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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무량사無量寺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萬壽山)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적은 따로 남아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창건을 비롯한 간략한 연혁을 설
명해주는 자료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무량사중수기」
현판(1915년), 「무량사내극락전중수기」 (1931년), 「부여군외산면만수산무량

사중수기」 (1932년), 『무량사중수함』 (1953년), 그리고 『무량사약지』(1961
년)까지 모두 5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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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무량사는 통일신라시대에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창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창건시기에 대해서도

문무왕대부터 헌강왕대까지 약 200여 년의 시차를 보여 신뢰하기가 어렵다.
다만 통일신라 때 범일국사가 창건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왕 9년(847)에 당에서 귀국한 범일국사에 의해 무량사가 창건되었을 가능성

은 있다.
이후 무량사는 통일신라 헌강왕대에 무염국사無染國師(801-888)가 대중수했
다는 기록이 『무량사약지 無量寺略誌』에 언급되어 있는데 무염국사가 무량사와
인접한 보령 성주사(聖住寺)를 중심으로 한 성주산문의 개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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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이와 더불어 무염국사의 호가 무량(無量)이며 나말여초의 승려인 대경여엄(大鏡
麗嚴)(862~930)이 9세에 무량수사에 출가하여 화엄을 공부하다가 성주사의 무

염에게 수학하였다는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보물 제361호)의 기록에서 870
년에 이미 무량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사역의 북쪽 무량사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선조문 기와계열의 와적층과 기

단석렬 등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 말기 무량사 창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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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고려시대 무량사는 무량사구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명문기와 중 ‘건덕9년乾德九
年(971년)’과 ‘중희14년重熙十四年(1045년)’, ‘청녕병신靑寧丙申(1056년)’

등의 간지명이 확인되고 있어 최소한 3번 이상의 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명문기와 중 ‘건덕9년’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기와와 함께
현 무량사 경내에 남아 있는 5층 석탑과 석등 등이 고려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편

년되고 있어 10세기 후반에 무량사가 대대적으로 중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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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무량사에 머물다가
1493년에 입적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작된 김시습의 부도비와 무량사에서 간행한
묘법연화경에 있는 김시습의 발문을 통해 확인된다.

여러 기록들을 조선 중기까지 무량사의 사세는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전란으로 왜구의 방화가 무량사까지 미쳤다는 『조선왕조실
록』의 기록에서 보아 이때 무량사의 유물들 중 석조물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 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인조仁祖 원년(1623)부터 극락전 중건을 비롯한 대대적인
재건이 시작되어 1627년 괘불 조성, 1633년 극락전 중건과 아미타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을 끝으로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의 기본골격이 완성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여러 유물의 화기, 복장기, 명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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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만수산 무량사
( 扶餘 萬壽山 無量寺)
1872년에 제작된 홍산현지도에 표현된 조선
후기 무량사는 북측과 서측으로 산을 배경으로

삼고 동측과 남측으로는 도로와 하천 등으로
열린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사역에는 중층의
극락전과 5층탑이 크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극락전 전면으로 지소(紙所)라는 건물명
이 보이는데, 무량사에서 종이를 제작하여 국
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산현지도 鴻山縣地圖에 보이는 무량사

그리고 극락전 북쪽으로 내원암과 도솔암 등
주변 암자들도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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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1 ) 부 여

무 량 사

오 층 석 탑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보물 제185호, 고려)은 무
량사 극락전 앞에 자리하고 있는 높이 7.5m의 5층

석탑이다.탑을 받치는 기단(基壇)은 1단으로, 둥글
게 다듬은 두툼한 석재를 포함한 층단으로 괴임을
만들고 각 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을 세웠다.

탑신(塔身)은 지붕돌과 몸돌을 한 층으로 하여 5층
을 이루고 있다.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있는 몸
돌은 지붕돌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편이나 전체적으
로 알맞은 비례를 보이고 있어 우아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준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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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1 ) 부 여

무 량 사

오 층 석 탑

지붕돌은 얇고 넓으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끝에서 가볍게 들려 있다. 지붕돌
과 밑의 받침은 딴 돌로 구성되어 있고 받침의 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
다. 탑의 꼭대기에는 낮은 받침돌 위로 머리장식의 일부가 남아있다.
백제와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을 조화시켜 만든 고려 전기의 탑이라는 점에서 의
미가 깊다. 백제의 옛 땅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백제의 기법이 이어졌고 통일
신라의 시대적인 양식도 계승되었다.
해체공사를 할 때 탑신의 1층 몸돌에서 금동제 아미타여래좌상, 지장보살상, 관
음보살상의 삼존상이 나왔고, 3층에서는 금동보살상, 5층에서는 사리구(舍利具)
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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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2 ) 무 량 사

