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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
袈裟)는 허동화(許東華, 1926~2018)와 박 숙(朴永淑, 

1932~) 선생이 수집한 유물로, 1978년 6월 국립중앙박

물관의 ‘韓國의 刺繡’ 특별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

으며 이듬해인 1979년 2월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불 ·
보살 · 경전 · 존자의 삼보(三寶)를 수놓은 자수가사는 

한국자수박물관에서 발간한 1978년과 2006년 책자에 

‘무자생 곤명 박씨(戊子生 坤命 朴氏)’가 발원한 것이며 

고승 해붕(海鵬, ?~1826)이 고증에 참여하 다고 전한

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자수가사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Huh, 1978, 200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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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남아있

지 않아 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불

교 자수공예품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만 부각되어 왔

다. 특히 지정 전 손상된 흑자색 연(緣)과 후면을 제거

하고, 도상의 손상된 자수부분을 보수하여 40여 년 동

안 액자 상태로 유물을 보관하 기 때문에 실견 조사

조차 쉽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의 고화질의 도록이

라 하더라도 연을 포함한 전체 사진이 없어 자수가사

의 원형이나 봉제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도 축적되지 못했다. 자수가사가 우리나라 자수유물

을 대표하는 중요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도상의 구성 분석과 

제작 배경에 대해 심층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에 본고는 오직 수집가의 증언에 의존하여 18세기

로 전해지는 자수가사에 대한 ‘발원 기록’과 ‘해붕’ 등 

제작 정보에 대한 분석과 삼보 도상 구성을 살펴 자수

가사의 시기 감정과 제작 배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수가사는 ｢불-법-승｣의 삼보로 구성된 125개
의 도상을 자수로 표현하여 조선 후기의 천불도(千佛
圖)나 삼보 신앙의 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
수가사의 조성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명 · 청대의 천

불 수가사(千佛 繡袈裟)를 비롯하여 국내에 현전하는 

18세기의 선암사 소장 삼보명 가사, 1902년에 그려진 

청룡사 가사도(袈裟圖)까지 면 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사의 구성과 도상의 배치, 명문 비교를 통해 자수가

사의 삼보 도상이 구체화되는 시기적 배경과 함께 도

상의 실체(實體)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자

수가사의 제작 연대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

보하고, 삼보 도상의 상징과 창작의 측면에서 자수가

사의 유물로서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II. 자수가사의제작정보검토

1. ‘무자생 곤명 박씨’의 발원 기록

자수가사는 197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Na-
tional Museum of Korea & The Hankook Ilbo, 1978)
과 한국자수박물관의 도록(Huh, 1978)을 통해 처음 공

개되었다. 수집가인 허동화가 집필한 내용에 따르면 

자수가사는 ‘무자생 곤명 박씨’가 발원하고, 자수가

사의 고증에 고승 해붕이 참여했다고 한다(Huh, 1978). 

그런데 대중서로 발간한 Huh(2006)의 저서에는 ‘무
자생(戊子生)’이 ‘술자생(戌子生)’으로 오기(誤記) · 오
독(誤讀)되었다. 당시에도 이례적인 불사(佛事) 을 것

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발원 기록에 대한 사진 자

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발원 기록이 한자인지 한

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오독의 가능성이 높

다는 점과 선암사의 삼보명 가사나 불화와 같이 대형

의 발원품에는 한자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자수가사의 발원 기록도 한자 을 가능성이 높다

고 본다.
한자로 시주질(施主秩)을 적을 때에는 생년과 법명

을 쓰고, 앞에 ‘청신녀(淸信女)’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곤명(坤命)은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불화나 복

장낭, 불번과 같이 불사(佛事)의 시주자 또는 발원자를 

기록할 때 생년을 쓰고 남녀를 구분하여 건명(乾命, 남
자) 또는 곤명을 쓴다. 사망한 경우에는 ‘亡/亾’ 또는 

‘망’을 추가하여 본관과 성씨를 모두 쓰고 살아있는 경

우에는 성씨만 적는다(An et al., 2021).
현전하는 불화의 화기(畵記)에 ‘乾 · 坤命’의 한자

가 사용된 것은 1741년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이다(Ven. 
Songcheon et al., 2011). 특히 18세기에는 1761년의 대

둔사 대웅전의 아미타불도와 1766년의 법주사 괘불

의 화기에서 ‘乾 · 坤命’을 쓰고 있다. 왕실과 상궁을 중

심으로 불화 제작이 급증한 19세기에도 ‘乾 · 坤命’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 중 1831년에 조성된 수락사 내

원암(內院庵) 아미타불회도의 발원자는 순조의 세 딸

로, 명온공주(明溫公主)와 복온공주(福溫公主), 그리

고 덕온공주(德溫公主)이다. 화기에는 세 명의 공주를 

‘坤命庚午生李氏 坤命戊寅生李氏 坤命壬午生李氏’로 적

기도 하 다(Ryu, 2015). 한편 한글로 건 · 곤명을 쓴 유

물은 복장낭 및 불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An et al., 2021; 
Park, 2021). 그 중에는 ‘건명무슐됴씨’, ‘곤명경
님시’의 백담사 아미타불좌상 복장저고리의 묵서가 

