) 1740년에는 영조 등 왕실의 후원

으로 조선 초기 불상인 <파계사 원통전 건칠관음보살좌상(乾漆觀音菩薩坐
像)> 등을 개금 중수했다.24) 이후 1790년에 용주사가 창건된 다음 19세기

부터는 18세기와는 다르게 왕실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공공연하게 불사를 

후원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었다.25) 그러나 18세기에는 왕실

데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地藏庵木造毘盧遮那佛坐像)>과 <칠보사 목조석가불
좌상(七寶寺木造釋迦佛坐像)>,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仙刹寺木造釋迦佛坐像)>이 
현전한다. 관련 논고로는 송은석, 「1622년 자수사(慈壽寺)·인수사(仁壽寺)의 장열왕
후(章烈王后) 발원(發願) 불사(佛事)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2017), pp. 1-38; 김미경, 「조선 광해군대(光海君代)의 불사(佛事) 연구 – 안
동 仙刹寺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7(2017), pp. 79-118; 문명대, 「칠보사 대웅전 1622년작 왕실발원 목(木)석가불좌
상과 복장품의 연구」, 『강좌미술사』43(2014), pp. 343-358; 문명대, 오진희 외, 
『지장암 : 地藏庵의 歷史와 文化』(한국미술사연구소 출판부, 2010); 이은주, 박윤
미,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직물과 왕비 유씨 저고리 고찰」, 『석당논총』
67(2017), pp. 39-78.

22) 인목대비는 1628년에 <수종사 금동불상군(水鍾寺金銅佛像群)>을 수종사 석탑에 봉
안하였다. 더불어 1628년에 제작된 <칠장사 오불회괘불도(七長寺五佛會掛佛圖)> 또
한 인목대비가 발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아연, 「水鐘寺 팔각오층 석탑 봉안 왕
실발원 금동불상군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박아연, 「1628年 
仁穆大妃 발원 水鍾寺 金銅佛像群 硏究」, 『강좌미술사』37(2011), pp. 151-176; 
이승희, 「1628年 七長寺 〈五佛會掛佛圖〉硏究」, 『미술사논단』23(2006), pp. 
171-204. 

23) 장희정, 「延礽君發願 把溪寺 釋迦牟尼佛畵의 考察」, 『동악미술사학』5(2004), 
pp. 125-144; 유경희, 앞의 논문(2015), pp. 31-33.

24) 정명희, 「18세기 경북 의성의 불교회화와 제작자 - 밀기(密機), 치삭(稚朔), 혜식
(慧湜)의 불사(佛事)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24(2017), pp. 257-267. 
270-272.

2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5), p. 242; 조선 말기 왕실 관계자들의 불교 미술 후
원에 대해서는 장희정, 「朝鮮末 王室發願佛畵의 考察」, 『동악미술사학』2(2001), 
pp. 121-145; 김정희, 「서울 봉은사(奉恩寺) 불화고(佛畵考)」, 『강좌미술사』
28(2007), pp. 95-151; 김정희, 「조선말기(朝鮮末期) 왕실발원(王室發願) 불사(佛
事)와 수국사(守國寺) 불화(佛畵)」, 『강좌미술사』30(2008), pp. 175-207; 이규리, 
「19세기 기전지역(畿甸地域)의 왕실불사(王室佛事)」, 『천태학연구』10(2007), pp. 
297-352; 황윤아, 「화계사 명부전의 왕실 발원 불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0); 황현정, 「19세기말 왕실의 안성지역 사찰 후원」, 『지방사와 지방문
화』15, no. 2(2012), pp. 77-119; 고승희, 「朝鮮時代 純祖-純宗代 王室發願 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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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원한 불교 미술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탓에 그 연구도 조선 전기나 

말기에 비해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초에 영조가 파계사에 불화를 

봉안하고 왕실의 후원으로 파계사의 불당과 불상이 중수되기는 하였지만 이

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과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부족하여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26) 왕실 여성들에 의한 불사도 조선 후기에는 전기와는 

달리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27)

이러한 흐름 가운데 1790년에 용주사가 새로이 창건되고 다량의 미술 

작품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미술품의 제작은 용주사를 창건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었겠지만 정조는 국왕으로서 시각물의 제작을 

통제하고자 했고 용주사 미술의 조성 또한 그러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미술의 도상이나 구성에 정조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용주사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요

소를 통해 정조가 그 미술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용주사 작품에 반영된 정조의 제작 의도는 용주사 창건 시의 미술을 각

각 논의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살펴볼 때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

다. 대부분의 불교 미술 연구는 회화와 조각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다루고 

佛畵 硏究」, 『동아시아불교문화』19(2014), pp. 161-198; 유경희, 「高宗代 純獻
皇貴妃 嚴氏 發願 불화」, 『미술자료』no. 86(2014), pp. 111-136; 유근자, 「화
계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시주자」, 『한국불교사연구』4(2014), pp. 240-289; 유경
희, 앞의 논문(2015)  

26) 영조는 1740년에 파계사 대법당과 불상을 중수할 때 자신의 도포를 보냈고, 이는 
<파계사 원통전 건칠관음보살좌상>의 복장물로 납입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015), pp. 118-119, 294-295.

27) 1735년에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영빈 김씨(寧嬪金氏)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봉선사 괘불(奉先寺掛佛)>이 확인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5), p. 13; 한
편 조선 전기 왕실의 여성에 의한 불교 미술 제작에 대해서는 강희정, 「조선 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 불교미술의 조성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1(2002), pp. 269-297; Choe Kyungwon, “Marginalized yet Devoted: Buddhist 
Paintings Commissioned by Nuns of the Early Josoen Palace Cloister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2010); 최경원, 「조선전기 왕실 比丘尼院 女僧
들이 후원한 불화에 보이는 女性救援」, 『동방학지』156(2011), pp. 177-211; 박
아람, 「(The) narrative painting of prince Sukhāvatī : a thematic study between 
the buddhist legend and female salvation」,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등에
서 논의되었다.



- 9 -

있지만 용주사 작품들의 경우에는 1790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정조라는 조

성 주체에 의해 일제히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논의 대상으로는 용주사 창건 당시에 제작되었다고 확인이 

가능한 작품 중 현재까지 볼 수 있는 <삼세불상>과 <감로도>, <삼장보살

도>, 대웅보전 내부 벽화 및 별지화 등이다.

용주사 창건 시 작품들에는 기존의 불교 미술에서 보여주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다. 조각의 경우는 봉안 환경이 조정되었고 회화 

작품들에는 이전까지 채택되지 않던 도상이 뚜렷하게 등장한다. 이렇듯 특

수하게 고안된 다양한 시각 매체로 내부를 장엄한 용주사는 불전 자체에 특

정한 의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작품들의 의미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작품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출한다면 하나의 세계관으로 

구현되었을 용주사 불전의 내부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전각 내 봉안 중요도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존불상인 대웅보전 <삼세불상>을 시작으로 대웅보전 영단 불화인 <감로도>

와 <삼장보살도>, 마지막으로 대웅보전 내부 벽화군의 차례로 살펴보겠다. 

Ⅱ장에서는 우선 정조가 불교에 대해 취한 입장과 실질적으로 불교를 활용

한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정조가 용주사 창건과 그 불교 미술의 제작 

주체로서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용주사 작품들을 해

석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용주사 건립 과정의 특징을 살

펴보고 창건 이후 용주사가 수행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다. 불교를 대했던 

정조의 태도와 용주사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 불교 미술이 조성된 특수한 환

경을 조명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삼세불상>의 제작 특성과 도상 및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본존불로서 용주사의 핵심적인 예배 대상이었던 <삼세불상>의 봉안 과정과 

환경을 살핀다면 당대인들에게 <삼세불상>이 보여졌던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삼세불상>이 어떠한 의도로 제작되어 기능했는지에 대해 

추론하며 조선 후기 다른 불상과 차별되는 특성을 고찰한다.

Ⅳ장에서는 <감로도>의 도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작품은 기

존 감로도에서 전통적으로 유래하는 도상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인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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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제작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다른 감로도와 다르게 용주

사 <감로도>에서만 특수하게 강조된 도상과 이로써 화폭으로 말하고자 하

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대웅보전 내부 회화와 벽화에서 채택된 도교 도

상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장의 논의 대상인 <삼장보살도>와 대웅보

전 내부 벽화군에는 도교적인 소재가 다수 선정되었는데 이는 용주사 이전 

다른 사찰에서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변화에 암시된 제작 의도를 다른 용

주사 작품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본고의 작업을 통해 용주사 창건 시에 일괄적으로 조성되었던 작품들이 

왕실 후원의 종교 미술로서 특정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정조

대에 국왕의 의도를 반영한 불교 미술이라는 미술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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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조(正祖)의 불교 활용과 용주사(龍珠寺) 불교 미술

용주사와 그 작품들은 종교적인 공간과 미술이지만 왕실의 필요에 의해 조

성된 산물이기도 하다. 용주사라는 하나의 사찰을 창건함으로 인해 불교적

인 영험을 기대할 수 있었고 사도세자를 추모할 수 있었으며 승려들을 국왕

의 휘하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용주사에 갖춰진 회화, 조각, 벽화와 같이 

매체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은 국왕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전 내부를 장엄

하고 예배 대상이 되는 시각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불교 미술은 불전을 

드나드는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소산으로서 기

능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각 매체였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요

인은 정조의 성향에 있었다.

 

   1.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정조는 재위 중 통치 수단의 하나로 불교를 활용하였다.28) 불교를 정국 운

영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불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관

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조가 흥미를 보인 불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적당

28) 정조의 불교 정책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김종명, 「정조의 불교 이해」, 『한국문화
연구』23(2012), pp. 193-225; 부남철, 「유교적 학자 군주 정조의 종교 정책」, 
『한국정치학회보』37. no.2(2003), pp. 47-65; 이장열, 「正祖의 佛敎觀 變化와 
佛敎政策에 關한 一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김준혁, 「朝鮮後期 正
祖의 佛敎政策」,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김준혁, 「朝鮮後期 正祖의 佛敎
認識과 政策」, 『중앙사론』12-13(1999), pp. 35-58; 김준혁, 「正祖의 佛敎認識 
變化」, 『중앙사론』16(2002), pp. 3-26; 오경후, 「正祖의 佛敎政策과 梵宇攷의 
佛敎史的價値」, 『불교학보』63(2012), pp. 253-278;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pp. 1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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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었으며 순수한 불교 사상 그 자체는 아니었다.29) 정조는 효를 강

조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유교와 유사하게 보

아 불교에 호의를 가졌고 왕실의 안녕과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

로 불교의 영험성과 보시의 효험을 믿었다. 또한 정조는 당시 사찰의 현황

을 정리한 『범우고(梵宇攷)』를 편찬하도록 명하였는데 사찰을 관리하여 

나아가 불교계를 국가의 영향 아래 두고자 하였다. 『범우고』의 서문에서 

정조는 승려의 정치적인 필요성과 불교의 백성 교화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

정했다.30) 

정치적인 입장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정조의 성향은 용주사 건립을 

기점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용주사 승려인 철학(哲
學)에게 ‘팔로도승통(八路都僧統)’의 권한을 주어 전국의 사찰을 관장할 수 

있게 하였고 군사적으로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총섭보다 품계를 높게 했

다.31) 이러한 용주사가 정조의 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에 속해 있었으니 

전국의 승군을 국왕의 군사로 편입시킨 셈이다.32) 용주사를 매개로 모든 승

군을 통솔하려 한 정조의 의도는 불교와 관계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포

섭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정조는 유교에서 국왕에게 필요로 하는 ‘효치(孝治)’의 개념을 불

교에도 적용하여 백성을 교화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불교를 활용하였다. 

2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조의 승역(僧役) 감면 등 여러 불교 정책은 왕권 강
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나 문정왕후가 
보여주었던 불교 후원에 비해 정국 운영을 위한 의도로 평가받는다. 김종명, 앞의 논
문, pp. 200-213; 김종명,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한국학술정보, 2013), pp. 
312-352, 406-407; 부남철, 앞의 논문, pp. 55-57; 김준혁, 앞의 논문(1999), pp. 
46-56; 남희숙, 앞의 논문, pp. 150-153.

30)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는 당시 사찰의 상황을 가장 방대하게 다루었다는 점
에서 불교사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사료이다. 『범우고』에 남아 있는 정조의 서
문에서는 승려의 정치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불교를 통한 왕권 강화 정책을 짐작하
게 한다. 오경후, 앞의 논문, pp. 272-273; 김종명, 앞의 논문, pp. 200-213; 김종
명,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한국학술정보, 2013), pp. 312-352, 406-407; 부남
철, 앞의 논문, pp. 55-57; 김준혁, 앞의 논문(1999), pp. 46-56; 남희숙, 앞의 논
문, pp. 150-153.

31)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9일,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정조 20년
(1796), 3월 28일

32)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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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치는 효에 입각하여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이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이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조를 비롯한 조선의 국왕들은 백성에게 

효를 기본 윤리로 장려해야 했고 스스로도 효행에 힘써야 했다. 이처럼 유

교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국왕의 모습을 정조는 불교 세계관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불교의 이상적인 국왕인 전륜성왕 혹은 비

로자나불에 자신을 비유 하였으며 불교적 맥락을 통해 효심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정조가 직접 작성한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도1]

· 「어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御製大報父母恩重經偈語)」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경판

  

우선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이하 「기복게」)는 정조가 1795년 

윤2월에 화성에 다녀온 후 그 해 여름[仲夏, 음력 5월]에 직접 지어 용주사

에 하사한 게송이다.33) 게송이란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 지은 노래이

며 「기복게」는 정조가 용주사의 부처를 받들기 위해 지었다고 제목에서부

터 밝히고 있다. 조선의 국왕이 불교적인 형식으로 가사를 지은 드문 사례

이기도 한 「기복게」는 불교를 대하는 정조의 사고(思考)를 반영하고 있어 

상세히 볼 가치가 있다. 「기복게」는 서분(序分) 1수, 정종분(正宗分) 7수, 

결게분(結偈分) 2수의 총 10수로 구성되었으며 각 게송에는 주석도 병기 

하였다.

정조는 「기복게」를 시작하면서 이 게송을 짓는 목적을 삼업공양(三業
供養)을 바치고 복전(福田)에 보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전’

을 해석하기를 ‘부모가 양육한 은혜를 복전이라 하는데 잘 공양하고 공경한

다면 이를 복전에 보답하였다고 이름한다’고 하여 부모 공양을 강조하였

다.34) 이하 정종분에서는 용주사를 창건한 자신의 공덕을 설파하였다. 또한 

33) <기복게> 목판본의 마지막 판인 17면에는 정조가 즉위 20년(을묘년) 중하(仲夏)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歲子卽作二十年乙卯仲夏’ 유경희, 이용진, 앞의 논문, p. 
148; 이때 정조가 「기복게」를 지은 것은 그해 석가탄신일이나 단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전이나 이후에 정조가 또 게어를 지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4) 본고의 [참고자료]에서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 전문의 원문과 해석을 첨부



- 14 -

『장아함경(長阿含經)』을 근거로 자신이 전륜성왕임을 자처하였는데 우담

발라화[優曇鉢]가 나타날 때 반드시 금륜성왕이 출현한다는 내용을 언급하

면서 자신에게 우담발라화가 있다고 말하였다.35) 이는 정조가 스스로 군사

(君師)라 지칭하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군주론을 펼쳤던 것과 연관된다.36) 

이어서 정조는 비로자나의 대지 같은 마음과 은덕이 자신이 중생들에게 베

풀려는 마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비로자나의) 몸이 허공(虛空)과 같다 하였다. 이는 내 몸이 허공과 같아 만

물을 포함하며 여러 중생과 평등하게 둘이 없이 함께 법성을 깨닫기를 원하

는 것을 이른다.37)

위 구절에서 정조가 민생을 최우선하는 자신의 어심(御心)과 불심을 동

일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결게분에서는 감로가 두루 내리는 정토 

극락의 아란야(阿蘭若, 용주사)에서 도성까지의 80리 거리를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상유순(上由旬)과 같다 하며 의미를 부여했

다.38) 이처럼 정조는 「기복게」에서 성왕이나 부처와 같이 중생을 대하고

자 하는 국왕으로서의 아량을 드러냈고 자신의 통치 시기 또한 정토 극락으

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복게」 목판은 여러 본으로 간행되거

나 필사되었다. 1795년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조성되어 일 년 후인 1796년

에 용주사에 내사되었는데 용주사에서는 목판본 「기복게」와 두 권의 필사

본도 소장하고 있다.39)

하였다. 
35)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5, 잡저(雜著)2,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我有優

曇鉢 萬四千大書…優曇鉢 卽靈瑞大寶 非時不現 現時定有金輪聖王出世 國土莊嚴 
臣民壽命 皆得增長八萬四千歲…’; 한편 이덕무도 용주사 호성전의 주련을 쓰면서 
‘삼천년 만에 우발화 피니 나라의 봄빛이 무궁하다.’라고 서술하여 정조를 전륜성왕
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아정유고(雅亭遺稿)12, 응지각체
(應旨各體), ‘三千歲優鉢花長春壽國…’; 이와 관련한 견해는 선행 연구에도 제기되
었다. 김종명, 앞의 논문, pp. 207-208; 김준혁, 앞의 논문(1999), p. 45.

36) 박현모, 『정치가 정조』(푸른역사, 2001), pp. 167-177; 김문식, 『정조의 제왕
학』(태학사, 2007), pp. 28-35.

37) 본고의 [참고자료] 중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의 원문과 해석 참고 
38) 위의 각주



- 15 -

정조는 「기복게」를 작성한 지 약 1년 후인 1796년 4월 26일에 「어

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이하 「은중경게어」)를 직접 지어 내린다.40) 이 

「은중경게어」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서 설하는 부모의 열 가지 은혜

의 이치를 백성들에게 권면하고자 간행한 것이다. 45자로 이루어진 「은중

경게어」는 신하들에게도 열람되어 14인의 신하들이 갱재(賡載, 왕이 지은 

시에 화답함) 하였다.41) 정조는 이 「은중경게어」의 인본(印本)을 두루 내

리라 명하고 섣달그믐과 단오에 문미(門楣)에 붙이는 서운관(書雲觀)의 벽

사 부적 대신 쓰도록 하였다. 실제로 관상감(觀象監)에서는 1796년 섣달그

믐을 대비하여 12월에 「은중경 게어」의 인쇄를 준비했다.42) 

이에 그치지 않으며 「은중경게어」는 용주사가 위치한 화성에도 반포

되었다. 1796년 단오인 5월 6일, 정조는 화성 공역에 직임한 감동 당상관 

이하 경부패장 등에게 부채[扇子] 85자루와 「은중경게어」 125장을 하사

하였다.43) 전통적으로 음력 5월 5일 단오 때에는 국왕이 부채를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으며 정조는 거의 매해 신경 써서 관리들에게 부채를 하사하였

다.44) 그러나 1796년 단오에 「은중경 게어」를 함께 준 일은 이례적이었

다. 당시 상황은 『한글본 정리의궤』의 ‘화성 성역’ 부분에서만 확인되는데 

39) 「기복게」는 『홍재전서』, 용주사 소장 목판본, 두 건의 필사본(비단 장황, 종이 
장황), 규장각 소장본(필사본1, 인경본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필사본에서 확인된다. 
규장각에서 소장하는 6권 중에서는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던 것도 포함한다. 「기복
게」 목판이 1795년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조성되어 일 년 후인 1796년에 <불설대
보부모은중경판>과 함께 용주사에 내사되었던 사실은 『주자소응행절목(鑄字所應行
節目)』(1814)에 기록되었다. 『홍재전서』, 권55, 잡저2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유경희, 이용진, 앞의 논문, pp. 148-152;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66-173, 
190-194.

40) 본고의 [참고자료]에서 「어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의 원문과 해석을 첨부하였다.
41) 『홍재전서(弘齋全書)』 56권, 잡저3, ‘은중경 게어(恩重經偈語)를 간행하여 반질

(頒帙)하고 이어서 그 체를 모방하여 제신에게 화답하도록 명하다.’ 
42) 『홍재전서』 56권, 잡저3, 印頒恩重經偈語 仍倣其體 命諸臣和之 幷小序 丙辰; 

『홍재전서』 182권, 군서표기(羣書標記)4, 어정(御定)4, 갱재축(賡載軸) 48권, 恩重
偈賡載軸; 『일성록』, 정조 20년(1796), 12월 22일

43) 『한글본 정리의궤』 47권, 화성성역 8, 병진(1796) 5월 6일, ‘은중게(恩重偈) 진언
(眞言)’ 이 기록의 원문과 해석은 본고의 [참고자료]에 수록하였다. 

44) 관련 기록으로는 『일성록』, 정조 9년(1785), 5월 2일; 『일성록』, 정조 14년
(1790), 4월 30일; 『일성록』, 정조 17년(1793), 5월 3일; 『일성록』, 정조 17년
(1793), 5월  12일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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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성상이 특별히 그 경문을 인출하며 진언을 반포하여 경향에 퍼져 돌아

다니게 하셨다. 성효(聖孝)를 넓게 가르치심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이 없으

며 패장들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에 축원하여 역소에 자랑하니 공장(工匠)

과 수천 모군(募軍)이 입으로 전하여 부모의 낳고 길러주신 은혜와 구중궁

궐의 덕화를 서로 즐겨 화답한다.45) 

위 기록에서 정조가 명하여 경향에 퍼져 돌아다니게 하였다고 언급된 

‘경문’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경판(이하 <은중경판>)이며 ‘진언’은 바로 

「은중경게어」를 일컫는다.

<은중경판>은 1796년 음력 5월[仲夏]에 정조의 명령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삽도를 간행하기 위해 제작된 목판이며46) 「기복게」와 함께 용주

사에 하사되었다.47) 이때의 <은중경판>은 경문(經文) 13판(板), 도(圖) 5판, 

45) 본고의 [참고자료] 중 ‘은중게 진언’ 참고
46) 조선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부모은중경』이 다수 간행되었는데 용주사 소장 

<은중경판> 변상도는 같은 시기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각각 한 폭의 회화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도와 구성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다. 김홍도 화풍과 유사
하여 김홍도 작품으로 추정하며 도상은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에 연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교 미술 고유의 성격보다는 일반회화적 면모가 두드
러지는데, <은중경판>의 변상도는 조선시대에 간행되던 기존의 『불설대보부모은중
경』과는 다른 구성과 도상으로 제작 의도를 극대화하였다. 이전에는 변상도가 설명
과 함께 간략하게 표현되었으나 용주사 본은 삽화와 본문을 분리하였다. 변상도는 
권수에 종합되었는데 이는 『원행을묘정리의궤』와 『화성성역의궤』에도 확인되는 
체재이다. 용주사 <은중경판>에서 이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한문본과 언해본을 따
로 간인할 때 공통되는 변상도를 한 번만 판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호권, 
「유교이념의 불교적 실현, 龍珠寺版 『父母恩重經諺解』」, 『정조대의 한글 문
헌』(문헌과 해석사, 2000), p. 158; 최미리, 「朝鮮時代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版畵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pp. 28-30, 83, 82-85; 남희숙, 앞의 논문, 
p. 123; 박도화, 「영 정조대 불교판화의 특징과 양식」, 『강좌 미술사』12(1999), 
p. 107-112; 박정애, 「龍珠寺本 父母恩重經 版畵와 朝鮮後期 繪畫」, 『불교 미
술사학』4(2006), pp. 162-195.

47) <은중경판>은 궁궐로 내입하기도 하였는데 1796년 조성한 동판 7판과 1799년 조
성한 석판 24판이 있다. 동판과 석판은 1814년 이후 용주사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
다. 「기복게」와 <은중경판>을 조성한 주자소는 규장각에 편입되었으므로 편찬 기
관은 규장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6), p. 174; 이혜경, 「正祖時代 官版
本 版畵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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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 25판으로 구성되었다.48) 이 간행에 대해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은

중경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충분한 것이며 이번에 간행

하는 일은 실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응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였

다.49) 이렇게 조성된 <은중경판>은 춘추관, 사고 등에도 보관되었고 정조의 

의도대로 여러 번 간행되어 지금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50)

이상으로 보아 정조가 1796년 5월 6일에서 음력 5월 사이에 자신이 지

은 「기복게」와 「은중경게어」 그리고 간행을 명한 <은중경판>을 동시에 

유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51) 이들의 반포 현황은 「은중경게어」를 

지을 때 ‘두루 내리라’ 한 정조의 의도와 부합한다. 특히 사찰 중 용주사에

만 「기복게」와 <은중경판>의 판목을 하사한 것은 용주사에서의 자율적인 

간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가 생부의 원찰로 지은 사찰에서 

효행을 강조한 경문을 유통한다면 그 효심의 발원지를 국왕인 정조로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는 용주사를 창건한 후에 「기복게」를 용주사에 하사하여 불교의 

전륜성왕과 비로자나불에 자신을 비유하였으며, 「은중경게어」를 직접 지

어 용주사와 화성에 반포하였고 <은중경판>을 간행하도록 하여 효행의 중

함을 설파하였다. 이렇듯 정조는 성군으로서의 자신을 표출하거나 효심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를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주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용주사의 창건 과정과 기능

48) <은중경판> 말미에서 확인된다. ‘柔兆執徐仲夏開印藏于花山龍珠寺’ 여기서 ‘柔兆
執徐’는 ‘丙辰’을 의미한다. 이호권, 앞의 논문, pp. 152-155.

49) 이 내용은 남공철(南公轍)이 정조의 훈어를 기록한 부분에 속한다. 『홍재전서』, 
177권, 일득록 17, 훈어(訓語) 4

50) 남희숙, 앞의 논문, pp. 127-128; 최미리, 앞의 논문, pp. 28-30.
51) 정조는 「기복게」를 1795년 음력 5월[仲夏]에, 「은중경 게어」는 1796년 4월 26

일에 지었으나 <은중경판>은 정확히 언제 제작을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
조가 1796년 봄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므로 이해 봄부
터 <은중경판>이 간행된 1796년 음력 5월 전에 명령했을 것이다. 『홍재전서』 182
권, 군서표기 4, 어정 4, 갱재축 48권, 恩重偈賡載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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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는 현륭원을 보호하는 원찰로서 그 사격이 왕권과 직결되어 있었다. 

정조가 ‘용주사를 중시하는 것은 원침을 호위하기 때문이니 그 체통을 높였

다.’고 말했던 것처럼52) 용주사는 중앙의 관심과 혜택이 집중되며 창건되었

다. 용주사(龍珠寺)의 명칭 또한 정조가 직접 지어 내렸다.53) 이에 대해서

는 정조가 낙성식 전날 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꾼 후 작명했

다고 전하지만 이에 근거할 만한 사료는 확실하지 않다. 정조는 애초에 현

륭원을 사도세자의 새로운 능침으로 선정할 때 풍수지리적인 요건을 중점적

으로 고려하였는데 『홍재전서』에서는 현륭원과 용주사가 위치한 화산(花
山)의 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신라 국사 옥룡자 도선(道詵)이 말했던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반룡

농주) 형국[盤龍弄珠之形]이다.54) 

이로보아 용주사의 명칭은 바로 이 ‘반룡농주’의 ‘용주’에서 유래된 것

으로 생각된다. 화성과 관련한 다른 관리의 기록에서도 현륭원의 형세를 용

이 구슬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55) 

52)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20일, ‘수원 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본
사(本寺)를 중시하는 것은 원침(園寢)을 호위하기 때문이고, 중시하는 것이 이와 같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체통을 높여서(敎水原府使 趙心泰曰本寺所重以衛護園
寢也所重如此也故不得不尊其體統賜號都統鑄給印信)…’; 

53) 채제공이 지은 「화산용주사상량문(花山龍珠寺上樑文)」에서 관련 기록이 확인된
다. 『번암집(樊巖集)』권58, 상량문, 화산용주사상량문, ‘…惟 中宸肇錫以名 由平日
欲報之德…’; 이 상량문의 해석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불적자료집』(경기출판사, 
1999), pp. 623-62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26-331에 실려 있다. 한편 
「화산용주사상량문」은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에도 원문이 실려 있으나 
본고에서는 『번암집』을 기본으로 참고하였다. 권상로 편, 『韓國寺刹全書 下』(東
國大學校 出版部, 1979), pp. 881-884.

54) 『홍재전서(弘齋全書)』권57, 잡저 4, 「遷園事實」, ‘卽新羅國師玉龍子道詵所謂盤
龍弄珠之形也’ 

55)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작성한 「장안문 상량문(長安門上樑文)」에서 확인된다. 
『일성록』, 정조 20년(1796), 9월 10일, 「장안문 상량문」, ‘과연 성인이 묻힐 만
한 땅인 현륭원을 하늘이 만들었으니, 신령스런 용이 턱 아래의 구슬을 희롱하는 현
륭원의 모습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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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는 정조 본인이 현륭원의 재궁(齋宮)이라며 그 용도를 밝히고 있

다. 재궁이란 왕릉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일컫는다.56) 그러나 용주사는 

처음에는 현륭원의 재궁이나 원찰(願刹)이 아닌 ‘조포사(造泡寺)’로 인식되

었다. 조선시대의 조포사는 능·원·묘의 제향(祭享) 때 사용할 두부를 만드는 

사찰로 재궁이나 원찰과는 성격이 달랐으며 대부분의 능원에서는 조포사를 

두고 있었다.57) 용주사는 1789년 10월 17일에 이문원(李文源)이 조포사의 

필요성을 정조에게 건의하여 건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58) 정약용(丁若
鏞, 1762-1836)의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조포사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는데 ‘여러 능원(陵園)에는 각각 딸린 승원(僧院)이 있어 두부를 

바치는데 이를 이름하여 조포사라 한다.’고 하였다.59) 용주사의 건립 중에는 

용주사를 일컬어 ‘조포사’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보이나 건립 후에는 ‘재궁’ 

혹은 ‘원당(願堂)’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0) 조포사의 소임을 수행

56) 『홍재전서』 권55, 잡저 4,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寺爲顯隆園齋宮而建也
(이 절은 현륭원의 재궁으로 세운 것이다.)’  

57) 원찰이 조포사일 수는 있으나 모든 조포사가 원찰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일성
록』, 정조 17년(1793), 2월 30일,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아뢰기를, “각 능의 
제향 때 사용할 두부를 만드는 일은, 동릉(東陵)의 경우에는 불암사(佛巖寺)에서 거
행하게 하였으나, 그 외의 능, 원, 묘의 경우에는 원래 조포사가 없거나 조포사가 있
더라도 사찰이 쇠잔하고 승려가 적어서 두부를 만들 수가 없으므로 편리한 대로 바
로잡을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일성록』, 정조 16년(1792), 8월 17일, ‘경기 
감사 서정수가 아뢰기를, “동육릉(東六陵) 및 원릉(元陵)의 조포사를 중건하는 역사
를 지금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성록』, 정조 17년(1793), 4월 3일, ‘각 
능(陵)과 묘(墓)의 조포사를 정하고 이어 도신이 조포사를 보살펴 주고 수리해 주게 
하라고 신칙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공릉(恭陵)의 조포사는 영신암(靈神菴)으로 
정하고, 순릉(順陵)의 조포사는 화성암(化成菴)으로 정하고, 온릉(溫陵)의 조포사는 
봉온암(奉溫菴)으로 정하고, 희릉(禧陵)과 효릉(孝陵)의 조포사는 고향사(高香寺)로 
정하고, 의릉(懿陵)의 조포사는 청량사(淸涼寺)로 정하고, 영릉(永陵)의 조포사는 칠
장암(柒莊菴)으로 정하고, 소현묘(昭顯墓)의 조포사는 고봉사(高峯寺)로 정하여…’; 
조포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탁효정,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廟殿宮陵園墓造泡寺
調)』를 통해 본 조선후기 능침사의 실태」, 『時代史學報』61(2012), pp. 195-229. 

58) 『일성록』, 정조 13년(1789), 10월 17일, ‘이문원이 아뢰기를 “새 원소(園所)에 조
포사(造泡寺)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다른 능원(陵園)의 규례에 따라 첩가(帖
加)와 권선(勸善)을 미리 내주어야 지을 수 있을 것이므로 감히 이처럼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59) 정약용 외, 『아언각비·이담속찬』(現代實學社, 2005), p. 61. 
60) 『일성록』, 정조 13년(1789), 10월 17일; 『일성록』, 정조 13년(1789), 11월 25

일, ‘김종수가 아뢰기를, “현륭원의 조포사를 건립할 때에 공명첩(空名帖)을 만들어 
주라고 이미 명이 있었습니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5월 17일, ‘조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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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건립이 시작되었던 용주사에 조성 이후에는 원당이라는 명칭도 

추가된 것이다. 이는 왕실에서 사찰을 창건하는 일을 의식한 탓으로 생각된

다. 능원에서 조포사는 기능적으로 필요했고 현륭원의 전신인 영우원에서도 

조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 용주사를 새로 건립하는 명분이 

세워질 수 있었다.

조포사로서 조성이 확정된 용주사는 1790년 2월 19일에 터를 닦기 시

작하여 같은 해 10월 1일에 본존불인 <목조삼세불좌상>의 점안재를 거행하

며 창건되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0월 6일, 정조는 공사와 관련된 자들을 

시상하며 공역을 마무리했다.61) 기록에서 확인되는 더 구체적인 창건 과정

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정조대 용주사 창건 과정

가 아뢰기를…그리고 조포사 승도의 생활이 매우 쇠잔하므로…’; 『일성록』, 정조 
14년(1790), 8월 20일, ‘채제공이 아뢰기를…조포사의 역(役)은 지금 거의 끝나 가는
데 기지(基址)가 과연 좋고 보기에도 훌륭합니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1일, ‘전교하기를…조포사 뒷산이 본신(本身)으로부터 맥(脈)을 나누어서 접혀
진…’ 이상의 기록은 용주사가 완공되기 전의 기록인데, 용주사를 일컬어 조포사라고 
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의 기록은 용주사가 완공된 이후의 기록으로, 용주사를 
원찰 혹은 원당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3일, ‘향산
의 승려 금홍 등의 상언에, “현륭원에 새로 설립한 원당(願堂)인 조포사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61)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일자 내용

1 1789년 10월 17일
이문원, 현륭원 조포사 설치 및 공명첩, 권선문 발급 건의, 정
조 윤허

2 1789년 11월 25일 김종수, 공명첩 250장 발급 건의, 정조 윤허
3 1790년 2월 10일 정조, 화성 행차 시 절터 등람(登覽) 및 도형 열람62)

4 1790년 2월 19일 용주사 건립 공역 시작(오시(午時) 예정)
5 1790년 3월 21일 사시(巳時)에 정초(定礎) 예정
6 1790년 4월 10일 미시(未時)에 입주(立柱) 예정
7 1790년 4월 15일 사시(巳時)에 상량(上梁) 예정
8 1790년 4월 20일 오시(午時)에 입주, 상량63)

9 1790년 8월 16일 <목조삼세불좌상> 제작 시작(조불(造佛) 예정일)

10 1790년 8월 20일
채제공, 용주사 공역이 거의 끝나 감을 보고
조윤식, 삼문(三門) 및 좌우 행랑 설립 건의, 정조 윤허64)

11 1790년 9월 중 <감로도>, <삼장보살도> 봉안
12 1790년 9월 29일 불상 점안(點眼) 예정일
13 1790년 9월 30일 <목조삼세불좌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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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용주사는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

작하여 10월 초에 완공되었다.65) 약 7개월이라는 용주사의 공역 기간은 매

우 짧은 편이라 할 수 있다.66) 이 기간 동안 제각(祭閣, 호성전護聖殿), 법

당(法堂, 대웅보전大雄寶殿), 칠성각(七星閣, 시방칠등각十方七燈閣), 향로

전(香爐殿, 극락천원전極樂天願殿), 선당(禪堂, 만수리실曼殊利室), 승당(僧
堂, 나유타료那由他寮) 등의 주요 건물이 지어졌다.67)

조선시대의 다른 능침사찰이 국가, 특히 예조의 주도 하에 건립되어 경

비도 국가에서 마련하였고 도감이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68) 용주사는 예

조나 도감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는다. 용주사 건립에는 정조와 밀접한 위치

62) 『일성록』, 정조 14년(1790), 2월 10일 
63)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의 「각항택일(各項擇日)」을 통해서는 용주사 건

립 시 입주와 상량일이 각각 1790년 4월 10일과 15일로 예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용주사 효행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필사본 상량문에는 입주와 상량을 4월 20
일 오시에 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乾隆五十五年庚戌四月二十日午時子坐午向立柱
上樑…(건륭 55년(1790년) 경술 4월 20일 오시(午時, 11시부터 13시까지)에 정남향
으로 기둥을 세우고 상량 하였다…)’ 

64) 『일성록』, 정조 14년(1790). 8월 20일, 채제공이 아뢰기를, “…조포사(造泡寺)의 
역(役)은 지금 거의 끝나 가는데 기지(基址)가 과연 좋고 보기에도 훌륭합니다. 조윤
식(曺允植)의 말을 들으니, ‘누대 앞이 광활하여 삼문(三門)과 좌우 행랑을 세운 뒤
에야 전면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이니 혹 동가(動駕)할 때 또 인마(人馬)를 수용하는 
장소가 될 법도 한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
를,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회보(回報)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65)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한편 「각항택일」에는 건립을 거행하기 전에 
세부적인 공사 일정을 택일한 내용이 남아 있다. 미리 정해두었던 개기(開基)일은 2
월 19일로 실제 시작일과 동일하지만 점안식은 「각항택일」에서 예정된 9월 29일
에서 늦춰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항택일」의 기록은 창건 당시 기록
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7-48, ‘各項擇日’; 손창수, 앞의 논문, pp. 31-34; 본고의 [참고자료]에는 「각항택
일」의 원문과 해석을 수록하였다.