오 층 석 탑

출 토 유 물

1971년 무량사 오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초층탑신(初層塔身)에서는 아미
타불좌상(阿彌陀佛坐像)을 주존(主尊)으로 한 지장보살좌상(地藏菩薩坐像)과
관음보살좌상(觀音菩薩坐像)의 금동제 삼존불(金銅製 三尊佛)이 나왔고, 3층탑

신(層塔身)에서도 금동보살좌상(金銅菩薩坐像)1구(軀)가 발견(發見)되었다.
또 5층탑신(五層塔身)의 사리공(舍利孔)에서도 사리구(舍利具) 일괄(一括)이
출토(出土)되었다.

1983년에 출토유물 9점이 일괄로 충남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이
후 1989년에 9점 모두 도난 되었다가 2001년에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금동관음
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보살좌상의 3구를 1차로 회수하였다. 2017년
3월에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 무량사로 반환되어 사리장엄구를 제외한 불상 4
구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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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2 ) 무 량 사

오 층 석 탑

출 토 유 물

석탑의 건립기나 중수기 등 관련 기록이 없어 불상의 봉안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양식이나 특징으로 석탑의 건립시기인 고려전기, 중수기인 조선 15세기
에 나누어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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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2 ) 무 량 사

오 층 석 탑

출 토 유 물

탑의 5층에는 사리장엄구가, 1·2층의 탑신부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
는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삼층석탑>이나 <화엄사 서오층석탑>, 고려시대 <왕궁리
오층석탑>,<월정사 팔각구층석탑>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사리장엄구와 불상이
별도로 안치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불상 봉안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동보살입상은 8cm 크기의 금동여래좌상 1구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는데 보관
과 양 손이 결실되어 존명의 파악이 힘들고, 상의 뒷면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 보존
·관리도 심각한 편이다. 석탑의 봉안 불상 가운데는 시기가 가장 이른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3층 탑신부에 봉안되어 있었던 상으로 아미타·관음·

지장의 삼존으로 구성되어 주존불로 봉안된 상으로 보인다. 제작시기는 조선 15
세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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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3 ) 무 량 사

석 등

부여 무량사 석등 (보물 제233호, 고려시대)은 현재 극
락전 앞뜰에 있는 오층석탑 바로 앞에 세워져 있는 높이
2.5m의 석등이다. 여러 개의 판석으로 조립된 지대석과

하대석은 평면이 방형이며 이 위에 연화석(蓮華石)이 놓
여 있다. 즉, 하대 상부는 원형의 연화대로서 복엽8판(複
葉八瓣)의 복련(覆蓮)이 조각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1단
의 각형 굄을 조각하여 8각간주(八角竿柱)를 받고 있는
데 간석에는 아무런 조식도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옥개석이 약간 큰 감이 있으나 평박한
옥개에 전각 추녀마다 반전이 경쾌하여 둔중하지는 않다.

상·하대석의 연판은 세장(細長)하여 통일신라시대 전성
기의 풍성하고 고운 연화문과는 다르고 각 부재에서도 형
식화된 모습을 보여 10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량사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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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의 석조문화재와
오층석탑 출토유물

( 3 ) 무 량 사

당 간 지 주

당간지주는 기도(祈禱)나 불교의식 때 부처와 보살의 성덕을
표시하는 기[幢]의 깃대[幢竿]를 고정시켜 주는 받침대[支柱]
로, 보통 돌이나 쇠·나무 등으로 만든다.
무량사의 당간지주(충남유형문화재 제57호, 고려시대)는 기
단(基壇)을 2개의 판석(板石)으로 짜고 그 사이에 간대(竿臺)
를 끼워 넣었다. 간대 양쪽에는 45cm쯤 사이를 띄우고 화강
암으로 높이 270cm의 지주를 세웠다. 그리고 간대 중앙에는
당간을 받치는 기둥 자리를 파고 그 주위에 원좌(圓座)를 도드
라지게 나타냈다.
지주는 직사각형으로 위쪽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였다. 앞뒷
면의 가장자리에는 양각(陽刻)의 띠[帶]를 돌렸고, 옆면 가운
데에는 세로로 돌대(突帶)를 새겼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구멍
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상하 2개가 뚫려 있다. 지주나 기단
부에는 아무런 수식(修飾)이 없는 소박·단아한 당간으로, 고
려시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무량사 당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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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량사

