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화재위원회(제2분과: 동산)

2020년 제1차 회의록
□ 일

시 : 2020. 5. 22.(금), 13:30~

□ 장

소 : 강원도청 2청사 대회의실(1층)

□ 출석위원 : 이규대, 최성은, 신철균, 차장섭, 배재홍(이상 5명)
□ 회의안건(17건)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1.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三陟 靈隱寺 靈山會上圖)
2.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 니도(五臺山 月精寺 中臺 香閣 釋迦牟尼圖)
3.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五臺山 月精寺 中臺 香閣 神衆圖)
4.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寧越 報德寺 地藏菩薩圖)
5. 삼척 영은사 불연(三陟 靈隱寺 佛輦)
6. 원주 구룡사 목 패(原州 龜龍寺 木牌)
7. 평창 월정사 목 패(平昌 月精寺 木牌)
8. 평창 월정사 삼전패(平昌 月精寺 三殿牌)
9. 오대산 중대 소종(五臺山 中臺 小鐘)
10. 개간비밀교(開刊秘密敎)
11. 불설대보부모 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12.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13.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14. 속초 보광사 목 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束草 普光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腹藏遺物)
15. 홍천 문헌공 최충 영정(洪川 文憲公 崔冲 影幀)
16. 홍천 문화공 최유선 영정(洪川 文和公 崔惟善 影幀)

【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 변경 심의】
1. 신흥사경판(神興寺經板,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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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1.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가. 제안사항
○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三陟 靈隱寺 靈山會上圖)

※ 문화재 소장 경위 : 삼척 영은사 문화재 도난(1993. 4. 21.) ⇒ 도난문화재 회수(2014. 5.
29.) ⇒ 문화재 인수 및 기탁(2017. 4. 1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삼척 영은사 인수 → 월
정사 성보박물관 기탁)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811년)

○ 작

자 : 계성(戒成), 관보(琯甫), 천수(天守), 도등(道登) 등

○ 크

기 : 세로 391㎝ × 가로 305㎝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 유 자 : 영은사(삼척)
○ 관 리 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이 불화는 석가모니불을 팔보살,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십대제자, 팔부중, 팔금강이 둘
러싸고 있는 석가모니불화이다. 하단에 화기를 적어 불화의 내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화기의 일부가 절취되었다. 이처럼 화기 일부는 사라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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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이전에 화기 내용을 잘 기록해두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화기에 따르
면, 1811년 강원도 삼척 영은사 대웅전에 후불탱을 봉안하였는데, 화원으로는 수화승 계
성(戒成)을 비롯하여 관보(琯甫), 승활(勝活), 계의(戒誼)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이들
은 모두 18세기 말 ~ 19세기 초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화승이다. 이들이 어떤 인연
으로 이곳 삼척 영은사의 영산회상도를 제작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불화의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권속을 작게 그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본
존인 석가모니불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공간이 넓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유사
한 형태는 1734년 통도사 영산회상도와 같은 18세기 중·후반 경상도 지역 불화에서 찾아
볼 수 있어 경상도 지역 불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롭게도 이는 영은사
영산회상도 제작에 참여했던 화승이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다는 점과 일치한다.
영은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는 화기가 남아있어, 1811년이라는 조성 연대, 조성 화원,
시주질, 봉안처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양식적으로도 18세기 불화를 잘 계승하고 있어 19
세기 초반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존 상태 역시 화기의 일부가 절취된 것을 제
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하여, 강원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
한다. 지정명칭은 관계전문가의 견해대로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三陟 靈隱寺 釋迦如
來會圖)’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는 1811년에 영은사 주불전의 후불도로 제작·봉안되었던 작품
으로 분실되었다가 2017년에 회수되었다. 이 불화는 편수 계성(戒成), 부편수 관보(琯甫)를
비롯해 천수(天守), 도등(道登), 근정(謹政), 승활(勝活) 등 총25명이 참여해 제작하였는데,
수화승 계성 및 관보, 승활, 계의 등은 모두 18세기 말~ 19세기 초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이다.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는 세로 크기가 4m에 달하는 대형의 화면에 중앙의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보살상 8위, 벽지불(辟支佛) 2위, 범천과 제석천, 사천왕, 10대제자, 팔부중,
팔금강 등을 배치한 군도(群圖)형식의 석가모니불화이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
루고 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한편 군도형식과 더불어 본존의 이중연봉형 광배 및 신광에 묘사된 금강저 문양 등은 18
세기 중후반 경상도지역 불화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이 불화를 제작한 화승들 대부분이
경상도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인 것과 관련이 있다.
화면 하부에는 화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좌우 주색 바탕과 중앙의 백색 바탕에 묵서되어
있다. 도난 당시 화기의 일부가 잘려 소실되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향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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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색 바탕의 화기에는 가경 16년인 1811년에 불화를 조성해 봉안했다는 내용과 시주자가
기록되어 있다. 시주자인 승려들이 돌아가신 부모와 스승의 천도를 위해 불화를 제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앙의 백색 바탕에는 ‘본사질(本寺秩)’이 기록되어 있다. 향좌의 주색
바탕의 화기에는 불사 소임자인 ‘연화질(緣化秩)’이 기록되어 있다. 증명(證明) 5인, 지전
(知殿) 1인, 송주(誦呪) 5인, 금어(金魚) 25인, 봉재(奉齋) 3인, 재주(齋主) 3인, 종두(鐘
頭) 1인, 정통(淨桶) 1인, 별좌(別座) 2인, 도감(都監) 1인, 총령(摠領) 1인, 화주(化主) 5
인 등 총 57인이 기록되어 있다.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승려 이성(理性)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스
승을 위해 이 불화를 제작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화질의 ‘봉재(奉齋)’, ‘재주(齋主)’ 등을
통해 영은사 <영산회상도>를 제작하면서 재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는 18세기 양식을 계승한 작품으로, 화면 하부에 불화
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화기가 잘 남아있어 19세기 초반 불화 양식을 파악하
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강원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가치
가 높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三陟 靈隱寺 釋迦如來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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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
가. 제안사항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五臺山 月精寺 中臺 香閣 釋迦牟尼圖)

※ 문화재 소장 경위 : 문화재 기증(2005. 11. 3. 평창 상원사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894년)

○ 작

자 : 보암 긍법(普庵 肯法), 운조(雲照)

