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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회암사는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크게 중창되어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당대의 

고승이었던 지공선사, 선각왕사 혜근, 무학대사 등과 인연을 맺으면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중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회암사는 

조선전기 불교계의 중심으로서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사찰이 되었다. 이러한 회암사는 조선후기에 소실된 이후 1997년부터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회암사지에서는 막새기와, 평기와, 특수기와 등 다양한 유형의 기와들이 출토되었는데, 이중에서 막새기와는 

시대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리고 다양한 범자 진언명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막새와 암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수한 제작기법으로 범자 진언이 새겨진 막새가 

상당량 출토되었다. 범자 진언은 1자에서 9자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이 새겨졌는데, 그중에서 정법계진언과 육자진언이 새겨진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 진언은 도량을 청정케 함과 동시에 조선시대 들어와 육자진언 신앙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회암사지에서는 편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범자 기와가 출토되어 다른 사찰 범자 기와의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회암사의 범자 기와를 제작한 와공들이 범자 진언에 대한 신앙과 이해가 높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회암사  

이후 대부분의 사찰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회암사가 우리나라 범자 진언명 기와의 제작과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기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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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양주 회암사와 관련한 초창 기록은 없지만 그동안 발

굴된 유적과 유물들로 보아 고려중기 이전에는 창건되었

으며,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대대적인 중창을 통하

여 대찰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려말

기 인도 출신 원나라 승려 지공(指空, ?~1363)과 그의 제

자였던 선각왕사 혜근(禪覺王師 惠勤, 1320~1376), 조선시

대에는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와 무학대사(無學大

師, 1327~1405), 효령대군, 정희왕후, 문정왕후 등 왕실과 지

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번 중창되었다.1 이

러한 회암사는 조선전기 불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조선후기에 들어와 폐사된 후 다시는 중창되지 못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2

회암사지는 1997년부터 수년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

면서 기록으로 전하는 회암사의 규모와 위상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는 상당한 유구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회암사지에

서 출토된 유물들은 기와, 자기, 도기, 소조품, 금속품, 석제

품 등 다양하며, 질과 양에 있어서도 당대 최고급품들로 평

가되었다. 이는 회암사가 고려말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유력

한 사찰로서 중앙정부나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

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출토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된 기와는 회암사의 부침과 함께 사

용되어 연혁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암사지에서는 다른 사찰들보다 다종다양한 범자 

진언이 새겨진 기와가 상당량 출토되었다.3 특히 막새류를 

중심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는데, 제작기법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기와도 다수 출토되어 학술

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일

시적으로 제작・활용되었거나, 한두 종류의 범자 진언명 기

와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된 기와들이 확

인되어, 우리나라 범자 진언명 기와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회암사지에서 출토

된 범자 진언명 기와에 대하여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전반

적인 출토현황과 특징, 범자 진언의 상징성과 그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범자 진언명 기와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들이 제작・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관련 유물들로 보아 고려중・후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

작하여 조선시대 들어와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그리고 범자 진언명 기와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전국 사찰

의 주요건물에 활용되었는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지

속되고 있다. 그런데 기와가 삼국시대부터 궁궐이나 사찰 

등 중요 목조건축물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는데,5 이보다 수

백 년이 흐른 시기에 이전에는 없었던 범자 진언이 새겨진 

기와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문화가 유입되

었거나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범자 진언이 새겨진 

1 최성봉, 1972, 「檜巖寺의 沿革과 그 寺址 調査」 『佛敎學報』 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159~201; 김홍식, 1991, 「楊州 檜巖寺址의 殿閣配置에 관

한 硏究」 『文化財』 제24호, 문화재관리국, pp.101~123; 김철웅, 1997, 「고려말 檜巖寺의 중건과 그 배경」 『史學志』 30집, 단국대 사학회, pp.167~191; 김

윤곤, 2001, 「懶翁 慧勤의 檜巖寺 重創과 反佛論의 制壓企圖」 『大邱史學』 62집, 대구사학회, pp.61~106.

2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김윤곤, 2001, 앞의 논문, pp.81~103.

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檜巖寺 Ⅰ』, 경기도박물관, pp.237~23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檜巖寺 Ⅱ-7·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경기문

화재연구원, 2009, 『檜巖寺 Ⅲ-5·6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 『檜巖寺 Ⅳ-1-4단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문화재단.

4 高正龍, 2007, 「韓國雲興寺出土梵字瓦の檢討」 『明日へつなぐ道 –高橋美久二先生追悼文集』, 京都考古刊行會發行, pp.160~163; 高正龍, 2012, 「韓國江

華島禪源寺跡の梵字瓦」 『東アジア瓦硏究』 第2號, 東アジア瓦硏究會, pp.66~82; 高正龍, 2013, 「故小川敬吉氏蒐集資料の梵字瓦」 『東アジア瓦硏究』 第3

號, 東アジア瓦硏究會, pp.101~115; 이상규, 2013, 「고려-조선시대 범자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특성 고찰」 『선사와 고대』 38, 한국고대학회, pp.365~400; 

엄기표, 2014, 「高麗-朝鮮時代 梵字銘 기와의 제작과 미술사적 의의」 『역사와 담론』 제71집, 호서사학회, pp.153~220.

5 김성구 외, 2009, 『한일의 기와』, 테즈카야마대학출판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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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는 주로 막새기와이며, 평기와는 극소수가 확인되고 있

다.6 그 이유는 막새기와가 범자 진언을 새기기 용이한 막새

면이 있고,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외관이나 위계, 범자 진언의 상징적인 측면 등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자 진언명 기와

는 목조건축물의 외관, 용도와 결구되는 위치, 진언의 상징

적인 의미 등이 고려되어 제작・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주 회암사지는 1997년을 시작으로 수차례 사역 전

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에

서 회암사가 고려말기부터 조선전기까지 왕실과 관련된 대

찰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상당한 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확인되었다. 회암사지에서는 왕실과 관

련된 최고급 수준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에서도 회암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기와가 가장 많이 수습

되었다. 그리고 회암사지에서는 고려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제작된 막새기와들이 출토되어, 이 시기에 회암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법등

이 유지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회암사지에서는 연

화문이 장식된 막새기와도 상당량 출토되었지만, 다른 어떤 

사지(寺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의 범자 진언명 기와들

이 출토되었다. 또한 범자 진언과 함께 연화문을 비롯한 다

양한 문양들과 함께 장식된 범자 진언명 기와도 상당량 수

습되었다. 회암사지 범자 진언명 기와는 크게 수막새와 암

막새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7 이중에서 수막새는 막새면의 

문양과 범자 진언을 새긴 방식, 범자체 등을 고려할 때 20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1).8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수막새의 현황과 특징들

