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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회암사지 발굴조사 중 2001년에는 4단지 문지에서 사천왕상을 장식했던 것으

로 추정되는 소조편들이 출토되었다. 회암사 사천왕상은 대대적인 중창 불사가 있었던 여말선초에 4단지 문이 건립되

면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암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 4단지 문에 봉안되었던 사천왕상의 특징 및 도상과 조성 시기를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우선 출토 소조편을 천왕문에 봉안된 조선시대 사천왕상들과 비교하여 각 편의 대략적인 위치와 기능을 밝혔

다. 또한 4단지 문지의 크기와 평면 형태를 조선시대의 다른 천왕문과 비교하여 회암사 사천왕상은 입상이었을 것이

며 그 크기는 또 다른 입상인 법주사 천왕문의 사천왕상과 비례했을 것으로 보았다. 

회암사 중창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4단지 문의 건립 완공 시기는 1376년과 1473년의 두 시기 중 하나로 볼 수 있

고 회암사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 역시 이와 연동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출토 소조편 가운데 화염형 장식편은 

조선시대 사천왕상 보관의 일반적인 장식 요소로서 고려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편의 존재는 회

암사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구 분석을 통한 건축사 연구에

서도 4단지 문의 건립 시기를 대체로 15세기 후반으로 보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암사 사천왕상은 이후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

나의 새로운 전통으로서 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거꾸로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를 15

세기 후반으로 보는 건축사학계의 의견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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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선종 사찰 회암사는 고려 말 조선 초 약 200년간 왕

실의 후원을 받아 번창했던 당대 최고의 가람이었다. 창

건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12세기 후

반경에는 이미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1 회암사가 소위 왕실 사찰로서 번창하게 된 계기는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들로 사승관계에 있던 지공(指空, 

?~1362), 나옹(懶翁, 1320~1376), 무학(無學, 1327~1405) 

삼화상과 관련이 있다.2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가람의 초석은 1374년 나옹이 

시작하고 그 제자 각전(覺田)이 완공한 2년간의 대대적

인 중창을 통해 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3 중창의 결과는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이하 「수조

기」)에서 이색(李穡, 1328~1396)이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색은 “15척(약 4.55m)의 불상 7구와 10척(약 3.03m)의 

관음상이 봉안되었는데… 건물들은 크고 웅장하며 아름

답고 화려하기가 동국(東國) 제일로 중국에서도 찾기 힘

들 정도이다”라고 기록하였다.4 

나옹에 의한 불사는 인도의 고승 지공이 불교가 중

흥할 적합한 장소로 회암사의 입지를 지목한 것이 계기였

다.5 천보산 아래 위치한 양주 회암사는 삼각산과도 인접

해 있고, 임진강 및 한강과 근접해 있어 지공이 말했다고 

하는 ‘삼산양수지기(三山良水之記)’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6

조선 태조는 무학을 왕사로 임명하고, 1393년부터 

무학이 회암사에 머문 이후 여러 차례 회암사를 방문하여 

불사와 법회에 참석하였다.7 퇴위 후에는 이곳에서 수도 

생활도 하였다.8 태조 이후에도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

대군(孝寧大君, 1396~1487)과9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

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에 따르면 1174년(명종 4)에 금나라 사신이 회암사를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

碑)에는 고려 후기의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圓證國師 普愚, 1301∼1382)가 13세에 출가하여 회암사의 광지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2 지공과 나옹, 무학에 대해서는 각기 이색, 「서천 제납박타존자 부도명 병서(西天提納薄陁尊者浮圖銘)(幷序)」, 『동문선(東文選)』 제119권; 「보제존자 시선각 탑명 

병서(普濟尊者諡禪覺塔銘)(幷序)」, 『동문선(東文選)』 제119권; 변계량(卞季良), 「묘엄존자 탑명(妙嚴尊者塔銘)」, 『동문선(東文選)』 제121권(모두 한국고전종합DB 

온라인판) 참조 가능.

3 나옹에 의한 회암사 중창의 명분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철웅, 1997, 「고려 말 회암사의 중건과 그 배경」, 『史學志』 30-1, pp.167~191; 許興植, 

1997, 「第3章 檜巖寺」,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一潮閣, pp.124~245; 염중섭, 2014, 「檜巖寺 修造 名分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 구조 -慈藏의 영향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95, pp.35~46. 당시 나옹은  공부선(功夫選)의 주맹(主盟, 1370년)이자 왕사(1371년) 및 사굴산문 수선사계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조계종의 수장으로서 공민왕의 후원에 의해 고려 불교의 1인자로 부각하게 된다. 고려 말은 정치사회적 전환기이자 종교사상의 전환기로서 나옹은 성리학에 밀

리고 있던 고려 불교를 중흥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이를 회암사 중창을 통해 돌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염중섭, 2014, 위의 논문).

4 회암사지 발굴을 통해 당시 전각의 종류와 배치 관계가 실제 유구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다. 한지만은 송대에 정립된 중국 선종 사원의 가람 제도를 회암사에 재

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했으며, 그러한 가람 제도가 고려에 도입된 처음이자 마지막 선종 사원이라 보았다(한지만, 2017, 「고려시대 선종 사원과 회암사」, 『한

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홍병화는 발굴에 의해 증명되지는 못하였으나 회암사는 임제종 사찰의 재현이라 주장한다(홍병화, 2016, 「14세기 원 건

축의 영향과 고려의 수용」, 『건축역사연구』 제25권 제2호, pp.11~12). 이에 비해 초기 회랑식 교종 사찰과 후기 중정식 선종 사찰의 중간적 배치 방식으로서 교량

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金泓植, 1991, 「양주 회암사지의 전각 배치에 대한 연구 - 목은 이색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를 중심으로」, 『문화재』 24, p.115).

5 지공은 1326년 3월경 개경 감로사(甘露寺)에 도착하여 약 2년간 고려에서 머물다 1328년 9월 돌아갔다. 통도사(通度寺)와 화장사(華藏寺) 등 여러 사찰을 순례

하였고 “회암사의 산수 형세가 천축국(天竺國)의 나란타사(那爛陀寺)와 같아 이곳에서 불법을 펼치면 크게 흥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6 삼산과 양수가 가리키는 산과 강이 명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朴漢英(1870∼1948)이 삼산은 삼각산, 양수는 임진강과 한강으로 비정한 이래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石顚沙門(朴漢英) 撰, 1918, 「楊州天寶山遊記」, 『朝鮮佛敎叢報』 13, 三十本山聯合事務所; 許興植, 앞의 글, 각주 14 재인용 및 pp.200~201 

참조). 회암사에서 삼각산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허흥식 선생은 “북쪽으로 뻗은 도봉의 한 자락이 나란타사의 영취산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7 태조 때 회암사 관련 기록은 7년간 총 12건이 남아 있는데, 임금의 행차 3건, 법회 4건, 하사 4건, 기타 1건 등이다(이종수, 2016, 「조선시대 회암사의 역사와 

위상」, 『회암사와 불교사』(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Ⅳ), 양주회암사지박물관, p.5 <표 3> 태조대 회암사 관련 기록 참조).