○ 크

기 : 세로 129.5㎝ × 가로 231.7㎝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이 불화는 상원사 중대 향각에 봉안했던 석가모니불화이다. 화면 하단 중앙에 화기
가 있어 1894년에 보암(普庵) 긍법(肯法)과 운조(雲照)가 이 불화를 조성했음을 알
려준다. 보암 긍법과 운조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이다. 1878년 향각이 재건되었으니, 그로부터 16년 후인 1894년에 이 불화를 완
성하여 후불탱으로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의 특징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벽지불(辟支佛) 2위, 4보살, 10대 제자 가운데 8위, 사천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하
게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본존의 좌우 협시보살이 반가좌로 앉은 모
습, 본존 광배를 금박으로 메우는 방법인데, 이는 19세기 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
로 크게 유행했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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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 중대에서는 1878년 향각을 재건하고 1894년에 석가모니회도, 신중
도를 그려 모셨고, 목조비로자나불좌상(강원도유형문화재 제157호)을 개금하는 불사
를 했다. 당시 신보덕화(申普德華), 최화장월(崔華藏月), 조보현행(趙普賢行) 등 신심
깊은 상궁 3명이 시주하여 이뤄낸 일이다. 이곳에서 꾸준히 상궁들의 불사 후원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불회도는 화면 하단의 화기를 통해 봉안 장소, 조성 화
원, 시주자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19세기 말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에서는 드문 상궁 발원 작품이라는 점에
서도 19세기 말 월정사와 왕실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연구 자료이다. 이에 강원
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다. 지정
명칭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여래회도(五臺山 月
精寺 中臺 香閣 釋迦如來會圖)’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는 1894년(광서 20) 2월에 제작·봉안된 작품으로
수화승 보암긍법(普庵肯法)이 운조(雲照)와 함께 제작하였다. 보암긍법과 운조는 19세기 후
반~20세기 전반에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화승으로, 이 불화는 긍법이 수화승이
되어 최초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불화는 가로로 긴 화면에 본존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벽지불 2위, 4보살, 10대 제자
가운데 8위, 사천왕을 배치한 간단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채색은 적색이 주
조를 이루는데 밝게 변색되어 다른 색들에 비해 명도가 상당히 높다. 반가좌로 앉아있는 협
시보살의 모습, 적색 위주의 채색, 본존의 광배를 금박으로 처리한 점 등은 19세기 말 서울·
경기지역 불화에서 크게 성행한 수법이다.
화기는 제작 연도와 봉안 장소를 비롯해 연화소(緣化所)와 시주질(施主秩)로 구성되어 있
다. 19세기 이전에는 불사의 소임자는 주로 ‘연화질(緣化秩)’로 표현되는데 ‘연화소(緣化
所)’로 표기된 것은 19세기의 특징이다. 연화소에는 불사 소임자로 증명(證明), 송주(誦呪),
지전(持殿), 금어(金魚), 공사(供司), 종두(鐘頭), 다각(茶角), 정통(淨桶), 도감(都監), 별
좌(別座), 화주(化主) 등이 기록되어 있다. 시주질에는 세 명의 상궁이 등장하고 있어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던 중대 사자암이 1894년에도 왕실의 후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맨 뒤에는 조성 발원문이 실려 있다
이처럼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는 적색의 변색이 심한 편이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인 데다가 화기가 잘 남아있어 19세기 말 불화의 양식 특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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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준작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상궁 발원 작품으로서 당시 월정사와 왕실과의 관련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불화가 제작된 1894년에 월정사 중대에서는 석가모니도·
신중도와 함께 비로자나불상을 개금·중수하였는데 이 불사의 수화승도 보암긍법으로 당시
월정사 중대의 불사 상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도>는 강원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평창 오대산 중대 석가여래회도(平昌 五臺山 中臺
釋迦如來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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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
가. 제안사항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五臺山 月精寺 中臺 香閣 神衆圖)

※ 문화재 소장 경위 : 문화재 기증(2004. 4. 9. 평창 상원사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894년)

○ 작

자 : 범화(梵化) 윤익(潤益), 보암(普庵) 긍법(肯法), 성민(性敏)

○ 크

기 : 세로 115㎝ × 가로 122.5㎝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이 불화는 1894년에 석가여래회도와 함께 제작하여 중대 향각에 봉안한 신중도이다. 정
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의 상단에는 중앙에 위태천(韋駄天)이, 좌우에는 범천(梵天)과 제석
천(帝釋天)이 합장하고 서 있다. 그 아래에는 천룡팔부(天龍八部) 가운데 5구가 칼, 창
등 무기를 들고 있다. 중앙의 위태천은 새 날개 장식과 합장을 한 손에 받쳐 든 삼차극
(三叉戟)이 특징이다. 삼차극은 끝이 세 부분으로 갈라진 짧은 창과 같은 것을 말한다. 화
면 상단에는 양 손으로 공양물을 받든 공양천이, 범천과 제석천 좌우에는 동자가, 그 아래
에는 일월관(日月冠)을 쓴 천자와 불로초(不老草)를 든 산신이 서 있다. 이처럼 위태천,
범천과 제석, 천룡팔부를 함께 배치한 신중도는 19세기 후반-20세기에 전국에 걸쳐 유행
하던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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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향해서 왼쪽 가장자리에 묵서가 있는데, 두 줄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 적었
다. 1894년에 금어(金魚) 범화(梵化) 윤익(潤益)과 보암(普庵) 긍법(肯法), 성민(性敏)이
이 신중도를 조성하여 향각에 봉안했다는 내용이다. 윤익과 성민은 긍법과 마찬가지로 모
두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주로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화승이다. 윤익은 보암
긍법과 함께 같은 해에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개금하기도 했다. 윤익이 수화
승이 되어 남긴 작품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신중도는 그런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
월정사 중대 향각 석가모니불회도는 화면 오른쪽(향해서 왼쪽)의 묵서를 통해 봉안 장
소, 조성 화원, 시주자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19세기 말 불화 연구에서 그 의미가 크
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에서는 드문 상궁발원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19세기 말 월정사와
왕실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에 강원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는 1894년(광서 20) 2월에 <석가모니도>와 함께 제
작되어 봉안된 작품으로 수화승 범화윤익(梵化潤益)이 <석가모니도>의 수화승인 보암긍법
(普庵肯法) 및 사미 성민(性敏)과 함께 제작하였다. 범화윤익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에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화승으로 이 불화는 윤익이 수화승이 되어 최초로 제작한
작품이다.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을 위아래로 나누어 상부에
는 위태천과 제석천·범천, 천부중을 배치하고 하부에는 천룡팔부중을 배치했다. 이처럼 위태
천, 제석천·범천, 천룡팔부중이 함께 표현되는 형식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며 주로 19세기 후
반 ~ 20세기 불화에서 볼 수 있다. 채색은 적색, 녹색, 청색, 황색이 골고루 배치되었는데
코발트 계열의 채도 높은 청색이 함께 제작된 <석가모니도>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
었다.
화기는 향좌측면 화면에 묵서되어 있다. <석가모니도>의 화기에 비해 간략한 편이나 제
작연도와 봉안 장소를 비롯해 증명(證明), 송주(誦呪), 금어(金魚), 별좌(別座), 화주(化主)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는 화기가 잘 보존되어 있어 19세기 말 불화의
양식특징을 살펴보는데 기준작이 될 수 있으며, 이 불화가 제작된 1894년에 월정사 중대에
서는 <석가모니도>를 함께 제작하고 비로자나불상을 개금·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
시 불사 상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적색, 녹색, 황색, 청색을 적절히 배치한
안정감 있는 색감과 금니의 사용 등에서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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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월정사 중대 향각 <신중도>는 강원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할 필요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평창 오대산 중대 신중도(平昌 五臺山 中臺 神衆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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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
가. 제안사항
○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寧越 報德寺 地藏十王圖)

※ 문화재 소장 경위 : 영월 보덕사 문화재 도난(1990. 8. 6.) ⇒ 도난문화재 회수(2017. 9.
20.) ⇒ 문화재 인수 및 기탁(2019. 5.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월정사 성보박물관 기탁)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786년)

○ 크

기 : 세로 200㎝ × 가로 198㎝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 유 자 : 영월 보덕사
○ 관 리 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이 불화는 화면 중앙의 지장보살삼존, 즉 지장보살(地藏菩薩), 무독귀왕(無毒鬼王), 도
명존자(道明尊者)을 중심으로 시왕, 사자(使者), 판관, 동자, 육보살(六菩薩), 선악동자(善
惡童子)를 배치한 지장시왕도이다. 이 불화에서처럼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명부의 모든 권
속들과 육보살이 표현되는 도상은 지장시왕도 형식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지장시왕도는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이 불화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화면 하단에 배치된 2구의 동자상이다. 화면을 향해 오른쪽 동자는
손에 석장(錫杖)을 들었고, 그 옆의 동자는 함(函)을 들고 서 있다. 이 2구의 동자는 중
생의 선악을 기록해 하늘에 보고하는 선악동자(善惡童子)이다. 통상 화면 상단에만 그리
던 선악동자를 이 불화에서는 화면 하단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예

