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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왕을 그린 불화에서는 조선 전반기에 多聞天이 드는 지물에 변화가 생긴다. 고려시대까지 부처의 오른편에서 塔을 든 다문천

왕은 조선 전반기에 들어와 琵琶를 드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대 『大方廣佛華嚴經(1330~1336년)』 변상도에서 확인

된다. 불화에서 다문천이 드는 탑이 몽구스(寶鼠)로 변하는 지물의 변화는 티베트 사찰인 哲蚌寺, 吳屯寺, 白居寺에서 처음 벽화로 나

타난다. 조선에서도 원각사지십층석탑 1층 탑신 〈석가설법도〉에서 지물의 변화를 보이는 새로운 배치의 사천왕이 처음 등장한다. 그

러나 조선 전반기 불화에서 탑과 비파를 든 사천왕의 위치는 좌우가 혼용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티베트계 사천왕

의 영향으로 대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티베트계 사찰벽화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이 이전의 중국 내륙에서 나타나는 사

천왕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티베트계 사찰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사

천왕 도상이 티베트계에서 연원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 전반기에 사천왕상의 지물과 위치가 

새로운 도상이 확산되는 현상과 더불어 일정기간의 도상 혼용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당시 유통되었을 판본을 중심으로 찾고

자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묘법연화경경변상도(명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천왕 도상과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

(1417년)』의 사천왕 도상은 다른 형식을 보여 준다. 이것은 주존인 석가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임에도 서로 다른 판본의 존재를 확인

시켜 준다. 그러므로, 조선 전반기 불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천왕의 지물이 다른 두 가지 판본의 경변상도에 의해 도상의 정형이 확

보되지 않은 과도기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티베트불교미술이 중국 내륙에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중국 사천왕 

도상과 티베트계 도상의 혼용이 명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전환기 미술이 조선 전기에 유입된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 전반

기 사천왕의 다양한 도상 현황은 일괄적인 도상이 정착된 시기가 아닌 다양성을 보여주는 조선 전반기 불교미술의 특징을 공유한다 

하겠다. 

국 문 초 록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과 배치형식 고찰 1

1   본 논문은 김경미, 「조선 전반기 티베트계 명양식 불교미술의 영향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김경미

고려대학교 강사

주제어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 사천왕, 지물, 북방 다문천왕

투고일자  2014. 09. 29  ●  심사일자  2015. 01. 06  ●  게재확정일자  2015. 02. 15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1, March 2015, pp.4~23

Copyrightⓒ201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  Kim Kyungmi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과 배치형식 고찰

서론

사천왕은 불교에서 네 방위를 지키는 호법신으로 등

장한다. 방위方位와 지물持物이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어

서 이에 근거하여 사천왕의 존명尊名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 들어와 사천왕의 지물이 삼국시대 이래로 전

통적인 방위와 지물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

다.2 사천왕의 존명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굴암의 북

방 다문천왕 등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불화까지 보탑寶塔을 

들고 있는 사천왕을 『불설다라니집경』에 의거하여 북방 다

문천왕으로 인식되었다. 이들 사천왕 중에서 북방 다문천왕

과 동방 지국천왕이 가지고 있는 지물에 관한 연구는 사천

왕의 방위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뤄졌으나, 각 시대마다 나

타나는 특징적인 현황이 다르므로 이러한 현황에 대해 그 

원인과 방위, 명칭에 대한 여러 고찰이 선행되었으며, 일부

에서는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3 그러나 

사천왕의 지물은 여러 경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순

히 지물과 방위로 조선 전기 사천왕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

기는 어렵다. 또한 티베트지역에서 나타나는 사천왕의 현황 

파악도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조선 전기 사천왕이 권

속으로 포함되는 석가설법도에서 나타나는 사천왕의 지물

변화와 티베트계 사찰에서 나타나는 사천왕의 지물변화가 

일정 정도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 석

가설법도에서 일어나는 사천왕의 지물변화를 이해하기 위

해 티베트계 사천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천왕의 지물이 

변하는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조

선 전기 불교미술의 여러 현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천왕 

도상의 정립이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 다양한 형식

의 유통에 대한 이해를 찾고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경변

상도 판본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전기 사천왕 도상의 혼용

현상에 대한 이해를 찾고자 한다. 

중국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의 변천

1. 사천왕의 소의경전과 지물持物

사천왕은 한역대장경인 『장아함경長阿含經』에 의하면 

야차夜叉의 우두머리로, 천룡팔부天龍八部는 야차부에 속한

다. 이들은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적 성격을 지닌다. 사천

왕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우

선 지물이 언급되어 있는 경전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파

승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불설다라니집경佛說陀羅尼

集經』을 비롯하여 『약사유리광왕칠불본원공덕경藥師琉璃光

王七佛本願功德經; 원 사라파元 沙囉巴』 번역본, 『불공견삭신변

진언경不空羂索神變眞言經; 당 보제류지唐 菩提流志』 번역본 등

이 있지만 지물이 일정하지 않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탑을 

든 경우 북방 다문천왕, 비파를 든 경우 동방 지국천왕으

로 이해했다. 그런데 경전 중에 북방 다문천왕이 보탑을 든

다는 것은 『불설다라니집경』에 언급되었고,4 또한 활과 화

살을 칼, 비단 끈, 창을 든 것을 언급한 『근본설일체유부비

나야파승사(K.1390(37~734))』에서는 방위를 언급하고 있

2   사천왕상의 지물이 조선 전기와 후반기에 거쳐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것에 관해서 일찍이 문명대(1980,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불교미술』 5, 한국불교미술연

구소)에서 티베트불교 경전에서 나타난 점을 밝힌 이래, 노명신(1994, 「조선 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한국미술사학회; 1995, 「조선

후기 사천왕도의 고찰」 『강좌미술사』 7, 한국미술사연구소) 등의 논문에서 처음 지물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외 이승희(2008, 「고려 말 조선 초 사천왕

도상 연구」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장충식(1996, 「한국 불화 사천왕의 배치형식」 『미술사학연구』 211, 한국미술사학회), 박은경(2008, 『조선 전기 

불화연구』, 시공사), 임영애(2006, 『송광사 사천왕상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2011,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한국미술사학회), 박은경·한정호(2010, 「사천왕상 배치형식의 변화 원리와 조선시대 사천왕 명칭」 『미술사논단』 30, 한국미술연구소) 등에서 사천왕의 방위

와 지물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켜 왔다.

3   문명대는 조선 전기 사천왕의 지물변화에 티베트불교 경전의 영향에 관해 처음 제시했다. : 문명대, 1980, 「신라 사천왕의 연구」 『불교미술』 5, 한국불교미술

연구소.