8 왕실의 공적인 행차가 잦았기 때문에 회암사는 어느 정도 별궁(別宮)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9 불심이 깊었던 효령대군은 평생 30여건의 불사를 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정희, 2007,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敎 美術 -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

의 佛事-, pp.142~144의 <표> 효령대군의 불사 및 불교 미술 조성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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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后, 1418~1483), 중종의 제2계비이자 명종의 모후인 문

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를 대표로 한 왕실의 불사

와 후원이 지속되면서 중수와 중창을 거듭했다.10 

회암사 가람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불사는 1472

년(성종 3) 정희왕후가 부마인 정현조(鄭顯祖)에 명하여 

이루어진 13개월간의 중창이다. 김수온(金守溫, 1410∼

1481)은 「회암사중창기(檜巖寺重創記)」(이하 「중창기」)

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11 거듭되는 중수와 중창에도 

가람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재건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는 마지막 중창 불사 당시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2 

보우(普雨, 1509~1565)를 통해 불교중흥정책을 폈

던 문정왕후에 의해 회암사는 왕실 사찰로서의 위상과 권

위를 더욱 높여갔다. 당시 회암사는 전국 제일의 수선도

량(修禪道場)으로서 국왕의 칠재(七齋)를 지내고 왕릉 제

사도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1565년 대규모 무차대회(無

遮大會)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맞게 된 문정왕후의 갑

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회암사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13 

회암사의 명확한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595년

(선조 28)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회암사 옛터에 불탄 

종이 있다”는 기록이 전한다. 때문에 회암사 폐사는 문정

왕후 사후 명종대에 유생들에 의해 자행된 방화나 임진왜

란 중의 소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회

암사에서의 마지막 왕실 불사가 1626년 항산군(恒山君) 

이정(李楨)에 의해 개최되었고,14 회암사에 모시기 위해 

17세기에 제작한 보살상 두 구가 파주 보광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것을 볼 때15 회암사는 17세기까지도 왕실 

사원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문화재연구

원(구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

행되었다. 약 20년 가까운 발굴 과정 중 2001년도 4차 발

굴에서는 4단지 문지에서 다량의 소조 장식편들이 출토

되었다. 발굴단에서는 이 편들이 고려 불화 사천왕상의 

장식과 유사하다고 보아 소조나 목조 사천왕상의 장식품

으로,16 4단지 문지를 천왕문으로 판단하였다.17 

4단지 문지에서 발견된 소조편을 통해 추정되는 회

암사 사천왕상은 대대적인 중창 불사가 있었던 여말선초

에 4단지 문이 건립되면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회

암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회암사지 4단지 

문지와 그 출토 소조 장식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10 조선 전기 회암사의 왕실 후원과 그 미술에 대해서는 김정희, 2015, 「조선 전반기 회암사의 왕실 후원자와 왕실 발원 미술」,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

관 연구총서 Ⅱ), 양주회암사지박물관, pp.30~67 참조.

11 정희왕후가 직접 발원하거나 시주로 참여한 불경 판화 발문의 대부분은 김수온이 지었고 이장손이 화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박도화, 2002, 「15세

기 후반기 王室 發願 版畫 -貞熹大王大妃 發願文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1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159). 김수온은 수양대군·안평대군이 존경했다고 하는 

고승 신미(信眉, 1403~1480)의 동생으로 유학자임에도 숭불을 주장하고 불경에 통달했다고 한다.

12 이는 발굴 시 출토된 고려와 조선시대 각 시기별 명문와들이 모두 폐사 시점의 문화층인 Ⅲ층에서 함께 출토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을 때 이후 승려들에 의한 재건 노력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한지만·이상해, 2018,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

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제6호, p.50 및 각주 32 참조). 그러나 회암사 폐사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본고의 각주 14, 15 참조.

13 이후 회암사는 유생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는데 1566년(명종 21) 『명종실록(明宗實錄)』에는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4 김정희, 2015, 「조선 전반기 회암사의 왕실후원자와 왕실발원 미술」,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II),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pp.65~66; 

강호선, 2017, 「기록으로 본 회암사의 건축」,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 양주회암사지박물관, pp.169~170.

15  문화재청, www.heritage.go.kr.

16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본문』(京畿文化財硏究院 學術調査報告 第146冊), 경기문화재연구원·양주시·경기도, p.301.

1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위의 책,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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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선 소조편들 중 사천왕상임을 확인시

켜줄 중요한 몇 가지를 분석하여 이 편들이 사천왕상의 어

느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4단지 문지의 유구

를 조선시대의 다른 천왕문과 비교하여 사천왕상의 자세

와 대략적인 크기 및 상의 봉안 방식에 대해 추정해보겠다. 

구체적인 도상이나 명확한 배치를 알 수 없는 상황

에서 장식에 불과한 소형의 일부 편만으로는 회암사 사

천왕상의 조성 시기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도상을 추정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히 일부 장식편은 고려시

대에는 보이지 않는 반면 조선시대의 불화나 조각에는 일

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조성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 사천왕 조각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고려시대의 비교 자료는 대체로 불화를 활용하고자 한

다. 조선시대의 사천왕 이미지는 악귀의 유무 외에 조각

과 불화에서 뚜렷한 도상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고려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는 이를 봉안한 문의 건립 

시기와 연동된다. 이에 4단지 문의 건립 시기에 대한 건

축사 연구를 근거로 상의 조성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당시 유행했던 사천왕 도상을 검토하여 

회암사 사천왕상의 대체적인 양상을 추정해보겠다. 

Ⅱ.   소조편과 문지의 구조로 본  
회암사 사천왕상의 특징

소조편은 주로 3단지와 4단지에서 출토되었다. 4단

지 문지에서는 특히 눈과 손톱, 귀 등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 편이 출토되었기 때문에18 존상을 봉안했던 것은 확

실해 보인다. 또한 대형 조형물의 일부로 보이는 소조 유

물편들도 출토되었기 때문에 존상은 소조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외에 다양한 형태의 소조 장식편과 구슬 또한 

다량으로 출토되었다.19

소조 장식편은 4단지 중에서도 문지에서만 전역에 

걸쳐 출토되었다. 그 형태는 총 열여섯 가지로, 방형·판

형·연화문형·연봉형·여지문형·소형화형·소형원형·열매

형·마름모형·一자형·Y자형·十자형·금강저형·구슬형·끈

형·보관장식형 등이다. 이 중 Y자형·十자형·금강저형·구

슬형·끈형·연화문형·보관장식형·방형 등의 소조편에 대

해 살펴보겠다. 이들 중 몇 가지 유형의 편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 불화 사천왕도와의 비교가 이루어졌다.20 이 글

에서는 소조편들이 입체의 사천왕상을 구성했던 요소들

이라는 사실과 그 조성 시대를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사

천왕상과의 비교를 통해 이 소조편들의 보다 명확한 위치

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Y자형 소조편은 열여섯 종류나 되는 장식품 가

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그림 1).21 삼각형에서 

세 변이 안으로 만곡되어 세 기둥이 한 점에서 모이는 Y 

혹은 ㅅ자 형태라 할 수 있다. 상면이 볼록하고 하면은 상

면을 따라 오목하다. 세 변에는 두 줄의 깊은 새김을 가하

18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위의 책, pp.300~301. 