1748년( 조 24)으로 가장 이르다.
수집가의 증언대로 자수가사가 18세기에 제작되었

다면 발원자 곤명 박씨가 태어난 무자년은 1708년이

거나 1768년일 확률이 높다. 당시의 여성 시주자는 왕

실의 비빈과 상궁이 대부분이었으며, 상궁의 경우 직

관을 반드시 기재하 으므로 자수가사의 발원자인 곤

명 박씨는 ‘상궁에 이르지 못한’ 궁녀일 가능성이 높

다. 궁녀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

의 불사에 참여했으며, 조선 전 · 중기에는 왕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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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을 도모하기 위한 발원이 대부분이었으나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1741년의 흥국사 삼장탱, 1751년의 화

엄사 삼신불도, 1759년의 흥국사 괘불, 1766년의 대원

사 시왕도, 1769년의 용문사 괘불의 화기에 나타난 

‘亡父, 亡母, 亡師, 亡兄, 生兄’과 같이, 왕실의 안녕을 

벗어나 개인과 동료, 가족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원하

기도 하 다(Ven. Songcheon et al., 2011).
‘무자생 곤명 박씨’의 발원 묵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문화재 

유통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자수가사는 

1970년대에 국내 골동품상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10년대부터 사찰이나 사

지에서 반출된 불교 문화재의 경우 소유권 분쟁을 없

애기 위해 제작 시기 및 봉안처가 적힌 화기를 훼손한 

많은 사례가 있다(Choi & Hong, 2018). 자수가사의 경

우에도 발원 묵서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나, ‘무
자생 곤명 박씨’와 ‘해붕’과 같은 시기 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해붕’의 고증

역시 Huh(1978, 2006)의 저술에 따라 자수가사 제작

에 참여했다는 해붕은 조선 후기 고승으로 법명은 전

령(展翎)이고, 호가 해붕이다. 순천 출신으로 선암사에

서 출가하고 최눌(最訥, 1717~1790)의 법인(法印)을 받

았다고 한다. 선교에 정통하고 문장이 특히 뛰어나 고

종 31년(1894) 각안(覺岸)이 편찬한 동사열전(東史列
傳)에는 노질(盧質), 이학전(李學傳), 김각(金珏), 심두

(沈斗永), 이삼만(李三萬), 석의순(釋意恂) 등과 더불

어 호남칠고붕(湖南七高朋)의 한 분으로 평가하 다. 또
한 백곡(栢谷), 무용(無用)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문장가

으며,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친분이 있었다

고 한다(Ven. Haebung, n.d./2019). 저서로 해붕집(海
鵬集) 1권이 전하지만, 사실 이 책은 법어 ·경찬 ·시로 

구성되어 있어 해붕이 자수가사 제작에 참여한 직접

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134편의 경찬을 

통해 해붕은 조사(祖師)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았음

을 짐작할 수 있다. 해붕이 기거하는 선암사 주변에는, 
대각국사 의천이 사여 받았다고 하는 선암사의 삼보명 

가사(국가민속문화재 제244호)와 대흥사 소장 서산대

사 금란가사(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6호)가 전래되

어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불-법-승｣의 삼보를 유기적으

로 구성한 가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

된다. 해붕이 특히 선(禪)과 교(敎)에 능했고 학문적 기

질도 뛰어나 자수가사 고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삼보 가사 제작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

붕이 1815년 학림암(鶴林庵)에 머물렀다는 기록으로, 
당시 학림암에는 해붕의 제자인 초의 의순(草衣 意恂, 
1786~1866)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도 

있었다고 한다(Park, 2010). 학림암은 자수가사와 도

상의 구성과 배치가 일치한 것으로 알려진 1902년의 

청룡사 가사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5호)가 원

래 봉안되었던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시

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청룡사 가사도의 도상명은 선

암사 삼보명 가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수집

가의 증언에 따라 해붕이 자수가사 고증에 관여하

다면, 선암사 소속의 해붕의 학림암 방문은 자수가사 

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보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는 선암사의 해붕 전령 외에 화

승(畵僧) 해붕(海朋 또는 海鵬, 생몰년 미상)(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1; 
Ven. Songcheon et al., 2011)도 있었다. 화승 해붕은 

1817년에서 1822년 사이 경상북도 청도와 문경에서 주

로 신겸(信謙, 생몰년 미상)의 주도 하에 조성된 불화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기(畫記)에 적

힌 화승 해붕의 이름이 뒤쪽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 당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거나 화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자수가사 제작을 위한 

수본(繡本)이나 가사도 초본(草本)이 없이, 문자화 된 

명호(名號)를 도상으로 창작하기까지는 불교의 사상

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화승 해붕보다는 선

암사의 해붕 전령이 자수가사 고증에 참여했을 것으

로 본다.
 