66) 최선일,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硏究』(경인문화사, 2011), pp. 329-330
67) 용주사의 전각 명칭은 각각 두 개 이상 확인되는데 다음 기록들을 종합해 파악하였

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청장관전서』, 권20, 아정유고12, 응
지각체, 용주사(龍珠寺) 주련(柱聯); 화성시, 앞의 책, p. 202.

68) 손창수, 앞의 논문, pp. 37-44.

14 1790년 10월 1일 <목조삼세불좌상> 점안식 및 무차대회 거행
15 1790년 10월 5일 조심태, 공역 완료 보고
16 1790년 10월 6일 정조, 용주사 창건 관계자들에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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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던 고위직을 포함한 중앙 관리가 다수 관계되었다. 이로 인해 용주사 

건축 과정에는 정조가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용주사가 완공되었을 때 「화산용주사상량문(花山龍珠寺上樑文)」[도2]

을 지은 인물은 당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었다.69) 채제공

은 정조의 신임을 받은 대표적인 신하 중 한 명으로 용주사 건축과 관련된 

일을 정조에게 전달하였다. 1790년 8월 20일에는 용주사 공역을 감동한 조

윤식(曺允植)의 말을 대신 전하기도 하였다.70) 채제공은 영우원을 천봉하기 

전 해인 1788년에 정조에 의해 우의정으로 임명되었고 영우원을 옮길 위치

를 직접 간심(看審)하기도 하였다.71) 용주사가 창건된 1790년에는 좌의정으

로 승격되었고 1793년에 영의정에 올랐다.72) 특히 채제공은 1793년에 초대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로 임명되었는데 수원부유수는 화성에 주둔한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장용외사(壯勇外使)를 겸직하는 직책이었다.73) 화성의 장

용외영은 정조가 문무(文武) 양쪽을 다스릴 때 규장각과 함께 독보적인 역

할을 하였고 정조에게 장용외영은 도성의 장용내영보다 중시되었다.74) 이렇

69) 『번암집』권58, 상량문, ‘화산용주사상량문’; 『청장관전서』 권71, 부록 하, 선고
적성현감부군연보하(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下)

70) 채제공은 ‘용주사의 정문인 삼문(三問) 좌우에 행랑을 세워 전면을 가리도록 하면 
어가(御駕)와 인마(人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윤식의 말을 대신 아뢰었고 
정조는 윤허했다. 이는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 어가나 수행하는 인물, 말 등을 삼문과 
천보루 사이 공간에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양식은 일반 사찰 건축에서 찾아
보기 어려우며 왕의 행차를 위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생겨난 건축 요소라 할 
수 있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2월 10일; 『일성록』, 정조 14년(1790), 8
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1-33; 조미혜, 앞의 논문, p. 30.

71)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2월 11일; 『정조실록』, 정조 13년(1789), 7월 13
일; 『번암집』권29, 헌의(獻議), 「천원시산지간심의(遷園時山地看審議)」

72)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1월 19일;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5월 
25일

73)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1월 12일
74) 『홍재전서』 13권, 서인(序引) 6;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24권, 完山李德懋

懋官著達城徐晩俌澗松輯, 編書雜稿[四], 武藝圖譜通志附進說, ‘文置奎章 武設壯
勇’; 정조는 장용영 설치로 기존 군영을 약화하고자 하였는데 장용영의 재정 확충을 
위해 다른 군영을 축소하거나 병력을 이양하여 장용영에 귀속시켰다. 기존 군영인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 등이 특정 정파의 
사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탓에 정조는 ‘가장 큰 폐단은 군영보다 많은 것이 없
다.’며 즉위 초부터 군제를 개편할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장용영의 확대와 강화는 
곧 다른 군영의 약화를 의미했다. 박현모, 「正祖의 聖王論과 更張政策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p. 210-220; 유봉학, 앞의 책(199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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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정조에게 장용외영이 남달랐던 점으로 보아 그 수장으로 임명된 채제공

의 존재 또한 각별해진다. 

용주사가 완공되자 적성현감(積城縣監)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정조의 명을 받아 용주사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업

무를 맡았다.75) 이덕무는 정조에게 직접 발탁된 규장각의 초대 검서관(檢書
官)이었으며 정조의 측근에서 각종 실무를 진행하던 관리였다.76) 규장각은 

정조대에 국왕과 친밀한 성격을 지녔던 기관이었다.77) 이처럼 정조와 밀접

한 규장각의 초대 관리 이덕무가 용주사에 파견되었던 사실은 용주사 공역 

과정에 정조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수월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용주사 창건 공역을 주관한 인물은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
心泰, 1740-1799)였다. 조심태는 현륭원 천봉에서도 중임을 맡았으며 정조

가 화성을 건설할 때 보조했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78) 공역을 감동한 

인물은 이인찰방(利仁察訪) 조윤식이며 그는 수원부에 신읍(新邑)을 설치할 

때도 중임을 수행했다.79) 또한 조윤식은 정조가 용주사를 지을 절터 후보지

150-154. 
75) 용주사 창건에서 이덕무가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서는 본고의 Ⅲ장에서 상세히 다루

었다.
76) 규장각 검서관은 차비관(差備官)의 역할을 행하며 내각과 궁중의 각종 행사에 차출

되었다. 이덕무는 정조를 측근에서 시종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문서 전달, 서적 편찬 
등을 행하였고 1782년에 어진을 봉안할 때는 집사관으로 차출되었다. 용주사가 창건
된 해인 1790년에는 정조의 어제와 어필을 봉안하는 일로 강화부에 가기도 하였다. 
박현욱, 「朝鮮 正祖朝 檢書官의 役割」, 『서지학연구』20(2000), pp. 213-252. 

77) 정조는 즉위 이후 기존 세력을 억누르고 국왕에 친위적인 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
를 자주 행하였는데, 재위 초 설치한 규장각은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 예문
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사간원(司諫院) 등 이미 존재하던 여러 기관의 기능을 
흡수하여 국왕의 새로운 지지기반이 되었다. 이 외 정조가 시행하였던 서얼허통절목
의 마련과 청요직 위축, 대신권 강화, 노비제 혁파 시도 등 또한 기득권을 억압하고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도모한 시도였다. 정옥자, 「正祖의 抄啓文臣敎育과 文體政
策」, 『奎章閣』6(1982), p. 116; 정옥자, 「정조와 정조대 제반정책」, 『서울학연
구』no.51(2013), pp. 1-24; 박현모, 「정치가 정조의 역사적 평가 – 역사 속의 정
조와 정조 안의 역사 -」, 『한국학보』27, no.2(2001a), pp. 141-142; 박현모, 앞
의 논문(1999);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 화성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
국과 국제정치』17, no.1(2001b), pp. 65-100.

78) 조심태가 화성에서 했던 역할 전반에 대해서는 김선희, 「華城留守 趙心泰 연구 – 
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50(2009), pp. 
141-187. 

79) 『일성록』, 정조 13년(1789), 9월 28일;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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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볼 때나 건축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였다.8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용주사 창건에는 정조의 측근 인사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연관

되어 있었으며 이로써 용주사 건립이 정조와 각별한 관계 속에 이루어졌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주사 건립 비용은 공명첩(空名帖) 발급과 권선문(勸善文)에 의한 시

주라는 두 방법으로 마련되었다. 공명첩은 명목상의 관직을 팔아 재정을 충

당할 때 사용되었으며 권선문은 보시를 청할 때 시주자에게 보여주는 글이

다. 1789년에 제릉(齊陵)의 능침사찰인 연경사(衍慶寺)를 중건할 때 공명첩 

150장이 발매되었으나 용주사는 중건이 아닌 창건임을 고려하여 그보다 많

은 250장을 만들었다.81) 용주사 건립의 시주를 권하는 「권선문」은 이덕

무가 지었다.82) 바로 이 「권선문」을 가지고 보경당(寶鏡堂) 사일(獅馹), 

성월당(城月堂) 철학(哲學) 등 25인의 화주승(化主僧)들이 시주를 받고자 

동시에 전국 각 도를 돌아다녔다.83) 용주사 권선 활동은 조선 전기 세조대

(世祖代) 상원사(上院寺) 중창 시 단 한 장의 권선문을 이용했던 소규모 활

80) 『일성록』, 정조 14년(1790), 2월 10일; 『일성록』, 정조 14년(1790), 8월 20일
81) 『일성록』, 정조 13년(1789), 11월 25일. 김종수가 아뢰기를, “현륭원(顯隆園)의 

조포사(造泡寺)를 건립할 때에 공명첩(空名帖)을 만들어 주라고 이미 명이 있었습니
다. 지난번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자내(字內)에 위치한 연경사(衍慶寺)를 중건할 
때에는 공명첩 100장(張)을 만들어 준 뒤에, 물력이 부족하다 하여 50장을 더 만들
어 주었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것은 중건하는 것에 비교하여 공력이 배로 들어갈 듯
하니, 공명첩 250장을 우선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용주사 이후 원당 및 능침사찰 건립에 공명첩이 발행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서치상, 
앞의 논문, p. 133.

82) 본고의 [참고자료]에 「권선문」의 원문과 해석을 수록하였다. 
83) 「용주사건축시각도화주승(龍珠寺建築時各道化主僧)」에서 권선 활동을 한 화주승

들의 명단과 직책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58-60; 권상로 편, 앞의 책, pp. 881-884; 용주사, 앞의 책, pp. 28-29; 국립중앙
박물관, 앞의 책, pp. 318-319. ‘八道都化主 寶鏡堂 獅馹, 副化主 城月堂 哲學 京畿
全羅兩道都化主 城月堂 哲學, 同 東坡堂 俊弘 忠淸慶尙兩道都化主 嘉義懋絢, 同 嘉善 
允修, 同 巨愚處士 朴竗喜 江原咸鏡兩道都化主 影成堂 養珍, 同 虎岩堂 泰英衍定 黃
海平安兩道都化主 寶鏡堂 獅馹, 同 奇峯堂 快性 京畿閭里寺刹化主 聖谷堂 有信, 同 
通政 德含, 同 就淨 金尙文 黃海道閭里寺刹化主 嘉善 宇榮, 同 通政 竺訓 勝安 慶尙
道閭里寺刹化主 瀛波堂 豊一, 同 嘉善 抱念 學連 全羅道閭里寺刹化主 錦洲堂 福慧, 
同 碧潭堂 幸仁, 同 通政 性眞 平安道閭里寺刹化主 荆原堂 法眼, 同 通政 奇弘 咸鏡
道閭里寺刹化主 嘉善 最璘 忠淸道閭里寺刹化主 通政 日閑, 同 嘉善 永昊, 同 靑空堂 
贊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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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비교된다. 조선의 다른 능침사찰 조영 시에는 권선문을 운용하지 않았

던 것과도 구별된다.84) 용주사 화주승들은 시주를 청할 대상에게 「권선

문」을 보여주거나 읽어주었을 것이다. 그 내용 중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범우(절)를 지어 능히 선침을 지키고…지금 이 수성(隋城, 화성 지역의 옛 

이름)의 옛터는 즉 이 현륭이라는 새 원소가 있는 곳이다.85)

위 구절들은 「권선문」을 접한 사람들에게 용주사가 현륭원을 호위하

기 위해 세워진다는 명분과 함께 왕실과 관계된 능침사찰이라는 사격을 아

울러 전한다. 이 권선 활동을 계기로 수원부에 위치한 현륭원과 현륭원의 

원찰로서 창건되는 용주사가 홍보되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전국을 대

상으로 한 활동 범위만큼의 선전 효과도 갖추었다.86) 

대규모 권선 활동의 결과는 「전국의 읍진과 서울의 각 궁, 관청, 시전

의 시주록(八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錄)」(이하 「시주록」)과 「대시주진

신안(大施主縉神案)」으로 기록되었다.87) 우선 「시주록」에 기록된 시주자 

및 시주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왕의 자금: 내탕고(內帑庫)

· 용주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리: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수원부사 등

· 중앙 관청: 호조(戶曹), 병조(兵曹) 등

· 군사 관계 관리: 장용사(壯勇使), 훈련대장(訓鍊大將), 금위대장(禁衛大將) 등 

· 왕실 궁방(宮房):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 등 11처

· 각도 영읍(營邑)과 촌려(村閭) 및 사찰

84) 전영근, 「왕실 주관 불사 권선문의 조성과 운용 - 상원사 권선문과 용주사 권선문
을 중심으로 -」, 『서지학보』30(2006), pp. 144-154

85) 본고 [참고자료] 중 「권선문」 참고
86) 용주사 건립 이후에 권선문은 악용되기도 하였는데 일부 승려들이 개인적인 목적으

로 권선문을 이용해 자금을 얻었다. 『일성록』, 정조 19년(1795), 7월 6일
87) 두 기록의 원문은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2-47, 54-58, 해석

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12-315, 「대시주진신안」의 해석과 정리는 전영
근, 위의 논문, pp. 168-170에서 참고된다. 「전국의 읍진과 서울의 각 궁, 관청, 시
전의 시주록」의 원문과 해석은 본고의 [참고자료]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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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한 관리 및 기관, 사찰에서는 돈과 쇠, 종이, 그릇, 각종 물

품 등을 시주하였다. 모인 돈은 총 87,505냥 1전이며 이 중 57,388냥 8전

은 용주사를 건립할 때 사용되었다. 그 외 2,000냥은 화주승들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답을 구매해 용주사가 소유하였다.88) 한편 「대시주진

신안」에는 용주사에 크게 시주한 감사(監司), 부사(府使), 군수(郡守), 현감

(縣監)등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용주사 건립비용

은 공명첩 발급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관청, 관리 및 지방 사찰, 왕실 궁

방 등 다양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관영·민간 시주로 충당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다른 능침사찰이 국가에서 마련한 경비로 건립되

었던 것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이다.89) 

살펴본 바와 같이 용주사 창건에 소요된 재원은 국가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태였다. 따라서 용주사 건립은 세금을 이용한 국가나 왕실 

조영이 아닌 국왕의 많은 관심과 주도 아래 왕실 및 전국의 원조로 설립되

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용주사의 예처럼 정조가 조세와는 별도로 비용을 

확보하여 사업을 행한 형태는 이후 1794년 12월에 정리소(整理所)를 두고 

정리곡(整理穀)을 마련하였던 것을 연상시킨다.90) 정조는 정리소를 설치하

여 현륭원 행차를 주관하게 하였고91) 그 개설 목적은 원행 시 민읍(民邑)에 

폐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92)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리곡을 운용

하여 그 이자를 원행의 경비로 삼았으며 화성에는 따로 외정리소(外整理所)

를 두어 재력을 비축하였다.93) 용주사 창건 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 했

88) 위의 각주
89) 손창수, 앞의 논문, pp. 37-44.
90)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筵說), 갑인(1794) 12월 초10일, 수원화성박물관, 

『원행을묘정리의궤 역주』(수원화성박물관, 2015a), p. 89; 『정조실록』, 정조 19
년(1795), 윤2월 13일

91)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국왕의 능행 및 원행은 예조, 호조, 병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
다. 수원화성박물관, 『정조대왕 을묘년 수원행차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 1795년 정
조의 수원행차』(수원화성박물관, 2015b), p. 18.

92) “본소[정리소]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자궁의 성덕을 우러러 본받아 털끝만치라도 
민읍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연설(筵
說), 갑인(1794) 12월 13일, 수원화성박물관, 앞의 책(2015a), pp. 91-92. 

93) 『홍재전서』 11권, 서인 4, 익정공주고전례류서(翼靖公奏藁典禮類叙), 행행인(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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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유 또한 정리소의 예와 상통할 것이다. 원찰을 건립함에 있어 신하들

의 반대와 백성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국왕의 입

장에서 사찰 운영 또한 더욱 자유로웠을 것이다.94) 

 건립 후 용주사와 그 승려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비록 용주사는 조포사로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다른 왕릉의 

조포사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현륭원으로 천봉하기 

전 양주 영우원에 있던 조포사는 승려가 15명이었으나 용주사에 속한 조포

승(造泡僧)은 단 한 명뿐이다.95) 또한 용주사에는 승려들이 이용하는 선당

과 승당이 각 39칸이라는 유달리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96) 조선 전기 원당

인 봉선사(奉先寺)에서 선당과 승당을 각 3칸으로 지었던 것과 비교하면 용

주사의 선당 및 승당은 특별한 용도가 짐작될 정도로 확장된 크기이다.97) 

이는 정조가 용주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승려를 동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용주사는 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

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서울과 화성에 구축하였는데 

서울의 경모궁(景慕宮), 화성의 어진봉안각(御眞奉安閣), 용주사로 이루어졌

幸引); 『일성록』, 정조 20년(1796), 2월 11일  
94) 아울러 관영, 왕실, 민간 등에서 시주된 상당한 재력이 소요되었던 만큼 용주사 창

건의 중대함과 파급력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왕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주가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95)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22일,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용주사 승임(僧任) 등에게 지급한 재원에 대해 열거하여 치계하였다. …총섭승(摠攝
僧) 1명에게는 매달 삭료와 지필묵가(紙筆墨價)를 합하여 미 8두와 미 7두 대신 태 
14두씩 도합 1석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각 수직 감관승(祭閣守直監官僧) 1명, 제각 
수직 고지기승(祭閣守直庫直僧) 1명, 불존 수좌승(佛尊首座僧) 1명, 유나 겸 전좌승
(維那兼典座僧) 1명, 불향 차지승(佛享次知僧) 1명, 양방 주복승(兩房住伏僧) 2명, 
조포승(造泡僧) 1명, 수승(首僧) 1명, 병방승(兵房僧) 1명, 서기승(書記僧) 1명, 삼보
승(三寶僧) 1명, 수청승(隨廳僧) 1명, 기수 겸 산지기승(旗手兼山直僧) 4명, 종두승
(鍾頭僧) 1명, 지공승(支供僧) 2명 등 이상 임승(任僧) 20명에게는 매달 삭료로 미 
4두, 태 2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반 승도 50명에게는 매달 삭
료로 미 3두, 태 2두씩을 지급하였고, 부목한(負木漢) 3명에게는 매달 삭료로 미 4
두, 태 4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임승 21명,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반 승도 50
명, 부목한 3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것은 미 16석 10두, 태 11석 1두이니, 6개월 분
량을 합하여 마련하면 미 100석, 태 66석 6두입니다. 남은 태 33석 9두는 메주를 쒀
서 장(醬)을 담그는 데 쓰도록 양방승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였다.’

96)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97)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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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8) 정조가 이러한 공간을 확보했던 이유는 죽은 생부의 신원(身元)을 추

존하여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99) 화성 최초의 사도세

자 추모 공간으로 확립된 용주사에서는 호성전이라는 제각도 지어졌으며 하

루에 여러 번, 매년 여섯 차례의 큰 제향을 사도세자에게 올렸다.100) 용주

사 승려 중에는 ‘제각 수직 감관승(祭閣守直監官僧)’과 ‘제각 수직 고지기승

(祭閣守直庫直僧)’이라는 제향과 관련된 직임을 맡은 승려들도 존재하였

다.101) 이들은 사도세자에게 규칙적인 제향을 올려 추모함으로써 정조가 자

신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용주사가 설립된 이후인 1792년에는 보림사(寶林寺)에 현륭원의 원당

(願堂)이 설치되었다. 이 경우에는 정조의 하명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

이지만 용주사 건립으로 비롯된 사도세자 추모 공간의 확장으로 볼 수 있

다. 이 때 보림사는 용주사의 속사(屬寺)가 되었고, 현륭원 제향에 소요되는 

향탄(香炭)을 용주사에 상납하였다.102) 

용주사는 제향을 올리는 영적인 수호와 더불어 군사력을 활용한 물리적

인 수비 또한 수행했다. 용주사 승려들은 장용외영에 소속되어 승군(僧軍)

의 임무를 맡았다. 장용외영의 설치 목적은 현륭원을 수비하기 위해서였으

98) 정조는 즉위년인 1776년에 사도세자의 사당인 수은묘(垂恩廟)를 경모궁으로 격상시
켰으며 규모를 확장해 재건하였다. 또한 경모궁의 격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주변
에 백성들을 살게 하여 상업적인 특혜를 주었고 경모궁 부근에는 행정구역 단위인 
경모궁방(景慕宮坊)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1776), 3
월 20일;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1776), 9월 30일; 김동철, 「18세기 말 景
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8(2001), pp. 5-43.

99) 최홍규, 앞의 책(2005), pp. 83-84.
100) 『인악집(仁嶽集)』에는 황덕순으로 추정되는 황 별제가 지은 시에 의첨이 화답한 

시가 남아 있다. 그 시에는 ‘범궁(용주사)과 침원(현륭원)이 새로이 덕을 쌓고, 성인
을 우러르는 재를 함에, 육시(六時)에 염불 소리와 경쇠 소리가 울린다.…용신(龍神)
을 보호한다…’라고 하여 용주사에서는 매일 여섯 번 사도세자를 위한 재를 올린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득중정 상량문」에서도 ‘화산의 상서로운 기운이 
산안개 속에 떨어지고, 돌아보니 현륭원은 푸르름 속에 있고, 용주사에서 여러 차례 
맑은 경쇠소리가 퍼지네.’ 라고 하여 용주사에서 하루에 여러 번 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의첨 외, 『仁嶽先生文集. 樗村先生文集』(景仁文化社, 1998), pp. 
34-35; 『일성록』, 정조 20년(1796), 9월 10일; 정해득,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신구문화사, 2009), p. 222.

101)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22일
102) 정해득, 앞의 논문, pp.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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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용주사는 현륭원의 수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103) 정조가 화

성에 행차했을 때에는 정조를 호위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104) 이 외에

도 용주사 승려들은 현륭원에 나무를 심거나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를 만

들었다.105) 이처럼 정조대 용주사는 사찰보다는 하나의 복합적인 기관처럼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용주사는 현륭원의 원찰로서 맡고 있는 소임의 중요성에 걸맞게 국가로

부터 다양한 특혜를 부여받았다. 정조가 ‘용주사의 사체(事體)와 수호하는 

절도는 오로지 승려들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하였듯 용주사와 승려들은 직

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배려와 관심을 받았다.106) 창건된 해인 

1790년 10월에는 용주사에 거주하고 있던 71명의 승려들에게 6개월간 우

선적으로 쌀과 콩 등을 지급하였다.107) 이후 1791년 1월에는 매해 용주사

에 쌀 20석, 돈 100냥, 종이와 무명 등을 보내도록 하였다.108) 또한 용주사

는 수원과 용인 등지에 불량전답(佛粮田畓)을 115결 이상 보유하고 있었

다.109) 이 내역이 기록된 양안 2종은 용주사 효행박물관(孝行博物館)에 소

장되어 있다. 

103) 용주사 승군들은 정조의 호위부대인 장용외영에 소속되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
다. 1798년에는 화성 부근의 독산성(禿山城)을 호위하는 임무를 받기도 하였다. 『비
변사등록』, 정조 20년(1796) 3월 28일;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

104) 이희평(李羲平)의 『화성일기(華城日記)』에는 ‘15일, 이 날 (정조가) 경성으로 환
궁하는데… 용주사 총섭(總攝)이 깃발과 승군(僧軍)을 거느리고 전송하니, 중은 군복
을 입고, 아이들과 병방(兵房) 기수(旗手)들은 자연스러워 군영(軍營)의 기수나 다름
이 없더라.’라고 하였다. 강한영 주, 『意幽堂日記·華城日記』(新丘文化社, 1974), 
pp. 97-98을 토대로 필자 재해석.

105) 『일성록』, 정조 16년(1792), 4월 4일; 『일성록』, 정조 22년(1798), 4월 28일; 
『일성록』, 정조 23년(1799), 3월 18일; 정해득, 앞의 책, p. 223; 정해득, 앞의 논
문, p. 175; 최홍규, 앞의 책(2001), p. 348.

106)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7일, ‘수원 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본
사(本寺)의 사체는 수호하는 일이 전적으로 승도에게 달려 있으니(敎水原府使 趙心
泰曰本寺事體守護之節專在於僧徒)…’

107)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22일
108) 『일성록』, 정조 15년(1791), 1월 9일, ‘전교하기를, “용주사에 해마다 쌀 20석, 

돈 100냥, 소장지(小壯紙) 20장, 백지 20권, 무명 16필, 베 4필을 본부(本府)에서 떼
어 보내고 상황을 감영에 보고하는 것을 정례로 삼으라고 경기 감사와 본부의 부사
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109) 정해득, 앞의 논문, pp. 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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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가 소유한 전답은 창건 때 받은 시주금 중 28,116냥으로 매득한 

것과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位土) 등으로 구성되었다.110) 정조는 용주사 전

답의 내역을 성책(成册)으로 작성하게 해 편람(便覽)하고자 했을 만큼 관심

을 보이기도 하였다.111) 용주사 전답의 규모는 화성에 설치된 대유둔(大有
屯)보다도 면적이 넓은데, 대유둔은 1795년에 왕실의 내탕금으로 개간한 대

규모 둔전(屯田)으로 화성 백성과 군사의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

다.112) 정조는 1794년 11월에 대유평과 만석거를 설치하도록 명하면서 이

들을 화성의 후탁(後托), 즉 ‘화성이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으로 인

식했으며 1795년 윤2월에 둔전을 개간할 비용을 줄 때는 ‘반드시 하고 싶

은 일’이라 강조하였다.113) 이렇듯 정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대유둔

보다 용주사 소유의 불량전답이 더 방대했다는 점은 용주사의 운영과 유지

도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용주사는 정조의 상당한 관심 하에 창건되었으며 그 관계

자들 또한 정조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또한 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현

륭원의 원찰인 만큼 용주사의 사격은 정조에 의해 높아졌다. 용주사의 승려

들은 정조의 정통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반대

급부라 할 만한 혜택을 누렸다. 이러한 용주사의 예배 대상이 되었을 미술 

작품들 역시 특수한 환경에서 조성되었다. 

   3. 용주사 불교 미술의 제작과 성격

110)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179.
111) 『일성록』, 정조 15년(1791), 7월 26일  
112) 대유둔은 장안문 북쪽 밖에 자리했으며 정조가 말하는 설치 목적은 ‘화성 백성에

게 농사를 지어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간 후 대유평은 아전과 백성에게 나누
어주었다. 『화성성역의궤』, 부편2, 절목, ‘대유둔을 설치하는 절목’,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경기문화재단, 2005), pp. 719-722; 『정조실록』 권
48, 정조 22년(1798), 4월 27일

113) 『일성록』, 정조 18년(1794), 11월 1일; 『일성록』, 정조 19년(1795), 윤2월 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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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1790년에 제작된 용주사 불교 미술의 제작 환경과 성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는 몇 가지 관련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관련 기록들 자체에서 알 수 있는 사료적

인 특성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자료들과 성격을 간략히 정

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된 불교 미술품과 관련된 문헌

위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용주사 창건 당시의 기록들은 다른 사찰 미

술품의 기록과 형식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점은 「원문」과 「용주사불복

장봉안문(龍珠寺佛腹藏奉安文)」, <감로도>와 <삼장보살도>의 화기에서 주

로 확인된다. 이 세 기록은 창건 시인 1790년에 작성되어 용주사 내부에 

보관되거나 그림에 직접 쓰인 기록들이라는 점에서 용주사 창건 시의 상황

문헌 내용 성격 및 특징

1 「원문(願文)」(1790)

왕실에서 용주사로 하사한 물품 내

역, <삼세불상> 제작 기간과 불상 

및 불화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 명단, 

당시 왕실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

용주사 창건 시 미술품의 정보를 가

장 종합적으로 아우른 기록. 용주사 

내부 장엄이 왕실과 결부되어 이루

어졌다는 점을 드러냄

2
「용주사불복장봉안문(龍珠
寺佛腹藏奉安文)」(1790)

당시 왕실 구성원과 사도세자를 칭송

정조 열람. 일반적인 불복장봉안문과

는 달리 불상 제작에 대한 정보 부

재 (『인악집(仁嶽集)』에 수록됨)

3 화기(畫記) 2건(1790)
<감로도>와 <삼장보살도> 조성 연월 

및 제작에 참여한 화승 등의 명단

일반적인 화기와는 달리 발원자 이

름과 원문(願文) 부재

4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71(1790)

<삼세불상> 점안, 무차회 개최와 이

에 대한 간략한 내용
무차회를 연 이덕무의 일기

5
『일성록(日省錄)』, 정조 14

년(1790), 10월 6일 기사

정조가 용주사 건립 및 미술품 제작 

관계자들을 시상한 내역
·

6
『수원지령등록(水原旨令
謄錄)』(1790)

용주사 건립 및 미술품 제작 관계자

들을 시상

5의 기록에서 근무 일자와 일수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음

7
「각항택일(各項擇日)」

(1825)
미리 정해 놓은 용주사 창건 일정

<삼세불상> 제작 일시 포함 (『조선

사찰사료』에 수록됨)

8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

방함(本寺諸般書畵造作等
諸人芳啣)」(1825)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된 여러 미술품 

각각에 관여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명단

용주사 창건 시 미술품 제작 관계자

들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 (『조선

사찰사료』와 『한국사찰전서』에 수

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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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선 「용주사불복장봉안문」은 <삼세불상> 내에 복장을 납입하면서 함

께 봉안된 기록이며 왕실의 일원들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114) 그

러나 대부분의 불복장봉안문에서 담고 있는 해당 불상이 제작된 일시와 조

각승, 발원자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다. <감로도>와 <삼장보살도>의 화

기에서는 작품을 봉안한 장소(용주사)와 제작한 연월, 감동관, 화사 등의 이

름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의 불화 화기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발원자의 

이름과 발원하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115) 

화기와 「용주사불복장봉안문」에서 결여된 내용은 상위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원문」에서 종합적으로 기록되었다. 「원문」은 대웅보전 닫집에

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용주사 내부의 특정 미술품에 봉안되었던 것은 아니

다.116) 따라서 「원문」은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된 미술품들의 정보를 전체

적으로 포괄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

품은 불화나 불상 등을 한 점이나 한 세트 씩 발원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용주사의 「원문」과 같이 종합적인 형식의 기록은 드물게 나타난다. 용주

사 창건 시의 여러 미술품은 따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원되었기 

때문에 「원문」이라는 넓은 범주의 기록을 작성해야 했을 것이다.

한편 「원문」을 포함한 어느 기록에서도 용주사 창건 시에 불교 미술

품을 제작하도록 발원한 인물의 이름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원

114) ‘龍珠寺佛腹藏奉安文 伏以 聖恩極隆 便蕃金彩綃縑錢穀之錫賚 法相ᅠ酷肖 交錯如
來菩薩神祗之 形儀 自天成之 不日竣也 伏願主上殿下 將南山爲壽睿籌 何止千斯百
斯案 東 方永寧寶籙 直至於萬於億 王妃殿下 懿範徽音爲赫赫 上帝答以卲齡 聖子神 
孫之繩繩 下民欽其熙運元子邸下 膺期而生 纘邦家四百年命脈 世德而壽 屬 蒼生億
萬姓依歸 大妃殿下 慈宮邸下 宇宙垂名 人稱萬古女中堯舜 岡陵齊壽 自致第一天下
安寧 顯隆園仙駕 卜吉地而移玄宮 宜無餘憾 傍諸天而資ᅠ淨福 豈有後艱 須摩提國中 
當踐大覺之位 覩史多天上 宜受列眞之朝 先王先王后 列位仙駕 鳳輦鸞驂之竝驅 遙
指蓮花世界 寶柯珍禽之交響 穩聽金仙法門 受 賜至此 感恩何極 仰冀玄鑑 俯照丹
忱’ 이의첨 외, 앞의 책, pp. 42-43.

115) 본고 [참고자료] 중 <삼장보살도>, <감로도> 화기 참고
116) 본고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79년 기록에서 이 「원문」을 일러 ‘후

불탱화 원문본(後佛幁畵 願文本)’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원문」의 전체적인 내용
으로 보아 후불탱화에만 봉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원문」
의 원본은 1979년에 불상 개금시 <목조석가불좌상>의 복장 유물로 봉안되었으며 현
재는 사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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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작성한 인물은 정조의 명을 받아 불상 및 불화 제작을 감동했던 관

리들이었으나 이들은 그 작품들의 발원자 혹은 시주자가 아니다.117) 정조대 

용주사 불교 미술품과 관련된 여러 기록에서 발원자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

는 현상은 용주사의 창건 배경에 기인하면서도 그 창건 배경을 뒷받침한다. 

용주사는 정조가 직접적으로 건립을 명령하지 않았을 뿐 정조의 주도 

하에 창건된 사찰이라 정의하여야 적절하다. 국가에서 주관한 공역이라거나 

왕실에서 후원한 원찰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분명하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확인하였듯 용주사의 건립은 신하가 제안하고 정조가 승낙하여 이루어졌으

며 그 임무를 조정의 관리들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창건 비용은 국가 재정

과 관련 없이 정조의 내탕금을 포함한 전국 각처의 시주로 마련되었다. 창

건 과정에서 왕실의 지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창건 주체로 여기기에는 모호

하다. 왕실보다는 정조 개인의 관여와 관심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같이 

용주사를 대하는 정조의 성향은 용주사를 창건하는 동안이나 건립을 마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창건 주체는 국가도 왕실도 아닌 국왕으로

서의 정조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정조가 용주사의 설립을 분명하게 명령하지 않았던 일은 화기와 「원

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들에 용주사 불교 미술품을 발원한 당사자의 이름

을 적을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기록들에서 미술품의 발원자를 국가나 왕실 

혹은 누군가로 분명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란에 가장 적합한 존재

는 정조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상 용주사 불교 미술에 관련된 기록들의 사료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2]에서 정리한 자료들은 용주사 창건 시 미술품의 감독관, 

제작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의 제작 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용주사 공역과 

마찬가지로 그 제작 감동이 정조의 측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

조가 다른 시각물을 만들 때처럼 용주사 미술을 제작할 시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 조성 과

정에서 정조의 의도를 하달하기 수월하였을 것이다. 용주사 창건 시 작품들

117)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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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 환경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1790년 화성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된 불교 미술

위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용주사 창건 시에는 조각, 회화, 벽화 등 다

양한 매체의 불교 미술품이 조성되었다. 이들 작품의 총체적인 감동은 정조

의 명을 받은 궁속(宮屬) 황덕순(黃德淳)과 윤흥신(尹興莘)이 맡았다.118) 황

118) 황덕순과 윤흥신의 불상, 불화 감동 참여에 대해서는 『일성록』, 정조 14년
(1790), 10월 6일 기사, 본고 [참고자료]에 수록한 「원문」, 「본사제반서화조작등
제인방함(本寺諸般書畵造作等題人芳啣)」, <삼장보살도>, <감로도> 화기에 기록되

명칭 감동 제작 봉안처
현존 

여부

조

각

목조삼세불좌상

(木造三世佛坐像)
황덕순(黃德淳), 

윤흥신(尹興莘), 

오흥윤(吳興尹)

계초(戒初)(석가불), 봉현(奉玹)

(아미타불), 상계(尙植)/상식(尙
戒)(약사불)

총 

20

인

법당

(대웅보전)
○

관음보살상

(觀音菩薩像)
설훈(雪訓)

향로전

(극락천원전)
×

회

화

삼세불회도

(三世佛會圖)

황덕순, 윤흥신

김홍도(金弘道), 

김득신(金得臣), 

이명기(李命基)

김홍도(?)