을 살펴보면, 먼저 수막새의 막새면에 새겨진 범자체는 랸

차체(Laῇ-tsha, 수1~6)와 실담체(悉曇体, Siddham, 수7, 수

10~14, 수16 등)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 제작・활용된 범자 진언명 기와는 일반적으로 

랸차체가 사용되다가, 조선건국 직후부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실담체를 중심으로 범자 진언을 새기는 양

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범자 진언

명 기와가 사용된 다른 사찰들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9 그런데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수막새의 막

새면에 새겨진 실담체는 상당히 정교하고 멋들어진 서체임

을 알 수 있다(수10~14). 막새면 한가운데에 ‘oṃ’자를 주

로 새겼는데,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상부의 공점(空点)

과 앙월점(仰月点)의 처리, 필법이나 자획 등을 상당히 정연

하고 정교하게 썼다. 이는 범자와 진언에 대하여 상당히 조

예가 깊은 서자(書者)가 썼음을 시사한다. 막새면에 새겨진 

랸차체의 경우도 문자 이상의 장식적인 모습이 되도록 자형

(字形)에 기교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수2~6). 우리나라

에서 랸차체는 원나라 밀교의 영향으로 고려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주로 활용되었으며, 실담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범자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에도 활용되었지만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했다. 특히 조선후

기의 범자 진언은 실담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

실을 고려할 때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기와들은 랸차

체와 실담체가 동시에 활용되다가 점차 실담체 위주로 변

화되는 과도기적 양상의 범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수막새들은 

범자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oṃ’자를 막새면 한가운

데 배치하고, 그 주변에 연주문이나 연화문 등을 장식하여 

6 현재 평기와에 梵字가 새겨진 사례는 영동 영국사, 안동 광흥사, 합천 해인사, 공주 수원사지, 화성 사나사지, 횡성 석천사지, 영암 천황사지, 예산 가야사지 등

에서 확인되었다.

7 양주 회암사지 관련 보고서에서 범자 진언이 새겨진 평기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이 표의 일부 사진은 아래의 보고서와 도록에서 인용하였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앞의 책;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앞의 책; 경기도 박물관, 2003, 『묻혀 있던 조선 최대의 사찰 檜巖寺』;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책; 회암사지 박물관, 2012, 『회암사지 박물관 도록』;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 앞의 책.

9 엄기표, 2014, 앞의 논문,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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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의 상징성을 높였다(수2~7, 수10~14, 수16~20). 이 중

에서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수7)는 막새면 한가운데 원

형문을 마련하여 그 안에 ‘oṃ’자를 새긴 다음, 그 주변에 8

옆의 연화문을 정연한 선각으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수막새가 회암사지에서 상당히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특

정한 시기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중요 건물의 처마부에 일괄

적으로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화문을 율동적으로 표

현한 다른 유형의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수10, 11)는 거

 

준제진언명 수막새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oṃ’자명 수막새(‘孝寧大君 ‘宣德甲寅五月’, 1434.05) ‘oṃ’자명 수막새(‘孝寧大君 正統丙辰五月日’, 1436.05)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불정심인명 수막새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oṃ’자명 수막새

‘oṃ’자명 수막새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수12 수13 수14 수15

수16 수17 수18 수19

수8 수9 수10 수11

수5 수6 수7

수1 수2 수3 수4

표 1.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수막새(수: 수막새)

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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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연화문의 표현기법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수막새는 

막새면의 한가운데 ‘oṃ’자를 새기고, 그 외곽에 원형문을 

크게 마련한 후 연화문을 장식했다. 그런데 연화문을 경사

지게 표현하여 율동적인 인상을 주도록 했는데, 이는 한가

운데 배치된 ‘oṃ’자에 대한 상징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수

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수막새가 회암사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유물포함층과 제작기법, 범자체와 기와

의 접합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조선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도1~2).

한편 회암사지에서는 여러 자로 구성된 범자 진언을 

새겨 넣은 수막새도 출토되었다(수1). 이 기와는 한가운데 

원형문을 마련하여 그 안의 한가운데 랸차체의 ‘oṃ’자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 1조의 돋을대를 마련하여 8자의 범자

를 원형으로 새겼다. 그리고 외곽 테두리에는 연주문을 장

식하였다. 이러한 범자 진언의 배치법은 자륜식(字輪式)이

라 할 수 있는데, 진언을 수레바퀴 모양으로 배치한 법륜

(法輪)과 유사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경

에서 많이 활용된 범자 진언의 배치법이었다.10 이와 같이 

막새면의 한가운데 1자의 범자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 다

자(多字)로 구성된 범자 진언을 원형으로 포치(布置)한 경

우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제작된 기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화순 운주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수막새, 위덕대

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출토지 미상의 육자진언과 정법계진

언명 수막새, 강화 선원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수막새 등이 

있다(도3~5). 이들 범자 진언명 수막새들은 육자진언(六字

眞言)과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위주로 진언이 새겨졌는데, 

회암사지 출토 수막새는 준제진언(準提眞言)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준제진언이 새겨진 막새는 수원 광교산의 진각국

사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었던 사지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런

표 2.   회암사지 출토 ‘oṃ’자명 수막새 접합 각도

회암사지 6단지 보광전지 내부 출토 회암사지 7-8단지 정청지 북쪽기단 출토

도1 도2

표 3. 다자(多字)로 구성된 자륜식(字輪式) 범자 진언명 수막새

화순 운주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수막새(국립광주박물관)

출토지 미상 육자진언 정법계진언명 

수막새(위덕대학교 박물관)

강화 선원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수막새(동국대학교 박물관)

수원 광교산사지 출토 준제진언명  

수막새(한신대학교 박물관)

도3 도4 도5 도6

10 엄기표, 2016, 「韓國 梵字 眞言銘 銅鏡의 特徵과 意義」 『역사문화연구』 제5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pp.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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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양주 회암사지와 수원 광교산사지에서 출토된 준제진언

명 수막새는 같은 와범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동일

한 진언 포치와 범자체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도6).