III. 명·청대천불가사의출현

1. 명 · 청대 천불가사의 기원

명 · 청대의 천불가사(千佛袈裟)는 가사 전체에 동일

한 불상 패턴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수놓은 가사로서, 
이것은 둔황의 천불동(天佛洞)을 방문했던 승려의 전

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Vainker, 2004). 사실 천불

(千佛)은 불교가 시작된 초기부터 인도, 중앙아시아, 중
국에서 회화나 조각으로 조성된 많은 사례가 남아 있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1, 2022

– 52 –

다(Lee, 2015). 둔황의 천불도 중에는 각 부처 옆에 이

름이 써서 천불<Fig. 1>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천(千)은 무수히 많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천

불상은 무수한 부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본적으로 누구나 믿음을 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적인 관념에서 출발된 것으로 본다. 천불의 

명호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하여 대승불교의 가

장 기본인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

용이다.
후한 147년에 한역된 아촉불국경(阿閦佛國經)이

나 179년에 한역된 도행반야경(道行般若經)에 천불

이 등장하고 있어 인도에서는 늦어도 1세기경에 천불

의 개념이 성립되었다(Lee, 2015). 중국과 인도, 아프가

니스탄, 중앙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천불상 및 천불도 제작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5세기

말로 편년되는 북위시대의 윈강(雲崗) 18굴의 주불(主
佛)은 천불가사<Fig. 2>를 착의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 천불 모티브는 아니지만 당대 법문사(法門寺) 지궁

(地宮)에서는 금사 자수의 가사가 출토되기도 하 으

며, <Fig. 3>의 오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이 

둔황에서 수집한 자수 불상편이나 인도국립박물관의 

천불 자수 깃발<Fig. 4>이 전한다. 비록 천불가사의 실

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적어도 둔황의 천불도나 천불

상이 조성될 무렵에는 천불가사도 충분히 제작되었을 

Fig. 1. Thousand Buddhas illustration and their name.
Reprinted from British Library (n.d.). https://www.bl.uk

          
Fig. 2. Carved thousand Buddhas 

Kasaya in Yungang.
Reprinted from Moon (2001). p.148.

Fig. 3. Embroidered Buddha in Tang.
Reprinted from The British Musuem (n.d.). 

https://www.britishmuseum.org

        Fig. 4. Embroidered banner with thousand Buddhas.
Adapted from National Museum, New Delhi (n.d.). 

http://14.143.90.243/national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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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2. 현전 명 · 청대 천불가사

둔황 출토 유물과 같이 불상 자수는 천불 모티브로

도 표현되었으며, 현전하는 유물로 홍콩 크리스 홀(Ch-

ris Hall) 컬렉션의 15~16세기 천불가사<Fig. 5>와 15
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국 박물관(The British Mu-
seum)의 천불가사<Fig. 6>,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

(The Cleveland Museum of Art [CMA])의 15세기 천불 

수가사<Fig. 7>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상의 명

대 천불가사는 세로 방향으로 49줄이 나타나지만, 4장

Fig. 5. 15-16th century thousand Buddhas Kasaya in Chris Hall collection, and embroidered Buddha piece. 
Adapted from Sudeok Temple Museum [STM] (Ed.) (2006). pp.186‒188; Colins (2017). p. 4.

Fig. 6. Late 15th century thousand Buddhas Kasaya in British Museum, and four Dhyani Buddhas. 
Adapted from Vainker (2004). p. 152.

Fig. 7. 15th century thousand Buddhas Kasaya in Cleveland Museum of Art, five Dhyani Buddhas 
and three sacred jewels pattern. 

Adapted from CMA (n.d.) https://www.cleveland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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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1단(短)으로 연결된 25조(條)와 24리(里)로 구성되

어 있다(STM, 2006). 리는 조와 조 사이를 연결하는 것

이며(Lee, 2010), 장단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수 문양은 크기가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불좌상으로, 불상의 피부색과 연꽃 대좌의 색상

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채우고 있다. 천
불가사에 수놓은 불상은 본초오불(本初五佛, five Dhya-
ni Buddhas)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초오불은 

금강계오불(金剛界五佛)이라고도 하는데, 금강계 만다

라의 기본인 대일(大日), 아증(阿贈), 보생(寶生), 아미타

(阿彌陀), 불공성취(不空成就)로 구성되며, 몸의 색상

에 따라 각각 백신, 청신, 황신, 적신, 녹신으로 표현된

다(STM, 2006). 우리나라의 경우 동서남북 중앙의 오

방에는 약사불, 아미타불, 보생여래불, 불공성취불, 
비로자나불 등을 배치하기도 한다(Ven. Taegyeong & 
Cho, 2011). 홍콩 크리스 홀 컬렉션의 천불 수가사(237 
× 125.8 cm)는 탈락된 17개를 포함하여 총 820개의 부

처를 수놓았으며(STM, 2006), <Fig. 4>의 오른쪽 사진

과 같이 고리수로 수놓은 불상을 별도로 부착하여 제

작한 가사이다.
한편 1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국 박물관의 천

불가사(309 × 112 cm)도 마찬가지로 엽(葉)과 리, 연의 

위치에 불상을 수놓고 홍색직금단과 연결하 다. 실
제로 정확히 천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대한 