- 11 -

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형식의 그림은 18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경상도,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20여 점 가량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보덕사의 지장시왕도는 화기가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만, 1786년에 제작한 같은 보덕사 극락전이 석가여래회도와 같은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작품의 배치, 필선, 문양, 채색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덕사 지장
시왕도는 화기가 없어 정확한 내력을 알 수 없지만, 18세기 후반 작품의 특징을 잘 갖추
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는 점에서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화면 중앙에 지장보살을, 그 주변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시왕, 사자, 판관, 동자, 공양천, 옥졸, 육광보살(六光菩薩), 선악동자(善惡童子) 등을 좌우동
수로 배치한 불화이다. 이처럼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명부의 모든 권속들과 육광보살이 표현
되는 도상은 지장시왕도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식으로 조선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조선
후기에 이르면 특히 경북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이 불화에는 화면 상부에 배치된 선악동자가 하부에 또 한 번 표현되었다. 이러한 도상은
현재 20여 점이 남아있는데, 18세기 후반에 등장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경상도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이 가운데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에 표현된 선악동자
가 가장 이른 시기의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채색은 적색과 녹색이 주조색으로, 청색이 보조
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색감이 안정적이다. 화면 하부 바닥에 묘사
된 구름은 별도로 종이에 그려 붙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채색은 전반적으로 잘 남아있는 편
이다.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화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자 등은 알
수 없으나 1786년 작 보덕사 극락전 <석가여래회도>와 권속들을 화면 가득 배치한 구성
법, 유려한 필선, 소형의 국화문 표현, 적색과 청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청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한 채색법 등이 유사해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지장시왕도의 구도와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
이자 19세기 지장시왕도의 도상을 선도하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에 강원도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寧越 報德寺 地藏十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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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척 영은사 불연
가. 제안사항
○ 삼척 영은사 불연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삼척 영은사 불연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삼척 영은사 불연(三陟 靈隱寺 佛輦)

※ 문화재 소장 경위 : 문화재 기탁(1993. 12월 삼척 영은사 → 평창 월정사)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761년, 乾隆 辛巳)

○ 크

기 : 높이 146㎝ × 폭 74㎝ × 길이 336㎝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 유 자 : 삼척 영은사
○ 관 리 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삼척 영은사에 있던 불연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유물임.
불연은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불상이나 사리 또는 패 등을 넣고 옮기기 위한 가마 형태의
불교 목공예품으로 삼척 영은사 불연은 부재의 결손 거의 없으며 조성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크기와 규모 등은 지정 신청서에 자세하게 가록되어 있으며,
대략적이 형태는 2개의 가마채 위에 난간을 두른 사각형의 몸체를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린 구조이다.
각 부재 아래에는 사자상을 조각하여 받치게 하였고 가마채 네 방향에 용의 꼬리를 조각하였
으며 몸체 전체에도 연꽃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매우 정교하게 조각하여 장식을
하였다, 2단으로 되어 진 지붕은 두터운 한지로 바르고 청색으로 장식을 하였으나 지붕 종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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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 일부 되어있으나 원형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며 지붕 상부에는 연화 대좌와 금빛 정병으
로 장식하였다.
내부의 장식의 원형을 알 수 없으나 불연 대좌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불연 밑 부분에
묵서 명에 의하면 이 불연은 울진 대흥사에 봉안하고자 1761년에 상주 대승사(尙州大乘寺)
승려 장인인 진찰(震刹)이 제작하였으며, 시련(侍輦) 의식에 사용한 양산, 인로왕번(引路王
幡)과 함께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유물은 제작 연대와 장소를 알 수 있는 묵서가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일반적인
불연과 양식적인 면에서 독창성을 보이고 있어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불연(佛輦)은 사찰의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가마로 불상, 사리, 경함(經函), 패(牌)
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불교 공예품이다. 불연의 구조는 지붕, 몸체, 연(輦)을 드는 가마
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연은 크게 대좌형(臺座形)과 전각형(殿閣形)으로 구
분되는데 전자는 회운당 불연(1643년)이 알려져 있다. 전각형의 경우는 18세기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불연(1718년)이 가장 이른 예에 속하며,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불연은 김해
은하사 불연(1715년)을 제외하면 모두 전각형에 속한다. 18세기 이후 불연의 용도는 불
상이나 사리 등을 옮기는 것보다는 의식에 불패(佛牌)와 위패(位牌) 등을 이운하기 위한
용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각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척 영은사 불연은 전각형으로 지붕은 둥근 형태로 2층 구조이며, 지붕 위에는 연화좌 위
에 정병이 놓여 있다. 조선후기 일반적인 불연의 지붕은 1층이면서 지붕 위에 보주형 장식
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몸체 역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재에 다양한
화문(花紋), 여의두문(如意頭紋) 등이 장식되어 있다. 몸체를 받치는 연대(輦臺)에는 적,
황, 청색의 용두와 용미(龍尾) 장식의 난간으로 둘러져 있다. 가마채는 표면에 옻칠을 하고
앞쪽에는 용두(龍頭)를, 뒤쪽에는 용미(龍尾)를 조각하였으며 가마채 아래에는 네 개의 받
침이 설치되어 있다.
삼척 영은사 불연의 몸체 아랫면에는 조성 연도, 봉안 사찰, 조성한 장인, 제작을 주도한
승려, 불연과 함께 일산(日傘)과 인로왕번(引路王幡) 등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명문이
남아 있어 18세기 불연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불연 아랫면에 씌여진 3줄
묵서명의 내용은 “건륭 신사년인 1761년에 경상도 상주 대승사의 승려 진찰(震刹)이 강원
도 울진 대흥사에 봉안하고자 불연과 함께 시련(侍輦) 의식에 사용한 양산과 인로왕번(引路
王幡)을 함께 조성했다. 이때 화주(化主)는 위안(位安)과 우념(宇捻) 등이 맡았으며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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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량이었다”는 것이다.
삼척 영은사 불연을 만든 장인은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 거주하던 진찰인데 그는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활약하던 화승(畵僧)이었다. 1753년에는 1199년에 조성된 봉정사 목조관음보
살좌상(보물 제1620호)의 개금 불사에 수화승으로 참여했으며, 1762년에는 강원도 홍천 수
타사 영산회상도(강원도 유형문화재 122호)를 조성하는데도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이러
한 사실로 보아 진찰은 화승이면서 개금과 불연을 제작하는 등 그의 활동 영역이 다양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척 영은사 불연은 조성 연도와 18세기 승려 장인들이 불화승이면서 조각승이었
고 불교 공예품 제작에도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명문 자료를 갖고 있는 점, 다양한 문
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18세기 불연을 대표하는 불교 공예품이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지
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삼척 영은사 불연(三陟 靈隱寺 佛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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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주 구룡사 목패
가. 제안사항
○ 원주 구룡사 목패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원주 구룡사 목패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원주 구룡사 목패(原州 龜龍寺 木牌)

※ 문화재 소장 경위 : 문화재 기탁(1999. 4. 26. 원주 구룡사 → 평창 월정사)

○ 수

량 : 3점

○ 시

대 : 조선후기

○ 크

기 :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 총고 71㎝ × 폭 42.4㎝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 총고 49.5㎝ × 폭 36㎝
세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 : 총고 61㎝ × 폭 41.5㎝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 유 자 : 원주 구룡사
○ 관 리 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원주 구룡사에 소장되었던 나무로 만든 전패로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
는 각각 별도로 되어 3점이 1조로 되어있는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왕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화려하거나 정교하지는 않지
만 문양이나 조각 색칠 등이 비교적 유려하며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피나무종류의 목재로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구름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모양
으로 외곽을 조각하였고 적, 녹, 청, 백색을 기본으로 하여 단을 이루며 칠을 하였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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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는 운룡과 연화 당초문을 유려하게 그렸고 뒷면에도 선묘로 연꽃문양과 운문, 당초
문 등으로 장식하였다. 전면 중앙의 명문 곽은 사각으로 주칠을 하였으며 음각으로 “주
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천추

