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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릉(貞陵) 사각 장명등(四角長明燈) 
양식의 원류와 전개
-사찰 석등과의 비교를 통해 -

장명등은 능묘의 능침 앞 중앙에 놓여 사자(死者)를 지키고 밝혀주는 상징적인 기능과 함께 뛰어난 조형성으로 

능역을 장식하는 역할도 담당했던 중요한 석물로서, 석등의 한 범주에 속한다.

정릉 장명등은 조선왕릉 장명등 중 최초로 조성된 장명등이며, 조선 전·중기 왕릉 장명등 가운데 유일한 사각

장명등(四角長明燈)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석, 화사석, 옥개석 형식이 기본적으로 사각을 이루고 있어 팔각 장명등

(八角長明燈)형식과는 완연하게 구분된다.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을 1매의 통석으로 마련하고, 화사석은 1매의 통석

으로 전후로 화창을 표현하였다.

정릉 장명등은 고려 현·정릉 장명등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으나, 이보다 뛰어난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 조선 개

국 이후 최초로 조성되었던 왕릉 장명등으로서의 격조를 무리없이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정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원류를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고려 왕릉 장명등과 더불어 사각 장

명등의 연원이 되는 사찰 사각 석등과의 비교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고려 말 회암사지 지공선사 석등 및 나옹화상 석등, 조선 초 회암사지 무학선사 석등 및 청룡사 보각국

사 정혜원융탑석등과 다음의 공통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석, 화사석, 옥개석 등이 기본적으로 사각을 이루고 있는 점, 둘째, 간주석이 낮아지면서 대석부분이 안

정적인 형태를 이루는 점, 셋째, 화사석의 경우 대석 위에 양측으로 석재를 세워 자연스럽게 전후로 화창을 구성하

는 방법, 넷째, 옥개석이 사모지붕 형태를 하고 있는 점 등이다.

한편 정릉 장명등에는 불교적 요소가 다분히 내제되어 있는데, 간주석의 삼주문(三珠文)표현이 그것이다. 삼주

문은 밀교와 관련된 상징물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불화 및 조선 초기 보살상의 보관에 표현된 예가 확

인된다.

정릉 장명등은 이후 묘 사각 장명등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15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점차로 정릉 장

명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팔각 장명등 형식이 보다 많이 가미된 경향으로 변모해 나간다. 

정릉 사각 장명등은 고려왕릉에서 조선왕릉으로의 능제 계승, 사찰 사각 석등 양식의 수용, 그 시대 불교사상의 

반영 등 당대의 시대상과 문화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진 산 증거물로서 의의가 있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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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능묘 앞에 위치하여 그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장명등은 놓여진 위치와 뛰어난 조각수법 

등으로 인해 왕릉의 여러 석물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

루어진 대상이었다.

능묘 장명등은 그동안 사찰 석등으로부터 파생된 

석등의 한 범주로서 연구되고 인식되어 왔다.01 석등

은 불가에서 가람배치 양식에 따른 한 구조물로서, 

등구(燈具)의 기능과 함께 사찰 내의 첨경물(添景物)

로서의 역할도 해 왔다. 더불어 승탑 앞에 놓여지기

도 함으로써, 능묘의 장명등과 함께 사자(死者) 주변

을 밝힌다는 점에서 본연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그동안 조선 왕릉과 관련되어 미술, 역사, 건축, 

풍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

으며, 특히 미술사 분야에서 석인상 등 석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던 대상이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장명등 연구02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등의 작은 범주 안

에 머물러 이렇다 할 양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아, 능묘와 관련된 중심연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

었던 존재로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장명등은 그 기원을 삼국시대 석등과 관

련지어 거슬러 올려볼 수 있는 오래된 연원을 지니고 

있는 석조물이면서,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다른 석

물들 못지않은 수준 높은 조각양식과 특징들을 지니

고 있다. 특히 왕릉 조성 등 왕실과 관련된 주요 상

장의례와 같은 대국가사업은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의궤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존 조선왕릉 

장명등과 같은 석물에 표현된 형식·양식적 특징들

은 이러한 기록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 증

거물로서 매우 중요하다.

정릉 장명등은 1409년 태종에 의해 정릉이 사을

한(沙乙閑)으로 천장03되면서 관련 석물들이 땅에 묻

혀지거나 태평관 및 광통교의 부재로 이용되는 수난

04을 겪은 와중에서도 혼유석의 고석(鼓石)과 함께 

당대에 조성되었던 석물로서 유일하게 전해지는 대

상이다. 특히 정릉 장명등은 고려 현·정릉 장명등 

양식을 계승한 장명등으로서, 팔각 장명등이 중심을 

이루었던 조선 왕릉 전·중기를 통틀어 유일하게 조

성된 사각 장명등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 정릉은 고려 현·정릉의 능제를 거의 그대

로 따랐기에 정릉 장명등 역시 현·정릉의 것과 유사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왔으나 그 조성 

양식의 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

었다. 고려 현·정릉과 더불어 정릉 장명등의 경우 

당시 사찰 석등양식이 왕릉 장명등으로 이행되는 과

도기적 시기와 맞물려 조성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릉 사각 장명등의 연원 고찰을 위해서는 동시기 및 

0 1  대표적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鄭明鎬, 1992, 「韓國 石燈樣式史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정영호, 1998,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50~252 등

02  조선왕릉 장명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학위논문으로 최근 발표된 아래 논문 정도이며, 장명등에 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金玟圭, 2009, 「朝鮮 王陵 長明燈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03   『태종실록』 권17, 9년(1409) 2월 병신(23일)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를 사을한의 산기슭으로 천장하였다. ……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04  『태종실록』 권17, 9년(1409) 4월 을유(13일) 
태평관 북루를 새로 지었다. ……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樓) 3간을 짓고, 관(館)의 구청(舊廳)을 가지고 동헌·서헌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
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태종실록』 권20, 10년(1410) 8월 임인(8일)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 구기(舊基)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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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는 사찰 사각 석등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릉 장명등이 사각이라는 점

을 주목하여 고려~조선 초의 사찰 사각 석등과의 

비교를 통해 정릉 장명등이 지닌 양식적 특징과 의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각이라는 양식의 원

류 고찰을 위하여 사각 석등의 시원이 되는 삼국시

대 및 통일신라의 팔각 석등도 간략히 언급하고, 정

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조선 전기 묘 장명등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한다. 보다 정확

한 고찰을 위해서는 고려 능묘 장명등에 대한 선행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장명등이 현존하는 예가 거의 없어05 

현·정릉을 중심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능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장명등의 기원과 조성

1. 장명등의 연원과 조성

장명등은 불교에서 불전, 탑, 승탑 앞에 놓이는 

종교적인 의식구로 사용된 석등과는 그 의미에서 차

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사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능묘 앞에 세워진 석등의 한 종류로서 지칭되어진다.

장명등은 능침 공간을 밝히는 상징적이고 실질적

인 역할06뿐만 아니라 능묘 앞 중심에 위치하면서 화

려한 조형성으로 능역을 장식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장명등이라는 용어가 원래부터 능묘와 

관련된 석물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곡(李 )의 「대도대흥현중흥용천사비

(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07의 장명등을 시주했다

는 내용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이색(李穡)의 『牧隱

文藁』 「卷 8 序 贈休上人序」08의 “…… 설법해서 얻

은 시주로 서방미타 여덟보살을 그려 장명등에 두

고……”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불교와 관련된 석물로

서 지칭되어졌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자의 능묘 앞에 세워지는 의미로서 장명등이 

언제부터 일컬어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명대 『明會典』에 전하는 “長明燈油”라는 기

록09 등을 통해 능묘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 능묘에서 장명등은 확인되

지 않고 있어 실제 장명등의 설치 유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05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고려 왕릉들을 살펴보면 장명등은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명등이 확인되는 능은 태조의 현릉, 현·정릉, 칠릉군의 삼릉
과 칠릉 정도이다.