중창

조선시대 무량사는 1493년에 제작된 김시습金時習의 부도비가 남아있고, 1594
년 무량사 승려의 남살濫殺과 1596년 이몽학 난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중기
까지 사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인 1597년 ‘왜구들이 홍산의 무량사와 부여의 도천사 은산역 등에서 분
탕질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방화가 무량사까지 미친 사
실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는 1623년 무렵부터 대대적인 재건이 시작되어 1627년
괘불 조성, 1633년 극락전 중건과 아미타삼존불 조성, 1636년 범종 조성을 끝으
로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의 기본 골격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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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량사

중창

( 1 ) 무 량 사

극 락 전

( 보 물

제 3 5 6 호 )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치않은 2층 불전으
로 무량사의 중심 건물이다. 외관상으로는 2층이지만
내부에서는 아래·위층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트여

있다. 아래층 평면은 앞면 5칸·옆면 4칸으로 기둥 사
이를 나누어 놓았는데 기둥은 매우 높은 것을 사용하
였다. 위층은 아래층에 세운 높은기둥이 그대로 연장

되어 4면의 벽면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그 얼마되지 않는 낮은 벽면에 빛을 받아들이
기 위한 창문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나무판 벽으로

무량사 극락전

막아놓았다. 아미타여래삼존상을 모시고 있는 이 불
전은 조선 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낸 불교 건축
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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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량사

중창

(2)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565호)

무량사 극락전 아미타 삼존불은 중앙의 아미타 주존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양쪽 협시불로 나타나고 있는 삼존불이다. 규모가 다른 삼존불과
달리 대단히 커서 극락전의 내부 공간을 가득 채운 느낌이다.

이 삼존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소조불(塑造佛)로서는, 1976년 개금불사시에
다라니경 목판본, 묘법연화경, 은제통, 은판 등의 복장유물이 나왔으며, 연대기명
에 의해 숭정 6년(조선 인조 11년, 1633년)에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존불인 아미타불은 결가부좌한 좌상으로 육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상호는 거
의 방형에 가깝게 되어 있다. 양 미간에는 작은 백호가 자리하고 있고, 목에는 삼
도(三道)가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법의의 형태는 통견(通肩)이며, 주름의 조
각이 수려하다. 옷 주름은 가슴을 중심으로 U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수인(手
印)은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중지와 엄지를 합한 형태로써 이는 아미타여래 9품
중 중품하생(中品下生)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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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량사

중창

(2)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565호)

관세음보살은 아미타여래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높은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보관의 중앙에는 화
불이 조각되어 있다. 상호(相好), 삼도(三道), 천의

(天衣) 등은 아미타불과 동일하며, 수인은 왼손을 들
어 손의 바닥을 전면에 향하도록 하고, 엄지와 중지를
대고 있는 형태이다. 오른손은 무릎에 올려 두고 손바
닥을 위로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대세지보살 역시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중앙에 보
병(寶甁)이 조각되어 있고, 좌우에는 새가 한 마리씩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있다. 상호, 삼도, 천의 등은 모두 유사하며, 수인은 오

른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서 손바닥을 전면을 향하도
록 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 중지와 엄지를 대
는 형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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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김시습(金時習) 선생(1435～1493)은 세조(世祖)때 생육신(生六臣)의 한 사
람으로 강릉이 본관이다. 불교와 유학에 능통한 학자이자 문인이며 스님이다. 호
는 매월당(梅月堂), 자는 열경(悅卿), 법호는 설잠(雪岑)이며 청한자(淸寒子),

동봉(東峰), 췌세옹(贅世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어머니와 외숙모의 죽음,
아버지의 병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18세에 송광사에서 선정에 드는 불교
입문을 하였다. 그 후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공부를 하던 중 21세 때에 수양대

군(세조)이 단종을 폐위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태우고 출가하여 천하를 주유
하였다. 관서와 관공, 호남을 거쳐 31세 때인 1465년(세조11) 경상도 금오산에
들어와 용장사에 산실을 짓고, 이곳에서 『금오신화(金鰲新話)』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선생은 수준 높은 불교저술 도 많이 남겼는데 <십현담요해> <대화엄일승
법계도주병서> <화엄석제> <조동오위요해> <묘법연화경별찬> 등이 있다. 말년에
는 부여 만수산 무량사에 은거하다가 병으로 59세에 입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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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조선시대 석학 중 한 분인 율곡(栗谷) 이이(李珥) 선생은 `전신정시김시습'(前身
定是時習:내 전생은 김시습이었다)이라 표현했다. 거기에 더하여 `절의를 표방하
고 윤기(倫紀:윤리와 기강)를 붙들었으니, 그 뜻을 궁구해보면 가히 일월(日月)