(世子邸下壽千秋)”라고 새기고 금박으로 장식하였으며 글씨와 조각도 수준급이다.
3단의 전패는 왕이 가장 크고 왕비, 세자 순으로 크기를 작게 하였는데 위계에 따라
크기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며 문양도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대좌는 앙련과 복련 2단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좌의 크기도 위계에 따라 조금씩 다
르게 제작하였는데 세자의 대좌가 가장 작게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훼손이 없이 완
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나 다만 왕비전하수제년의 전패의 좌대 중 복련 부분이 결실
되어 아쉽다.
전체적으로 3위가 모두 보존되어 있는 유물로 보존상태나 제작 기법, 문양 등으로 볼
때 대략 18세기 중엽의 유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또는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
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조선후기 불교 공예품 가운데 불단에 놓이는 패(牌)가 주목되는데 불상명을 기록한 불패
(佛牌)와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수명 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패(殿牌)로 구분된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패와 전패는 현재 91건 160여 점이 남아 있다.
원주 구룡사 패는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삼전패
(三殿牌)인데 각각 3점으로 별도로 제작되었다. ‘주상전하수만세’ ‘세자저하수천추’ 등의 전
패는 대좌와 몸체 그리고 개부(蓋部)가 완존하고 있지만 ‘왕비전하수제년’ 전패는 대좌 일부
가 소실되었다.
전면의 몸체에는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등이 붉은 바탕의
방형의 틀 안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좌우에는 덩쿨 식물문이, 윗부분에는 운룡문이 황
색 선묘로 채색되어 있다. 전패의 뒷면에도 연화문과 운문 등이 선묘로 그려져 있다.
구룡사 삼전패의 형식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개부(蓋部)에 그려진 용의 형태가 다르
다. ‘주상전하수만세’의 용은 정면향을 취하고 있지만, 좌우에 배치되었던 ‘왕비전하수제년’
과 ‘세자저하수천추’ 전패의 용은 중앙을 향해 측면관을 하고 있다. 크기에 있어서도 ‘주상전
하수만세’ 전패가 가장 크고 좌우 전패는 크기가 약간 작아 차등을 두고 있다.
17세기의 삼전패는 조각이 화려하고 웅장한데 비해 구룡사 삼전패는 황색 선묘로만 문양
을 표현하고 있어 시대가 내려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패가 뒷면을 장엄하지 않
는 대신 구룡사 삼전패는 뒷면을 선묘로 문양을 표현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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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 삼전패는 17세기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게 조각된 전패에 비해 시대가 떨어지지
만 ‘왕비전하수제년’ 전패의 대좌 일부를 제외하고는 3위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점, 선묘로
표현된 문양 등이 절제되면서도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
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원주 구룡사 삼전패(原州 龜龍寺 三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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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창 월정사 목패
가. 제안사항
○ 평창 월정사 목패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평창 월정사 목패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평창 월정사 목패(平昌 月精寺 木牌)

○ 수

량 : 3점

○ 시

대 : 조선후기(추정)

○ 크

기 : 주상전하성수만세(主上殿下聖壽萬歲) : 총고 70㎝ × 폭 32㎝

왕비전하성수제년(王妃殿下聖壽齊年) : 총고 68.5㎝ × 폭 27.5㎝
세자저하성수천추(世子邸下聖壽千秋) : 총고 68㎝ × 폭 28㎝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평창 월정사 목패는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문이 담겨있는 전패
로 불단에 모셔놓고 기원하던 것으로 일반적인 전패의 구성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전체적
인 형태는 패두와 패신, 대좌의 3단구조로 되어 있으며 패신 중앙에는 명문곽을 두고 주
칠바탕에 묵서로 ‘주상전하성수만세(主上殿下聖壽萬歲)’. ‘왕비전하성수제년(王妃殿下聖
壽齊年)’. ‘세자저하성수천추(世子邸下聖壽千秋)’ 명문을 적어놓고 있다.
크기나 기법 등은 일반적인 전패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주상의 패상부에는 봉황을,
나머지 두 전에는 운문만 조각을 하였고 몸체와 상부를 하나의 판재로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전패의 뒷면은 원목을 톱이 아닌 손 도구를 사용하여 다듬었으나 표면을 정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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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다소 거친 형태의 연장 자국을 그대로 남아있게 마감을 하여 놓았다. 조각의 상태
나 문양의 채색 등도 다소 약화되었고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인 왕가의 축원을 위한 전패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조각이나 채색의
방법 등이 약화되어 있고 3점 모두 대좌가 결실되어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다소 무
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문화재전문위원 ○○○]
조선후기 불교 공예품 가운데 불단에 놓이는 패(牌)가 주목되는데 불상명을 기록한 불패
(佛牌)와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수명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패(殿牌)로 구분된다. 조
선후기에 제작된 불패와 전패는 현재 약 91건 160여 점이 남아 있다.
평창 월정사 패는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삼전패
(三殿牌)인데 각각 3점이 별도로 제작되었다. 삼전패 3위는 몸체와 상부를 하나의 판재를
사용해 제작하였기 때문에 잘 남아 있지만 대좌는 결실되고 없다. 삼전패의 앞면에는 봉황,
식물문, 운문, 연화문 등이 새겨지거나 그려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각과 채색이 단순하고
도식화되었다. 또한 크기에 비해 삼전패의 폭이 좁은 편이다.
방형의 틀을 마련하고 주색 바탕 위에 흑색으로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聖壽齊年’
‘世子低下聖壽千秋’ 등의 문구를 써 넣었다. 18세기까지는 ‘主上殿下壽萬歲’라고 주로 표현
하는 것과 달리 월정사 삼전패에서는 ‘壽萬歲’ 대신 ‘聖壽萬歲’라고 기록해 별도로 ‘聖’자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주상전하성수만세’ 전패의 상부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는 반면 ‘왕비전하성수제년’과 ‘세
자저하성수천추’ 전패의 상부에는 운문(雲文)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전패의 뒷면은 요철
로 거칠게 다듬어져 있는 것은 표면을 정리하지 않고 제작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월정사 삼전패는 17세기의 전패에 비해 조각이나 장식 문양이 도식화되었으며 뒷면을 온
전하게 처리하지 않는 점, ‘주상전하수만세’에서 ‘주상전하성수만세’로 ‘성’ 자가 추가된 점
등에서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형감과 조각성이 떨어지고 대좌가 소실되었지
만 3위가 잘 남아 있는 점, 19세기 전패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자료로 지
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문화재자료, [명칭] 평창 월정사 삼전패(平昌 月精寺 三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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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창 월정사 삼전패
가. 제안사항
○ 평창 월정사 삼전패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평창 월정사 삼전패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평창 월정사 삼전패(平昌 月精寺 三殿牌)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후기

○ 크

기 : 높이 58㎝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평창 월정사에 봉안되어 있던 삼전패로 크기는 높이 약 58㎝정도 되는 통나무의 하나
의 패 안에 삼전(三殿)의 축원문을 모두 모셔 놓은 패이다. 명문곽 중앙에 ‘주상전하수
만세(主上殿下壽萬歲)’, 향(向) 우측에 ‘세자저하수천추(世子邸下壽千秋)’, 좌측에 ‘왕비
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이라고 양각으로 새겼는데 명문 곽 바탕은 주칠을 하고 글
씨는 금칠을 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이중 원형으로 둥글게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뒷면은 평면으로 하고
전면은 둥글게 하여 운룡문을 저부조로 조각을 하였으며 비교적 조각도 잘 해 놓았고
조각한 위에 적, 청, 황, 녹, 백색으로 화려하게 칠하고 장식하였다. 패의 중앙에는 용의
정면 상을 배치하였고 패신 좌측에는 청룡이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며 우측의 황룡은 위
로 향하며 비늘을 그려 몸체를 표현하였고 입을 벌려 화염을 내 품고 있다. 전패의 아래
좌대는 결실된 상태이다.
유물의 좌대가 결실된 상태 이기는 하나 삼전의 축원문을 하나에 만들어 놓았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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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각의 상태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불교 목공예 특징을 가지고 있
는 작품으로 강원도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 됨.
[문화재전문위원 ○○○]
조선후기 불교 공예품 가운데 불단에 놓이는 패(牌)가 주목되는데 불상명을 기록한 불패
(佛牌)와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수명 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전패(殿牌)로 구분된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패와 전패는 현재 약 91건 160여 점이 남아 있다.
평창 월정사 패는 왕·왕비·세자 등 삼전하의 안녕을 축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삼전패(三
殿牌)인데 1점으로 제작되었다. 삼전패 1위는 몸체와 상부를 하나의 판재를 사용해 제작하였기
때문에 잘 남아 있지만 대좌는 결실되었다. 삼전패의 앞면에는 용과 운문이 새겨져 있다.
중앙에 철(凸) 형태의 틀을 만들고 주색 바탕 위에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
下壽千秋’ 등의 문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하나의 패에 왕·왕비·세자의 삼전하의 안녕을 기원
하는 문구를 새겨 넣은 삼전일체식(三殿一體式)의 삼전패이다. 조선후기의 삼전패는 대부분 3위
로 구성되어 있지만 월정사 삼전패처럼 1위로 구성된 예도 남아 있다.
조선후기 삼전일체식 삼전패의 형식은 패액(牌額)에 ‘主上三殿下壽萬歲’와 같이 통합된 경우
와 월정사 삼전패처럼 삼전하의 축원문을 모두 표현하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평창 월정사 삼전
패 형식은 현재 5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현재 남아있는 5점의 삼전패
가운데 월정사 삼전패의 축원문구는 유일하게 양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삼전일체식
삼전패 형식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식으로 주목된다.
평창 월정사 삼전패는 몸체와 상부가 이중의 원형으로 표현된 독특한 형식의 패로 삼전하를
축원하는 문구는 별도로 만들어 삽입된 것이다. 월정사 삼전패의 축원문은 ‘主上殿下壽萬歲’(중
앙), ‘王妃殿下壽齊年’(향우), ‘世子低下壽千秋’(향좌)로 배치되는 일반 형식과 달리 ‘王妃殿下壽
齊年’(향좌)과 ‘世子低下壽千秋’(향우)의 위치가 반대로 표현되었다.
평창 월정사 삼전패는 일반적인 삼전패의 형식과 다르고 도식적인 문양과 단순화된 외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성 시기는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월정사 삼전패는 17세기 이후 3위가 별도로 표현되던 형식이 아니라 삼전일체식 삼
전패 형식으로 표현된 점, 삼전하 축원문구가 양각으로 새겨진 유일한 예라는 점 등에서 희귀
성이 있으므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평창 월정사 전패(平昌 月精寺 殿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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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대산 중대 소종
가. 제안사항
○ 오대산 중대 소종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오대산 중대 소종의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오대산 중대 소종(五臺山 中臺 小鐘)

