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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uddhist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characterized by diversification and subdivision of subject
matters. Buddhist paintings rapidly declined since 19th century, being miniaturized and showing complicated composition.
Figures that identified the shape of shoes in Buddhist paintings of late Joseon dynasty included sacheonwang that were
placed in the left and right bottom of Buddhist paintings, sinjung, gwiwang and pan-gwan of siwangtaeng. Sacheonwang,
an Indian folk god, was depicted as a noble person in “ahamgyeong”, an early sutra, but was depicted as an armored war-
rior in Mahayana Buddhism world. The style of shoes sacheonwang in Korea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imes. The
shoes of the sacheonwang sculpture in Seogguram of Shilla dynasty are sandal type. The sacheonwang that was drawn on
Jijangbosaldo in Goryeo dynasty wears non-showy armor and red yi(履). The sacheonwang that was expressed on Bud-
dhist paintings in Joseon dynasty wears showy armor and decorated hwa. Comparing the yi of Goryeo Jijangbosaldo
sacheonwang with the yi of Bodhisattva on the Dunhuang yeolbanbyeonsangdo, Jijangbosaldo sacheonwang’s shoes are
Korean style in which the sole is flat and the front part has no decoration, but in the shoes of Bodhisattva on the Dunhuang
yeolbanbyeonsangdo the sole is not flat, the front part is lifted. The style of shoes of pan-gwan, who is depicted on Siwan-
gtaeng, is hwa. However, unlike the decorative hwa of sacheonwang, its front is not lifted and it has no decoration. It is
assumed that the shoes of sacheonwang or pan-gwan represented obangsaek based on the idea of eumyang-ohaeng. Depic-
tion of shoes shown in Buddhist paintings reflected the phases of the social life. In addition, the sandals of Shilla sacheon-
wang implies that sourthern culture in addition to Buddhism was introduced. Having expressed the shoes of Goryeo
sacheonwang with conventional yi implies that Buddhism governed the inner world of the people, and the shape and
material of the shoes reveals aristocracy. It is assumed that that an armored warrior wore yi, not hwa implies that the
then society was stable. Also, it is assumed that that the shoes of sacheonwang on Buddhist paintings in Joseon dynasty
were hwa implies that the role of tutelary god was stressed in the disorder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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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식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로 당시대인들의 복식의 외형

적 형태나, 색채 뿐 아니라 내면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불화는 소의(所依) 경전과 의궤(儀軌)의 내용을 도상화(圖

像畵)한 것으로(홍윤식, 1989) 관념세계와 현실세계가 함께 표

현되어 있고 제작 당대의 종교관과 생활 풍속을 살펴 볼 수

있어 복식사적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화(靴) 또는 화( )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쌍영총 묘주의 부부도 묘주 앞에 화대가 있는 화( )

가 놓여 있고, 집안지역 매산리 사신총 묘주가거도의 앞에 놓

인 신, 무영총의 묘주의 신은 화( )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대

에 화(靴) 또는 화( )를 신었음을 알려주는 문헌자료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삼국사기」〈雜志〉의 신라악조(新羅

樂條)에서 무인(舞人)이 오피화(烏皮靴)를 착용했다고 했다. 고

구려악조(高句麗樂條)에서 고구려 악공은 조우(鳥羽)로 장식한

자라모(紫羅帽), 누런 대수 자줏빛 나대(羅帶), 대구고(大口袴),

적피화(赤皮) 오피화(烏皮)를 착용했다고 했다. 흥덕왕 9년에 복

식규제 때 6두품에서 평민까지 남자의 화(靴)는 ‘검은 사슴줄무

늬’(烏皺文)와, 자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던 기록이 있다. 조

선왕조시대 복식면에 나타난 화(靴)의 종류는 흑피화(黑皮靴),

협금화(挾金靴), 목화(木靴), 수화자(水靴子), 기자화(起子靴), 전

피화(皮靴), 사피화(斜皮靴), 동화(童靴), 백화(白靴), 단화(短靴)

등이다. 불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난 복

식에 관한 연구(임명미, 1994),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표현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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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연구(양경애, 1992), 조선시대 감로탱화 풍속장면의 복식연구

(양숙향, 2003), 19세기불화에 나타난 연꽃의 상징에 관한 연구

(이경숙, 2002)가 있다. 그러나 불화에 나타난 복식에 대한 연

구는 적으며 화(靴)를 비롯한 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사적 연구자료로 가치가 높으나

자료의 이용이 미미한 조선후기 불화를 연구자료로 선택하여

불화에 표현되어진 화(靴)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1. 한국 불화에 표현된 화(靴)의 상징성을 파악하기 위해 불

화의 도설내용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불화에 표현된 화(靴)를 시대변천에 따라 분석 비교함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불화에 표현된 화(靴)의 상징성 고찰을 통하여 당대인들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관념적 사고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료는 조선후기

에 조성된 불화를 중심으로 화(靴)를 신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

어 있는 자료 33점을 채택하였다. 연구자료를 제작 연대별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 이론적 배경

2.1. 불화의 유형과 구조

불화는 용도에 따라 장엄용, 교화용, 예배용 불화로 나눌 수

있다. 불화를 주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첫째, 여래도로 영산회

상도, 약사불회상도, 아미타극락회상도 등이다. 둘째, 보살도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등이다. 셋째, 신중도로, 무장의 모습을

