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 요강

공모내용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

- 한국의 대표 유물 반가사유상 2점(국보 제78호, 제83호)에 대해 유물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부르기 쉬운 친근감 있는 이름을 각각 지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반가사유상 2점(78호, 83호)의 유물 설명자료(참고 자료)

공모대상 한국 문화재를 애호하는 사람(외국인 포함)

공모기간 2021년 8월 23(월)~2021년 9월 30(목)

응모방법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 공식 사이트 (1인당 1작품 제한)

응모요령
- A4 1장 이내/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뜻을 풀이하는 설명내용 작성

- 반가사유상 2점(국보 제78호·제83호)에 대해 각각 이름 작명하여 1작품만 제출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 창의성, 상징성 등 종합 심사

  (*)유물을 상징하고 누구나 공감하며 부르기 쉽게 지은 이름으로 부여한 작품

당선작발표 ‘21년 10월 / 총 21점(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5점, 입선 10점)

시상내역

총 21명 선발

-(대상 1명)  100만원 (문화상품권)+ 미니어처(4.5만원) 7종

-(금상 2명)  각 70만원 (문화상품권)+ 미니어처(4.5만원) 6종

-(은상 3명)  각 50만원 (문화상품권)+ 미니어처(4.5만원) 5종

-(동상 5명)  각 30만원 (문화상품권)+ 미니어처(4.5만원) 4종

-(입선10명)  각 10만원 (문화상품권)+ 미니어처(4.5만원) 1종

공모규정

- 응모자는 자신이 직접 작명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작명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상자로부터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양도를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 광고, 인쇄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상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 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수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수상작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 



□ 반가사유상 : 국보 제78호 (삼국 6세기 후반, 금동, 높이 83.2cm)



 ㅇ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보살상의 모습이다.

 ㅇ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한 것으로,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상으로 확립되었다.

 ㅇ 중국에서는 초기에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싯다르타 태자상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점차 미륵보살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삼국시대 반가사유상도 대부분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머리에 쓰고 있는 화려하고 높은 관冠은 해와 초승달 모양이 결합된 

특이한 형식으로 일월식보관(日月飾寶冠)이라고도 한다.

 ㅇ 입가에는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반가좌의 자세, 

몸 앞에서 교차된 천의자락과 허리띠의 율동적인 흐름은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ㅇ 주조 기법은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식(中空式)이며, 금동불로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2~4mm에 지나지 않는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 반가사유상 : 국보 제83호 (삼국 7세기 전반, 금동, 높이 93.5cm)



 ㅇ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고개 숙인 얼굴의 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의 반가사유상이다. 

 ㅇ 이러한 상은 원래 석가모니가 태자였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을 태자사유상(太

子思惟像)이라고 하였다.

 ㅇ 반가사유상은 이 상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형식으로도 만들어졌다. 

입가에 머금은 생기있는 미소, 살아 숨쉬는 듯한 얼굴 표정,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 

미묘한 움직임 등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된 동양불교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ㅇ 일본 고류사(廣隆寺)의 목조반가사유상과 모습이 비슷하여 영향 

관계가 주목되는 상이기도 하다.

< 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의 특징 >

 ㅇ 삼국시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반가사유상으로 국보 제78호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제83호와 제78호는 조형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가장 큰 차이는 머리에 쓴 보관의 형태입니다. 국보 제83호는 머리에 낮은 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삼산관(三山冠) 또는 연화관(蓮花冠)이라고 합니다.

   - 또한 국보 제78호와 달리 상반신에는 옷을 전혀 걸치지 않았으며, 단순한 목걸이만

착용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신체,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표현된

옷 주름, 분명하게 표현된 이목구비로 보아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국보 제78호보다

조금 뒷 시기인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크기가 93.5cm로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일본 교토(京都) 고류지(廣隆寺) 목조반가사유상과 매우 닮아, 우리나라

불상의 고대 일본 전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