※ 문화재 소장 경위 : 문화재(中臺 小鐘과 鐘木) 기증(2003. 7. 28. 평창 상원사 → 월정사 성
보박물관)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시대(1750년)

○ 크

기 : 높이 41㎝ × 너비 30.6㎝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월정사 성보박물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월정사 성보박물관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13. ~ 1. 14.)>
[문화재위원 ○○○]
오대산 중대 사자암에 보관되었던 소종으로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유물임.
전체 크기는 약 41㎝ 정도 크기의 소종으로 종신의 외곽에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제작 시기는 건륭15년 경오 7월(1750)에 오대산 중대에서 조성되었으며 50근 중량이며 제작
자로 초연이 만든 것임과 화주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상부의 용뉴는 생략되어 단순한 고리 형태로 표현하였고 우리나라 종의 전통형태인 연곽과
당죄는 생략 되었다. 종신에는 굵은 돌기의 융기선이 가로 세 줄로 장식하였으며 여타의 장식
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로 볼 때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양식적인 측면이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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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볼 때 기술적 퇴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도 매우 작은 편에 속한다.
이 유물은 제작 연대와 장소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문화재적 가치는
있지만 양식적인 면이나 조형성, 규모 등으로 볼 때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 해 보임.

[문화재전문위원 ○○○]
전체 크기가 41㎝인 오대산 중대 소종의 원봉안처는 중대 사자암이며 현재는 월정사성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종신(鐘身)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건륭 15년(1750년) 7월에
오대산 중대에서 조성했으며 무게는 50근이다. 종을 만든 이는 초연(楚衍)이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주, 별좌 등의 소임을 맡았던 승려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대산 중대 범종은 17~18세기에 유행한 다양한 범종 형식 가운데 중국 범종의 영향을
받은 계열로 분류된다. 쌍룡을 단순화시켜 고리 형태로 표현한 점, 종신에 표현된 3개의 횡
선(橫線) 등은 중국 범종을 반영한 특징이다. 전통 형식의 범종에 표현된 연곽(蓮廓)과 연
뢰(蓮雷) 그리고 당좌(撞座) 등은 생략되었다. 종신의 횡선으로 구획된 두 번째 면에는 음
각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18세기에 활약한 범종의 장인 가운데 초연(楚衍)은 새롭게 등장한 승장(僧匠)임을 알 수
있다. 오대산 중대 범종은 크기가 41㎝에 지나지 않는 작은 형태로 전반적으로 매우 단순화
된 형식이다. 법당 안에서 사용하던 소종이었거나 마루에 놓고 공양 시간을 알리는데 사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대산 중대 소종은 18세기 중반의 범종과 비교해 크기가 작고 도식화된 중국 범종의 형
식을 갖고 있으며 조형적인 면에서 작품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1750년이라는 조성 연도, 50
근의 무게, 초연(楚衍)이라는 승장(僧匠), 당시 소임을 맡았던 승려 등을 기록한 명문이 남
아 있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오대산 중대 소종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문화재자료, [명칭] 평창 오대산 중대 소종(平昌 五臺山 中臺 小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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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간비밀교
가. 제안사항
○ 개간비밀교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개간비밀교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개간비밀교(開刊秘密敎)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세로 27.3㎝ × 가로 19.0㎝

○ 제작시기 : 조선시대(1784년, 乾隆四十九年甲辰七月日, 星州 雙溪寺 修道庵)
○ 작

자 : 몽은 찬

○ 재

질 : 종이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 2길 3-16 휴휴암
○ 소유자ㆍ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29. ~ 1. 30, 4. 17. ~ 4. 18.)>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간행처 및 간행 시기가 정확히 명시된 불서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서의 취득 경위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지 부분의 보관 상태가 다소 불량함으로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고서의 변경 이력에 대한 정보 보완 필요(표지 개수 및 보관함 등)
- 지방문화재 지정 시 정확한 명칭 사용일 필요함
- 문화재 지정 등급은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사유: 현재 밀교
집 또는 개간비밀교 등으로 전해지는 서책이 강원도 외 국립중앙도서관,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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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자료의 희귀성은 다소 낮고, 도 타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음)
- 문화재 지정 시 소장자(처)의 보존 및 보관 방안 검토 필요

[문화재위원 ○○○]
『개간비밀교(開刊秘密敎)』는 밀교의례서이다. 조선후기 승려 몽은 등이 밀교의 의식과
절차에 관해 서술한 의례서이다.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84년에 목판본으로 발
간되었다.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는 밀교계통의 서적으로 특히 한글, 한문, 범문을 병기하
고 있어서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정 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던 자료였기 때문에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최
근 휴휴암에서 기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휴휴암이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귀한 불교서적으로 평가되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화재위원 ○○○]
- 조선후기 密敎의 眞言과 그 의식 등을 찬술한 밀교 의례서임.
- 1784년(정조 8)에 승려 몽은 등이 경북 성주 佛靈山 雙溪寺 修道菴에서 간행함.
- 1권 1책으로 목판본임.
- 책 첫머리에 喚愚가 쓴 開刊密敎序와 山逋가 쓴 秘密敎開刊序가 있고, 한글 표기 용례
가 있음.
- 본문은 密敎[진언]·行文[의식]·觀文[수양]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
- 모든 眞言은 범어와 한글 음을 병행하여 기록하였음.
- 책 끝부분에 開刊에 도움을 준 승려와 俗人 등의 명단이 있고, 이어서 刊記가 있음.
- 본 책은 조선후기 밀교 사상과 그 의식에 관한 종합적인 개설서로서 숭유억불 정책 하
에서도 밀교가 널리 성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
- 범어를 한글 음으로 표기하여 조선후기 한글 연구에 자료가 됨.
- 보관 상태가 양호하나, 휴휴암에서 본 책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5명, 유보 5명
- 문화재의 입수경위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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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가. 제안사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수