그리고 한가운데의 ‘oṃ’자 주변으로 ‘효령대군(孝寧

大君)’이라고 새겨진 ‘oṃ’자명 수막새는 보기 드물게 이전

에 사용된 와범이 재활용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11(수

5, 6). 이 수막새는 막새면 외곽에 넓고 좁은 2중의 테두리

를 돌린 다음 한가운데 ‘oṃ’자를 새기고, 그 좌우에 ‘효령

대군(孝寧大君)’이라고 양각하였다.12 그리고 막새면 하부

에 ‘선덕갑인오월(宣德甲寅五月)’(1434)이라고 새겼다. 그런

데 동일 와범을 재활용한 기와는 명문 부분만 ‘정통병진오

월(正統丙辰五月)’(1436)이라고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앞서 설명한) 수막새는 1434년 5월 활용된 와범을 재

사용하고 1436년 5월 당시에는 명문 부분만을 수정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판 연화문을 장식한 ‘oṃ’자명 연화

문 수막새(수17)는 한가운데 원형문을 마련하여 그 안에 반

전(反轉)된 ‘oṃ’자를 새기고, 그 주변에 연화문을 가득 장

식하였다(도7~8, 탁본1~2). 그런데 이와 동일한 기법을 보이

고 있는 범자 진언명 수막새가 서울 도봉서원지에서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두 기와는 범자와 연화문 등 전체적으로 동

일한 표현기법을 보이고 있어 동일 와범이 공유되었거나, 같

은 요지에서 생산되었거나, 같은 와공들에 의하여 제작・생

산되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 기와를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

라 이전의 와범이 재활용되거나 동일 와범이 여러 사찰에서 

공유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같은 요지에서 제작된 기와들

이 여러 지역의 사찰에 공급되어, 당시 기와제작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특정 사찰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불정심인(佛頂心印)이 새겨진 수막새가 여러 점 확인

되었다(수8, 9). 이러한 유형의 기와가 출토된다 하여도 한 

사찰에서 제한된 수량만 확인되는데, 회암사지에서는 다른 

사찰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수량이 수습되었다. 이 기와는 

막새면 외곽에 일정한 너비의 테두리를 두른 다음 그 안에 

1조의 양각선을 원형으로 마련하여 한 가운데 불정심인을 

새기고, 상하부에 활짝 펼쳐진 형상의 연화문을 새겨 장엄

성이 돋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불정심인이 새겨진 외곽 4곳

에는 사천왕상을 상징하는 종자진언(種子眞言)으로 ‘dhŗ’

(‘ ’ : 동 지국천왕(持國天王)), ‘pha’(‘ ’ : 서 광목천왕

(廣目天王)), ‘vi’(‘ ’ : 남 증장천왕(增長天王)), ‘vai’(‘ ’ : 

북 다문천왕(多聞天王))를 각 1자씩 배치하였다. 밀교에서 

불정심인은 범자 진언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oṃ’자

11 高正龍, 2016, 「기와에 새겨진 육자진언 문화」 『한국밀교문화총람 논문발표회』, 대한불교 진각종, p.22.

12 이 기와는 2000년 4월 6단지 보광전지 내부, 서승당지 내부, 일자형 건물지 북쪽 기단 외곽에서 11점 정도가 출토되었다. 이 기와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434

년에서 1435년 사이에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효녕대군의 회암사 중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13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4, 『道峯書院』, p.176, 327.

표 4. 양주 회암사지와 서울 도봉서원지 출토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양주 회암사지 출토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서울 도봉서원지 출토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13

도7 도8탁본1 탁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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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상화하여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4 이러한 불정심

인명 막새기와는 영암 도갑사, 서울 진관사, 춘천 청평사, 익

산 미륵사지, 대전 보문사지, 보령 성주사지, 논산 개태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도9~12). 고려와 조선시대에 불정심인은 

수막새뿐만 아니라 암막새에도 많이 표현되었다. 그런데 양

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조선초기 제작된 불정심인명 수막

새는 영암 도갑사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강한 친연성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령대군(1396~1486)은 조선초기 

양주 회암사뿐만 아니라 강진 무위사와 월남사, 영암 도갑

사 등 자복사로 지정된 사찰을 비롯하여 전국의 유력 사찰

들의 불사를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양주 회

암사와 영암 도갑사는 효령대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의하여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효령대군이 직접 사찰에 머

물면서 불사를 관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 

사찰은 조선시대 효령대군의 관여에 의하여 중창된 시기도 

비슷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양주 회암사지와 영암 도갑

사에서 출토된 불정심인명 수막새는 같은 와공 또는 동일 

장인 집단에 의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수막새 

중에는 독특한 제작기법과 함께 기교가 넘치는 디자인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수막새는 범자 중에

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oṃ’자를 새겼는데, 막새면 상부에 

공점과 앙월점은 투박하게 배치시켜 놓고, 그 아래쪽에 1조

의 수평대와 4조의 수직대를 세워, ‘oṃ’자를 상당히 기교

있게 디자인화하여 새겼다(수15). 당시 서자의 기발한 착상

과 창의적인 도안을 엿볼 수 있는 범자체라 할 수 있다. 이

는 회암사 불사에 참여했던 서자나 장인들이 그만큼 범자 

진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았고, 범자 진언에 대한 신앙

도 상당했음을 방증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경

전이나 도안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한 범자를 서자나 장인 

나름대로 기교를 가하여 문양처럼 표현한 사례는 이 기와

가 유일하다.

이와 같이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수

막새는 종자로 구성된 ‘oṃ’자명 수막새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제

작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회암사가 

조선시대 들어와 중창 또는 중수되는 과정에서 ‘oṃ’자명 

수막새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선후

기에는 ‘oṃ’자명 수막새가 전국의 모든 사찰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

고 있다. 이와 같이 ‘oṃ’자명 수막새가 본격적으로 사용되

기 시작한 시발점이 양주 회암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자로 구성된 준제진언명 수막새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준

제진언명 수막새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처마부에 장식되는 

기와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진언은 원형으로 포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회암사지 출토 준제진언명 수막새는 고려후기

에 회암사가 중창되는 과정에서 제작 활용된 것으로 보인

표 5. 불정심인명(佛頂心印銘) 막새기와

영암 도갑사 출토 불정심인명 수막새 서울 진관사 출토 불정심인명 암막새 춘천 청평사 출토 불정심인명 암막새

도9 도10 도11 도12

14 엄기표, 2013, 「寶珠形 唵( , om)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 제14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333~390; 엄기표, 2015, 「남

원 勝蓮寺 마애 범자진언의 조성 시기와 의의」 『禪文化硏究』 제18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pp.3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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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암막새(암: 암막새)

 

육자진언명 암막새

육자진언명 암막새 범자 진언명 암막새

  

육자진언+정법계진언명 암막새(‘天順 四年’, 1459년) 육자진언명 암막새(‘天順 庚辰’, 1460년)

 

 

정법계진언명 암막새

암1 암2 암3

암4 암5

암6 암7 암8

암9 암10

암11 암12

암13 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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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준제진언명 수막새의 수량