19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위의 책, pp.301~337.

2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위의 책, pp.351, 403; 정여원, 2020, 「朝鮮時代 天王門 形成 過程」,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

21 이들은 보고서에 소개된 것만 해도 251점이나 되며(유물 11515~11766), 『회암사 I :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삼각형으로 보고되었다(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위의 책, p.320).

그림 1   Y자형 소조 장식편, 양주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기 후반,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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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중앙에는 원형 돌기를 두었다. 이 형태는 갑옷의 짜

임을 표현한 것으로 『당육전(唐六典)』에서 말하는 산문갑

(山文甲)이다.22 세 기둥이 한 점에서 모이는데 기둥 윗부

분이 다른 두 기둥보다 더 길게 튀어나와 산(山)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산문갑이라 불렀다.23 

산문갑은 도쿄 토지(東寺)의 당대 후기 비사문천상

을 비롯하여 송대 위태천상이나 원대 거용관 운대(居庸

關 雲臺)의 사천왕상, 명대 쌍림사(雙林寺) 위태천상, 명 

십삼릉(十三陵) 무인석상, 명대 상희(商喜)의 <관우금장

도(關羽擒將圖)> 등 중국에서는 당대 이후 명·청대에 이

르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신장상이나 무사상 등의 작품

에 표현되었다(그림 2). 

발굴단에서는 “정중앙에 융기된 원형의 부조면을 3

개의 다리로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 상부 좌우의 다리

보다 가운데 다리가 길며 … 큰 틀에서 ‘Y’에 가깝다”고 판

단하였다.24 그러나 산문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작품에서 긴 다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뻗어 있어 Y자형보다는 산자형 소조편이나 산문갑편이 

보다 더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우

리나라 사천왕 이미지 가운데 산문갑은 고려시대부터 나

타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지장보살도(地藏菩薩

圖)>나 보스턴미술관 소장의 <원각경 변상도(圓覺經 變

相圖)>와 같은 고려 불화 사천왕의 갑옷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3A, 4). 

22 『唐六典』 卷16에서는 갑제를 총 13가지로 분류하였다. “一曰明光甲，二曰光要甲，三曰细鳞甲，四曰山文甲，五曰鳥鎚甲，六曰白布甲，七曰皂绢甲，八曰布背甲，九

曰步兵甲，十曰皮甲，十有一曰木甲，十有二曰鎖子甲，十有三曰馬甲”.

23 郑艺鸿, 2019, 「明十三陵石刻武将服饰研究」, 『艺术设计研究』 2019.1, p.57. 조선시대의 갑주에는 경번갑(鏡幡甲), 단갑(鍛甲), 두정갑(頭釘甲), 두정미갑(頭丁味

甲), 등두구(籐頭口), 면갑(綿甲), 삼승갑(三升甲), 쇄자갑(鏁子甲), 수은갑(水銀甲), 엄심갑(掩心甲), 유엽갑(柳葉甲), 전갑(氈甲), 지갑(紙甲), 철답(鐵甲), 철주(鐵冑), 

피주(皮冑) 등이 있으며 산문갑은 없다(박가영·남윤자·조우현, 2003, 「조선시대의 갑주(甲胄)」, 『한국복식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p.20).

24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앞의 책, p.320.

그림 2   商喜, <關羽擒將圖> 세부, 명대 15세기, 비단에 채색, 237×200㎝, 北

京故宫博物院(https://www.dpm.org.cn/collection/paint/231042.html)

그림 3   지장보살도, 고려 14세기, 삼성미술관 리움(『대고려국보전』, 1995, 도 17)

A

지장보살도 세부 

그림 4   원각경 변상도 사천왕상 세부, 고려 14세기, 비단에 채색, 보스턴미술관

(https://archive.asia.si.edu/publications/goryeo/ko/object.php?q=MFAB-1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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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

년)이나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49년), <영광 불

갑사 목조사천왕상>(17세기), <고창 선운사 소조사천왕

상>(1680년), 그리고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1746

년)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친 사천왕상의 

갑옷에 표현되고 있다(그림 5~8). 이 소조편의 출토량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산문갑이 양 어깨, 가슴과 배, 허벅지

를 감싸는 갑옷의 모든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림 7).

실제 다른 작품에서 보면 형태가 단일하지는 않으

며, 한 존상 안에서도 상·하체에 따라 크기나 세부 형태

를 달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

왕상>(1649년)과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1676년)

에서는 산문이 작고 매우 촘촘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

다(그림 6, 8).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에서는 중앙

에 꽃잎 모양 돌기를 표현하였고, 상체의 산문은 작고 촘

촘하여 삼각형에 가까우며, 하체에는 산문의 다리가 길며 

느슨하게 표현되었다(그림 5).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

상>에서는 상체와 하체에 동일한 형태, 동일한 크기의 산

문이 표현되었다(그림 7). 

산문갑편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된 소조편이 十자

형 장식편이다(그림 9).25 능형의 네 변이 대체로 둥글고 

25 十자형 소조편은 유물 11386~11514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316 및 <표 32> 참조.

그림 5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세부(상체/하체), 조선 1515년, 장흥 보림사(저자)

그림 6 완주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세부, 조선 1649년, 완주 송광사(저자)

그림 7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세부, 조선 17세기, 영광 불갑사(저자)

그림 8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세부, 조선 1676년, 홍천 수타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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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하게 변형된 十자형으로,26 중앙에는 꽃 문양을 돋을

새김하여 마치 네 다리로 이를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이

다. 산문갑편들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우선 네 다리를 

따라 두 줄 정도의 선을 새겨넣었다. 이는 다만 표면 장식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다(그림 

1, 9). 그러나 두 종류 모두 상면이 볼록하고 하면은 그 곡

면을 따라 오목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기능

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채색은 주로 외면에만 입

혀졌는데 다리 끝에는 채색면과 비채색면의 경계가 뚜렷

하게 구분되는 점 또한 산문형과 같다.27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의 갑옷에서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어 이 역시 갑옷편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十자형 편들이 산문갑편 다음으로 많은 수량

이 출토된 이유는 이 편들 역시 갑옷을 구성했기 때문이

다.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의 갑옷에는 十자형과 

함께 산문갑도 표현되어 있으므로(그림 10A) 회암사 사

천왕상의 갑옷 역시 두 유형이 모두 표현된 갑옷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8  

조선시대의 다른 사천왕상에 표현된 산문이나 十자

형 편들은 세부가 일률적이어서 틀에 찍었을 가능성도 있

다. 이와 비교하면 회암사지 출토 갑옷편들은 휘어지는 

정도나 두세 줄의 선각들이 편마다 차이가 있어 하나 하

나 손으로 작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 발원 미술품

에 들인 정성의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산문갑이나 십자형 갑은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석

탑이나 승탑 혹은 계단의 사천왕상에서는 볼 수 없다. 이

러한 갑옷 표현들은 중국에서도 당대 후기에 보이기 시작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특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 석조물은 대부분 화강암이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이 요구되는 산문갑을 새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26 두 변이 일직선상으로 잘리듯 마감된 T자형(유물 11424, 11427~11430, 11509)도 있다. 