량 : 1책

○ 규

격 : 세로 30.0㎝ × 가로 18.8㎝

○ 제작시기 : 조선 시대(1630년, 崇禎 3年 6月 日 필사 기록)
○ 작

자 : 미상

○ 재

질 : 종이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 2길 3-16 휴휴암
○ 소유자ㆍ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신승섭, 홍법)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29. ~ 1. 30, 4. 17. ~ 4. 18.)>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불서의 취득 경위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서의 변경 이력에 대한 정보 보완 필요(표지 개수 및 보관함 등)
- 문화재 지정 시 소장자(처)의 보존 및 보관 방안 검토 필요
- 1563년(명종 18) 동림산 신심사에서 목판으로 개판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언해본은
현존하는 언해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2017년 12월 26일 보물 제1960호로 지정되
어 있고, 보물 제1125호는 1432년(세종 14) 목판본으로 간행된 은중경은 1992년 4월
20일 보물 제1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 은중경은 여러 번 간행되었다. 충주고인쇄
박물관 소장본은 언해본으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휴휴암 소장본은
한문본으로 이후 간행된 여러 이판본 중에 하나로 추정되며, 이판본은 다수 전하고 있
어 희귀성은 다소 낮으며, 간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 현존 은중경이 다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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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전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간행 시기와 판본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
가 필요하며, 지정 시에는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불교경전으로 고려 말 이후로 공덕을 위해 목판본이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
통되고 있다. 1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다. 발간시기는 책의 마지막 장에 시주자 명단과 함
께 ‘숭정 3년(1630) 경오 6월 일’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조선 전기의 판본으로 생각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가운데 보물 제1125호로 지정되어 국립중
앙박물관 소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1432년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明嬪 金氏)의 발
원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위경(僞經)이지
만, 효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간행된 불경이다. 이 판본은 21장의 도상
이 수록되어 있으며 뒤에 불설부모은중태골경이 합철되어 있다. 흔치 않은 경우로 권수제
다음에 역자명이 기록되어 있다. 1432년 발간된 목판본, 1첩으로 비교된다.
특정 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던 자료였기 때문에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최
근 휴휴암에서 기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휴휴암이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귀한 불교서적으로 평가되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화재위원 ○○○]
- 크고 깊은 부모의 은혜와 그에 대한 보답을 가르친 불교 경전임. 본문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21개의 揷畫를 삽입하였음.
- 목판본으로 1권 1책임. 보존 상태는 양호함.
- 간행 시기와 간행 장소는 명확하지 않음.
- 책 마지막 장에 印經大施主 등 책 간행에 필요한 부분별 施主 8명의 이름과 함께 ‘崇
禎 3년[1630 : 인조 8] 6월 일’이라는 연월일이 필사되어 있음. 이를 보면 1630년(인
조 8)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부모은중경은 많은 판본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보물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
도 일부 있음.
- 조선시대 불교 경전의 간행과 회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임.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5명, 유보 5명
- 문화재의 입수경위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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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장보살본원경
가. 제안사항
○ 지장보살본원경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지장보살본원경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수

량 : 3권 1책

○ 규

격 : 세로 26.8㎝ × 가로 17.3㎝

○ 제작시기 : 조선시대(1558년, 가정 37년)
○ 작

자 : 법등(法燈) 역(譯)

○ 재

질 : 종이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 2길 3-16 휴휴암
○ 소유자ㆍ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29. ~ 1. 30, 4. 17. ~ 4. 18.)>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간행처 및 간행 시기가 정확히 명시된 불서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서의 취득 경위가 분명한 근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서의 변경 이력에 대한 정보 보완 필요(표지 개수 및 보관함 등)
- 지방문화재 지정 시 정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함
- 문화재 지정 시 소장자(처)의 보존 및 보관 방안 검토 필요
- 표지 및 내부 부분 상태가 다소 불량함으로 보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휴휴암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인 경상남도 창원 내광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은 경상남
도 유형문화재 제604호로 지정되어 있고, 김해 여여정사 소장본은 경상남도 유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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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617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휴휴암 소장본 역시 동일본으로 석두사에서 간
행한 것으로 15세기 초기와 중기 목판 판각의 판식으로 계승하여 16세기 중기의 목판
판각의 판식을 재현 고수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조선 초기~중기 우리나라 목판
판각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강원도 역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1558년(명종 13) 3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
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薦度)하
여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 대한 공덕이 열거되어 있는 불교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으
로 ‘지장경’으로 약칭한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의 다양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하나인 보물 제966호로 지정된 것은 1469년(예종 1)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정의공주(貞懿公主)가 죽은 남편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해 조선 왕실이 발원(發願)하여
예종(睿宗) 1년에 간행되었다. 휴휴암의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보다 대략
100년 정도 앞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간행연도에 따라 다양하
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447년∼1450년(보물 제933호), 1453년(보물 제1011호),
1469년(보물 제966호), 1474년(보물 제1104호).
특정 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던 자료였기 때문에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최
근 휴휴암에서 기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휴휴암이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귀한 불교서적으로 평가되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화재위원 ○○○]
-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으로 널리 신봉되었던 현세 이익적인 불경임.
-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모친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것을 모은 것으로 지옥의 여러 모
습이 설명되어 있고,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데 대한
공덕이 열거되어 있음.
- 3권 1책으로 목판본임. 보존 상태는 양호함.
- 1558년(명종 13) 7월에 황해도 토산 鶴鳳山 石頭寺에서 開板함.
- 王妃殿下와 主上殿下 그리고 世子邸下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해 간행함.
- 명확한 刊記와 施主들이 밝혀져 있음.
- 현재 지장경은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보물이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 30 -

다수 있음. 그러나 1558년(명종 13) 石頭寺 판본은 보이지 않음.
- 본문 중에는 한자로 된 口訣도 표기되어 있음.
- 16세기 당시 인쇄 기술을 비롯하여 불교사 연구와 국어사 연구에 자료가 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5명, 유보 5명
- 문화재의 입수경위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31 -

13. 관동빈흥록
가. 제안사항
○ 관동빈흥록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관동빈흥록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

○ 수

량 : 5권 2책

○ 규

격 : 세로 29.0㎝ × 가로 18.6㎝

○ 제작시기 : 조선시대(1794년, 건륭 59년)
○ 작

자 : 규장각 편

○ 재

질 : 종이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 2길 3-16 휴휴암
○ 소유자ㆍ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1. 29. ~ 1. 30, 4. 17. ~ 4. 18.)>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간행처 및 간행 시기가 정확히 명시된 고서로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고서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함
- 고서의 변경 이력에 대한 정보 보완 필요(표지 개수 및 보관함 등)
- 조선 후기 강원도 관련 지역사 연구 및 강원지역 역사문화 인물 관련 자료를 담고 있
어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음.
- 문화재 지정시 소장자(처)의 보존 및 보관 방안 검토 필요
- 원주역사박물관은 관동빈흥록 1책만 소장하고 있으나 휴휴암 소장본은 2권 모두를 소
장하고 있으며, 보관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함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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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위원 ○○○]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은 1794년(정조 18)에 간행한 5권 2책의 목판본이다.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은 1793년(정조 17) 강원도 유생에게 실시한 과거의
전말과 급제한 과문을 적은 책이다. 규장각에서 편집하여 1794년에 강원감영에서 간
행한 것으로 규장각 도서이다. 이 책에는 입격(入格)한 방목(榜目)과 전교(傳敎)·부
(賦)·책(策)·강의(講義)와 응제시권(應製試券)·어춘당대친시권(御春塘臺親試券)·십삼
경강의 등 시험문제와 답안이 실려 있다.
특정 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던 자료였기 때문에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
다. 최근 휴휴암에서 기증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휴휴암이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었
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위원 ○○○]
- 1793년(정조 17) 정조가 강릉 오죽헌에서 관동지방 유생들에게 과거 賓興科를 실시한
전말과 급제한 유생들의 科文을 수록한 것으로,[시험문제와 답안] 규장각에서 편집하
여 1794년(정조 18)에 강원도 監營에서 간행하였음.
- 5권 2책으로 목활자본임. 보존 상태는 양호함.
- 18세기 말 정조의 지방인재 양성과 등용 정책 그리고 당시 강원도 유생들의 존재양태
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 또 과거 종류와 실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5명, 유보 5명
- 문화재의 입수경위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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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가. 제안사항
○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명

칭 :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束草 普光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腹藏遺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부결(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019. 3. 14.)
○ 수