06  실제 등잔에 불을 밝혔었던 정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권24, 6년(1424) 5월 신사(7일) 
 헌릉의 대상(大祥) 뒤에, 장명등에 불켜는 일과 조석으로 분향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명하였다. …… “장명등에 불켜는 일과 분향하는 일은 옛제 
도가 아니니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성산 부원군 이직·대제학 변계량·이조 판서 허조·예조 참판 이명덕 등은 의논하기를, “연등하는 일은 없
애고, 분향하는 것은 건 원릉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이직 등의 의논을 따르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오례 흉례의식 치장 
중계의 한복판 북쪽 가까이에 장명등을 설치하고…… 사방의 옆을 통해 파서 연기를 흩어지게 한다. 
金玟圭 앞 논문, 주4 재인용

07  李穀, 『稼亭集』, 卷6, 「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1337)」 
‘……同知民匠摠管府事朴 魯 大, 大府大監朱完 帖兒各施二千, 資長明燈……’ 
金玟圭 앞 논문, 주6 재인용

08  李穡, 『牧隱文藁』 「卷8序 贈休上人序」 
“……又以說法所得布施 畵西方彌陀八大菩薩置長明燈本推……” 
구진경, 2003, 「高麗·朝鮮時代 阿彌陀八大菩薩圖의 比較硏究」, 東國大學校 文化藝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45~46 주127 재인용 
金玟圭, 앞 논문, p.2 주2, 3 재인용

09  『明會典』, 「公主喪禮」 
‘喪聞上輟朝一日 御祭一壇 皇太后中東宮各祭一壇 各公主共祭一壇 翰林院撰祭文壙誌 …… 順天 府買辦麻布一百疋及 亭綵卓長明燈油等物……

1 0   『태종실록』 권20, 10년(1410) 9월 병술(22일) 
천릉도감에서 덕릉(德陵)·안릉(安陵)의 천장하는 제도를 아뢰었다. “…… 공자가 좋게 여긴 노나라 사람의 부합( 合)하는 제도와, 주자가 말한 혈은 같이 하고 
곽은 각각 쓴다는 설(設)을 모방하여, 석인·석수는 한 능에 배치하는 수(數)를 쓰고, 오직 석상과 장명등만은 각각 두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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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등을 능묘 석등의 의미로서 기록한 최초의 

사례는 『태종실록』10의 장명등을 왕물 석물로서 조성

했음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장명등을 능묘 앞에 놓

는 석물로서 본격적으로 지칭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장명등은 고려 왕릉에서부터 

확인되는데, 그 원형과 조성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정릉 장명등 2기 정도이다. 

고려 왕릉에 장명등이 전해지는 예가 거의 없어, 당

시 능묘 조성에 장명등을 반드시 상설했는지에 대해

서는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왕릉 조성에 있어 장명등의 

상설11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석, 화사석, 옥

개석, 상륜을 기본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작 규

정12을 두었으나 강제성을 두지 않아 원칙대로 따른 

경우는 많지 않다. 

조선왕릉 장명등은 사각 장명등과 팔각 장명등의 

두 형태로 제작되었다. 건원릉부터는 팔각 장명등으

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엽 숭릉(崇陵)과 익

릉(翼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13 사각 

장명등은 조선 초 정릉에서만 유일하게 제작되었으

며, 1699년 단종의 장릉(莊陵)과 정순왕후의 사릉(思

陵) 조성을 계기로 후기에 들어와 대다수 조성된다.14 

2. 사찰 석등과의 관계

석등은 불을 관리하여 어둠을 밝히려는 욕망으로

부터 창안 개발된 기구로서, 인간이 스스로 불을 관

리하게 되면서 등은 종교적 진리의 상징물로서 등장

한다. 『화엄경』 권40 「보현행원품」에 따르면 “등불 

하나가 須彌山과 같고 燈油는 넓은 바다와 같으므로 

불가에서 실행하는 모든 공양구 중 가장 으뜸이 된

다”라고 하였다.15 이처럼 불교의 연등공양의 등구시

설로서 등장하는 석등은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하는 

증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석등은 사찰 등 관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확인되

며, 궁궐이나 저택 등 일반 거주 공간에서는 조성되

었던 흔적이 확인된 바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불가

에서 의식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또

1 1  실록에 전하는 장명등 조성과 관련된 규정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권9, 2년(1420) 9월 신사(16일) 
장명등의 꼭대기에 놓인 돌이 하나인데, 둥근 머리에 아래는 구름 모양을 새겼다. …… 8면에 구름 형상을 새겼다. …… 격석이 하나인데, 8면인데, 그 가운데가 비
었고, 그 4면에 창이 있다. …… 대석이 하나인데, 위아래가 다 8면인데, 그 위 1척 3촌에는 앙련을 새기고, 8면에 면마다 모퉁이에 모두 연꽃을 새겼고, 다음 1척 5
촌으로 위에는 복련을 새겼고, 아래는 구름 모양의 발[足]을 새겼다. 높이가 4척, 직경이 3척 2촌이요, 지대석이 있다.

12  禮書로는 『國朝五禮儀(1474)』, 『國朝五禮通編(1646)』, 『國朝五禮儀考異(1744)』, 『國朝喪禮補編(1752, 1758)』, 『山陵都監儀軌』 등이 전한다. 팔각 장명등의 설치규정
은 『국조오례의』에서 정리된 이후 『국조오례통편』까지 이어진다. 사각 장명등의 제작규정은 국조상례보편(1752)에서 처음 등장하며 1758년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
씩 내용이 바뀐다.
金玟圭, 앞 논문, pp.32~39

13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다음의 관점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김민규는 정릉 장명등의 계승을 고려왕조의 연장으로 보았던 태종이 고려와는 다른 차별성과 새로운 
정책 확립의 필요성을 느껴 건원릉 조성 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어 왕릉 석물 중 중심에 있는 장명등의 평면 형태를 팔각으로 바꾸면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자 했으며, 더불어 사각 장명등이 계승된 사대부묘 장명등과도 격식의 차이를 두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정명호는 고려시대 사찰 및 승려의 부도앞에 세웠던 
석등이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계승하였다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나, 새로운 조형을 창작할 수 없었던 조선왕실은 대신 고려의 사각양식 대신 팔각 양식
을 수용함으로써 고려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사각 장명등을 사대부묘에 사용하도록 하여 그 격을 떨어뜨리도록 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金玟圭, 앞 논문, pp.27~30
鄭明鎬, 앞 논문, pp.229~230

14  사각 장명등이 팔각 장명등을 대치하여 왕릉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숙종대에 들어와 현종대에 개수(『후릉수개도감의궤』, 1667)한 후릉 석물이 검소한 점을 
들어 이를 장릉과 사릉에 적용시키면서부터이다.
『후릉수개도감의궤』에 따르면 “…… 장명등 개석이 8면에 운각이 있으며…….”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원래는 8각장명등이었으나, 개수시 사각 장명등으
로 바뀐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궤』, p.83
이후 숙종대에 이러한 선대의 분위기를 따라 간소하게 석물을 조성하고자 했음을 아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숙종실록』 권32, 24년(1698) 10월 경오(29일)
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는데, 이때에 장차 노산대군의 복위 의절(儀節)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예조 판서 최규서는 또 아뢰기를, “각
릉에 상설이 많고 적음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옛 관례를 따라 쓰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후릉의 석물이 가장 간략하고 적다고 하여 그 예에 의하여 할 
것이며, 이 뒤에도 인하여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였다. 

15  鄭明鎬, 앞 논문,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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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위치는 사찰 가람배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

당 앞에 놓임으로써 상징성과 함께 실제 등구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동안 조사된 석등 관련 유적의 조성연대를 살펴

보면 미륵사지 석등 부재 등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

라가는 자료들이 확인되는 데 비해 능묘에 조성된 장

명등은 고려 이후의 것들로 사찰 석등이 조성 시기적

으로 선행된 것임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불교전래 이전의 능묘에서는 석등을 구비하지 않았음

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며,16 곧 능묘 장명등이 사찰 

석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석등의 시원17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위에서 언급한 백제지역의 익산 미륵사

지 석등 3기의 부재들<사진 1>이 현존하는 최초의 것

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 가탑리 석등 하대석도 

전해진다. 방형의 대석 위에 팔엽 단판연화문의 하대

석은 미륵리사지 석등 부재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미륵사지 동원금당과 중원금당 석등 부재들은 방

형의 지대석과 팔엽의 단판연화 하대석, 원주형 및 

팔각 간주석, 팔각 화사석과 옥개석 일부 등 전체 형

태가 완존하지는 않으나, 원형 또는 팔각 간주석을 

한 팔각 석등 형식임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18

이 외에 신라지역에서도 분황사 및 황룡사지 석등 

부재19가 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석등 제작은 통일신

라시대 이후부터이다. 불국사 석등<사진 2>을 시작으

로 하여 팔각을 기본으로 하는 소위 전형양식20은 통일

16 鄭明鎬, 앞 논문, p.22

17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의 현존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네팔 구 보드나드 사원에 2기, 중국 산서성 太原縣 童
子寺 및 石牛寺에 각각 1기씩 전해지고 있으나, 시기적 편차가 큰 까닭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명호, 1992, 『석등』, pp.22~25
鄭明鎬, 1994, 앞 책, pp.46~50 

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石燈調査報告書』 Ⅰ, 竿柱石編, pp.246~253

19  분황사 석등은 지대석과 하대석, 상대석 등의 부재가 전하는데, 백제 석등에 비해 지대석과 연화하대 사이에 받침이 첨가되고 하대석 상단에 간석받침을 갖추고 
있는 등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石燈調査報告書』 Ⅱ, 異形式篇, pp.312~313

20  전형양식이라 함은 삼국시대의 시조양식인 미륵사지 석탑으로부터 발전한 형식으로, 각 부재의 면이 8면을 기본으로 하여 방형의 지복석이나 지대석, 팔엽복판 복
련 하대석, 팔각 간주석, 팔각 상대석과 화사석 받침, 팔각 화사석, 팔각 옥개석과 상륜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318~322 
鄭明鎬, 앞 논문, p.54 

【 사진 1 】  익산 미륵사지 석등 부재, 삼국(백제)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익산시 문화재자료 제 143호

【 사진 2 】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통일신라, 311cm 
경북 경주시 진현동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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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 전 시기에 걸쳐 활발한 조성이 이루어진다.