27 이는 개별 편이 아니라 모든 편을 조합하여 하나의 판이 완성된 뒤에 채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28 호림박물관과 일본 케조인(華藏院) 소장 고려시대 지장시왕도의 사천왕 갑옷 중에는 一자형 소조편과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어 이 편들 역시 갑옷편으로 추정

된다(한국미술연구소, 1996, 『高麗時代의 佛畫』, 시공사, 도 110, 117 참조). 一자형 소조편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 11767-11821에 해당하며, 산문갑과 십

자형 편처럼 채색면과 비채색면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다. 앞의 두 갑옷편에 비해 출토 양은 많지 않다(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앞의 책, 

pp.329~330).

그림 9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十자형 갑편, 조선 1473년, 양주시립회암사

지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도면 

11387, 11388) 그림 10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조선 1624년, 보은 법주사(저자)

A

十자형 갑과 산문형 갑,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 조선 16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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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갑옷의 표현은 매체의 재료적 특징과도 관련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4세기로 추정되는 고려 후기

의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사천왕도에서도 이러한 갑옷 표

현은 보이지 않으므로 산문갑이나 십자형 갑 등은 갑옷의 

계통과 관련되는 특징일 수도 있다. 이들은 양당개나 명

광갑처럼 판으로 구성된 갑옷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끈형 소조편은 가늘고 긴 형태로 외면에 음각선을 

교차하여 장식하였다.29 가슴에서 갑옷을 묶은 끈으로, 중

국 용어로 속갑반(束甲絆)이라 칭하는 갑옷의 부속구를 

정교하게 형상화한 것이다(그림 11). 특히 홍천 수타사 

사천왕상의 속갑반과는 그 꼬임의 형태까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8, 12). 속갑반 역시 산문갑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신장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역

시 갑옷 형태의 계통이 다른 탓이다. 고려 불화에서 일부 

보이기는 하나 끈형처럼 꼰 것이 아니라 천을 말아서 묶

은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세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산

문갑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당대 후기 혹은 송대에 들

어서 명확한 형태가 나타난다. 

방형 소조편은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보이는데(그

림 13),30 사천왕이 착용한 갑옷의 허리띠 파편들로 추정

된다. 끈형의 속갑반이 고려 불화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지 않는 것과 달리 고려시대 이후 거의 모든 사천왕상에

는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

형 소조편은 앞에서 살펴본 고려 불화(그림 3, 4)나 개성 

부근에서 출토한 금동불감 측면의 사천왕상처럼 고려시

대의 사천왕 허리띠와는 형태가 다른 점이 주목된다(그

림 14). 이에 반해 장흥 보림사, 보은 법주사, 영광 불갑사 

등 목조와 소조, 16세기와 17세기를 불문하고 조선시대

의 거의 모든 사천왕상에 표현된 허리띠 형태와 유사하여

(그림 7, 8, 10) 제작시기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29 유물 11822~11837,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331. 

30 유물 11064~11088,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301. 

그림 13   방형 장식편,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기, 양주시립회암

사지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도면 11074)

그림 11   끈형 갑편,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기 후반, 양주시립회

암사지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도면 11825) 

그림 12  홍천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속갑반(그림 8) 세부

그림 14   금동불감 측면 사천왕상, 고려 말 14세기, 개성 부근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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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조편에는 특히 바깥쪽 가장자리에 테두리면을 

돋을새김하고 그 위에 얕은 띠를 한두 줄 돌리고 방형의 

문양면 내부에는 용이나 당초, 구름 등의 다양한 문양을 

새겼다. 조선시대의 다른 사천왕상에서도 대체로 테두리

를 두고 테두리 안쪽에 장방형의 문양면을 구획하여 내부

에 다양한 문양을 새긴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금강저형과 구슬형 소조편(그림 15)31은 조선시대 사

천왕상의 가슴, 팔뚝, 종아리 등을 보호하는 갑옷에 장식

으로 부착된 예를 볼 수 있다(그림 6). 또한 소조편들 중 

꽃 모양(그림 16)32 혹은 화염 모양의 편(그림 17)33들은 사

천왕상 보관의 장식들로 추정된다(그림 18). 뒷면에 철심

을 꽂은 흔적이 보이므로 조선시대 사천왕상이나 보살상

의 보관에 장식을 부착하는 방식과 같다.

이상 장식편들의 외면은 대부분 채색되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변색 때문에 현재의 발색이 제작 당시와 같

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성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진 편들

이 많았다고 한다. 소조의 존상을 제작할 경우 표면의 장

식편들은 대체로 소성 후 부착되었다고 여겨져왔다. 그

러나 4단지 문지 출토 장식편에서는 기물에 닿았던 면에

서 소성 후 부착으로 생긴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식편의 제작과 사용 방법

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34

4단지 문지 봉안 사천왕상의 재질에 대해 발굴단에

서는 소조인지 목조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

았다. 소조편은 소조상뿐 아니라 목조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처럼 귀 앞

을 지나 어깨로 흘러내리는 머리칼, 허리띠나 갑옷편 등

을 흙으로 따로 제작하여 못으로 결구한 예가 있으므로35 

장식편이 소조라는 이유만으로 본체를 소조로 판단하기
그림 15   금강저형 장식편,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기,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도면 11291, 11292) 

그림 18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보관, 조선 1515년, 장흥 보림사(저자)

그림 16   연화문형 장식편,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

기 후반,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도면 11165)

그림 17   화염형 장식편, 회암사지 4

단지 문지 출토, 조선 15세

기 후반,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사진』, 사진 11057)

31 유물 11287~11340에 해당하며, 범자문이나 다른 문양을 사이에 두고 금강저를 대칭되게 형상화한 문양이다(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p.312~314). 

32 유물 11165~11195에 해당하는 유물들로, 보고서에는 ‘연화문형’으로 명명하였다(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p.307~308).