한 신장은 불교를 수호하고 중생을 지켜주는 사천왕, 팔부중 등

이다. 넷째, 부처의 제자를 그린 나한도로 16나한, 오백나한이

대표적이다(홍윤식, 1989). 이중 신중탱화는 불교의 호법신들을

묘사한 불화로써 법당의 중심부에서 좌우측 벽에 걸린다. 신중

Table 1. 연구자료

구분 번호 연도                 명칭 기타

후불탱화 1 1693 흥국사 대웅전 석가모니 후불탱 보물 제 578호

2 1734 통도사 영산전 석가모니 후불탱

3 1740 송광사 약사여래회상탱

4

4

4

1744

1744

1744

직지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보물 제 670호

보물 제 670호

보물 제 670호

직지사 대웅전 약사회도

직지사 대웅전 미타회도

5 1775 통도사 약사여래탱

6 1776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

7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후불탱

신장탱화 8 18세기초 파계사신중탱

9 1776 천은사 신중탱

10 1804 통도사광명전신중탱화

11 19세기초 지장사신중도

12 1886 직지사응진전신중탱

13 1886 직지사비로전신중탱

14 1893 통도사광서19년명신중탱화

15 20세기초 지장사능인전신중탱

16 1930 표충사 신중탱

17 조선 개심사신중탱

18 조선 동화사대웅전신중탱

19 조선 동화사사천왕

20 갑사대비암신중탱

21 금룬사신장탱

22 동학사신중탱

23 마곡사신장탱

24 금산사사천왕탱

25 화암사의상암신중탱

26 동하사 신중탱

괘불 27 1650 갑사 괘불

28 1653 구례 화엄사 괘불 국보 제301호

29 1673 청양 장곡사 괘불 국보 제300호

30 1687 마곡사 괘불

31 1749 광덕사 괘불

기타 32 1766 대원사 시왕탱

33 지장사 귀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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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에는 제석과 범천, 동진보살로 불리는 위태천, 사천왕, 팔부

신중, 팔금강 등이 여러 권속과 함께 등장한다. 신중은 불교가

전파되는 지역의 민간신앙의 신들이 첨가되어 인도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자연신이나 토속신이 등장한다. 

2.2. 조선후기 불화의 흐름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

교는 지배사상으로서의 종교적 지위가 위축되었다. 따라서 조

선시대의 불화는 고려시대의 귀족적이고 조형적인 불교미술과

는 그 양상이 다르다. 1565년 화엄사를 재건하며 이때 제작된

여러 점의 불화가 국내외에 남아있는데 이 그림들은 고려시대

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과 달리 선명한 주제를 간단하고 압축

적인 구도로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전기 위축되었던 불교는 임

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일시적 중흥을 보게 되

고, 숙종대~영·정조대는 조선적인 불화의 전성기였다. 조선

후기 불교는 부녀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와같은 내용들은 신중탱화나 감

로탱화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흐름은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는 15세기 초에서 15세기 말까지 2기는 15세기 말에서 17세

기 중엽까지 3기는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까지 4기는 18

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

화는 3기에 이르러 조선적인 전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동화

사 아미타극락회상탱(1703)은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화의

색채 표현이 잘 구현되어 있지만 검소하면서도 간결하게 사용

되었고 원형구도를 집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대흥사 영산

회상탱(1749), 영취사 영산회상탱(1749), 북지장사 지장보살탱

(1725)도 3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유마리, 2004).

조선후기 불화는 18세기 중반(1730-1768)부터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째, 감로탱화 중앙에 성반이 축소되거나 아예 나

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하단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단에 작

게 표현되었던 아귀 형상이 커지면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진

다. 둘째, 법회와 아귀의 장면이 더욱 축소되고 시장이나, 놀이

패, 대장간 등 서민들의 풍속 묘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된

다. 셋째, 무녀, 굿을 하는 장면의 묘사로 미루어 보아 조선후

기 불교가 기복적인 무속신앙과 융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19세기 이후에는 전성기의 불화가 퇴조하여 규모가 소형화,

복잡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품격이 낮아지고 불화

의 양식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김영희, 2001). 

2.3. 한국불화에 표현된 색의 개념과 상징의미

불교와 관련된 색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변괴(變壞).

변애(變碍), 질애(質碍), 또는 시현의 뜻으로 사용된다(은영자·

김장향, 1998). 색이란 단어는 좁은 의미로는 눈과 관련된 것

이고 넓은 의미로는 물질의 총칭을 말하며 색경(色境), 색처(色

處) 혹은 색계(色界)라고도 이름 붙인다.「般若心經」의  ‘色卽

是空, 空卽是色’에서 ‘色’은 세계를 구성하는 오원소 色(색), 受

(수). 相(상), 行(행), 識(식)을 의미한다(은영자·김장향, 1998).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오색을 오방색이라 하여 방위

를 지칭하는 색명으로 표상화 하였으며, 색이 지닌 상징적 의

미를 사용하였다. 청, 적, 황, 백, 흑색을 오정색 또는 오방정색,

녹, 홍, 벽, 자, 유황색을 오간색 또는 오방간색이라 하였다. 이

들 오간색은 다시 70색의 잡색을 이루게 된다(하용득, 2001).

불화에 표현된 색채는 전통 색채관인 음양오행에 따른 오방색

과 주술성, 벽사성 등의 샤머니즘색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배

만실, 1986). 오방색은 적, 청, 황의 유채색인 양의 색과 흑,

백의 무채색인 음의 색으로 나뉘어 지는데 불화에 쓰인 적색계,

청색계, 황색계는 양의 색으로 음을 누르는 주술성과 벽사성과

함께 길상적 의미로 쓰여 졌다. 흑색은 음의 색으로 사용이 극

히 제한되어 있다. 백색은 음의 색에 해당되지만 불, 보살의 복

색에 묘사되어 있다. 현존하는 후불벽 배면의 관음도로 가장 오

래된 무위사 벽화관음의 경우 백의로 정갈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백색은 음의 개념보다 한민족 고유의 백색 선호 감

정이 표현되어 진 것으로 추측된다. 불화에서 존상을 묘사할 때

불·보살의 신체에는 금색이나 황색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황

색은 가장 존귀한 색으로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고, 변하지 않

는 마음을 의미한다. 청색은 부처의 모발에서 비롯된 색으로 마

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불법을 구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므로 정

근과 지혜를 상징한다. 불화에서 신장들은 인물특성에 따라 피

부색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범천왕과 제석

천왕은 보살상과 비슷하지만 피부색을 보다 밝은 흰색이나 살

색으로 표현한다(기장 장안사 명부전 지장탱; 동국미술인회,

2005). 사천왕은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맡은 방위에

따라 피부색이 각각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지국천왕은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의 피부색으로 표현되며, 증장천왕은 남방을 상

징하는 붉은 피부색, 광목천왕은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의 피부

로 표현되고, 다문천왕은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빛을 띤 피부색

으로 표현하고 있다(동국미술인회, 2005).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구 중 번(幡)은 불·보살의 위덕을 표현하는 깃발의 형태이