총 

25

인

법당

(대웅보전)
미상

삼장보살도

(三藏菩薩圖)

민관(旻寬, 旻官), 돈평(頓平), 

각인(覺仁), 처성(處性), 의윤

(義允), 재명(再明), 영탄(英
坦), 세영(世英)

법당

(대웅보전)
○

감로도

(甘露圖)

상겸(尙謙), 홍민(弘旻), 성윤

(性玧), 유홍(宥弘), 법성(法
性). 두정(斗定), 경파(慶波), 

처흡(處洽), 처징(處澄), 월헌

(軏軒), 승윤(勝允)

법당

(대웅보전)

소재 

불명

칠성여래사방칠성탱

(七星如來四方七星幀)

경옥(敬玉), 연홍(演弘), 설순

(雪順)

칠성각

(시방칠등각)
미상

대웅보전 내부 

벽화군(포벽 제외)

법당

(대웅보전)
○

대웅보전 내부 

포벽화

법당

(대웅보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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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순과 윤흥신은 불상을 조성하며 「원문」을 남겼는데 정조, 효의왕후(孝
懿王后), 정순왕후(貞純王后),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원자(순조) 등 왕

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다.119) 「원문」에서 밝혀진 황덕순의 직책은 

전사알(前司謁)로 사알이란 대전(大殿) 액정서(掖庭署)의 최고 품계인 정6

품 관직이며 왕명의 전달을 맡았다.120) 윤흥신은 ‘용동궁(龍洞宮) 소차지(小
次知)’라고 기록되었는데 ‘차지’란 각 궁방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121) 당시 용동궁은 정조의 친모인 혜경궁 홍씨의 거처에 포함된 속

궁(屬宮)이었으며 용주사 창건에 필요했던 건립 비용을 시주하기도 하였

다.122) 

황덕순과 윤흥신은 불상과 불화 조성을 감동하였으나 이 밖에도 궁궐에

서 용주사로 내려주는 도배지[塗褙], 그릇[器], 휘장[帳], 방석[鋪陳], 깃발

[旗幟], 가마 덮개[輦盖], 종[鍾], 북[鼓], 불복장을 싸거나 대좌에 까는 직물

[佛腹寶坐幅] 등을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맡았다.123) 이들의 소속이 대전과 

용동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용주사에서 활용할 물건을 하사하는 곳이 궁궐 

내에서도 정조, 혜경궁 홍씨와 밀접한 장소라 생각할 수 있다.

불상 감동으로는 황덕순, 윤흥신 외에 오흥윤(吳興尹)이라는 인물도 추

가적으로 확인된다. 『조선사찰사료』에 수록된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

방함(本寺諸般書畵造作等題人芳啣)」(이하 「제인방함」)124)에서는 윤흥신 

었다. 
119)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120) 『대전회통(大典會通)』 권1, 이전(吏典) 잡직(雜職) 액정서(掖庭署) 
121) 『일성록』에서는 원문 속 윤흥신과 한자 이름이 같은 윤흥신이 또 한 명 더 등장

하는데, 그는 정조의 여동생인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1) 처소의 장무(掌務, 
서무)를 담당했다. 『일성록』, 정조 10년(1786), 12월 14일, ‘용동궁의 소차지 윤흥
신(尹興莘) 등 6인’; 『일성록』, 정조 10년(1786), 12월 14일, ‘청연군주방(淸衍郡
主房)의 장무 윤흥신(尹興莘) 등 2인’; 『일성록』, 정조 12년(1788), 10월 12일, 
‘청연군주방 – 장무 윤흥신(尹興莘), 서원 1인, 고지기, 노자, 비자 등이다. - 에 각 
1건을 지급한다.’, 『일성록』, 정조 17년(1793), 3월 7일, ‘용동궁 소차지 윤흥신(尹
興莘)에게는 첩가를 작성해 주고….’

122)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2-43, ‘八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
錄’, ‘龍洞宮錢三百兩’,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12-313; 강관식, 앞의 논문, 
p. 43.

123) 본고 [참고자료]에 수록된 「원문」 중 ‘塗褙器皿帷帳鋪陳旗幟輦盖鍾鼓佛腹寶坐
幅 皆自內下 仍令管檢’ 부분

124) 이 기록은 정조 사후인 1825년 12월 7일에 용주사 주지였던 등운(等雲)이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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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오흥윤이 등장한다. 오흥윤은 황덕순과 윤

흥신처럼 정조의 시상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1795년에 용동궁 서제

소(書題所) 소속으로 확인된다.125) 따라서 오흥윤 또한 용동궁의 일원으로

서 용주사 불상 조성에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흥윤과 황덕순이 불상

을 조성할 때 맡았던 소임은 ‘계하도감(啓下都監)’이라고 명시되었으며 계하

란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는 일을 일컫는다. 용주사에서 불상을 조성하면

서 계하도감을 두었다는 사실은 정조의 승낙과 불허(不許)에 의해 관계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이다.126) 이처럼 용주사에서는 정조의 명령으로 정

조 및 왕실 측근의 관리들이 감동을 맡아 제반 미술 제작과 하사 물품을 관

리하였고 그 사안들에 대해 정조의 재가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성록』에서는 ‘용주사의 불탱(佛幀)을 주관하여 감동한’ 이들

로 김홍도(金弘道, 1745-?), 김득신(金得臣, 1754-1822), 이명기(李命基)를 

언급하였다.127) 이로 보아 김홍도 등은 화사로서 불화 제작에 대한 감동을, 

화원이 아닌 황덕순, 윤흥신 등은 정조의 결재를 받는 관리로서 행정적인 

감동을 맡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지령등록(水原旨令謄錄)』에는 김홍도, 

김득신, 이명기가 실제로 근무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사람은 ‘불상

후탱의 감동’으로 1790년 2월 19일부터 9월 29일에 이르는 216일 동안 작

업하였다.128)  

용주사의 불화를 감동한 김홍도, 김득신, 이명기의 존재는 정조의 측근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서문에 나와 있다.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 
61, ‘本寺諸般書畵造作等題人芳啣’

125) 1795년의 도장권매매문기(導掌權賣買文記)인 「乾隆六十年-乙卯-二月二十八日
金性大前明文」, 『龍洞宮ニ關スル文績類』의 작성자 7인 중 한 명이 용동궁(龍洞
宮) 서제소(書題所) 오흥윤(吳興尹)이다.

126) 이 기록은 1825년 작성되어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황덕순이 왕명을 출납하
는 사알을 지냈던 것으로 보아 용주사에 계하도감을 두었다는 부분은 참고할 만하
다.

127)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128) 용주사 공역 기간 중 김홍도와 이명기는 동지사(冬至使)의 일행과 함께 1789년 

10월 16일부터 1790년 3월 21일까지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김득신은 1790년 3월 
20일과 7월 3일에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 녹취재(祿取才)에 참여하였다. 강영
철, 앞의 논문, pp. 14-15; 강관식, 앞의 논문, pp. 27-28; 황덕순과 윤흥신, 계초, 
상겸도 이와 같은 기간으로 확인되는데 이 날짜는 사실상 용주사 공역 기간 전체이
다. 수원시, 앞의 책, pp.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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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감동을 맡은 황덕순 등과 더불어 용주사 불화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 정조는 용주사를 창건하기 전인 1783년부터 규장각에 차비대령화

원을 두고 자신의 국사(國事)와 관련된 시각 미술품의 제작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다.129) 김득신은 정조의 초대(初代) 차비대령화원이며 정조의 

신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차비대령화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활약한 화원 중 

한 명이었다.130) 용주사 공역 기간 중인 1790년 3월 20일과 7월 3일에 차

비대령화원 녹취재(祿取才)에 참여하기도 하였다.131) 

이명기와 김홍도는 차비대령화원은 아니었지만 정조의 특명으로 차비대

령화원들을 수종화사로 두며 어진을 제작했다.132) 특히 김홍도는 정조대에 

이루어졌던 화사(畵事) 전반에서 직임하였고 화성 성역의 화사에서도 비중 

있는 소임을 맡았다.133) 1795년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편찬 때는 정조의 명으로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에서 근무하였다.134) 이처

럼 김홍도, 김득신, 이명기는 정조가 주로 화사를 맡길 만큼 신임했던 인물

들이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 제작에는 정조나 혜경궁 

홍씨의 수족과 마찬가지였을 황덕순, 윤흥신, 오흥윤 등의 관리들과 김홍도, 

김득신, 이명기와 같이 정조가 주로 화사를 맡겼던 화원들이 감동을 맡았다. 

용주사 창건 시 미술이 국왕 친화적인 성격을 보이는 점은 동시기 불교 미

술이 제작되던 환경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용주사만의 특성이다. 조선 전

129) 유재빈, 앞의 논문(2016a), pp. 84.
130) 위의 논문, pp. 71-73.
131) 각주 128
132) 정해득, 앞의 책, pp. 230-231; 유재빈, 앞의 논문(2016a), p. 61.
133) 김홍도는 정조의 어진을 그리거나 정조의 명에 의해 <금강산도(金剛山圖)>, <대마

도도(對馬島圖)>, <규장각도(奎章閣圖)> 등을 그리는 등 정조대에 중요한 화사를 도
맡았다. 또한 정조는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다 그(김홍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
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홍재전서』 권7, 시(詩), 「謹和朱夫子詩 八首」, 
‘金弘道工於畫者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繪事 皆使弘道主之’; 오주석, 
『(檀園)김홍도』(솔, 2006);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일지사, 1999)

134) 『원행을묘정리의궤』 권2, 계사(啓辭), 을묘 윤2월 28일, ‘전교하시기를, 책의 편
수를 나누고 교정을 볼 때에 당상은 많을수록 좋다. 정리당상 중에 경기도 관찰사와 
호조 판서도 모두 차출하여 포함되도록 하라.…전 현감 김홍도는 해당 관서로 하여
금 구전(口傳)으로 군직(軍職)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늘 관청
에 나와서 근무하게 하도록 하라.’ 수원화성박물관, 앞의 책(2015a),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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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왕실 구성원이 발원한 불교 미술에 궁중 화원이 참여한 사례가 확인

되지만 조선 후기에는 주로 화승이 제작을 담당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

다.135) 조선 후기 작품 중 왕실 발원의 불교 미술을 조성한 화사를 검토해

보아도 용주사처럼 궁중 관리나 화원이 감동하거나 제작했던 예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1707년 연잉군 발원의 <파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의하면 화승으로만 의균(義均)과 성익(性益)외 4인의 참여했다.136) 또한 

1735년 9월에 상궁 이성애(李性愛)가 숙종(肅宗, 1661-1720)의 후궁인 영

빈 김씨(寧嬪金氏, 1669-1735)의 영가천도를 의해 발원한 <봉선사 괘불(奉
先寺掛佛)>도 화승들만이 제작하였던 사실을 화기에서 알 수 있다.137) 

이와 다르게 1790년에 용주사 미술을 조성할 때는 정조와 친밀했던 황

덕순, 김홍도 등 최소 6인에 달하는 측근 관리와 화원들이 용주사에 파견되

었다. 이러한 정황은 용주사 미술 조성의 중대함과 용주사 불사를 대하는 

정조의 의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만큼 용주사 작품들은 정조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138) 

135) 조선시대에는 궁중 화원이 불화를 그린 예가 종종 확인되지만 용주사의 예처럼 국
왕 측근인 다수의 왕실 관리와 화원이 제작 감동에 동원된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불화 중 화원이 제작한 예 중 1465년에 효령대군(孝寧大
君)이 발원한 <관경십육관변상도(觀經十六觀變相圖)>는 당시 도화서 화원이었던 이
맹근(李孟根)이 제작하였으며 1550년 작품인 <도갑사관세음보살삼십이응탱(道岬寺觀
世音菩薩三十二應幀)>은 화원 이상좌(李上佐)로 알려진 이자실(李自實)이 그렸다. 
1658년 <청룡사 괘불(靑龍寺掛佛)> 제작에는 화원 사과(司果) 박란(朴蘭)이 참여했
다. 왕실 발원 불화에 대해서는 유경희, 앞의 논문(2006), pp. 575-608; 유경희, 앞
의 논문(2015), pp. 13-43. 

136) <파계사 원통전 영산회상도>는 의균(義均), 성익(性益), 체환(體環), 석민(碩敏), 
회징(會澄), 삼학(三學)이 제작했다. 화기 중 제작 화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證明靈源比丘 持殿藏六比丘 畵員義均比丘 性益比丘 體環比丘 碩敏比丘 會
澄比丘 三學比丘 供養主海玉比丘 方信比丘 善擇比丘 海性比丘 化主靈源比丘 玄友
比丘 覺弘比丘 呂哲保体 別座處元比丘…’, 송천스님 외, 『(韓國의佛畵) 畵記集』(성
보문화재연구원, 2011), pp. 159-160.  

137) <봉선사 괘불>의 화승으로는 각총(覺聰), 칠혜(七惠), 두책(斗策), 태운(太雲), 만
빈(萬彬)이 참여했다. 화기는 ‘擁正十三年九月日 施主庚午生李氏 尙宮性愛特爲 寧
嬪己酉生金氏 尊靈速離有漏之業 淂訂漏之果 本寺秩 時敎宗判事登階徹禪 有司戒還 
公員圓察 掌務致宗 鍾頭太華 時掌務鵬丹 典座元文 訂師一浻 都畵員覺聰 七惠 斗
策 太雲 萬彬’ 고승희, 「南楊州 奉先寺 三身佛掛佛圖 圖像 硏究」, 『강좌미술
사』38(2012), p. 320, 각주

138) Ⅳ장과 Ⅴ장에서 서술하겠지만 용주사 회화 작품에서 확인 가능한 도상적인 특수
함에서 정조가 불화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어 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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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맡은 이들 외에 제작에 참여한 화승 및 조각승들의 출신에서도 

용주사 미술에 집약된 기술력과 그 제작의 막중함이 나타난다. 용주사 불화

와 불상 제작에는 명성이 높았던 화승들이 동시 동원되었다. 용주사 불화는 

「원문」에 따르면 민관(旻寬, 旻官), 상겸(尙兼), 성윤(性玧) 등 총 25인이 

참여하였다.139) 그 중 <삼세불회도>는 김홍도가 그렸다는 「제인방함」의 

기록 외에는 화사의 정보를 알 수 없고140) <삼장보살도>는 민관, 돈평(頓
平), 각인(覺仁), 처성(處性), 의윤(義允), 재명(再明), 영탄(英坦), 세영(世
英)의 8인이 화기에 화사로 기록되었다.141) <감로도>는 상겸(尙兼), 홍민(弘
旻), 성윤(性玧), 유홍(宥弘), 법성(法性). 두정(斗定), 경파(慶波), 처흡(處
洽), 처징(處澄), 월헌(軏軒), 승윤(勝允)의 11인이 화사로 참여하였다.142) 

<칠성여래사방칠성탱>은 「제인방함」에 경옥(敬玉), 연홍(演弘), 설순(雪
順)이 칠성각에 조성했다고 나와 있다.143) 

화승 중 일부는 정조대 국가 사업 및 화성 성역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의 제작을 국왕과 관련된 공역이라는 관점에서 해

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민관, 처성, 처징, 경옥, 연홍은 『화성성역의

궤』에 화공승으로 이름이 남아 있어 용주사 불사뿐 아니라 화성 건설에도 

공역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144) 또한 민관은 상겸과 함께 정조의 세자를 

주체로 한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1790) 작업에 

참여하였다. 상겸은 『영우원묘소도감의궤(永祐園墓所都監儀軌)』(1789), 

『현륭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의 화사로도 등장한

다.145) 

조각의 경우 「원문」에서는 상계(尙戒), 설훈(雪訓), 계초(戒初), 봉현

(奉玹) 등 20인의 승려가 조상했다고 나와 있다.146) 각 불상의 조각을 담당

불화 제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139)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140) 본고 [참고자료] 중 「제인방함」 참고
141) 용주사 <삼장보살도>와 <감로도> 화기의 원문 및 해석은 본고 [참고자료]에 수록

하였다.
142) 위의 각주
143) 본고 [참고자료] 중 「제인방함」 참고
144) 『화성성역의궤』 권4, 공장, 화공, 경기문화재단, 앞의 책, p. 531. 
145) 장희정,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일지사, 2003),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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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각승들의 세부적인 정보는 「제인방함」에 기록되었는데 <삼세불상> 

중 <목조석가불좌상(木造釋迦佛坐像)>(이하 <석가상>)은 전라도 정읍 내장

사(內藏寺)의 계초(戒初), <목조아미타불좌상(木造阿彌陀佛坐像)>(이하 <아

미타상>)은 전라도 지리산 파근사(波根寺)의 봉현(奉玹), <목조약사불좌상

(木造藥師佛坐像)>(이하 <약사상>)은 강원도 간성 건봉사(乾鳳寺)의 상식

(尙植)이 제작하였다[도3-6].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은 설훈이 조성하였

다.147) 

설훈은 18세기 후반에 불상과 불화를 모두 제작한 대표적인 화승으로 

용주사가 속한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앞서 계초, 봉현 등은 전라도, 

상계 등이 강원도 출신인 사실로 보아 다양한 지역의 화승들이 용주사 불사

를 위해 일시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700년 중반 이후

에 활동을 시작하여 경력이 오래되고 역량이 뛰어났는데 그만큼 용주사 불

상 조성이 중요했으며 그 수준이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148) 불화를 그린 

민관, 상겸, 성윤 등도 당시 대표적인 불화승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149) 

용주사 미술은 단기간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명화승(名畫僧)들의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발휘된 측면이 더 강화된다. <삼세불상>의 경우 상세

한 제작 일자를 알 수 있는데 1790년 8월 16일에 불상 제작을 시작하여 9

월 30일에 완성, 10월 1일에 점안식을 올려 약 한 달 보름 만에 조성되었

다.150) 용주사 내부 장엄의 조영 기간은 조선 후기 다른 사찰에 비하면 상

당히 짧은 편이라 그 제작 규모의 차별성과 불사의 중대함을 알 수 있

146)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설훈은 「제인방함」에서 극락대원(향로전)의 <관음
보살상>을 조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원문」에는 대웅보전뿐만 아니라 용주사의 
전체 조각을 담당했던 조각승들의 이름을 총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147) <약사상>을 제작한 인물의 이름이 상식과 상계로 일치하지 않는데, 『일성록』에
서 편수승으로 지칭한 승려의 이름이 상계인 것이 주목된다. ‘誦經戒初造僧邊首尙謙
盡幀邊首旻寬畵僧等帖加….’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6일; 한편 최선일은 
상식과 상계 중 상계가 더 정확한 표기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각승 중 이름이 
확인되는 계초, 봉현 등은 전라도에서 상정(尙淨)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활동했을 가
능성이 있다. 최선일, 앞의 책, p. 343.

148)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70.
149) 최선일, 앞의 책, p. 326, 각주 5번.
150)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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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1) 

한편 용주사 창건 시에 제작된 미술품은 조선시대 불교 미술 중 가장 

범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이룩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용주사 미술을 제작하

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용주사 건립 자금에서 마련되었을 것이다. 용주사 

건축 비용은 앞서 살펴보았듯 여러 관청과 궁방, 관리들의 대규모 시주로 

이루어졌다. 모인 금액은 총 87,505냥 1전이며 이 중 57,388냥 3전이 용주

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건과 품값을 치르는 데 사용되었다.152) 미술품 각각

에 소요된 상세한 금액은 전하지 않으며 57,388냥 3전 내에서 쓰였던 점만

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자금에는 정조와 친밀한 용동궁, 청연군주방 등의 

왕실 궁방과 국왕의 내탕금이 포함되었으며 전국의 영읍과 사찰에서도 시주

하였다. 따라서 용주사 미술은 정조와 그 측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후

원을 얻은 불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 1790년 용주사 창건 당시 조성된 미술품들의 제작 환경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용주사 작품들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용주사 창

건 시 제작된 작품들의 연대 판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3]에서 

정리하였듯 용주사 창건 시에는 약 8건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모

든 작품이 현재까지 실물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재 전한다 해도 창건 당시의 

작품인지 판정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언급

하였듯 1790년 창건 당시 제작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작품을 확인할 수 있

는 사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작품들은 <삼세불상>, <감로

도>, <삼장보살도>, 대웅보전 내부 벽화군이다. 이 네 군의 작품들을 제외

한 <관음보살상>과 <삼세불회도>, <칠성여래사방칠성탱> 등은 실물이 전하

지 않거나 연대 판정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 기록을 바탕으로 간단히 살

펴보겠다.  

우선 용주사를 건립할 때 조성된 조각으로는 대웅보전의 <삼세불상>과 

향로전에 봉안된 <관음보살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는 <관음보살상>과 

당시 지어진 향로전 모두 남아 있지 않으며 관련 기록도 부족하여 1790년

151) 최선일, 앞의 책, pp. 327, 329-331; 용주사, 앞의 책, p. 27.
152) 본고의 [참고자료] 중 ‘전국의 읍진과 서울의 각 궁, 관청, 시전의 시주록(八路邑

鎭與京各宮曹廛施主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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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음보살상>이 제작되었던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각 중

에는 <삼세불상>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삼세불상>의 후벽에는 <삼세불회

도>가 후불화로 걸려 있다[도7]. <삼세불회도>는 연대를 판정할 수 있는 화

기와 같은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삼

세불회도>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153)  

시각적으로 <삼세불회도>는 1915년에 제작된 용주사 <신중도(神衆圖)>

와 상당히 흡사하다[도8]. 반면 1790년에 그려져 현재까지 남아 있는 용주

사 <감로도>, <삼장보살도>와는 화풍이 동떨어져 있어 현재 <삼세불회도>

의 모습이 1790년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154) 「제인

방함」에는 ‘대웅전보탑후불탱삼세여래체탱(大雄殿寶榻後佛幀三世如來體
幀)’이라는 작품명이 남아 있지만 이 기록 자체가 1825년에 작성되어 용주

사 창건 시인 1790년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창건 당시 기록이

라 하더라도 기록 속 ‘대웅전보탑후불탱삼세여래체탱’이 현재 전하는 <삼세

불회도>와 같은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용주사 창건 시 대웅보전에 불화가 그려진 것은 분명하고 본존

불로는 삼세불회도와 세트를 이루는 삼세불좌상을 안치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삼세불 형식의 한 폭 불화가 보편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155) 용주

사 창건 시에도 후불화로 삼세불회도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현재 용주사 대웅보전에 남아 있는 <삼세불회도>와는 별개로 용주사

를 건립할 때 삼세불 형식의 후불화가 제작되었다는 점만을 논의에 참고하

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칠성여래사방칠성탱>과 <칠성도>의 제작 경위에 대해 살펴

보겠다. 「제인방함」을 통해 1825년 이전에 ‘칠성여래사방칠성탱’이 제작

되었다고 알 수 있다. 한편 용주사에 소장되었다가 분실된 <칠성도(七星
圖)>는 도판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화기나 다른 정보의 부재로 정확한 제작 

153) 각주 9
154) <감로도>와 <삼장보살도>에서는 광배 내부를 마름모꼴로 표현한 방식이 공통적으

로 확인되나 <삼세불회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55) 정명희,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畵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

문(2013), p. 55; 장희정, 앞의 책, p. 300; 황규성, 「朝鮮時代 三世佛 圖像에 關한 
硏究」, 『美術史學』20(2006), p. 249; 김경섭, 앞의 논문,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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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판정할 수 없다[도9]. 따라서 <칠성도>가 기록 속 ‘칠성여래사방칠성

탱’과 같은 작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두 작품 모두 용주사 창건 당시에 제

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156) 다만 1790년에 칠성각이 건립된 사

실은 분명하고 칠성각에는 칠성도를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7) ‘칠성여

래사방칠성탱’을 조성했다는 경옥, 연홍이 화성 성역시에도 화사로 공역했던 

점으로 보아 용주사 창건 시기에 경옥, 연홍 등이 칠성각 그림을 제작했다

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790년에 칠성도도 만들었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두고자 한다.

용주사 창건 시 미술 중에는 대웅보전 내부에 그려진 벽화와 별지화, 

천장화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웅보전 창방과 평방, 포벽, 천장 

등 각 처에는 다양한 주제의 그림이 남아있다. 이 그림들 중 포벽에 그려진 

나한도 18점은 현대에 새로 그려졌으며 이 외에는 모두 창건 당시에 제작

되었다고 여겨진다.158) 

이상 서술한 현존 여부에 따라 다음 장부터 용주사 창건 시 조성되어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작품들인 <삼세불상>, <감로도>, <삼장보살도>, 대웅

보전 내부 벽화군을 논의한다. 그 순서는 불당 내 봉안 중요도에 따라 본존

불상, 영단 불화, 벽화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용주사 창건 시

의 시각 미술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156) 한편 <칠성도>는 <삼세불회도>와 매우 유사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성여래사방칠성탱>을 제작한 연홍이 
1792년에 참여한 <흥국사 시왕전 지장보살도>와 비교해 보면 화풍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 <칠성도>는 연홍 등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강영철, 앞의 논문, 
p. 4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20-121.

157)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158)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 :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2006), pp. 170-171; 천성
철, 「朝鮮王朝 後半期 寺院裝飾壁畵 硏究 : 人物畵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1994), p. 91-93; 천성철, 앞의 논문(1995), pp. 91-92, 114-122; 전경
미, 「조선후기 경기도 지역의 사찰벽화」, 『慶州文化硏究』10(2008), p. 61, 6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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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의 조성과 봉안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된 조각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은 대웅

보전에 봉안된 <목조삼세불좌상>이다. 이 <삼세불상>은 중앙의 지대한 관심

과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대대적으로 창건된 용주사의 본존불로서 조선 후

기 불교 조각에서 특수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 제작 환경과 차별화된 봉

안 상태에서 용주사 <삼세불상>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드러난다. 

   1.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제작과 도상

용주사 <삼세불상>은 <석가상>, <아미타상>, <약사상>의 삼존으로 구성되

었다.159) 이와 같이 ‘석가(釋迦), 아미타(阿彌陀), 약사(藥師)’로 조성된 삼

세불상은 ‘석가, 아미타, 미륵(彌勒)’으로 구성된 시간적(수직적) 삼세불과는 

달리 공간적(수평적) 개념으로 구축된 형식이며 현세의 무병장수와 내세의 

극락왕생을 상징한다.160) 현세와 내세의 기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삼세불의 전형적인 구성으로 유행하였으며 18세기 중반 이후 ‘삼

세불상’으로 지칭되었다.161)

159) 상의 높이는 <석가상>이 108.2㎝로 가장 높으며 <아미타상>과 <약사상>은 각각 
103.2㎝, 104.5㎝로 제작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57. 

160) 김경미, 「조선 전반기 三身ㆍ三世佛 조성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49, 
(2014), p. 8; 김창균, 「조선시대 삼신삼세불 도상 연구」, 『강좌미술사』32(2009), 
pp. 116-118.

161) 석가, 아미타, 약사로 구성된 삼세불은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었는데 1466년 기록
인 「상원사(上院寺) 목조문수동자상(木造文殊童子象) 복장발원문」에서 석가, 아미
타, 약사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9(2008), pp. 93-96; 심주완,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
술사학연구』 no. 259(2008), pp. 18-20; 유근자, 「조선후반기 제2,3기 불상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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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용주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삼세불을 본존불로 조성한 것일

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우선 용주사는 현륭원

의 원찰이므로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삼세불상>을 봉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세불상>이 아닌 어떤 불상이어도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의도는 동일하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당시 불상을 제작했던 시대적인 유행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용주사에서 본존불로 삼세불을 채택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제작한 원

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용주사 <삼세불상>은 18세기에 주로 제작된 

삼세불인 석가, 아미타, 약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상적으로도 18세

기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162) 세 불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조선 후기 불상의 보편적인 특징으로는 상체를 약간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과 신체에 비해 크고 납작한 얼굴, 강조된 하반신 등을 들 

수 있다.163) 

<삼세불상>의 수인(手印) 또한 조선 후기 다른 삼세불상에서도 흡사하

게 나타난다. <석가상>은 오른손을 무릎 위로 편안하게 펼쳐 내려 촉지인

(觸地印)을 한 형태이다. 그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검지, 중지

를 둥글게 말아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과 유사한 수인을 맺고 있다. 

<아미타상>은 양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닿게 해 하품중생인(下品中生
印)을 결하였다. <약사상>은 오른손에 약합(藥盒)을 들고 있으며 왼손은 손

바닥을 아래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삼세불상>의 수인

은 조선 전기부터 성립되어 조선 후기 삼세불의 수인으로 정착된 형태이

다.164) 

이상과 같이 용주사 <삼세불상>은 조선 후기에 삼세불을 제작할 때 일

반적이었던 경향을 보여준다. <삼세불상>은 전형적인 구성과 도상으로 만들

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대중들에게 익숙한 형태였다. 당시에 석가, 

를 통한 불상의 조성 배경 연구」, 『강좌 미술사』40(2013), pp. 173-174; 김경미, 
앞의 논문, pp. 7-8.

162) 최선일, 앞의 책, p. 335;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57-59.
163) 송은석, 「조선 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

263(2009), pp. 71-97;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57. 
164) 이용윤, 앞의 논문(2008), pp. 93-96;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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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타, 약사로 구성된 삼세불이 성행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만큼 

그 시대가 삼세불이 가진 속성을 선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용주사에서 본존불로서 자연스럽게 삼세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에 삼세불을 왕가의 삼전하(三殿下)와 연결하여 인식했

던 점도 용주사에서 삼세불을 모시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대 주로 활동하였던 승려인 응윤(應允, 1743-1804)의 문집 『경암집

(鏡巖集)』이 중요하게 참고 된다. 응윤은 정조와 그 왕실의 수복강녕을 빌

기 위한 소문(疏文)을 여러 번 작성하였는데, 1804년에 간행된 『경암집』

에서는 4건이 확인된다.165) 그 중 「경신이월초이일책봉불공경찬소(庚申二
月初二日冊封佛供慶讚疏)」(이하 「책봉불공경찬소」)는 정조 24년인 1800

년 2월 2일에 당시 원자였던 11세의 순조가 세자로 책봉되자 그 일을 경축

하기 위한 불공을 올릴 때 작성되었다. 그 내용 중 다음 부분이 주목된다.

주상전하의 성수는 만세를 누리시고 옥체는 오래도록 편안하고 늙지 않으

며, 국경은 영락 태평하기를 남쪽 극락세계의 무량복수불께 엎드려 삼가 축

원합니다. 왕비전하 제년을 누리시고 덕은 널리 퍼지며 달과 같은 은혜는 

창생(백성)을 감싸기를 남쪽 유리세계 약사여래불께 엎드려 삼가 축원합니

다. 세자저하 천추를 누리시고 백억 세계의 성신이 팔십종호의 형상으로 책

봉을 명하시니 춘궁(동궁)은 천추를 누려 오늘 동국(조선)으로 하여금 장차 

그 뒤를 이어가길 남쪽 영취산 학수에 계시는 불멸능인 여래불께 삼가 엎드

려 축원합니다.166)

165) 관련된 소문은 모두 『경암집(鏡巖集)』 권하에 수록되었다. 「정사유월일원자탄
일불공소(옥천사위축)丁巳六月日元子誕日佛供疏(玉泉寺爲祝)」은 1797년에 원자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을미유월불공소(乙未六月佛供疏)」는 1799년
에 왕실의 수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 「기미구월대전탄일불공소(己未九月大殿誕日佛
供疏)」는 1799년 정조의 48세 탄일을 축하하며 불공을 올릴 때 지어졌다. 「경신이
월초이일책봉불공경찬소(庚申二月初二日冊封佛供慶讚疏)」는 1800년 2월 2일에 당
시 원자였던 순조가 세자로 책봉되는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66) 『경암집』 권하, 庚申二月初二日冊封佛供慶讚疏, ‘…主上殿下聖壽萬歲玉體長寧
不老國界永樂太平是故和南極樂世界無量福壽佛伏祝 王妃殿下壽齊年德邁太陰之君恩
庇蒼生之母是故和南琉璃世界藥師如來佛伏祝 世子邸下壽千秋百億界聖身八十種好相
冊命春宮千秋今日將使東國萬世後天是故和南靈山鶴樹常住不滅能仁如來佛伏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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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축원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책봉불공경찬소」에서는 정조

를 무량복수불, 즉 아미타불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왕비는 약사, 세자는 석가

와 연결하였다. 이처럼 석가, 아미타, 약사로 이뤄진 삼세불을 삼전하의 원

불로 삼는 것은 17세기에 간행된 불교 의식집인 『공양의문(供養儀文)』의 

「별축상작법절차(別祝上作法節次)」에서 등장하였으며 이후 조선 후기의 

여러 의식집에서도 확인된다.167) 「책봉불공경찬소」는 정조대에 「별축상

작법절차」가 실제로 불교 의례에서 행해졌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따라서 정조 재위 시에는 삼전하와 삼세불을 결부하는 인식이 결코 생소하

지 않았을 것이다. 삼세불상은 왕실과 관련되지 않은 사찰에서도 봉안되었

으나 용주사는 조선 후기에 가장 국왕과 친밀했던 원찰이었다. 용주사에서 

본존불로 <삼세불상>을 모실 때 삼세불과 삼전하의 관계 또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용주사 <삼세불상>은 왕실 원찰의 본존불인 만큼 그 제작 환경에서부터 

질적인 우수성을 추구하였다. 그 조성의 감동은 황덕순, 윤흥신 등의 왕실 

관리가 맡았으며 조각은 세 명의 조각승이 상 하나씩을 맡아 작업하였

다.168) 전라도 출신의 계초와 봉현이 각각 <석가상>, <아미타상>을, 강원도 

출신의 상식이 <약사상>을 제작하였다.169) 출신지역이 전라도와 강원도로 

구분되는 조각승들이 각 존상을 제작한 만큼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를 보

인다. 세 불상에서 보이는 법의의 형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무릎 사이에서 

바닥으로 펼쳐지는 옷자락과 가슴 위를 장식한 승각기의 모양이 다르다.170) 

<삼세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던 

인물들이었다. <석가상>을 제작한 계초는 용주사 불사 이전에 전라도 지역

167) 이용윤, 앞의 논문(2008), p. 96, 각주 13.
168) 본 논문의 Ⅱ-3장 참고
169)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170) <삼세불상>은 18세기의 전형적인 도상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세 상을 비교 했을 

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옷주름과 얼굴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석가
상>은 승각기가 앙련형(仰蓮形)으로 보이며 옷자락은 세 불상 중 가장 두껍고 둔탁
하게 표현되었다. <아미타상>의 승각기 경우에는 <석가상>보다 잎이 넓은 앙련형이
며 옷자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 <약사상>의 승각기는 <석가상>과 <아미타상>과
는 달리 옷이 여러 겹으로 겹쳐진 형태로 처리되었다. 각 상들의 분위기를 보면 <석
가상>은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이지만 <아미타상>은 각진 얼굴에 둔감한 인상을 주며 
눈이 작은 편이다. <약사상>은 유려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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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171) <아미타상>을 제작한 전라도 출신의 봉현은 

계초와 함께 조각승 상정(尙淨) 유파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172) 경기도 

출신인 설훈이 제작한 용주사 <관음보살상>까지 포함하면 용주사 불상 제

작에는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등 최소 세 지역의 조각승이 동원되었다. 이

처럼 다른 유파의 조각승들이 서로 합동하여 조성하는 불사는 조선시대에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173) 

용주사에서 불상을 제작할 때 전국의 이름난 조각승들을 선별하여 한 

데 모으고 궁궐의 관리가 감동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불사에 들이는 공덕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주사 창건 비용이 전국적인 규모로 시주되

었던 사실도 용주사 불사에 실린 전 국가적인 염원을 거듭 반영한다.174) 

<삼세불상>에는 온 국토를 아우르는 지지와 기술력이 집중되었다. 이는 이 

불상이 현륭원 원찰의 핵심적인 예배 대상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님과 동

시에 정조의 특별한 관심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조성 후 봉안 

상황과 실제로 활용된 면모에서 <삼세불상>과 정조의 유대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봉안 환경

<삼세불상>의 점안재와 무차대회, 용주사 완성의 축하는 1790년 10월 1일

이라는 같은 날 이루어졌다. 「원문」에 따르면 <삼세불상>은 8월 16일에 

조성이 시작되어 9월 30일에 완성되었고 10월 초일에 점안재를 거행하였

171) 1754년에 <수도암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을 주도한 계초는 1757년에는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을 개금하는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8건의 작업 내용 중 용주
사를 제외하면 모두 전라도에서 활동하였다. 최선일, 앞의 책, pp. 340-342.

172)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60. 
173) 국가적인 불사나 다른 유파를 초빙할 수 있는 화주승이 불사를 주도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함께 작업하였다.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
술사학』22(2008), pp. 69-103. 