많은 불상을 효율적으로 채우기 위해 크기가 작은 불

좌상이 나열하거나 리를 두어 천에 가까운 불상을 채

울 수 있다. 실제 991개의 부처가 수 놓여 있으며 불상 

사이에도 구름 문양을 채웠다. 가사의 중앙에 수미산

(須彌山)과 향수해(香水海)를 비롯하여 해 · 달 · 북두

칠성과 남두육성을 표현한 것과 법륜(法輪)이 있으며 

네 모서리에도 첩(貼)을 부착하 다. 참고로 첩은 가사 

위에 붙이는 조각을 뜻한다.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천불가사(302.1 × 119.4 cm)의 

주폭(主幅)에는 ｢불-법-승｣을 상징하는 삼보와 전륜

(轉輪 또는 보륜(寶輪))의 문양을 수놓았다. 또한 가사

의 네 모서리에는 사천왕첩(四天王貼)이 확인된다. 가
사가 몸체를 감쌀 때 왼쪽 상단 모서리의 반전된 형상

이 오른쪽 위로 나타나도록 불상을 뒤집어 배치하

으나, 자(纓子)가 없어 실제 착용보다는 예배나 장엄

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대에도 천불가사가 여러 점 전하는데, 그 중 건륭

(乾隆) 14년(1749)년에 제작한 천불가사<Fig. 8>는 가

로 335 cm, 세로 96 cm의 크기이며 클리브랜드 미술관

의 15세기로 알려진 천불가사와 배치와 도상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주폭의 상 · 하단에 삼보와 법륜이 있

고, 가사의 네 모서리에 사천왕첩을 수놓은 것까지도 

동일하다.
<Fig. 9>는 미국의 개인 소장품으로 18세기 천불가

사(304.2 × 136.6 cm)이다. 15조로 구성된 가사이지만 

1리에 2위씩 배치하여 984위의 부처를 수놓았다. 특
히 가사 네 모서리뿐만 아니라 좌 ·우폭의 시작부분에

는 법라(法螺), 법륜(法輪), 보산(寶傘), 백개(白蓋), 연
화(蓮花), 보병(寶甁), 금어(金魚), 반장(盤長)으로 구성

된 불가(佛家)의 팔길상문(八吉祥紋)과 가사의 주폭에 

있는 삼보문(三寶紋)과 금강저(金剛杵)까지 모두 10개
의 첩이 부착되어 있다. 팔길상문의 첩이 있는 또 다른 

유물로는 북경예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봉황직

금단에 사합(四合)의 운문을 수놓은 21조 가사가 전하

는데, 이 가사의 네 모서리에는 팔길상의 첫 번째 문양

인 법라만으로 첩을 두었다(Editorial Committee for the 
Collection of Chinese Embroidery and Costume, 2004).
한편 18세기 청대 천불가사라 할지라도 리가 생략된 

수가사도 있다. 프랑스의 아시아 섬유협회(Association 
pour l'Étude et la Documentation des Textiles d'Asie 

Fig. 8. Thousand Buddhas Kasaya in 1749, five Dhyani Buddhas. 
Adapted from Invaluable (n.d.). https://www.invaluable.com



보물 자수가사의 제작 시기와 배경 고찰

– 55 –

[A.E.D.T.A.]) 소장품인 <Fig. 10>이다. 이 수가사는 24
리를 생략한 형태의 25조 가사이며, 연청색의 연에도 

자수가 없어 오로지 한 조에 불상 5위씩 수를 놓아 125
위의 불상을 배열하 다. 전체적으로 본초오불을 반

복하 으며, 특히 주폭의 상단부에는 불상 위쪽으로 

산개(傘蓋)를 추가로 수놓아 강조하고 있다. 18세기로 

편년되는 <Fig. 8>‒<Fig. 10>을 통해 천불에 대한 상징

성은 유지하면서도 점차 ‘천(千)’에 대한 집착은 벗어

나 신(新) 도상이 창안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자수가사의제작배경

1. 조선 후기의 천불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불상은 연가7년명 불

상으로, 뒷면에는 ‘현겁천불’(賢劫千佛)’이라는 명문이 

있다. 또한 673년에 조성된 계유명 삼존천불비상이 있

어 고구려나 백제에서 천불이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

다(Gong, 2003; Lee, 2015). 중국의 경우 8~9세기 천불 

자수편과 같은 유물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불

가사와 관련한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5세기에 이르러 권근(權近, 1352~1409)이 쓴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에는 태종비 원경왕후

(元敬王后, 1365~1420)가 자수천불도[繡成千佛] 일축

(一軸)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Kwon, n.d.). 이후 세조대 

1463년에는 직조 천불상을 조성되기도 하 으며, 이 

유물은 현재 교토 세이간지[誓願寺]에 소장되어 있다

(Kyoto National Museum, 2015; Sim, 2017). 직조 천불

상을 토대로 문헌에 전하는 자수천불도의 도상을 유

추해볼 수 있으며, 15세기로 편년되는 명대 천불가사

의 도상도 참고할 수 있겠다.
현전하는 천불도 5점 중 4점이 모두 18세기에 그려

진 것으로, 조선 후기에도 천불도와 천불상이 제작되기

도 하 다. 예천 용문사 천불도(1709년), 선운사 천불도

Fig. 9. 18th century thousand Buddhas Kasaya, five Dhyani Buddhas and Buddhist canopy.
Adapted from Rasmussen (2018). https://www.bonhams.com