다. 일반법회 때 사용되는 오방불번의 바탕천의 색은 오방색에

각 방위에 따라 조성된다. 법당의 단청은 넓은 의미로 불화이

며 위풍과 장엄을 나타내고 벽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2.4. 한국불화에 표현된 문양과 그 상징성

연화문 : 사찰이나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양 중 하나

가 연꽃이다. 불화 중심에 주존불이 앉아 있는 자리에도 연꽃

장식이 되어져 있다. 이를 연화좌 또는 연대라 부른다. 이것은

번뇌와 고통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는 사바세계에서도 고결하

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불·보살을 연꽃의 속성에 비유한 것

이다(허균, 2000). 조선시대 불화에 나타나 있는 연꽃은 깨달음

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다(이경숙, 2002). 이러한 예로 통도사

대광명전 석가모니 후불탱, 비로자나 후불탱, 노사나 후불탱의

좌우 보살들은 연꽃봉오리를 들고 있다. 양산 통도사 약사여래

후불탱 주존불 우측 하단의 보살은 활짝 핀 연꽃을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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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용문사 괘불, 남장사 괘불, 직지사 괘불에는 석가모

니불이 연꽃을 들고 있다. 

연꽃은 서방정토에 왕생할 때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 모태의 상징이다(허균, 2000). 여수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에서는 주존불의 좌측 보살은 연꽃 봉오리를 들고

있고, 우측 보살은 연밥을 들고 있다. 불화의 연꽃표현에서 연

밥형의 연꽃형태는 1875년부터 1899년 사이 성행하였다(이경

숙, 2002). 연밥은 민화에서 길상의 의미로 多男을 상징한다. 

귀면 : 귀면은 법당 전면 문짝, 궁창, 처마 밑, 기둥머리, 창

방, 평방, 불단 등에 장식된다. 귀면의 모습은 좌우에 뿔이 있

고 귀, 머리카락, 수염이 있다. 입은 옆으로 넓게 벌리고 있고

송곳니가 날카롭다. 귀면은 입에 연꽃이나 풀잎을 물고 있는 모

습(수덕사 선방 공포벽 귀면)과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은 모습

(금산사 미륵전 궁창) 두 형태가 있다. 귀면은 단독으로 장식된

경우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나 둘 이상일 경우에는 바라보는 방

향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귀면상의 역할이 사

찰을 방어하는 벽사의 기능 때문이다. 

귀면은 사천왕상의 배 부분에 표현되어 있다(Fig. 2). 때로는

팔부신장 중 세 얼굴과 여섯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아수라의

배에 귀면이 나타나기도 한다(허균, 2000). 사천왕은 각 방위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다 몸의 중앙이며 취약할 수 있는 배 부분에 귀면을 그려

넣어 사방을 방어하는 벽사의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추측

된다.

동진보살 투구의 날개장식 : 불화의 많은 도상 중에 동진보

살의 모습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머리 양쪽에 새 날개와

같은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쓰고 있다(제석신중합부탱, 1798). 새

날개 장식은 사천왕의 양쪽 귀 옆과 화의 발목 부분에도 표현

되어져 있고, 화엄사 오층석탑 팔부상 중에 가루라의 두 귓가

에도 새의 날개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 가루라는 인도신화와 관

련이 있다. 새벽 또는 태양을 인격화한 신화적인 새로서 금시

조라고도 부른다. 용을 잡아먹으며 사람의 몸에 새의 머리로 묘

사된다(동국미술인회, 2005). 우리나라 고대 장신구 중에도 새

문양이 나타난다. 그 예로는 백제의 금제 뒤꽂이, 신라의 금제

새 모양투각관식, 고구려의 금동봉황관식 등이다. 새는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로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

었고, 새의 날개와 날아오르는 모습은 존재의 우월한 상태를 상

징하였다(임영주, 2004). 동진보살, 사천왕, 가루라 모두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보호하는 신장으로 귀 양옆에 표현되어진 새

날개 장식은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로서 용맹을 상징하는 것으

로 추측된다. 

단청 : 단청은 청, 적, 황, 백, 흑색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사

용하여 궁궐이나 법당에 여러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은 것

으로 불교 사원의 권위와 장엄의 목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신성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청의 종류 중 모루단청

은 건축 부재의 끝부분에 머리초를 한 다음 가칠단청이나 긋기

단청을 하는 것이다. 머리초 문양의 기본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

금씩 다르지만 녹화, 연화, 주화 장구머리, 병머리등을 배열한

다음 몇 가지 색깔 띠로 나누어 채색하는 휘문양을 붙이는 것

이다. 단청에 표현된 문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교적 해석

을 하는 경우도 있다(허균, 2000). 크고 작은 원형, 삼각형, 육

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곡선과 직선들을 서로 묶어서 연속적으

로 반복하는 형식의 금단청은 연속해서 어어져 끊어지지 않는

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최대의 길상을 나타낸다. 휘문양은 불

력으로 광명을 널리 발산하는 것을 상징한다. 쇠코문양은 반원

이 연결된 코뚜레를 표상하는 것으로 목우의 비유로 사용되며

평등하고 무차별한 절대 진리인 불성을 찾는데 뜻을 둔다는 의

미를 지닌다. 

불·보살의 옷에 표현된 문양 : 불·보살의 옷에는 다양하

고 화려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문양은 연화문, 연당초

문, 보상화문, 보상당초문, 국화문, 국당초문, 목단당초문, 초화

문, 당초문, 운문, 운당초문, 칠보문 등이다. 불화에 표현된 화

려하고 다양한 문양은 장엄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한

림과학원총서, 1992). 이 중 보상화문은 연꽃의 변형으로 이루

어진 상상의 꽃이다. 보상화는 천상계를 상징하며 성인이 득도

하였음을 상징한다(임영주, 2004).