174) 용주사 창건 비용에 대해서는 본고의 Ⅱ-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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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5) 이 날에 대해서는 이덕무의 저술을 모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
書)』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9월) 27일에서 30일까지 화산 용주사에 갔다. 화성부에 있는 사찰이다. 이 

해에 새로 지었다. 그 전에 명을 받아 호성전, 대웅보전, 시방칠등각, 극락

대원전, 천보루 전후면, 만수리실, 나유타료 주련 16구를 지어 올렸다. 이후 

명을 받아 각자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달았다. 또 명을 받들어 금불 점

안일에 무차회를 열고 상량문을 읽었다. 판부사 채제공이 지은 것이다. 10

월 초1일, 초2일, 용주사에 갔다. 초3일, 용주사에서 돌아왔다.176)

위 일기에 따르면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

까지 용주사에 머물렀다. 그동안 이덕무는 자신이 지은 주련이 목판에 새겨

지는 것을 감독했으며 직접 기둥에 주련을 달았다. 정조는 <삼세불상>의 점

안식이 개최되는 10월 1일에 이덕무에게 법회의 일종인 무차대회를 열도록 

명령했다. 명을 받은 이덕무는 무차대회를 거행하던 중 채제공이 지은 상량

문을 읽기도 하였다. 이 날에는 국내의 명승을 불러들였는데 18명 이상의 

승려들이 참여했다. 그 직책에 따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증사(證師)177): 우평(宇平), 성봉(性蓬), 등린(等獜), 의첨(義沾), 최현(璀
絢)

· 송주(誦呪)178): 진환(震環), 법안(法眼), 풍일(豊一), 적름(廸凛), 여찬(呂
䝺), 축훈(竺訓)

· 도감(都監), 별좌(別座), 지전(持殿), 서기(書記)179): 사일, 철학, 양진(養

175) 본고의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176) 『청장관전서』 권71, 부록 하, 선고적성현감부군연보하, ‘自二十七日 至三十日 

花山龍珠寺進去 寺在華城府 是歲新刱也 先是公承命撰進龍珠寺護聖殿大䧺寶殿十
方七燈閣極樂大願殿天保樓前後面曼殊利室那由他寮柱聯凡十六句 仍命馳往蕫飭開
雕以揭之 又命金佛點眼日 設無遮會 宣讀上樑文 判府事蔡公濟恭所撰也 十月初一日 
初二日 龍珠寺進去 初三日 還來’ 해석은 필자.

177) 증사는 법회를 열거나 불교 미술품을 제작하는 불사 등에서 그 의식이나 내용을 
증명하는 승려이다.

178) 송주는 다라니를 외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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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 월신(月信), 홍상(弘尙), 천우(天祐), 혜기(慧玘)180)

위 18인의 승려 중 증사를 맡은 의첨(1746-1796)은 <삼세불상>의 제

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의첨은 불상에 복장을 납입할 때 작성하는 

「용주사불복장봉안문」을 지었다.181) 의첨의 문집인 『인악집』에 실린 이 

봉안문은 정조의 직계 가족들과 사도세자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정조가 열

람하고 경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182) 「용주사불복장봉안문」은 <삼세

불상>의 복장물과 함께 불상 내부에 봉안되었겠지만 그 원본은 현재 전하

지 않는다.183) 한편 의첨은 황덕순으로 생각되는 황 별제(別提)의 부탁 혹

은 정조의 명령으로 점안재에 참가하게 되었다.184)  

이상과 같이 <삼세불상>의 점안식에는 이덕무와 최소 18인의 승려들이 

동참하였고 정조에 의해 무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용주사의 예처럼 조선 후

179) 도감은 돈과 곡식 따위를 관리하며 별좌는 불전에 예물을 차린다. 지전은 불전을 
관리하고 서기는 기록이나 문서를 관리한다.  

180) 본고의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181) 의첨은 용주사가 완공되었던 9월 29일 이후에 그 창건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경

찬회(慶讚會)에서 쓰이는 「경찬소(慶讚疏)」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경찬소」 또한 
「용주사불복장봉안문」과 함께 『인악집』에 수록되었다. 이강근, 앞의 논문(2008), 
p. 107. 「경찬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佛知無涯 照肺肝而莫掩 宸情有眷 賜顔
色之非常 尊像旣成 縟儀斯擧 伏念永祐舊寢 顯隆新園 懿號誕加 大有光乎 榮奉 玄
宮改卜 實無憾於 孝思 仍置 招提 更冀保佑 殿閣堂樓之輪奐可見 命吏心勞 塑畫金
彩之鮮明 蓋聽宮監頤 指 囿道場以鴻化 毫毛自天 聳淨界之龍神 花雨墜地ᅠ光氣呈瑞
感 聖主之虔 誠 雲水告功 冀佛靈之永援 伏願主上殿下 視民如傷 旣隆柞棫之德 自
天加佑 益享喬松之年 王紀殿下 周南頌太任之仁 西池獻王母之壽 元子邸下 盛德克 
肖 護睿體而日康月寧 洪緖永綿 延寶曆而天長地久 王大妃殿下 慈宮邸下 壽 考年紀 
恰似春榮之期 福履日綏 堪比茂松之盛 顯隆園仙駕 神襟飄灑 濯塵乎 八德沼邊 聖賢
逢迎 觀光乎七寶樹下 先王先王后 列位仙駕 翺翔乎蓮臺之上 法王追隨 號令乎天宮
之中 神將奔走 諸宮宗室 文武百僚 盡忠報國 摠是經綸 之才 視官如家 永保功名之
美 歐一世於壽域 盡萬姓而樂生 玄鑑孔昭 丹忱尙 格’

182) 이의첨 외, 앞의 책, pp. 42-43, 130-131; 각주 114
183) <삼세불상>의 복장과 관련된 유물로는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의 <목조석가여래

좌상 불복장 다라니>가 있으나 이 외에는 복장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원
문」에서는 <삼세불상>의 복장물을 싼 직물을 궁궐에서 내려주었다고 하여 참고 된
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54;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의 ‘塗褙器皿帷帳
鋪陳旗幟輦盖鍾鼓佛腹寶坐幅 皆自內下’ 부분

184) 정해득,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이읍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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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국왕이 무차회(수륙회)를 열도록 명령한 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에서 수륙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민간 

위주로 설행되었기 때문이다.185)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의해 거행된 수

륙회는 현종(顯宗, 1641-1674, 재위 1659-1674)대인 1674년 이후에는 확

인되지 않는다.18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조가 약 100년 만에 친히 무차회

의 거행을 명했던 일은 의미가 깊다.

당시 용주사에서 개최된 무차회의 구체적인 과정과 분위기가 어떠했는

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 중기의 승려 보우(普雨, 1509-1565)가 행

했던 무차회의 예에서 그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이(李珥, 1536-1584)

의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당초에 중 보우가 무차대회를 베풀어 중들

과 속인에게 추앙을 받게 되자 명성이 대궐까지 들려왔다.’라고 하여 무차

회가 대중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법회임을 알 수 있다.187)

무차회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법회의 특성에 있었

다. 무차회는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無遮]’는 뜻의 이름처럼 신분이나 남

녀노소의 구분 없이 사부대중(四部大衆)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일체중생평등(一切衆生平等)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고 평등대회(平等大會), 

사부대회(四部大會)라고도 불렸다. 일반적으로 무차회에서는 대중들에게 제

한 없이 음식을 대접하고 강경(講經)을 행하여 집회의 대상이 대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용주사의 무차회에서도 바로 이 같은 내용으로 법회

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차회는 정조가 자신과 동일시 한 전륜성왕이었던 인도 아육왕

(阿育王)의 행적이었다.188) 아육왕은 최초로 왕으로서 무차대회를 개최하였

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양(梁) 무제(武帝)가 529년에 처음으로 무차대회를 

185) 이기운, 「조선후기 수륙재의 설행과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편찬 의
도」, 『불교학보』73(2015), pp. 177-183; 양지윤, 위의 논문, pp. 23-27; 강호선, 
「조선전기 국가의례 정비와 ‘국행’수륙재의 변화」, 『한국학연구』44(2017), pp. 
485-515.

186) 양지윤, 「朝鮮後期 水陸齋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p. 9.
187) 『석담일기(石潭日記)』 상, 1566, ‘初僧普雨以設無遮大會 爲僧俗所推敬 聲聞于

闕內’ 
188) 소현숙, 「皇權과 佛敎儀禮 : 北魏 行像과 梁의 無遮大會」, 『중국고중세사연

구』29(2013), pp.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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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189) 양 무제의 무차대회와 청정대사(淸淨大捨), 강경은 조선 초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불씨잡변(佛氏雜辨)』에도 다루어져 정조

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190) 양 무제와 아육왕의 무차대회는 용주사에서 

행해졌던 것과 현저한 규모의 차이가 있겠으나 그 의도는 같다. 국왕이 무

차대회를 설행하여 참여한 백성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일은 종교적인 공덕

을 넘어서 왕의 선정과 은덕을 경험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다.191) 

정조는 화성에 거둥하였을 때 여러 차례 호궤를 베풀었고 화성 백성들

에게 쌀과 같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192) 보시는 전륜성왕이 반드

시 행해야 하는 통치 중 하나로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무차대회는 불교 의례

를 통한 가장 대대적인 보시의 방법이었다. 양 무제가 무차대회를 행한 것

은 아육왕을 모방하여 전륜성왕으로 자신을 내보이려는 의도였다.193) 이와 

마찬가지로 정조 또한 무차대회로 하여금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이는 <삼세불상>의 완성에 의해 가능했다. 

무차회가 열리는 동안 이덕무가 상량문을 대중들 앞에서 낭독하였던 사

실과 그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화산용주사상량문」에는 수성과 현륭원 

천봉, 정조의 효심, 용주사의 창건을 칭송하는 것과 더불어 불상[象設]이 불

일간(不日間,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고, 상서로운 하늘에는 용이 구슬을 안

고 노니며 태평성대를 이루어 군왕의 기상이 왕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

다.194) 특히 「화산용주사상량문」에서 주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불상이 완성되었을 때 난여(鸞輿, 천자의 수레)가 용주사[齋]에 머물렀는데

용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195)

189) 위의 각주
190) 『삼봉집(三峯集)』, 권5, 불씨잡변(佛氏雜辨), 사불득화(事佛得禍)
191) 소현숙, 앞의 논문, pp. 136, 142, 
192) 최홍규, 앞의 책(2001), p. 76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 소현숙, 앞의 논문, pp. 155-156.
194) 각주 53
195) 위의 각주에서 참고 되는 「화산용주사상량문」의 원문에서 ‘丈六金人之像不日告

成于時鸞輿宿齋龍顔含慽’ 부분



- 53 -

위 기록은 <삼세불상>이 완성되고 정조가 용주사에 왔었다는 내용을 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공식적인 정조의 행차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 구절은 사실이 아니거나 정조가 용주사에 잠행 나왔을 가능성이 있

다.196) 정조의 행차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덕무의 낭독을 듣는 대중들은 저 

문구로 하여금 <삼세불상>에 어린 정조의 서글픈 효심을 느꼈을 것이다. 더

불어 이 불상이 국왕의 어떠한 마음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는지 정체성을 확

고히 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량문에는 국왕의 효심을 알리고 왕권을 고취시키는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덕무는 이것을 무차대회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읽었

다. 당시 무차회에 참여한 백성들은 점안재를 거행한 <삼세불상>에 불공을 

드리고 무료로 나누어주는 음식을 받아가며 이덕무가 읽는 상량문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정조가 무차회를 열도록 한 의도는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효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삼세불상>은 예배 대상으로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성이 완료된 <삼세불상>은 불전에 면장을 친 봉안 환경으로 인해 불

교 예배와 왕실 숭배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후

대의 기록이 참고 된다. 1899년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 용주사의 불

전, 즉 불상 앞에 면장(面帳, 앞에 들인 휘장)이 달려 있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197) 이는 다른 사찰에서는 행해지지 않던 용주사 <삼세불상>만

의 특수한 부분이다. 『독립신문』의 기사는 용동궁에서 용주사 불전과 수

미단의 천을 새로 시주하기 위해 치수를 알아오라고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동궁은 용주사 창건 때부터 지속적으로 용주사와 관여하고 있던 궁방이었

으며 용주사를 창건할 때 건립 비용을 시주하기도 하였다.198) 

용주사 불전에 언제부터 면장을 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창건 당시 

196) 정조의 공식적인 화성(현륭원) 행차는 1789년 10월, 1790년 2월, 1791년 1월, 
1792년 1월, 1793년 1월, 1794년 1월, 1795년 윤2월, 1796년 1월, 1797년 1월, 
1797년 8월, 1798년 2월, 1799년 8월, 1800년 1월에 행해진 열세 차례가 확인된다.

197) 『독립신문』, 1899년 12월 4일, 4면 3단, ‘룡쥬샤불뎐’; 강영철, 앞의 논문(2000), 
pp. 16-17.

198) 강영철, 위의 논문, pp. 15-16;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 61, ‘八
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錄’, ‘龍洞宮錢三百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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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 「원문」에서는 궁궐에서 용주사로 휘장[帳]과 대좌에 까는 직물[寶
坐幅] 등을 내려주었다고 하여 주목된다.199) 이때의 휘장이 어디에 쓰였는

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휘장을 받아 관리한 인물들은 다름 아닌 <삼세불상>

의 감동인 황덕순과 윤흥신이었다.200)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1899년 『독

립신문』의 기록으로 보아 창건 시부터 불전에 면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 

왕실에서 면장은 종묘(宗廟)의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시는 운궁(雲宮)

이나 어진(御眞)에 신성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삼세불상>의 앞에 

드리워진 면장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장으로 

인해 <삼세불상>이 갖는 불교 미술 고유의 성격에 왕실의 특성이 더해졌을 

것이다. 건축과 단청, 공역을 맡은 관리 등 대부분의 면에서 왕실의 특징을 

보이는 용주사는 불상과 후불화의 앞에도 면장을 드리우며 예배 대상을 더 

위격 있게 만들었다. 특히 면장의 설치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렇지 않은 다른 사찰과 금세 비교된다. 

용주사 <삼세불상>은 신앙을 위한 종교 대상이지만 그 봉안 환경으로 

인해 다른 불상과 구분되는 격(格)을 지닌 불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삼세불상>이 동시기 불상들과는 달리 격식을 갖추어야 했던 이유는 정조

의 정통성과 직결된 현륭원의 원찰인 용주사의 본존불이었기 때문이다. <삼

세불상>은 불교 미술로서 현륭원에 대한 추모를 강화하고 제작 주체인 정

조의 정통성, 즉 왕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199) 본고 [참고자료]의 「원문」 중 다음 부분 ‘塗褙器皿帷帳鋪陳旗幟輦盖鍾鼓佛腹寶
坐幅皆自內下仍令管檢’

200) 본고 [참고자료] 중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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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용주사 <감로도(甘露圖)>의 도상과 의미

  

용주사 대웅보전 영단에 봉안된 <감로도>는 <삼장보살도>와 함께 1790년 

용주사 창건 시 제작되어 현재까지 화폭이 확인되는 회화 작품이다[도10]. 

조선시대에 감로도와 삼장보살도는 주불전 내 영혼 천도를 위한 영단(靈壇)

에 놓였으며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 특히 감

로도는 효 사상을 다룬 『우란분경(盂蘭盆經)』에 기인하였다는 설이 존재

한다.202) 이러한 신앙을 반영한 두 작품이 사도세자의 원찰인 용주사에 봉

안되었다는 이유로 이 작품들이 정조의 효성으로 발원되어 사도세자의 극락

왕생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03) 그러나 조선 후기 사찰에

는 용주사와 마찬가지로 의식용 불화로서 중단(中壇)에는 삼장보살도, 하단

(下壇)에는 감로도를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04) 따라서 용주사에서 이

들을 채택한 특정한 의도를 소의경전(所依經典)의 내용이나 주제에서 찾기

는 어렵다. 다만 용주사 회화 작품들은 도상에서 다른 사찰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여 그 제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1. 용주사 <감로도>의 제작과 구성

201) 김승희, 「朝鮮時代 甘露圖의 圖像硏究」, 『美術史學硏究』no. 196(1992), p. 
7; 이용윤, 「朝鮮後期 三藏菩薩道와 水陸齋儀式集」, 『미술자료』72,73(2005), p. 
91, 121; 김정희, 「감로도 도상의 기원과 전개 –연구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47(2016), p. 173.

202) 김정희, 위의 논문, pp. 159-161.
203) 오주석, 앞의 논문(1995a), pp. 8-9; 용주사, 앞의 책, p. 63; 박도화, 「佛設大報

父母恩重經 變相圖의 圖像형성 과정-불교경전 形像化의 한 패러다임-」, 『미술사
학보』23(2004)pp. 60-61.

204) 조선시대 상단, 중단, 하단 의례와 주불전 내 불화 봉안에 대해서는 정명희, 앞의 
논문(2013); 이용윤, 앞의 논문(2005);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 미술의 세계』
(돌베개, 2009), p. 115 등이 참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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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도는 죽어 고혼이 된 중생들과 아귀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불보살을 청

해 그 음식들을 감로(甘露)로 변화하게 하여 영혼을 구제하는 영가천도(靈
駕薦度)의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205) 용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었던 <감로

도>는 1984년 이후 분실되어 소재를 알 수 없으며 현재는 새로 조성한 감

로도로 대체되었다.206) 비록 창건 당시 만들어진 <감로도>의 실물은 볼 수 

없지만 도판이 남아 있어 화폭을 확인할 수 있다.207) 

<감로도> 하단 여백에는 왕실 발원 불화인 만큼 화기가 금니로 적혀 

있다. 이를 통해 <감로도>가 1790년 9월에 봉안된 사실을 알 수 있다.208) 

용주사가 1790년 2월 19일에 공역을 시작했고 같은 대웅보전에 안치된 <삼

세불상>의 경우 8월 16일에 조성을 시작하여 9월 30일에 완성된 점으로 보

아 <감로도> 또한 8월 중 제작을 시작하여 9월에 조성을 마쳤으리라 생각

된다. 화기에 의하면 <감로도> 조성의 감동관은 황덕순과 윤흥신이며 세부

적인 직임은 다음과 같다.

· 증사: 우평(宇平), 성봉(性逢), 등린(等麟), 의첨, 최현(璀絢)

· 송주: 풍일(豊一), 철인(喆仁), 진환(震環), 성환(性還), 취원(就圓), 축훈

(竺訓), 두홍(斗弘), 양진(養珍)

· 화사: 상겸, 홍민, 성윤, 유홍, 법성, 두정, 경파, 처흡, 처징, 월헌, 승윤

205) 김승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朝鮮時代 甘露幀)甘露』下, 통
도사성보박물관(2005), pp. 20-55; 구미래, 「儀禮場面을 통해 본 감로탱의 비유와 
상징」, 『(朝鮮時代 甘露幀)甘露』上, 통도사성보박물관(2005), pp. 301-323. 

206) 용주사 <감로도>는 1984년 출간된 중앙일보사 편, 『한국의 미』16(중앙일보사, 
1984)에 <칠성도>와 함께 도판이 실려 있으나 이후에 용주사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
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118, 각주 46, 47에서 재인용.

207) 용주사 <감로도>를 다룬 연구로는 강우방, 김승희, 『甘露幀』(藝耕, 1995), pp. 
172-176; 이경화, 「朝鮮時代 甘露幀畵에 나타난 風俗場面 考察」, 홍익대학교 석
사학위논문(1996), pp. 36-37; 윤은희, 「甘露王圖 圖像의 形成 문제와 16, 17세기 
甘露王圖 硏究 : 水陸齋 儀軌集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pp. 
42-43; 유화숙, 「용주사감로탱화의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p. 
43-49;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18-119 등이 있다.

208) 본고 [참고자료] 중 <감로도> 화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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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持殿)209): 대신(大信), 월신(月信) 

· 별좌: 홍상(弘尙)

· 도감: 사일, 철학

· 화기: 정웅(正雄), 혜기(慧玘) 

· 종두(鐘頭)210): 두성(斗性), 영민(永旻)211) 

위 화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일성록』에 기록된 대로 <감

로도>를 포함한 용주사 불화 제작의 감동은 김홍도, 김득신, 이명기가 담당

하였다.212) Ⅱ장에서 서술하였듯 정조와 가까운 위치였던 황덕순 등의 중앙 

관리와 김홍도 등의 궁중 화원이 제작을 감동한 용주사 불화는 그 제작 과

정뿐만 아니라 화폭의 구성이나 도상까지도 정조의 관여 하에 있었을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은 용주사 <감로도>의 도상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용주사 <감로도>는 조선시대 다른 감로도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제작 

수준과 안정감 있는 화면 구도가 인상적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되던 일반적

인 감로도의 형식에서 상당히 변형되어 특수하다. 현재 전하는 감로도는 각

각의 작품이 고유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단, 중단, 하단

으로 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용주사 <감로도>는 화폭 구성부터도 

3단이 아닌 상단, 하단의 2단으로 그려졌다.213) 그럼에도 상·중·하단에 표현

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도상은 나타나 있어 감로도 특유의 하단에서 중단, 

상단으로 이어지는 천도의 과정을 2단으로 압축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용주사 <감로도>는 감로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화폭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용주사 <감로도> 특유의 성격이라 할 만큼 시각

적으로 뚜렷하다. 좌우가 대칭인 만큼 용주사 <감로도>의 화폭은 대부분의 

감로도에 비해 가로 폭이 긴 편이다.214) 이는 의도적으로 가로로 긴 형태를 

209) 지전은 불전에서 예불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지전(知殿)이라고도 쓴다.
210) 종두는 종을 치는 등의 소임을 맡는다.
211) 본고 [참고자료] 중 <감로도> 화기 참고
212)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6일
213) 김승희, 앞의 논문(1992), p. 9; 김정희, 앞의 논문, p. 14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18-119.
214) 윤은희, 앞의 논문, p. 42. 



- 58 -

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감로도>를 봉안할 영단의 건축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화폭의 크기를 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대웅보전 영단에 봉안

된 <삼장보살도>의 세로 길이가 188㎝, <감로도>의 세로 길이가 156㎝인 

것으로 보아 <삼장보살도>만큼 더 횡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용주사 <감로도>는 가로로 길어진 구성으로 인해 다른 감로도에는 부각되

지 않고 이 그림에서만 강조한 도상들이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용주사 <감로도>에서 부각된 도상들은 공통적으로 천도의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 우선 벽련대반(碧蓮臺畔)을 살펴보겠다. <감로도> 상단 좌우에

는 벽련대반을 든 천녀들이 한 무리씩 나타난다. 벽련대반은 인로왕보살이 

무주고혼의 혼백을 실어 극락으로 천도하는 데 사용되는 기물이다.215) 벽련

대반을 이끄는 천녀 도상은 감로도가 제작되기 전에 이미 아미타불과 관련

된 도상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는데 명대 『관무량수경변상도(觀無量壽經
變相圖)』 도상집 중 제14관인 상품상생관(上品上生觀)에서 유래하였다. 이 

관무량수경에서의 연대(蓮臺) 또한 중생을 태워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기능

을 갖추었다.216) 이 도상이 불화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7세기부터이며 

주로 감로도에서 벽련대반으로 등장하였다.217) 

특히 용주사 <감로도>는 이전 시기 작품의 벽련대반에 비해 월등히 확

장된 크기로 표현되었다. 두 채의 벽련대반을 이끄는 천녀는 각 15인으로 

총 30인이 등장하여 벽련대반을 묘사한 감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여준다. 천녀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깃발을 든 다채로운 자세로 표현되

었으며 벽련대반도 장식이 달린 산개(傘蓋) 등으로 감로도 작례 중 가장 화

려하게 장엄 되었다.218) 

감로도에서 벽련대반은 1728년 작인 <쌍계사(雙磎寺) 감로도>에서부터 

21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 소청하위편22(召請下位篇二十
二);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권중, 총림사명
일영혼시식절차, 유치(由致), ‘…南無一心奉請手擎寶盖 身掛花鬘 噵淸魂於極樂界中 
引亡靈向碧蓮臺畔大聖引路王菩薩摩訶薩 惟願慈悲降臨道場 證明功德 香花請…’

216) 이용윤,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觀經十六觀變相圖와 念佛禪」, 
『미술사논단』36(2013), pp. 72-73.

217) 위의 논문, p.73; 이후 19세기부터는 극락구품도(極樂九品圖)에서도 확인된다.
218) 임영애, 「조선시대 감로도에 나타난 인로보살 연구」, 『강좌 미술사』7(1995), 

p. 67;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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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천녀를 동반하지 않고 단촐한 형태로 묘사되었다

[도11].219) 이후 감로도에서도 용주사 본 만큼의 규모로 벽련대반이 강조된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220) 특히 용주사 <감로도>는 형식상 2단 구성을 취

하고 있어 벽련대반의 크기가 다른 감로도보다 더 확장될 수 있었다. 큼지

막한 두 채의 벽련대반과 이를 위호하는 서른 명에 달하는 천녀를 배치한 

용주사 <감로도>는 벽련대반을 획기적인 모습으로 고안하였다. 벽련대반이 

고혼의 천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용주사 <감로도>는 천도라는 의미를 어

떤 감로도보다도 분명하게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주사 <감로도>의 향좌측 중간에 그려진 수많은 중생이 주목

된다. 중생들은 지장보살에 의해 지옥문 바깥으로 인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이들이 천도되었다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중생이 지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은 다른 감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주사만의 특수한 

도상이다.221) 따라서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기존에 출현하지 않던 장면을 

추가하여 천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아귀(餓鬼)와 환난(患難) 장면의 비중이 

다른 감로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점도 천도와 관련된다. 우선 용주

사 <감로도>에서 아귀와 그 무리는 수와 형태가 소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아

귀는 감로를 얻어 왕생해야 하는 고혼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대체로 초면귀

왕(焦面鬼王)과 비증보살(悲增菩薩)의 쌍으로 표현되었던 중앙의 큰 아귀들

은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홀로 나타나 있다. 그 옆에 기재된 방제를 보면 

이 아귀가 ‘항사아귀(恒沙餓鬼)’라고 알 수 있다.222) 항사아귀란 항하(恒河)

219) 1649년 작품인 <보석사(寶石寺) 감로도>에서도 벽련이 확인되지만 이후 다른 감
로도들과는 다르게 의장이나 천녀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연꽃의 모양으로 표현되
었다. 

220) 현전하는 약 66점의 감로도 중 벽련대반이 확인되는 것은 <보석사 감로도>(1649), 
<쌍계사(雙磎寺) 감로도>(1728), <국청사(國淸寺) 감로도>(1755), <봉정사(鳳停寺) 
감로도>(1765), <수도사(修道寺) 감로도>(1786), <선암사(仙巖寺) 감로도>(18세기), 
<은해사(銀海寺) 백흥암(百興庵) 감로도>(1792), <삼성미술관 소장 감로도>(18세기), 
<백천사(白泉寺) 운대암(雲臺庵) 감로도>(1801), <통도사(通度寺) 감로도>(1900), 
<통도사 사명암(泗溟庵) 감로도>(1920) 등 10여 점이며 이중 <봉정사 감로도>, <백
천사 운대암 감로도>는 두 무리의 천녀를 표현하였으나 용주사 본에 비해 규모가 작
다.

221) 윤은희, 앞의 논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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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래[沙]처럼 많은 아귀를 의미하므로 수많은 아귀를 하나의 존재로 함

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223) 

대부분의 감로도에서 중앙의 아귀는 합장하거나 사발을 들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지만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사발도 갖고 있지 않고 합장한 손도 

아래로 치우쳐졌다. 화폭 향좌측에 몰려 있는 여섯 마리의 작은 아귀들 또

한 사발을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중앙의 아귀는 다른 작품

처럼 불을 뿜거나 화염에 휩싸이지 않았고 상단의 칠여래가 밟고 있는 구름

과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224) 이와 같이 용주사 <감로도>의 아귀는 다

른 감로도에 비해 아귀의 수가 줄어들었고 사발도 지니고 있지 않아 감로를 

구하는 간절함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감로를 얻어 천도

되어야 할 아귀가 감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왕생에의 가능성을 엿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용주사 <감로도>는 흔히 감로도 하단에 구현되는 죽음 장면을 축소하였

고 지옥도 표현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감로도 하단에는 죽음을 여러 형태

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죽어 고혼이 되었다가 감로로 인해 왕생할 수 있음을 

삼단 구성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따라서 고통 받는 중생의 모습은 감로도에

서 중시되는 도상이었다. 그러나 용주사 <감로도>에서 환난(患難) 장면은 

약 열 가지만이 표현되었다.225) 

반면 <수도사(修道寺) 감로도>(1786)에는 확탕지옥(鑊湯地獄)과 노탄지

옥(爐炭地獄) 등 40개도 넘는 환난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도12].226) <수도

사 감로도>는 현전하는 감로도 중 용주사 <감로도>와 시기상으로 가장 가

까운 작품이다. 두 작품은 화폭의 면적이 비슷한 편인데 고혼이 되는 과정

은 <수도사 감로도>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다.227) 이외에 다른 

222) 용주사 <감로도> 방제는 모두 43개가 확인되며 본고의 [참고자료]에서 정리하였
다. 아귀 도상에 대해서는 김승희, 앞의 논문(1992), pp. 18-19; 통도사성보박물관, 
『(朝鮮時代 甘露幀)甘露』下(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pp. 48-50.

223) 통도사성보박물관, 앞의 책(下), p. 55.
224) 감로도에서 구름이 아귀를 감싼 모습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나타

난다. 김승희, 앞의 논문(1992), p. 19.
225) 본고의 [참고자료]에는 <감로도> 화폭에 적힌 방제가 정리되었는데, 그 중 환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226) 통도사성보박물관, 앞의 책(上), pp. 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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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도들과 대조해보아도 용주사 <감로도>는 수난 장면이 상당히 적게 표

현된 편이다.228) 

용주사 <감로도>에서 환난이 상대적으로 덜 묘사된 이유는 상술했던 천

도와 관련된 도상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화폭 내에서 

벽련대반과 천녀들을 중대하게 부각시키고 지옥에서 천도되는 중생들을 등

장시키는 와중에 다른 도상들이 나타날 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상과 같이 용

주사 <감로도>가 보여주는 벽련대반의 강조와 아귀의 표현, 고난 장면의 축

소 등은 ‘천도’라는 특성을 강화하여 조선시대 다른 감로도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한다. 이로써 이 그림은 일반적인 감로도의 특성에서 벗어났으며 감

상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도 감로도 고유의 의도와는 달라졌을 것이다.  

   2. 용주사 <감로도>와 국왕의 권위

용주사 <감로도>는 특유의 구성으로 ‘천도’라는 개념을 강하게 구현하였다. 

이는 이 작품에 표현된 몇 가지 모티브가 국왕의 권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과 결부된다. 용주사 <감로도>는 국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궁중화인 일

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유사하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 오봉, 물결, 붉은 

소나무 등으로 구성된 그림으로 감로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만 나타났

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왕 대신 표현하여 그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어

진이나 어좌 뒤에 설치되었다.229)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약 다섯 개의 요

소에서 일월오봉도와의 유사점이 확인 되는데 크게 불보살, 소나무, 청록산

227) <수도사(修道寺) 감로도>와 용주사 본의 크기는 각각 189×204㎝, 156×313㎝이
다.

228) 윤은희, 앞의 논문, pp. 30-32, 97.
229) 이성미, 『조선시대어진관계도감의궤연구(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硏究)』(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95-122; 박정혜 외, 『왕과 국가의 회화』(돌베개, 
2011), pp. 136-139;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돌베개, 2012), pp. 20-31;  
유혜진, 「조선시대 일월오봉병(日月五峯屛)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11; 김정임, 「朝鮮時代 <日月五峯圖> 役割의 擴散과 展開」, 『文化史
學』43(2015),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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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기법의 암석, 수파묘(水波描), 화폭 좌우의 원형 광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칠여래(七如來)와 보살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용주사 <감로도> 상

단 중앙에는 감로왕여래(甘露王如來)를 중심으로 하여 다보여래(多寶如來), 

보승여래(寶勝如來), 묘색신여래(妙色身如來), 광박신여래(廣博信如來), 이

포외여래(離怖畏如來),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좌우 3존씩 대칭으로 등

장한다.230) 이 칠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화

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오른쪽에는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 가까이 붙어 있

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 존격들은 크게 다섯 무리(인로왕보살/3여래/감로

왕여래/3여래/지장보살, 관음보살)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분배되었

는데 이는 이미 화폭 상에 광배로도 분간이 되어 있다. 이처럼 5군으로 존

상의 위치를 배정한 점은 다른 감로도에는 거의 없는 용주사 <감로도>에서 

돋보이는 특성이다[도13].231)

용주사 <감로도>에서 칠여래와 인로왕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이 다섯 

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일월오봉도를 떠올리게 한다. 다섯 무리로 나누

어진 존격들은 일월오봉도의 중심적인 도상인 오봉, 즉 다섯 봉우리와 수적

으로 같다. 일월오봉도 속 오봉의 기원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오악(五岳) 숭배 사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국내 다섯 산을 오악으로 정

하여 그 산신을 모시는 신앙이다.232)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의 실록, 의궤 

등에 오봉병(五峯屛), 오봉산병(五峯山屛), 오악도(五岳圖) 등 다섯 봉우리

에 초점을 둔 명칭으로 기록될 정도로 오봉이 중점을 차지한 도상이나 마찬

230) 각 여래의 존상명에 대해서는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권중, 총림사명일
영혼시식절차(叢林四明日迎魂施食節次), 유해진언(乳海眞言), ‘南無三滿哆沒駄喃唵
鑁 南無多寶如來 願諸孤魂 破除慳貪法財具足 南無寶勝如來 願諸孤魂 各捨惡道隨
意超昇 南無妙色身如來 願諸孤魂 離醜陋形相好圓滿 南無廣愽身如來 願諸孤魂 捨
六凡身悟虛空身 南無離怖畏如來 願諸孤魂 離諸怖畏得湼槃樂 南無甘露王如來 願諸
孤魂 咽喉開通獲甘露味 南無阿彌陁如來 願諸孤魂 隨念超生極樂世界…’

231) 조선시대 감로도는 화폭 상단에 존격을 배치하는 양상이 모두 다양하다. 본고의 
[도13]에서는 그 중 일부 감로도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감로도 중 용주사 
<감로도>의 예처럼 존격을 5군으로 묶은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232) 명세나, 「조선시대 오봉병(五峯屛) 연구 : 흉례도감의궤(凶禮都監儀軌)기록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 7, 각주 14; 이성미, 앞의 책, p. 
107; 유혜진, 앞의 논문, pp. 15-16. 오악은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지리산, 삼각산
으로 이루어졌다. 오악 사상에 대해서는 김영수, 「삼산오악(三山五嶽)과 명산대천 
숭배의 연원 연구」, 『인문과학』31, 2001, pp. 373-440 등이 참고 된다.



- 63 -

가지인 그림이다.233) 

일월오봉도의 오봉과 용주사 <감로도>에서 다섯 무리를 이룬 불보살은 

각각 화폭 내에서 핵심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어 도상적으로 서로 대응

된다. 오봉과 다섯 무리의 존격이 위치한 공간도 화폭 상단으로 동일하다. 

용주사 <감로도>는 마치 일월오봉도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너머 화

폭 중앙에 다섯 무리의 불보살을 배치하여 화폭 내에 오봉을 암시하였다. 

이는 오봉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일월오봉도의 전체적인 구성과 시

각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주기 위한 효과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용주사 <감로도>에서 보이는 소나무, 암석, 물결 등에서 일월

오봉도와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감로도> 하단에는 유독 소나무

가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다른 감로도에서도 소나무는 자

주 등장하지만 크기와 배치에서 용주사 작품만큼 획기적으로 소나무를 부각

시킨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나무는 <감로도> 하단 좌우에 각각 두 그

루, 한 그루 씩 그려졌는데 가느다란 두 그루와 굵은 한 그루를 배치하여 

공간 상 대등한 범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칭적으로 소나무를 배치한 방식

은 일월오봉도에서 대칭으로 표현된 소나무를 연상시킨다.234) 기본적으로 

일월오봉도는 전체적인 구도가 좌우대칭의 모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

해 안정감과 신성한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235) 일월오봉도와 같이 소나무

를 대칭 구도로 부각시킨 불교 미술은 현재 전하는 작품 중 용주사 <감로

도>가 거의 유일하게 확인된다. 

소나무들 아래에는 작은 바위와 기암이 청록산수 화풍으로 그려졌다. 

화폭 하단의 양 가장자리에도 같은 암석이 일부분 나타났다. 청록산수 화법

은 용주사 <감로도>가 제작된 18세기에 궁중 장식화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기법이기도 하다.236) <감로도> 하단에 등장하는 물결 또한 그 표현 방식이 

233) 김정임, 앞의 논문, pp. 88-89, 각주 4; 명세나, 앞의 논문, pp. 9-13.
234) 일월오봉도의 소나무 두 그루가 완전한 대칭인 데 반해 용주사 <감로도> 속 소나

무는 양쪽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일
월오봉도의 소나무 배치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 

235) 명세나, 앞의 논문, p. 65.
236) 국립중앙박물관, 『청록산수, 낙원을 그리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청

록산수화』(국립중앙박물관, 주자소, 2006), p. 22; 권시숙, 「한국회화사에 나타난 
청록산수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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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오봉도를 연상하게 한다. <감로도> 하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물에 빠진 

장면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비록 재난에 처한 장면이기는 하나 수파(水波)

의 묘사는 일월오봉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파문(波紋)

은 규칙적으로 배치되었으며 그 위로 튀어 오르는 고사리 모양의 하얀 포말

도 현전하는 일월오봉도에서 확인되는 모습이다.237) 이상에서 확인되는 것

처럼 소나무를 대칭으로 구성하고 소나무 하부와 화면 가장자리에 암석을 

청록 계열로 표현하는 방식, 수파의 표현법 등은 일월오봉도의 특색이다.  