33 유물 11057~11063에 해당하며, 보고서에서는 ‘보관장식형’으로 명명하였다. 화염문 안에 구슬 3개가 연접한 모양을 새겼고, 내면 중앙에는 철심을 꽂았던 홈

이 있다고 한다(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301).

34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p.301.

35 영산문화재연구소·불갑사, 2012, 『四天王像 -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 pp.66~109. 이처럼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은 흙으로 빚어 표현력을 높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정은우, 2012, 「불갑사 목조사천왕상 연구」, 『四天王像 -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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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수

장하고 있는 4단지 문지 출토 소조 덩어리 편들은 사천왕

상이 소조상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문양이나 

채색이 없고 소형의 장식편들과 달리 큰 덩어리이기 때문

에 사천왕의 신체 파편들로 판단된다.36 

목조상이었다면 소조의 장식편만 남고 본체는 모두 

화재로 소실되어 이러한 덩어리들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것

이다. 이로써 양주 회암사지 4단지 문지 봉안 사천왕상은 

소조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른 소조상처럼 

검이나 비파 같은 지물은 목조로 하였을 것이며, 이는 화

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고 본다. 

출토 소조편들의 몇 예를 통해 4단지 문지 출토 장

식편들이 사천왕상의 갑옷과 보관 장식의 일부였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문갑편은 조선시대 다른 사천왕

상의 산문갑보다 약간 큰 편인데, 그렇다면 회암사 사천

왕상의 대체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상의 크기는 

입상과 좌상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을 봉안

했던 문의 크기나 평면을 다른 사찰의 천왕문과 비교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4단지 문지는 4단지 중앙 전면의 남북 중심축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정면 3칸(주칸 거리 3.8m), 측면 2칸(주

칸 거리 3.8m)이다. 각각의 주열에 모두 기둥을 배치하여 

통로 좌우 각기 두 개의 칸으로 구획했으며, 네 칸은 주칸 

거리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이다(그림 19). 즉 사천왕상을 

하나의 칸에 각기 한 구씩 배치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사천왕상이 천왕

문의 통로 좌우에 두 구씩 장방형의 한 칸에 들어가 있는 

형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0). 다만 예외

가 있는데 이는 <법주사 천왕문>으로, 회암사 4단지 문

지의 장방형 네 칸으로 된 공간 구성과 가장 유사한 사례

라 할 수 있다(그림 21).37 

<법주사 천왕문>은 현존하는 천왕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봉안된 사천왕상 역시 가장 큰 6m에 달한다. 키

가 큰 이유는 사천왕상이 입상이기 때문이다(그림 10).38 

그림 19 회암사지 천왕문 크기와 평면 구조

그림 21 법주사 천왕문 크기와 평면 구조

36 필자가 근무했던 경기도박물관에서 2014년 회암사 특별전을 준비하는 중에 문양이 베풀어진 덩어리 한두 점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나 전체 양은 알 수 없었다. 

문양이 없는 유사한 덩어리편들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회암사지박물관의 김종임 학예사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를 실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임 학예사와 회암사지박물관에 감사드린다.

37 제시된 도면의 법주사 천왕문 크기는 약실측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실측치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기록에 의하면 천왕문은 1624년 중건되었으나 현재의 건

물은 18세기 초에 중건되고 19세기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2년에도 수리되었다고 한다(裵秉宣, 1998,「第3章 법주사의 건축」,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

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p.78). 대형의 소조상은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까닭에 사천왕상의 조성과 천왕문 건립 시기의 연관성은 소조일수록 강하기 때문

에 상과 문의 시대가 일치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류성룡, 2012, 「17세기 天王門의 건축 형식 展開에 관한 연구」, 『건축사역사연구』 제21권 제5호, p.71). 

38 좌상으로는 <고흥 능가사 목조사천왕상>(1666년)이 가장 큰데 4.7m 정도이다.

그림 20 능가사와 직지사 천왕문 크기와 평면 구조

능가사 사천왕문 직지사 사천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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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을 봉안한 다른 사찰의 천왕문들은 내부에 기둥을 생

략하여 좌우 각기 두 칸이 아니라 장방형의 한 칸으로 처리

했으며, 존상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의 너비보다 앞

뒤가 더 긴 구조이다. 이는 좌상의 경우 앞으로 돌출되는 

두 다리와 악귀를 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림 20).39

존상이 놓이는 공간의 분할 방식이나 좌우 비율은 

존상의 크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회

암사지 4단지 문지와 법주사 천왕문은 존상의 앞뒤 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암사의 사천왕상 역시 법주

사와 같은 입상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법주사 천왕문>은 네 칸 중 한 칸의 남북 길이와 

동서 길이는 1:1.1로, 회암사처럼 정확한 1:1의 비율은 아

니다. 그러나 남북 방향의 두 칸 사이에는 기둥을 배치하

여 명확하게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두 절에

서만 나타나는 유사성이다. 또한 법주사 사천왕상은 정

방형의 마루판 위에 서 있는데 이는 다른 사찰들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그림 22). 회암사와 함께 입상의 사천

왕상은 정방형의 공간에 배치된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두 상 모두 입상이고 공간 구조가 같다면 회암사 상

의 크기는 법주사 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정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법주사와 회암사지 천왕문의 평면 크기 중 측

면 벽의 크기인 4390:3800의 비례만으로 추정해본다면 

회암사 사천왕상은 법주사 상 6m의 약 86%인 5m가 약

간 넘는 크기로 추정된다.40 다만 이는 법주사 천왕문의 

공간 형태, 규모나 비례가 회암사지 4단지 문지와 유사

하고 회암사 상이 입상이라는 전제 하에 문지의 평면 크

기 비례만으로 도출한 대략적인 추정임을 다시 한 번 밝

혀두겠다.41 

그렇다면 5m가 넘는 대형의 소조상을 4단지 문지 

내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대형 소조상의 경우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비책

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천왕상의 신체 일부나 지물을 건

물 상부 가구에 매달아 하중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42 

또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천왕문의 내부 바닥은 대체로 마

루인데, 문에 설치할 때 상의 내부 골격 목재가 건물 마루

와 연결되도록 시공하는 방법도 있다. 순천 송광사와 홍

천 수타사 등의 소조사천왕상은 뼈대를 마루에 통과시켜 

건물과 결속시킨 방법을 잘 보여준다.43

이들은 비록 17세기의 작품이지만 대형 사천왕상, 

특히 소조상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의 하

나로 이전 시기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바닥과 공간을 띄우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깔린 마루

판 위에 사천왕상이 올라가 있는 법주사 방식은 17세기에 

선행하는 형식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그림 22).44 

이와 관련하여 4단지의 문지 내부 바닥 시설은 5단

39 능가사와 직지사 천왕문의 측량 자료는 순서대로 문화재청, 2011, 『김천 직지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상)』, 도면 5~84; 文化財廳, 2003, 『楞伽寺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p.212 참조.