Fig. 10. 18th century Kasaya of A.E.D.T.A collection, and five Dhyani Buddhas with Buddhist canopy. 
Adapted from A.E.D.T.A. (1996). Pl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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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18세기로 편년되는 선암사 천불도와 미황사

의 천불벽화이다. 건륭 5년(1740)의 대구 파계사 조

대왕 도포와 함께 복장한 발원문에는 조가 탱불일

천불(幀佛一千佛)을 희사한 사실이 적혀 있다(Ko, 2008). 
또한 일본 표원록(日本 漂海錄)에는 1817년 해남 대흥

사에서 768좌의 천불상을 배로 운반한 사실도 기록되

어 있다(Kim, 2016). 이렇듯 천불이나 다불(多佛)은 장

식적인 요소로서 천불도나 천불상으로 제작되면서 일

반 대중들에게는 의례화된 다수의 부처로 인식되었

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염불이 성행하여 정토왕생을 

바라는 만일염불회와 같은 법회가 자주 베풀어질 정

도로(Ko, 2008), 여러 부처를 공경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천불에 대한 신앙은 민간에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본다.
특히 18세기는 전통 도상의 계승, 중국 도상의 유입, 

그리고 신 도상의 창안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

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Shin, 2016). 15세기의 천불

가사만 하더라도 더 많은 부처를 수놓기 위해 리를 두

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리가 생략되기도 했다. 자수가

사도 기본적으로 여러 부처가 등장하기 때문에 천불이

나 다불 신앙을 기반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중
국과 달리 크기가 작은 불좌상을 반복하여 수놓지 않

고 불입상이나 보살상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도상에 

구상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명 ·청
대의 삼보 문양의 첩 대신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도상을 구체화한 데서 극명히 드러난다.
 
2. 삼보 체계의 확립

삼보는 세 가지의 진귀한 보배라는 의미로, 첫 번째

는 불보(佛寶)로 교조로서의 석존을 가리키며 불멸 후

에는 불상이나 사리로 대치된다. 법보(法寶)는 그의 교

설로 경전을 말하며, 승보(僧寶)는 그 교설을 따르는 제

자들 곧 승단에 해당한다(Choi, 2017; Yang, 2013). 또
한 ｢불-법-승｣의 삼보 자체가 불교의 신앙 대상이다.
명 · 청대의 천불가사는 부처의 도상을 무수히 많이 

수를 놓고,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법륜이나 삼보 

문양의 첩을 부착하 다. 삼보문은 작은 세 개의 원점

(圓點)이 들어 있는 모양으로, 불교의 신앙 대상인 ｢불-
법-승｣을 나타내는 상징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Fig. 
7>‒<Fig. 9>의 명 · 청대의 천불가사의 중앙에는 삼보

문을 수놓고 있으며, 대체로 <Fig. 11>과 같이 ‘화염에 

싸인 세 개의 구슬’로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는 보주(寶珠)로 보기도 하며(Oh, 2008), 이는 지혜나 정

신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한다(Chung, 2004). 특히 화

염 대신 원형의 법륜 안에 세 개의 점이 들어있는 것은 

삼보륜(三寶輪)이라고 부른다(Heo, 2013).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수가사는 삼보를 주제로 한 

선암사 삼보명 가사와 자수가사이다. 중국의 천불가

사와 비교해본다면 삼보를 상징적인 기물로 표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 도상으로 비중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천불이나 삼보에 대한 모티브를 도상 연구를 

통해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형

식으로 새롭게 창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삼보 도상을 창작하게 된 배경으로,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를 전후의 삼보 사찰의 정립과도 무

관하지 않을 것을 사료된다. 19세기 전반까지 우리나

라 삼보 사찰 지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홍석주(洪
奭周, 1774~1842)가 연천옹유산록(淵遷翁遊山錄)를 
쓴 1832년에 이르러서야 불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

사, 고려대장경판이 있는 해인사, 고려 후기 이래 16국

Fig. 11. Three sacred jewel pattern in Ming & Qing dynasty.
Adapted from Kyoto National Museum (2010). p.198; CMA (n.d.) https://www.clevelandart.org; 
Invaluable (2019). https://www.invaluable.com; Rasmussen (2018). https://www.bonha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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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배출한 송광사로 삼보 사찰이 정해진 것으로 보

인다(Hwang, 2014). 삼보 중 불보와 법보가 절대적 가

치라면 승보는 마치 살아있는 신앙 대상이므로, 불가

에서 승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

유로 조선 후기에는 승보가 중요시 되어 조사도나 나

한상이 조성되기도 했다(Shin, 2021).
 