“석등”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최

고(最古) 기록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개선사지 석

등<사진 3>의 조등기2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석등 조

성에 왕실의 참여가 주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

으로 미루어도 당시 불가에서의 석등의 의미는 그야말

로 특별히 중시되었던 존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양식22

이 일부 변형되어 계승됨과 동시에 육각 석등, 사각 석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석등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된다.

사찰 석등이 고려시대 이후부터 어떻게 능묘의 장

명등으로 파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

진 바는 없으나, 승탑 앞에 함께 석등이 조성된 사례

들을 통해 그 사유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석등은 승탑과 함께 조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886년 선림원지 석등<사진 4>에서부터 최초 

확인된다.23 홍각선사탑 앞에 위치하는 선림원지 석

등을 통해 석등이 죽은 자의 무덤 앞에 놓이게 되는 

등 그 위치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후기에 

들어오면 회암사지 지공선사, 나옹화상, 무학대사 승

탑과 석등을 비롯하여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및 석등, 

청룡사 보각국사탑 및 석등처럼 승탑과 석등을 함께 

배치하는 형식이 다수 유행한다. 이 경우 능묘 장명

등과의 관련성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석등은 승

2 1  “석등”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예는 868년에 만들어진 개선사지석등(開仙寺址石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각 고복형석등으로 화사석 기둥에 조등기(造燈
記)를 음각하였다. 경문왕과 왕비, 큰 공주(후일의 진성여왕)가 주관하여 이 석등을 건립하였다는 기록 및 이 사찰의 승려가 주관하여 석등의 유지비를 충
당하기 위한 토지의 구입과 그 토지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大郞主願燈二 炷唐咸通九年戊子中春夕 繼月光前國子監卿沙干金 中庸途上油糧業租三 百碩 僧靈(判 ?) 建立石燈……”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p.228

22  통일신라의 전형양식을 이어받은 석등으로는 무량사 석등, 금산사 석등, 만복사지 석등, 옥구(沃溝) 석등 등이 대표적이다. 
鄭明鎬, 1994,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p.193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326

【 사진 3 】  개선사지 석등, 통일신라, 350cm 
전남 담양군 남면, 보물 111호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15)

【 사진 4 】  선림원지 석등, 통일신라, 292cm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보물 445호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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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앞에, 장명등은 능묘 앞에 위치함으로써 모두 사

자(死者)의 안식처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래 석등과 승탑을 

함께 조성하는 전통이 고려에 들어와 왕실의 후원 아

래 명성을 날리던 승려들의 승탑에도 적용되면서 왕

실에서도 능침 앞의 장명등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선행 조건들을 통해 불교국가였던 고려

의 경우 불가의 중심에 놓여졌던 최고의 상징물인 석

등을 능묘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

위기였을 것이며, 조선의 경우 고려 능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장명등 설치는 자연스럽게 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 다른 견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왕실

에서의 불교신봉은 적극적이었으나 성리학적 명분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대의명분으로 인해 석등의 주요 

사용처인 사찰건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본격

적으로 능묘 장명등으로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으

로 보기도 한다.24

왕릉 사각 장명등

1. 조선 정릉 사각 장명등 

조선 개국 이후 최초로 조성된 정릉 사각장명

등<사진 5>은 고려 현·정릉 장명등 양식을 그대로 

계승25하였는데, 안정된 비례감 등에서 오히려 뛰어

난 조형성을 보인다.2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릉 장

명등은 고석과 함께 현재 정릉을 구성하고 있는 석물

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전하는 천장되기 이전의 원

래 조성품이다. 현존하는 조선왕릉 장명등 중 고려왕

릉 장명등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성 당시

의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정릉 장명등27은 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 

모두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하대석, 간주

석, 상대석은 연결된 1매의 통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대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하대석에는 8엽의 단

판연화문을 조식하였고, 그 상면에 방형의 대를 마련

하여 간주석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주석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하광상협(下廣上

狹) 형태로서 상하의 끝부분을 모죽임한 듯이 둥글게 

치석하였다. 사면에 안상을 표현하고 그 내부에 삼

주문(三珠文)을 두었다. 삼주문은 네 면 모두 표현되

어 있다. 3개의 보주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화염

문으로 넓게 감싼 형태인데, 화염은 선각으로 표현

되었다. 이는 고려 현·정릉 장명등의 삼주문 표현

과 거의 흡사하다. 삼주문은 주로 불교에서 보살상 

등의 지물 또는 보관의 장식으로서 표현된 경우가 많

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주문이 표현된 불교 조상으로

는 장육사(莊陸寺) 건칠관음보살좌상 및 무위사(無爲

寺)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조선 초기 작품들로서, 시

기적으로 고려 현정릉 및 정릉 장명등 삼주문과 상통

한다는 공통점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려 

24  鄭明鎬, 앞 논문, p.201

25  신덕왕후 정릉 조성은 고려 현·정릉의 능제를 상당부분 계승하였다. 당시 능역 조성의 책임을 맡았던 김사행(金師幸 : ?~1398)이 현·정릉의 역사를 담
당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도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사행 밑에서 토목 등을 배운 박자청(朴子靑, 1357~1423)에 의해 건원릉 및 헌릉이 조영되
면서 조선 초기 왕릉 조영 양식은 유사하게 이어지게 된다.
정릉과 관련한 실록기사는 다음에 전한다.
『태조실록』 권11, 6년(1397) 2월 임인(19일)

26  광통교에 현전하는 병풍석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취현방에 정릉 조성 시 석물의 조각수준 등은 당대 최고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덕왕후를 총애했던 
태조가 직접적으로 왕릉 역사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영 당시 정릉 규모에 대해서는 아래 실록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태종실록』 권11, 6년(1406) 4월 정묘(7일) 
정릉(貞陵)의 영역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릉이 경중(京中)에 있는데도 조역(兆域)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1백 보(步) 밖에는 사람
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2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 학술조사보고서 Ⅰ,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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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 중 아미타팔대보살도 등에서 삼주문이 확인되는

데, 1320년에 제작된 일본 松尾寺 소장 阿彌陀八代菩

薩圖 중 보살상 보관에 표현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8 

삼주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및 일본에서 밀

교 계통의 보살상을 중심으로 표현된 경우로 미루어 

고려 말 조선 초 당시 유행했던 밀교 도상의 영향으

로 보고 있다.29 밀교 도상의 하나로서 애용되었던 

28  아미타팔대보살도에서 내세우는 팔대보살은 당대 밀승인 不空(705~775)이 한역한 『八大菩薩曼茶羅經』이 원전으로 알려져 있다. 밀교 경전이면서 화엄
적 요소를 포함하며, 아미타신앙과 더불어 아미타팔대보살도의 제작배경이 된다. 우리나라의 아미타팔대보살도상은 고려 후기에 등장한다.
구진경, 앞 논문, pp.6~7, p.17

29  삼주문은 밀교 경전인 『金剛頂經』 제1품에 나오는 6종의 만다라 중 제2의 금강비밀만다라에서 금강계 4불을 나타내는 상징물의 하나로서 이러한 상징물
들을 三昧耶形이라 하며 그중 남쪽의 보생불을 상징하는 보주가, 즉 삼주문을 뜻한다. 삼주문은 일본의 경우 헤이안시대 밀교 불화의 보살상 등에서 지물
로서 등장하며, 중국의 경우 1391년 이전 제작으로 추정되는 산서성 太原市 崇善寺 大悲殿의 벽화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의 지물로 표현된 경우가 있다.
文賢順, 2002, 「朝鮮初期 菩薩像의 寶冠硏究」,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pp.129~131

【 사진 5 】  정릉 장명등, 조선, 249cm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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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문이 왕릉 장명등으로 유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

로 하겠다. 삼주문 외에도 조선 초기 왕릉 병풍석에 

표현된 영저30와 영탁 등 불교적 요소가 다분히 표현

된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장명등의 삼주문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조선 초기 왕릉 조성에 불교가 상당한 영

향력31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상대석은 간주석과의 사이에 낮은 받침을 두고 앙

련의 팔엽연화문을 장식하였고 그 위에 단을 마련하

여 화사석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사석은 별석

으로 현·정릉 장명등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ㅁ’자형 

통석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형식으로 바닥까지 화창을 

뚫은 구조이다. 내부에는 등좌의 배수를 위해 높낮이 

차이를 두었으며 네 모서리는 역시 보각국사 석등 및 

회암사지 석등처럼 모를 죽여 둥글렸다. 

옥개석은 단면 사각으로 지붕의 사모가 중앙으로 

모이는 모임지붕 형태이며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

다. 대석이 낮아 안정감이 있으며 당당하다. 옥개석

은 사모지붕 형태로 끝부분은 경쾌하게 들려 있으며, 

정사각형으로 마감되어 있다. 화사석과 옥개석은 내

부가 관통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장식이 간결하며 번

잡하지 않아 왕릉 장명등으로서의 격조가 돋보인다. 