4   『佛說陀羅尼集經』 「四天王像法」 K.308 n11-1063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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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사천왕이 네 방향에서 각

각 지물을 들고 있다고만 언급하였다.5 또한, 영락을 두르고 

두 손을 합장한 보살의 형식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경전

도 있는데, 『장아함경』 중 세계의 성립과 멸망에 관해 설명

하는 「세기경世紀經」,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 「대루탄경大樓

炭經」, 「기세경起世經」 등에는 욕계의 지거천地居天에 거주하

는 비사문천왕이 그 권속들과 사천왕천중과 함께 가비연두 

동산에 나갈 때 ‘스스로 장엄하고 보배로 장식한 옷을 입고 

보배수레를 타고 무사한 백천의 하늘신들과 함께 가비연두 

동산에 나아간다.’고 하여 영락장식만을 언급하였을 뿐 지

물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6 한편, 『금광명경』 「사천

왕품」에는 ‘큰 사자좌를 차려 놓고 겸하여 수많은 보물로 

아름답게 꾸미며, 여러가지 미묘한 당기(憧)와 번기와 보배

로 만든 일산을 벌려 세울 것입니다.7’라는 언급을 통해 사

천왕이 당, 번을 들고 있는 형식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 

이처럼 여러 경전에서 사천왕의 형식과 지물이 다양하

게 나타나는 까닭에 정확한 방위와 지물에 대한 규정은 어

렵다. 다만, 이들 사천왕의 우두머리는 북방 비사문천왕으

로 일찍이 비사문천왕에 대한 도상으로 정립되었던 듯 하

다. 중국에서도 송대까지 나타난 사천왕 중에서 대체로 보

탑을 든 사천왕을 북방 다문천왕으로 본다. 이러한 도상의 

근원은 653~654년 인도승 아지구다阿地瞿多가 번역한 『다

라니집경』에서 ‘북방 다문천이 보탑을 들었다.’는 기록에 근

거할 수 있다. 또한, 돈황 막고굴 285굴 서벽 사천왕도(서위, 

538~539)에서 본존의 왼편에 탑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는 

예가 처음 확인된다. 이밖에 중국 섬서성 서안 신덕사神德寺 

사리 외함(604년)에 새겨진 사천왕도 등을 통해 보탑을 든 

북방 다문천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라니집경』이 번역된 

7세기 이전, 즉 적어도 6세기경에는 탑을 든 사천왕이 북방 

다문천왕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8 탑을 든 다문천

왕도상은 돈황 천불동에서 출토된 〈비사문천왕〉(974년) 판

불화에서 명문과 함께 유통되고 있으므로 10세기경 북방

을 담당하는 비사문천왕의 지물이 탑으로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북송시기 사천왕이 회화로 표현된 소주박물관

소장 〈진주사리보당목함眞珠舍利寶幢木函〉(1013년)9(그림 1)

에서도 당시 사천왕의 특징을 볼 수 있다.10

사면에 그려진 사천왕 중 동방 지국천왕은 왼손에 보

검을 들었고, 남방 증장천왕은 왼손에 창을 들어 바닥에 

대고 똑바로 세운 형태이며, 서방 광목천왕은 정면 앞에서 

양손에 도끼를 사선으로 맞잡았고, 북방 다문천왕은 왼손

에 탑을 들고 오른손에는 녹색 실을 잡았다. 각각 악귀를 

발로 밟고 있으며, 화려한 채색감과 더불어 바람에 날리듯 

힘차게 나부끼는 옷깃이나 허리를 비튼 동적인 자세에서 

역동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진주사리보당목함〉(그림 1)의 사천왕 중에서 동방 지

국천왕이 보검을 든 형식과 남방 증장천왕이 창을 든 자세, 

탑을 든 북방 다문천왕의 형식은 인도승 아지구다가 654년 

중국에서 번역한 『다라니집경』 권 11의 「사천왕통심인주제

십」의 사천왕상법 내용과 일치한다.11 이러한 도상 특징은 

우리나라에도 이어져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굴암의 사

5   임영애, 2006, 『송광사 사천왕상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pp.138~139 참조.

6   『佛說長阿含』 第四分 「世記經」 四天王品 第七; 時 毘沙門天王即自莊嚴 著寶飾衣 駕乘寶車(신수장경1-130b; 한글장경 장-466).

7 『金光明經』 2, 「四天王品」 第六(大正藏 16, 340c-344c); 『合部金光明經』 5, 「四天王品」 第十(大正藏 16, 382a-385c).

8 임영애, 2011, 앞의 책, p.30 참조.

9   북송 경덕 원년(1004)에서 천성天聖 8년(1030)에 건립된 소주의 서광탑瑞光塔 3층 천궁天宫에서 출토된 것으로 내부에는 방형 목함이 안치되어 있다. 내부 

목함의 네 면에 그려진 사천왕은 선명한 색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진주사리석당真珠舍利釋幢의 외부는 불교의 칠보인 수정, 마노, 호박, 진주, 단향목, 금, 은

에 주칠, 금박, 구슬 채색 등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내함의 높이는 123cm, 폭 42.5cm로 은행나무로 제작되었다(蘇州博物館, 

2006, 『蘇州博物館藏 虎丘雲岩寺塔瑞光寺塔文物』, 北京; 文物出版社, pp.148~157 참조).

10   출토된 사리함 내부 내벽에 묵서로 “都勾當方允升妻孫氏十娘”, “大中祥符六年四月十八日記”라는 명문에서 1013년에 제작된 것이 확인되었다.

11   고려대장경 『불설다라니집경』; K0308(T.0901) V11P1197a-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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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에서도 북방 다문천왕이 보탑을 들고 나타나며, 감은

사 동·서탑 출토 사리기함의 외벽에 표현된 북방 다문천왕

도 탑을 지물로 들었다. 

불교 회화에서 북방 다문천왕이 탑을 들고 본존의 오

른편(향좌)에 위치하는 전통적인 배치법은 일본 청량사소

장 석가여래설법도(북송 985년, 일본 淸凉寺 석가여래상 

복장물)에서 고려시대 불화까지 이어질 정도로 보편화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 변

화는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인 북송 대관大觀(1107~1110)연

간12에 조성된 『묘법연화경』 권수판화(12세기)(그림 2)에서 

이미 나타난다. 본존 왼편(향우)에 탑을 든 사천왕 옆에 ‘천

왕天王’이라는 제목이 있으므로 적어도 12세기에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량사

소장본 〈석가여래설법도경변상도〉나 북송 대관연간의 〈묘법

연화경변상도〉의 시기차이는 많지 않다. 따라서 북송시기에 

이미 탑을 든 사천왕의 배치가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2   이 경변상은 남송의 수도인 臨安府의 官人의 기록이 있다.: 中國版畵全集編纂委員會, 2008, 『中國古代版畵全集1권-佛敎版畵』, 北京; 紫金城出版社, 

p.22 참조.

그림 1.  眞珠舍利寶幢木函, 북송 1013년, 높이 124cm, 중국 소주박물관소장 (북방, 동방, 남방, 서방)

그림 2.  『묘법연화경』 변상도, 북송 大觀연간(1107~1110년), 18.1×40.5cm, 중국 국가도서관 그림 3.  『묘법연화경』 변상도 권 제1, 고려 1332년, 
              감지금니, 일본 鍋島報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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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승희, 2008, p.128과 박은경, 2011, 「일본 소재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 연구」 『석당논총』 50, p.297 참조. 이를 동방 지국천왕으로 보았다.

14 이진단, 2008, 『중국판화전집』, 북경; 자금성출판사, pp.97~99(도144, 도148) 참조.

15   『원대관각본대장경』은 문종황후 복답실리(1305~1340) 발원으로 조성되었다. 휘정원 주지의 기록에 의하면 원 문종 천력 3년(1330) 시작해서 순제 지원 2년

(1336)에 완성하였다. 총 651함, 6500권으로 한문대장경중 가장 방대한 양이다. 운남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中國版畵全集編纂委員會, 2008, 앞의 책, 

p.54 참조. 이하 원관장.

16   비사문천 옆에 탑을 든 존재에 대해서는 이대암은 ‘사자使者’, 이승희는 ‘귀형鬼形의 인물’, 박은경·한정호는 ‘협시격인 인물’이라고 각각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으며, 염중섭은 『長阿含經』 20, 「第四分世記經四天王品 第七」(大正藏 1, 130c)에 의해 야차로 볼 수 있으며, 『毘沙門儀軌』 全1卷(大正藏 21, 228c)에 따

라 那吒太子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염중섭, 2013, 「비사문천의 탑 지물과 몽구스지물의 성립배경과 의미분석」 『온지논총』 33권, 온지학회, p.239).