위에서 살펴본 문양들은 신장과 이들이 신은 화의 문양으로

도 사용되었는데 연꽃잎은 화의 앞부분에, 귀면은 사천왕의 배

부분, 날개장식은 화의 발목앞쪽, 단청문양은 경갑에, 기하학적

인 직선들의 연속형식의 금단청은 화의 발등부분에 당초문은

화의 측면을 장식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고찰

3.1. 연구방법

자료수집 :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자료의 수집은 국립문화재

연구소 조사연구자료(http://www.nrich.go.kr), 문화재지식정보센

타(http://info.cha.go.kr)자료, 한국의 불화(성보문화재연구원)에

서 발췌하였다.

자료분석방법 :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화(후불탱7점, 신중탱

19점, 괘불5점, 기타2점)를 중심으로 이들 불화에 등장하는 신

장들이 착용하고 있는 화를 고찰하되 시대변화에 따른 화의 형

태, 색상, 문양의 변화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고찰한다. 화에 표

현되어진 색상의 분석은 Photoshop 7.0을 사용하여 스캔된 불

화에서 화의 주된 색을 L*a*b* 값으로 나타내고 색을 제시하였

다 스캔과 색 분석에 사용된 컴퓨터와 스캐너의 기종은 삼성행

망PC PENTIUM 4 DM-V55/H304G와 EPSON PERFECTION

V350이다.

3.2. 고찰

조선후기 불화의 도설내용과 구조적 특징 : 조선시대의 불화

는 주제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불교가

부녀자나 서민을 중심으로 토속적 전통을 수용하여 민간신앙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혼란속의 민중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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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형상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감로탱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조선전기 위축되었던 불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일시적 중흥을 보게 되고, 조선후기 숙종대~영·정

조대는 승려화사 집단이 형성되는 등 불화의 전성기였다.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은 벽화대신 거는 탱화가 일반화되었고, 3폭

의 불화를 봉안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삼신불화가 나타났다.

조선 불화의 구도적 특징은 여백을 남기지 않는 군도식 원

형배치이다. 이 같은 구도법은 더 많은 신앙의 대상을 도설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주존불과 보살, 권속간의 위계질서가 엄격

했던 고려불화의 구도로부터18세기 중반(1730~1768)부터 조선

후기 불화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감로탱화 중

앙에 성반이 축소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하

단이 넓어지면서 법회와 아귀의 장면이 축소되고 시장, 놀이패,

대장간 등 서민들의 풍속 묘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셋째, 무속인, 굿 장면 등의 묘사로 미루어 보아 조선후기 불

교가 기복적인 민간신앙과 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감로탱화). 넷째, 한국의 토속신앙이라고 해야

할 산신, 조왕도 각각 독립된 형태로 호법신의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중탱화는 고유의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선말기에는 전성기의 불화가 퇴조하여 규모

가 소형화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인물을 여백 없이 묘사하여

복잡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감로탱화는 상, 중, 하단의 대비 구

도가 혼란스러워졌다. 인물표현도 전 시기에 비해 표현이 형식

화되어 거칠어지고 획일적 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일부 서구적 기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색채표현도 전체적으

로 보색대비의 느낌이 강해지고 어둡고 다소 탁해지는 등 전체

적으로 품격이 낮아지고 불화의 양식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

다. 18세기 작품(송광사 약사여래탱, 1740)과 19세기 작품(동하

사 신중탱)을 비교해보면 동하사 신중탱은 송광사 약사여래탱

의 화려한 색상표현이 사라지고 퇴색한 적색과 녹색, 튀는 청

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의 화려한 문양과 색상이 사라지고 획

일적이고 거칠다.

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화를 착용하고 있는 인물 : 불화는

유형에 따라 등장인물의 수와 그 배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불화에서 전체 모습과 신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인물은 각 방위를 수호하는 역할 때문에 대체로

불화 하단 좌우에 배치되는 사천왕과 신중탱의 신장, 시왕탱의

귀왕과 판관 등이다. 사천왕 - 사천왕은 제석천의 명을 받아 팔

부중을 거느리고 각기 사방의 특정된 방위를 수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근거는『阿育王經』권 6에 나타난다(장충식, 2004).

초기 경전『阿含經』에서 인도의 사천왕은 귀인의 모습이었

다. 그러나 대승불교권에서는 한결같이 무인의 모습으로 표현

한 것이 다르다(장충식, 2004). 조선 불화에서도 사천왕을 비롯

한 신장들은 갑옷을 입은 무장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사천왕의

배치는 그 명칭과 연관이 있으며 손에 들고 있는 지물로써 각

천왕의 구별이 가능하다. Fig. 2는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이

다. 사천왕은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데 주존불의 좌측 맨 아래

가 보검을 들고 있는 남방증장천이고 그 위가 비파를 들고 있

는 동방 지국천이다. 주존불 우측 맨 아래는 왼손에 용, 오른

손에 여의주를 잡은 모습의 서방광목천이고, 그 위가 보탑을 든

북방 다문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내용과 달리 사천왕의

배치나 들고 있는 지물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방

과 북방천왕의 지물을 견색(索)과 보차(寶叉)로 표현된 경우도

있어 혼란스럽다. 

Fig. 1의 사천왕의 각부 명칭을 보면 정강이에 화려한 경갑

을 하고 화를 신고 있다. 투구의 귀 옆 부분은 마치 새 날개와

같은 장식이 더해져 있는데 8부신중 가운데 가루라의 모습에

서도 볼 수 있다(화엄사 서오층석탑 기단부의 팔부신중). 신중

탱의 주존으로 그려지는 위태천신이라고도 불리는 동진보살도

새 날개 장식이 있는 봉익관을 쓰고 있다.

신장 - 신장(神將)은 불교를 수호하고 중생을 지켜주는 각종

호법신으로 인왕, 사천왕, 팔부신중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원

래 인도의 토속신 이었으나,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 수호신으

로 정착되었다. 인왕은 금강역사라고도 하며 수문장의 역할을

한다. 팔부신중의 명호와 모습은 정형화 되지 않아서 다소 차

이는 있지만 대개 8금강은 상투관을 쓰고 상체를 벗은 모습으

    

Fig. 1. 사천왕상의 각부 명칭(동국불교미술

    인회, p.32).