특히 소나무는 정조와 관련하여 용주사 <감로도> 속에서 국왕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현륭원 조경 시에는 실제로 1790년 1월 

19일에서 3월 2일까지 약 백만 주(株)도 넘는 소나무가 잡목과 함께 식재

되었다. 당시 정조는 식목할 구역과 방법 등을 직접 상세히 지시하며 식목 

공역에 정성을 기울였는데, 1790년 10월 1일에는 현륭원 식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명하였다. 

현륭원 내청룡(內靑龍) 끝에서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길하

니 소나무와 회나무를 심어서 그 기세를 도우라.238)

위 기록으로 보아 정조가 현륭원의 길한 기운을 보태기 위해 소나무 등

을 활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실제로 소나무만 약 4만 그루 식

목 되었다. 현륭원 식목 공역은 그 후에도 1791년부터 1799년까지 매년 이

어졌는데 소나무만 심거나 소나무 위주로 식재하였다.239) 화성 공역 시 여

러 종의 나무를 식목하였으나 소나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은 공간은 현륭

원이었다.240) 

기존 연구에서는 용주사 <감로도>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 소나무가 수

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를 상징하거나 능행길의 소나무를 의미한다

237) 일월오봉도의 수파묘에 대해서는 박정혜 외, 앞의 책(2012), pp. 39-41.
238)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1일 
239) 현륭원 식목은 1791년, 1792년, 1793년, 1794년, 1795년, 1796년, 1797년, 1798

년, 1799년에 확인 된다.
240) 현륭원 식목 현황에 대해서는 정해득, 앞의 책, pp. 12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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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241) 정조가 현륭원에 소나무 심기를 원했던 점으로 보아 용

주사 <감로도>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현륭원의 소나무를 상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나무는 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현륭원의 지세를 더욱 북돋

기 위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국왕의 권위를 더 공고히 세우는 기능을 갖춘 

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소나무가 가진 의미는 왕권을 대변한다는 점에

서 일월오봉도 속 소나무와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용주사 <감로도> 화폭 상단 좌우에 위치한 두 개의 둥근 

광배는 여러 의미로 재해석 될 수 있다. <감로도>에서는 벽련대반을 든 천

녀들 뒤로 광배가 원형으로 묘사되었다. 우선 이 광배는 불존들이 강림하는 

순간에 비치는 서광(瑞光)일 것이나 일월오봉도 속 ‘일월’ 구성의 일부로 보

인다. 용주사 <감로도>에서처럼 두 채의 벽련대반 뒤로 둥글게 떠오른 빛은 

현전하는 감로도에서 자주 확인되는 도상이 아니다. 용주사 이전 시기 감로

도 중에서는 <국청사 감로도>(1755)와 <봉정사 감로도>(1765)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청사 감로도>는 광배의 테두리에 남색 띠를 둘렀고 <봉

정사 감로도>에서도 광배 주위에 각색의 띠를 칠했으며 광배 내부에는 문

양을 그려 넣었다[도14-15].242) 반면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가느다란 윤

곽선 외에는 내부나 가장자리에 아무런 장식이 없어 완전한 달의 형태로 인

식된다.243) 다른 감로도의 광배와는 달리 달처럼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

에 존재했지만 흔히 나타나지 않던 감로도 도상을 마치 일월오봉도의 일월

과 같이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244)  

241) 용주사 <감로도>의 소나무를 언급한 연구로는 박도화, 앞의 논문(2004), p. 49; 
통도사성보박물관, 앞의 책, p. 172

242) 강소연은 감로도에서 확인되는 둥근 광배를 아미타불을 원형적으로 표현한 진리의 
원상(圓相)이라고 추론하였다. 강소연, 「靈駕薦度(영가천도)의 도상해석 "碧蓮臺(벽
련대)와 圓相(원상)" -조선후기  甘露圖(감로도)과 極樂九品圖(극락구품도)를 중심으
로-」, 『한국불교학』73, 2015, pp. 341-382.  

243) 용주사 <감로도> 이후 현전작 중에 벽련대반과 둥근 광배가 함께 표현된 예는 
<은해사 백흥암 감로도(銀海寺百興庵甘露圖)>(1792), <백천사 운대암 감로도(百泉寺
雲臺庵甘露圖)>(1801)가 확인되는데 이 작품들처럼 벽련대반과 둥근 광배가 동시에 
나타나는 예는 흔하지 않다. 용주사 <감로도> 이후 작품 중 벽련대반과 천녀가 나타
난 대부분의 작품들은 둥근 광배를 결하고 있다.

244) 일월오봉도 속 일월 도상은 하얀 달과 붉은 해로 표현되었으나 용주사 <감로도>
의 두 광배는 일월오봉도의 일월과 색상까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
로도>의 광배는 기존에 감로도에서 등장하던 벽련대반의 광배라는 본래 의미를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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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감로도> 속 광배는 일월오봉도의 일월을 의도했다고 보이지만, 

동시에 달 그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다. 특히 이 광배를 정조와 관련하여 

본다면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에서 말하는 ‘달’을 연상시킨다. 정

조는 스스로를 만천명월주인옹이라고 칭하였는데 국왕과 백성의 관계를 달

과 시냇물에 비유한 것이다.245) 명월(明月)로 군림하는 왕이 직접 모든 백

성(만천)을 밝게 비추는 친민(親民)적인 정치관을 의미하였다. 정조는 신하

로 상징되는 구름이 왕과 백성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다.246) 정조가 이러한 견해를 만천명월주인옹이라는 자신의 호

로서 피력한 시기는 1798년이지만, 이미 용주사를 창건하기 전인 1783년에

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247) 따라서 용주사 <감로도>에는 정조의 정치관

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용주사 <감로도>에서 확인되는 일월오봉도와의 도상적 유사성

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섯 무리의 불보살과 소나무, 청록산수 기법의 암석, 

수파묘, 화폭 좌우의 원형 광배라는 세부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일월오봉도

의 구성을 이루었다. 일월오봉도와 구성적으로 흡사하다는 점을 통해서 용

주사 <감로도>는 왕실 회화에서 최고로 지엄함을 강조한 권위적인 구도를 

차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감로도는 기존에도 일월오봉도와 도상이 겹치는 

소나무와 광배, 암석, 수파가 등장했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불화 중에서 

감로도만을 일월오봉도 특유의 성격을 지닌 구성으로 구현할 수 있었을 것

이다. 이로써 용주사 <감로도>는 권위를 얻을 수 있었다. 

용주사 <감로도>에 투영된 국왕과 그 왕실의 권위는 몇 가지 세부적인 

모티브를 통해서 더욱 정교해진다. 화폭 좌우에 위치한 벽련대반은 화려한 

산개와 의장으로 장엄되어 있는데 이를 받들기 위해 천녀들이 들고 있는 사

각형의 상(床)은 왕실 의례에 쓰이는 고족상(高足床)과 형태가 유사하다. 정

조대인 1784년에 간행된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 

지 않는 선에서 가장자리 테두리나 내부 장식을 제외하여 달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기존 감로도 제작 전통을 유지하면서 일월오봉도 속 일월의 배치와 달이라는 형태를 
연상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245) 『홍재전서』 권10, 서인(序引)3,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246) 박현모, 앞의 책, pp. 375-377.
247)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1783),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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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설에 수록된 ‘독책고족상(讀冊高足床)’과 비교해보면, 두 상은 기다란 상

다리의 굽이 바깥을 향해 올라간 호족반(虎足盤) 형태를 하고 있다[도16

].248) 천판(天板)과 상다리가 닿는 부분에 구름 모양의 장식이 가해진 점도 

같다[도17]. 왕실 의례에서 이러한 상은 옥책(玉冊)이나 죽책(竹冊)과 같이 

중대한 상징을 지닌 의식용 물품을 올려두는 데 사용되었다. 왕실 의례용 

상에는 주칠(朱漆)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주사 <감로도> 속 고족

상은 가장자리에 주칠이 되어 있으며 상다리에 금칠을 했다. 다른 감로도에

서 벽련대반을 받친 상도 의장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용주사 <감로도>

는 상의 형태가 동시기인 정조대 왕실 의례 물품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나타

난다는 점과 상에 주칠, 금칠로 가하여 그 격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249) 

또한 천녀들이 들고 있는 세 겹의 산개는 왕실 의례에서 흔히 쓰였던 

의장 중 하나인 일산(日傘)과 연관된다. 흔히 감로도에서는 경전에 기록된 

대로 인로왕보살이 보개(寶盖)가 달린 오색의 번(幡)을 들고 나타난다.250) 

이 보개와 용주사 <감로도>에서 천녀들이 들어 벽련대반을 장식한 산개의 

다른 점은 산개의 상단에 있다. 용주사 <감로도>에서는 산개 상단에 주지

(注之)라고 불리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도18]. 주지

는 왕실 의례용 일산이나 깃발의 꼭대기 부분에 부착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

되었다[도19]. 다른 감로도 작품에서는 보개의 꼭대기를 주지가 아닌 고리 

등으로 마감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용주사 <감로

도>는 화폭 내에 왕의 권위를 구현하고 그림의 격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권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감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

직 용주사 <감로도>에서만 확인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궁중, 특히 국왕 중 

248) 상다리 굽이 호랑이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호족반이라 불린다.
249)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감로도와 왕실 의궤의 행사도는 대규모 의식장면을 소재로 하

고 음악과 무용의 종합예술을 시각화해서 의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경희, 「韓國 佛敎儀式法具의 美術史的 意味 : 王室 工藝品과의 比較
를 통하여」, 『불교미술』13(1996), p. 93.

250) 인로왕보살의 번에 대해서는 임영애, 『번(幡) : 한국과 중국의 고대 번』(한국언
론자료간행회, 1997), pp. 115-127. 



- 68 -

정조와 친밀한 환경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성 주체인 정조는 불교를 

활용할 줄 알았고 시각 미술 제작에도 적극적이었던 성향을 가졌으며 용주

사를 건립하고 내부를 장엄할 때도 계하도감을 둘 정도로 조성에 관여하였

다.251) 용주사 <감로도>를 감동한 김홍도, 김득신 등은 정조가 의도한 사항

을 시각화하는 데 비교적 자주 동원되던 인물들이었다.252) 정조와 밀접한 

체계에서 제작된 용주사 <감로도>가 다름 아닌 왕과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인 일월오봉도를 연상시키며 왕실 의례에 사용되는 의장의 요소를 보여

준다는 점으로 보아 이 작품은 제작 주체인 정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로도> 속 소나무와 원형 광배는 정조의 왕권이나 정치관과 

연관된 해석이 가능하기도 했다.

용주사 <감로도>에서 감지되는 왕권을 상징하는 도상과 정조가 백성을 

대하는 정치관을 통해 이 작품은 국왕 정조의 존재를 암시한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조의 존재를 내포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국왕으로서 정

조가 가지고 있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

처럼 용주사 <감로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감로도의 도상과 구성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천도를 상징하는 벽련대반은 크기와 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지옥문을 나와 천도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등장했다. 반면에 중생

들이 지옥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르는 장면은 배제되거나 축소되었다. 대부

분의 감로도에서 감로를 절실히 구했던 아귀들도 소극적으로 묘사되었다. 

천도를 강조한 용주사 <감로도>는 국왕으로서 백성을 천도하고 선정(善
政)을 베풀겠다는 정조의 뜻을 시각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전륜성왕과 자신

을 동일시한 정조가 왕위에 있으니, 백성들은 천도될 것이라는 결과를 벽련

대반의 강조와 지옥문을 나오는 중생들을 통해 보여주며 지옥 도상과 죽음 

장면의 축소로 백성들의 고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였다. 기존에 

감로만을 갈망하던 아귀는 왕생을 엿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고혼인 백성들

에게도 왕의 선정이 미칠 것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감로도 도상에서 탈피하

251) 「어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를 인쇄할 때도 제반 사항에 정조의 허락이 필요했다. 
1796년 12월 22일, 관상감에서는 게어를 어떤 글자체로 간행할지 정조의 확인을 받
았다. 『일성록』, 정조 20년(1796), 12월 22일.

252) 본고의 Ⅱ-3장 참고. 또한 김홍도, 김득신 등의 궁중 화원들은 일월오봉도와 같은 
회화 구성에 익숙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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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자적인 화폭으로 새롭게 창안된 용주사 <감로도>는 정조가 다짐한 바

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도상에는 

정조가 이루고자 했던 민생 안정에 대한 염원과 포부가 반영되어 있었다. 

정조의 정치관을 구현하게 된 용주사 <감로도>는 용주사 대웅보전 내에 

‘현시(顯示)’되어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감로도는 의식 장면을 

구현한 이미지였다. 조선 후기에는 의식을 개최할 때 존재하던 삼단이 전각 

내부로 수용되고 각 단에는 감로도를 포함한 불화가 봉안되었다. 이로써 이 

작품들은 예배와 의식의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253) 이 중 감로도는 수

륙재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의 장면과 참가자들을 묘

사한 작품으로서 수륙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고혼들과 아귀들에게 시식을 베푸는 의례이며254) 이를 그린 감로도

를 봉안함으로 인해 불전 내부는 늘 수륙재를 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감로도 앞에 선 대중은 자연히 그 의식에 동참하며 그림 

속 천도 및 시식 의례의 효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255) 

용주사 <감로도> 속 의식의 장면은 조선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간행된 

수륙재 의식집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천

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그리고 조선 후기 승려인 지

환(智還)에 의해 18세기 초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
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에 실린 절차와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

다.256) 수륙재 의식257)을 용주사에 봉안할 감로도로 도해하는 과정에서 정

253) 정명희, 「이동하는 불화; 조선 후기 불화의 의례적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
화』10(2011), pp. 113-115.

254) 양지윤, 앞의 논문, p. 168; 이기운, 앞의 논문, p. 4.
255) 국사편찬위원회 편, 『불교 미술, 상징과 염원의 세계』(두산동아, 2007), pp. 

250-256; 정명희, 앞의 논문(2011), pp. 113-115. 
256) 남희숙, 앞의 논문, pp. 57-59; 양지윤, 앞의 논문, p. 20; 홍지현, 「18세기 경북

지역 사찰의 수륙재 설행과 공간이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p. 16; 연
제영, 「한국 水陸齋의 儀禮와 설행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 40; 
한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은 수륙재를 거행할 때 절차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의식을 바로 잡고자 편찬한 것이며 종합적인 의미에서 수륙재 의식집이라 할 
수 있다. 해동사문 지환, 김두재 옮김,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p. 9; 양지윤, 앞의 논문, p. 34; 이기운, 앞의 논문, p. 184; 연제영, 
앞의 논문, pp. 37-38.

257) 일반적으로 수륙재 의식은 수륙재를 설행하게 된 유래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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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라는 제작 주체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불보살과 이들이 천도할 

고혼의 존재는 국왕 정조와 백성들로 치환되었다. 

용주사 <감로도>에는 사당패 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인물들이나 환난을 

겪는 이들 대부분이 조선식 복식을 입고 있다. 사당패 놀이를 구경하고 있

는 인물 등에서 확인된다.258) 이로 인해 당시 용주사 <감로도>를 보는 이들

은 그림 속 인물들과 의복이 같아 화폭에 자신을 이입하기 더 수월했을 것

이다. 이로써 이 작품은 그림 속에서 고혼이 되었다가 결국 천도되는 대상

으로 조선의 백성들을 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용주사 <감로도>는 종교적인 

공간인 불전 내부에 현시되었으나 국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물인 일월

오봉도와 흡사한 구성을 취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하는 국왕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관람자들은 나아가 그 국왕이 자신들을 천도

해주리라는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깨닫고 감응하였을 것이다.

수륙도량을 여는 의식을 행한다. 다음으로 상단에 모실 대상인 불보살 등과 중단의 
성중, 하단의 고혼과 아귀 등을 불러들인다. 이 소청(召請) 의식이 끝나면 공양과 시
식 의례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소청한 대상들을 돌려보내는 봉송(奉送) 의식을 올
린다. 수륙재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연제영, 위의 논문, pp. 30-77.

258) 조선식 복식은 감로도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며 용주사 <감로도> 외에는 
<국청사(國淸寺) 감로도>(1755), <관룡사(觀龍寺) 감로도>(1791)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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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용주사 대웅보전 회화와 도교 도상의 채택

용주사 창건 당시 불화 중에는 궁중 회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던 도교 도

상의 영향이 현저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대웅보전 <삼장보살도>와 대웅보전 

내부 벽화로 대표되며 앞서 본 <감로도>에서도 일부 도교의 영향이 나타난

다. 이전 시기 사찰 미술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던 도교 도상이 용주사 불사

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은 특정한 표현 의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십장

생도(十長生圖)나 요지연도(瑤池宴圖) 등 궁중 내부를 장식하던 도교 계통

의 그림과도 연결된다. 

   1. 용주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와 신선(神仙)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지금도 용주사 대웅보전에서 실물을 볼 수 있다[도

20]. 삼장보살이란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 지장보살(地藏
菩薩)을 일컬으며 삼장보살도는 이들을 주존으로 하여 회중(會衆)들을 배치

한 불화이다.259)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크게 2단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 상

단에 위치한 삼장보살은 긴 대좌 하나에 결가부좌하였다. 중앙에는 천장보

살과 그 권속들을 배치하였으며 그 아래 하단에는 협시보살이 정면을 향해 

서 있다. 향우측에는 지지보살과 신중(神衆)들, 향좌측에는 지장보살과 명계 

시왕(十王) 등이 위치한다.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현전하는 18세기 삼장보

살도 중 대표작으로서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 의의가 있다.260)

259) 탁현규, 「18세기 삼장탱 도상과 양식 연구」, 『미술사학보』23(2004), pp. 
155-157.

260) 조선시대 삼장보살도는 소의경전이 알려져 있지 않아 성립 배경이 불분명한 경향
이 있다. 용주사 <삼장보살도>의 도상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고 등이 참고 된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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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삼장보살도>의 양식은 15-17세기에 간행된 수륙재 의식집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1469),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470), 『오종

범음집(五種梵音集)』(1661)을 근거로 하며 『홍씨선불기종』의 도상도 채

택되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새롭게 유통되어 1730년경부터 삼장보살도에 

반영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영향은 보이지 않아 최신 도상을 

반영하려는 의지는 알 수 없다.261) 

용주사 <삼장보살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홍씨선불기종』에서 차용

한 신선 도상과 천녀의 표현이다. 『홍씨선불기종』은 명대(明代)인 1602년

에 홍자성(洪自誠)이 찬술한 화보집으로 도교와 불교의 존상을 도가지부(道
家之部)와 불가지부(佛家之部)로 나누어 본문과 함께 수록하였다.262) 조선

에서는 17세기 전반부터 불화에 반영되었으며 현전하는 삼장보살도 중에서

는 1741년 작인 <흥국사(興國寺) 삼장보살도>에서부터 확인된다.263) 용주

사 <삼장보살도>는 『홍씨선불기종』을 수용한 삼장보살도 중에서 가장 다

양한 존상을 보여준다. 용주사 작품 이전에는 <흥국사 삼장보살도>(1741), 

<은해사(銀海寺) 삼장보살도>(1755) 등에서 『홍씨선불기종』의 도상이 보

이지만 약소한 수준이다.

『홍씨선불기종』과 관련되었다고 확인되는 용주사 <삼장보살도>의 존

상은 여섯 명으로 모두 천장보살의 권속으로 배치되었다. 다음 [표4]에서 

정리하였으며 번호는 천장보살의 향좌측 하단부터 향우측으로 부여하였다.

[표4] 용주사 <삼장보살도>의 『홍씨선불기종』 신선 도상264)

현규, 『조선시대 삼장탱화 연구』(신구문화사, 2011), pp. 221-226; 유경희, 앞의 
논문(2009); 이용윤, 앞의 논문(2005), pp. 120-121;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 
106-109.

261) 용주사 <삼장보살도>와 달리 <은해사(銀海寺) 삼장보살도>(1755)의 경우에는 
『홍씨선불기종』,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도상을 채택하였으나 『수륙무
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오종범음집』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
는다. 이용윤, 위의 논문(2005), pp. 112-121.

262) 洪自誠, 蕭天石 編, 『洪氏仙佛奇踪』(台北 : 自由出版社, 2014)
263) 이용윤, 앞의 논문(2005), pp. 112-121; 유경희, 앞의 논문(2009), pp. 478-496.
264) 도상 판명은 다음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洪自誠, 蕭天石 編, 앞의 책; 유경희, 앞

의 논문(2009), pp. 49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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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용주사 <삼장보살도>의 천장보살 주위에는 

동방삭(東方朔), 하선고(何仙姑) 등 도교의 신선들이 천장보살을 향해 있다. 

다른 삼장보살도와 용주사 <삼장보살도>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천장보살

의 권속들인데, 기존에 표현되던 도교 제신(諸神)이 아닌 『홍씨선불기종』

에 등장하는 선인들 위주로 배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천장보살의 권속은 작품마다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대체로 

사공천중(四空天衆), 십팔천중(十八天衆)등의 천부중(天部衆), 일월천중(日
月天衆)과 같은 도교의 성신(聖神)들로 구성된 성중(星衆), 마찬가지로 도교

에서 영향을 받은 신선들로 이루어진 선중(仙衆)이 존재한다.265) 천장보살

의 권속으로 도교와 관계된 존격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천장보살 신앙이 도

교의 천제(天帝)인 옥황상제(玉皇上帝)에 대한 숭배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66) 

[표4]에서 확인된 선인들이 도교의 제신과 구분되는 부분은 본래 인간

이었으나 불로불사(不老不死)의 경지에 달한 신선으로 거듭났다는 점이

다.267) 용주사 <삼장보살도는> 기존 삼장보살도에 비해 도교 신선을 위주로 

265) 김정은, 「朝鮮時代 三藏菩薩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pp. 
32-35.

266) 위의 논문, pp. 28-29.
267) 窪德忠, 『道敎史』(東京 : 山川出版社, 1977); 조인수, 「도교 신선화의 도상적 

기능」, 『미술사학』15(2001), pp. 58-59; 정동화, 「朝鮮時代 繪畵의 道敎的 理
想鄕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 42-52.

추정 

존명
도상 <삼장보살도>의 천장보살과 권속 도상

추정 

존명

동방삭
5. 복숭아를 

든 선인

6. 복숭아 

가지를 어깨에 

진 선인

하선고

황야인

이팔백

3. 어깨에 

나뭇잎을 두른 

선인1

4. 어깨에 

나뭇잎을 두른 

선인2

황야인

이팔백

백석생

위백양

1. 부채를 든 

선인

2. 불로초, 영지 

바구니를 

어깨에 진 선인

안기생

손사막

헌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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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시키고 도교 신들은 배제했다는 면에서 특색이 나타난다. 인간에서 신

선이 된 인물들을 수적으로 강조하여 인간도 장생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시각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용주사 <삼장보살도>의 신선들은 얼굴과 약간의 상반신만 표현되어 신

선 중 누구인지 명확한 존명을 판명하기 쉽지 않다. 위 [표4]에서 정리하였

듯 동방삭과 하선고 외에는 두 명 이상의 신선 도상과 연관되어 있다.268) 

같은 대웅보전의 판벽화 속 신선들도 고정된 도상에 얽매이지 않아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렵다. 존상의 불분명함은 용주사 <삼장보살도>와 벽화 뿐 아

니라 18세기 신선도의 특징이기도 하다.269) 그렇지만 용주사 <삼장보살도>

에서는 해당 신선의 존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인들은 

모두 인간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상징이 일맥하기 때문이

다. 용주사 <삼장보살도>에서 신경을 기울였던 부분은 이들 존상이 신선이

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수월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데에 있었다. 용주사 <삼

장보살도> 속 선인들은 명확한 존명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신선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영지, 불로초, 복숭아, 풀잎과 같은 사물을 지닌 선인 위

주로 표현하였다. 그 배치에 있어서도 비슷한 지물을 가진 선인을 같은 단

268) [표4]에서 확인되는 천장보살 향좌측 하단의 1번 선인은 깃털로 된 부채를 들고 
있다. 머리 양 쪽에는 천녀처럼 고리를 올렸지만 천녀의 것보다는 작은 크기이다. 1
번 선인이 든 것과 같은 부채를 『홍씨선불기종』에서 백석생(白石生), 위백양(魏伯
陽)이 들고 있어 비교되지만 머리 모양은 같지 않다[도21-22]. 천장보살 향우측 하
단에 2번 선인은 영지와 불로초 등이 담긴 바구니를 매단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있
다. 이 지물은 『홍씨선불기종』의 안기생(安期生), 손사막(孫思邈), 헌원집(軒轅集)
의 도상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도23-25]. 그 중 안기생은 2번 선인과 머리 장식이 
같아 가장 흡사하다. 3번과 4번 선인은 어깨에 나뭇잎을 매단 장식을 둘렀으나 잎의 
종류는 같지 않으며 3번 선인은 머리에 장식을 올렸다. 황야인(黃野人), 이팔백(李八
百)이 어깨에 나뭇잎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참고 된다[도26-27]. 5번 선인은 큼
지막한 복숭아를 들고 있는데 이는 동방삭의 도상이다. 그러나 『홍씨선불기종』에서 
동방삭은 늙은 노인이지만 용주사 본에서는 젊은 모습인 점이 다르다[도28]. 6번은 
젊은 여선(女仙)이 복숭아 세 개가 달린 가지를 두 손으로 어깨에 지고 있다. 『홍씨
선불기종』에서는 하선고가 복숭아 가지를 들고 있어 6번 선인을 하선고라고 추정할 
수 있다[도29], 洪自誠, 蕭天石 編, 앞의 책, pp. 47-48, ‘白石生’, pp. 165-166, 
‘魏伯陽’, pp. 49-50, ‘安期生’, pp. 119-121, ‘孫思邈’, pp. 131-133, ‘軒轅集’, pp. 
29-30, ‘黃野人’, pp. 37-38, ‘李八百’, pp. 51-51, ‘東方朔’, pp. 93-94, ‘何仙姑’  

269) 박은순, 「17, 18世紀 朝鮮王朝時代의 神仙圖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 81-82.



- 75 -

에 위치시켜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가장 하단에는 부채와 바구니, 중단에는 

풀잎 장식을 한 선인 2인, 상단에는 복숭아를 지닌 선인 2인을 배치하였다.

<삼장보살도>에 나타난 도교 도상은 화면 하단이자 가장 앞쪽에 등장한 

두 천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천녀들이 들고 있는 책, 병, 복숭아 같은 

공양물 또한 현전하는 삼장보살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두 명의 천녀는 측

면으로 걷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각각 책, 병과 복숭아 등의 과일을 들

고 있다. 기존 삼장보살도에서 천녀는 화면 뒤쪽에 배치되거나 거의 나타나

지 않았으나 용주사 <삼장보살도>에서만 전면에 부각 되었다.270) 이러한 모

습은 1790년 이전에 제작된 삼장보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용주사 <삼

장보살도>에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도상이라 할 수 있다.271) 용주사 불사에 

참여한 연홍이 1788년에 제작한 <마곡사(麻谷寺) 삼장보살도>도 용주사의 

작품과 확연히 다르다[도30]. 1790년 이후 조성된 삼장보살도 중 용주사 본

처럼 천녀를 표현한 예는 <청련사(靑蓮寺) 삼장보살도>(1881)가 유일하지만 

이 작품은 용주사 <삼장보살도>를 모본으로 하였다고 생각될 정도로 흡사

하다[도31].272) 사실상 조선 전 시기를 통틀어 용주사와 청련사 삼장보살도

와 유사한 작품을 현전작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의 권속으로 선인들을 등장시키고 

복숭아 등을 든 천녀를 전면에 나타내어 특수한 양식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

해 장생을 상징하는 도교 도상이 강조되었다. 이는 같은 대웅보전에 봉안된 

<감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앞서 보았던 용주사 <감로도>에는 중단에 배

치된 시식단의 양 끝에 복숭아가 가득 담긴 두 개의 그릇이 각 하나씩 놓여

있다. 이 복숭아도 현전하는 감로도 중 거의 유일하게 확인되는 도교 도상

이다. 일반적으로 감로도 시식단의 가장 윗줄에는 위패로 보이는 지물(紙
物)과 꽃장식, 병화(餠花, 다식을 쌓고 꽃으로 장식한 것)를 배치하고, 그 

270) 화면 뒤쪽에 쟁반을 든 천녀나 동자가 표현된 작례는 <운흥사(雲興寺) 삼장보살
도>(1730), <수다사(水多寺) 삼장보살도>(1731), <현등사(懸燈寺) 지장보살
도>(1759), <남지장사(南地藏寺) 삼장보살도>(1789) 등이 있다.

271) 김정은, 앞의 논문, p. 61; 정승현, 「朝鮮時代 三藏菩薩圖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pp. 98-99, 각주 127; 탁현규, 앞의 책, p. 224; 국립중앙박물
관, 앞의 책, p. 109.

272) 탁현규, 앞의 책, pp. 2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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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는 고봉으로 쌀을 올린 성반을 여러 개 놓는다. 과일이나 가지 같은 

공양물을 함께 올리는 사례도 확인된다.273) 그러나 용주사 <감로도>와 같이 

지물과 꽃장식을 배제하고 복숭아, 수박 등을 여러 개 차려놓은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274) 시식단이 다른 감로도에 비해 간소화되어 장식성이 약화 

되었으나 그 위에 올린 공양물은 전례 없는 것으로 차별화되었다. <보석사

(寶石寺) 감로도>(1649)는 조선시대 감로도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시식단의 

모습을 보여주어 참고 된다[도32]. 여기서는 수박 두 통과 포도 두 송이, 밤 

등이 시식단에 표현되었다. 수박은 용주사 <감로도>에도 등장하지만 밤은 

다른 감로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양물임과 동시에 보석사가 위치한 충남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하다.275) 이처럼 감로도 속 시식단에는 토산품을 활용

하여 해당 감로도 특유의 도상을 갖추기도 하였다. 용주사 <감로도> 또한 

고유의 공양물을 채택하여 특정한 의도를 암시한다.

용주사 <삼장보살도>와 <감로도>에서 등장한 복숭아는 천녀가 바치거

나 재단에 올려 공양하는 것이다. 공양물로서 표현된 복숭아는 정조와 관련

하여 1795년(을묘년) 봉수당(奉壽堂) 진찬연(進饌宴) 시 거행된 헌선도(獻
仙桃)를 연상시킨다[도33].276)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도34]에도 등

장하는 헌선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를 바치는 무용이며 복숭아를 

헌공한다는 의미에서 <삼장보살도>, <감로도>와 의도가 통한다. 특히 봉수

당 진찬연의 정재(呈才)는 도감에서 계획하던 전례와는 달리 정조가 직접 

구성하고 마련하였다.277) 이와 마찬가지로 용주사 <삼장보살도>와 <감로

273) 감로도의 공양물은 작품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조선시대 
감로도 공양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고 등이 참고 된다. 김승희, 「감로도에 
보이는 공양물의 내용과 그 의미」, 『美術史學』27(2013), pp. 289-319; 김정희, 
앞의 논문, pp. 150-152. 

274) <수도사(修道寺) 감로도>(1786)에서 복숭아로 추정되는 공양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용주사 <감로도>처럼 분명하게 복숭아로 표현되지 않았다.

275) 김승희, 앞의 논문(2013), pp. 289-291.
276)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설, 헌선도;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 정재악장, 

헌선도
277) 연회 때에는 일곱 번 술잔을 올릴 때마다 다른 무용을 선보였다. 그중 헌선도(獻

仙桃)와 수연장(壽延長)은 장수 기원을 주제로 하며 금척(金尺), 하황은(荷皇恩), 연
화대(蓮花臺)는 군왕의 덕을 송축하고 포구락(抛毬樂)은 놀이를 형상화하여 풍류적
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모든 정재가 끝나고 마지막에 불린 노래인 관화장(觀華章)은 
정조가 직접 지은 것으로 혜경궁의 덕을 기리고 만수를 축원하였다. 『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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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동시에 보이는 전례 없는 헌도(獻桃)의 채택은 정조의 개인적인 바

람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축수를 상징하는 사물로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인식은 도교와 습합한 

유교 세계관의 특징이다. 불교나 유교와 같이 자체적인 교단을 이루지 못했

던 도교는 불교와 유교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것들을 갖고 있었

다. 따라서 도교 신이 불교로 포용되었고 도교는 유교와 습합하였다.278) 효

를 최우선적인 개념으로 삼은 유교는 도교의 상징물이 있어 부모에게 축수 

할 수 있었고 미술 작품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유교에

서처럼 효도의 목적이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도교가 포섭되었다. 도교의 신

들까지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세계관을 꾸려야 했던 것이다.279)

불교 공간인 용주사의 미술 작품에서 도교 도상이 등장했던 배경은 불

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에서 도교가 습합한 원인과 일치한다. 

이러한 용주사 불교 회화의 성격은 다음 장에서 대웅보전 벽화와 아울러 살

펴보았을 때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용주사 대웅보전 벽화와 신선도(神仙圖)

용주사 대웅보전의 내벽에 그려진 벽화군은 조선 후기 사찰 벽화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본고의 [참고자료]에서는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벽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악장, 정재악장, 수
원화성박물관, 앞의 책(2015a), pp. 116-121.

278) 최종석, 「한국불교와 도교신앙의 교섭 –산신신앙, 용왕신앙, 칠성신앙을 중심으
로-」, 『한국불교학』61(2011), pp. 7-41; 촌상가실, 「도교속의 불교와 유교」, 
『도교학연구』4, no.1(1989), pp. 1-18.

279) 불교에 포섭된 대표적인 도교 신들로는 칠성신, 산신, 용신 등이 있다. 이들은 불
교의 호법신으로서 단독 전각에 모셔져 숭배되었다. 특히 불교 회화 중 칠성탱화에
는 북극성이 치성광여래로, 일성과 월성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칠원성군이 칠여
래로 변용되었다. 최종석, 위의 논문, pp. 33-36; 또한 조선 후기 <삼장보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천장보살의 권속으로 도교의 옥황상제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김정은, 
앞의 논문, 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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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에는 창방, 평방, 포벽, 판벽 하단, 판벽, 장여(도리받침), 천장, 천장 층

급 등 대부분의 벽면에 벽화나 별지화가 그려져 있다. 현재 육안으로는 채

색이 흐릿하여 명확히 판명할 수 없는 도상들이 있지만, 소재가 상당히 다

양하며 대체로 잘 보존된 상태이다. 우선 별지화의 화제로는 모란, 국화, 매

화, 운학문, 운룡문 등 궁중 회화의 소재가 다수 확인된다[도35-37]. 또한 

석류, 복숭아, 파초선, 표주박, 칠보문, 경권 등 불교나 도교 관계의 도상들

도 판벽 하단과 장여 등에 그려졌다[도38-40]. 

특히 판벽화 21점 대부분은 신선도로 이루어져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확인되는 창건 당시의 판벽화를 대웅보전 내 위치에 따라 도식

화하면 다음 [표5]와 같다. 본고에서 각 벽화에 부여한 번호는 대웅보전 내

부 <삼세불상> 앞에 섰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남측 벽화부터 시계 방향으

로 지정한 것이다.

[표5]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 도식280)

위 표에서 확인되는 21점의 판벽화는 3점을 제외하고 모두 도교의 신

280) 각 벽화의 명칭은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p. 172-176을 근거로 
재명명하였다.

남(정문)

1.군선도a
2.종리권

한상자도
3.선록도

4.청오공

수노인도
5.취선도 6.문창도

7.여동빈

유자선도

동

21.선학

대무도
8.유해섬도

서

20.헌수도
9.선동

군무도
19.비학

선인도
10.군선도b

18.기호기

록선동도

11.기사기

호선인도
17.한산

습득도
<삼세불회도> 및 <삼세불상>

12.비학선

동취적도
16.호계

삼소도

15.이교

납리도
14.군선도d 13.군선도c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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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이같이 조선시대에 사찰 내부를 도교의 신선 주

제로 가득 장엄한 예는 용주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281) 

대부분의 사찰 내부 벽화에서는 삼존도(三尊圖), 관음도(觀音圖) 등의 

보살도(菩薩圖), 변상도(變相圖), 팔상도(八相圖), 나한도(羅漢圖), 비천도

(飛天圖) 등의 주제가 주로 그려졌으며 여기에 일부 사찰에서는 산수도(山
水圖), 사군자도(四君子圖), 화훼도(花卉圖) 등 일반 회화가 부속 공간에 표

현되기도 하였다.282)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사찰 벽화에도 일반 회화

의 비중이 커진 사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용주사 대웅보전 상벽에 수준 높은 

신선도가 다수의 규모로 채워졌다.283) 사찰 벽화로 자주 그려진 비천도와 

같은 천인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284) 

용주사 내부 벽화에 신선 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8세기라는 시대

적인 특성과 왕실의 영향 하에서 제작된 미술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 시기에 신선도 류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특히 17세기에 들

어서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더욱 대중적인 소재가 되었

다.285) 왕실의 신선도는 세화(歲畫)나 의례, 축수, 기복(祈福)의 용도로 궁

중 화원에 의해 제작되었다.286) 

281) 1785년 마곡사(麻谷寺) 대광보전(大光寶殿) 창방 위 측벽에도 이철괴와 유해섬 
같은 신선도가 있으나 대웅보전 네 면을 신선도로 가득 꾸민 예는 용주사가 유일하
다.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 173, 283, 각주 47; 천성철, 앞의 논문
(1995), pp. 89-91.