은 회암사 가람의 모든 건물에 활용되었거나, 특정 건물의 

수막새로 모두 활용될 만큼의 수량은 아니다. 이러한 것으

로 보아 준제진언명 수막새는 회암사의 특정 건물의 처마부

나 특정한 위치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범자 진언명 수막새와 함

께 범자 진언이 새겨진 암막새들도 상당량 출토되어, 범자 

진언명 막새들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범자 진언명 암막새는 막새면의 문양과 범자 진

언을 새긴 방식, 범자체 등을 고려할 때 수막새와 마찬가지

로 대략 20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6).15

범자 진언명 암막새와 수막새의 유형이 20가지로 일

치하고 있는 점이 우연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세트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막

새들이 처음부터 세트가 되도록 계획적으로 설계 시공되었

음은 분명하다. 또한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암

막새는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제작된 시기에 따라 서로 다

른 범자체를 보이고 있다.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는 자형이 

정연하고 안정된 인상을 주는 범자가 새겨졌다면, 조선중기

를 지나 조선후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범자체의 자형이 부

조화된 어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조선 중・후기에는 다

소 어색한 인상을 주는 범자체들이 많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암막새도 그

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회암사가 

조선중・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중수나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 주 7) 참고.

  

정법계진언명 암막새(‘成化六年’, 1470년)

 

범자 진언명 암막새

정법계진언명 암막새 ‘oṃ’자명 암막새

암16 암17

암18 암19 암20

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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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 진언이 새겨진 암막새는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자

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는 랸차체(Laῇ-tsha)와 

실담체(Siddham)가 활용되었다. 그런데 암막새는 수막새와 

세트를 이루어 제작되었기 때문인지 고려말기에서 조선 건

국 직후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막새는 일반적으로 

랸차체가 활용되었으며(암1~8), 그 이후인 조선전기에 제작

된 암막새는 실담체가 주로 사용되었다(암9~20). 그리고 암

막새는 수막새보다 여러 자(字)로 구성된 범자 진언이 많이 

새겨져, 전체 자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형도 다채로운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회암사지 출토 암막새는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범자 진언 주변에 구름문이나 연화문을 장식한 

경우도 있으며, 외곽에 테두리를 두르거나 테두리 안에 연

주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특히 육자진언명 암막새는 범자 

진언 바로 아래쪽에 연화대좌 형식으로 장엄적인 문양을 

표현하여 진언에 대한 신성한 인식을 표출하기도 했다(암

1~2). 이것은 범자 진언이 단순하게 언어나 문자를 넘어 특

별한 상징과 공덕을 쌓는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

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범자 진언명 암막새는 수막새에 비하여 막새면

이 좌우로 길고, 넓기 때문에 여러 자(字)로 구성된 범자 진

언을 새긴 경우가 많다. 현재 회암사지 출토 암막새는 막새

면에 범자를 2자에서 8자까지 좌서나 우서로 하여 좌우로 

나란히 새기거나, 여러 자로 구성된 범자 진언을 펼쳐서 새

겨 넣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회암사지 출토 

암막새가 수막새에 비하여 진언의 유형이 다양하고, 다자로 

구성된 진언이 많이 새겨졌다.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암막새를 범자 진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먼저 6자로 

구성된 육자진언만을 새긴 암막새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

다.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육자진언명 암막새는 막새면이 비

교적 넓고 크게 제작되었는데, 고려말기나 조선 건국 직후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막새는 육자진언을 랸차체로 

썼으며(암1~7), 15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암막새는 실담체로 썼다(암9~10). 그리고 대부분 막새면의 

향좌에서 향우로 육자진언 ‘oṃ ma ṇi pa dme hūṃ’이 독

음되도록 우서로 새겼다. 이중에는 육자진언이 새겨진 막새

면 한가운데의 하부에 ‘천순 사년(天順 四年)’이라고 양각

하여 1459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암막새는 8개의 원형문을 막새면의 좌우로 펼쳐, 그 안에 1

자씩 범자를 새겼는데, 실담체로 ‘oṃ ma ṇi pa dme hūṃ 

oṃ raṃ’을 좌서로 새겼다(암9). 이와같이 이 암막새는 기

본적으로 육자진언을 새겼는데, 연이어 정법계진언을 새김

으로써 하나의 막새면에 두 진언을 새긴 상당히 보기 드

문 사례이다. 이는 두 진언의 신앙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

고자 함께 새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육자진언명 암막

새의 경우는 막새면 외곽에 일정한 너비의 테두리를 두른 

다음, 그 안에 실담체로 ‘oṃ ma ṇi pa dme hūṃ’을 우서

로 새기고, 좌우에 ‘천순 경진(天順 庚辰)’이라고 양각하여 

1460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했다(암10). 이와같이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육자진언명 암막새들로 보아 15세기 

중후반경을 전후하여 육자진언이 본격적으로 신앙되기 시

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암사지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범자 진언

명 암막새는 정법계진언이 새겨진 기와이다. 회암사지 정법

계진언명 암막새는 크게 6~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대

부분 막새면 외곽에 일정한 너비의 테두리를 두르거나 연

주문을 장식하고, 한가운데 ‘oṃ’자를 크게 새긴 다음 좌우

에 각각 ‘raṃ’자를 1자씩 양각하여, ‘oṃ’자를 중심으로 좌

우대칭이 되도록 하였다(암11~14, 암18). 그런데 이 암막새

는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이와 유사한 제작기법과 범자체의 암막새가 1470년에 만들

어진 것으로 보아 정법계진언명 암막새도 1470년경을 전후

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암막새

들은 조선전기에 들어와 회암사가 대대적으로 중창될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암사지에서는 사례가 드물고, 교리적으로 해

석이 어려운 범자 진언명 암막새들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1470년 제작된 범자 진언명 암막새(암15)는 막새면 외곽

에 1조의 양각선으로 테두리를 두른 다음, 그 안의 한가운

데 ‘oṃ’자를 새기고, 향 좌측에는 ‘raṃ’, 향 우측에는 ‘vaṃ’

으로 추정되는 범자를 각각 1자씩 대칭되게 새겼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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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막새면 좌우 외곽에는 ‘성화 육년(成化 六年)’이라고 새

겨 1470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범자 진언명 기와가 개성 만월대(도13)와 개성 공민왕릉(도