  Fig. 2. 여수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Fig. 3. 여수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배치

    도 (동국불교미술인회,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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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의를 두른 모습으로 표현된다. 후불탱화 상단 좌우측에 4

위씩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Fig. 3에서 주존불 뒤 상단

좌우측이 8부신중이다. 12신장은 약사여래의 각 서원에 응하여

수호와 교화의 역할을 한다. 십이신장의 모습은 무기를 든 무

장의 형상으로 묘사되며 십이지의 쥐, 소 등으로 각각 대비되

기도 한다(허균, 2000). Fig. 6은 통도사 십이신장도 가운데 용

이다.

판관 - 시왕탱은 일체 중생이 죽은 후 생전의 죄업에 따라

10명의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림이다. 지장 삼존과 시왕을 한

폭에 그린 지장 시왕도에는 승형 지장보살과 도명존자와 무독

귀왕을 중심으로 시왕이 좌우에 열립해 있고 아래쪽으로 귀왕,

옥졸, 판관, 사자들이 시립하여 군상을 이룬다. 북지장사 지장

보살탱(1725)의 하단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화를 신고 있는

지옥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원사 시왕탱(1776), 통도사 시왕

탱에도 화를 신고 있는 판관이 표현되어 있다.

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화(靴) : 17세기 불화에 나타난 화

는 색상과 장식이 매우 화려하다. 화의 형태를 부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화의 형태는 앞부분이 들려 있으며 뒤에 굽이 있고 경갑은

다리에 꼭 맞는 형태이다.

·화의 앞부분은 구름문양(쇠코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발등은 누빈 것 같이 양감이 있어 보이는 선 문양이 있다. 

·발등의 색상은 오방색의 방위에 따라 사천왕의 방위와 일

치시킨 것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붉은색과 녹색을 사용하고

있다. 

·발목 안쪽에는 원문양이 선명하다.

·화의 측면은 당초문이 휘감아 발목앞쪽으로 향하고 있다.

·발목 앞쪽은 구슬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경갑은 단청과 같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발목과 경갑의 연결부위는 부드러운 천으로 보이는 주름장

식이 발목을 감싸고 있다.

·색의 사용이 다양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 느낌

이 화려하고 경쾌하다.

18세기 불화에 나타난 화는 다소 색상이 어두워지고 장식과

문양이 생략되었다. 

발목 안쪽의 원문양은 광덕사 괘불(1749)에서만 나타나고 원

문양이 사라졌다.

발목의 구슬장식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구슬장식이 수수해 지

거나 사라지고 끈 장식으로 변하고 있다 발목과 경갑의 연결부

위의 부드러운 장식이 경갑과 같은 재질로 변화되어 강한 느낌

을 준다. 천은사 신중탱1, 2에서 보면 장식이 남아 있고 화려

한 색채를 띠고 있는 화를 착용한 인물과 장식이 없고 간결한

모양과 색의 화를 착용한 인물로 구별된다. 경갑의 화려한 단

청문양이 사라져 간단한 문양이 남아 있거나 사라져 단순하게

보인다.

19세기 불화에 나타난 화는 통도사 광명전신중탱에서는 비

교적 문양과 색상이 간소해졌어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직지사 비로전 신중탱은 화의 색이 단색화 하고 장식이 거

의 사라지고 앞부분과 측면에만 간단한 장식이 있다. 지장사 신

중도는 경갑의 모양이 매우 다르며 발등에 기하학적인 연속 문

양 있다 화의 앞부분이 많이 들려 있고 앞부분 구름문양이 연

꽃문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도사 광서19년 명신

중탱(1893)의 화의 앞부분 문양은 확연한 연꽃문양으로 변형되

었다. 이러한 앞부분의 연꽃문양은 이의 앞코 장식과 유사하다.

20세기 및 기타(조선, 시대미상의 연도표기작품) 불화에 나타

난 화는 장식이 사라지고 색상이 단색화되고 어두워지는 등 불

화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 표충사신중탱(1930)의 화는 튀는

청색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화암사의상암신중탱의 화는 입구가

넓어져 있고 현대적 감각이 느껴지는 선장식이 있다. 동하사신

중탱의 화는 목이 매우 길어져 있다.

사천왕과 신장, 판관은 모두 화를 신고 있으나 판관의 화는

조금 차이가 있다.

대원사 지옥도(1766)에 묘사된 판관의 화는 달리 장식이 없

다. 색의 표현은 붉은색, 녹색, 또는 붉은색과 녹색의 배색으로

되어져 있다. 조선시대 왕과 백관의 상복, 공복에 신었던 흑피

화와 비슷한 형태이다(Fig. 4). 그러나 저승사자와 직부사자의

   

Fig. 4. 대원사 지옥도 9 부분도.    Fig. 5. 저승사자와 직부사자(유마리). Fig. 6. 통도사 12신장도(용)(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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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Fig. 5)는 사천왕의 화와 같다. 다만 경갑의 문양이 사천와

의 경우는 단청과 같이 화려하나 저승사자와 직부사자의 경갑

문양은 단순한 호피문양과 같고 가운데 구름문양이 있다. 

시대 변천에 따른 사천왕의 신의 형태 : 시대에 따른 사천왕

의 신의 형태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신라시대 그림부터 살펴보

아야 하지만 신라의 사천왕 그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석굴암 사천왕 조각상을 보면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다

리에 경갑을 하고 있으나 샌들형태의 신을 신고 있어(Fig. 7)

조선후기 사천왕과는 신의 형태가 다르다. 이는 사천왕이 초기

경전에 귀인으로 묘사되었고, 인도의 토속신으로 불교에 흡수

되었기 때문에 불교전래와 함께 인도문화가 표현된 것으로 추

축된다. 샌들형의 신은 우리고유의 신의 형태가 아니다. 호암미

술관 소장, 보물 제784호, 지장보살도, 고려(Fig. 8)에 표현되어

있는 사천왕의 모습은 조선 불화에 묘사된 사천왕과 크게 다르

지 않은 갑옷을 입은 무사의 모습이나 신의 형태는 이다. 보물

제784호, 고려 지장보살도에 표현된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

의 형태이다. 돈황 제158굴, 중당 열반변상도에서도 이를 신고

있는 보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ig. 9). 고려 지장보살도

에 표현된 이와 그 형태를 비교해 보면 돈황 열반변상도에 표

현된 이는 고려 지장보살도의 이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 돈황

열반변상도의 이는 신의 앞부분이 들려 있고 앞코 부분이 말려

올라가 장식이 된 듯한 형태이나 고려 지장보살도에 표현된 이

는 바닥이 평평하고 앞부분이 들려 있지 않다. 조선불화에서 사

천왕의 신의 형태는 화이다. 우리나라 고대에 화를 신었음을 알

려주는 문헌자료로는「삼국사기」 <雜志>의 신라악조(新羅樂

條), 고구려악조(高句麗樂條),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이 신었다

는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화(靴)의 색 : 시대별 화에 표현된

색상비교 - 17세기 불화에서 빨강의 색채분포는 a
*
 b

* 
값은 비

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a
* 
값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장곡사 괘불은 높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L
*
값은 28~57까지