3. 현전 삼보가사

중국의 천불가사와 같이 여러 도상을 수놓은 국내 

가사 유물로는 선암사 삼보명 가사<Fig. 12>와 서울

공예박물관의 자수가사<Fig. 13>가 전한다. ｢불-법-
승｣의 삼보를 주제로 하지만 선암사 삼보명 가사는 명

문의 글자 자수이고, 자수가사는 구체적인 도상 자수

라는 점이 다르다. 행과 열을 맞춰 규칙적으로 불상만

을 반복하는 명 · 청대의 천불가사와 달리 삼보에 대한 

모티브로 구체적인 도상을 개발하여 표현한 것이다.
2착의 삼보 가사<Fig. 12>‒<Fig.13>는 모두 4장 1단

의 25조 가사의 구성으로, 125조각을 연결하 다. 명
문 및 도상은 불 25위, 보살 50위, 존자 25위 등 100명의 

인물과 25책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상은 가사

의 정중앙인 주폭의 도상만 정면상이고 주폭을 향해 

좌향 또는 우향의 측면상으로 나타난다. 도상의 방향

은 가사의 조를 이루는 엽의 바느질 순서와도 같다. 18
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암사 가사는 

8매 3뜀의 홍색 경수자직단 위에 삼보의 명호를 글자

로 수 놓고 일월광첩과 사천왕첩, 자 등도 달려있다. 
한편 자수가사도 8매 3뜀의 백색 경수자직단 바탕에 

삼보를 부처, 보살, 경전, 존자의 구체적인 도상으로 

수를 놓았으며, 자를 달았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

다. 자뿐만 아니라 일월광첩이나 사천왕첩도 없어 

실제 착용보다는 예배용이거나 장엄용으로 제작된 것

으로 짐작된다. 선암사 삼보명 가사는 가로 230 cm, 세
로 59 cm이며, 자수가사는 현재 남아 있는 크기가 244 
cm, 세로 63.8 cm이며, 원래의 크기는 연을 포함하여 

대략 245 cm, 65 cm로 추정할 수 있다.
삼보 가사의 도상과 구성은 1902년의 청룡사 가사

도(袈裟圖)<Fig. 14>를 통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청룡사 가사도는 고종황제,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 
엄비 등 황실 가족의 수명장수를 발원하기 위해 조성

된 불화로, 삼보 도상의 자수가사를 범본으로 하여 제

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도는 자수 표현에 비해 도

상의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에 도상표현이 섬세할 뿐

만 아니라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채색된 가사

도로서 유일하게 청룡사 소장 가사도가 있으며, 이외에

도 단청장 이만봉(李萬峰, 1910~2006) 소장으로 추정

되는 가사도 초본<Fig. 15>도 있다(Han, 1983; Tongdo-
sa Museum, 1992). 또한 남양주 흥국사 신중탱의 화기

에서도 1883년에 ‘가사이십파탱화(袈裟二十波幀畫)’
를 제작한 기록이 있어 19세기 말에도 가사도가 조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Lee, 2005).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도상에 대한 공

유가 활발하여 조선 후기나 말기에도 동일한 화제(畫
題)를 중심으로 동일한 초본이 사용되며 동일한 초본

이라도 화사에 의해 변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Shin, 
2016). 그러나 왕실이나 상궁 발원 불화만큼은 동일 초

본의 사용이 비교적 억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Lee, 
2009). 청룡사 가사도가 희귀할 수밖에 없는 점은 물

론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라는 점도 있고, 불화 소재로

서 삼보 도상의 자수가사가 특이한 소재라는 점도 꼽

을 수 있겠다. 이미 전술하 으나 청룡사 가사도는 원

래 수락산의 학림암(鶴林庵)에 봉안되어 있었으며(Lee, 
2005), 자수가사 고증에 참여했다고 전하는 해붕 전령

은 1815년에 학림암에 머물렀다고 한다(Park, 2010). 

Fig. 12. Three treasure Kasaya.
Reprinted from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2006). p. 227.

      Fig. 13. Embroidered Kasaya.
Photographed by Seoul Museum of Craft Art [SeMoCA] 

(2019, September 29). Adapt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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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선암사 삼보명 가사-
자수가사-청룡사 가사도’의 대부분의 도상이 일치하

고 있어 해붕의 학림암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생각된다.
 
1) 불보(佛寶)

1단 제불(諸佛)의 등장은 많은 수의 부처를 모실수

록 더 많은 공덕을 쌓는다는 다불, 천불을 신앙하 음

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불을 형상화하여, 석존 정

각(正覺)을 상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Yang, 2013). 현
전하는 삼보명 가사, 자수가사, 청룡사 가사도에서 <Fig. 