2. 고려 왕릉 사각장명등

현재 고려 왕릉32은 개성을 중심으로 태조 현릉부

터 공양왕의 고릉까지 총 60여 기가 전한다. 특히 송

악산 북쪽과 만수산 남쪽일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왕

릉군이 조성되어 있다.33 대체로 파괴가 심하여 원래 

조성 구조 및 석물 배치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고려 왕릉에 최초로 장명

등이 조성되었던 시기나 조성 당시의 현황을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명등이 현존하는 능

은 태조 현릉, 현·정릉, 칠릉군 정도만 확인되어 고

려 장명등 양식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 제한

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비

록 태조 현릉에 장명등이 현존하나, 조성 양식상 당

대 조성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인접 시

기에 조성된 다른 왕릉 장명등의 경우 확인된 예가 없

어 사실상 고려 초기 왕릉에서부터 장명등이 설치되었

30  영저는 불교의 금강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강저는 불교의식에 사용하는 불구(佛具)의 하나로서 제석(帝釋)의 전광(電光 ： 번개)에 붙였던 이름이다. 금강저는 
밀교의식에 사용된 금강령과 한 짝이 되어 의식법구로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밀교에서도 다루어졌던 도상인 금강저가 영저로서 삼주문과 더불어 왕릉에 표현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3 1   태조의 경우 연복사탑을 건축하고 대장경을 간수하였다. 또한 무학을 왕사로 삼고 무학의 부도를 회암사에 미리 만들게 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 또한 신덕
왕후의 사후 흥천사를 짓고 자주 들르는 등 당시 왕실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태종대에도 태상왕의 뜻에 따라 회암사에 자주 거동하였으며, 요역
을 면제하고 왕비의 건강을 위해 불경을 외고 전지를 하사하는 등 왕실의 불교우대정책은 지속되었다.
『태조실록』 권2, 1년(1392) 10월 정사(9일) 
『태조실록』 권3, 2년(1391) 3월 계유(28일)
『태조실록』 권4, 2년(1391) 10월 기축(17일) 
『태조실록』 권6, 3년(1394) 8월 강신(13일)
『태조실록』 권11, 6년(1397) 2월 임인(19일) 
『태조실록』 권12, 6년(1397) 7월 신미(22일)
『태조실록』 권14, 7년(1398) 8월 병진(13일) 
『태종실록』 권25, 13년(1413) 5월 갑신(6일)

32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현릉을 비롯한 고려왕릉에 대해 특별히 관리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릉 등 주요 능에 수호인을 두고 전지를 내렸으며 부근을 벌채하는 것을 금하였다. 특히 현릉의 경우 표석에 ‘고려 시조 현릉(高麗始祖顯陵)’이라고 특서(特書)
되었다. 이 밖에 고려왕릉의 현황을 파악해서 보수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유제를 비롯한 능제가 치러졌다. 고종대에는 직접 임금이 현릉의 전작례에 참여했는
데 왕씨 후손들을 동행하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권11, 6년(1406) 3월 갑인(24일)
『세종실록』 권55, 14년(1432) 2월 계사(4일)
『세종실록』 권59, 15년(1433) 2월 병신(12일)
『선조실록』 권161, 36년(1603) 4월 병오(20일)
『정조실록』 권35, 16년(1792) 9월 계묘(7일) 
『정조실록』 권44, 20년(1796) 6월 기해(25일)
『고종실록』 권9, 9년(1872) 3월 기축(5일) 
『고종실록』 권9, 9년(1872) 3월 경인(6일) 

33  장경희, 2008, 『고려 왕릉』,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3, 예맥, pp.22~23



35 Kim, Ji Yeon    

다고 해도 원래 현황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현황파악이 가

능한 정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개수 이전의 현릉34 장명등<사진 6>을 살펴보면 

사각 장명등 형식을 이루고 있다. 보통 하대석과 상

대석은 넓적하게, 간주석 폭은 이보다 좁게 조성하는 

경향과는 달리 하대석과 간주석을 같은 폭으로 하여 

일자형을 이룬다. 대석과 화사석이 1매의 석재로 이

루어져 있으며, 옥개석,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별

다른 문양의 조식도 없으며, 화사석 4면에 사각형의 

작은 화창을 내었다. 옥개석은 사각을 이루는데 조

선 16세기 이후 사대부묘 장명등 및 후기 왕릉 사각

장명등의 지붕의 합각부를 삼각형으로 돌출시켜 표현

한 사모합각지붕 형식과 유사하다. 기단석과 간주석, 

화사석을 각기 별석으로 조성한 현·정릉 등 다른 고

려 왕릉의 장명등과는 전혀 다르게 대석과 화사석의 

폭이 일치하는 일자형태의 1매의 통석으로 이루어진 

점, 사각형의 작은 화창 표현 등은 특히 조선시대 묘 

사각 장명등과 비견된다. 따라서 현릉 조성 당시 만

들어진 원래 상태의 장명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시대에 조성 내지는 후보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정릉 장명등<사진 7>은 1365~1376년 기간 

중 조영35되었으며, 현재 2기의 장명등은 양식적 차

이 없이 유사하다. 현·정릉은 규모, 구조면에서 완

비된 능침제도를 반영하였으며, 고려 왕릉제도의 완

성품이라 할 수 있다. 

34  현릉은 태조 왕건과 신혜왕후 류씨의 합장능이다. 현릉의 경우 외침이 있을 때마다 현궁을 안전한 곳으로 여러 차례 옮겼는데 거란의 침입때는 향림사로, 
몽고 침입때는 강화도로, 충렬왕 때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그 원형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
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파손되었다. 1994년 완전히 개수되어 원래 규모와 석물이 개수 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장경희, 앞 책, pp.28~31

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앞 책 pp.25~26

【 사진 6 】  현릉 장명등, 고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Ⅳ(고려편))

【 사진 7 】  현·정릉 장명등, 고려, 261cm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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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릉 하대석에서부터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각형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하대석은 별석의 사각 지대석 위에 2단의 기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16엽 연화를 양각으로 새겨넣은 연

화대를 통석으로 조성하였다. 간주석은 연화대 상면

에 1단을 둔 받침 위에 놓여 있는데, 두툼한 사면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하광상협의 형태로서 정릉 

장명등과 일맥상통한다. 간주석 사면에는 안상을 새

기고 그 내부에 각각 화염에 둘러싸인 삼주문을 표현

하였다. 

상대석은 간주석 접합면에 1단의 받침을 두고 16엽

의 앙련을 장식하였고 그 위에 두툼한 단을 마련하여 

화사석 받침대를 형성하고 있다. 상대석의 상면 중

앙에는 등을 놓았던 등좌 홈이 확인된다. 화사석은  

‘ㅁ’자형의 통석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형식으로서 바

닥부분까지 연결되면서 전후로 시원하게 화창을 표

현하였다. 

옥개석은 역시 중앙에 지붕 사모가 모여드는 모임

지붕 형태로서 장식이 없으며 옥개 끝이 경쾌하게 들

려져 있다. 상륜의 시설은 확인할 수 없다. 조선 정

릉 장명등과 거의 유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

릉 장명등으로의 전적인 형식 계승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외 현황이 확인 가능한 대상으로 칠릉군 장명등 

정도를 들 수 있다. 모두 7기의 능이 전하고 있는데 

시기는 현·정릉과 동시기인 고려 말엽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명등이 확인되는 능은 3릉과 7릉 정도이다.     

3릉 장명등<사진 8>36은 높이가 208cm로써 대석

과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 모두 각기 별석으로 사각

을 기본으로 하며 장식이 거의 없다. 하대석과 상대

석은 두툼한 석재를 사용하였고 화사석은 현·정릉과 

마찬가지로 ‘ㅁ’자형 통석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형식

으로써 전후로 큰 화창을 내었다. 옥개석 역시 사모

지붕 형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현·정릉의 장명등과 

유사하나, 이보다는 세장하고 안정감이나 조형성에

서 격조가 떨어진다.

7릉 장명등<사진 8>의 화사석은 유실된 상태로

서, 옥개석과 대석만이 잔존한다. 하대석, 간주석, 

【 사진 8 】  칠릉군 3릉 및 7릉 장명등, 고려 
(장경희, 2008, 『고려 왕릉』,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3) 

36  서울대학교출판부, 앞 책,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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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석이 통석으로 이루어진 소략된 형식을 이룬다. 

하대석은 단면 사각을 이루며, 간주석은 낮고 두터워 

안정감이 들고 상대석은 2중으로 구분하여 밑에는 앙

련의 연화문이 조식되었다. 옥개석은 사각이며 상륜

부는 유실되었다.

태조 현릉 장명등과 연관지을 수 있는 고려 초기 

및 중기에 조성된 다른 능의 장명등에 대한 비교자료

가 부족한 탓에 결국 정릉 장명등과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고려 왕릉 장명등은 고려 말 현·정릉 장

명등을 비롯한 불과 몇 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각 석등의 조성과 양식의 전개

사각 석등은 고려 시대 전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하여 말엽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다. 