의 밝기를 보이고 있다. 초록의 색채분포는 a
*
 b

* 
값은 고른

분포를 보이나 낮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L
*
값은 25~44까지

의 밝기를 보이고 있다. 파랑의 색채분포는 a
*
 b

* 
값이 고른

분포를 보이나 낮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L
*
값이 2~50까지의

다양한 밝기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8세기 불화에서 빨강의 색채분포에서 L
*
값은 28~59까지의

밝기를 보이고 있다. a
*
 b

* 
값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불화는 광덕사 괘불로 높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낮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는 불화는 파계사신중탱이다, 가장 높은 밝

기의 L
*
을

 
가지는 대상물은 대원사 시왕탱임을 알 수 있다. 초

록의 색채분포에서 L
*
값은 22~40까지의 고른 밝기를 보이고

있다. 초록의 a
*
 b

* 
값은 낮은 채도를 가지고 있다. 광덕사괘불

은 빨강은 높은 채도를 나타내었으나 초록은 가장 낮은 채도를

나타내고 있다. 파랑의 색채분포에서 L
*
값은 7~39까지의 밝기

를 보이고 있다 광덕사괘불은 a
*
 b

* 
값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19세기 불화에서 빨강의 색채분포에서 L
*
값은 41~60까지의

높은 밝기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밝기의 L
*
을

 
가지는 불화

는 지장사신중도임을 알 수 있으며 a
*
 b

* 
값이 가장 높은 채도

를 가지고 있으며 30~70까지의 다양한 채도를 보였다 초록의

색채분포에서 L
*
값은 38~49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통도사

광명전신중탱화와 직지사응진전신중탱화의 a
*
 b

* 
값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랑의 색 채분포에서 L
*
값은 8~37까지의

밝기를 보이고 있다.통도사광명전신중탱화는 a
*
 b

* 
값이 5~-31

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세기불화에서 빨강의 색채분포는 L
*
값이 42~54까지의 밝

기를 보이고 있다 지장사능인전신중도는 명도는 높으나 a
*
 b

*

값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기타의 불화는 제작연대를 알 수 없거나 조선시대로 표기되

어 있어 색의 분석만 제시하였다. 

색의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관념적 사고 : 한국 고대

사회에서 화는 검은색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라의 검은

줄무늬가 있는 사슴가죽과 자피화의 기록이 있고,「삼국사기」

<雜志>에 고구려의 악공이 적피화를, 무인이 오피화를 신었다

기록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화(靴)는 선장식이 있는 흑피화

   

Fig. 7. 석굴암 사천왕 조각상.     Fig. 8. 고려 지장보살도 부분도.   Fig. 9. 돈황 제158굴, 중당 열반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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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백화뿐 이었다. 불화에 표현된 사천왕이나 판관의 화(靴)는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오방색을 표상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

선 불화의 전성기인 17세기 중엽의 불화에서는 남방증장천의

화의 색은 오방색의 방위에 따르고 있다. 신등의 색을 남쪽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표현하였고, 좌우 사천왕의 화의 색이 다

르게 표현되어져 있다(국보 제301호 구례화엄사괘불, 1653) 그

러나 반대편 서방광목천의 화의 신등은 서쪽을 상징하는 흰색

은 아니다 반대색인 검은색이고 신뒤축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

다. 신의 바닥을 흰색으로 묘사하고 있어 반대색인 검은색을 사

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방위색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

니며 후기에는 좌우 사천왕의 화(靴)의 색이 같은 경우가 많았

다. 19세기 이후 작품에는 단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불화에

나타난 신의 묘사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라 사천

왕의 샌들은 불교와 함께 남방문화가 전래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고려 지장보살도 사천왕의 신을 고유의 신인 이로 표현

한 것은 불교의 종교적 지위가 당시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지배

하고 있음을 가름하게 하며, 이의 형재가 귀족사회임을 대변한

다. 갑옷을 입은 무장이 화가 아닌 이를 신은 것은 안정된 사

Table 2. 시대별 화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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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7세기 불화

불화명 L* a* b* 색상

빨강 갑사괘불

화엄사괘불

장곡사괘불

마곡사괘불

여수흥국사대웅전석가모니후불탱

57

28

42

49

34

23

33

47

36

39

29

22

24

31

25

 

 

    갑사괘불       화엄사괘불

초록 갑사괘불

화엄사괘불

장곡사괘불

마곡사괘불

여수흥국사대웅전석가모니후불탱

35

25

40

44

.

-18

-7

-8

-12

.

-1

7

7

7

.

 

   장곡사괘불

 

     마곡사괘불

파랑 갑사괘불

화엄사괘불

장곡사괘불

마곡사괘불

여수흥국사대웅전석가모니후불탱

50

2

.

.

.

-6

0

.

.

.

-9

-4

.

.

.

                

  여수흥국사

Table 4. 18세기 불화

색상 불화명 L* a* b* 색상

빨강 파계사신중탱

송광사약사여래탱

직지사대웅전삼존불화탱

광덕사괘불

대원사시왕탱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

천은사신중탱

36

42

28

40

59

42

33

19

54

29

54

47

37

45

24

32

30

41

36

10

28  파계사             송광사      직지사

초록 파계사신중탱

송광사약사여래탱

직지사대웅전삼존불화탱

광덕사괘불

대원사시왕탱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

천은사신중탱

.

.

36

22

37

,

40

.

.

-8

-19

-8

,

-3

.

.