40 사천왕이 올라서 있는 마루판은 정방형인 까닭에 남북 길이는 공간에 거의 꽉 차는 크기이나 동서 길이는 동서 방향의 벽체 너비보다 짧아 마루판 앞뒤로 공간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남북  길이를 회암사지 문지와 비교하였다.

41 게다가 입상일 경우 건축 상부 가구의 형태나 높이, 하부 기둥의 구조 등과 연동되므로 상의 보다 명확한 크기는 건축 복원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2 이에 대해서는 정은우, 2016, 「조선 후기 대형 소조사천왕상의 구조와 제작 기법 연구」, 『불교미술사학』 22, pp.131~161 참조.

43 류성룡, 2012, 「17세기 사천왕상 天王門의 건축형식 展開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5), 84, pp.69, 71, 78.

44 기록에서는 법주사 천왕문이 1624년 중건되었다고 하므로 천왕문과 사천왕상은 그 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사천왕상에 조성 당시의 모습이 얼

마나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법주사 사천왕상 중 보검과 당탑을 지물로 한 사천왕은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고식의 투구를 착용한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네 구 모두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도 법주사의 사천왕상 중 털목덮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특이한 예로 보았다

(魯明信, 1991, 「朝鮮 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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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연상, 2015, 「회암사지 건축물의 바닥 구조에 관한 연구」,『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V), 양주회암사지박물관, pp.222~223.

46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b, 앞의 책, 그림 43.

4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앞의 책,p.100.

48 정여원, 2020, 「朝鮮時代 天王門 形成 過程」,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4~47 삽도 17~18 참조. 정여원은 중국에서의 천왕전 독립과 연동되어 고려에서

도 늦어도 13세기 후반경에는 천왕문이 건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건립 양상을 회암사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4단지 문지를 이색이 

「수조기」에서 언급한 정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4단지 문의 건립 시기를 고려 말 14세기로 보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정여원, 각주 123).

지와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23, 24). 5

단지 문지에는 바닥 전체에 전돌이 깔려 있는 반면 4단지

는 중앙 통로에만 전돌을 깔았기 때문이다. 회암사지 8단

지 정청지 내부에는 마루 구조를 마감했던 것으로 추정되

는데45 4단지 문지에서도 정청지 내부 바닥처럼 고맥이주

초와 고맥이석을 확인할 수 있다.46 4단지 문지 내부에서

는 동바리돌과 적심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마루 같은 내부 시설을 지지하는 기초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발굴단에서는 건물 내부 바닥에 각기 마루 시

설을 하고 존상을 배치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47 

이상 회암사 사천왕상의 갑옷 형식 및 사천왕상이 

입상일 가능성과 대략적인 크기 및 설치 방법을 추정해보

았다. 출토편의 종류가 대체로 장식에 제한되어 존상의 

지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양상 및 배치 방식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에 

유행했던 도상을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해보고자 한다.

Ⅲ.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와 도상 추정

회암사 사천왕상은 4단지 문의 건립 때 조성되었을 

것이므로 그 조성 시기는 문의 건립 시기와 연동된다. 기

록에 의하면 4단지 문의 건립 시기는 1376년의 고려 말이

나 1473년경의 조선 초로 추정되므로 사천왕상 또한 고

려 말이나 조선 초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4단지 문지 출토 소조편들을 고려 불화 사천왕도의 

장식과 비교하면서 회암사 봉안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를 

고려 말인 14세기경으로 보기도 한다.48 그러나 이 장식품

들은 고려 불화뿐 아니라 조선시대 사천왕상과 불화 이미

그림 22 법주사 천왕문 바닥 마루판

그림 23   회암사지 4단지 문지 유구(경기문화재연구원, 2013a, 『檜巖寺 Ⅳ : 1~4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 본문』, 도판 55-①)

그림 24   회암사지 5단지 문지 유구(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檜巖寺 Ⅲ : 5·6단

지 발굴조사 보고서 – 유물 도면·사진』, 도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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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려 불화에 나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고려 말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조편들 가운데 화염형 소조편이나 

방형 소조편 같은 장식이 고려시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명확하게 고려시대 후

기의 사천왕상으로 보는 조각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그

런데 악귀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천왕문에 봉안된 조선시

대의 사천왕상과 조선 불화의 사천왕 이미지는 매우 유사

하다. 즉 고려시대에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전제

한다면 고려 불화의 사천왕 이미지를 통해 고려시대 사천

왕상을 추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에서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화염형 소조편을 

조선시대 사천왕상 보관의 장식과 비교하였다. 조선시

대 사천왕상의 보관은 시대를 막론하고 큰 변화 없이 거

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형태는 상부가 벌

어진 원통형으로, 정면 중앙에서 약간 위로 솟았다가 완

만한 경사로 내려와 머리 뒤쪽에서 만나는 모양이다(그

림 18).49 보관 표면은 꽃잎이나 구름, 학, 용 등의 장식으

로 뒤덮여 있으며 맨 윗줄에는 화염형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특히 화염형 장식은 조선시대에는 보살상의 보관

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나(그림 25) 고려시대 사천왕이나 

보살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림 3, 4). 

개성 부근에서 출토한 금동불감 측면의 사천왕상처

럼 고려시대의 사천왕은 대개 고식의 작은 삼면관(그림 

14)이나 투구, 경우에 따라서는 북방다문천이 보관을 쓴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림 3, 4). 고식의 삼면관이든 보관

이든 고려시대에는 화염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50 그러나 

조선 불화 속 보살과 사천왕은 원통형의 조선식 보관뿐 

아니라 전통적인 고식의 삼면관에서조차 화염형 장식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6).

따라서 이 장식이 회암사지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화염형 소조편과 매우 유사한 형태인 점이 주목된다. 화

엄형 소조편은 앞서 언급한 방형 소조편과 함께 작은 장

49 원통형 보관은 고려시대 보살상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류는 요대 보살상에서 찾을 수 있다(권보경, 2013, 「고려시대 보살상의 圓筒形 寶冠의 源流와 전개」, 『동악

미술사학』 15, pp.59~86 참조).