사각 석등의 발생에 관해서는 불교 교리와 연관

지어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정명호는 『 』 

第九卷과 관련하여 논한 바 있다. 즉, 사주(四柱)와 

사세존(四世尊) 또는 십방불(十方佛)을 상징하는 형

상이 사각 석등의 4개 기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

으며, 현화사지 석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논하였다. 

이처럼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화사석을 갖춘 형식

을 사주형 석등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사각 석등의 

한 형식으로 분류하였다.37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각 석등으로는 통도

사 금강계단 남측 석등<사진 9>38을 들 수 있다. 화사

석의 형태가 통일신라 전형양식인 팔각형 대신 네 모

서리에 각기 방형의 석주를 세워 전체적인 형태에서 

사각을 이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원류를 파

악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사찰 사각 

석등의 양식·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사각 석등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려시대 

및 정릉 장명등과 시기적으로 연결되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사각 석등을 비교 예로 들어 고찰해보겠다.

37  鄭明鎬, 1994, 『韓國石燈樣式』, 민족문화사, pp.241~243 

38  본 석등의 조성 연대에 대해 일단 본고에서는 금강계단 남측 석등을 대석받침이 팔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에 근거를 두어 관음전 앞 석등보다 앞선 시기인 통일신
라 하대로 추정하고 있는 다음의 견해를 따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 책, p.231
그런데 필자는 이 석등의 옥개석 형식이 통일신라시대에 주류를 차지했던 팔각형 대신 사각을 하고 있는 점, 하대석이 기존의 팔각(무량사석등 및 해인사 대적광
전 앞 석등 등) 대신 사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비정했던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음전 앞 석등보다 앞선 시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동시기 내지는 이보다 뒷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각형으로 표현된 화사석은 후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사진 9 】  통도사 금강계단 남측 석등, 통일신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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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사각 석등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각 석등의 조성시기를 중

심으로 전기·중후기·말기로 구분하여 양식·형식

적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전기의 것으로는 개성 현화사지(玄化寺址) 석등, 

개국사지(開國寺址) 석등, 만월대(滿月臺) 석등, 관

촉사 석등을, 중·후기의 것으로는 고령읍 가야공원 

내 석등, 금강산 묘길상(妙吉祥) 마애불 앞 석등을, 

말기의 것으로는 중원 미륵리사지(彌勒里寺址) 석등, 

회암사지 지공선사부도 앞 석등, 나옹화상부도 앞 석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석등의 형태를 결정짓는 화사석 조성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네 모서리에 석주(石柱)를 기둥처럼 각각 

세우는 사주식으로 고려 전기~말기까지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석재 2매를 세워 전후로 화창을 표현하

는 형식으로, 말기에 등장한다.

전기 석등양식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는 통일신라

의 전통을 따르면서 고려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복

합적인 형태로서 나타난다. 

현화사지 석등<사진 10>은 사각 하대석 상면에 

두툼하게 돋을새김한 복련연판문을 조식하였고 면석

에는 각 3구의 안상이 양각되어 있다. 고복형39 간주

석은 중앙 고복에 네 개의 구슬을 품은 둥근 꽃 8개

를 두 줄의 구슬띠로 연결하였다. 이는 화사석 4개의 

석주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졌다. 상대석은 두툼한 

사각으로, 상대석 윗면 네 모서리에 화사기둥을 받

칠 수 있는 별도의 받침을 마련했다. 옥개석 하단에

도 화사의 기둥받침과 동일한 형태의 옥개받침을 두

었으며, 가운데 등이 놓이는 부분의 윗면을 팔각 능

형으로 표현하였다. 상륜부는 사각의 노반 위에 사각

의 앙련, 화문이 조식된 보륜을 차례로 놓은 후 보주

를 올려놓았다. 고복형 간주석은 통일신라 전통을 계

승하면서도, 두툼한 사각 대석, 화사석, 옥개석 표현 

등은 새로운 분위기를 반영한 요소들로 볼 수 있다. 

개국사지 석등<사진 11>은 사주식 화사석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현화사지 석등과 유사하나, 장식

은 훨씬 간결하다. 사각 기대석 각 면에는 보상화문

이 있는 4개의 안상을 표현하고 복련연화문을 조식하

였다. 간주석은 사각을 이루나, 네 모서리의 모를 죽

임으로써 팔각 간주석 영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사각으로 사모지붕을 이루며, 꼭대기

를 평탄하게 한 후 한 단의 받침을 두고 둥근 보주를 

올려 마감하였다.

39  고복형 석등은 이형 석등의 하나로서 분류되는데, 통일신라 847~873년 동안 나타나는 변화로서 여러 종류의 간주석이 유행되면서 선보이는 것 중의 하
나이다. 사각형의 지복석 위에 팔각 기단이 안치되고 귀꽃을 갖춘 팔엽복판 연화하대석, 간주고임대, 고복형 간주석, 팔각 팔엽단판 앙련상대가 설치되는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5~7

【 사진 10 】  현화사지 석등, 고려, 434cm, 국립중앙박물관 
(中央日報社, 『韓國의 美』 15)



39 Kim, Ji Yeon    

관촉사 석등<사진 12>40에서도 원형 간주석에 고

복형 석등에서 볼 수 있는 화형선문대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석등양식이 상당부분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대 각황전 앞 석등 간주석

을 비롯하여 실상사 석등 간주석에 표현된 화형선문

대 표현과 비견된다. 반면 4개의 석주를 세운 사각 화

사석 형태는 현화사지 및 개국사지 석등 화사석과 동

일하나, 화사석 석주를 고복형이 아닌 일자형식으로 

표현하여 훨씬 간소화된 경향을 보인다. 두툼한 연

화문을 조식한 사각 하대석 표현 역시 고려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만월대 석등<사진 13>41은 통일신라 전통에서 탈

피한 경향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현재 화사

40  968년 석조미륵보살입상을 조성하면서 이후 970년에서 1006년에 걸쳐 전체 사역 역사가 진행되었다.

4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227~229 

【 사진 11 】  개국사지 석등, 고려(1018년), 376cm, 개성역사박물관 
북한 보존급유적 535호(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Ⅳ(고려편))

【 사진 13 】  만월대 석등, 고려, 305cm  
개성시 송악동 만월대

【 사진 12 】  관촉사 석등, 고려, 601cm 
충남 논산 관촉동, 보물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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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상륜부는 결실되어 있고 관련없는 부재들이 삽

입되어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하대석, 간주석, 상대

석, 옥개석은 모두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석

의 기대면에는 안상을 배치하고 16엽 단판연화문을 조

식하였다. 간주석은 개국사 석등과 유사하나 보다 세

장하다. 상대석 역시 16엽 단판연화문을 조식하고 화

사받침대를 두었다. 화사석은 옥개석 하단에 홈이 파

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사주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고려 전기 사각 석등의 사각 화사석 및 대석 표

현은 기존 팔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요소인 반면, 고복형 

간주석 표현 등은 통일신라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

어 신요소와 구요소의 혼합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중·후기 작품인, 고령 가야공원 내 석등, 금강

산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4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가 되면 개성양식이 지방으로 이어지면서 토

착적인 경향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표현을 볼 수 있다.

고령읍 가야공원 내 석등<사진 14>은 사각 하대

석, 팔각 간주석과 사각 상대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 팔각 석등과 사각 석등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하

대석에는 팔엽복판연화문을 조식하였고, 간주석은 석

등 높이에 비해 세장한 편이다. 상대석은 역시 하부

에 팔엽복판연화문을 조식하고 간주석과 만나는 부분

에도 팔각 평면의 받침을 두었다. 화사석은 사각형을 

이루며 4면에 화창을 표현하였는데, 원래의 것이 아

42  만폭동 암벽에 부조로 조각되어 있는 좌불 앞에 놓여진 석등이다. 좌불은 고려 말엽 나옹화상과 관련된 원불(願佛)로 전해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232~236

4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252~255 

【 사진 14 】  고령읍 공원 내 석등, 고려, 306cm 
경북 고령군 고령읍

【 사진 15 】  금강산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 고려, 372cm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만폭동(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Ⅳ(고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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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개석은 사각이며, 상륜부

는 결실되었다. 팔각의 간주석은 통일신라 석등 양식

을 따랐으나, 별석의 사각 옥개석, 간소화된 부재 표

현 등으로 미루어 고려 중기 이후로 비정되고 있다.43 

묘길상 석등<사진 15>의 경우 당당하게 조성된 사

주석의 화사석과 처마끝이 살짝 반전된 옥개석 표현

에서 개국사지 석등과 비견되지만 훨씬 소박한 형태

이다. 화사석의 사주(四柱)는 장식 없이 간결하게 표

현되었으며 간주석 또한 고복형이나 팔각에서 벗어나 

완연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통일신라 석등 양식의 

범주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석등보다

는 간주석 길이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높이에 비해 세장한 경향을 보인다. 