해당 중국국가도서관소장 판본은 일본 나베시미호코카이

소장 『묘법연화경변상도』 권 제1변상도(고려, 1332년)(그림 

3)와 동일 도상으로 고려 말 탑을 든 사천왕 배치변화의 시

원작이다.

사천왕이 비파를 든 도상이 본존의 오른편에 배치되

는 것은 『적사장磧砂藏』 판화(1228~1322)에서 나타나 북경 

거용관居庸關 운대雲臺 사천왕상(1343년)까지 원대의 사천

왕에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13 그러나 『적사장磧砂藏』 

에서 사천왕이 비파를 든 위치가 본존 왼편에서 가까운 곳

과 먼 곳에 모두 배치된 형식을 볼 수 있다.14

또한, 원대 관각본대장경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

嚴經』(1330~1336)의 권수판본(그림 4)에서도 이와 같은 변

화를 읽을 수 있다.15 본존은 뾰족한 육계에 오밀조밀한 이

목구비와 통견의에 설법인을 결하고 결가부좌로 앉아있으

며, 그 앞에는 청문자가 배치되었다. 권속배치는 본존 옆으

로 군중을 이루어 도열한 형식이다. 사천왕은 본존을 중심

으로 양편 하단에 배치되었다. 화면 왼편의 가장자리에 용

과 보주를 들고 화면 밖을 향한 사천왕, 그 옆 상단으로 

당·탑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화면 오른편 하단의 가

장자리 안쪽으로 비파를 든 사천왕과 검을 든 사천왕이 배

치되었다. 특히 원대 북경에 조성된 거용관 운대의 사천왕

상(1343년)은 문 양편에 2구씩 나누어 배치하고 존명이 각

각 밝히고 있어, 원대 사천왕의 지물과 위치변화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동쪽 벽면의 북동쪽에 위치

한 동방 지국천왕은 비파를, 남동쪽에 위치한 남방 증장천

왕은 두 손에 검을 들었다. 서쪽 벽면에 표현된 북서쪽의 

북방 다문천왕은 오른손에 당, 왼손에 몽구스(寶鼠)를 잡

고 있고, 다문천왕의 오른편에 인물이 라마탑을 들었다.16 

서남쪽의 서방 광목천왕은 오른팔에 뱀을 감고 왼손에 보

주를 잡고 있다. 이들 도상의 경전상 근거는 『약사유리광왕

칠불본원공덕경염송의궤공양법藥師琉璃光王七佛本願功德經念

誦儀軌供養法』(1314년)에서 찾을 수 있으나, 정확히 도상과 

그림 4.  『원관장대방광불화엄경』 58 경변상, 원 1330~1336년, 중국 운남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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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물이 일치하지는 않으며,17 이러한 현상은 <표 1>에서 보

듯이 경전과 지물이 모두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예는 없다. 

다만, 송대까지 북방 다문천왕이 적어도 사천왕의 주존이

며 탑을 든 형식이라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러나, 원대 중국 내륙에 티베트불교의 확산으로 북경에 등

장하는 다문천왕이 몽구스와 라마탑을 든 형식으로 나타

난다. 즉, 티베트불교에 근원을 둔 원대 라마교가 북경에 전

파되면서 북방 다문천왕의 지물이 바뀌고 있는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상이 현재 남아있는 곳은 

중국 내에서 티베트계 사찰 혹은 티베트지역의 사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토번의 세력이 돈황에서 영향력

을 미치던 중당시기에 그려진 유림굴 15굴의 비사문천왕

(그림 5)은 오른손에 건봉을 들고, 왼손에 몽구스를 들고 

있는 형식이 나타난다. 역시 유림굴 15굴에 그려진 또 다른 

비사문천왕도 왼손에 당을 든 형태이다. 오른손 부분이 파

손되어 탑을 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

인되지 않는다. 탑을 든 다문천왕은 막고굴 12굴 전실 서쪽

벽 북측에 만당시기에 나타난다.18 이처럼 티베트불교 성격

이 강한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몽구스를 북방 다문천왕이 

드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임영애, 2006, 앞의 논문, p.139. 이승희, 2008, 「高麗末 朝鮮初 四天王圖像 硏究」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pp.132~133 참조.

18   敦煌研究院主编, 2002, 「尊像画卷 敦煌石窟全集」 2卷, 홍콩 : 商務印書館, pp.226~230 참조. 

표 1.  사천왕의 경전과 지물

1 불설다라니집경 북방 다문천왕=보탑, 동방 지국천왕=보검, 남방 증장천왕=창

2 약사유리광왕칠불본원공덕경염송의궤공양법
동방 지국천왕(백색)=비파, 남방 증장천왕(청색)=검, 서방 광목천왕(홍색)=비단 줄, 
북방 다문천왕(녹색)=보배, 창

3 근본설이체유부비나야파승사 활, 화살, 칼, 비단끈, 창을 들었다

4 대승장업보왕경 각각 네 방향에서 지물을 들었다

5 중각약사칠불공양의궤경
동방 지국천왕(백색)-비파, 남방 증장천왕(남색)-검, 서방 광목천왕(홍색)-뱀, 
북방 다문천왕(황색)-당幢·서鼠

6 『구당서旧唐書』 「예의禮儀」 지일志一의 육도六韬 남=검을 잡은 풍風, 동=비파를 잡은 조調, 북=우산傘을 든 우雨, 서=뱀蛇을 잡은 순順

7 『장아함경』 「세기경」, 「기세인본경」, 「기세경」 보석과 영락

8  『금광명경』 「사천왕품」 당幢, 번幡, 일산傘

그림 5.  비사문천왕, 중당시기, 유림굴 15굴 전실 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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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대 불화에 나타난 사천왕 현황과 특징

13세기에 원의 중국 대륙 통치와 더불어 원이 믿었던 

라마교가 중국 내륙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명의 건

국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것은 티베트지역과 북방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는 명의 이원적 통치제도 덕분이다. 특

히 명 영락제가 티베트불교를 신봉하면서 15세기를 전후

하여 티베트 내에서 대대적인 사찰건립에 대한 후원이 이

루어졌다. 이때 건립된 사찰은 티베트 동부의 창도사昌都寺

(1347년), 감단사甘丹寺(1409년), 철방사哲蚌寺(1416년), 색랍

사色拉寺(1418년), 강자江孜 백거사白居寺(1418~1436년), 찰십

륜포사紮什倫布寺(1447년) 등이 있다.19 이들 사찰에서 같은 

석가불을 주존으로 모신 도상에서도 사천왕의 배치가 다

양하게 표현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런데 사천왕이 불화로 

나타날 경우 초기에 남방천왕과 북방천왕을 위주로 배치되

다가 오대, 송시기에 들어와서야 4구의 사천왕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변한다.20 조각과 달리 불교 회화에 정형화된 규

칙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불화에 사천왕

이 권속으로 등장하는 시기 역시 명대부터 확산된다. 명대 

티베트계 사찰에서 표현된 사천왕의 형식을 화면의 왼편부

터 시계방향순서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격로파格鲁派 사찰로 명대 홍무연간(1368~98

년)에 조성된 청해 오둔하사吳屯下寺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사천왕(그림 6)과 왼손에 몽구스(鼠)를 쥐고 오른손

에 당幢을 든 사천왕(그림 7)이 등장한다. 이러한 티베트불

교사찰에서 비파, 몽구스 같은 새로운 지물이 벽화에 표현

되는 예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21

이와 같은 사천왕과 지물의 관계는 원대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명대에 확산된다. 원대 조성된 북경 거용관 운

대의 북방 다문천왕이 오른손에 보당寶幢, 왼손에 몽구스

를 쥔 형식은 티베트 백거사白居寺에 전하는 사천왕상(15세

기 초)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백거사 안에는 여러 점의 다

그림 6.  지국천왕, 명 홍무연간, 靑海 吳屯下寺 그림 7.  다문천왕, 명 홍무연간, 靑海 吳屯下寺

19   宿白, 1996, 『藏傳佛敎寺院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참조.

