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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82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사항
을「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내용
지정구
분

유
형
문
화
재

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

재

지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
및 시왕상 복장유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제189호
951점
(長安寺 冥府殿 石造 地藏三尊
장안로 482
및 十王像 腹藏遺物)

소유자
장안사

제190호

관음보살도 및 목제감
(觀音菩薩圖 및 木製龕)

1점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제191호

의령 금란계안
(宜寧 金蘭稧案)

12책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

2.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사유
가.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 및 시왕상 복장유물(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 및 十王
像 腹藏遺物)
○ 기장 장안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지장시왕상(부산시 유형문화재 제86호)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후령통, 전적류, 다라니 등 복장물 일괄이다. 9건 이상의 발원문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귀중한 전적류, 수 백점의 다라니 그리고 12점의 후령통이 발견되
었다. 유기로 된 후령통은 삼베로 된 황초폭자에 오색사로 묶여 있는데 간략화된 물목,
삼베와 유기의 재료 등에서 조선후기적 특징을 보인다.
○ 전적류 10종 중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릉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
菩薩萬行首楞嚴經) 권6~10 중 권7~10은 기존의 목록에서 찾을 수 없어서 희구본이라
여겨지고,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합부된 불설부모은중태골경(佛
說父母恩重胎骨經)과 함께 보물 제1125호와 동일한 판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합
부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타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도 고려 말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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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발원문은 석조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상․무독귀왕상․시왕상․권속상의 조성시
기․주체․조직체계 등과 함께 당대 불교계의 실체와 사상적 경향, 장안사의 승려조직
과 단월의 규모․실체, 불상의 조성형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록유산이다.
또한 복장유물 가운데 포함된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 및 ｢범자다라니｣ 등도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함께 17세기 후기 복장의례와 복장유물의 실태, 생산․유통된
닥종이의 종류, 목판인쇄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자료의 가치를 가진다.
○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발원문, 후령통, 경전류, 다라니 등 복장물목
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장안사 명부전 중창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사찰 및 지역
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 관음보살도 및 목제감(觀音菩薩圖 및 木製龕)
○ 부산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는 파도치는 해상에 솟아 오른 대형 연꽃에 앉은 관음보살
과 선재동자를 그린 작품이다. 이 같은 도상은 17세기 이후 일명 ‘해수관음상’으로
불리며〈권수정업왕생첩경도〉등과 함께 정토왕생용의 판본화 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전각 내에 봉안되던 후불도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작품이며, 개인의 원불용 불화로
판본화의 도상이 채택되어 표현된 주목되는 불화이다. 특히 그동안 화기를 통해 원불
(願佛)로 관음보살도를 조성한 사례는 있으나, 실제 불감에 봉안된 관음보살도로는 현재
유일하게 확인되는 첫 사례로 꼽혀 그 가치와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 부산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는 화면에 화기는 생략되었으나, 표현 양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중 18세기보다는 19세기의 관음보살도와 보다 근접한다. 또한 크기가 소형으로 목
조불감 내에 봉안된 원불로는 첫 사례로 주목되는 불화이다. 현재까지 화기로만 알려진
‘원불 관음보살도’의 첫 사례로서 조선후기 관음보살도의 다양한 신앙적 기능과 용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불화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작품은 조선후기 관음보살도 중 도상이 우수한 작례에 속하고 불화의 신앙적
기능과 용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된다.
다. 의령 금란계안(宜寧 金蘭稧案)
○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의령 금란계안 12책은 일부 내용의 탈락과 결권 1권이 있
지만, 17세기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지금의 의령군 부림면 지역에서 시행된 동약을 기록
한 동안의 필사 원본을 모아 엮은 선장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다양한 종이 종류
의 제작기술과 공급형태, 서체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서지학적 가치를 가진
다. 300여 년 동안 해당 지역사회에 생활하면서 향촌사회의 운영을 주도한 조직체계 및
운영형태와 함께 해당 인물들의 실체, 인적 연계망, 거주공간, 출신성분, 개명(改名)실
태, 당대 역사인식, 그리고 주도층의 성씨집단 등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
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기도 하다.
○ 특히 이 필사본은 현존하는 유일본이므로 희소성에서도 상징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의령 금란계안 12책은 부산광역시 유
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