말기에 이르면 완전한 고려적 표현으로 정착되는

데, 중원 미륵리사지 석등, 회암사지 지공선사 부도

앞 석등 및 나옹화상 부도 앞 석등이 해당된다. 이 시

기가 되면 기존의 사주식 이외에 화사석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다. 즉, 석재 2매를 대석의 양 

측면에 세워 화사석 기둥을 만들고 그 가운데의 공간

이 자연스럽게 화창 역할을 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미륵리사지 석등<사진 16>은 사각형의 지대석 위

에 놓인 8엽 복판 연화하대석은 원형평면으로 매우 

높다. 간주석은 낮아져 안정감이 엿보이며, 동쪽에

만 안상을 얕게 음각하였다. 상대석은 평면 사각으

로, 16엽 복판 연화문을 새겼으며, 두툼하다. 화사

석은 네 개의 원형기둥으로 이루어진 사주식으로, 상

단에는 한 줄의 둥근 띠를, 하단에는 두 줄의 둥근 띠

를 둘렀다. 옥개석은 사각형이고 상륜부에는 현재 석

탑의 노반형 부재가 올려져 있다. 훨씬 낮아지고 둔

중해진 사각의 간주석, 네 모서리가 축소된 간략해진 

옥개석의 표현 등에서 묘길상 석등보다 뒤 시기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사진 16 】  중원 미륵리사지 석등, 고려, 246cm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충주시 시도유형문
화재 315호

【 사진 17 】  회암사지 지공선사 석등, 고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경기도유형문화재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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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선사 석등<사진 17>44 옥개석은 대석, 간주

석, 화사석, 옥개석이 각기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개석은 높이가 낮으며, 처마와 지붕이 들리지 않았

고 처마면도 굽어 있지 않아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

는데 미륵사지 석등 옥개석 표현과 유사하다. 화창의 

안쪽과 바깥쪽 모서리 모두 모죽임을 하였다. 

나옹화상 석등<사진 18>45은 대석과 간주석은 1매

의 통석으로, 화사석과 옥개석은 각기 별석으로 이루

어져 있다. 지공선사 석등에 비해 옥개석의 네 귀가 

살짝 반전되어 상승감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두 

석등은 동일한 형식을 보여준다. 

이들 석등의 옥개석은 모두 단면 사각으로 네 모

서리는 모임지붕형식을 이루며, 세부 조식이 없이 단

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간주석 높이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대석 형태를 이루는 

점, 전후로 넓은 화창을 표현한 화사석 등 정릉 장명

등으로 연결되는 요소들이 확인된다. 특히 나옹화상 

석등은 대석과 간주석이 각기 별석이 아닌 통석으로 

이루어진 점이 정릉 장명등과 상통한다. 

2. 조선 초기 사각 석등

조선 초기에 조성된 사각 석등으로는 회암사지 무

학선사 부도 앞 쌍사자석등,46 청룡사 보각국사정혜

원융탑(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앞 사자 석등(獅

子石燈)47이 대표적이다. 

무학선사 석등<사진 19>은 복엽연판문이 조식된 

사각 하대석 위에 사자 두 마리가 가슴을 맞댄 형태

의 간주석, 두터운 사각 상대석, 사각 화사석과 옥개

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서 살펴본 지공선사 및 나옹

화상 석등과 마찬가지로 화사석의 구성이나 사모지

붕 형식의 옥개석 형태에서 상통한다. 2매의 판석을 

세워 구성한 화사석 네 모서리는 사주식 사각 석등의 

기둥 형태를 본받아 둥글게 굴려서 표현함으로써 고

려 사각 석등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의 답습을 보여준

다. 지공선사 석등과 나옹화상 석등 형식을 기본적으

로 따르고 있어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 사진 18 】  회암사지 나옹화상 석등, 고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경기도유형문화재 50호

44  지공대사비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적한 지공의 유골이 1370년에 개경에 도착하여 1372년 나옹이 회암사에 지공 승탑을 세우고, 나옹의 사후 1378년에 지
공탑비가 세워졌다는 내용이 전한다. 따라서 석등 역시 승탑이 세워진 1372년경으로 추정된다. 
黃壽永, 1998, 『黃壽永全集 4(금석유문)』, 혜안, p.167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亞細亞文化社, pp.1193~1194

45  신륵사 보제선사석종비에 따르면 나옹화상은 1376년 입적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로 미루어 회암사 나옹화상 부도 및 석등 제작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
李智冠, 1997,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4, 伽山文庫, pp.372~381

46  태조의 명으로 무학대사 입적 전인 1397년 부도 조성 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165~169

47  탑비의 기록으로 미루어 조성시기는 1392~1393년으로 비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앞 책, pp.152~155 
조선총독부, 1919, 『조선금석총람』 하, 일한인쇄소, pp.7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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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9 】  회암사지 무학대사 홍융탑 앞 쌍사자 석등, 조선, 263cm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보물 389호

【 사진 20 】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 앞 사자 석등, 조선, 218cm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보물 656호

【 표 1 】 고려 및 조선 초기 사각 석등 형식

시기 석등명
세부형식

비고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

고
려

전
기

현화사지 석등 사각 고복형 사각 사주석 사각
대석, 간주석, 상대
석, 옥개석이 별석

개국사지 석등 사각 사각(사모죽임) 사각 사주석 사각 상동

관촉사 석등 사각 원형 사각 사주석 사각 상동

만월대 석등 사각 사각 사각 사주석 사각 상동

중
·
후
기

고령 가야공원 내 석등 사각 팔각 사각 ? 사각 상동

금강산 묘길상 앞 석등 사각 사각 사각 사주석 사각 상동

말
기

중원 미륵리사지 석등 사각 사각 사각 사주석 사각 상동

회암사지 지공선사 선등 사각 사각 사각 석재 2매를 세움 사각 상동

회암사지 나옹화상 석등 사각 사각 사각 석재 2매를 세움 사각
대석과 간주석이  

1매의 통석

조선 초

회암사지 무학대사 석등 사각 사자형 사각 석재 2매를 세움 사각
대석, 간주석, 상대
석, 옥개석이 별석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앞 석등

사자형 사각 사각
‘ㅁ’자형의 하부가 

뚫린 형태
사각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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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석등<사진 20>은 1마리의 

사자가 엎드려 있는 형태로서 하대석을 구성하고 그  

위에 아주 낮은 사각형의 간주석을 놓았는데, 상단에

는 8엽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ㅁ’자형의 통

석의 윗부분과 양측면을 남기고 가운데를 사각형으

로 바닥까지 뚫어 전후로 관통되는 형태로서 화창을 

표현하였는데, 네 모서리는 무학대사 석등과 마찬가

지로 모를 죽여 둥글렸다. 옥개석은 사각의 사모지붕 

형태이며, 추녀와 도리 등의 건축 부재도 표현하였

다. 전체적으로 회암사 석등들과 기본 형식이 유사하

며, 간주석이 낮아지면서 안정감 있고 간결해지는 고

려 말~조선 초기 석등 양식을 보여준다.

정릉 장명등 양식의 특징과 계승 

1. 사찰 석등 양식과의 비교 

앞서 살펴본 정릉 장명등을 비롯하여 고려 현·

정릉 장명등은 기본 형식에서 사찰 사각 석등과 외견

상 유사한 요소들이 관찰됨에 따라 사찰 사각 석등과

의 관련성 여부가 왕릉 사각 장명등의 연원을 파악하

는 데 주요한 실마리가 되리라 판단된다. 이에 정릉 

장명등과 사찰 사각 석등과의 공통점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외견상 정릉 사각 장명등과 사찰 사각 석등

은 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 등 구성요소들이 기

본적으로 사각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형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화사석이 사각을 이루고 있다. 전기 현화사지 석등을 

비롯한 개국사지 석등에서부터 말기의 회암사지 지

공선사 석등 및 나옹화상 석등에 이르기까지 옥개석

과 대석, 화사석에서 사각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기 사찰 석등까지 변함없이 계

승된다.

둘째, 고려 말~조선 초 작품인 지공선사, 나옹화

상, 무학대사 석등, 청룡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 석

등과 화사석 표현에서 비슷한 형식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기본적으로 석재 2매를 양 옆으로 세우거나 

‘ㅁ’자형 화창의 하부가 뚫린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화창이 바닥까지 시원하게 뚫리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고려 현·정릉 장명등 및 조선 정릉 장명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 말기 이후에 나

타나는 새로운 화사석 표현이다.

셋째, 옥개석이 사모지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모지붕 형태의 옥개석은 고려 사각 석등에서부

터 등장하는 형식으로서 현화사지 석등에서부터 말기

의 회암사 나옹화상 석등, 조선 초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석등에 이르기까지 사각 석등에 표현된 

공통적인 형식으로 정릉 왕릉 장명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각 화사석 형태에 맞추어 사각 석

등 및 사각 장명등에서만 적용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고려 말에 들어오면 석등의 기둥 역할을 했

던 간주석이 낮아지고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대석 

부분이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미륵리사지 석등에서부터 그 징조가 현저하게 나

타나기 시작한다. 통일대 또는 고려 초 고복형 석등

이나 간주식 석등에서처럼 간주석이 세장하게 표현되

었던 것과는 달리 하대석과 간주석, 상대석이 1매의 

통석으로 조성되기도 하면서, 간주석의 높이가 낮아

짐에 따라 둔중하고 안정적인 비율로 변화된다. 지공

선사 석등과 나옹선사 석등에서 이러한 간주석의 표

현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

향은 고려 현·정릉 및 조선 정릉 장명등의 안정적인 

대석 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사각 석등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

왕릉 건원릉 등 팔각 장명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

된다. 특히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을 합쳐 1매의 통

석으로 구성하는 표현은 기존 석등의 하대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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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상대석을 각각 별석으로 조성하던 것에서 벗어

난 획기적인 전환으로, 고려 말~조선 초 기간 동안 

석등에 새롭게 등장하는 뚜렷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

다. 즉, 조선 정릉 이래 장명등은 대석과 간주석이 

통석으로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성향을 완연하게 반

영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석의 연화문 표현의 계승이다. 