50 위의 정여원의 연구에서도 화염형과 방형 소조편은 고려 불화와의 비교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고려 불화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허리띠의 경

우 존상이 겹쳐 그려지면서 그 부분이 가려질 수도 있으나 화염형 장식은 보관 장식이기 때문에 표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의 협시보살 세부, 조선 1685년, 안성 

칠장사(저자)

그림 26 조선시대 불화 사천왕 세부, 18세기, 홍익대학교 박물관(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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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불과하지만 고려시대 사천왕상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장식 요소라는 점에서 회암사 봉안 사천왕상의 도상 

및 조성 시기 추정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회암

사 사천왕상은 고려시대보다는 천왕문에 봉안된 조선식

의 사천왕 도상과 유사성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는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와 연동되므로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

에 대한 건축사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중 유구를 면

밀히 분석한 건축 연구들은 15세기 건립설로 수렴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가구식 기단과 계단의 축조 

기법과 세부 요소에 따른 시대적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

석한 남창근·김태영은 이를 15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

았다.51 또한 조선 초 왕실 불사로 인해 회암사에 일어난 

건축적인 변화를 다룬 이경미는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과 

계단을 고려식으로, 4단지 문지처럼 치석된 장대석으로 

조성한 기단과 계단은 조선식이라 보았다(그림 27).52 이

에 의하면 4단지 문지는 1473년 정희왕후 발원의 중창을 

통해 변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민규에 의한 최근 연구에서도 다듬은 돌로 쌓은 

회암사지 석축은 15세기 후반 중창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1~7단지의 일곱 곳에 갖추어진 소맷돌은 각 축대와 

결구되어 있어서 축대와 동일 시기에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소맷돌은 전후좌우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결구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석축 조성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았다.53

회암사지 4단지 문지가 15세기 후반에 건립되었다

면 사천왕상 역시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므로 당시 

유행했던 사천왕 도상을 통해 회암사 상의 대체적인 형상

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당시는 사회정치적인 혼란기

일 뿐 아니라 미술사상에서도 다양한 도상들이 혼재했던 

시기이다.54 이에 회암사 사천왕상이 범본으로 삼았을 도

상을 추정하기 위해 고려 말에서 15세기 후반 사천왕 도

상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된 천왕문에 봉안된 조선시대 사천왕상은 현재

까지 총 19건이 알려져 있다.55 소조와 목조의 사천왕상은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 외에는 주로 17

51 남창근·김태영, 2012, 「백제계 및 신라계 가구식 기단과 계단의 시기별 변화 특성」, 『건축역사연구』 21, 한국건축역사학회, pp.112~116.

52 이경미, 2015, 「조선 초기 회암사의 왕실 불사에 따른 건축 변화의 양상」, 『회암사와 왕실문화』(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Ⅱ), 양주회암사지박물관, 

pp.137~138. 이는 김수온의 「중창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잡석을 사용하여 견고하지 않은 축기(築基)와 전사(殿舍)의 계체(階砌)’에 주목하여 이를 유구

와 비교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53 김민규, 2021, 「회암사지 석조문화재의 역사와 의미」, 『회암사의 조각 :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의 시작』(『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Ⅸ』 발간 학술대

회 자료집), pp.98~101. 회암사지 기단의 유형을 분석한 오세덕은 이경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사문지와 정문지를 1376년 나옹의 중창 때 1차 조성되고, 중앙

의 (월대) 축대 건물지는 1402년 축대와 계단이 감입되면서 보축된 것이라 보았다(오세덕, 2019, 「양주 회암사지 유구 분석을 통해 본 시기성과 조선시대 사찰

에 미친 영향」, 『불교미술사학』 28, pp.110~114). 그러나 오세덕의 비판은 김민규의 연구에 의해 배척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4 김경미는 조선 전기를 두 가지 이상의 사천왕 판본이 전통과 새로운 도상 사이에서 그 절충을 모색하던 시기라 보았다(김경미, 2015, 「조선 전기 석가설법도의 

사천왕 도상과 배치 형식 고찰」, 『문화재』 48-1, pp.19~21). 

55 魯明信, 1994, 「朝鮮 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202, 표 1, 2에는 17건을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도 서울 봉은사와 북한의 석왕사 천왕상의 두 건을 추가

할 수 있다.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은 2.1m 크기의 입상으로 1746년 화원 여찬(呂燦), 신찰(愼察), 성현(性賢), 민휘(敏輝) 등이 조성하였다. 북한의 강원도 고산군에 있

는 1392년 건립의 석왕사 호지문(護持門)에도 사천왕상이 봉안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는 좌상으로 추정되는 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조성 시기는 알 수 없다. 

현재 내부는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2011, 『북한의 전통사찰 10 - 강원도』, 도서출판 양사재, p.108 호지문 내부 왼쪽 측면 사진). 

그림 27 회암사지 석축(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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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18세기의 작품들로 17세기에는 전라도, 18세기에

는 경상도 지역에 더 많은 수가 분포해 있다.56 이들은 조

성 시기나 지역과 무관하게 거의 유사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조선 초기에 정립된 도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조

선 전 기간에 걸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7 

조선시대 천왕들은 대개 방형의 크고 넙적한 얼굴에 

우락부락한 얼굴 표정을 짓고 움직임이 큰 동작을 취하

고 있다(그림 10, 28). 머리에는 각종의 장식이 뒤덮인 원

통형의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최상부는 화염형 

장식들이 부착되어 있다.58 앞에서 살펴본 산문갑이나 십

자형 갑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장식을 가하여 화려한 갑옷

을 착용하고 있다. 

<보은 법주사 소조사천왕상>(1624년)과 <서울 봉

은사 목조사천왕상>(1746년)을 제외하면 모두 좌상으로 

두 다리 아래 악귀를 밟고 있다.59 지물로는 비파, 보검, 용

과 여의주, 당과 탑을 들고 있다. 약간의 변화를 동반한 

예도 있으나, 대개의 배치는 주불전의 왼편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파, 보검, 용과 여의주, 당과 탑을 지물로 한 

천왕의 순이다(그림 10, 28).60

넙적한 얼굴과 움직임이 큰 동작, 장식이 화려한 원

통형 보관 및 지물의 구성과 상의 배치는 15세기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61 고려 말의 사천왕 조각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고려 말 조성으로 추정되는 통도사 금강계

단의 석조신장입상과 비교해볼 수 있다.62 복두나 투구를 

쓴 갸름한 얼굴에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지

물을 들고 있는 정적인 자세는 조선시대 사천왕상과는 판

이하게 다르다(그림 29). 

이들은 또한 장검과 단검, 금강저, 그리고 화살로 보

이는 무기를 지물로 들고 있다. 물론 금강계단 신장상에

는 사천왕과 금강역사의 도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네 구 

모두 사천왕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천왕 도상을 

비교해볼 수는 있다.

이는 14세기 고려 불화의 도상과 비교해보아도 마찬

가지이다. 고려 불화의 사천왕들은 보관, 투구, 뒤에서 띠

로 묶는 작은 삼면 보관 등을 착용하고 있다. 고려 불화에

는 비파나 용과 여의주가 등장하지 않는다. 고려 불화의 

56 천왕문에 걸려 있는 <보림사천왕금강중신공덕기(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에 의하면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의 제작 연대는 1515년으로 추정된다. 

이후 1668년과 1777년의 중수 기록이 있다. 보림사 상의 제작 시기가 1539년으로 알려졌던 것은 위의 공덕기에서 ‘乙亥’를 ‘己亥’로 오독했기 때문이다(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역주, 2001,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각주 50, 345 참조). 하지만 1777년의 중수 범위를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1515년 

제작 당초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정은우, 2016, 앞의 글, 각주 16). 