14)에서도 출토되었다. 또 다른 범자 진언명 암막새의 경우

(암8)도 상당히 보기 드문 진언이 새겨져 있다. 이 암막새는 

막새면 외곽에 연주문을 장식하고, 1조의 돋을대로 테두리

를 두른 후, 그 안의 한가운데 ‘oṃ’자를 새기고, 향 좌측에

는 ‘la’ 또는 ‘pa’, 향 우측에는 ‘raṃ’자를 새겼다. 그리고 범

자 사이에는 반전된 명문 ‘시주 각정(施主 覺定)’이라고 양

각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범자 진언명 기와에서 ‘oṃ 

raṃ’의 정법계진언을 새긴 경우는 많지만, ‘oṃ pa(la) raṃ’

을 새긴 경우는 화순 운주사지(도15)와 강화 선원사지(도

16) 등 일부 사지에서만 출토되어 그 사례가 상당히 드물

다. 이 범자 진언은 아직까지 그 의미나 상징 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막새면에 ‘oṃ’자를 중심으로 ‘raṃ’, 

‘vaṃ’, ‘pa(la)’자 등을 배치한 것은 삼존불을 의미하는 종

자자(種子字)일 수도 있고, 찬탄이나 오도송(悟道頌)일 수

도 있으며, 오륜종자의 변형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 여러 자로 구성된 진언을 축약시켜 새긴 종자진언일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암막새 중

에 제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막새면 외곽의 테두리를 따라 

1조의 돋을대를 마련한 후 그 안에 범자 진언을 새긴 주

목되는 두 조각의 와편이 있다(암17). 현재 두 와편은 파손

이 심하고 막새면의 일부분만 남아있어 같은 개체인지와 

어떤 진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향 좌측이 남아있는 

와편에는 한자 ‘경(庚)’과 ‘vaṃ’으로 추정되는 범자가 새겨

져 있으며, 향 우측이 살아있는 다른 와편은 실담체로 ‘oṃ 

ṇi’를 양각하였다. 만약 두 와편이 같은 개체라면 ‘경(庚) 

vaṃ oṃ ṇi’로 판독되어, 간지와 함께 독특한 범자 진언

을 새긴 사례라 하겠다. 회암사지에서 이와 동일한 개체로 

볼 수 있는 와편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수나 보수 시 특정한 공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한적으

로 제작된 암막새로 추정된다. 또한 막새면의 한가운데 새

겨진 ‘oṃ’자가 상당히 율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암막새

가 있는데(암19), 이 암막새도 출토 수량이 적은 것으로 보

아 중수나 보수 시 특정한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 암막새는 막새면 한가운데 ‘oṃ’자를 새

기고, 좌우에 범자를 1자씩 더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oṃ’자 아래에는 ‘여□온(余□溫)’ ‘신□□(申□□)’이라고 

양각되어 있어 시주자를 새겼으나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oṃ’자를 막새면의 한가운데나 좌우에 

1~2자를 대칭되게 새긴 암막새가 크게 성행했는데, 양주 

회암사지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범자 진언명 암막

새가 출토되었다(암20). 따라서 회암사가 조선후기에도 일

정한 기간 동안 법등이 유지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중수나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모든 범자 진언명 

막새들의 세트를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세트가 확실한 여

러 점의 범자 진언명 막새가 확인되고 있다(표 8). 범자 진

언명 막새가 세트로 구성될 경우 대부분은 암막새와 수막

새에 각각 독립적인 범자 진언을 새겨, 특정한 의미나 상징

을 별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회암사지에서는 

암막새와 수막새가 세트로 구성되어야만 특정한 진언을 나

타내도록 한 경우가 있다. 즉, 수막새에는 ‘oṃ’자만을 새기

고, 암막새의 한가운데에는 ‘oṃ’자, 그 좌우에는 대칭되게 

‘raṃ’자를 새겼다. 그래서 수막새와 암막새가 하나의 단위

로 세트를 이루면서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oṃ raṃ’의 정

표 7. 진언 사례가 드문 범자 진언명 암막새

개성 만월대 출토 암막새 개성 공민왕릉 출토 암막새 화순 운주사지 출토 암막새 강화 선원사지 출토 암막새

도13 도14 도15 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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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진언이 반복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회암사지에서는 범

자 진언명 막새 중 정법계진언이 세트로 구성되도록 한 암

막새와 수막새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oṃ’자명 수막

새와 육자진언명 암막새도 세트로 제작되어 지붕에 올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 세트는 출토된 수량이 많지 않

은 것으로 보아 모든 지붕의 처마에 일반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며, 지붕의 특정한 위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이 회암사에서 수막새와 암막새가 세트

로 구성되어 하나의 진언이 되도록 한 것이나 유력한 진언

을 특정한 위치에 올린 것은 당시 불도들이 범자 진언에 대

한 인식과 이해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회암사 가람의 목조

건축물들이 여러 유형의 범자 진언명 막새가 세트로 구성

되었다는 것은 건물 설계 또는 시공 시부터 계획되었으며, 

당시 범자 진언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어 이를 사찰 가람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암

막새들은 수막새와는 달리 다자로 구성된 범자 진언이 상

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육자진언과 정법계진언

이 암막새의 대표적인 주요 진언으로 새겨졌음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법계진언명 암막새가 압도적인 수량

을 차지하고 있으며, ‘oṃ’자명 수막새와 하나의 세트로 구

성되어 지붕 처마부에 가장 많이 올렸다. 이는 회암사 가람

을 청정케 하고자 하는 후원자와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명 암막

새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들어와 회암사가 

중창 또는 중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명 

암막새가 제작・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부터 육자진언 신앙이 있었지만 크게 성행하지는 못했었다. 

오히려 고려시대에는 육자진언보다 불정존승다라니와 대수

구다라니 등이 더 많이 신앙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

와 회암사가 중창되면서 육자진언이 새겨진 암막새가 상당

히 많이 제작 활용된 것으로 보아, 회암사를 중심으로 육자

진언 신앙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Ⅲ. 범자 진언명 기와의 의의

양주 회암사는 창건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려중기 이전에는 창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려말기 인도 출신으로 원나

라 승려였던 지공이 천력 연간(1328~1329)에 고려에 들어

와 2 년 7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국의 여러 사찰을 순례하였

는데, 이중에서 양주 회암사가 천축의 나란타사와 같고 가

섭불 때의 큰 도량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는 그의 제자였던 

선각왕사 혜근이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각왕사는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1376년 4월 낙성법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국의 많은 승려들

표 8. 세트로 제작된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막새

정법계진언

SET
  

oṃ raṃ  oṃ  raṃ oṃ

‘oṃ’자

+

육자진언

SET

 

oṃ oṃ ma ṇi pa dme hūṃ o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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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도들이 운집하였다. 이와 같이 회암사는 고려중기 경