9

1

-3

,

4
  광덕사              대원사

파랑 파계사신중탱

송광사약사여래탱

직지사대웅전삼존불화탱

광덕사괘불

대원사시왕탱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

천은사신중탱

.

7

.

29

.

27

39

.

20

.

18

.

5

11

.

-32

.

-52

.

-14

-30
천은사극락전            천은사신중탱

Table 5. 19세기 불화

색상 불화명 L* a* b* 색상

빨강 통도사광명전신중탱화

직지사응진전신중탱

직지사비로전신중탱

통도사 광서19년명신중탱화

지장사신중도

48

46

41

43

60

70

36

42

66

32

44

30

31

54

41
 통도사 광명전

초록 통도사광명전신중탱화

직지사응진전신중탱

직지사비로전신중탱

통도사 광서19년명신중탱화

지장사신중도

48

42

38

38

49

-24

-21

-11

-4

-4

33

31

4

12

13 

 

 직지사응진전         직지사비로전

파랑 통도사광명전신중탱화

직지사응진전신중탱

직지사비로전신중탱

통도사 광서19년명신중탱화

지장사신중도

37

.

.

8

33

5

.

.

13

12

-31

.

.

-15

-26 통도사광서19년       지장사신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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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것은 고려 불화의

주제인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정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조선후기 불화에 사천왕의 신이 화로 표현된 것은 임진

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등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혼란 속에 수

호신의 기능이 강조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화(靴)의 문양 : 발목 안쪽의 원문

양 - 17세기불화인 장곡사괘불(1673)(Fig. 10)과 화엄사괘불

(1653)(Fig. 11)에 표현된 화는 발목안쪽에 선명한 원문양이 나

타나 있다 그러나 18세기 불화에서는 광덕사괘불(1749)에 원문

양이 나타나 있으나 점차 사라졌다

앞코의 구름문양 - Fig. 10, Fig. 11의 앞코는 구름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문양은 모루단청의 쇠코문양과도 같아 보인

다. 앞코 구름문양 장식도 조선말기로 갈수록 변형되어 Fig. 12

처럼 과장되거나, Fig. 13처럼 없어지거나, Fig. 14처럼 연꽃문

양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화 측면의 당초문양 - Fig. 10, 11의 17세기불화에는 그라데

이션된 색상을 사용하여 화 측면에 당초문을 화려하게 표현하

고 발목 앞의 구슬장식 부분까지 연결하여 표현하였으나 조선

말기에는 Fig. 18, 19처럼 뒤꿈치를 향하거나 문양이 사라졌다. 

발목 앞의 구슬장식문양 - 매우 화려한 장식 받침위에 구슬

을 장식하였는데 Fig. 12처럼 발목장식이 대신하거나 끈장식이

나타나고 점차 구슬장식이 사라졌다. Fig. 16, 17처럼 구슬장식

  
Table 6. 20세기 불화

색상 불화명 L* a* b* 색상

빨강 지장사능인전신중도

표충사신중탱

54

42

36

50

29

36

지장사능인전     표충사

초록 지장사능인전신중도 53 -3 26

파랑 표충사신중탱 10 1 -15

Table 7. 기타

색상 불화명 L* a* b* 색상

빨강 개심사신장탱

동화사대웅전신중탱

동화사사천왕

갑사대비암신중탱

동학사신중탱

마곡사신중탱

금산사사천왕탱

화암사의상암신중탱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후불탱

35

35

42

27

31

43

47

.

35

34

39

28

35

34

41

22

.

20

31

31

18

26

30

31

30

.

18

  개심사               동화사대웅전

  동화사사천왕       갑사대비암

초록 개심사신장탱

동화사대웅전신중탱

동화사사천왕

갑사대비암신중탱

동학사신중탱

마곡사신중탱

금산사사천왕탱

화암사의상암신중탱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후불탱

32

.

54

24

19

24

47

28

39

-16

.

-25

-10

-11

-9

-8

-9

-13

3

.

-4

11

5

0

13

8

12

    동학사           마곡사

금산사사천왕탱

파랑 개심사신장탱

동화사대웅전신중탱

동화사사천왕

갑사대비암신중탱

동학사신중탱

마곡사신중탱

금산사사천왕탱

화암사의상암신중탱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후불탱

16

.

39

38

22

21

42

9

28

12

.

-1

-3

0

4

5

1

-4

-37

.

-37

-24

-30

-29

-29

-13

-7

     화암사의상암                    금산사대적광전                            

 

 

 

 

 

 

 
  

Fig. 10. 장곡사괘불. Fig. 11. 화엄사괘불. Fig. 12. 갑사대비암신

  장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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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이 동진보살의 봉익관과 같은 새 날개 장식으로 변형되기

도 하였다. 

경갑의 문양 - 17세기 불화에서는 경갑의 문양이 장곡사괘불

(Fig. 10)에서처럼 모루단청문양과 같은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갑사대비암신장탱(Fig. 12)과 개심사신장탱(Fig. 19)에서는 삼각

형의 기학학적문양이 연속된 금단청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였

다. 말기에는 Fig. 13에서처럼 경갑의 장식이 사라졌다. Fig. 5

의 직부사자와 저승사자의 화에서는 호피문양과 단순한구름문

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목둘레의 장식문양 - 발목둘레장식은 Fig. 10에서 부드러

운 천의 주름이 있는 레이스와 같은 장식이었다. 그러나 갑사

대비암신장탱과(Fig. 12)에서는 독립된 발목장식으로 보인다.

Fig. 15와 Fig. 18에서처럼 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등의 장식문양 - 발등의 문양은 대체로 Fig. 10의 장곡사

괘불처럼 가로의 선문양이 일반적이나 Fig. 11의 화엄사괘불에

는 점문양이 나타나 있으며 Fig. 12와 Fig. 19처럼 삼각형의

기하학적문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불화에서 새의 날개 장식은 동진보살의 투구와 사

천왕과 팔부신의 하나인 가루라의 귀 양옆에 표현되어져 있다.

새의 날개장식은 용을 잡아먹는 인도 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천

상과 지상의 매개자로서 용맹함을 상징하려 하였던 것으로 추

측된다.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탱(Fig. 16)과 동화사사천왕탱

(Fig. 17)에는 동진보살의 투구와 같은 장식이 있다.