과 그 빛을 다툴 것이며, 그의 풍성(風聲)을 듣는 이는 나약한 사람도 움직이게 되
니 백대의 스승이라 하여도 또한 근사할 것이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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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1) 김시습 초상

보물 제1497호, 조선시대. 규격(세로x가로) : 71.8 x 4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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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1) 김시습 초상

매월당 김시습선생의 초상화이다. 야복 차림에 패랭이형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얼굴 윤곽선과 모습을 옅은 갈색으로 대비시켜 조화있는 화면을 구성했다. 수염
은 회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섬세하게 그려 조선초기 초상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

고 있다. 초상화는 선생의 청년기와 노년기의 모습 두 종류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중 어느 때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조선 초기의 초상화는 현재 수폭밖에 전해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이모(移模)

나 가채(加彩)가 심한데 비해, 이 김시습 초상화는 원본 그대로 초기의 화법을 보
여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매월당집』에 의하면 김시습은 생전에 두 상의 자화상
을 그렸다. 하지만 이 상은 자화상으로 단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자화상 여부를
불문하고 이 초상화는 김시습이란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약간 찌푸린 눈
매, 꼭 다문 입술, 눈의 총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초
상예술의 진수라 할 '전신(傳神)'이 탁월하게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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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1) 김시습 초상

<김시습 초상>은 좌안7분면의 복부까지 내려오는 반신상으로, 밀화영(蜜花纓)
의 끈이 달린 평량자형(平凉子型)의 입(笠)을 쓰고 담홍색 포(袍)를 입고 있으며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다. 얼굴과 의복은 옅은 살색과 그보다 약간 짙은 색상의 미
묘하고 절제된 조화로 묘사되고 있다.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표정은 “찌푸린 눈
썹에 우수 띤 얼굴이라(攢眉滯愁容)”고 묘사했던 서유영(徐有英, 1801-1874)
의 배관기(『雲皐詩抄』)와 상통한데, 눈의 총기가 생생하다.
<김시습 초상>은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초상화라는 인물사적 가치 위
에 조선시대 야복초상화의 가작이란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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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2) 무량사김시습부도 (無量寺金時習浮屠)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사리를 모신 부도이다. 성종 24년(1493) 봄,
김시습은 무량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시습은 열반에 들면서, 자기가 죽거든 다

비(茶毘)를 하지 말고 절 옆에 3년 동안 묻어두었다가, 그 후에 정식으로 다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승려들이 시신을 절 옆에 가매장했다가 3년 뒤 무덤을
열었더니, 시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다. 이에 다비를 거행하고 사리를 수습
하여 부도탑을 세웠다.
부도는 아래에 3단을 이루는 기단(基壇)을 마련하여 그 위로 탑신(塔身)과 머리
장식을 올렸는데 모든 부재의 단면이 8각을 이루고 있다. 기단은 위 ·아래받침돌
에 연꽃을 장식하고, 가운데받침돌에는 구름에 쌓인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
투는 형상을 새겼다.
24

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2) 무량사김시습부도 (無量寺金時習浮屠)

탑신의 몸돌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연꽃덮개가 조각된 지붕돌은 꽃장식
이 달린 여덟 귀퉁이가 높게 들려있다.
꼭대기에는 복발(覆鉢:엎어 놓은 그
릇 모양의 장식)과 보주(寶珠:꽃봉오
리 모양의 장식) 등이 남아 머리장식
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
지면서 부도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때

사리 1점이 발견되었다. 그 사리는 현
재 무량사에 보관되어 있다.

무량사김시습부도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25호,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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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잠스님 김시습과
무량사

(3) 오세김시습지묘비편 (五歲金時習之墓碑片)

김시습 부도 앞에 '오세김시습지묘(五歲金時習之墓)'라 새긴 부도비에는 17세
기 초에 간행된 '매월당시사유록(梅月堂詩四遊錄)' 권두(卷頭)의 '동봉자사진찬

(東峰自寫眞讚)‘에 적혀 있는 찬시(讚詩)가 새겨져 있다.
(자사진은 자화상(自畵像)의 뜻임)
俯視李賀 優於海東 부시이하 우어해동
이하를 내리깔아 볼 만큼 해동에서 최고라고들 말하지
騰名瞞譽 於爾孰逢 등명만예 어이숙봉
격에 벗어난 이름과 부질없는 명예 네게 어이 해당하랴
爾形至渺 爾言太侗 이형지묘 이언대동
네 형용은 아주 작고 네 말은 너무도 지각없구나
宜爾置之 丘壑之中 의이치지 구학지중
마땅히 너를 두어야 하리, 골짜기 속에

오세김시습지묘비편

조선시대(1493년), 돌, 6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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