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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07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사항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내용
문
화
재
명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일괄(長安寺 應眞殿
石造釋迦如來三尊坐像 腹藏物 一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物 一括)

수량

소

재

지

6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8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감지금니묘법연화경
(紺紙金泥妙法蓮華經) 권7

1권

삼층석탑(三層石塔)

1基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2길 46. A동
304호(마이홈원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현로
79번길 59-15(선동)

소유자
장안사
범어사
원효암
정충영
현지호

2.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사유
가.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일괄
○ 장안사 응진전에 봉안된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납인된 복장유물에는 발원문을

포함하여 喉鈴筒, 『妙法蓮華經』 낱장, 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 등이 있는데, 가장
윗부분에 발원문이 위치하고 그 아래로 묘법연화경, 후령통,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
다라니 순서로 납입되었다. 그리고 석가여래상의 밑바닥에서는 太儀가 시주한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석조미륵보살좌상 내부에서 확인된 후령통을 감싸고 있는
황초폭자의 매듭이 이미 풀려진 상태로 발견되어 이전에 복장공이 한 차례 개봉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좌상에서 나온 발원문 내용을 통해 응진전 불상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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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기가 1684년이라는 사실과 여기에 참여한 시주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승려와 재가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복장물 가운데 관세음
보살보협수진언과 다라니는 시주자명을 묵서한 예가 많으며 경전을 시주하거나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과 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흥미롭다. 金邦翰(1635-1698)이
1660년에 쓴「長安寺大雄殿記」에는 1638년(인조 16) 태의(太儀)가 좌우 전각을

중건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좌우전각은 응진전과 명부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복장물 가운데 다라니의 시주자로 太儀가 등장하는데 응진전의 중창자가 복
장물의 다라니에서 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장안사 응진전의 복장물은
그 물목과 형식이 시대성을 잘 따르고 있으며, 발원문과 후령통, 각종 경전류, 다라니
등이 불상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납입된 점, 응진전의 중창주인 태의의 존재가
다라니에서 확인되는 점 등이 불교의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는 유물이다.
나.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
○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유물에 妙法蓮華經(묘법연화경) 7종,

禪門拈頌集, 六經合部, 地藏菩薩本願經은 모두 1종씩으로 불교경전 10종,
후령통, 다라니(眞言) 2종,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1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성
발원문의 내용으로 보아 본 불상이 1674년(현종 15) 5월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범어사 원효암 소장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조성 시기․주체 등과 함께 당대
불교계의 실체와 사상적 경향, 함양군 영은사의 승려조직과 단월의 규모․실체,
불상의 조성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복장유물 가운데 포함된 인출다라니
와 주서다라니 등도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더불어 17세기 중엽 복장 의
례와 복장 유물의 실태, 생산․유통된 닥종이의 종류, 목판인쇄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 자료이다.
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金泥妙法蓮華經) 권7
○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감지(紺紙)에다가 구마라집 한역의 제20품 ｢상불경보살품

(常不輕菩薩品)｣부터 제24품 ｢묘엄보살품(妙音菩薩品)｣까지 분과품명과 경전내용

을 금니(金泥 : 금가루를 섞은 물감)로 필사한 사경(寫經)으로, 8권본 가운데 권7
에 해당한다. 본 사경은 책함(오동나무), 권서(卷緖), 첨(籤), 그리고 표제(標題 또
는 題簽) 부분 등이 최근에 수리되기도 하였으나, 금속(동)에다가 문양을 새겨
넣은 권축(卷軸)과 경전 안쪽의 사경 부분은 현재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은 첫 행의 분과품 이름 및 권차의 표기형태,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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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품의 분과품 이름과 경전 내용, 권미제, 조성정보, 서체, 권축 등에서 발원 주

체, 조성 시기․공간, 권차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가 확인되는데, 특히 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의 발견으로, 당시의 국왕 충렬왕이 1276년 발원하여 금
자대장원에서 8권본의 묘법연화경도 사경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7은 권서(卷緖), 첨(籤), 표제(標題) 부분 등이
최근에 수리되어 원형의 모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충렬왕의
불교사상을 비롯하여 당대 감지․금니․권축의 생산기술 및 그 질적 수준, 사경의
형태 등과 같은 다양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라. 삼층석탑
○ 이 삼층석탑은 총 높이가 3.2m인 아담한 규모로 전체적으로 비례가 적절하고 균

형미를 갖춘 탑이다.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전성기 때의 전형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하층기단에 비해 축소된 상층기단 및 상・하층 기단의 1:2 탱주 비율, 작
은 규모의 탑신부, 4단의 옥개받침 등을 지니고 있어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 후
반경에 조성된 석탑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보물 제 250호인 범어사 삼
층석탑이 4단의 층급받침으로 도치된 노반에 後補한 보주를 포함하여 總高가
3.58cm이였음에 비하여 이 석탑은 규모상 범어사 석탑에 비견될 수 있다. 또 부

산시 유형문화재로는 제9호인 울주 대곡사지의 부산대 박물관 오층석탑을 비롯
하여 제10호인 합천 대병리의 동아대 삼층석탑, 제11호와 제12호인 원효암 동편,
서편 삼층석탑 등등이 있으나 모두 부재가 완전하지 못하고 후보한 형식인데 비
하여 이 석탑은 완전한 부재를 갖춘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따라서 9세기 전형
적인 석탑 양식과 그 당시의 대표적인 모습을 갖췄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석
탑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문화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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