무사의 갑옷에는 철 편찰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편찰

은 비늘의 표상으로 용을 상징하고 용맹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천왕의 갑옷과에 표현된 문양은 편찰의 표현이 아니다. 복갑

과 경갑의 표현된 문양이 단청과 닮아있다. 모루단청의 문양

(Fig. 10)과 개심사신장탱(Fig. 19)의 기하학적 연속무늬는 금단

청과 매우 흡사하다. 사천왕의 갑옷에 표현된 문양의 의미는 창

과 검의 싸움이 아니고 단청의 휘문양처럼 광명을 널리 발산하

는 것으로, 쇠코문양처럼 목우(牧牛)로, 절대 진리를 찾는 것으

로 사악한 무리를 방어하는 내용을 상징한 것이라 추측된다. 

사천왕의 화 앞부리 장식은 구름 모양인 듯도 하고 모루단

청의 쇠코문양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름문양은 석등, 부도탑, 단

청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구름문양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은

그 사회가 농경사회임을 의미한다. 구름이 모여야 비를 내리게

하므로 비는 축복이며 가뭄은 하늘의 벌이다. 따라서 구름문양

은 용, 거북, 봉황. 기린, 쌍희자 등과 함께 길상벽사를 의미하

였다. 사천왕의 화(靴)에 구름문양을 장식한 것은 조선이 농경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생을 수호하는 중요한

일이 비를 관장하는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조선후기 불화의 도설내용과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불화는 주제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주제의 다양성은 조선시대 불교가 토속적 전통을 수용하여 민

간 신앙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조선 불화의 구도적 특

징은 여백을 남기지 않는 원형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구

도법은 더 많은 신앙의 대상을 도설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9

세기 이후 조선불화는 전체적으로 품격이 낮아지고 불화의 양

식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후기 불화에 표현된

화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불화에서 화를 착용한 인

물은 사천왕, 신중, 귀왕, 판관 등이다. 사천왕과 신중, 판관은

모두 화를 신고 있으나 형태와 색의 조합과 장식은 각기 다르

다. 사천왕의 화는 발등부분에 마치 누빈 듯한 선이 있고 뒤

굽이 있으며 앞부분이 들려 있다. 경갑은 다리에 꼭 맞는 형태

이다. 

발꿈치 부분에는 조그만 원이 그려져 있고 앞부분에 구름모

양의 장식이 있고 발목에는 구슬장식이 부드러운 주름천이나

삐죽삐죽한 풀잎에 둘러싸여 있다. 경갑도 매우 화려하게 장식

되어져 있어 마치 모루단청과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불화의 쇠퇴와 함께 화에 장식이 생략되어 간결해 지고

단색화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시왕탱에 묘사된 귀왕과 판관의

화는 사천왕의 장식적인 화와 달리 앞이 들리지 않았고 장식이

없다. 

 
 

Fig. 16. 금산사대적광전약사여래.   Fig. 17. 동화사사천왕탱.

 

Fig. 18. 금룬사신장탱.   Fig. 19. 개심사신장탱.

  

  

  

Fig. 13. 화암사의상암

   신중탱. 

 Fig. 14. 표충사신 

   중탱.

 Fig. 15. 금산사사천

   왕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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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표현은 붉은색, 녹색, 또는 붉은색과 녹색의 배색으로

되어져 있다. 넷째, 사천왕의 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신라

석굴암 사천왕 조각상의 신은 샌들 형이다. 고려 지장보살도에

그려진 사천왕은 경갑(脛鉀)이 화려하지 않고 붉은색 이를 신

고 있다. 조선불화에 표현되어진 사천왕은 화려한 경갑과 장식

이 더해진 화를 신고 있다. 고려 지장보살도 사천왕의 이와 돈

황 열반변상도의 보살이 신은 이를 비교하여 보면 고려 지장보

살도 사천왕의 이는 바닥이 평평하고 앞부분의 장식이 없는 우

리(한국)고유의 형태이나 돈황 열반변상도에 보살이 신은 이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앞부분이 들려 있고 앞부분이 둔탁하다.

다섯째, 불화에 표현된 화의 색과 문양을 통해 본 상징성은 다

음과 같다. 불화에 표현된 사천왕이나 판관의 화는 음양오행 사

상에 따라 오방색을 표상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불화에 나타난 신의 묘사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라 사천왕의 샌들은 불교와 함께 남방문화가 전래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고려 지장보살도 사천왕의 신을 고유의 신인 이

로 표현한 것은 불교의 종교적 지위가 당시 사람들의 내면세계

를 지배하고 있음을 가름하게 하며, 이의 형재가 귀족사회임을

대변한다. 갑옷을 입은 무장이 화가 아닌 이를 신은 것은 안정

된 사회를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것은 고려불

화의 주제인 이상세계를 동경하는 정토와 연관이 있다. 조선후

기 불화 사천왕의 신이 화로 표현된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등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혼란 속에 수호신의 기능이

강조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불화에 표현된 연꽃문양은 불·보살을 비유하며, 연화 화생

의 의미를 상징한다. 연밥은 민화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문양으

로 다남을 상징한다. 민화에서 사용되던 문양이 불화에 나타난

것은 조선후기 불교가 민간신앙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귀면상은 사찰 곳곳에 장식되어 사찰을 방어하는 벽사의

기능을 한다. 사천왕의 배에 귀면상을 그려 넣은 것은 방어의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추측된다. 새의 날개장식은 동진보

살, 사천왕, 가루라의 귀 양옆에 표현되어져 있으며 천상과 지

상의 매개자로서 용맹함을 상징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천왕의 갑옷에 표현된 문양의 의미는 단청의 휘문양처럼

광명을 널리 발산하는 것으로 쇠코문양처럼 목우로, 절대 진리

를 찾는 것으로 사악한 무리를 방어하는 내용을 상징한 것이

라 추측된다. 구름문양은 길상벽사를 의미한다. 사천왕의 화에

구름문양을 장식한 것은 조선이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보살의 옷에 표현되어진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

들은 장엄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이 중 보상화는 천상계를

상징하며 성인이 득도하였음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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