282) 국립대구박물관,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 사찰벽화전』(국립대구박물관, 
2006), pp. 137-255; 최경현, 「19世紀의 寺刹 壁畵 硏究」, 『文化史學』
38(2012), pp. 143-145.

283) 조선 후기 사찰 내부 벽화에 일반 회화가 등장한 사례로는 율곡사 대웅전 <산수
도>(17세기 후반), 용연사 극락전 <하마선인도>, <군선도>(18세기), 파계사 원통전 
<화훼도>(18세기), 불국사 대웅전 <산수도>, <죽조도>, <산수인물도>(18세기) 등이 
있다. 용주사가 창건된 이후 19세기가 되면 사찰 벽화의 주제가 도석인물화, 화조화, 
화훼화, 고사인물화, 설화 등의 일반 회화로 다양해지는 경향이 심화된다. 최경현, 앞
의 논문, pp. 144-145.

284) 전경미, 앞의 논문, p. 85.
285) 대부분의 현전하는 신선도는 17, 18세기 이후의 작품들이다. 박은순, 앞의 논문

(1984), pp. 33-60; 박은순, 「正廟朝<王世子冊禮契屛>:神仙圖契屛의 한가지 예」, 
『미술사연구』4(1990), p. 101; 우현수, 「조선후기 瑤池宴圖에 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pp. 41, 58-59;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도교 문
화 : 행복으로 가는 길』(국립중앙박물관, 2013), pp. 180-229.

286) 송혜승, 「朝鮮時代의 神仙圖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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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와 그 왕실에 관련된 신선도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정조 재위기인 

1784년과 1794년에는 차비대령화원의 취재로 각각 ‘삼성도(三聖圖)’와 ‘서

망요지강왕모(西望瑤池降王母)’라는 신선과 관계된 화제가 출제되었다.287)

1800년에는 당시 세자였던 순조를 주체로 한 <왕세자책례계병(王世子冊禮
契屛)>이 제작되었는데 이 작품은 ‘요지연도’ 형식으로 그려졌다.288)

요지연도는 신선들이 서왕모(西王母)의 거처인 곤륜산(崑崙山) 요지(瑤
池)에서 개최된 연회에 참여하는 장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289) 정조가 김

홍도에게 궁중 벽면에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를 그리기를 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290) 김홍도가 그린 <삼성도>가 궁중 소장품이었던 내용도 확

인된다.291) 이상과 같이 정조대에는 궁궐 장식화, 의례 기념용 계병 등으로 

신선도가 제작되었으며 왕실에서는 장수와 기복을 상징하는 신선 소재를 선

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용주사 내부 판벽화의 특성은 각 장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21점에 달하는 판벽화는 도해된 장면의 내

용보다 채택된 모티브의 상징성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1점 

벽화 각각에 선정된 주요 도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 [표6]으로 

도상과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13-23.
287)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하(돌베개, 2001), p. 53.
288) 후술하겠지만, 이 <왕세자책례계병>을 비롯한 요지연도의 도상은 용주사 벽화의 

일부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지연도에는 서왕모(西王母)의 거처인 요지(瑤池)를
찾아가는 신선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중 호랑이를 탄 선인, 유건을 쓴 여동빈(呂
洞賓)과 피리를 부는 유자선(柳子仙), 학을 탄 소사(簫史), 문창(文昌)과 주변 인물
들, 두꺼비를 탄 유해섬(劉海蟾), 춤을 추는 신선과 학 등의 이미지가 용주사 벽화에
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289) 현전하는 요지연도는 대부분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으며 요지를 찾아가는 신선들
의 다양한 모습과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박은순, 앞의 논문
(1990), pp. 102-103; 우현수, 앞의 논문, pp. 40-52; 송혜승, 위의 논문, p. 18.

290) 이 내용은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이 지은 『호산외기(壺山外記)』의 「김홍
도전(金弘道傳)」에 실려 있다. 송혜승, 위의 논문, p. 20, 각주 38.

291)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운지(怡雲志)」에
서 확인된다. 서유구,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5(보경문화사, 1983). p. 380; 송
혜승, 위의 논문, p. 21, 각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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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의 명칭과 내용292)

292) 이 표에 정리된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의 도상과 내용은 주로 다음 논고 등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p. 266-283; 천성
철, 앞의 논문; 전경미, 앞의 논문; 송혜승, 위의 논문; 박형선, 「朝鮮後期 道釋人
物畵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신중용, 「道釋人物畵에 관한 硏究 : 
조선시대 후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번호 명칭 주요 도상 표현 내용

1
군선도a

(群仙圖)

단약, 파초선, 

영지(불로초)

결락이 있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지만 옷자락이 나부끼는 선

인 3인을 그린 그림이다. 선동은 영지 등 약초가 든 바구니

를 어깨에 메었으며 선동이 바라보는 위치에 나란히 선 두 

신선은 각각 단약(丹藥)과 파초선을 들고 있다[도41].

2
종리권한상자도

(鍾離權韓湘子圖)
종리권, 한상자, 
복숭아, 파초선

한상자와 종리권, 그리고 두 명의 선인을 묘사했다. 화면 왼

쪽에 홀로 서 있는 한상자는 꽃바구니와 복숭아 가지를 들었

으며 시선은 종리권을 향해 있다. 『홍씨선불기종』에 의하면 

한상자는 양 갈래로 머리를 올렸으며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능력이 있었다하여 이 벽화의 도상과 연결된다. 

종리권은 지물인 파초선을 들고 쌍상투를 튼 모습이며 그 옆

의 선인 두 명은 허리를 굽히고 있다[도42]. 

3
선록도

(仙鹿圖)

영지, 모란, 

복숭아, 사슴

영지를 든 선인과 각각 등에 모란, 복숭아를 진 사슴 한 쌍

을 표현하였다[도43]. 『홍씨선불기종』에서 황야인이 이 벽

화에서처럼 영지를 들고 사슴을 바라보고 있어 존명 판정에 

참고 된다.293)

4
청오공수노인도

(靑烏公壽老人圖)

청오공, 수노인, 
모란, 수사슴, 

사자

수사슴을 탄 청오공과 사자를 탄 수노인을 그렸다[도44]. 청

오공은 모란이 가득한 바구니를 매단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있으며 수노인은 두루마리가 달린 지팡이를 어깨에 지고 있

다. 수성(水星)을 의인화한 수노인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며 

장수를 상징한다.294)

5
취선도

(醉仙圖)
신선, 나무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술에 취한 신선들을 그린 그림이

다. 가장 왼편에서는 동자가 신선들을 올려보고 있는데, 머리

가 하얗게 센 신선은 흰옷을 입는 젊은 신선의 어깨에 팔을 

올려 몸을 가누고 있다. 그 옆의 신선 또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오른편에는 드물게 나무가 표현되었다[도45]. 

6
문창도

(文昌圖)
문창, 암석

박락이 심한 상태이지만 두루마리에 글을 쓰고 있는 문창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도46]. 학문의 신으로 여겨진 문창은 과

거 응시자가 숭배하였고 18세기에 문창도(文昌圖)로 자주 그

려졌다. 이 벽화에서는 오른편에 배치된 암석을 배경으로 문

창, 문창에게 다가오는 노인과 그 일행이 등장한다. 

7
여동빈유자선도

(呂洞賓柳子仙圖)
여동빈, 유자선, 

복숭아

유건을 쓰고 호리병을 허리에 찬 여동빈(呂洞賓)과 버드나무 

정령인 유자선(柳子仙), 큼지막한 복숭아 가지를 든 시동까지 

총 3인을 그렸다[도47]. 『홍씨선불기종』에서처럼 여동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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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선을 함께 등장시켰으나 여동빈의 지물인 파초선이 사라

지고 호로병과 허리의 풀잎 장식이 나타났으며 유자선은 여

동빈의 칼을 지니지 않는 대신 피리를 불고 있다.295) 여동빈

의 칼은 천둔검(天遁劍)이라 하는데 잡념과 미혹을 단절시켜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문인들이 서재에 걸어두는 그림의 

소재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여동빈의 

지물로 등장하는 천둔검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여동빈은 인

간에게 해를 끼치는 정령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유자

선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는데, 유자선은 머리에 버드나무 가

지가 솟은 모습으로 버드나무 정령을 형상화하였다.

8
유해섬도

(劉海蟾圖)

유해섬, 영지, 

영지(불로초), 

두꺼비, 바다

신선 유해섬이 두꺼비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그

림이다[도48]. 유해섬도는 기섬도(騎蟾圖)라고도 하며 배경은 

물결문으로 처리 되었다. 두꺼비 등에 오른 유해섬은 불로초

와 영지 등이 든 바구니를 어깨에 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영지를 두꺼비에게 먹이려 하고 있다. <유해섬도>에는 기존 

유해섬 도상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유해섬의 

지물로 금전(金錢)이 달린 끈이 아닌 영지가 등장했다. 유해

섬은 길상과 재물을 상징하였으며 신선 중 가장 인기를 끌었

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296) 

9
선동군무도

(仙童群舞圖)
학, 선동

한 마리의 학과 선동 4인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을 배경 없이 그렸다[도49]. 인물 표현은 활동적이고 개성과 

해학이 넘치며 필선이 간결하다. 이 작품은 특히 김홍도의 

<선동취적도(仙童吹笛圖)>, <무동(舞童)> 등의 도상과 상통

하여 주목된다.297)

10
군선도b

(群仙圖)

영지(불로초), 

사슴, 복숭아

박락이 심해 식별이 어렵지만 불로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걸

어가는 두 마리의 사슴, 그 뒤로 유건을 쓰고 허리를 나뭇잎

으로 장식한 신선, 그리고 선동이 복숭아로 추정되는 사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다[도50]. 

11
기사기호선인도

(騎獅騎虎仙人圖)
사자, 호랑이, 

복숭아

사자와 호랑이를 탄 신선 두 명을 그린 그림이다[도51]. 사자

를 탄 선인은 마고(麻姑)로 여겨지는데 쟁반에 영약이 든 함

을 단정하게 들고 있다. 사자의 발끝과 머리에는 화염이 일

고 있다. 호랑이를 탄 신선은 기존 연구에서 동방삭(東方朔) 

또는 수노인으로 추정하였으며 복숭아가 달린 가지를 어깨에 

졌다. 일반적으로 동방삭은 사슴을 동반하고 복숭아를 든 모

습으로 표현된다. 수노인은 정수리가 높이 솟아 있고 사슴이

나 동자를 동반하거나 두루마리 책과 지팡이를 지닌 도상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신선은 머리도 높지 않고 복

숭아를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방삭에 더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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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선도c

(群仙圖)

남채화, 신선, 

영지(불로초)

네 명의 신선을 그린 그림이다. 그 중 남채화(藍采和)가 제일 

왼쪽에 등장한다[도53]. 『홍씨선불기종』에서 남채화는 양갈

래로 머리를 묶어 올리고 한쪽 발이 맨발인 젊은 남자의 모

습으로 박판(拍板)을 들고 있다. 꽃의 수호신인 남채화는 꽃

을 든 젊은 남자로 표현되는데 걸식을 하러 다닐 때는 박판

을 들고 한쪽 신발만 신은 채 다녔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남채화는 연령이 높아진 외모로 표현되었으며 박판을 들고 

있다. 남채화 옆에는 관모를 쓴 두 신선이 등장하는데 파란

옷을 입은 신선은 불로초가 든 바구니를 등에 매고 있다. 그 

옆으로는 또다른 신선 한 명이 두루마리 등이 달린 지팡이를 

어깨에 졌다.298)

14
군선도d

(群仙圖)
신선

시종 두 명과 관모를 쓴 신선 세 명을 그린 그림이다[도54]. 

시종 두 명은 각각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배치되었는데 선

인에게 두루마리를 건네거나 부채를 부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세 신선은 남채화가 등장한 <군선도c>의 신선들과 외관이 유

사하다.

15
이교납리도

(圯橋納履圖)
황석공, 장량, 
나무, 암석

<이교납리도>와 그 바로 옆의 <호계삼소도>는 신선이 등장

하지 않으며 조선 후기 일반 회화의 제재로 그려진 고사인물

도이다[도55-56]. <이교납리도>는 무릎을 꿇은 장량(張良)이 

붉은 신발을 들고 있고, 황석공(黃石公)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서 그 신을 신으려는 장면을 담았다. 이와 유사한 도상

은 1600년에 간행된 『열선전전(列仙全傳)』의 ‘황석공’ 삽

화에서 확인된다.299) 이교납리도는 훗날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장량이 황석공으로부터 태공망(太公望)의 병서

(兵書)를 전해 받았다는 고사에 의거하였다. 이 주제는 김홍

도에 의해 <이교수서도(圯橋受書圖)>로도 그려져 국립중앙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6
호계삼소도

(虎溪三笑圖)

혜원대사, 
도연명, 육수정, 

소나무

소나무를 배경으로 혜원대사(慧遠大師)와 도연명(陶淵明), 육

수정(陸修靜)을 그린 작품이다. 호계(虎溪)를 건너며 세 사람

이 크게 웃었다는 호계삼소의 고사를 주제로 하였다. 호계삼

소 또한 조선 후기에 화가들에 의해 자주 다루어졌다.300)

17
한산습득도

(寒山拾得圖)
한산, 습득, 

소나무

이 작품은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 중 유일하게 불교계 

도상을 채택하였으며 선종(禪宗) 조사(祖師)인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을 그린 그림이다[도57]. 당나라 때 인물로 알려진 

친우지간으로 각각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
薩)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선종인물화의 소재로 자주 등

장하였다.301) 용주사 대웅보전의 <한산습득도>는 옆으로 누

운 나무 뒤에 나란히 선 한산과 습득을 밝은 표정으로 그렸

다. 습득은 『홍씨선불기종』의 도상대로 빗자루를 갖고 있고 

한산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도상은 명대 진자화(陳子
和)의 <화합선인도(和合仙人圖)>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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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의 내용을 요약한 위 [표6]을 보면, <이교납리도

(圯橋納履圖)>와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를 

제외한 상벽 전체가 다양한 신선들로 장엄되었다는 점을 한 눈에 알 수 있

다. 그 신선들은 대부분 동물이나 식물, 자연물과 함께 등장하였다. 21점의 

도상을 모두 종합해보면 동물들로는 암사슴과 수사슴 여덟 마리와 학 네 마

리, 호랑이 세 마리, 사자 세 마리, 두꺼비(거북이)가 두 마리 묘사되었다. 

293) 洪自誠, 蕭天石 編, 앞의 책, p. 29.
294) 구보 노리타다, 이정환 옮김, 『(옥황상제에서 서왕모까지)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

기』(뿌리와이파리, 2004), pp. 160-162.
295) 洪自誠, 蕭天石 編, 앞의 책, p. 83.
296) 조인수, 「道敎 神仙 劉海蟾 圖像의 形成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no.225·226(2000), p. 129.
297) 기존 연구에서는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가 김홍도, 김득신 등의 도석인물화

와 필법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밝혔으며 판벽화에는 김홍도, 김득신의 도석인물화의 
화풍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김홍도 작품과의 공통점은 배경 생략, 안면 묘사,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군선, 판명이 불가한 신선 등장 등 다수이다.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p. 280-283.

298) 洪自誠, 蕭天石 編, 앞의 책, pp. 77-78.
299) 尹瘦石 編, 『中國古畵譜集成』1(濟南 : 山東美術出版社, 2000)
300) 안휘준 외,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pp. 62-77.
301) 한산과 습득에 대해서는 『한산시집(寒山詩集)』에 기록되었다. 박형선, 앞의 논

문, pp. 27-28;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p. 270-271, 각주 22.

18
기호기록선동도

(騎虎騎鹿仙童圖)
호랑이, 사슴, 

복숭아, 불수감

각각 호랑이와 사슴을 타고 복숭아 달린 가지와 불수감을 든 

선동(仙童) 2인을 그렸다. 선동들은 둥근 배를 드러낸 의복을 

입고 있어 독특하다[도58].

19
비학선인도

(飛鶴仙人圖)
학, 선녀, 
복숭아

 아무 배경 없이 학을 타고 날아가는 선녀 1인을 그렸다. 판

벽화 대부분이 배경을 결하고 있는데 일부만 나무와 같은 약

간의 경물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선녀는 복숭아가 든 바

구니를 들고 있는데 중국식 복장이 아닌 노란 저고리에 붉은 

하의인 한복을 입고 있어 독특하다[도59].

20
헌수도

(獻壽圖)

거북, 천녀, 

석류, 

영지(불로초)

선동 2인과 천녀를 그린 그림이다. 오른편의 천녀는 선 채로 

거북이 등에 타고 있으며 화염보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

다. 천녀와 마주보는 위치에는 석류가 달린 가지를 어깨에 

진 선동과 상서로운 과일이 든 상자를 들고 영지와 불로초가 

담긴 바구니를 등에 맨 선동이 서 있다[도60].

21
선학대무도

(仙鶴對舞圖)
학, 사슴, 선인, 

소나무

굽이진 소나무 아래 선인과 단정학(丹頂鶴)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을 그렸다. 선인은 허리에 풀잎으로 장식한 의복을 

입고 있고 그 옆에는 사슴 한 쌍이 묘사되었다[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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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나 자연물로는 복숭아, 영지(불로초), 소나무, 모란, 암석, 석류, 바다 

등이 확인된다. 이 중 복숭아는 21점의 벽화 중 7점에 나타났으며 영지(불

로초)는 5점, 소나무는 3점, 암석과 모란은 각각 2점, 석류와 바다는 각각 1

점에 등장하였다. 

판벽화 대부분의 장면에 출현하는 동물, 식물, 자연물 도상들은 다름 아

닌 십장생도 속 십장생(十長生)이다. 도교의 신선사상에서 기원했다고 보이

는 이 장생물들은 해, 달, 구름, 산, 물, 돌, 소나무, 대나무, 학, 사슴, 거북, 

영지(불로초), 복숭아 등이며 이 중 열 개 내외의 소재로 선정하여 도해한 

것이 십장생도이다. 십장생도처럼 ‘십장생’으로서 장생의 상징물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주제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십장생도가 세화(歲畫)로 자주 제작되었고 계병이

나 창호(窓戶)로 그려져 궁궐에 설치되거나 국혼, 궁중 연회 등에서 행사장

을 장엄하는 용도로 즐겨 사용되었다. 궁중 화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

인다.302) 용주사 대웅보전 판벽화에서는 장생물 중에 바다, 암석, 사슴, 학, 

두꺼비(거북), 복숭아, 영지(불로초), 소나무 등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용주

사 대웅보전 내부의 사방(四方) 상벽 전체는 축수와 기복을 상징하는 모티

브로 가득 채워졌다. 

용주사 벽화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웅보전 내부 판벽화가 요지연도와 관

련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03) 요지연도에서는 서왕모의 연회를 

찾아가는 신선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용주사 판벽화 속 신선들 

302) 십장생도에 대해서는 궁중유물전시관, 『병풍에 그린 송학이 날아 나올 때까지 : 
십장생』(시월, 2004), pp. 250-267; 국립고궁박물관, 『궁궐의 장식그림 : 국립고궁
박물관 특별전』(그라픽네트, 2009), pp. 102-103;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
림』(돌베개, 2012), pp. 53-82; 김용권, 「세화십장생도(歲畵十長生圖)의 상징과 
그 쓰임새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궁중(宮中)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중심으로-」, 
『동양예술』6(2002), pp. 251-276; 박본수, 「國立中央博物館 소장〈十長生圖
〉」, 『미술사논단』15(2002), pp. 385-400; 박본수, 「朝鮮後期 十長生圖 硏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권지희, 「朝鮮 後期 十長生圖의 象徵性과 造形性
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심영옥, 「십장생도에 내재된 장수
길상(長壽吉祥)의 상징적 이미지 연구」, 『동양예술』8(2004), pp. 118-158; 정동
화, 「朝鮮時代 繪畵의 道敎的 理想鄕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p. 
151-161 등이 참고 된다.

303)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pp.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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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마치 어딘가를 향해가듯 학을 타거나 두꺼비 등에 올라 바다를 건

너고 있는 선인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용주사 판벽화는 십장생도, 요지연도 

등의 도상과 연관성이 강하며 이들 작품은 모두 불로장생을 상징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같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대웅보전의 <삼장보살도>와 <감로

도>에서도 장생을 상징하는 도교 도상을 새로 채택하였듯이 대웅보전 불전 

내부 곳곳에는 장수와 수복이라는 상징체계가 구현되어 있었다. 

한편 이러한 도상은 십장생도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해학반도도(海鶴蟠
桃圖)와도 관련이 있다. 해학반도도는 선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서왕모가

거처하는 곤륜산에 학, 복숭아, 영지, 바위, 바다 등을 배치한 그림이다.304) 

요지연도와 해학반도도는 십장생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궁중에서 의례나 

전각 장엄용으로 선호되었던 주제였다. 용주사 대웅보전은 바로 궁중에서 

내부를 장식했던 십장생도, 요지연도 등의 도상을 선정했던 것이다. 

벽화뿐만 아니라 용주사의 단청에서도 사찰 단청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의(柱衣)가 기둥에 없고 창방 및 평방에 금문(錦紋)이 생략되

었다.305) 대신 모란, 국화, 매화 등과 같은 모티브로 내부를 장식하려는 성

격이 강화되었다. 특히 사면의 평방에는 대부분 모란을 그려 넣어 다량의 

모란 장식화가 전각 내부를 둘러싸도록 하였다. 모란은 사찰 벽화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궁중 장식화의 소재로 더욱 활용되었던 요소이다. 천정 층

급에는 산수화도 그려졌다[도62].306)

용주사는 <삼장보살도>와 <감로도>, 내부 벽화 및 별지화, 단청 등을 

통해 마치 궁궐 전각을 꾸밀 때와 같이 불전 내부를 장엄하였다. 십장생도

와 요지연도, 일월오봉도에 쓰이는 도상들로 불전을 연출한 이유는 국왕과 

관계된 신성한 공간을 위한 의장이자 수복강녕을 염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

다. 이러한 시각 요소들은 국왕과 왕실, 나아가 왕조의 무궁한 지속을 열망

304) 십장생도는 장생물을 강조하여 축수의 의미를 강화하였으나 해학반도도는 서왕모
가 거처하는 공간을 중점으로 한 작품이다. 해학반도도 혹은 해반도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13). pp. 269-277; 박정혜 외, 앞의 책(2012), pp. 
73-82; 정동화, 앞의 논문, pp. 182-193.

305) 용주사 단청에 대해서는 양용선, 「龍珠寺 大雄寶殿 丹靑樣式의 考察 : 紋彩에
반영된 宮闕裝飾 要素의 分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306) 용주사 대웅보전 천정은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계단처럼 층이 들어가 있다. 층이 
생기는 챌판 부분에 산수화 2점, 파초선, 경권, 표주박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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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산물이었다. 용주사 이전 시기의 다른 사찰 미술에서는 나타나지 않

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 같은 장엄으로 인해 용주사 불전은 더 이상 불교

적인 공간만이 아니게 되었다. 도교적 소재가 주를 이루던 궁궐 내부 세계

와 시각 환경을 공유하며, 불교의 영험성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왕

실의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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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790년에 용주사를 창건하면서 제작되었던 용주사의 미술 작품은 조성 주

체인 정조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반영한 불교 미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용주

사 창건 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특징을 검토하였고 그 미술에 내포된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삼세불상>, <감로도>, <삼장보살도>, 내부 벽화 및 

별지화로 대표되는 용주사 창건 시 작품들은 봉안 환경이나 화폭 표현 및 

구성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조의 국정 운영과 관련이 깊

었다. 용주사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삼세불상>은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하

는 역할을 하였고 회화 작품들은 용주사 불전을 마치 축소된 궁궐과 같이 

연출하였다. 

용주사 불교 미술에서 정조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게 된 원인은 불교와 

시각 미술을 대하는 정조의 성향에 있었다. 정조는 조정에서 수행하기 어려

운 불교의 백성 교화 기능을 인정하여 정치적으로 불교를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륜성왕이나 비로자나불과 같은 존재에 

자신을 투영시켰고 직접 지은 게어를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용주

사는 정조가 불교를 활용한 핵심적인 공간이었다. 용주사는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소 현륭원의 원찰이라는 점에서 정조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찰

이었다. 정조의 친위부대 소속이 된 용주사의 승려 및 승군들은 현륭원을 

예배와 군사력으로 수호하였고 꾸준히 사도세자를 추모하였다. 이같이 종교

적이고 군사적인 효과를 아우를 수 있는 사찰의 활동은 정조의 정통성을 공

고히 하는 데 중대한 역할이 되었다. 그 임무가 막중하고 숭고한 만큼 용주

사의 사격은 전국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었다.

용주사가 지니는 의미만큼 그 미술 또한 정조와 특별한 관련이 있었다. 

정조의 왕권과 깊이 관계된 사찰인 용주사에 봉안할 미술은 단순히 종교적

으로 예배나 의식에만 쓰일 대상이 아니었다. 정조는 재위 중 미술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자 했고 용주사 불교 미술 또한 정조가 정치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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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시각물에 속해 있었다. 특히 사찰의 미술은 불전 내에 봉안되

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적지 않았다. 

용주사 창건 시 미술은 그 제작 환경에서부터 국왕 친화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정조와 친밀한 위치에 있던 관리와 화원들이 제작 감동에 임명되

었는데 김홍도 등의 화원들은 정조의 국사와 관련된 화사에 자주 참여하였

던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성된 작품들은 동시기의 다른 사찰 미

술과 다른 모습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찰의 예배 대상은 본존불로 상징되므로 용주사의 주존불인 <삼세불

상>은 곧 용주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삼세불상>이 완성되어 

점안식을 거행할 때에는 정조의 하명으로 특별히 무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정조의 명을 받은 이덕무는 무차대회에 모인 백성들에게 왕의 은덕을 경험

하게 하였다. 또한 채제공이 지은 「화산용주사상량문」을 통해 용주사와 

<삼세불상>의 조성 배경을 설명하며 대중들에게 정조의 왕권과 생부를 기

리는 효심을 상기시켰다. <삼세불상>은 단순히 제작에만 그치지 않으며 이 

불상이 조성된 이유를 알리고 완성을 축하할 수 있는 법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삼세불상>은 정조의 

효심과 정통성의 산증이었다. 

용주사 창건 시의 불화들은 궁중 내부를 장엄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

었던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요지연도 등의 구성과 도상을 반영하고 있어 왕

의 권위와 왕조의 지속에 대한 열망을 드러낼 수 있었다. 용주사 <감로도>

는 화폭의 구성과 도상이 기존에 그려지던 전형적인 감로도와 다르다. 이 

같은 변화는 용주사 <감로도> 만의 제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표현상의 

조정이 이루어졌던 데에 기인한다. 화폭의 길이를 가로로 길게 한 용주사 

<감로도>는 화면 양 끝에 소나무를 대칭으로 배치하고 주요 존상들을 다섯 

무리로 배치하여 일월오봉도와 유사한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일월오봉도는 

다름 아닌 국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었다. 이로써 화

폭에 국왕의 존재를 암시하게 된 용주사 <감로도>는 바로 그 국왕인 정조

가 선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용주사 <감로도>

는 다른 감로도와 달리 지옥 장면을 배제했고 지옥문에서는 많은 중생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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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나온다. 천도를 뜻하는 벽련대반은 이전 시기 어느 감로도보다도 강

조되어 중생을 천도하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다. 천도와 왕생을 표현한 

<감로도>는 정조가 왕위에 있으니 백성들은 천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

각화한 작품이다.

정조의 정통성 및 권위를 상징하는 <삼세불상>과 <감로도>가 봉안된 

용주사 대웅보전은 궁궐과 유사하게 내부 공간이 장엄되었다. <삼장보살도>

와 대웅보전 내부 벽화에는 이전 시기 다른 삼장보살도나 사찰 벽화에서 거

의 채택되지 않던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도교 도상이 다수 등장하였다. <삼

장보살도>에는 천장보살의 권속으로 신선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풀

잎, 복숭아, 영지 등의 지물을 갖추고 있어 신선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웅보전 내부의 상벽을 두르고 있는 벽화 21점 중 대부분에도 장생

과 기복을 상징하는 신선들과 그 지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도상들은 바로 

궁궐에 설치되어 왕실의 무궁한 지속을 염원했던 십장생도, 요지연도 등의 

회화와 관계가 깊다. <감로도>와 구성적으로 유사한 일월오봉도 또한 어좌

나 어진에 늘 동반되었던 그림이었다. 이 같은 궁중 장식화에 나타나는 요

소들로 인해 용주사 불전은 종교적인 공간이지만 국왕과 그 왕실이 머무는 

궁궐과 같은 성격도 갖추게 되었다. 불교적인 영험을 지닌 사찰 고유의 공

간에 국왕의 위의를 중첩시켰던 것이다.

용주사 창건 시 미술은 정조와 그 왕실을 위한 산물이었다. 용주사 불

전 내부, 특히 대웅보전 안은 특수하게 고안된 미술 작품들로 장엄되어 국

왕의 의도와 왕실의 위엄을 불전 안에 구현할 수 있었다. 그 의도가 시각적

으로 나타나고 표현 방식이 새롭다는 점에서 용주사 창건 시 불교 미술의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특정 왕조인 정조의 불교 미

술에 대한 연구이지만 나아가 후원자와 불교 미술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용주사 창건 시의 작품들에서처럼 불교 미술은 후원 혹은 그 제작을 기획한 

인물이 품고 있던 의지와 염원, 의도 등을 시각적으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용주사 창건 시 미술은 국왕과 불교 미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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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1.「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1795)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5, 잡저(雜著)2 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10수에 주석 병

기, 을묘년(1795) 十首幷解○乙卯 수록307)

寺爲顯隆園齋宮而建也小子竊取大海量墨須彌聚筆書寫此八萬四千普眼法門之經義乘敎謹述
偈語以效三業供養一業謂身至誠敬禮二業謂口發言稱美三業謂意正意想念用修報恩福田謂父
母有養育之恩若能供養恭敬是名報恩福田 
용주사는 현륭원의 재궁으로 세운 것이다. 소자가 대해만큼의 먹을 마음속으로 취하고 수미

산만큼의 붓을 갖추어 이 팔만사천 보안법문의 경의와 가르침을 베껴 적었다. 삼가 게어를 

지어 삼업공양을 바치고

(삼업 중) 일업은 몸을 일컬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이업은 입이며 말로 칭송하는 것

이다. 삼업은 뜻이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다. 

복전에 보은하려 한다. 

부모가 양육한 은혜를 복전이라 하는데 만약 잘 공양하고 공경한다면 이를 복전에 보답하였다고 이름 

한다.

初。序分一。첫째. 서분(序分) 1수 

普告人天 널리 사람과 하늘에 고하다.

慧日大聖尊。法華經偈句也。叵思議。猶言不可量。四洲。一曰。南閻浮提。華言勝金洲。二曰。西瞿耶
尼。華言牛貨。三曰。東弗婆提。華言勝身。四曰。北鬱單越。華言勝處也。十地。一歡喜地。寄人乘。

謂初地菩薩。明修布施之行。而復示現生於世間。以作人王也。二離垢地。寄欲界天乘。謂二地菩薩。明
修十善之行。而復示現生於欲界天上。以作天王也。三發光地。寄色界無色界天乘。謂三地菩薩。明修八
禪定行。同於色界四禪。無色界四空處也。四焰慧地。寄須陀洹乘。謂四地菩薩。初斷俱生身見。觀於道
品。同於初果須陀洹故也。五難勝地。寄阿羅漢乘。梵語阿羅漢。華言無學。亦云無生。謂五地菩薩。觀
於四諦之行。旣終同於四果阿羅漢也。六現前地。寄緣覺乘。謂六地菩薩。觀於十二因緣生滅之行。同於
緣覺也。七遠行地。寄菩薩乘。謂七地菩薩。明修菩提分法之行。方便涉有。不捨度生。同於菩薩也。八

307) 해석은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pp. 623-625에 일부 실린 번역과 고전번역원 웹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작성 하였다. 

慧日大聖尊
威德叵思議
椎鐘告四洲
牖衆登十地

지혜의 해이신 대성존의
위엄과 덕은 헤아리기 어렵다. 
종을 울려 사주에 고하노니
중생들을 깨우쳐 십지에 오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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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地。寄顯一乘。謂八地菩薩。具證阿含德及不住道。而捨所修之行。契合實理。離相離言。超於世出
世間也。九善慧地。寄顯一乘。謂九地菩薩。以無量知。觀察無邊境界。說法敎化衆生。超於世出世間
也。十法雲地。寄顯一乘。謂十地菩薩。以法身爲雲。普覆衆生。受勝職位。意業自在。超於世出世間
也。

‘혜일대성존’은 법화경 게송의 구절이다. ‘파사의’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사주’의 첫 번째 의

미는 남염부제인데 중국말로는 승금주이다. 두 번째 의미는 서구야니이며 중국말로는 우화이다. 세 번째 

의미는 동불바제이고 중국말로는 승신이다. 네 번째 의미는 북울단월이며 중국말로는 승처이다. ‘십지’의 

첫 번째 단계는 환희지이며 인승과 관련이 있다. 초지보살이 보시를 밝게 행하여 세간에 현생함으로써 

인왕이 됨을 이른다. 두 번째 단계는 이구지이며 욕계천승과 관련이 있다. 이지보살이 십선을 밝게 닦아 

욕계천상에 현생하여 천왕이 됨을 이른다. 세 번째 단계는 발광지이며 색계무색계천승과 관련이 있다. 

삼지보살이 팔선정을 밝게 수양하여 색계사선과 무색계사공처와 같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염

혜지이며 수다원승과 관련이 있다. 사지보살이 처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견을 끊고 도품을 관하여 

초과 수다원과 같아지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난승지이며 아라한승과 관련이 있다. 범어로는 아

라한이 중국말로는 무학 또는 무생을 일컫는다. (난승지는) 오지보살이 사제행을 관하여 끝내면 사과 아

라한과 같아지는 것을 이른다. 여섯 번째 단계는 현전지이며 연각승과 관련이 있다. 육지보살이 십이인

연 생멸행을 관하여 연각과 같아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원행지이며 보살승과 관련이 있다. 칠지

보살이 보리분법의 행을 밝게 수양하고 방편으로 유를 섭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버리지 않아 보살

과 같아지는 것이다. 여덟 번째 단계는 부동지이며 현일승과 관련이 있다. 팔지보살이 증아함덕과 불주

도를 갖추고, 수행한 것을 버리며, 실리에 계합하고 형상과 언어를 떠나 세출세간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단계는 선혜지이며 현일승과 관련이 있다. 구지보살이 무량한 지혜로 가없는 경계를 관찰하

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법을 설하여 세출세간을 뛰어넘는 것을 이른다. 열 번째 단계는 법운지이며 현일

승과 관련이 있다. 십지보살이 법신을 구름으로 삼아 중생을 널리 덮고 승직위를 받아 의업이 자재하여 

세출세간을 뛰어넘는 것을 이른다.    

二。正宗分七。둘째. 정종분(正宗分) 7수(七首)

一。大地宿因。1. 대지의 오랜 인연

曼陀。卽曼陀羅。華。華言適意。又云白華。忉利。華言三十三。卽帝釋等三十三天所居之處。忉利天有
員樹。其華開敷諸天。爲之遊樂。而宿吉慶。積德之稱也。

‘만다’는 즉 만다라화이며 중국말로는 적의 또는 백화라고 이른다. ‘도리’는 중국말로 삼십삼, 즉 제석 

등의 삼십삼천이 거처하는 곳이다. 도리천에는 원수가 있는데 그 꽃이 피고 흩어지면 제천이 유락한다. 

‘숙길경’은 덕을 쌓음을 칭한다. 

二。供養七寶。2. 칠보를 공양하다.