20   敦煌研究院主编, 2002, 앞의 책, p.218 참조.

21   中國壁畫全集編輯委員會, 1991, 『中國壁畵全集31-藏傳寺院』 1,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도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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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천왕이 전한다. 특히 밀교에서 유행한 북방 다문천왕이 

한 사찰 내에서도 여러 형식의 다문천왕들이 조성되는 것

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하다. 백거사 북방 다문천왕의 도

상을 살펴보면, ① 황색의 피부에 오화보관을 머리에 쓰고 

갑옷과 날개형 군의, 오른손에 산傘을 잡고 왼손에 염주와 

몽구스를 든 경우(그림 8-①), ② 보관을 쓰고 청색의 화염

문 두광을 표현되고 홍색갑옷을 입고 왼손에는 몽구스, 오

른손에는 산을 든 경우(그림 8-②), ③ 황색을 띠며 왼손

에 몽구스를 들고 오른손에 산을 든 경우가 있다. 남방 증

장천왕은 ① 왼손에 보주를 쥐고 오른손에 검을 든 형식(그

림 8-③)과 ② 두 손에 보검을 든 형식으로 나타난다. 서방 

광목천왕은 용관龍冠을 쓰고 적색 갑옷에 어깨에는 짐승의 

머리장식이 달려 있으며, 두 손에 청룡을 잡고 있다(그림 

8-④). 동방 지국천왕은 ① 왼손에 비파를 들고 오른손에도 

끈 같은 지물을 들고 있는 형식(그림 8-⑤)과 ② 두 손으로 

비파를 든 형식으로 표현되었다.22

이처럼 백거사 사천왕은 지국천왕이 비파를 든 형식

과 다문천왕이 몽구스를 들고 있는 공통성 외에도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23 그러나 북방 다문천왕이 탑을 드는 형

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몽구스가 탑을 대체하고 있다. 이

러한 몽구스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티베트 지역의 몽

구스신앙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

표 2.  중국 사찰 사천왕 지물 배치순서 (왼쪽向右 - 본존 - 오른쪽向左)

번호 명칭 소장 시기
왼편 - 본존 - 오른편

지물

1 원대관각본대장경 『대방광불화엄경』 변상 운남성도서관 원 1330~1336 용, 여의주 당, 탑 비파 칼

2 삼계제신도 비로사 후전 명 1535~1575 남방 : 용, 여의주 서방 : 당, 탑 북방 : 비파 동방 : 칼

3 제석범천예불호법도 법해사 1443 용, 여의주 당, 탑 비파 검

4 나무항마석가여래회 대리 흥교사 1417 검 비파 뱀, 여의주 당, 탑

5 보문품관음도 여강 백사벽화 1583 뱀, 보주 당, 탑 비파 검

6 대보적궁설법도 여강 백사 1583 흑사, 보주 당, 탑 화살, 백사 검

7 공작명왕도 여강 백사 1583 당 검 비파 뱀

8 석가설법도 사천 각연사 명 용, 여의주 당, 탑 비파 검

22   도록에 있는 존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록했다; 中國壁畵全集編輯委員會編, 1993, 앞의 책, 도 103~108 참조. 실제로 대조사에 현재 전하는 벽화의 사천왕 

존명은 같은 존명에서도 여러 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3   몽구스는 보쥐寶鼠로 내몽고 사막지역에 사는 동물로 티베트에서 부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는 동물로 추정된다(이승희, 2008, 앞의 논문, p.133).

그림 8-①.  
다문천왕(1), 명 15세기 초, 
티베트 江孜 白居寺

그림 8-②.  
다문천왕(2), 명 15세기 초, 
티베트 江孜 白居寺

그림 8-③.  
증장천왕, 명 15세기 초, 
티베트 江孜 白居寺

그림 8-④.  
광목천왕, 명 15세기 초, 
티베트 江孜 白居寺

그림 8-⑤.  
지국천왕, 명 15세기 초, 
티베트 江孜 白居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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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호탄지역에서부터 유행하던 현상을 

기록한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호탄의 구살단나왕

과 흉노의 전쟁에서 왕이 제단을 진설하고 쥐에게 기도한 

후, 쥐가 흉노의 말 안장과 옷솔기, 활 시위 따위를 모두 갉

아서 끊어놓아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24 기록과 더불

어, 호탄지역에서는 비사문천신앙이 발전한 곳으로 호국護

國적 성격이 강하며 비사문천이 하위신격으로 몽구스를 부

릴 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그 결과 호

탄지역(중앙아시아)과 맞닿은 티베트 사찰에서부터 탑을 

든 사천왕이 사라지고, 몽구스를 든 사천왕이 북방 다문천

왕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25

이와 더불어 북방 다문천왕이 인도의 쿠베라에서 유

래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힌두신의 일종인 쿠

베라는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북방을 다

스리는 신으로 재물의 신이자 여행자의 수호자이다.26 인도

에서 불교에 권속으로 포함되면서 사천왕의 우두머리가 되

었다. 보통 쿠베라의 지물은 보석의 신답게 보석을 장식하

지만, 보석이 아닌 몽구스를 왼손에 잡고 있는 조각이 인도

에서 6~7세기에 조성되고 있으며 보석을 표현하는 것은 이

후에 나타난다.27 쿠베라의 지물이 몽구스인 것은 인도에

서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인도에서 출

토된 쿠베라상(북인도 10세기, 미국 텍사스 San Antonio 

Museum of Art (그림 9))의 왼손에 들고 있는 지물도 몽구

스(Nakula)이다. 몽구스는 인도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

이다. 따라서, 몽구스의 전통이 중앙아시아의 특징보다는 

후기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 발전하는 티베트에서 쿠베라가 

변화된 북방 다문천왕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티베트계 사찰에서부터 도상의 변화가 시작되

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명대와 조선시대 보이는 사천왕의 

지물변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명 초기 사천왕을 반드시 

경전에 의거한 정형화된 도상적 규칙에 맞추어 해석하기에

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사천왕과 지물의 변화 원인

은 한족에 의한 경전 중심의 전통적인 중국불교가 아닌, 인

도 후기 불교가 티베트에 수용되어 발전한 독특한 현상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불교는 원에 의한 중국 통일

에 힘입어 중국 내륙으로 전파되면서, 티베트불교의 확산과 

함께 도상의 혼합현상을 가져왔다.

탑이 아닌 몽구스를 북방 다문천왕이 지니는 현상과 

더불어 비파를 든 사천왕이 나타나는 현상도 새롭다. 영락 

14년(1416년)에 건립된 티베트 철방사哲蚌寺 대전 〈사천왕도

(1416년)〉에서 손에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이 표현되었

다.28 비파를 든 사천왕의 확산은 운남성에서도 나타나는 

그림 9.    쿠베라, 북인도North India, 10세기, 미국 텍사스 San Antonio 
Museum of Art

24   『大唐西域記』 12, 「瞿薩旦那國」(大正藏 51, 944a·b).

