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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71호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범어사 소장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등 3건의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과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등 2건의 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규칙」제6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지정 등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
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1-888-5061~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가. 내

용

지정별

문화재
자료

문 화 재 명

수량

소

재

지

소유자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羅漢殿
釋迦牟尼佛會圖)

1점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梵魚寺 羅漢殿 十六羅漢圖)

1점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八相殿
釋迦牟尼佛會圖)

1점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나.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사유
1)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梵魚寺 羅漢殿 釋迦牟尼佛會圖)
○ 나한전의 석가여래삼존불좌상 뒤쪽 벽면에 석가모니불회도가 봉안되어 있다. 화면 중
앙에 항마인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연화가지를 든 문수보살, 오른쪽에 여
의를 든 보현보살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합장형 보살 2위, 아난과 가섭을 비롯한 십
대제자상, 사천왕상이 외호하고 있다. 화면 하단의 묵서 화기에 따르면, 대한광무9년
(1905)에 수화사 금호약효를 비롯하여 총 16인이 관여하였고, 출초는 보응문성이 담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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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채색은 전체적으로 진채로 색이 선명하며, 적색을 중심으로 청색, 백색, 녹색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구름은 노란색, 석간주, 녹색 등을 엷게 칠하여 천공의
화사한 양청색과 함께 전체적인 색감이 밝다. 또한 불보살을 비롯해 각 존상의 의복
은 옷깃을 제외하면 문양은 대부분 생략되었고, 보살의 보관과 지물, 사천왕의 갑옷
일부 등에 금칠을 하여 강조하였다.
○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는 제작시기를 기록한 화기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어
화기를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을 제작한 출초화승 보응문성
(普應文性, 1867~1954)과 수화승 금호약효(錦湖若效, 1846~1928)는 사제지간으로 19세
기 후반에서 20세기초 충청지역의 대표적 불화승이자 한국 근대 불화계를 대표하며
마곡사파 불화를 정립한 대표적 화승이다. 마곡사화파는 19세기 후반부터 마곡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20세기 초반까지 계룡산 일대 등 충청도, 경상도 지역은 물론 전
국적으로 많은 작화 활동을 남겼다.
○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는 마곡사화파의 화풍이 반영된 근대기 초의 석가후불
도로 이후 경상도 불화 제작에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범어사 나
한전 석가모니불회도는 조선 말기를 지나 대한제국기인 1905년 조성된 후불도로서
문화재자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2)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梵魚寺 羅漢殿 十六羅漢圖)
○ 범어사 나한도는 나한전의 내부 석가설법도의 양측면으로 나누어 십육나한도를 배치
하고 있는데, 모두 여섯 폭이다. 석가설법도의 왼쪽부터 제1, 3, 5폭을, 오른쪽에는 제
2, 4, 6폭을 각각 배치하였다. 제1폭은 빈도라바라타자, 가나가바리타, 나구라존자를
묘사하였고, 제2폭은 가나가바차, 소빈다, 바다라존자, 제3폭에는 가리가, 지바카, 라
호라존자를, 제4폭은 바자라푸타라, 반타카, 나가서나존자, 제5폭에는 가타, 아지타존
자, 제6폭은 대나파사, 주다반탁가존자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으로는 청록산수와 같은
자연경관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학, 거북, 사슴, 소나무와 같은 십장생 내지는 길상
모티프를 반영하여 풍부한 화면을 만들었는데 도불습합의 민화풍 불화를 연상케 한다.
○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는 대한광무 9년인 1905년에 금호약효와 보응문성 등 19세
기 후반 마곡사파의 화승 그룹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이다. 배경의 청록산수화풍의
자연경관 묘사와 십장생 등 민화의 모티프를 사용한 점, 나한들의 익살스럽고 해학적
인 표정과 자세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호약효와 보응
문성은 마곡사파를 정립한 대표적인 화승이며, 작품의 인물 묘사나 채색기법에서도
마곡사화파의 양식적 특징과 기량이 가감 없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는 대한제국기 충청도 일대를 대표했던 화사집단인 마곡사화파의 화풍과
독창성이 반영된 작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제작시기와 봉안처가 확실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현존 십육나한도 가운데 늦은 시기의 조성된 작품이기에 문화
재자료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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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梵魚寺 八相殿 釋迦牟尼佛會圖)
○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는 1905년 普應文性 錦湖若效 慧庵正祥 觀虛宗仁 草庵世閑 漢
炯 敬崙 天日 眞珪 景學 柄赫 法延 道允 夢華 大炯 竺演 등이 제작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는 항마인의 석가여래가 연화좌에 앉아있고, 좌협시는 정병을 쥐고 있는 백의
관음, 우협시는 양손에 금강저를 든 금강장보살이 배치되었다. 그 주위에 보살상 6위,
합장형 타방불 2위, 천부상 2위, 아난과 가섭을 비롯한 십대제자 등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외곽에 팔금강과 사천왕이 외호하고 있으며, 화면 최상단 가장자리에는 용왕
과 용녀가 배치되어 있다.
○ 불화의 도상 구성은 전체적으로 18세기 아미타불도나 석가모니불회도의 흐름을 이어
받고 있다. 다만 본존의 좌협시도 백의관음이 자리하고 있어 아미타불회도로 보기도
한다. 조선 19세기 이후 석가모니불회도와 아미타불회도 도상이 서로 공유하는 사례
들이 나타난다.
○ 하단의 묵서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대한광무5년(1905)에 금어 금호약효를 비롯하
여 총 16인의 화승이 참여하였고, 출초는 보응문성이 담당하였다. 금호약효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충청지역의 대표적 불화승이자 한국 근대 불화계를 대표하는 자
이며, 보응문성은 약효의 제자로 마곡사파 불화를 정립한 대표적 화승이다. 이들은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작화 활동을 하는
데 1905년 범어사 불화 불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는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과 도상 등 조선후기 석가후불
도 및 아미타불도 등 후불도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19세기 양상인 석가불도와 아미타
불도 도상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불화이다. 또한 제작시기를 기
록한 화기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어 화기를 통해 정확한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 충청지역의 대표적 불화승이자 한국 근대 불화계를
대표하는 금호약효와 보응문성이 주도한 대한제국기 불화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다. 이에 문화재자료로 지정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부산광역시지정 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가. 내

용

지정별

지정
일자

소유자

현재 명칭

변경 명칭

유형
문화재
제58호

2004. 10. 4

동아대학교

금강전도 12곡병
(金剛全圖 十二曲屛)

금강전도 12첩병
(金剛全圖 十二帖屛)

장안사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十王像)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삼존 및 시왕상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 및 十王像)

유형
문화재
제86호

20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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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산광역시지정 문화재명칭 변경 사유
1) 금강전도 12곡병
○ ‘곡병’은 원래 두 폭의 병풍을 뜻하는데, 12폭 병풍에 대하여 12곡병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단, 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유자 등은 현 지정 내용과 동일함
2)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 해당 문화재에서 확인된 복장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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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8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명칭으로 통
일하고자 함
○ 단, 문화재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유자 등은 현 지정 내용과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