寶花飛曼陀
員樹生忉利
東土宿吉慶
喬山開新寺

보화와 만다라화 휘날리고 
원수는 도리에서 자라난다.
동토에도 길한 경사가 있어
높은 산에 새 절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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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建於九月。按禮記月令。是月也鞠有黃華。梵語瞻博是也。金銀玻璃瑪瑙硨磲。諸經所謂七寶也。訓義
不同。一曰金。梵語蘇伐羅。二曰銀。梵語阿路巴。三曰琉璃。梵語如字。華言或稱靑色寶。四曰水精。

梵語頗黎。華言或稱水玉。五曰硨磲。梵語牟婆洛揭拉婆。六曰瑪瑙。梵語摩羅伽隷。七曰赤眞珠。梵語
鉢摩羅伽。又有七寶釋名。一曰珊瑚。梵語鉢攞娑。二曰琥珀。梵語阿濕摩揭婆。三曰珠寶。梵語摩尼。

或稱末尼。華言或稱離垢。四曰赤色寶。梵語甄叔迦。西域傳云甄叔迦樹名。其花色赤。形大如手。此寶
色如此花故名。五曰能勝。謂能勝衆寶也。梵語釋迦毗陵伽。六曰綠色珠。梵語摩羅伽陀。七曰金剛。梵
語跋折羅。謂出於金中。色如紫英。百鍊不銷。至堅至利。可以切玉。世所稀有。故爲寶。

절은 9월에 세웠다. 예기 월령편에는 “이번 달에 국화가 노란 꽃을 피웠다”고 하였는데, 범어로 ‘첨박’

이 이것이다. 금, 은, 파리, 마노, 차거는 여러 불경에서 ‘칠보’라 이르는 것이다. 훈의는 같지 않다. (칠

보 중) 첫째는 금이며 범어로는 소벌라이다. 둘째는 은이고 범어는 아로파다. 셋째는 유리인데 범어와 

글자가 같으며 중국말로는 혹 청색보라고 칭하기도 한다. 넷째는 수정이며 범어로는 파리이다. 중국말로

는 혹 수옥이라고도 칭한다. 다섯째는 차거이며 범어로는 모바락게랍바이다. 여섯째는 마노인데 범어는 

마라가례이다. 일곱째는 적진주이며 범어는 발마라가이다. 칠보를 뜻하는 이름이 또 있는데 첫째는 산호

이며 범어로 발라사이다. 둘째는 호박이며 범어로 아습마게바이다. 셋째는 주보이며 범어로는 마니인데 

혹 말니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국말로는 이구라고도 한다. 넷째는 적색보인데 범어로는 견숙가이다. 서

역전에서 이르기를 “견숙가는 나무의 이름이며 그 꽃은 붉은 색이고 형태가 손 같이 크다. 보석의 색깔

이 이 꽃과 같아 이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다섯째는 능승인데 다른 보석보다 뛰어남을 뜻하며 범어로

는 석가비릉가이다. 여섯째는 녹색주이며 범어로 마라가타라고 한다. 일곱째는 금강이며 범어로 발절라

라고 한다. 금에서 나오며 색이 자영과 같고 백번 단련하여도 녹지 않으며 단단하고 날카로워 옥을 자

를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 희귀하여 보배라고 한다.   

三。莊嚴萬偈。3. 일만 게송으로 장엄하다. 

淸淨有三種焉。心淸淨也。身淸淨也。相淸淨也。優曇鉢。卽靈瑞大寶。非時不現。現時定有金輪聖王出
世。國土莊嚴。臣民壽命。皆得增長八萬四千歲。

청정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마음의 청정과 몸의 청정과 상의 청정이다. ‘우담발’은 즉 신령스럽고 상서

로운 큰 보배이다. 때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 때에는 반드시 금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하여 국토

가 장엄하고 신민의 수명이 모두 팔만사천 세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四。應運發祥。4. 운에 응하여 상서가 일어나다. 

九秋瞻博節
工祝奏蕆事
金銀及玻璃
瑪瑙與硨磲

9월 가을 첨박의 계절에
관리가 일이 잘 갖추어졌음을 아뢰었다.
금은과 파리, 
마노와 차거로다.

淸淨廣嚴飾
重重壯佛居
我有優曇鉢
萬四千大書

청정하고 광대하며 장엄하게 꾸며
거듭 부처님 처소를 웅장하게 한다.
나에게 우담발이 있으니
일만 사천 게송을 크게 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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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上句而言。金輪者。輪取持載之義。華嚴經云。三千世界。依於水輪，風輪，空輪。不言金輪者。省文
也。大地之下有金輪。起世。因水上有風。吹轉成金。如熟酥生膏。是名金輪。金輪爲首。水輪以下居
次。又按長阿含經曰。金輪王生。在王家。受持齋戒。升高臺殿。臣寮輔翼。東方忽有金輪寶現。舒妙光
明。來應王所。欲往卽轉。隨輪所至於四天下。普勸人民。修十善道。是名金輪。金輪者。其輪千輻。經
一丈四尺。具足轂輞。雕文刻鏤。衆寶間錯。光明洞達。天匠所成。非世所有。卽輪王七寶。金輪寶居
一。作求。出詩大雅文王之什下武篇。有曰三后在天。王配于京。王配于京。世德作求。蓋言其武王之有
天下。上以承在天三后之緖。下以啓有周八百之基也。檀善木。字從亶也。道場十種香。旃檀爲上首。風
藏識七大之風。琉璃光。法王子所證法門也。七燈。七寶燈也。蓮雨佛雨。佛說第一義諦。三界諸天雨以
靑蓮寶花也。三車佛車三車之義。詳載於法華經。曰羊車。曰鹿車。曰牛車。三車之求出三界也。但欲自
度則喩逸羊之不顧羣。略有爲他。則如走鹿之能顧後。欲人之出。而不求自出。如牛之荷負安耐。一切報
恩也。

위 구절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금륜’은 수레바퀴가 버티면서 싣는 의를 취한 것이다. 화엄경에서 이르

기를 “삼천 세계가 수륜, 풍륜, 공륜에 의지한다.”고 하였는데 금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글을 생략한 

것이다. 대지 아래에 금륜이 있다. 기세인본경에서는 “물 위에 바람이 불며 맴돌면 금이 되는데, 마치 

연유가 익어서 기름이 생기는 것과 같으며 이를 금륜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금륜이 으뜸이고 수륜 이

하가 그 다음이다. 또한 장아함경을 살펴보면 이르기를 “금륜왕이 왕가에서 태어나 재계를 받고 높은 

대전에 오르자 신료들이 보필하고 받들었다. 홀연히 동방에 금륜보가 나타나더니 묘한 광명이 퍼지며 

금륜왕의 처소로 왔다. (왕이) 가고자 하면 곧 굴러서 따라갔다. 사천하에 이르러 널리 인민을 권면하고 

십선도를 닦게 하였는데 이를 금륜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금륜은 그 바퀴의 살이 일천 개이고 경經은 

일 장 사 척이다. 바퀴통과 바퀴 테가 갖추어졌으며 문양이 새겨졌고 여러 보배가 사이사이 꾸며져 있

어 광명이 통달하였다. 하늘의 솜씨가 이룬 것이지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곧 윤왕의 칠보 중 금륜

보가 그 하나가 된다. ‘짓고 구하시도다’라는 구절은 시경의 대아 문왕지십 하무편에서 “세 임금이 하늘

에 계시고 왕은 호경에서 대하신다. 왕이 호경에서 대하시니 세덕을 지어 구하신다”고 한 데에서 나왔

다. 대략 무왕이 천하를 소유하여 위로는 하늘의 삼후의 일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주나라 팔백 년의 터

를 여는 것을 말한다. ‘전단나무’는 훌륭한 나무이며 글자는 ‘단(亶)’을 따른 것이다. 도량의 열 가지 향 

중에 이 전단이 최상이다. ‘바람’은 장식 칠대의 바람으로 유리광 법왕자가 깨달은 법문이다. ‘일곱 등’

은 일곱 개의 보배로 된 등이다. ‘연꽃 비’는 부처가 내리는 비인데 부처가 설한 제일의제이며 삼계의 

모든 하늘이 청련보화를 비 내리는 것이다. ‘세 수레’는 불교의 세 가지 수레라는 뜻이다. 법화경에 상

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양거, 녹거, 우거의 세 수레로 삼계에서 벗어난다. 다만, 자신이 건너려고 하면 

달아난 양이 제 무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비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사슴이 능히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삼계에서) 구출하고자 하나 자신은 구하지 않는 것은 소가 짐을 이고 편히 견

디는 것과 같으니 일체 은혜를 갚게 된다.     

五。福德無量。5. 복덕이 한량 없다. 

果然金輪聖
應期來作求
檀風噓七燈
蓮雨沃三車

과연 금륜성왕이시여.
때에 응하여 와서 짓고 구하시도다.
전단나무 바람은 일곱 등에 불고
연꽃 비는 세 수레를 비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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乳海。海之數有七。乳海居其一。謂世有一海。其味如乳也。敷錫。見尙書洪範篇。初生。取詩生民章。

稻麻竹葦。謂佛世界福祿之多。而十乘者觀法也。一觀不思議境。心是一切法。一切法是心。非一非異。

不前不後。玄妙寂絶。非識所識。非言所言也。二發眞正菩薩心。觀上妙境不悟。須再加發心於靜心中思
惟也。三善巧安心。善以法性。自安其心也。四破法徧。以三觀能破之法。徧破諸惑也。五識通塞。其性
虛通。而能顯發實相之理也。六道品調適。謂三十七道品。調停適當也。七對治助開。如世醫藥必對病而
用也。八知位次。謂所歷之位高下淺深。不相混雜也。九安忍。謂安然不動。復須忍耐也。十離法愛。謂
於中道之法。遠離愛著之心也。刹。梵語具云刹摩。華言土田。卽國土也。謂一佛所化之境。以大千世
界。而爲一刹也。大千世界者。一日一月。繞一須彌山。照四天下。爲一世界也。

‘유해’는 바다를 일곱 개로 하였을 때 그 중 하나이다. 세상에 한 바다가 있는데 그 맛이 우유와 같다고 

한다. ‘널리 하사함’은 상서 홍범편에 보인다. ‘처음 태어남’은 시경 생민장을 취한 것이다. ‘벼와 삼과 

대나무와 갈대’는 불세계에 복록이 많음을 이른다. ‘십승’은 관법이다. 첫째는 관불사의경이며 마음은 일

체의 법이며 일체의 법은 마음인 것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다. 현

묘함이 고요하고 뛰어나 지식으로 알 바가 아니며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발진정보살심

이다. 위의 묘경을 관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모름지기 다시 더 발심하여 고요한 마음으로 사유하는 것

이다. 셋째는 선교안심이다. 법성의 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편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파법변이

다. 삼관으로써 파법변은 여러 미혹을 깨는 것이다. 다섯째는 식통색이다. 그 법성이 공허하고 통해 있

어 실상의 이치를 능히 잘 드러낸다. 여섯째는 도품조적이다. 37도품을 적당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일곱

째는 대치조개이며 세간의 의원과 약은 반드시 병에 맞도록 써야 하는 것과 같다. 여덟째는 지위차이다. 

지위의 고하와 천심을 분명히 하여 혼잡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른다. 아홉째는 안인이다. 편안하게 동요

하지 않고 다시 모름지기 인내하는 것이다. 열째는 이법애이다. 중도의 법에서 애착하는 마음을 멀리하

는 것을 이른다. ‘찰(刹)’은 범어로 말하면 찰마이며 중국말로는 토전이니 즉 국토다. 한 부처가 교화하

는 경계를 대천세계에서 1찰로 한다. 대천세계는 하나의 해와 하나의 달이 수미산 하나를 돌면서 사천

하를 비추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 것이다. 

六。諸佛護佑。6. 여러 부처님께서 보우하다. 

毗盧遮那。無量壽佛法號也。光。光明也。六十四種梵音。迦陵頻伽之聲。爲三十七。華言妙聲。鳥謂如
來。法音美妙如彼禽之聲也。弘。廣也。誓。制也。謂諸佛廣發慈悲。誓願要制其心志。求滿足也。按陀
羅尼雜集。一心如大地。謂願我心如大地。長養衆生。道芽善種。皆成聖果。二心如橋船。謂願我心如橋
船。運度衆生。不滯中流。達於彼岸。三心如大海。謂願我心如大海。涵育衆生。同得眞源。霑於法味。

四身如虛空。謂願我身如虛空。包含萬物。與諸衆生平等無二。同證法性。

敷錫自初生
如稻麻竹葦
十乘刹土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널리 하사한다.
벼와 삼과 대나무와 갈대 같이
십승의 불국토에 가득하다.

毗盧遮那光
迦陵頻伽聲
齊發愛戴願
弘誓保佑明

비로자나의 광명이고

가릉빈가의 소리이다.

일제히 소중하게 받드는 염원을 발하여

보우하고 밝혀줄 것을 크게 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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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자나’는 무량수불의 법호이다. ‘광’은 광명이다. 64종의 범음 중에 가릉빈가의 소리가 37번째이며 

중국말로는 묘성이라 한다. 새는 여래를 이르는데 법음의 미묘함이 저 새소리와 같다. ‘홍(弘)’은 넓다는 

뜻이며 ‘서(誓)’는 절제함이다. 제불이 넓게 자비를 발하고 그 마음과 뜻을 절제하여 만족을 구하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다라니잡집을 살펴보면 첫째, 마음이 대지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이 대지와 같

아 중생들을 기르고 키우며 도의 싹과 선의 씨앗이 모두 성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는 것을 이른

다. 둘째, 마음이 다리와 배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의 다리와 배 같이 중생들을 옮기고 건너게 하

여 중류에 머물지 않고 피안에 도달하도록 원하는 것을 이른다. 셋째, 마음이 대해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이 대해와 같아 중생들을 함양하고 진원을 얻으며 법미에 젖도록 원하는 것을 이른다. 넷째, 몸

이 허공과 같다 하였다. 이는 내 몸이 허공과 같아 만물을 포함하며 여러 중생과 평등하게 둘이 없이 

함께 법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이른다.

七。菩薩願力。7. 보살의 원력 

復次。更端語。世雄。諸菩薩羅漢。無邊。指無邊刹海也。

‘부차(復次)’는 다시 살펴 말하는 것이며 ‘세웅’은 여러 보살과 나한이다. ‘무변(無邊)’은 경계가 없는 찰

해이다. 

三。結偈分二。셋째. 결게분(結偈分) 2수(二首) 

一。淨土極樂。1. 정토 극락

甘露秋月淨界長天。皆贊美之辭。阿蘭若。華言閒靜處。由旬。華言限量。有三等不同。上八十里。中六
十里。下四十里。如須彌山高八萬四千由旬。雙持山高四萬二千由旬之謂也。龍珠寺。距王城八十里。

‘감로’, ‘가을 달빛’, ‘청정한 국토’, ‘넓은 하늘’은 모두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말이다. ‘아란야’는 중국말

로 잠잠하고 고요한 곳이다. ‘유순(由旬)’은 중국말로 한량이며 세 등급이 있는데 같지 않다. 상(上)은 

80리(里)이고 중(中)은 60리이며 하(下)는 40리이다. 이는 수미산의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고 쌍지산의 

높이가 4만2천 유순이라 이르는 것과 같다. 용주사는 왕성과 거리가 80리이다.  

二。恒沙寶籙。2. 항사와 같이 무한한 보록 

復次諸世雄
一一皆佛情
我知眞如是
法力照無邊

다시 여러 세웅을 살펴 말하노니

하나하나 모두 부처의 마음이다.

내가 진실됨이 이와 같은 줄 아니

법력은 가없이 비치도다.

甘露遍淨界
秋月滿長天
一曲阿蘭若
王城上由旬

감로는 청정한 국토에 두루 내리고

가을 달빛은 넓은 하늘에 가득하다.

한 굽이의 아란야는

왕성과의 거리가 팔십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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菩提。華言道。菩提有三。其一。眞名不僞。性名不改。以此眞性爲道。故名眞性菩提。其二。能照眞性
之智。以此實智爲道。故名實智菩提。其三。方便菩提。善巧隨機。化用自在。以此方便爲道。故名方便
菩提。又有三菩提。一曰。聲聞菩提。謂聲聞之人。發菩提心也。二曰。緣覺菩提。謂緣覺之人。發菩提
心也。三曰。諸佛菩提。謂諸佛於因中。發菩提心也。溱溱。取詩旐維旟矣。室家溱溱之義。箋曰。溱
溱。子孫衆多也。疏曰。王令以大人占夢之法。占之夢見旐維旟矣者。是男女衆多之象。

‘보리’는 중국말로 도(道)이며 보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진은 거짓되지 않음을 말하고 성은 바뀌

지 않음을 말하니 이 진과 성을 도로 삼기에 그 이름을 진성보리라 한다. 둘째, 진성을 능히 비추는 지

혜이며 이 진실한 지혜를 도로 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실지보리라고 한다. 셋째는 방편보리이다. 선하고 

공교하게 때에 따르고, 스스로 감화하는 방편을 도로 삼으니 그 이름을 방편보리라 한다. 또 세가지 보

리가 있는데, 첫째는 성문보리이다. 성문인이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다. 둘째인 연각보리는 연각인이 보

리심을 발하는 것이다. 셋째인 제불보리는 제불이 수행 중에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다. ‘진진(溱溱)’은 시

경에서 “현무 깃발과 새 깃발은 자손이 번창할 징조이다”의 뜻을 취한 것이다. 전(箋)에 이르기를, “진

진은 자손이 많은 것이다”라 하였고, 소(疏)에 이르기를, “왕이 태인으로 하여금 꿈을 점치게 하는 법인

데, 꿈에서 현무 깃발과 새 깃발을 보는 것은 남녀가 많은 형상의 조짐이다”라고 하였다.

2.「어제대보부모은중경게어(御製大報父母恩重經偈語)」

①『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93책, 정조 20년(1796), 4월 26일, 신시(申時)308)

上御便殿同副承旨入 侍時同副承旨李海愚假注書洪奭周記事官吳泰曾金履永內閣直提學李晩
秀以次進伏訖以親臨吏文製述儀註命書傳敎曰有所重則書題之坐椅呼寫與揭于題板不但合有
商量題語之所重何如則坐於殿上使諸文臣庭除應製亦未知爲可此意遣史官問于槐院兼帶諸大
臣以來仍 敎曰此傳敎分遣史官問議以來而使之催促往來可也賤臣承 命出飭 上曰新除承旨皆
已承牌乎卽爲知入賤臣承 命出問回奏曰左副今已入來同副則牌不進云矣 上書下 御製一簡其
文曰  
상께서 편전에 드시고 동부승지가 입시하였다. 이때 동부승지 이해우, 가주서 홍석주, 기사

관 오태증, 김이영, 내각 직제학 이만수가 차례로 나아가 부복하자 친림하시어 이문제술의 

의주를 명하였다. 전교에 이르기를, “중한 것이 있다면 즉 글을 지을 때 앉는 곳이다. …즉 

전상(殿上)에 앉게 하여 여러 문신으로 하여금 뜰을 벗어나 시험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옳

308) 이 기록은 『정조실록』44, 정조 20년(1796) 4월 26일 기사와 『홍재전서』56, 
잡저3에도 일부분이 중복 수록되어 있다. 해석은 고전번역원 웹사이트에 일부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작성 하였다.

於焉現菩提
導之躋梵春
作偈頌佛恩
報果占溱溱

어느새 보리가 나타나

범춘에 오르도록 인도한다.

게를 지어 부처의 은덕을 칭송하니

보과가 많을 줄 점칠 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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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러한 의견을 사관은 괴원(槐院)을 겸직하는 여러 대신 이하에게

물어라”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전교는 사관을 나눠 보내 의견을 묻

고, 사관을 재촉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니 신하들은 받아들여라”고 명하여 신칙하였다. 상

께서 이르기를, “새로 임명한 승지 모두 이미 패를 받았는가?” 하였다. 곧 조사하고 온 승지

가 돌아와 아뢰기를, 좌부승지는 오늘 이미 입래하였고 동부승지는 패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상께서 어제 한 통을 써서 하사하였다. 그 글에서 이르시길,

佛乘嘗所昧而大報父母恩重偈警切剴摯導衆生以躋極樂與吾儒報本篤倫之旨義爲溪心之印月
豈比於除夕重午雲觀搨頒之禳辟符自今兩名日代貼此偈以印本遍與之如是我聞佛諦十恩爲人
勸遶須彌千匝造經典萬卷不如以八種梵音告大衆各各爲爺孃得生天上快樂齊發願仍
“부처의 교법에 대해서는 일찍이 어두웠다. 그러나 대보부모은중게는 깨우침이 적절하고 중

요하여 중생들을 극락에 오르도록 인도한다. 더불어 우리 유가가 인륜지의를 보답하고 두터

이 하는 것과 시냇물에 박힌 달빛처럼 (뜻이) 똑같이 들어맞는다. 어찌 섣달그믐과 단오에 

운관이 찍어주는 재앙과 액운을 없애는 부적에 비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섣달그믐과 단오

에 이 게어를 대신 붙이고 인본을 두루 내려라. ‘이와 같이 들었노라. 부처께서 열 가지 은혜

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권하시니 수미산을 천 바퀴 돌고 경전 만 권을 만들어도 팔종 범음으

로 대중에게 고하는 것만 못하다. 각각 부모를 위하여 천상에서 쾌락을 누리도록 일제히 발

원하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敎晩秀曰名節符帖之揭旣無所據且涉不經而禳祓之道亦是古俗有難全廢今此佛經偈語旣以報
父母恩爲名則不猶愈於正朝端午所進之辭誕意怪者乎仍以恩重經偈十五字頒示使付雲觀刊印
以替符帖之進仍 命退諸臣以次退出
만수가 말하길, “명절에 부적을 거는 일은 애초에 근거가 없고 또 불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없애는 행위 역시 오래된 풍속이라 완전히 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불경

게어는 이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의미로 이름 하였으니, 오히려 설날과 단오에 괴상한 

말을 내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거듭 은중경게 15자를 운관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반

포하여 바뀐 부적을 하사 하십시오”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신들도 차례로 퇴장하였다.

②『한글본 정리의궤』309) 47권, 화성성역 8, 병진(1796) 5월 6일, ‘은중게(恩重偈)

309) 정조는 1794년 12월에 현륭원 행차를 주관하는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하였는데
1795년 윤2월 행차 때 정리의궤를 간행하기 위해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을 두었다.
이 정리의궤청에서 화성 성역을 총괄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또한 간행
하였다. 『한글본 정리의궤』의 서명이 ‘整理儀軌[정리의궤]’인 것으로 보아 정리의
궤는 현륭원 행차와 화성 성역을 동시에 종합하는 의궤라 할 수 있다. 정리의궤의 
한문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한글본 정리의궤』에는 정조의 화성 행차와 화성 성역
에 대한 기록이 동시에 수록되었다. 결본이 많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1796년 원행부터 남아 있어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와 겹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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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眞言)’ 부분310) 

원문 이미지(우에서 좌로)

5월 초6일 은중게(恩重偈) 진언(眞言) 125장(張), 선자(扇子) 85병(柄)을 내하 하시

어 감동당상 이하 경부패장까지 분등 반급하였다. 은중게는 불경 가운데 은중경이

라 하는 글이 있어 부모의 은혜가 중함을 중생으로 하여금 알게 한 말씀이다. 경문

이 따로 있고 이는 진언 글귀이니 불가에서 게어(偈語)라고 한다. 그 경문 말씀은 

대개 사람이 생기면 부모의 기혈을 손상시키고 부모의 정력을 다하여 자라고 나면 

능히 갚지 못함을 자비한 부처께서 어여삐 여겨 이 경문과 게어를 지으셨다. 부모

의 구로(劬勞)하신 은혜를 곡진히 형용하여 부유하천(婦孺下賤)이라도 다 한 번 들

으매 깨치지 쉽게 하였다. 하여 척연히 마음을 동하고 유연히 천성이 회복하여 각

각 어버이 섬김을 절로 정성이 다하게 하니 불경이 비록 이단의 학문으로 허무적

멸(虛無寂滅)하여 윤리에 벗어나나 이 한 말씀인즉 천리의 당연함을 얻어 성경현전

(聖經賢傳)의 어김이 없다. 그 도를 버리고 말을 취함이 진실로 두루 용납하며 넓

게 보시는 성학으로 나오신지라 하물며 저 치치(蚩蚩)한 우맹(愚氓)을 경전으로는 

가르치기 어려운데 그 믿고 숭상하는 바가 매양 불법의 이신 즉 믿는 바 말로써 

분이 없으며 『화성성역의궤』와는 다수 일치한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에는 없
는 내용이 드물게 『한글본 정리의궤』에서 확인되는데 그중 일부가 <화성춘추팔경
도>, <화성전도>, 「은중게 진언」 배포에 대한 내용이다. 

310) 해석은 『한글본 정리의궤』 원문을 바탕으로 옥영정, 「새자료 한글본 『정리의
궤』의 서지학적 분석과 역주_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2008), 
‘별본 Ⅰ. 한글본 「정리의궤」 탈초·교감본’ pp. 544-546, ‘별본 Ⅱ. 한글본 「정리
의궤」 역주본’ pp. 384-385을 참고하여 필자 재작성하였다.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수록했으며 원문이 한문을 결하고 있으므로 한자 병기는 최소화하였다. 한편 이 
『한글본 정리의궤』는 1797년 9월-1800년 5월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총 
12책이 현전한다(권29-36, 권40, 권46-48). 원본은 프랑스동양어학교에서 소장 중이
며 원문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번역은 2008년에 옥영
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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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들게 하며 척연히 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황연히 미치게 함이 또한 우미한 것

을 가르치는 요도(要道)라. 우리 성상의 효리로 다스리심이 그 길이 많으시어 특별

히 그 경문을 인출하며 진언을 반포하여 경외에 유행하게 하셨다. 요사이 또 일종 

사학이 천주를 일컫고 부모를 버려 사람을 광혹(狂惑)하여 다 이적금수(夷狄禽獸)

에 돌아가게 함에 조정이 혁연히 진노하시어 법으로 벌하셨다. 바야흐로 그 요설

(妖說)을 통척하여 한 백성도 혹 빠지지 않게 하오실 시 이단으로써 이단을 구하여 

절로 감화하게 함이 또한 성인의 미의(微意)를 우러올지라. 이제 역소의 내리오심

은 이 땅의 이 역사를 소중히 하심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위하오심이라. 이날 

반사(頒賜)를 받잡았다. 성효의 미루어 넓게 가르치심을 이마에 이고 마음에 새기

지 아님이 없으며 패장배(牌將輩) 각각 감은축천(感恩祝天)하여 역소에 자랑하니 

팔방 공장(工匠)과 수천 모군(募軍)이 또한 입으로 전하여 왕왕이 달구 하는 소리

에 그 말씀으로써 노래하여 부모가 생휵(生慉)한 은혜와 구중의 도솔하오신 덕화를 

서로 즐겨 화답하니 병이(秉彝)의 마음이 자연 감동함을 가히 볼너라.

3. 「원문」311) 

① 願文원문

聖上之十三年己酉十月七日
성상 13년 기유 10월 7일

永祐園梓宮卜吉地移奉于水原之 顯隆園越明年二月十九日營 願寺于 園傍東北二里許利仁察
訪曹允植董其事又 命小臣德諄與龍洞宮小次知臣尹興莘來監造 像畵幀之役塗褙器皿帷帳鋪
陳旗幟輦盖鍾鼓 佛腹寶坐幅皆自內下仍令管檢其八月十六日行供始役九月三十日告功十月初 
日行點眼齋招延國內名僧宇平性蓬等獜義沾璀絢爲證師震環法眼豊一廸凛呂䝺竺訓等爲誦呪 
獅馹哲學養珍月信弘尙天祐慧玘等都監別座持殿書記尙戒雪訓戒初奉玹等二十僧造 像旻寬尙
謙性允等二十五僧畵 幀俱極精美堂宇之壯麗 幀像之嚴儼迥出尋常於戱以我 慈宮邸下爲 宗
祊至誠盛德 主上殿下奉承大孝 皇天 祖宗陰隲 聖佛靈神默佑 邦慶應期 國本大定神人之歡 
抃溢于宇宙伏願 大慈世尊另加眷顧 主上殿下王妃殿下 享岡陵之壽臻堯舜之治聖子神孫繼繼
承承於千萬年 元子邸下仁孝賢明四方延頸仰 德神明保護 壽福寧 王大妃殿下慈宮邸下萬壽
無疆福祿永昌百靈衛護園寢萬歲永吉之大願 前司謁黃德諄小次知尹興莘拜手稽首
영우원 재궁을 점쳐 길지로 옮겼는데 수원에 있는 현륭원이다. 이에 다음해 2월 19일, 현륭

311) 「원문」과 관련된 자료들의 원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96, 324-325에 
기반하며 번역은 이 단행본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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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처 동북 2리(8㎞)에 원사(원찰)를 지었다. 이인찰방 조윤식이 그 일을 감독하도록 허락 

받았고, 또 소신 덕순과 용동궁 소차지 신 윤흥신이 명을 받아 상과 그림을 조성하는 일을 

감독하였다. 도배지, 그릇, 휘장, 방석, 깃발, 가마 덮개, 종, 북, 불복장을 싸거나 대좌에 까

는 직물은 모두 궁에서 내려주었고 그 일을 단속하게 하였다. 그 해 8월 16일 공양하고 일

(조불)을 시작하였고 9월 30일에 완성하였다. 10월 초일에 점안재를 거행하였는데 국내 명

승인 우평, 성봉, 등린, 의첨, 최현을 불러 증사로 삼았고, 진환, 법안, 풍일, 적름, 여찬, 축

훈 등은 송주로, 사일, 철학, 양진, 월신, 홍상, 천우, 혜기 등은 (각각) 도감과 별좌, 지전, 

서기로 삼았다. 상계, 설훈, 계초, 봉현 등 20인의 승려는 불상을 만들었고, 민관, 상겸, 성윤 

등 25인의 승려는 그림을 그렸다. 모두 정성이 극진하였고, 아름다운 당우에 장려한 탱화와 

불상의 위엄은 뛰어나며 심상치 않았다. 아아. 우리 자궁저하께서 종묘에 제사를 지내시어 

지극한 정성과 큰 덕을 이루었고 주상전하께서는 대효와 황천조종을 받들고 계승하였다. 겉

으로 드러나지 않게 성인과 부처, 영험한 신들이 묵묵히 나라를 돕고 경사가 때에 맞게 응

하도록 하였다. 나라의 근본을 훌륭하게 정한 신과 인간이 기뻐하여 손뼉을 치는 소리가 나

라에 넘친다. 대자대비한 세존께서 더 돌보아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생각건대 주상전하

와 왕비전하께서는 산등성이와 같이 수명을 누리시고, 요순 때와 같이 태평성대의 정치에 이

르고, 성스럽고 신이한 자손들이 대대로 천년만년 이어졌으면 합니다. 원자저하는 어질고 효

성스럽고 현명하여 사방에서 목을 늘이고 우러러보며, 덕망 있는 신명께서 그 목숨과 복과 

안녕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왕대비전하와 자궁저하께서는 만수를 누리고 복록이 끝이 없고 

영원히 번창하며 모든 영혼이 원침을 호위하고 만세토록 영원히 길하기를 크게 소원합니다. 

전사알 황덕순과 소차지 윤흥신이 배수계수 하여 공경히 절을 올립니다.

      

② 위 「원문」에 대한 이후의 기록

一九七九年 七月 二十日 大雄殿 三尊佛 改金時 後佛幁畵 願文本을 釋迦牟尼佛 腹藏內에 

奉安한다.

1979년 7월 20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 시에 후불탱화 원문본을 석가모니불 복장 내에 봉안

한다.

4. <삼장보살도> 화기312)

312) 용주사효행박물관, 앞의 책,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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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上之十四年庚戌九月日畵成三藏幀奉安于花山龍珠寺奉命監役黃德諄尹與莘證明比丘等麟
誦呪豊一養珍畵師旻官頓平覺仁處性義允再明英坦世英
성상 14년 경술 9월에 그려 완성한 삼장탱을 화산 용주사에 봉안하였다. 명을 받든 이들로

는 감역 황덕순, 윤흥신과 증명비구로 등린, 송주로는 풍일, 양진, 화사는 민관, 돈평, 각인, 

처성, 의윤, 재명, 영탄, 세영이다.  

5. <감로도> 화기와 방제

① <감로도> 화기313)

主上之十四年庚戌九月畵成甘露會奉安于隋城花山龍珠寺監董官前司謁黃德諄副司果尹與莘
證師宇平性逢等麟義沾璀絢誦呪豊一喆仁震環性還就圓竺訓斗弘養珍畵師尙兼弘旻性玧宥弘
法性斗定慶波處洽處澄軏軒勝允持殿大信月信別座弘尙都監獅馹哲學畵記正雄慧玘鐘頭斗性
永旻
주상 14년 경술 9월에 그려 완성한 감로회를 수성 화산 용주사에 봉안하였다. 감동관은 전

사알 황덕순, 부사과 윤흥신이며 증사로는 우평, 성봉, 등린, 의첨, 최현, 송주는 풍일, 철인, 

진환, 성환, 취원, 축훈, 두홍, 양진이다. 화사는 상겸, 홍민, 성윤, 유홍, 법성, 두정, 경파, 

처흡, 처징, 월헌, 승윤이고 지전은 대신과 월신, 별좌로는 홍상, 도감, 사일 철학이다. 화기

는 정웅, 혜기, 종두는 두성, 영민이 하였다.

② <감로도> 방제314)

313) 통도사성보박물관, 앞의 책, p. 123.
314) 용주사 <감로도>는 실물을 볼 수 없어 정확한 방제 판독이 불가하고 모든 방제를 

기록한 선행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의 <감로도> 방제는 필자의 도판 판독과 
더불어 다음 자료를 종합하였으나 <감로도> 진작의 방제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것
이다. 김승희, 앞의 논문(1992), pp. 12-14; 이경화, 앞의 논문(1996), p. 37; 윤은
희, 앞의 논문, p. 43; 통도사성보박물관, 앞의 책(下), pp. 169-236. 더불어 서울대
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불교 미술 전공 박사 졸업 예정인 박영아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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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壽命界王 주수명계왕 23 刀釖相殺 도검상살. 칼로 서로 죽이다.

2 大目連尊者 대목련존자 24 雙盲卜士 쌍맹복사. 눈먼 점쟁이

3 破地獄門 파지옥문 25 抱學書生 포학서생

4 遊戲聽衆 유희청중. 즐기는 청중들 26 誤鍼救病 오침구병. 침을 잘못 맞다.

5 地藏菩薩 지장보살 27 皇王白辟 황왕백벽

6 針咽巨腹
침인거복. 목구멍이 바늘 같고 

배가 큰 아귀를 묘사하는 단어
28 道士女冠 도사여관 

7 十種仙聚 십종선취. 모여 있는 선인들 29 酒狂投壺
주광투호. 술 취해 서로 싸우

다.

8 樹折殞命
수절운명. 나뭇가지가 부러져 

죽다.
30 自縊殺傷 자액살상. 목을 매어 죽다.

9 解愁樂士
해수악사. 근심을 풀고 즐기는 

선비들
31 自刺而亡 자자이망. 스스로 찔러 죽다.

10 賣掛山人 매괘산인 32 車碾 거연. 수레에 깔려 죽다.

11 師巫神女 사무신녀 33 兩陣相交 양진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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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사찰사료』와 관련된 기록들315)

315) 『조선사찰사료』와 『한국사찰전서』에는 용주사와 관련된 기록 중 서로 중복하
여 수록된 자료들이 있다. 두 문헌의 내용은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13 小乘聲聞 소승성문. 불제자들 35 大臣輔相 대신보상. 신하들

14 重犯 중범. 큰 죄를 지은 사람 36
優婆塞優婆

夷
우바새우바이

15 山多羅獸 산다라수. 산에 널린 짐승. 37 巖攂推催 암뢰추최. 바위에 깔려 죽다.

16 虎噬騖命 호서무명. 호랑이에게 죽다. 38 屋倒而亡 옥도이망. 집이 무너져 죽다.

17 江河沒死 강하몰사. 강물에 빠져 죽다. 39 野火焚身 야화분신. 불에 타 죽다.

18 師子互害
사자호해. 스승과 제자가 서로 

해치다.
40 忠義將帥 충의장수

19 主殺其奴
주살기노. 주인이 노비를 죽이

다.
41 后妃 후비

20 他鄕顚倒 타향전도. 타향에 와 죽다. 42 大臣眷屬 대신권속

21 受噬蚖蛇 수서원사. 뱀에 물리다. 43 太雷空神 태뇌공신

22 幼少無依
유소무의. 의탁할 곳 없는 어

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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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선문(勸善文)316)  

勸善文 李德懋撰 
권선문 이덕무 지음

伏以刱梵宇而衛仙寢募緇徒而護珠丘肆有本國故事寔爲桑門大願粤若東奉國而西守國募建諸
寺所以左禪宗而右敎宗虔奉兩陵今此隋城舊基卽是顯隆新園神護鬼秘爰占吉地龍飛鳳舞仰瞻
佳城顧以浮屠者流亦切守護之誠如無衆枬越功德卽何大伽藍經紀春官度牒仰八路邑鎭之共助
雪山飛錫佇十方世界之同施諸佛諸天己所印可善男善女想惟照證役粮材瓦丹艧等節隨其多寡
普施普捨菩薩金剛羅漢諸佛可以次第或望或畵玆皆所重者存抑亦爲惠甚大伏願僉位大施主俯
察千萬至禱至祝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범우(절)를 지어 능히 선침을 지키고 승도를 모아 주구(능원)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전해오는 일이며 참으로 상문(승려)의 큰 바람이다. 이에 동쪽의 

봉국(봉국사)과 서쪽의 수국(수국사)이 여러 절에서 보시를 받아 세워진 까닭은 좌로는 선

종, 우로는 교종으로 두 능을 공경하여 받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이 수성(隋城, 화성 

지역의 옛 이름)의 옛터는 즉 이 현륭이라는 새 원소가 있는 곳이다. 신령이 보호하고 귀신

이 숨기고 있다 곧 점쳐보니 길지로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니 우러러 보면 가성(현륭원)

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수호하는 정성 역시 간절하여 시주의 공덕이 없으면 곧 큰 가람을 

경영할 수 없는 것과 같다.춘관(예조)이 도첩으로 부탁하여 팔로읍진에서 함께 도왔다. 설산

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은 시방세계가 한 뜻으로 시주하기를 기다렸다. 제불 제천이 이미 허락

한 바는 선남선녀가 생각할수록 명백하다. 부역과 식량, 재목, 기와, 단청 등의 항목은 그 많

고 적음에 따라 두루두루 베풀었다. 보살과 금강, 나한, 제불이 허락하여 차례로 그리거나 

그립니다. 이 모두는 중한 바가 있어 삼가며, 또한 은혜를 입은 것이 매우 크다. 엎드려 바

라옵건대, 여러 대시주께서 두루 굽어 살피시기를 천만 번 지극히 빌고 또 비옵니다. 