상대석 및 하대석의 앙련·복련 표현은 이미 삼국

시대 팔각 석등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으로서, 

고려와 조선 석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연화문 표현은 당시 불교 조

형물로서의 성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장이었으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왕릉 장명등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성의 답습이라는 일면도 엿볼 수 있다. 

상대석과 하대석의 앙련과 복련의 표현 형식은 기본

적으로 동일하게 계승되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 시대 

이후에도 사찰 석등과 왕릉 장명등에까지 기본 문양

으로 지속적으로 애용된다.

2. 조선 전기 묘 장명등48으로의 양식 계승

본 장에서는 정릉 장명등 양식의 조선 전기 묘 장

명등으로의 계승 및 변화과정 여부를 경기도 일원을 

중심으로 전하는 묘 장명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

도록 하겠다.

조선 초기 왕릉 사각 장명등은 정릉에서만 채택된 

후 상당기간 동안 팔각 장명등에 그 자리를 내주었지

만, 사대부 묘 등을 중심으로 조선조 전 기간에 걸쳐 

사각 장명등의 전통이 이어진다. 이는 건원릉 이래 

왕실에서 사각 장명등 대신 팔각 장명등을 채택하면

서 이를 피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정명호는 이에 대해 사각 장명등의 사용은 고려

왕릉을 계승한다는 관념 때문에 고려왕릉을 격하시키

기 위한 의도로서 고려 장명등 양식인 사각 장명등을 

사대부 등 묘에 사용되도록 권장했다는 견해를 피력

하기도 하였다.49 

원래 장명등은 왕릉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외

의 묘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으나,50 사대

【 표 2 】 정릉 장명등과 사찰 석등과의 비교

세부 형식
비고

상·하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

정릉 장명등 사각
사각

낮고 두툼함
‘ㅁ’자형 하부가  

뚫린 형태
사각

사모지붕

사
찰 

석
등

고
려

전기 사각
사각/고복형/원형

세장함
사주석

사각
사모지붕

중·후기 사각
사각/팔각
세장함

사주석
사각

사모지붕

말기 사각
사각

낮아지고 두툼해짐
두 매의 석재를  
나란히 세움

사각
사모지붕

조선
초기

사각
사각/사자형
낮고 두툼함

두 매의 석재를  
나란히 세움 

또는 ‘ㅁ’자형 하부가  
뚫린 형태

사각
사모지붕

48  본고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은 조선 전기 묘 장명등은 아래 자료에 수록된 경기도 일원 소재 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인용하였다.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조선 전기 해설편/도판편, pp.124~174

49  鄭明鎬, 앞 논문, p.23

50  『세종실록』 권26, 6년(1424) 12월 계축(12일)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서 각등의 예장(禮葬)에 모두 연마한 돌로 무덤을 만들어 공사가 어렵고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니, 그 가운데 개혁할 만한 것
을 조목조목 다음에 열거합니다. …… 전조에 대신의 장사에 장명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여 개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쓸
데없는 물건은 다만 보기가 좋을 뿐이요, 사망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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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그 가족, 왕의 후궁, 왕자, 공주묘 등에 그 규

모가 축소되어 장명등 조성이 일반화된다. 사대부묘

의 경우 『經國大典』 <喪葬條>에 근거하여 “문무관 종

일품 이상 및 공신은 예장을 행한다”라는 기록으로 

일품에 한해 장명등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졌으나, 그 이하의 품계에서도 장명등을 상설한 예들

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명등 설치에 대한 품계와 관

련된 기록이 확인된 바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51 

묘의 장명등은 대체로 사각 장명등이 중심이 되었

는데, 정릉과 비견되는 묘 장명등으로는 15세기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묘52 등의 장명등<사진 21>

이 대표적으로, 부부 묘 앞에 각각 1기씩 존재한다. 

대석과 화사석이 별석으로 조성된 능의 장명등과는 다

르게 대석과 화사석을 통석으로 하고 여기에 옥개석의 

2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규모면에서도 왕릉 장명

등보다 작게 조영됨에 따라 간소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서, 장식표현 등에서도 소략화되는 경향을 띤다. 

사모지붕의 옥개석과 통석으로 이루어진 화사석과 대

석 형식은 기본적으로 정릉 장명등을 따랐으나, 보다 

세장하다. 

그런데 15세기 후반부터 사각 장명등의 형식변화

가 본격적으로 감지된다. 첫째, 화창의 표현이다. 정

릉 장명등의 화사석은 별석으로서 ‘ㅁ’자 형태의 아랫

면이 생략된 형식으로, 별도의 받침 없이 대석 위에 

조성하였다. 반면 대체로 일반묘에서는 화사석을 대

석과 한 돌로 제작하게 되면서 정릉 장명등의 기본적

인 화창 형식을 따랐으나, 구조적으로 이와는 반대로 

‘ㅁ’자형에서 상면이 생략되고 화사석의 좌우 면 위로 

옥개석을 결구하여 조성하는 구조였다.53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성임묘 장명등, 한언묘 장명등처럼 아예 

화사석의 화창이 중앙부에 뚫림으로써 네 모서리의 

윤곽을 살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화된다. 이러

한 경향은 그 이전 시기의 박중손묘 장명등(1466)이

나 정선군부인 한씨묘 장명등(1480)과 같이 일부에서

만 확인된 바 있다.54

둘째, 옥개석의 표현이다. 기존 사모지붕 형태에

서 하엽형(荷葉形)의 옥개덮개가 새롭게 더해진다.55 

옥개덮개는 왕릉 장명등의 경우 팔각원당형 석등을 

【 사진 21 】  광평대군 이여묘 장명등, 조선, 254.3cm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서울시 유형문화재 48호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5 1  김우림, 2001, 「龍仁지역 墳墓에 나타는 석물의 특징」, 『丹豪文化硏究』 6,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p.24

52  경기도박물관, 앞 책, pp.129~130

53  경기도박물관, 앞 책, pp.140~141 

54  경기도박물관, 앞 책, pp.136~138, p.146

55  경기도박물관, 앞 책, p.146, p.149,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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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등장하는데, 즉 왕릉 팔각 원당형 석등의 

영향이 적극적으로 사대부묘에 적용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정선군부인 한씨묘 장명등, 월산대군 이정

묘 장명등, 정난종묘 장명등(1489)에서 확인된다. 

셋째, 대석의 안상 표현이다. 

월산대군 이정묘 장명등<사진 22> 하대석을 보면 

새롭게 안상이 등장한다. 왕릉 장명등의 경우 건원

릉과 제릉 장명등의 간주석에 음각으로 시문된 바 있

다. 장명등뿐만 아니라 망주석의 안상 표현도 건원릉 

이후 대부분의 팔각 석등에서 보이는데, 묘의 안상 

표현 역시 팔각 원당형 장명등의 본격적인 영향이 반

영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56

성임묘 장명등(1484), 월산대군 이정묘 장명등, 

정난종묘 장명등, 한언묘 장명등(1492)<사진 23> 등 

15세기 후반 장명등에서 대부분 안상 표현이 이루어

진다. 특히 월산대군 이정묘 장명등은 균형감과 조각

기법에서 조형성이 뛰어나다. 상대석과 하대석 사면

에 각각 2기씩의 면석을 만들어 그 안에 안상을 표현

하였으며, 간주석 4면에도 각각 1기씩의 안상이 표현

되었다. 

이처럼 안상표현은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새

로운 요소로서 장명등을 장식하는 역할로 애용되기 

시작한다. 즉, 조선 초기 묘의 사각 장명등은 정릉 

장명등의 영향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전개되다가 15

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왕릉 팔각 장명등의 요소들을 

새롭게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오면 15세기의 전통도 계승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들이 주목된다. 두드러지는 변

【 사진 22 】  월산대군 이정묘 장명등, 조선, 246cm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고양시 향토유적 1호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 사진 23 】  한언묘 장명등, 조선, 176cm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부천시 향토유적 2호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56  경기도박물관, 앞 책, p.147, p.149, p.150,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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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중의 하나가 옥개석의 형태이다. 

연산군묘 장명등<사진 24>, 영춘군 이인묘 장명

등의 경우 1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옥개석, 통석으로 

이루어진 화사석과 대석의 구조는 그대로 계승되었

는데, 화사석의 네 면의 중앙에 관통된 화창의 표현, 

대석의 연화문과 안상 표현 등에서도 15세기 장명등

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런데 큰 변화가 보이는 부분

이 옥개석의 형태이다. 기존까지의 사모지붕 형식에

서 탈피하여 팔각 지붕에 지붕의 합각부를 삼각형으

로 표현하고 합각마루를 살짝 돌출시킨 변모된 형태

를 보인다. 이 형태의 옥개석은 왕릉의 경우 문종의 

현릉 이후 팔각 원당형 장명등 대부분에서 확인된다. 