25   염중섭, 2013, 앞의 논문, pp.235~236.

26   Alain Daniélou, The Myths and Gods of India: The Classic Work on Hindu Polytheism from the Princeton Bollingen Series(Inner 

Traditions, 1991), pp.135~137.

27   Edited by Sita Pieris and Ellen M. Raven, ABIA: South and Southeast Asian Art and Archaeology;Volume Three-South Asia(2010), p.208.

28   中國壁壁畫全集編輯委員會, 1991, 『中國壁畵全集31-藏傳寺院1』,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도 136~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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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계 사찰의 특징이다. 명 영락 13년(1415년)에 처음 건

립된 운남성 검천 사계 흥교사興敎寺는 약 32여 폭의 채색

벽화가 제작되었으나, 현재 11폭만 전한다. 대전 네 벽과 외

부 벽체에 전하는 벽화는 명 영락 15년(1417년)에 조성된 

것으로 〈나무항마석가여래회도南無降魔釋迦如來會圖〉, 〈태자

유원도太子游苑圖〉, 〈나차대불모도羅遮大佛母圖〉, 〈대일여래삼

존도大日如來三尊圖〉, 〈동방아촉여래도東方阿閦如來圖〉, 〈직성금

륜도織盛金輪圖〉 등이 있다. 흥교사 벽화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형식은 백족의 거주지에 밀교가 들어오면서 토착종교와 

섞여 형성하면서 나타난 밀교의 한 유파인 아다역교阿咤力敎

의 영향이다.29 〈나무항마석가여래회도〉(명 1415년)는 석가

여래의 항마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마군魔軍과 싸우는 사천

왕을 비롯하여 공양을 하는 아라한, 귀족 등 당시 이곳에 

살던 백족白族의 풍습이 잘 표현되었다. 사천왕은 중앙 본

존의 양 옆에 위치하면서 본존의 왼편에는 비파와 검을 든 

사천왕, 본존 오른편에는 가까이에 뱀을 든 사천왕, 밖으로

는 긴 삼지창과 보탑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이것을 화

면의 왼편부터 지물을 늘어 놓으면 ‘검-비파-뱀·보주-당’을 

든 배치순서로 탑을 든 사천왕 자리에 뱀을 든 사천왕이 

등장하고 있다(그림 10).

한편, 북경 법해사法海寺의 〈제석범천예불호법도〉(명 

1443년)에서 본존 왼편에 뱀·보주-당·탑을 든 사천왕, 본

존 오른편에 비파-검을 든 사천왕이 표현되어 이를 화면 

왼편부터 도열하면, ‘뱀·보주-당·탑-비파-검’의 순서이다.30 

북경 법해사의 중창은 명초 황실의 환관이자 티베트불교 

신자였던 태감太監 이동李童이 주도하였으며, 특히 벽화는 

황실의 후원 아래 궁정화가 15인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법

해사의 사천왕 배치와 일치하는 곳은 16세기 전후에 조성

된 석가장石家庄 비로사毘盧寺 비로전 벽화의 사천왕이다. 이

곳에는 방제旁題가 표기되어 오늘날 명·청대 사천왕의 존

명과 지물에 대한 기준 중 하나이다. 비로사 비로전 벽화는 

화면 왼편부터 ‘뱀·보주-당·탑-비파-칼’의 지물을 든 사천

왕이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보탑을 든 사천왕을 서방 광목

천왕으로 적혀있다. 또한, 비파를 든 사천왕은 북방 다문천

왕이다. 이 도상은 법해사의 사천왕과 일치하는 것으로 티

베트불교 사찰에서 보이는 사천왕의 지물과 위치가 법해

그림 10.  <나무항마석가여래회도>부분, 명 1415년, 雲南 興敎寺

29   王海涛, 2002, 『雲南歷代壁畵藝術』 昆明; 雲南美術出版社, pp.82~85(도 73, 75) 참조.

30   北京市法海寺文物保管所, 1995, 『法海寺壁畵』, 北京; 中國旅游出版社, 도 5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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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비로사 비로전의 벽화와 일치한다. 이것은 이들 사찰

에 티베트계 인물들이 관여한 사실에 기인한다. 하북성 석

가장 비로사 벽화는 비로사 주지 도주道住가 1496년부터 

1535년까지 40년간 다섯 차례의 대수리 당시에 그려진 벽

화로 추정하고 있다.31 따라서 법해사의 벽화 도상을 비로

사가 따라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전에 조성된 티베

트계 사찰의 사천왕 도상이 이미 중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티베트계 사천

왕 도상의 전파와 관련하여 하북성 고성사故城寺의 벽화가 

주목된다. 고성사 벽화는 명 정덕 2년(1507년)에 대전을 건

립하면서 조성된 것으로32 대웅보전 동벽에 그려진 제신도

의 사천왕(그림 11)에는 방제가 적혀있다. 해당 방제와 도상

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방 지국천왕은 비파, 남방 증장천

왕은 검, 서방 광목천왕은 뱀과 보주, 북방 다문천왕은 당

과 탑을 든 형식이다. 이러한 현황으로 티베트계 도상이 동

쪽으로 전파되면서 비파, 탑을 지물로 하는 천왕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사천왕 도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31   康殿峰, 2009, 『毘盧寺壁畵世界』, 石家庄; 河北美術出版社, pp.42~43 참조.

32   郝建文, 2010, 「蔚县 故城寺 明代壁畵」 『當代人』 第2010年 12期, p.17.

그림 12.  <보문품문수관음도〉부분, 명 16세기 말, 雲南 대리 여강

그림 13.  <백사 대보적궁 설법도〉사천왕 부분, 명 1468년, 雲南 대리 여강

그림 11.  <제신도>부분, 명 1507년, 하북 고성사 대웅보전 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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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은 명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운남성 대리 

여강麗江의 〈보문품문수관음도普門品文殊觀音圖〉(명 16세기

말)는 화면 왼편부터 ‘뱀·보주-당·탑-비파-검(그림 12)’ 순

서로 배치되었다.33 그리고 대리 여강의 〈백사 대보적궁白沙

大寶積宮 설법도〉(명 1468년)의 사천왕은 화면 왼편부터 ‘검

은 뱀(黑蛇)·보주-산傘·탑-흰 뱀(白蛇)·화살-검(그림 13)’ 

을 든 형식이다.34

결과적으로 명 초부터 명 말까지 티베트계 사찰과 북

경에서 사찰벽화로 조성된 사천왕이 표현되는 현상은 정

형화된 규칙성 보다는 다양한 지물을 든 형식으로 나타난

다.35 그러나, 몽구스를 든 사천왕은 명 초기 사찰에서 나타

나다가 점차 사라지고 다시 탑을 든 사천왕이 자리한다. 이

러한 현상은 티베트불교가 명대 영락제 때 성행하다가 嘉

靖·萬曆帝시기에 도교를 숭상하면서 불교가 쇠퇴하는 사

회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이 시기 일반 여래상 조각도 티베

트양식이 점차 사리지고 복고적인 양식으로 회귀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36

명대 새로운 도상의 확산현상은 경변상도의 보급과 

관련이 깊다. 명대 조성된 사찰벽화의 사천왕은 『제불세존

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1417년) 경변상도를 범본으로 사

용했다고 할 만큼 일치한다.37 역시 동일한 사천왕의 지물 

및 배치 형식이 영락 시기의 영락 남장본永樂 南藏本 〈대반

33   海濤主編, 2002, 『雲南歷代壁畵藝術』, 昆明; 雲南人民出版社·雲南美術出版社, 도 133, 138, 139 참조.