16>과 같이 가사의 정중앙이 되는 주폭(13조)에 정면

상의 ｢석가여래-미륵보살-갈라보살-화엄경-가섭존

자｣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그리고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노사나불과 비로자나

불의 ｢화신-보신-법신｣의 삼신불(三身佛)<Fig. 17>을 
놓고, 가사의 좌우 끝에는 동방의 아촉불(阿閦佛)과 서

방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두었다. 주폭의 석가여래

를 기준으로 향좌측에는 동방의 아촉불과 수미정불

(須彌頂佛), 동남방의 사자상불(師子相佛)과 사자음불

(獅子音佛), 남방의 허공왕불(虛空住佛)과 상멸불(常
滅佛), 서남방의 상상불(常相佛)과 상림불(常林佛) 순
서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주폭의 향우측에는 서방의 

아미타불과 도세간고뇌불(度世間苦惱佛), 서북방의 수

미상불(須彌相佛)과 단수신통불(檀樹神通佛), 북방의 

운자재불(雲自在佛)과 운자재왕불(雲自在王佛), 동북

방의 과포외불(壞怖畏佛)이 있다. 이는 묘법연화경(妙
法蓮華經)| 화성유품(化城喩品)의 내용 중 전륜성왕 가

계도에 등장하는 16불이다(Lee, 2008). 또한 한 조에 구

성되는 1단 불상과 2 · 3단의 보살상은 협시불의 구성

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석가여래-미륵보살-갈라보

살｣, ｢약사여래-일광보살-월광보살｣, ｢치성광불-소재

보살-식재보살｣,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
의 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암사 삼보명 가

사의 경우에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위치에는 삼족

오와 옥토끼로 표현되는 일월광첩을 두었다. 선암사 

삼보명 가사와 청룡사 가사도의 불 · 보살의 명호가 대

체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불과 협시보

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 추가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Fig. 14. Painting of embroidered Kasaya. 
Photographed by Research Institute of Janghwang Cultural Heritage

[RIJCH] (2021, April 29). Adapted with permission. 

     Fig. 15. Painting drawings of embroidered Kasaya.
Adapted from Tongdosa Museum (1992). p. 39.

Fig. 16. Center column of Kasaya. 
Adapted from CHA (2006). p. 227; Photographed by 

SeMoCA (2019, September 29); Photographed by RIJCH 
(2021, April 29). Adapted with permission. 



보물 자수가사의 제작 시기와 배경 고찰

– 59 –

2) 법보(法寶)

법보를 상징하는 4단의 경전은 화엄경(華嚴經)을 중

심으로 유마경(維摩經),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
經) 등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엄경이 정중앙에 

위치한 것은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 대당내전록

(大唐內典錄), 교장총록(敎藏叢錄)에서 화엄부가 서

두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

시 하는 중심 사상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Choi, 2016). 
선암사 삼보명 가사와 자수가사의 경전 제목이 거의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비교해 본 결과 1~2책 

정도가 차이가 난다. 특히 자수가사의 경우에는 정명

경(淨名經)의 위치에 표제가 누락된 경전이 있다. 또한 

능가경과 능엄경의 위치에 능(楞)의 ‘木’을 ‘扌’ 변으로 

잘못 쓰거나, 능(楞) 대신 악(愕)으로 수를 놓은 것은 오

자(誤字)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고 삼보명 가사와 청

룡사 가사도와 다른 경전은 향좌측의 대적경(大寂經) 
또는 대범강경(大梵綱經) 위치에 인화경(因化經)이 있

고, 존승다라니(尊勝陀羅尼)의 자리에는 상생경(上生
經)이 있다. 인화경(因化經)은 확인되지 않는 경전으로 

서방인화경(西方引化經)을 잘못 수놓을 것으로 생각

된다. 서방인화경과 상생경은 선암사의 삼보명 가사, 
자수가사, 청룡사 가사도의 향우측 폭에 나란히 시문

되어 있어 자수가사에서만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경전 목록을 통해서도 천불 신앙의 향을 받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수가사의 보적경(寶積經)과 선암

사 삼보명 가사의 대적경은 대보적경과 같다. 청룡사 

가사에도 대범망경(大梵綱經)이 등장하는데 범망경의 

내용 중에는 천 송이의 연화 대좌에 앉아 있는 부처를 

화신(化身)한 부처로서 천불을 나타낸다는 내용이 있

다(Lee, 2015). 또한 1단에 제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도 역시 천불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특히 4단의 경전 중에도 불명경(佛名經)이 있

는데, 이는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 모든 어

려움과 죄가 소멸하여 현세의 삶이 편안해진다고 믿

는 것이다(Lee, 2015). 이외에도 존승다라니, 산개다

라니(傘蓋陀羅尼), 수구다라니(隨求陀羅尼)와 같은 다

라니 자체만으로도 조선 후기의 염불사상이나 교의 

향을 엿볼 수 있다.
 