또 다른 특징은 대석 하단부의 4면을 중심으로 운

족 표현이 본격화57된다. 왕릉의 경우 운족표현은 건

원릉에서부터 나타나고 인릉(구영릉)에서 본격적으

로 감지되는데 전기에는 여의두형으로 작게 표현된

다. 묘의 경우 운족표현은 15세기 말 한언묘(1492)에

서 등장하는데, 16세기에 들어와 장식적인 경향이 강

해지는 경향을 띤다. 홍상묘 장명등<사진 25>처럼 16

세기 묘의 사각 장명등은 대석과 화사석은 사각의 형

태로서 15세기 묘 장명등의 기본적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팔각 원당형 장명등에서 보여지는 안상과 

57  金玟圭, 앞 논문, p.70 
경기도박물관, 앞 책, pp.151~173

【 사진 25 】  홍상묘 장명등, 조선, 195cm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 사진 24 】  연산군묘 장명등, 조선, 196.5cm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사적 362호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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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족의 새로운 표현을 더하여 보다 섬세하고 공예적

인 표현이 가미된다. 또한 옥개석은 기존의 사모지붕 

형식에서 팔작지붕에 합각부를 돌출시킨 화려한 형태

로 변모된다. 

이상 살펴보면 조선 초 사대부묘 사각 장명등은 

정릉 사각 장명등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15세기 후반

까지는 일부 팔각 원당형 장명등의 영향도 받으면서

도 그 원형을 계승하려는 경향이 이어지지만, 16세기 

이후부터는 사각이라는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운족이

나 옥개석의 변화 등 팔각 원당형 장명등의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점차로 정릉 사각 장명등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 

맺음말

정릉 장명등은 고려 현·정릉 장명등의 전통을 그

대로 이어받은 사각 장명등으로서, 그 기본 양식을 

그대로 따랐으나, 이보다 뛰어난 조형성은 조선 개국 

이후 최초로 조성되었던 왕릉 장명등으로서의 격조를 

무리 없이 보여준다. 비록 조성 당시의 정릉의 원형

을 알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장명등을 통해 개국초

의 왕릉 조성 양식 등 당시의 분위기를 일부나마 짐

작할 수 있다. 

정릉 장명등은 조선 전·중기에 걸쳐 유일하게 제

작된 사각 장명등으로, 17세기 이후 재등장하는 사각 

장명등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선

왕릉 장명등 안에서 정릉 장명등의 양식·형식적 특

징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정릉 사각 장명등 양식의 원류를 파악

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고려 왕릉 장명등을 비롯

하여 장명등의 원류가 되는 사찰 석등과의 비교 고찰

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고려 왕릉과 비교했을 때 이미 알려진대로 

정릉장명등은 사각을 기본으로 하는 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개석의 형태가 현·정릉 자명등과 거의 유

사하며, 더불어 고려 칠릉군 장명등과의 형식적 유사

성도 확인된다. 

고려 및 조선 초기 사각 석등양식과의 비교 고찰 

결과,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조성된 사찰 사각 석

등양식과 가장 상통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팔각 석등에 원류를 둔 사각 석등은 고려 초기부

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데 후기로 나아가면서 점차 

통일신라의 전형양식에서 벗어나 고려적인 형식으로 

바뀌어 나간다.

전기의 현화사지 석등의 사주석을 이용한 화사석 

표현은 고려 사각 석등의 특징을 보여주나 간주석 및 

화사석 사주의 기둥 형태는 통일신라 석등의 고복형

을 계승하고 있어, 신형식과 구형식의 복합적 경향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국사지 석등을 비롯한 금강

산 묘길상 앞 석등 및 미륵리사지 석등처럼 간주석도 

사각 형태로 표현되는 등 완연한 사각 석등 형식으로 

다수 제작되어지는 경향으로 바뀌어 나간다. 

말엽에 조성된 회암사지 지공선사 및 나옹화상 석

등에서는 2매의 석재를 대석 위에 양쪽으로 놓아 화

사석을 구성하고 화창을 전후로 표현하는 새로운 형

식이 등장하며, 간주석 높이가 낮아지고 두터워지면

서 안정감있는 대석 형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

러한 경향은 조선 초 회암사지 무학선사 석등 및 청

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석등으로 이어지는데, 특

히 정혜원융탑 석등의 화사석은 고려 현·정릉 및 조

선 정릉 화사석과 마찬가지로 화사석은 ‘ㅁ’자형의 통

석의 아랫부분이 생략된 형식으로서 별도의 대석받침 

없이 전후로 화창을 조성한 형식과 일맥상통한다. 

즉, 고려 현·정릉 및 조선 정릉 장명등은 고려 

말엽~조선 초기의 사찰 석등 양식과 상통하는 다음

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석, 화사석, 옥개석 등이 기본적으로 사

각을 이루고 있는 점, 둘째, 화사석의 경우 석재 2매

를 나란히 대석 위에 놓고 전후로 시원하게 화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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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점, 셋째, 간주석이 낮아지면서 대석부분이 

안정적인 형태를 이루는 점, 넷째, 옥개석이 사모지

붕 형태를 하고 있는 점 등이다. 

한편 정릉 장명등에는 불교적 요소가 다분히 내제

되어 있는데, 간주석의 삼주문의 표현이 그것이다. 

삼주문은 밀교와 관련된 상징물의 하나로서,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보살상의 보관장식으로서 표현된 경우

가 많다. 이처럼 불교적 요소가 장명등에 표현된 이

유에 대해서는 고려시대까지 성행하던 불교가 왕릉에

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정릉 장명등은 조선 전기 묘 사각 장명등 조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15세기 후반 이후

부터는 점차로 정릉 장명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팔각 

장명등 형식이 보다 많이 가미된 경향으로 변모해 나

간다. 

정릉 사각 장명등은 고려 말~조선 초 왕조 교체

기를 통해 새 왕조의 개국 이후 최초로 조성된 왕릉 

석물 중 하나로서, 고려 왕릉에서 조선 왕릉으로의 

능제 계승, 사찰 사각 석등 양식의 수용, 당대의 불

교사상의 반영 등 당시의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진 산 증거물로서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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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ngmyeongdeung Lantern( ) refers to the stone lantern placed in front of the royal tomb. It serves both 

symbolic and decorative purposes; symbolic because it is supposed to guard and illuminate the buried, and decorative 

because it is a work of sculpture that adorns the entire graveyard. 

The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was the earliest stone lantern to be produced during the Joseon period. Its 

square shape is unique among those from the early to mid-Joseon period. The three major parts of Jangmyeongdeung 

- the stand, the lantern, and the roof-shaped cover parts - are square in shape, differing from the octagonal shaped 

Jangmyeongdeung. The stand consists of three single stone blocks, the Hadaeseok( ), Ganjuseok( ), and 

Sangdaeseok( ). The Hwasaseok( ), or the lantern part, is also a single stone block.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succeeds the style of those of Hyeon-neung and Jeongneung( ) of the 

Goryeo period and is of a better artistic quality. As the first Jangmyeongdeung lantern, it is a refined work of art that 

marks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Kingdom. 

This paper tries to ascertain the stylistic origin of the square-shaped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and com-

pare it with those of Buddhist temples. Consequently, similarities were found among the stone lanterns of Zen priests 

‘Jigong’( ) and ‘Nawong’( ) in the Hweamsa Temple( ) site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ose of Zen 

priest ‘Muhak’( ) of the Hweamsa Temple site, and those of national priest ‘Bogak’( ) of Cheongnyongsa 

Temple( )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Primarily, this is because the three components(the stand, the lantern part, and the roof-shaped cover) are essen-

tially square-shaped. Second, as the Ganjuseok(one of the components of the stand) became shorter, the stand took a 

more stable form. Third, the Hwasaseok(the lantern part) consists of two stone blocks joined together. Fourth, the roof-

shaped cover is also in square in shape.

Similarly, the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contains Buddhist elements as well. The three-bead pattern that 

decorates the Ganjuseok stand is an example. The three-bead pattern is one of the symbolic elements related to Tantric 

Buddhism. It is found on the diadems worn by Bodhisattvas from th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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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in early Joseon directly influenced the production of the square-shaped 

stone lanterns used to decorate the tombs during the Joseon period. After the latter half of the 15th century, however, 

the octagonal-shaped Jangmyeongdeung style began to prevail. 

The Jangmyeongdeung of Jeongneung reflects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 of royal tombs from Goryeo to Jo-

seon, the introduction of square-shaped stone lanterns to Buddhist temples, and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philoso-

phy of the time. It is a living testimony to various elements of each time and corresponding cultural trends. 

Key Words :  Joseon Royal Tombs, Jeongneung Royal Tomb, Square-Shaped Jangmyeongdeung, Square-

Shaped Stone Lantern, Three-Bead Patt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