34   海濤主編, 2002, 앞의 책, 도 85, 95 참조.

35   海濤主編, 2002, 앞의 책, 도 68, 74, 75 참조. 

36   黄春和, 2010, 『漢傳佛像時代與風格』(北京; 文物出版), pp.230~232. 

37   北京市法海寺文物保管所, 1995, 『法海寺壁畵』, 北京; 中國旅游出版社, pp.2~3; 임영애, 2011,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p.82 재인용; 任國興 主編, 2002, 『河北石家庄毗盧寺壁畵』, 重慶; 重慶出版社 참조. 

그림 14.  『대반야바라밀다경』 경변상, 명 1413~1420년, 永樂南藏本

그림 15.  『법장인연경』 경변상, 명 1412~1419년, 永樂南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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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라밀다경〉(1413~1420년) 변상(그림 14)이나 〈법장인연

경〉(1412~1419년) 변상(그림 15) 등의 변상도에서도 볼 수 

있다.38 이들 판본은 명 영락연간에 조성된 것으로 명 초부

터 새로운 도상이 판화로 제작되어 쉽게 보급될 수 있었던 

환경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경변상도에는 사천왕의 존명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왕의 존명과 지물의 규칙성을 규정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방위를 무시하고 도상을 일렬로 

배치한다고 보았을 때 중국 티베트계 사찰에서 나타난 사

천왕의 배치와 지물을 정리한 <표 2>와 조선 전기에 나타

나는 새로운 사천왕 도상의 배치와 지물의 도상은 많은 부

분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적어도 중국 사찰의 사천왕이 지

닌 지물 현황과 조선시대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의 현황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중국에서 명 초에 조성된 티베트계 백거사 사찰 등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사천왕의 위치와 지물의 변화

는 구체적으로 방제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16

세기에 방제가 적힌 비로사나 고성사의 경우에도 도상이 

다른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표 2>에서 

보듯이 중국내에서 명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이 변화하는 

현상이 경전에 의거한 도상, 혹은 방위에 의거한 정형성이라

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중국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수·당이래의 중원지역에서 여러 종파로 전개된 불교

와 티베트지역에서 발전한 티베트불교가 점차 중국 내륙으

로 진출하면서 두 가지 계통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

해, 새로운 사천왕 도상의 유통과 정착은 명나라 전반에 걸

쳐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일한 석가불을 

중심으로 둔 도상에서도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혼용되

는 현상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도상의 유통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천왕의 지물과 위치는 이미 북

송 이후 변화를 가져왔고, 티베트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일정

시기 동안 혼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지물과 

배치

우리나라에서 사천왕은 통일신라시대 탑의 부조 및 

조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석굴암 불상

을 비롯하여 탑을 든 사천왕은 북방 다문천왕으로 인식되

어 왔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굴암의 북방 다문천왕

이 든 보탑 형태는 동국대박물관소장 등에서 보는 아육왕

탑과 동일한 형식이다. 

한편, 발해시기의 조성된 흑룡강성박물관소장의 토대

자촌土臺子村 출토 〈은제선조사천왕문방형함銀製線彫四天王門

方形函〉의 사천왕은 악귀를 타고 앉아 각각 활, 곤봉, 검, 검 

등의 지물을 들고 있지만 탑을 든 천왕은 보이지 않는다. 

활과 검은 인도 보사유寶思惟가 693년에 한역한 『불공견색

다라니자재왕주경不空絹索陀羅尼自在王呪經』에서 증장천이 활

을 들고 지국천은 검을 들었다고 언급되었다.39 따라서 사천

왕이 다양하게 묘사되는 상황에서 정형화된 도상을 규정하

기 어렵고, 발해지역에서 전혀 다른 지물을 든 사천왕이 등

장하는 만큼 다양한 경전 및 전파에 의거한 사천왕이 조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불화에서 보탑을 든 북방 다문천왕의 경우 본존 

오른편에 위치한다. 현재 사천왕이 등장하는 리움박물관소

장의 〈지장보살도〉(고려 14세기)(그림 16)는 본존 오른편에 

다문천왕이 보탑을 든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지물이 없

다. 또한 일본 세이카도분고미술관소장의 <지장보살도〉(고

려 14세기), 독일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소장의 〈지장시왕

도〉(고려 후기) 등에서도 본존 오른편 뒤에 보탑을 든 북방 

다문천왕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고려시대 불화까지 

38   中國版畵全集編纂委員會, 2008, 앞의 책, p.19(도 181, 182) 참조.

39   이송란, 2010, 「발해 상경성 출토 사리구의 구성과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27, 동북아역사재단, p.145 참조.



17  Kim Kyungmi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과 배치형식 고찰

북방 다문천왕이 본존 오른편 뒤에 있으면서 보탑을 든 형

식이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석가설법

도에서 본존 오른편에 자리했던 북방 다문천왕의 위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존 오른편의 사천왕이 든 지물이 보

탑에서 비파琵琶로 교체되었고, 본존 왼편에 당탑幢塔을 든 

사천왕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원각사지십층석탑 1층 

탑신 서쪽의 석가설법도(1467년)(그림 17)에서 처음 확인된

다. 원각사지십층석탑 1층 탑신 서쪽의 석가설법도에서 비

파를 든 사천왕은 본존 오른편의 전방에 위치하고 외곽 후

방에 칼을 든 사천왕이 있다. 본존의 왼편에는 탑을 든 사

천왕이 후방에 배치되고, 전방 외곽에 긴 검을 든 사천왕이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본존의 왼

편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북쪽을 관장하는 주존불로서 남

향법을 따르는 석가불이 중심되는 방위체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법화경변상도에 적용된 남향법은 북방의 석가불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했을 때 적용된 사천왕의 배치라 

할 수 있으며, 북향법과 서향법이 함께 사용된 예도 적용되

고 있다.40 그런데, 사천왕이 석가설법도의 권속으로 성행되

는 것은 조선시대 『법화경』 서품의 내용을 도해하면서부터 

유행한다. 『법화경』을 도해한 석가설법도에서 나타나는 사

천왕 도상의 새로운 형식은 남향법을 중시한 석가불의 성

격만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면이 없지 않다. 인도 불교

에서는 붓다의 출가나 성도가 모두 동쪽에서 이루어진 동

방숭배적인 경향이 강하다.41 또한, 조선 전기에 조성된 지

장시왕도, 약사불도, 아미타불도 등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은 합장한 형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티베트불교

를 근간으로 한 원말명초의 사천왕배치는 석가 성도를 담

은 항마상의 석가불이 동향법을 중시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경전에 의거한 전통적인 중국 경전불교에 근거

한 남향법 도상 해석과는 다르게 배치되는 것이다. 즉, 티베

트불교와 중국 전통불교의 다른 부분이 공존하는 과정에

서 발전하고 있는 명초 및 조선 초의 불교미술에 일괄적인 

도상 해석은 어렵다.

조선시대에도 지물 없이 합장한 사천왕은 <표 3>에서 

보듯이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불회도〉(1562년), 독일 쾰른

박물관소장 〈석가모니후불도〉(1565년) 등 많은 예에서 확

인된다. 이러한 형식은 앞서 『장아함경』의 「기세경」에서 언

급한 북방 비사문천왕이 온갖 보배로 장식했다는 부분에

40   박은경·한정호, 2010, 앞의 논문, pp.286~290.

41   염중섭, 2013, 「비사문천의 탑지물과 몽구스지물의 성립배경과 의미분석」 『온지논총』 33권, 온지학회, pp.222~223.