② 전국의 읍진과 서울의 각 궁, 관청, 시전의 시주록(八路邑鎭與京各宮曹廛施主
錄)317) 

316)  이덕무가 쓴 용주사 「권선문」은 이덕무의 문집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조선
사찰사료』(1825)와 『한국사찰전서』(1979)에 원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두 원문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록된 시기가 더 이른 『조선사찰사료』의 「권선
문」을 실었다. 『한국사찰전서』는 편자인 권상로에 의해 약간 변형되었다고 판단된
다.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1-42; 권상로 편, 『韓國寺刹全書 
下』(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pp. 881-884; 「권선문」 해석은 다음 단행본을 
참고하였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불적자료집』(경기출판사, 1999), pp. 628-629;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p. 316-317.

317) 원문은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2-47, 54-58, 해석은 국립중
앙박물관, 앞의 책, pp. 312-31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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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觀察使 錢五百兩 水原府使 錢三百兩 宣惠廳 錢一千兩 戶曹 錢五百兩 兵曹 錢五百兩 
壯勇使 錢五百兩 訓鍊大將 錢五百兩 禁衛大將 錢五百兩 御營大將 錢五百兩 守禦大將 錢
三百兩 摠戎大將 錢三百兩 司僕寺 錢三百兩 長興庫 錢一千兩 濟用監 錢一百兩 司瓮院 
錢一百兩 內需司 錢一千兩 正銕五百斤 內帑庫 錢五百兩 白木五十疋 布五十疋 胡椒十斗 
檀木三十斤 於義宮 錢三百兩 白紙五十卷 龍洞宮 錢三百兩 明禮宮 錢五百兩 白木三十疋 
布三十疋 壯紙三十卷 白紙三十卷 紫檀香五斤 黃蜜十斤 唐朱紅三斤 倭朱紅三斤 壽進宮 
錢三百兩 白紙五十卷 毓祥宮 錢三百兩 宣禧宮 錢三百兩 安峴宮 錢一百兩 慶壽宮 錢二百
兩 嘉順宮 錢二百兩 淸衍郡主房 錢一百兩 淸瑢郡主房 錢一百兩 京各廛 錢二千九百九十
一兩 各貢物房 錢九百二十一兩 京畿各邑 錢二千一百八兩 村閭寺刹 錢一千五百七十四兩 
鍮大接一個 佛器三個 開城府營邑 錢四百五十五兩 開城府村閭 錢二千一百五 十四兩 江華
營邑 錢三百兩 米五十石 忠淸道營邑 錢四千五百五十五兩 鍮光銕二百四十斤 忠淸道村閭
寺刹 錢一千四百一兩九錢 黃海道營邑 錢七千二百七十二兩二錢 正銕三百斤 黃海道村閭寺
刹 錢二百二十六兩五錢 江原道營邑 錢二千一百五十九兩 江原道村閭寺刹 錢三百十三兩 
慶尙道營邑 錢一萬三千三百八十五兩 慶尙道村閭寺刹 錢一千七百八十一兩八錢 壯紙九卷 
白紙七卷 雪花紙十張 平安道營邑 錢一萬三千六百九十二兩 平安道村閭寺刹 錢六千二百五
十一兩 咸鏡道營邑 錢四百四十四兩 咸鏡道村閭寺刹 錢五百四十七兩 布五十疋 黃簡紙四
十卷 全羅道營邑 錢八千二百四兩五錢 正銕一百七十斤 壯紙六十七卷 白紙九十五卷 米二
石 全羅道村閭寺刹 錢一千六百八十四兩七錢 白紙三卷 濟州營邑 凉臺八百二十八竹 鹿皮
一領 全鰒八貼四十八個 馬尾一斤 木梳三十個 騘帽七立 濟州村閭 凉臺六百七十八竹 全鰒
二十一貼 鹿皮二十八領 獐皮八領 乾蕨四石一斗 無灰木刃柄五十三個 桅子四十斤 蔈古二
斗 無灰實六個 眞珠三十二個 無孔珠一百四十個 鍮食器五斤 銅銕五兩 騘帽二十五立 僧騘
帽一立 宕巾八立 無串子一千一百五十斤 蘆實一個 木梳五十一個 網巾六立 白鑞十二斤 大
金一貼 皮金一張 雄馬二十一匹 錢十四兩五錢 都合錢八萬七千五百○五兩一錢 五萬七千三
百八十八兩八錢 本寺建築物力所入下 二萬八千一百十六兩三錢 田畓買收寺中所有 二千兩 
八道化主僧等旅費下
경기관찰사 돈 500냥, 수원부사 돈 300냥, 선혜청 돈 1,000냥, 호조 돈 500냥, 병조 돈 500

냥, 장용사 돈 500냥, 훈련대장 돈 500냥, 금위대장 돈 500냥, 어영대장 돈 500냥, 수어대장 

돈 300냥, 총융대장 돈 300냥, 사복시 돈 300냥, 장흥고 돈 1,000냥, 제용감 돈 100냥, 사

옹원 돈 100냥, 내수사 돈 1,000냥, 시우쇠 500근, 내탕고 돈 500냥, 무명 50필, 베 50필, 

후추 10말, 박달나무 30근, 어의궁 돈 300냥, 백지 50권, 용동궁 돈 300냥, 명례궁 돈 500

냥, 무명 30필, 베 30필, 장지(壯紙, 두껍고 질긴 종이) 30권, 백지 30권, 자단향 5근, 밀랍 

10근, 당주홍 3근, 왜주홍 3근, 수진궁 돈 300냥, 백지 50권, 육상궁 돈 300냥, 선희궁 돈 

300냥, 안현궁 돈 100냥, 경수궁 돈 200냥, 가순궁 돈 200냥, 청연군주방 돈 100냥, 청용군

주방 돈 100냥, 서울 각 시전 돈 2,991냥, 각 공물방 돈 921냥, 경기의 각 읍 돈 2,108냥, 

촌려사찰 돈 1,574냥, 놋그릇 1개, 불기(佛器, 불사에 쓰는 그릇) 3개, 개성부영읍 돈 455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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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촌려 돈 2,154냥, 강화영읍 돈 300냥, 쌀 50섬, 충청도영읍 돈 4,555냥, 유광철 240

근, 충청도촌려사찰 돈 1,401냥 9전, 황해도영읍 돈 7,272냥 2전, 시우쇠 300근, 황해도촌려

사찰 돈 226냥 5전, 강원도영읍 돈 2,159냥, 강원도촌려사찰 돈 313냥, 경상도영읍 돈 

13,385냥, 경상도촌려사찰 돈 1,781냥 8전, 장지 9권, 백지 7권, 설화지(雪花紙, 눈처럼 하

얀 종이) 10장, 평안도영읍 돈 13,692냥, 평안도촌려사찰 돈 6,251냥, 함경도영읍 돈 444냥, 

함경도촌려사찰 돈 547냥, 베 50필, 황간지(黃簡紙, 누런 편지지) 14권, 전라도영읍 돈 

8,204냥 5전, 시우쇠 170근, 장지 67권, 백지 95권, 쌀 2섬, 전라도촌려사찰 돈 1,684냥 7

전, 백지 3권, 제주영읍 갓양태 828죽, 사슴가죽 1벌, 전복 8첩 48개, 말꼬리 1근, 나무빗 

30개, 말총모자 7닙, 제주촌려 갓양태 678죽, 전복 21첩, 사슴가죽 28벌, 노루가죽 8벌, 말

린 고사리 4섬 1말, 미역의 오래 묵은 뿌리로 만든 나무칼자루 53개, 치자 40근, 표고버섯 

2말, 미역의 오래 묵은 뿌리 열매 6개, 진주 32개, 구멍 없는 구슬 140개, 놋식기 5근, 동철 

5냥, 말총모자 25닙, 승려가 쓰는 말총모자 1닙, 탕건 8닙, 無串子 나무의 열매 1,150근, 갈

대 열매 1개, 나무빗 51개, 망건 6닙, 백랍 12근, 큰 금조각 1첩, 얇은 금판 1장, 숫말 21

필, 돈 14냥 5전, 합계 돈 87,505냥 1전, 57,388냥 8전은 용주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건과 

품에 값을 치름, 28,116냥 3전은 밭과 논을 사서 용주사가 소유함, 2,000냥은 팔도의 화주

승 등에게 여비로 지급함.   

③ 각 공사 항목의 날짜를 택함(各項擇日)318)

開基 開國三百九十九年二月十九日午時     
定礎 仝 三月二十一日巳時     
立柱 仝 四月初十日未時     
上樑 仝 仝  十五日巳時     
造佛 仝 八月十六日 點眼九月二十九日
터를 닦음: 개국 399년(1790) 2월 19일 오시(11시-13시)

주춧돌을 놓음: (같은 해) 3월 21일 사시(9시-11시)

기둥을 세움: (같은 해) 4월 10일 미시(13시-15시)

대들보를 올림: (같은 해, 같은 달) 15일 사시(9시-11시)

불상을 제작함: (같은 해) 8월 16일 점안: 9월 29일

④ 용주사의 온갖 서화를 조성한 여러 사람의 명단(本寺諸般書畵造作等諸人芳
啣)319) 

318) 원문은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40-61.
319) 이 기록은 『조선사찰사료』와 『한국사찰전서』를 동시에 참고해야 한다. 본고에

서는 두 문헌을 종합한 내용을 실었다. 괄호 안으로 기입한 내용이 『한국사찰전
서』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원문은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앞의 책,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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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重經石板銕板自 內下嘉慶七年六月二十二日 法華經十件 全羅道順天松廣寺引來(勸僧寶
鏡) 大雄殿 寶榻後佛幀三世如來軆幀畵員延豊縣監金弘道三藏幀畵員敏寬下坍幀畵員尙 謙
(等) 七星閣七星如來四方七星幀畵員敬玉、演弘、雪順等 大雄殿丹靑都片手嘉善敏寬 天保
樓都片手丹靑畵員 僧江原道三陟靈隱寺八定 極樂大願觀音菩薩造成彫刻畵員觀虛堂雪訓 西
方阿彌陀佛造成彫刻畵員全羅道智異山波根寺通政奉絃東方藥師如來造成彫刻畵員江原道杆
城乾鳳寺通政尙植(桂)釋迦如來造成彫刻畵員全羅道定邑內藏寺通政戒初 僧堂都片手平安道
香山普賢寺僧義涉 七星閣都片手竹山七長寺僧雪岑 仙堂都片手江原道杆城乾鳳寺僧雲明(朋) 

大雄殿都片手全羅道長興天冠寺僧文彦 樓片手慶尙道永川銀海寺嘉善南漢總攝快性 鉄物次
知 通政勝悟 正憲哲學 錢穀次知 通政信策 書記震環 (誦經法師瀛波堂豊一 通政大夫竺訓 
嘉善大夫宇榮 鐘頭衍定 證師咸鏡道安邊郡釋王寺雷黙堂等獜 誦經法師影城堂養珍 證師慶
尙道仁岳堂義沾 京畿華藏寺華岳堂最善承傳通政 證師江原道杆城乾鳳寺大雲堂宇平 通州龍
貢寺退庵堂性蓬承傳通政 佛像造成時僧都監資憲大夫獅馹 正憲大夫哲學 佛像造成時啓下都
監通政大夫黃德順  嘉善大夫吳興尹 別座通政大夫弘尙)

은중경 석판과 철판은 궁중에서 가경 7년(1802) 6월 22일에 하사받았고, 법화경 10건은 전

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권선승 보경이) 가져왔다. 대웅전 보탑 후불탱인 삼세여래체탱의 화

원은 연풍현감 김홍도이다. 삼장탱을 그린 화원은 민관이며 하단탱(감로도)의 화원은 상겸 

(등)이다. 칠성각의 칠성여래사방칠성탱의 화원은 경옥, 연홍, 설순 등이다. 대웅전 단청 도

편수는 가선대부 민관이며 천보루 도편수이자 단청을 그린 화원 승려는 강원도 삼척 영은사

의 팔정이다. 극락대원의 관음보살상을 조성 조각한 화원은 관허당 설훈이다. 서방아미타불

을 조성 조각한 화원은 전라도 지리산 파근사의 통정대부 봉현이다. 동방약사여래를 조성 조

각한 화원은 강원도 간성 건봉사의 통정대부 상식(상계)이다. 석가여래를 조성 조각한 화원

은 전라도 정읍 내장사의 통정대부 계초이다. 승당의 도편수는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의 승려 

의척이며 칠성각의 도편수는 죽산 칠장사의 승려 설잠이다. 선당의 도편수는 강원도 간성 건

봉사의 승려 운명(붕)이며 대웅전의 도편수는 전라도 장흥의 천관사의 승려 문언이다. 누의 

편수는 경상도 영천 은해사의 가선대부 남한총섭 쾌성이다. 철물을 담당한 이는 통정대부 승

오와 정헌대부 철학이며 돈과 곡식을 담당한 이는 통정대부 신책과 서기 진환이다. (송경법

사는 영파당 풍일과 통정대부 축훈, 가선대부 우영이며 종두는 연정, 증사는 함경도 안변군 

석왕사의 뇌묵당 등린이다. 송경법사는 영성당 양진이고 증사는 경상도 인악당 의첨, 경기 

화장사의 화악당 최선인데 물려받은 통정대부이다. 증사는 강원도 간성 건봉사의 대운당 우

평과 통주 용공사의 퇴암당 성봉인데 물려받은 통정대부이다. 불상을 조성할 때 승도감은 자

헌대부 사일과 정헌대부 철학이다. 불상을 조성할 때 계하도감은 통정대부 황덕순과 가선대

부 오흥윤이다. 별좌는 통정대부 홍상이다.)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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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각 벽의 벽화 및 별지화 현황320)

①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남벽321)

320) 본 논문에서는 용주사 창건 당시인 1790년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대웅보전 내부 벽화 및 별지화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2018
년 1월 기준으로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벽화와 별지화는 채색이 흐릿하긴 해도 대부분 잘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도상들도 존재한다. 정확한 판별이 어려운 도상의 경우 물음표로 기재하였다. 포벽에 그려진 나한도는 후대에 개채되었다. 
대웅보전 외벽 또한 후대에 그려진 것이며 팔상도가 주를 이룬다. 

321) 벽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은 문 위부터 창방, 평방, 포벽, 판벽 하단, 판벽, 장여(도리받침)이다. 장여 위로는 천정의 아래층급이 
이어진다. 포벽과 포벽 사이에는 공포가 있는데 용주사 대웅보전의 경우 4출목으로 되어 있다.

·
석류? 칠보문 원형칠보문 칠보문 칠보문 표주박

·군선도a 종리권한상자도 선록도 청오공수노인도 취선도 문창도 여동빈유자선도

화초 대나무 ? ? ? ? 대나무

고사
인물도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고사

인물도

모란 모란 모란

기

둥

현무

기

둥

운룡

기

둥

운룡

문 문 문
기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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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서벽

·
대나무 모란 원형칠보문  복숭아 ?

·유해섬도 선동군무도 군선도b 기사기호선인도 비학선동취적도

매화 ? ? ? ?

고사
관폭도

· 나한도 ·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 모란 모란

기

둥

석류

기

둥

<신중도> 기

둥

매화?

기

둥문
·

영단 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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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북벽(삼세불상 후벽)

·
석류 복숭아

·
국화 모란

·군선도c 군선도d 이교납리도 호계삼소도
? 모란? ? ?

나한도 나한도 나한도 · · · 나한도 · 나한도

모란 모란? 모란

기

둥

운학문

기

둥

?

기

둥

운학문

<백의관음도>
·

<삼장보살도>

영단 영단

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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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동벽

·
 경권  표주박   복숭아 칠보문  모란  ?

·한산습득도 기호기록선동도 비학선인도 헌수도 선학대무도

? ? ? 표주박 ?

· 나한도 나한도 · 나한도 나한도
고사

인물도
모란 모란? ?

기

둥

?

기

둥

국화

기

둥

석류, 석류꽃

기

둥
· <감로도>

문

영단 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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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박물관

도 13.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 외 다른 조선시대 감로도의 화폭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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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1. <세이쿄지(西敎寺) 소장 감로도>, 1590년, 마본채색, 133.2×127

㎝, 일본 세이쿄지

도 13-2. <우학문화재단 소장 감로도>, 1681년, 견본채색, 200×210㎝, 우

학문화재단

도 13-3. <선암사(仙巖寺) 감로도>, 1736년, 견본채색, 200×251.5㎝, 선암

사성보박물관 

도 13-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도>, 18세기, 견본채색, 188.5×198㎝,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국청사(國淸寺) 감로도> 세부, 1755년, 견본채색, 196×159㎝, 프

랑스 기메미술관

도 15. <봉정사(鳳停寺) 감로도> 세부, 1765년, 견본채색, 218×265.5㎝, 

봉정사

도 16.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1784), 도설, ‘독

책고족상(讀冊高足床)’ 

도 17.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 세부(벽련대반 부분)

도 18.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 세부(천녀의 산개 부분)

도 19. 조선 후기 왕실 의궤에서 보이는 주지(注之)

도 19-1.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1659), 도설, 

‘소개도(素蓋圖)’ 

도 19-2.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하

(1786), 도설, ‘소개’ 세부

도 20. <용주사 대웅보전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1790년, 견본채색, 

188×324㎝, 용주사 

도 21.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蹤)』, ‘백석생(白石生)’ 

도 22. 『홍씨선불기종』, ‘위백양(魏伯陽)’ 

도 23. 『홍씨선불기종』, ‘안기생(安期生)’ 

도 24. 『홍씨선불기종』, ‘손사막(孫思邈)’ 

도 25. 『홍씨선불기종』, ‘헌원집(軒轅集)’

도 26. 『홍씨선불기종』, ‘황야인(黃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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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 『홍씨선불기종』, ‘이팔백(李八百)’

도 28. 『홍씨선불기종』, ‘동방삭(東方朔)’

도 29. 『홍씨선불기종』, ‘하선고(何仙姑)’

도 30. <마곡사(麻谷寺) 삼장보살도>, 1788년, 견본채색, 189.6×289.5㎝, 

불교중앙박물관

도 31. <청련사(靑蓮寺) 삼장보살도>, 1881년, 면본채색, 157.2×165.5㎝, 

강화 청련사

도 32. <보석사(寶石寺) 감로도>, 1649년, 마본채색, 238×228㎝, 국립중앙

박물관

도 33.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권수(卷首), 도식(圖式), 

<헌선도(獻仙桃)>

도 34.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 중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1795년, 견본채색, 151.2×65.7㎝, 국립중앙박물관

도 35.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모란, 매화, 국화 

도 35-1. 남벽 평방 모란

도 35-2. 서벽 평방 모란 및 판벽하단 매화

도 35-3. 북벽 평방 모란 및 장여 국화, 모란

도 35-4. 동벽 창방 국화 및 평방 모란

도 36.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남벽 판벽하단 대나무

도 37.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운룡, 운학

도 37-1. 남벽 창방 운룡  

도 37-2. 북벽 창방 운학

도 38.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석류, 복숭아

도 38-1. 서벽 장여 복숭아

도 38-2. 북벽 장여 석류, 복숭아

도 38-3. 동벽 창방 석류 및 장여 복숭아

도 39.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표주박, 파초선

도 39-1. 남벽 장여 표주박 및 동벽 장여 표주박

도 39-2. 천정 파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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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칠보문, 경권

도 40-1. 남벽 장여 칠보문

도 40-2. 동벽 장여 경권

도 41.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군선도(群仙圖)a>, 1790년, 33×116㎝, 

용주사

도 42.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종리권한상자도(鍾離權韓湘子圖)>, 

1790년, 33.5×116㎝, 용주사

도 43.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선록도(仙鹿圖)>, 1790년, 34×115.5

㎝, 용주사

도 44.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청오공수노인도(靑烏公壽老人圖)>, 

1790년, 34×114㎝, 용주사

도 45.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취선도(醉仙圖)>, 1790년, 31×111.5

㎝, 용주사

도 46.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문창도(文昌圖)>, 1790년, 32.5×101.5

㎝, 용주사

도 47.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여동빈유자선도(呂洞賓柳子仙圖)>, 

1790년, 32×117㎝, 용주사

도 48.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유해섬도(劉海蟾圖)>, 1790년, 

32×128㎝, 용주사

도 49.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선동군무도(仙童群舞圖)>, 1790년, 

33×101.5㎝, 용주사

도 50.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군선도(群仙圖)b>, 1790년, 33×98.5

㎝, 용주사

도 51.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기사기호선인도(騎獅騎虎仙人圖)>, 

1790년, 32.3×98.3㎝, 용주사

도 52.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비학선동취적도(飛鶴仙童吹笛圖)>, 

1790년, 32.4×133㎝, 용주사

도 53.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군선도(群仙圖)c>, 1790년, 32×115.5

㎝,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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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4.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군선도(群仙圖)d>, 1790년, 32.4×99.3

㎝, 용주사

도 55.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이교납리도(圯橋納履圖)>, 1790년,

31.8×102㎝, 용주사

도 56.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1790년,

32.2×113㎝, 용주사

도 57.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 1790년,

32.3×131㎝, 용주사

도 58.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기호기록선동도(騎虎騎鹿仙童圖)>,

1790년, 33.2×102㎝, 용주사

도 59.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비학선인도(飛鶴仙人圖)>, 1790년,

34×101㎝, 용주사

도 60.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헌수도(獻壽圖)>, 1790년, 34×100.8

㎝, 용주사

도 61.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선학유희도(仙鶴遊戲圖)>, 1790년,

34×131㎝, 용주사

도 62. 대웅보전 내부 천정 층급

도 62-1. 천정 층급 전경(산수화 및 별지화 부분)

도 62-2. 천정 층급 산수화 1

도 62-3. 천정 층급 산수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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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좌)도 1.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製花山龍珠寺奉佛祈福偈)』

(일부), 1796년, 목판, 34×55.5㎝, 용주사 효행박물관

(우)도 2. 채제공(蔡濟恭, 1720-1799), 「화산용주사상량문(華山龍珠寺上樑文)」, 1790년, 중국소주(蘇
州) 비단에 묵서, 76.8×1,088.4㎝, 용주사 효행박물관

(좌)도 3.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造三世佛坐像)>, 1790년, 본존 높이 108.2㎝, 용주사

(좌)도 5.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아미타불좌상

(木造阿彌陀佛坐像)>, 1790년, 높이 103.2㎝,

용주사

(우)도 6.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약사불좌상

(木造藥師佛坐像)>, 1790년, 높이 104.5㎝, 용

주사 

(우)도 4.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불좌상(㊍造釋迦佛坐像)>, 1790년, 높이 108.2㎝,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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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용주사 대웅보전 삼세불회도(三世佛會圖)>,

조선 후기, 견본채색, 417.7×348㎝, 용주사

도 8. <용주사 대웅보전 신중도(神衆圖)>,
1913년, 면본채색, 209×321㎝, 용주사

도 9. <용주사 칠성도(七星圖)>, 연대 미상,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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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甘露圖)>,
1790년, 견본채색, 156×313㎝, 소재 불명

(좌)도 11. <쌍계사(雙磎寺) 감로도>, 1728년, 견본채색,

225×282.5㎝, 쌍계사성보박물관

(우)도 12. <수도사(修道寺) 감로도>, 1786년,견본채색,

189×204㎝, 통도사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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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 용주사 <감로도> 외 다른 조선시대 감로도의 화폭 상단

도 13-1. <세이쿄지(西敎寺) 소장 감로도>, 1590년, 마본채색, 133.2×127㎝, 일본 세이쿄지

도 13-2. <우학문화재단 소장 감로도>, 1681년, 견본채색, 200×210㎝, 우학문화재단

도 13-3. <선암사(仙巖寺) 감로도>, 1736년, 견본채색, 200×251.5㎝, 선암사성보박물관

도 13-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도>, 18세기, 견본채색, 188.5×198㎝,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국청사(國淸寺) 감로도> 세부, 1755년, 견본채색, 196×159㎝, 프랑스 기

메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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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봉정사(鳳停寺) 감로도> 세부, 1765년, 견본채색, 218×265.5㎝, 봉정사

(좌)도 16.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文孝世子冊禮都監儀軌)』(1784), 도설, ‘독책고

족상(讀冊高足床)’

(우)도 17.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 세부(벽련대반 부분)

(좌하)도 18. <용주사 대웅보전 감로도> 세부(천녀의 산개 부분)

(좌)도 19-1.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1659), 도설, ‘소개

도(素蓋圖)’

(우)도 19-2.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하(1786),

도설, ‘소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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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 <용주사 대웅보전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1790년, 견본채색, 188×324㎝,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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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터)도 21.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蹤)』, ‘백석생(白石生)’

도 22. 『홍씨선불기종』, ‘위백양(魏伯陽)’

도 23. 『홍씨선불기종』, ‘안기생(安期生)’

도 24. 『홍씨선불기종』, ‘손사막(孫思邈)’

(좌부터)도 25. 『홍씨선불기종』, ‘헌원집(軒轅集)’

도 26. 『홍씨선불기종』, ‘황야인(黃野人)’

도 27. 『홍씨선불기종』, ‘이팔백(李八百)’

도 28. 『홍씨선불기종』, ‘동방삭(東方朔)’

도 29. 『홍씨선불기종』, ‘하선고(何仙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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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마곡사(麻谷寺) 삼장보살도>,

1788년, 견본채색, 189.6×289.5㎝, 불교중

앙박물관

(좌)도 31. <청련사(靑蓮寺)삼장보살도>, 1881년, 면본채색, 157.2×165.5㎝, 강화 청련사

(좌)도 33.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권수(卷首), 도식(圖式), <헌

선도(獻仙桃)>

(우상)도 34. 《화성원행도병(華城園幸圖屛)》 중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1795년,견본채색, 151.2×65.7㎝, 국립중앙박물관

(우)도 32. <보석사(寶石寺) 감로도>, 1649년, 마본채색, 238×228㎝, 국립중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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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모란, 매화, 국화1) 

도 35-1. 남벽 평방 모란

도 35-2. 서벽 평방 모란 및 판벽하단 매화2)

도 35-3. 북벽 평방 모란 및 장여 국화, 모란

322) 본 논문에 실린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별지화의 도판은 용주사 주지스님의 허락 하
에 필자가 직접 촬영하여 논문에 첨부하였다. 대웅보전 내부에서 실측은 불가능하여
도판의 크기는 기재하지 않았다.

323) 서벽 판벽하단의 매화 도판은 이강근, 앞의 논문(2008), p. 127에 의거한다. 현재 이
매화는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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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4. 동벽 창방 국화 및 평방 모란

도 36.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남벽 판벽하단 대나무

도 37.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운룡, 운학

도 37-1. 남벽 창방 운룡 

도 37-2. 북벽 창방 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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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2. 북벽 장여 석류, 복숭아

도 38-3. 동벽 창방 석류 및 장여 복숭아

도 39.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표주박, 파초선

도 39-1. 남벽 장여 표주박 및 동벽 장여 표주박

도 39-2. 천정층급 파초선3)

도 38.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석류, 복숭아

도 38-1. 서벽 장여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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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0. 용주사 대웅보전 내부 칠보문, 경권

도 40-1. 남벽 장여 칠보문 도 40-2. 동벽 장여 경권

324) 천정층급 파초선 도판은 이강근, 앞의 논문(2008), p. 127에 의거한다.

(좌)도 41.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군선도(群仙圖)a>, 1790년, 33×116㎝, 용주사
(우)도 42.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종리권한상자도(鍾離權韓湘子圖)>, 1790년, 33.5×116㎝, 용주사

(우)도 44.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청오공수노인도(靑烏公壽老人圖)>, 1790년, 34×114㎝, 용주사

(좌)도 43.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선록도(仙鹿圖)>, 1790년, 34×115.5㎝, 용주사

(좌)도 45.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취선도(醉仙圖)>, 1790년, 31×111.5㎝, 용주사

(우)도 46.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문창도(文昌圖)>, 1790년, 32.5×101.5㎝,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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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48.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유해섬도(劉海蟾圖)>, 1790년, 32×128㎝, 용주사

(좌)도 49.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선동군무도(仙童群舞圖)>, 1790년, 33×101.5㎝, 용주사
(우)도 50.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군선도(群仙圖)b>, 1790년, 33×98.5㎝, 용주사

(좌)도 47. <용주사 대웅보전 남측 상벽 여동빈유자선도(呂洞賓柳子仙圖)>, 1790년, 32×117㎝, 용주사

(우)도 52.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비학선동취적도(飛鶴仙童吹笛圖)>, 1790년, 32.4×133㎝, 용주사

(좌)도 51. <용주사 대웅보전 서측 상벽 기사기호선인도(騎獅騎虎仙人圖)>, 1790년, 32.3×98.3㎝, 용주사

(좌)도 53.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군선도(群仙圖)c>, 1790년, 32×115.5㎝, 용주사

(우)도 54.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군선도(群仙圖)d>, 1790년, 32.4×99.3㎝, 용주사

(좌)도 55.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이교납리도(圯橋納履圖)>, 1790년, 31.8×102㎝, 용주사

(우)도 56. <용주사 대웅보전 북측 상벽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1790년, 32.2×113㎝, 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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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 57.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한산습득도(寒山拾得圖)>, 1790년, 32.3×131㎝, 용주사

(우)도 58.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기호기록선동도(騎虎騎鹿仙童圖)>, 1790년, 33.2×102㎝, 용주사

도 61.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선학유

희도(仙鶴遊戲圖)>, 1790년, 3 4 × 1 3 1㎝,

용주사

(좌)도 59.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비학선인도(飛鶴仙人圖)>, 1790년, 3 4 × 1 0 1㎝, 용주사

(우)도 60. <용주사 대웅보전 동측 상벽 헌수도(獻壽圖)>, 1790년, 34×100.8㎝, 용주사

도 62. 대웅보전 내부 천정 층급 도 62-1. 천정 층급 전경(산수화 및 별지화 부분)

도 62-2. 천정 층급 산수화 1322)

도 62-3. 천정 층급 산수화 2

325) 천정 층급 산수화 도판은 이강근, 앞의 논문(2008), p. 127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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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jo’s foundation of the Yongjusa monastery and Buddhist Art

Ko, Eunjeo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rtworks created in occasion of the foundation of Yongjusa monastery 
in 1790 visually reflect the intent/purpose of its main founder, King Jeongjo. 
The spaces for enshrinement, as well as the features and structures of 
artworks such as the wooden Triad of the Buddhas of the Three Ages 
(Mokjosamsebuljwasang), the Nectar Ritual Painting (Gamnodo), the 
Bodhisattva of the Tripiṭaka Teaching Painting (Samjangbosalto) and of the 
mural paintings of the Monastery, all show elements of innovation. These 
elements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Jeongjo’s national politics. The Triad 
of the Buddhas of the Three Ages served the purpose of emphasize the King’s 
legitimacy. Paintings at the Yongjusa transform its pavilions in a Royal 
Palace in miniature.
Jeongjo’s influence in the art at Yongjusa can be found in his disposition 
towards Buddhism and the visual arts. He recognized the function that 
Buddhism, a religion hard to practice in the Royal Court, could have in 
educating the Commoners, and realized the need of politically tolerating 
Buddhism. Moreover, Yongjusa had a direct connection with the King’s 
legitimacy, as it was the Monastery in charge of Crown Prince Sado’s burial 
site.
The artworks to be kept in Yongjusa, deeply related with Jeongjo’s power, 
were not simply subjects of religious worship or of ritual practice. During his 
reign, Jeongjo was directly involved with the production of works of art, and 
the art at Yongjusa belongs to the politically charged visual production of his 
reign. During the foundation of the monastery, the production of artworks 
was managed by State Officials and Court Painters who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King. Court Painters such as Kim Hongdo often took 
part in pictorial activities related with Jeongjo’s Stat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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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ccasion of the completion of the Wooden Triad, a large Great Equal 
Assembly (mucha daehoe) was exceptionally held at the order of the King. 
During this ceremony the reasons for the sculptures’ creation was explained, 
and their completion celebrated. This made possible to communicate to the 
commoners the Triad’s identity in a firmer way: it was the result of Jeongjo’s 
filial piety and of his legitimacy. 
The Nectar Ritual Painting expressed visually Jeongjo’s will to unfold his 
politics for the commoners. Unlike other Nectar Ritual Paintings, Yongjusa’s 
one excludes direct images of Hell, and it portrays a great number of rescued 
beings exiting from Hell’s gates. The portable pedestal, symbolizing salvation 
of the Deceased ones, is shown bigger than in any Nectar Ritual Painting 
previously produced, and it boldly reveals its soteriological meaning. By 
showing the Way of Heaven and the passing to the next world, this painting 
visually suggests how, in Jeongjo’s reign, commoners will be able to obtain 
salvation in the afterlife.
Yongjusa’s Hall of the Great Hero’s solemn interior space resembles that of 
the Royal palace. The Bodhisattva of the Tripiṭaka Teaching Painting and the 
mural paintings of the Hall of the Great Hero present several Daoist 
iconographies symbolizing perennial youth and longevity. These 
iconographies are deeply related with paintings commonly found in the Royal 
palace that represent the desire for the perennial continuation of the Royal 
house. Thus, Yongjusa was a Religious space and, at the same time, a place 
with the same nature of the palace where the King and his family dwelt. It 
was a space where Buddhism’s innate sanctity and the King’s dignity 
overlapped.
The art created for Yongjusa’s foundation was the product of Joengjo and his 
court. Its art-historical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new ways developed 
to visually convey the King’s purpose. Although this dissertation’s main 
subject is the Buddhist art produced by a specific historical figure, at the 
same time it also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t art and its 
patrons in a more general sense.
As in the case of the artworks at Yongjusa, Buddhist art visually reflects the 
will, the hopes and the intents of those who design them. Yongjusa’s 
artworks are relevant as they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Buddhist art.

Keywords: Yongjusa, King Jeongjo, Buddhist art
student number: 2013-22795


	Ⅰ. 서론 
	Ⅱ. 정조(正祖)의 불교 활용과 용주사(龍珠寺) 불교 미술 
	1.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2. 용주사의 창건 과정과 기능 
	3. 용주사 불교 미술의 제작과 성격 

	Ⅲ.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의 조성과 봉안 
	1.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제작과 도상 
	2.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봉안 환경 

	Ⅳ. 용주사 <감로도(甘露圖)>의 도상과 의미 
	1. 용주사 <감로도>의 제작과 구성 
	2. 용주사 <감로도>와 국왕의 권위 

	Ⅴ. 용주사 대웅보전 회화와 도교 도상의 채택 
	1. 용주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와 신선(神仙) 
	2. 용주사 대웅보전 벽화와 신선도(神仙圖) 

	Ⅵ. 결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표목록 
	도판목록 
	도판 
	Abstract 


<startpage>13
Ⅰ. 서론  1
Ⅱ. 정조(正祖)의 불교 활용과 용주사(龍珠寺) 불교 미술  11
   1. 정조의 불교 인식과 용주사  11
   2. 용주사의 창건 과정과 기능  17
   3. 용주사 불교 미술의 제작과 성격  30
Ⅲ.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木造三世佛坐像)>의 조성과 봉안  44
   1.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제작과 도상  44
   2. 용주사 <목조삼세불좌상>의 봉안 환경  48
Ⅳ. 용주사 <감로도(甘露圖)>의 도상과 의미  55
   1. 용주사 <감로도>의 제작과 구성  55
   2. 용주사 <감로도>와 국왕의 권위  61
Ⅴ. 용주사 대웅보전 회화와 도교 도상의 채택  71
   1. 용주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와 신선(神仙)  71
   2. 용주사 대웅보전 벽화와 신선도(神仙圖)  77
Ⅵ. 결론  88
참고자료   91
참고문헌  113
표목록  129
도판목록  130
도판  135
Abstract  14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