에 창건되어 작은 규모의 사찰로 법등을 잇다가 고려말기 

선각왕사 혜근과 인연이 닿으면서 대대적인 중창 불사로 대

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불교계의 중심적인 사찰로 급부

상하게 된다. 그러자 유생들은 억불숭유정책의 정당성을 내

세우며 백성들이 회암사에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

하게 국왕에게 주청한다. 이에 우왕이 선각왕사 혜근을 지

방에 소재한 영원사로 옮겨 주석하게 한다. 그런데 선각왕

사 혜근이 영원사로 가는 도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고 

만다. 그러나 회암사의 위상은 불교계에서 변함이 없었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도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와 무

학대사 등과 연계되면서 왕실사찰로서 불교계의 중심적인 

사찰이었다. 당시 태조 이성계는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회암

사의 주지를 맡자 회암사를 자주 찾았으며, 상왕이 된 이

후에는 회암사에 거처하기도 했다. 조선초기에는 회암사에

서 왕과 왕비 등의 기진(忌辰)과 건강을 기원하였으며, 국

왕의 칠재 등이 거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회암사는 효령

대군(1396~1486), 정희왕후 윤씨(1418~1483), 문정왕후 윤

씨(1501~1565) 등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면서 다수의 가람

이 조영되었으며, 조선중기까지 대찰로서 법등을 이어나갔

다.16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물에 회암사

에서 거행된 왕실 관련 의식이나 행사 등이 전재되어 있으

며, 왕실 지원으로 실시된 회암사의 중창과 중수에 대한 내

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회암사지 발굴조사시 확인된 

건물지들은 궁궐의 건물들과 유사한 조영기법을 보이고 있

으며, 사찰 가람에서는 보기 힘든 특정한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들도 확인되었다.17 또한 궁궐이나 왕실 관련 사찰에서

만 사용된 청기와를 비롯하여 궁궐 건축물의 지붕 추녀마

루에 올라가는 용두나 잡상도 출토되었으며, 최고급 도자기

와 금속공예품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어 당시 회암사의 사

격이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목은 이색이 지은 『천보산회

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는 고려후기 선각왕사 

혜근이 중창한 262칸에 이르는 회암사의 전각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18 이처럼 회암사는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여

러 번에 걸쳐 중창이 이루어졌으며, 조선후기에도 부분적으

로 중수와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암사는 조선시대 들어와 불교계가 전반

적으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비호 아래 고려말

기 이후부터 조선전기까지 불사가 지속되어, 불교계를 리드

하고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전기인 15세기 대에 중창과 중수가 대대적으로 시행되

면서 회암사의 여러 가람에는 범자 진언명 기와들이 대량

으로 제작·활용되었다. 당시 회암사는 그 이전에 일반적으

로 사용된 연화문이나 귀목문 막새가 아닌 범자 진언명 막

새로 지붕의 처마부를 장식했으며, 중창이나 중수시에도 

범자 진언명 막새들이 지속적으로 제작・활용되었다. 그래

서 회암사는 다른 사찰들과 달리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

명 기와들이 지붕에 올려졌다. 이러한 점에서 회암사는 고

려말~조선초 범자 진언명 기와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새로

운 전기가 마련된 대표적인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작

과 활용의 전환기에 여러 진언이 새겨진 다양한 유형의 범

자 진언명 막새기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

사적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기와들은 막

새기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서울 수서동 건물지(도17), 

양양 낙산사(도18), 남양주 수종사(도19), 영동 영국사(도

20), 영암 도갑사, 고성 건봉사 등에서 출토된 기와들처럼 

수준 높은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양주 회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들이 이들보다 문양과 범자체 등

의 기법에서 더 우수한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회

암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는 다른 사지들보다 다채

롭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자로 구성된 

16 탁효정, 2015, 「조선시대 회암사와 왕실불교」 『회암사와 왕실문화』, 회암사지 박물관, pp.186~210.

17 이경미, 2015, 「조선초기 회암사의 왕실불사에 따른 건축변화의 양상」 『회암사와 왕실문화』, 회암사지 박물관, pp.106~139.

18 김수온, 「회암사중창기(檜巖寺重創記)」 『식우집(拭疣集)』, 권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楊州牧, 佛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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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 진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절대 연대를 알 수도 있어 

편년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도21~23). 그리고 범

자 진언을 상당히 기교있게 도안하는 등 문양처럼 디자인

적으로 새기기도 하였다(도24). 이처럼 회암사지는 다른 사

찰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려말기부터 조선전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종다양한 범자 진언명 막새

기와들이 제작・활용되었다. 이는 당시 회암사의 기와 불사

에 참여했던 와공들이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로 왕실에 소

속되었거나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와공들도 범자 진언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회암사가 고려말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면서 왕실의 지속적인 후원하에 불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범자 진언명 기와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여, 조선시대 들어와 서서히 확산되었으며, 조선후기에 크

게 성행하면서 전면적으로 제작・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 그래서 조선시대는 범자 진언명 기와가 고려시대처

럼 특정 지역이나 유력 사찰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

니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작

기법과 여러 유형의 기와가 확인되고 있다. 회암사지에서 출

토된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들은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까

지의 것들인데, 이중에서 조선전기에 제작・활용된 범자 진

언명 막새기와들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21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들이 출토되고 있는 사찰이

나 사지들은 그 유형이 대부분 1~2종류이다. 조선시대 들

어와 지속적으로 중창이 이루어진 사찰의 경우도 범자 진

언이 새겨진 기와의 유형은 많지 않으며, 그 수량도 적게 확

인되고 있다. 그런데 회암사지는 고려말기부터 조선후기까

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제작된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들이 상당량 수습되었으며, 다른 사찰에서 출토된 

거의 모든 유형이 망라되어 출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표 9. 각종 ‘oṃ’자명 수막새

서울 수서동 건물지 출토 ‘oṃ’자명 

연화문 수막새

양양 낙산사 출토 ‘oṃ’자명 화문 

수막새19
남양주 수종사 출토 ‘oṃ’자명 수막새 영동 영국사 출토 ‘oṃ’자명 운문 

수막새

회암사지 출토 ‘oṃ’자명 수막새

도17 도18 도19 도20

도21 도22 도23 도24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洛山寺 發掘調査報告書』, p.204.

20 엄기표, 2014, 앞의 논문, pp.153~220.