그림 17.  석가설법도, 조선 1467년, 원각사지십층석탑 1층 서측그림 16.    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리움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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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추되는 영락과 보주 장식과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

다. 한편, 조선시대에 비파를 든 사천왕이 유행하였다. 고려

시대에 비파를 든 사천왕은 선각으로 그려진 개성부근 출

토 〈금·은불감사천왕상〉(고려)이 출토되었으나42 보편화되

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 불화 및 사경 변상도에서 

볼 수 있는 사천왕의 지물은 보탑, 검, 여의주, 용, 비파 등이 

표현된다. 비파를 든 사천왕의 경우 일본 조원사曹源寺소장 

〈석가설법도〉(1562년) 사천왕(그림 18)은 본존 오른편 아

래 안쪽, 일본 사천왕사四天王寺소장 〈석가설법도〉(1587년) 

사천왕상(그림 19)에서는 본존 오른편 아래 바깥쪽에 배치

되었다. 또한 일본 흥정사興正寺소장 〈석가설법도〉(16세기) 

사천왕상(그림 20), 일본 (구)보광사寶光寺소장 〈석가설법도〉

(1569년)(그림 21)에서 비파를 든 사천왕상은 본존 왼편 

아래 안쪽에 위치한다. 그 결과, 이들 불화에서 비파와 당·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는 유동적이지만, 용과 보주를 든 사

천왕은 화면의 왼편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예가 많다(표 3 

참조). 대체로 화면 왼편부터 나열해 보면, 왼편 끝에서 용

과 보주를 든 사천왕과 화면 오른편 끝에 검을 든 사천왕

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티베트계 특징인 몽구스를 

든 사천왕은 조선시대 불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황을 정리하면, 화면 왼편부터 ‘용·보주-탑·당-비파-검’

을 든 순서와 ‘용·보주-비파-탑·당-검’이 섞여서 배치되고 

있다.

이때, 사천왕이 일렬로 배치된 경우와 앞뒤로 약간씩 

겹쳐있는 공간을 지닌 두 가지 배치가 나타난다. 그러나, 동

일한 석가설법도에서 화면의 좌우배치를 중심으로 파악하

는 동일 조건으로 분석할 때 배치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전후방의 차이도 일본 조원사 석가설법도에

서 보듯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

로 화면상에 보이는 좌우를 기준으로 파악한다면, 조선 전

기 석가설법도에서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의 관계는 유동적

인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19.  <석가설법도〉 사천왕 부분, 조선 1587년, 일본 四天王寺 소장

그림20.  <석가설법도〉사천왕 부분, 조선 16세기, 일본 興正寺 소장

그림21.  <석가설법도〉 사천왕 부분. 조선 1569년, 일본 (舊)寶光寺소장

그림 18.  <석가설법도〉 사천왕 부분, 조선 1562년, 일본 曹源寺 소장
(그림 18~21 일본소재 불화 도판은 박은경, 2008, 『조선 전기 불화
연구』, 시공사 참조)

42   문현순, 1988, 「고려시대말기의 금동불감연구」 『고고미술』 179, 한국미술사학회; 이승희, 2008, 앞의 책, p.134 참조(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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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전기 불화에서 사

천왕의 명칭과 지물에 대한 혼용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혼용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 불화에서 나타나는 도상의 혼

용 현상은 새로운 도상 유입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판본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파를 든 사천왕과 탑을 든 사

천왕의 위치가 달라지는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명대 『명

칭가곡(=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1417년)의 경

변상도가 조선 초기에 보급되는 사실을 들 수 있다.43 『명

칭가곡』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와 유통되는 과정은 『세

종실록』 세종 1년 12월 경진조 기록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당시 외교정세는 조선의 억불책으로 인해 중국

으로 도망가는 승려가 있어 불교를 신봉하던 명과의 외교

마찰을 염려하여 대처 방법을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 중에, 

“서북면과 황해도 등 사신이 내왕하는 곳에 승려와 늙은이

들을 모아서 황제가 하사한 『명칭가곡如來名稱歌曲』과 『위선

爲善』·『음즐陰騭』을 항상 읽고 외우게 한다.”고 하였다. 당시 

명칭가곡과 함께 유입된 『신승전神僧傳(=제불석존여래보살

존자신승명경)』(1417년)(그림 22)은 명 영락제시기에 조성

된 판본으로 같은 배치구도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

운 사천왕 도상을 지닌 “신승전과 여래명칭가곡을 여러 사

찰과 기관에 반포하고 각사各司와 여러 벼슬아치의 집에까

지 두루 미치었다.”는 언급에서 당시 명과의 대외관계를 고

려한 외교정책으로 억불정책이 심했던 조선에서 빠르게 유

포되는 것이 파악된다.44

표 3.  조선 전기 불화의 사천왕 지물 배치순서 (왼편向右 - 본존 - 오른편向左)

번호 명칭 소장 시기
왼편 - 본존 - 오른편

지물

1 석가설법도 원각사지십층석탑 1467 검 당/탑 본존 비파 검

2 석가설법도 일본 조원사 1562 용/보주 ?/창 본존 비파 검

3 사불회도 국립중앙박물관 1562 합장 합장 본존 합장 합장

4 석가설법도 동아대학교박물관 1565 용/보주 탑 본존 합장 보주/검

5 석가설법도 독일 쾰른박물관 1565 합장 합장 본존 합장 합장

6 석가설법도 일본 (구)보광사 1569 용/보주 비파 본존 창 검

7 석가설법도 사천왕사 1587 창/탑 보주/용 본존 검 비파

8 석가설법도 홍인사 16세기 용/보주 합장 본존 합장 합장

9 석가설법도 흥정사 16세기 뱀/보주 비파 본존 탑 검

10 지장육광보살도 보수원 16세기 용/보주 합장 본존 합장 합장

11 지장육광보살도 근율미술관 16세기 용/보주 합장 본존 합장 합장

12 석가설법도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16세기 합장 합장 본존 합장 합장

13 석가설법도 독일 쾰른박물관 1565 합장 합장 본존 합장 합장

43   임영애는 조선시대 사천왕 지물과 방위에 대한 변화 이유를 이들 경변의 유통으로 인한 도상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44   『태종실록』 34권, 17년(1417/명 永樂 15년) 12월 20일; 十一月初一日, 帝坐正殿, 賜『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一百本, 『神僧傳』 三百本, 冊曆一百本, 臣等

欽受, 初二日發行回來.…頒 『神僧傳』, 『如來名稱歌曲』 于各宗寺社, 徧及各司及諸卿大夫家. 『神僧傳』者, 集自漢以來, 凡怪誕之僧妖言詭行; 『歌曲』 者, 集諸

佛菩薩之名, 比於音律, 帝使男女日誦, 仍賜諸國.; 신승전은 태종 34권(1417) 7월 14일 기록에서 중국의 사신이 「신승전」을 임금에게 바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즈음 수차례 조선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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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상도에서 당·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본존의 오

른 편에 위치하는 것은 삼성미술관소장 『묘법연화경』 변상

도화(고려 1286년), 일본 나베시미호코카이소장 『묘법연화

경』 변상도(고려 1332년)(그림 3)에서 나타난다.45 따라서, 

북송시기에 시작된 변화를 이미 고려시대에 빠르게 받아

들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구체화 되면서, 조선 전기 사천

왕의 위치와 지물은 『명칭가곡』 변상판본(명 1417년), 일본 

복정현 영평사永平寺소장의 『어제금자대반야경사경御製金字

大般若經寫經』(명 1430년), 『묘법연화경』 변상판본(1448년), 

광평대군 부인신씨 발원의 『묘법연화경』 변상판본(1459년) 

등의 경변상도에서 같은 형식이다.