량 : 불상 1구 및 복장유물 9종(일괄)

○ 시

대 : 조선시대(1654년(효종 5) 조성, 1740년(영조 16) 중수)

○ 재

질 : 나무

○ 형

식 : 독존(獨尊)

○ 규

격 : 단위 ㎝ (세로 × 가로)

(1) 불

상 : 總高 46.0, 頭高 16.0, 肩幅 22.0, 膝高 9.0, 膝幅 30.5

(2) 복장유물
(2)-1 造成ㆍ重修 發願文 : 1枚(紙 墨書) → 44.0 × 91.0
(2)-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141枚(木版本) → 28.5 × 18.0
- 楞嚴經變相 2枚, 首楞嚴經要解序 1枚, 卷1(1-28章) 28枚, 卷2(1-32章) 32枚,
卷3(1-14章) 14枚, 卷3(15-31章) 17枚, 卷4(1-34章) 34枚, 卷5(1-23章) 23枚
(2)-3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 65枚(木版本) → 27.0 × 16.7
- 序文(2～4章) 2枚 又序 11枚 變相圖 2枚 目錄(6～9章) 4枚, 本文(10～13章) 4枚,
本文(62～75章) 14枚, 本文(77～85章) 9枚,本文(86～89章) 4枚, 本文(90～104章) 15枚
(2)-4 梵字文陀羅尼 : 6枚(紙 朱書) → 41.0 × 47.0
(2)-5 喉鈴筒 : 1點
(2)-6 黃綃幅子: 1點 → 34.0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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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靑色蔓草龍紋織金緞 : 1點 → 13.0 × 34.0
(2)-8 紫色四季花紋緞 : 1點 → 30.0 × 34.0
(2)-9 色絲 : 3種 1括
○ 작

자 : 초안(草安)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동명동 579-2)
○ 소유자 및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2. 14.)>
[문화재위원 ○○○]
속초 보광사의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머리카락을 깎은 승형(僧形) 지장보살상이며, 크기
는 46㎝이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이목구비가 큼직하며, 어깨가 좁고
목이 짧다. 이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보살상의 특징이다. 46㎝로 비록 상의 크기는 작
지만, 복장유물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복장유물은 ① 한 장에 함께
쓰인 복장문과 중수문, ② 후령통, ③ 비단조각, ④ 전적, 그리고 ⑤ 다라니로 구성돼 있
다.
복장유물 가운데 ①은 중수문을 쓰면서 이전의 발원문을 함께 옮겨 적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발원문과 중수문이 한 장의 종이에 쓰였다. 발원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54년 8월 29일에 한씨(韓氏)부인이 죽은 남편 나업(羅業)의 극락왕생을 기원하
기 위해서 조각승 초안(草安)에게 의뢰해 보살상을 조성했고, 이를 금강산 안양암(安養
庵)에 모셨다는 것이다. 이후 86년이 지난 1740년에 불상을 다시 중수하면서 한 장의 종
이에 앞서의 내력과 함께 적어둔 것이다. ④의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
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諸佛如來菩薩

名稱歌曲) 역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수능엄경』은 1547년 황해도 석두사(石頭寺)
판본으로 유례가 드문 소중한 자료이며, 『명칭가곡』 역시 1417년 간기가 있어 개판 시
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전적이다. 『명칭가곡』은 1417년 12월에 100본이 명에서 조선
으로 유입되었고, 1418년 9월에도 1,000본이 들어왔다. 『명칭가곡』이 불상의 복장물로
발견된 것은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 처음이어서 비록 분철되어 4권만 발견됐지
만, 매우 소중한 예이다.
속초 보광사의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상의 크기가 작고 조각 솜씨가 뛰어난 작품은 아니
지만, 정확한 제작시기, 봉안사찰, 발원자, 조각승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복장발원문을 갖
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전적 가운데
『제불보살명칭가곡』 역시 1417년 간기가 있고, 불상의 복장물로 발견된 첫 예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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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을 강원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束草 普光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腹藏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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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천 문헌공 최충 영정
가. 제안사항
○ 홍천 문헌공 최충 영정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홍천 문헌공 최충 영정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홍천 문헌공 최충 영정(洪川 文憲公 崔冲 影幀)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후기(1748년)

○ 재

질 : 비단

○ 작

자 : 미상

○ 크

기 : 세로 72㎝ × 가로 38.5㎝ (전체 세로 98㎝ × 가로 49㎝)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84-2 노동서원
○ 소유자 및 관리자 : 해주최씨노동서원(최충현)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3. 13.)>
[문화재위원 ○○○]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최충 초상화로 족자형태로 보존되어있
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38.5cm. 세로 72cm이며 비단에 그려져 있고 족자 형태를 하고
있고 그림의 표구 당시의 아래 위의 비단은 낡고 삭아 박리가 많이 된 상태이며 여러 차
례에 걸쳐 임시로 후손들이 보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구의 뒷면에는 비단 없이 한지로 붙인 상태이고 그 위에 먹으로 ‘崇禎後再戊辰季秋移
模’라고 적어 놓고 있어 영조 24년(1748년)에 모사했음을 밝혀 놓고 있다. 다만 어디의
초상화를 이모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모의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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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좀을 먹었거나 박리된 부분이 많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또
한 후손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훼손이 가중되어 있으나 그림 자체의 비단은 주
변의 표구 상태에 비해 원형이 비교적 훼손 적은 상태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그림을 그린 수법은 선이 유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잘 그렸으며 얼굴은 선염이 없으나
옷에는 약간의 선염을 하여 그렸다.
함께 봉안되어있는 최충의 아들 문화공 최유선의 초상화와 비교하여 최충의 초상화는
얼굴 부분과 손 부분은 색감도 다르고 먹 선도 죽어 있으며 눈동자의 흰자 부분도 짙은
살색으로 칠해진 점으로 볼 때 후대에 덧칠을 하여 보수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들 문화공 최유선의 초상화와 함께 같은 크기, 동일한 기법으로 그려져 있으나 최충
의 초상화가 아래와 윗부분의 훼손상태가 더 심한 상태이기는 하니 비교적 그림의 원형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최충의 인물화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현 시점, 이모의 시기를 명시
하여 시대성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 됨.
[관계전문가 ○○○]
최충과 최유선의 초상화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에 족자형태로 보존되어있다.
초상의 뒷면에는 ‘崇禎後再戊辰季秋移模’라고 적어 놓고 있어 영조 24년(1748년)에 모사
했음을 밝혀 놓고 있다.
최충과 최유선의 초상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38.5cm. 세로 72cm이며 족자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최충은 좌안7분면 아들인 최유선은 우안7분면으로 관모인 복두(幞
頭)에 정장을 하고 홀(笏)을 들고 서 있는 전신입상이다.
최충은 좌안상, 최유선은 우안상으로 그려졌으며 안면은 전체적으로 옅은 살구색으로
맑게 채색되었고, 입술색 또한 홍기가 절재되어 살빛에 가깝게 표현 되어졌다. 꼿꼿하게
뻗은 수염은 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선묘를 위주로 하고 선염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
아 고격을 예시한다.
두 초상의 전반적인 상태는 좀을 먹었거나 박리된 부분이 많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
다. 또한 후손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상, 하단의 훼손이 가중되어 보이며 최충
초상화의 안면과 손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이는 최유선의 안면과 손의 채색은 맑은 살
구 빛으로 표현되어진 반면 최충의 초상화는 안면과 손의 색, 선이 탁하고 눈동자의 흰
부분과 손톱에도 피부색이 칠해져 있어 후대에 와서 안면과 손에 부분적으로 가채(加彩)
가 되었음을 의심해 볼만하다.
그림 자체의 비단은 주변의 표구 상태에 비해 원형이 비교적 훼손 적은 상태로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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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본 초상화는 비록 영조 24년(1748)에 한 모사본이기는 하나 원본
에 충실히 이모된 작품으로 보여지는 점과 고려시대 초상화가 희귀한 현 실정에서 고려시
대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홍천 노동서원 최충 초상(洪川 魯東書院 崔冲 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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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천 문화공 최유선 영정
가. 제안사항
○ 홍천 문화공 최유선 영정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홍천 문화공 최유선 영정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 명