21 양주 회암사지는 고려후기의 유물포함층과 조선시대의 유물포함층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범자 진언명 기와는 조선전기로 판단되는 유물포함층에서 주로 출

토되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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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회암사에서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범자 진언명 막새가 제작・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

서 회암사지는 범자 진언이 새겨진 평기와는 출토되지 않았

지만 다양한 유형의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들이 확인되고 있

어, 시기별 변화 양상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범자 진언명 기와연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자체는 티벳과 몽골 등을 중심한 중앙아시

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랸차체(도21)가 사용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실담체(도22, 23)가 많이 

사용되었다(표 10). 회암사지에서는 두 범자체가 모두 확인

되고 있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 제작된 기와에 새겨진 범

자 진언은 특정한 1자의 범자만을 새긴 종자부터 여러 자

의 범자를 하나의 단위로 새긴 주(呪) 또는 진언 등도 많이 

새겨졌다. 회암사지에서도 1자로 구성된 종자 진언부터 2~9

자 등 다자로 구성된 진언 등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회암

사지에서 확인된 종자와 진언은 특정한 도상을 새긴 불정

심인, ‘oṃ’자를 새긴 종자진언, 다양한 방식으로 새긴 ‘oṃ 

raṃ’의 정법계진언, 여러 범자체와 유형으로 제작된 ‘oṃ 

ma ṇi pa dme hūṃ’의 육자진언, 한 가지 종류만 제작되어 

특정한 위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oṃ ca le cū le cu 

ndi svā hā’의 준제진언 등이다. 이와 같이 회암사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진언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에서 불정심인과 ‘oṃ’자는 종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여 진언 이

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2 특히 불정심인

이 새겨진 기와는 일반적으로 왕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

격이 상당히 높은 사찰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회

암사지에서는 고려후기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나 시설물에

서 활용된 대일여래나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종자진언은 출

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법계를 청정케 하는 진언인 정법계

진언이 새겨진 기와는 개성 만월대, 화순 운주사지, 서귀

포 법화사지, 강화 선원사지, 충주 청룡사지, 인천 학림사

지, 개성 공민왕릉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법

계진언은 일반적으로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걸쳐 제작

된 기와에 많이 새겨진 진언인데, 회암사지에서는 정법계진

언이 조선시대 들어와 상당히 오랫동안 암막새에 새겨진 것

으로 파악된다. 회암사지에서는 정법계진언이 새겨진 암막

새가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oṃ’자명 수막새와 

세트로 구성되었다. 이는 회암사 가람을 청정하게 하고자 

하는 후원자와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진언으로도 불리는 육자진언은 

6자로 구성되었는데, 6자로 구성된 그 자체가 하나의 진언

으로서 의미와 상징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1자가 종

자진언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기

도 했다.23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불교국가에서 가장 많

이 신앙했던 진언으로 밀교적인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진언이기도 했다.24 현재 육자진언이 새겨진 암막새는 

충주 미륵리사지와 서울 진관사 등에서 확인되었다. 수막새

는 개성 만월대, 화순 운주사지, 강화 선원사지, 충주 숭선

사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합천 영암사지에서는 수막새와 암

막새가 세트로 구성되어 육자진언을 나타내도록 했다. 그런

데 이들 사찰들은 한 사찰에서 육자진언 유형이 1~2종류

만 사용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채롭지는 못한 편이다. 반

면 회암사지에서는 암막새를 중심으로 육자진언명 막새기

와가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여러 유형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탁본3~5).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찰이나 사지에서 

육자진언명 기와가 출토될 경우 1~2가지 유형만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암사지는 여러 유형의 육자진언명 암막

새가 출토되고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육자진언

명 암막새는 랸차체로 새겨졌으며, 점차 실담체로 육자진언

을 새겼던 것으로 파악된다(표 11). 이와 같이 회암사지에

서는 육자진언명 기와가 다른 사찰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22 小林義孝, 2007, 「‘om’字信仰の差異 -東アジア梵字文化硏究の視點から」 『列島の考古學Ⅱ』, 渡辺誠先生古稀紀念論文集刊行會, pp.3~7.

23 혜정, 2009, 「육자진언 신앙의 유래」 『회당학보』 제14집, 회당학회, pp.15~34.

24 허일범, 2000, 「고려 조선시대의 범자문화 연구」 『회당학보』 제5집, 회당학회,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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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

로 보아 조선시대 들어와 회암사를 기점으로 육자진언에 대

한 신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25

또한 준제진언은 9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자진언과 

마찬가지로 9자로 구성된 진언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

기도 하며, 각각의 1자가 종자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예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26 준제진언은 육자진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신앙되었으며, 진언의 밀교적인 특

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진언이기도 하다. 이러한 준제진언

은 그 공덕을 설한 『준제경』과 『조상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교미술품에 등장하는데, 동경이나 수막새 등에 자륜식으

로 많이 포치되기도 했다(도25~28). 이러한 준제진언은 진

언 그 자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모든 중생이 복과 수명을 

얻고, 불탑이나 기물에 준제진언을 새기거나 봉안하면 이

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죄가 소멸하여 죽은 자들도 불국토

에 갈 수 있는 영험과 공덕을 가진 대표적인 진언으로 인식

되었다. 회암사지에서 준제진언이 새겨진 기와는 수막새에

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막새가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진각국사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었던 수원 창

성사지의 부속암지에서 여러 점 발견되었다.27 현재 두 사지

에서 출토된 준제진언명 수막새는 동일 와범으로 제작되었

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6).

한편 회암사는 고려말~조선초 왕실과 밀착되어 있었

표 11. 회암사지 출토 육자진언과 범자체

구  분
육자진언

oṃ ma ṇi pa dme hūṃ

랸차체

실담체

25 조선시대는 목조건축물의 천정, 불화, 동종, 향로 등 각종 불교미술품에 다양한 진언이 새겨졌는데, 그중에서 六字眞言, 破地獄眞言, 三密眞言, 淨法界眞言, 

准提眞言 등이 성행했다. 조선시대 범자 진언명 기와는 三密眞言, 淨法界眞言, 六字眞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 허일범, 2005, 「韓國眞言文化의 佛敎史的 展開」 『密敎學報』 제7집, 밀교문화연구원, pp.35~50.

27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6.10, 「수원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3차년도 학술발굴조사 현장설명회」.