즉, 본존 왼편에 당·탑, 오른편에 비파를 든 동일한 배

치형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묘법연화경』 경변상도(명 1432년)(그림 23) 판본에서는 종

래의 명칭가곡의 판본과 달리 사천왕의 위치와 지물관계

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여기에서는 사천왕의 지물이 왼편부

터 당·몽구스-비파-검-용·보주를 든 형식으로 각각 배치

되었으며, 탑을 든 사천왕은 등장하지 않고, 비파를 든 사

천왕은 본존 왼편에 위치한다. 이는 일본 흥정사소장 〈석가

설법도〉(16세기)(그림 20)와 일본 (구)보광사소장 〈석가설

법도〉(1569년)(그림 21) 등의 불화에서 비파를 든 사천왕의 

배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몽구스를 든 북방 다문천왕을 실

제로 묘사한 불화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판본으로 전하

는 예를 통해서 조선 전기에 두 가지 판본의 유통을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에서 나타나는 사천왕 

도상의 혼용현상은 『명칭가곡』(1417년)과 『제불보살존자

신승명경』(1417년)(그림 22)의 전래로 새로운 도상이 작품

에 반영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묘법연화경』 경변상도

(1432년)(그림 23)와 같이 탑을 제외하고 몽구스가 표현된 

티베트계 도상도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

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천왕 판본이 유통되면서 티베트

계 도상 유입에 따른 도상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 사천왕 도상의 지물과 위

치는 중국처럼 어느 정도 유동적이었으며, 한 가지로 규정

되기보다 과도기적 시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 전기 불

교미술을 보다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 전기 불화에서 나타나는 사천왕의 배치

와 지물 변화는 이미 북송연간 〈묘법연화경 경변상도〉(그

림 2)부터 시작되었으며, 원대 원관장 『대방광불화엄경』 권

수판화(1330~1336년)(그림 4)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석가

불이 중심이 되는 법화경의 남방법 배치에 따른 도상의 위

치 변화가 북송연간부터 시작되었으나, 하나의 형식으로 통

일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현상이 명대까지 지속되는 것

그림 22.      『제불보살존자신승명경』 경변상 사천왕부분, 명 영락 1417년  
(중국고대불교판화집2, pp.21~23)

그림 23.  『묘법연화경경변상도』, 명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45   이승희, 2008, 앞의 논문, pp.124~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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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은 티베트불교가 중국 내륙에 

전파되면서 도상의 혼용에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

제로, 북방 다문천왕이 몽구스를 드는 현상은 몽구스를 든 

인도 힌두신인 쿠베라를 기원으로 하며, 후기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티베트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티베트계 사

천왕 도상의 연원은 원대 이후 티베트계 불교가 중국 내륙

에 진출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 〈원각사지

십층석탑 석가설법도〉(1467년)(그림 16)에서 보듯이 새로운 

도상은 바로 수용되었지만 이후에도 도상이 혼용되는 과도

기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

사천왕의 들고 있는 지물은 곧 사천왕의 방위와 성격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전통적인 사천왕의 방위는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북방-동방-남방-서방 순서로 배치된

다. 이때 북방 다문천왕은 탑을 드는 형태로 석굴암 사천왕

상(751년)을 비롯한 통일신라시기부터 기준이 되는 위치였

다. 이러한 현상은 경전을 근거로 해석되어 왔고, 고려시대

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초에 건립된 〈원각사지십

층석탑 석가설법도〉(1467년)의 사천왕은 비파를 든 사천왕

과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변하면서 사천왕의 위치와 지

물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방위가 바뀐것보다

는 비파를 든 북방 다문천이 등장하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

했다고 하는 설과 석가불이 주존이 되면서 전통적인 동방

축에서 남방축으로 변한 것으로 사천왕의 방위와 지물은 

유지된다는 견해를 진전시켰다. 그런데, 동일한 석가설법도

에서도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은 <표 3>에서 보듯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 즉, 비파나 탑을 든 사천왕의 위치가 본존의 

양 옆에서 서로 바뀌거나, 혹은 지물이 없이 합장을 한 형

태로 함께 배치되는 등 여러 형식이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명에 다녀온 사신들이 황제에게 받아 온 『명칭가

곡』(1417년) 판본과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묘법연화경』(명 

1432년) 판본에서 각각 두 개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15세기에 도상의 혼용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판본의 유입은 새로운 도상과 전통도

상의 혼용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명대 중국내

의 사찰벽화로 그려진 사천왕에서도 파악되었다. 특히, 티

베트계 사찰에서는 다양한 지물을 하나의 사천왕이 들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다. 결국, 탑을 든 사천왕의 배치 변화

가 송대 경변상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조선 전기 석가

설법도에서 나타나는 현황은 티베트계 사찰의 현황과 많

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이는 억불정책에 따른 폐쇄

성으로 불교의 쇠퇴기로 귀착되는 조선의 상황에서 고무적

인 현상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조선 전기는 적어도 새로

운 도상의 유입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사천왕 판본이 전

통적인 배치와 새로운 배치의 유통과정에서 절충을 모색하

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 사천왕의 지물

과 위치를 한 가지 판본에 의한 도상의 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

지 혼용 현상은 모든 문화의 전파와 융합과정에서 자연스

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상이 탄생하는 과정

에서 변화 요소를 자생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한 수용과 변화의 과

정 속에서 도모된다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현상이라 하

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전기 사천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지물과 위치의 변화 역시 티베트계 불교의 중국 내

륙 전파에 따른 도상의 수용과 변화과정의 일환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선 전반기 미

술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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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icture Image and Change of the Four 
Devas of Sakyamuni Buddha painting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m Kyungmi
Korea university of part-time instructor

In the Buddhist paintings of the four devas, there is a change in the paper material of V aisravana(多聞天) in 

the early Joseon Dynasty. Until Goryeo Dynasty, Damuncheonwang, who holds a tower(塔) on the right side of 

Buddha was changed to the form which holds a mandolin(琵琶)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change was 

first checked in Byeonsangdo in the Yuan period 『The Avatamska Sutra(大方廣佛華嚴經, 1330~1336)』, however the  

actual paper material change in the Buddhist painting is found first as a mural at the Tibetan temples, 

Cheolbangsa(哲蚌寺), Odunsa(吳屯寺), Baekgeosa(白居寺), which showed the change of tower which Vaisravana 

held into mongoose. In Joseon Dynasty, also, new distribution of the four devas appeared first, which showed 

the change of paper material in the first floor roof-stones of Wongaksaji sipcheung seoktap, 〈Seokgaseolbeopdo〉. 

However, the position of the four devas which held a tower and a mandolin consistently appear in the 

Buddhist painting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y mixing on the left and the right. This means the possibility 

that the paper material and the position of the four devas might be flexibl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Just 

like reflecting this, painting image of the four devas in illustration of 『saddharma-pundari-ka-sūtra(Ming 1432,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llustration of 『Jebulsejonyeorae-bosaljonjamyeongching-gagok(제불세존여래

보살존자명칭가곡, 1417)』 has opposite position from each other. Therefore, the phenomenon in the Buddhist 

paintings of the early Joseon had a transitional characteristic which did not secure the fixed form of painting 

image by illustration of two copies where paper materials of the four devas were different, which characteristic 

can be said to be the characteristic of art in the transitional period.

Keyword  The early Joseon Dynasty, Sakyamuni Buddha paintings, Four Devas, Mudrā, Vaisra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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