3) 승보(僧寶)

5단은 존자를 표현하여 승보를 상징하는데, 선암사 

삼보명 가사와 청룡사 가사도의 명문을 통해 존자의 

실체를 알 수 있다. 25명의 존자는 석가모니 이후로는 

인도에서 배출된 28조(祖) 중 25조까지를 표현한 것으

로 생각된다. 선종의 조사(祖師)의 순서는 북위시대(北
魏時代) 길가야(吉迦夜)와 담요(曇曜)가 찬술한 부법

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에 의거한 것이다. ｢불-보살-
경전｣과 마찬가지로, 가사의 중심부부터 13조에 선종

의 제일조사(第一祖師)인 가섭존자(迦葉尊者, Mahā-
kāśyapa)를 시작으로 우측에는 제이조사(第二祖師)인 

아난존자(阿難尊者, Ānanda)를 두고, 다시 반대편 좌

측으로는 제삼조사(第三祖師)인 화수존자(和修尊者, 
Śāṇavāsa)가 있다. 가섭존자를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

을 번갈아 가는 순서로 우바국다(優婆毱多, Upagupta), 
제다가존자(提多迦尊者, Dhītika) 등을 배치하고 향좌

폭의 맨 끝으로 제이십오조사(第一祖師)인 바사사다

Fig. 17. Buddha Trikaya of embroidered Kasaya.
Adapted from CHA (2006). p. 227; Photographed by SeMoCA (2019, September 29); 

Photographed by RIJCH (2021, April 29). Adapt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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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婆舍斯多尊者, Vasiasita)까지 표현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조사의 모습은 순천 선암사 33조사도(三十三祖
師圖, 보물 제1554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753년에 

제작된 33조사도는 각 조사마다 존명이 적혀 있고 하

단 화기에는 각 조사에 관한 행장이 기록되어 있다. 전
체 11폭으로 구성으로, 각 폭마다 2~3명의 인물을 함께 

그렸다. 존자의 등장 순서가 자수가사의 존자 배치 순

서와 일치하여, 1조 가섭존자, 2조 아난존자부터 25조 

바사사다존자의 모습까지 비교할 수 있다. 자수가사

는 수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Fig. 18>‒<Fig. 19>와 
같이 선암사의 33조사도나 및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

(Hermitage Museum & Gardens)에서 국내로 반환된 

석가삼존불도의 가섭존자나 아난존자와 같이 여러 회

화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는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사실 현전하는 조사도가 거의 없어 자수가사의 

25조사의 도상은 조선 후기 조사도 연구의 새로운 자

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보물 제654호로 지정된 자수가사는 불교의 신앙 대

상이 되는 ｢불-법-승｣의 삼보를 수놓은 25조 가사이

다. 125조각이 연결된 각각의 도상을 다채로운 색사로 

수를 놓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도 장엄하며 시각적으

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오직 수집가의 증언을 토대로 

‘戊子生 坤命 朴氏’가 발원한 것이며, 고승 ‘해붕’이 자

수가사 고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수가

사의 조성과 발원 기록에 대한 실증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초 정보인 ‘戊子生’, 

‘坤命’, ‘해붕’과 같은 제작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

수가사 제작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 다.
우선 발원 묵서의 ‘戊子生 坤命 朴氏’가 태어난 무자

년은 1708년이나 1768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과 더

불어 자수가사 고증에 참여한 해붕이 1826년에 입적

한 것과 1815년에 수락산 학림암에 방문한 사실에도 

주목해 볼 때, 가사의 제작 시기는 18세기 말 또는 19세
기 초이며 곤명 박씨의 출생연도인 무자년은 1768년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수가사는 125개의 많은 도상을 표현하고 삼보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수히 작은 불상을 반

복하는 천불 신앙과 삼보 신앙의 향을 받았을 것으

로 추측된다. 명 · 청대의 천불가사를 살펴보면, 천에 가

까운 불상을 채우기 위해  25조 24리로 구성되다가 18
세기에 이르러 24리가 생략되고 25조에만 수를 놓는 

등 구성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천불가사에는 삼보 문양

을 두기도 했는데, 이와 견주어 우리나라 현전하는 선

암사의 삼보명 가사나 자수가사는 획일적인 불상을 

반복하지 않고 불 · 보살-경전-존자의 삼보를 구체화

하여 수를 놓았다. 또한 선암사의 삼보명 가사, 자수가

사, 청룡사 가사도의 도상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매

우 중요하다. 삼보 가사를 조성하기 위한 도상의 해석, 
도안의 창작과 묘사 방법 등 삼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불이나 다

불, 삼보 신앙의 향은 자수가사의 도상의 배치와 구

성에서도 확인된다. 삼신불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의 
16불의 등장을 비롯하여 불명경이나 다라니 등의 경

전명 등을 통해 여러 부처를 섬기는 천불 또는 다불 신

앙이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수가사의 존자

Fig. 18. Mahakasyapa and Ananda in 
embroidered Kasaya.

Photographed by SeMoCA 
(2019, September 29).

Adapted with permission.

       

Fig. 19. Mahakasyapa and Ananda in 33 disciples of Buddha (1753) 
and Sakyamuni triad painting (1730s).

Adapted from CHA (n.d.). http://english.cha.go.kr; 
Limb (2014). https://www.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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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53년에 제작된 선암사의 33조사도와 같이 선종

의 조사이며, 존자의 배치 순서도 33조사도와 동일하

게 표현하 다. 부처 · 보살, 경전은 유사한 형태로 반

복된 데 비해 승보를 상징하는 25존자는 중복된 도상

이 없이 새롭게 창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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