칭 : 홍천 문화공 최유선 영정(洪川 文和公 崔惟善 影幀)

○ 수

량 : 1점

○ 시

대 : 조선후기(1748년)

○ 재

질 : 비단

○ 작

자 : 미상

○ 크

기 : 세로 72㎝ × 가로 38.5㎝ (전체 세로 98㎝ × 가로 49㎝)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84-2 노동서원
○ 소유자 및 관리자 : 해주최씨노동서원(최충현)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3. 13.)>
[문화재위원 ○○○]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부친인 최충 초상화와 함께 배향되

어 있으며 형태는 족자형태로 되어있다. 그림의 크기는 두 그림이 같은 크기로 가로 38.5
㎝. 세로 72㎝이며 기법도 동일하며 비단에 그려져 있고 족자 형태를 하고 있다. 현 상황
은 그림의 표구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아래 위의 비단은 낡고 삭아 박리가 많이 된 상태
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후손들이 보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구의 뒷면에는 비단 없이 한지만으로 붙인 상태이고, 그 위에 먹으로 ‘崇禎後再戊辰季
秋移模’라고 적어 놓고 있어 영조 24년(1748년)에 모사했음을 밝혀 놓고 있다. 다만 어디
의 초상화를 이모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모의 경위 또한 자세히 알 수 있는 근거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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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유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좀을 먹었거나 박리된 부분이 많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또
한 후손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훼손이 가중 되었으나, 그림을 그린 비단 부분은
주변의 표구 상태에 비해 비교적 훼손이 적으나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그림을 그린 수법은 선이 유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잘 그렸으며 얼굴은 선염이 없으나
옷에는 약간의 선염을 하여 그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훼손이 많이 진행되었기는 하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최유선의
인물화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 이모의 시기를 명시하여 시대성을 알 수 있는 점,
최충의 인물화와 동시대에 모사하여 봉안한 점 등을 볼 때 두 점 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관계전문가 ○○○]
최충과 최유선의 초상화는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노동서원에 족자형태로 보존되어있다.
초상의 뒷면에는 ‘崇禎後再戊辰季秋移模’라고 적어 놓고 있어 영조 24년(1748년)에 모사
했음을 밝혀 놓고 있다.
최충과 최유선의 초상화는 비단에 채색한 것으로 가로 38.5cm. 세로 72cm이며 족자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최충은 좌안7분면 아들인 최유선은 우안7분면으로 관모인 복두(幞
頭)에 정장을 하고 홀(笏)을 들고 서 있는 전신입상이다.
최충은 좌안상, 최유선은 우안상으로 그려졌으며 안면은 전체적으로 옅은 살구색으로
맑게 채색되었고, 입술색 또한 홍기가 절재되어 살빛에 가깝게 표현 되어졌다. 꼿꼿하게
뻗은 수염은 학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선묘를 위주로 하고 선염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
아 고격을 예시한다.
두 초상의 전반적인 상태는 좀을 먹었거나 박리된 부분이 많아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
다. 또한 후손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상, 하단의 훼손이 가중되어 보이며 최충
초상화의 안면과 손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이는 최유선의 안면과 손의 채색은 맑은 살
구 빛으로 표현되어진 반면 최충의 초상화는 안면과 손의 색, 선이 탁하고 눈동자의 흰
부분과 손톱에도 피부색이 칠해져 있어 후대에 와서 안면과 손에 부분적으로 가채(加彩)
가 되었음을 의심해 볼만하다.
그림 자체의 비단은 주변의 표구 상태에 비해 원형이 비교적 훼손 적은 상태로 보존처리
가 시급한 상태이다. 본 초상화는 비록 영조 24년(1748)에 한 모사본이기는 하나 원본에
충실히 이모된 작품으로 보여지는 점과 고려시대 초상화가 희귀한 현 실정에서 고려시대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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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지정] 유형문화재, [명칭] 홍천 노동서원 최유선 초상(洪川 文和公 崔惟善 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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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 변경 심의
1. 신흥사 경판
가. 제안사항
○ 신흥사 경판 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 변경 심의

나. 제안사유
○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와 소장 사찰 명칭 변경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흥사 경판(유형문화재 제15호)’의 수량 및 명칭 변경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종

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 명

칭 : 신흥사경판(神興寺經板)

○ 지 정 일 : 1971. 12. 16.
○ 시

대 : 조선시대

○ 재

질 : 나무

○ 양

식 : 목판에 양각(陽刻)

○ 수

량 : 225판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신흥사 유물전시관
○ 소유자 및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9. 12. 18.)>
[문화재전문위원 ○○○]
제반문은 사찰예법 가운데 진언청문(眞言請文)에 관한 모든 의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하단(下壇)과 신중단(神衆壇)에 쓰이는 진언(眞言)과 대웅전에서의 의례 및 사찰 예법에 관
한 의례 절차를 수록한 불교의식집이다. 제반문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하는 일상의 의식
문을 한데 모아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는데, 대웅전에서의 예불뿐만 아니라 극락전·미
륵전·약사전·관음전·지장전·나한전·독성각·칠성각·산신각 등 사찰의 부속건물에서 행하는 진
언 의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반문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540년(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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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 충청도 덕주사(德周寺)에서 간행된 것이며, 현재 대략 14여 종의 판본이 사찰에서 간
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제반문의 청문(請文)으로는 시왕(十王)·나한(羅漢)·사자(使者)·관음(觀音)·가사(袈裟)·
제석(帝釋)·제불(諸佛)의 청이 있고 시식문(施食文)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점안문(點
眼文)에는 불(佛)·나한(羅漢)·탑상(塔像)·시왕(十王)·천왕(天王) 등의 점안문이 있다. 끝으
로 삭발문(削髮文)과 성도재문(成道齋文)·재의문(齋儀文) 등이 실려 있는데 재의문에는 칠
성(七星)·현왕(現王)·지장(地藏)·독성(獨聖)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신흥사 제반문의 현존 판수(板數)는 (1․2), (5․6), (7․8), (27․28), (31․32), (43․44),
(53․54), (55․56), (57․58), (61․62), (69․70), (77․78), (81․82), (85․86) 등 총 14매가 남아
있는데 발문(跋文) 및 간기(刊記)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1670년(현종 11, 강희 9)에 간
행된 천지팔양신주경 발문에 의하면 ‘팔양경(八陽經)·대세경(大歲經)·지심경(至心經)·안
택경(安宅經)·조왕경(竈王經)·패목경(敗目經)·백살경(百煞經)·칠살경(七煞經)·명당경(明堂
經)·용왕경(龍王經)·신명경(身命經)·장생경(長生經) 및 제반문(諸般文)’을 조성한다는 기록
이 있기 때문에 1670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지팔양신주경』간기에 기록된
시주자 인명과 제반문 판본의 각 장에 새겨진 시주자가 일치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신흥사 제반문 (87․88) 판본은 2019년 3월 8일 미국 시애틀 거주 리차드 브루스 락웰
씨가 기증한 것이다. 그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 미국 해병대 포병부대 중위로 한국에
파병되어 왔으며 1954년 10월 경 부대원들과 함께 신흥사에 들려 경판 1점을 수습한 뒤 미
국으로 반출해 자택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다. 87면에는 판심제가 ‘聖’으로 되어 있는데 ‘독성
재의문(獨聖齋儀文)’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신흥사 제반문의 판심제는 ‘請
文’이 대부분이며 (85․86) 판본의 경우 판심제가 생략되어 있다. 88면 판심제는 ‘終’으로 되
어 있어 신흥사 제반문은 총 44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리차드 브루스
락웰씨가 (87․88) 판본을 신흥사에 기증함으로써 현재 신흥사 제반문의 판본은 총 15매가
현존하게 되었다.
기증받은 제반문 (87․88) 판본은 신흥사에 소장된 총 14매의 제반문과 한 세트이므
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추가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5명, 가결 5명
- [수량] 1판(225판 → 226판) 추가, [명칭] 신흥사경판(神興寺經板) → 속초 신흥사
목판(束草 新興寺 木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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