표 10. 회암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암막새

회암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암막새 회암사지 출토 육자진언 정법계진언명 암막새

(1459년)

회암사지 출토 육자진언명 암막새(1460년)

탁본3 탁본4 탁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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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선각왕사와 무학대사가 주석했던 사찰이었다. 또한 지

공선사를 포함하여 삼대화상으로 불린 이들의 부도와 탑비

가 건립될 만큼 회암사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사찰이었다.29 

이러한 사찰에 새롭게 다양한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가 제

작되어 지붕에 장식되었다는 것은 당시 새로운 불교사상과 

문화의 유입에 따른 변화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에서 범자 

진언은 고려시대 들어와 여러 불교미술품에 새겨지기 시작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범자 진언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서 상징적인 의미

가 부여되기 보다는 불교 교리나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

하는 언어나 문자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범자 진언은 밀교

가 성행했던 요, 금, 원나라 등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으면

서 서서히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

되어 갔다. 특히 고려후기 원나라 불교의 영향으로 밀교적

인 관법과 수행 등이 유입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고려후기 불교계에 밀교적 경향

이 확대되면서 기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미술품에 범

자 진언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자 

진언은 기본적으로 밀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

고 당시 회암사가 중창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지공

선사는 고려 승려들로부터 높은 숭앙을 받았는데, 그는 밀

교가 성행했던 원나라 승려였다. 원나라 불교는 그 자체가 

밀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밀교적 경향이 강했으며, 관법과 

수행 시에도 범자 진언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30 따라서 고

려말기 회암사에서 제작・활용된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는 

원나라 밀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회암

사지 출토 범자 진언명 막새기와는 원나라 불교미술의 영

향을 보여주며, 원나라 밀교의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밀교

가 유행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자 진언은 한국

불교의 밀교적인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막새면에 일반적으로 연화문, 귀목문, 당초문, 보

상화문 등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문양을 대신하여 

1 자로 구성된 종자나 여러 자로 구성된 진언이 새겨졌기 때

문에 범자 진언을 단순히 문양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기와에 새겨진 범자 진언이 문양적인 요소가 없

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특별한 의미나 상징을 

담고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

려와 조선시대 사찰 가람의 목조건축물의 지붕 처마부에 

범자 진언명 기와를 올린 것은 범자 진언이 기본적으로 신

앙과 예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제작자의 종교적인 의

표 12. 준제진언 동경과 준제구자도(准提九字圖)

준제진언명 동경(국립중앙박물관) 준제주 범문경(중국 원대)28 『조상경』의 준제구자도 『준제경』의 준제구자도

도25 도26 도27 도28

28 高正龍, 2016, 앞의 논문, p.15.

29 엄기표, 2004, 「檜巖寺址의 石造浮屠와 塔碑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제21호, 한국문화사학회, pp.765~805.

30 장익, 2001, 「密敎觀法의 形成에 관한 硏究」 『密敎學報』 제3집, 밀교문화연구원, pp.25~56; 선상균(무외), 2009, 「佛敎修行에 있어서 眞言의 역할 -密敎의 

三密修行을 중심으로-」 『密敎學報』 제10집, 밀교문화연구원,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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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는 교

학을 중시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기복적 신앙의 경향이 강

했다. 불교는 종교로서 본래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도 추구

했지만, 현실적인 고통이나 병을 없애주고, 염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기복신앙으로서의 성격도 강했다.31 많은 불도들은 

밀교적인 성격이 강한 범자 진언을 외우고 염송하면 가난

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세에서 

닥칠 수 있는 화재・수재・관재・도적・횡사・외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범자 진언명 기와는 

벽사와 기복, 신앙과 예불의 대상인 특정 범자 진언을 기와

의 막새면에 새겨 후원자나 각자를 비롯한 모든 사부대중

들이 염원을 성취하고, 나아가 공양이나 성불을 기원하고

자 지붕 위에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불교적인 조형물에 많이 새겨진 범자 진언은 

주로 문양적인 요소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범자가 새겨진 기와도 상징적인 문자나 신앙의 대상

으로서의 기와이기보다는 문양기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런데 기와에 새겨진 범자 진언은 처음부터 정

교하게 계획된 것이며,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범

자 진언명 기와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 양주 회암사라 할 

수 있다. 양주 회암사는 고려중기 경에 창건되어 법등을 유

지하다가 고려말기 선각왕사 혜근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중

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회암사에 무학대사가 주석하기도 

했으며, 태조 이성계 등 여러 왕실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중

창이 이루어지면서 대찰로서 조선 불교계의 중심적인 사

찰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폐사되어 다시는 중창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는 요, 금, 원 등 북방

불교의 영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암사지는 발굴조사 시 다량의 범자 진언명 기와들이 출

토되었는데, 회암사의 중창과 중수 시에 제작・활용된 것으

로 회암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회

암사지에서 출토된 범자 진언명 기와들은 고려말기부터 조

선후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작・활용된 것들인데, 이중

에서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

다. 그래서 고려말~조선초 회암사에서 우리나라 범자명 기

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암

사는 정법계진언과 육자진언 등 다양한 진언이 새겨진 다

채로운 범자 진언명 기와가 제작・활용되었다. 회암사지에서

는 편년을 알 수 있는 범자 진언명 기와들도 있어 다른 범

자 진언명 기와들의 편년 설정과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기와에 새겨진 범자 

진언은 신앙과 예불의 대상으로서 기복적 성격이 강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양이나 성불을 기원하고자 새긴 것으로 추

정된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범자 진언명 기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1 지정, 2010, 「六字眞言과 眞覺密敎의 三密修行에 對한 考察」 『회당학보』 제15집, 회당학회,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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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eamsa Temple of Yangju City was established at least during the late  Korea Dynasty. This temple 

was rebuilt several times with the support of the royal family from the late Korea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continually rebuilt in association with JiGong monk, HyeKeun monk, and MuHak monk. 

Hoeamsa temple was leading the Buddhist culture as a Buddhist center of the Joseon Dynasty . It was destroyed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site has been excavated several times since 1997. Various roofing tiles were unearthed. Of these tiles 

the edge of eaves are the artifacts showing the best features of this era. In this temple site has been excavated 

a variety of Sanskrit roof tiles. These tiles were made using superior technique. On the roof tiles are engraved 

Sanskrit mantras with a variety of 1 to 9 words. The jeongbeopkkye mantra(oṃ raṃ) and six-word mantra(oṃ 

ma ṇi pa dme hūṃ) were discovered the most. These mantras were believe to expel several evils from the 

Buddhist temple. It must have been that the six-word mantra culture became prevalent and provide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We can clearly know when some of the Sanskrit roof tiles were 

first manufactured. These roof tiles are the absolute standard of the other Sanskrit roof tiles excavated from 

different Buddhist temples. The master craftsmen must have been very skilled, understood the mantra very 

well, and had deep faith in the Sanskrit mantra. Hoeamsa Temple is a milestone in studying the Sanskrit roof 

tiles. More studies on various aspects are expected to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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