57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1515년)의 도상이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의 도상과 일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후기 사천왕상 도상이 보림사 

상을 전범으로 삼았다는 증거로 보기도 한다(임영애, 2018, 「천왕문의 등장 : 사천왕상의 봉안 위치와 역할」, 『신라문화』 52, p.60).

58 앞에서 보았듯 회암사지 출토 소조 장식편에도 이러한 장식과 화염 문양들이 포함되어 있다.

59 사천왕상의 한쪽 다리는 마치 악귀가 천왕의 다리를 받들고 있는 듯한 자세를, 다른쪽 다리는 악귀를 짓누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60 조선 초 사천왕 도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李承禧, 2008, 「高麗末 朝鮮初 四天王 圖像 硏究」, 『미술사연구』 22; 박은경, 2011, 「일본 소재 조선 전기 釋迦說

法圖 연구」, 『석당논총』 50, pp.261~310; 김경미, 앞의 글. 조선시대 사천왕상 연구에서는 아직도 논의 중인 문제로 명칭과 배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할 수 있다. 이대암, 2007,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 천왕문의 배치와 사천왕 배열에 관한 문제」, 『건축역사연구』 55, pp.47~65; 

이승희, 위의 글; 임영애, 2005,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와 조성 시기」, 『서지학연구』 30, pp.73~95; 임영애, 2010, 「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 

『미술사학연구』 265, pp.73~104; 한정호·박은경, 2010, 「사천왕상 배치 형식의 변화 원리와 조선시대 사천왕 명칭」, 『美術史論壇』 30, pp.273~302. 

61 조선시대의 천왕문 봉안 사천왕상이 대개 좌상으로 악귀를 동반하는 데 비해 고려 불화의 사천왕들은 모두 입상으로 악귀 없이 그려진다. 이는 주존 주변에 배치

된 종속 존상으로서의 신앙적인 위치나 화면 크기의 제약 등과 관계된다고 보므로 고려하지 않겠다. 

62 심영신, 2018, 「통도사 금강계단 석조신장입상의 조형과 편년」, 『불교미술사학』 25, pp.7~37. 통도사 금강계단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다른 연구

에서도 면석 주요 부조상의 제작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았으나 석조신장입상의 조성 연대는 부조상들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려 후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정호·김지현, 2017, 「통도사 금강계단의 변천과 浮彫像의 도상 고찰」, 『신라문화』 50, p.228). 이 신장입상들은 그간 사천왕상으로 인식

되어왔다(高裕燮, 1993, 『韓國 塔婆의 硏究』(고유섭 전집 1), 通文館, p.131; 張忠植, 1979, 「韓國 石造戒壇考」, 『佛敎美術』 4, p.110). 그러나 한정호·김지현은 이

들을 사천왕으로 판단할 도상적 근거는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위의 논문, p.237), 심영신은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의 도상이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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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왕은 조선시대와 달리 정적인 자세로 보탑(경우에 

따라 창을 겸함), 검, 활, 창을 들고 있으며 합장 자세의 천

왕도 발견된다(그림 3, 3A, 4).63 고려시대 불화의 사천왕

들은 본존의 좌측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북방-동방-남

방-서방의 순으로 배치되어 도상과 함께 보수적인 양상

을 보이며 북송대의 전통과 연결된다.64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얼굴 표정, 보관과 갑옷 형태, 

앉은 자세와 두 마리 악귀, 그리고 지물의 구성은 원대 

1345년의 거용관 운대 사천왕상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30).65 이는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의 특징인데, 중국에서

는 원대에 티베트 불교 도상을 받아들이면서 도상이 바뀌

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고려 말 금동불감의 사천왕상에

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비파라든가 검을 왼쪽으로 내리꽂

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티베트계 도상의 특징이다

(그림 14). 그러나 지물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려식

의 삼면 보관과 정적인 자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원

대의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은 고려에도 유입되었으나, 고

려에서는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했

던 것으로 보인다.66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

名稱歌曲)』(1417년)이나 『제불보살묘상명호경주(諸佛菩

薩妙相名號經呪)』(1431년)에서처럼 명 초기의 사천왕 도

상 역시 원대의 거용관 운대 사천왕 도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그림 31). 이는 명 황실에서도 원대 양식을 그대

로 이어받았기 때문으로 본다. 고려시대와 다른 조선시

63 李承禧, 2008, 앞의 글, <표 1> 고려 후기 불화에서 보이는 사천왕 배치와 지물 및 pp.119~124. 이승희는 고려 불화와 일부 사경에 보이는 사천왕의 배치와 

지물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도상과 달리 고식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64 그러나 <영산회상변상도> 목판에서는 북방다문천왕이 본존의 우측에 위치하여 불화와는 다른 배치법을 보이는데 이는 남송대 판본의 영향으로 본다.  

<영산회상변상도>는 남송대 항주에서 주로 판각했던 판본들로 원대에도 제작이 이어졌고, 고려 말에 해로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다(이승희, 위의 글, 

pp.124~128). 

65 이승희는 거용관 운대의 사천왕상 모습이나 자세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점을 티베트 불교 미술과 연결지었다(이승희, 위의 글, p.138). 그러나 조선시대 사천

왕상은 우락부락한 형상이지만 분노보다는 해학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6 거용관 운대 사천왕 도상은 원 간섭기에 원 황실과 고려 왕실 간의 교류를 통해 고려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이전의 전통적인 사천왕 

도상과 새로이 유입된 티베트계 도상을 결합하여 고려만의 특징적인 도상을 형성하였고 이는 조선시대와는 다르다(이승희, 위의 글, pp.134~136). 

그림 28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조선 1515년, 장흥 보림사(저자)

그림 29 통도사 금강계단 석조신장입상, 고려 말, 양산 통도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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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티베트계 사천왕 도상은 명의 황실 판화를 통해 유

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67 

광평대군 부인 신씨 발원의 『묘법연화경』 변상 판화

(1459년)처럼 조선 초 15세기 후반의 왕실 발원 변상 판

화에 등장하는 사천왕은 모두 본존의 왼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파-검-용과 여의주-당과 탑을 든 천왕들이 배

치되어 있다(그림 32).68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도상은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의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

다는 것을69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특히 15세기 후반 불교 판화의 도상

은 이후 조선 전 시기를 통해 계승되었고, 대부분의 도상

이 이때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불교 판화들이 주

목된다.70 

15세기 후반에 정립된 불화나 경전 변상의 도상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현존하는 천왕문 봉

안 사천왕상의 도상 역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조각의 

경우에도 15세기 후반에 정립된 도상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회암사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가 과연 고려 말 나옹 중창 

67 문현순 역시 명대 판화 및 불화와 비교하여 조선 전기 사천왕 도상이 명대 티베트 불교 사천왕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文賢順, 2001, 「朝鮮 前期의 새로

운 佛敎 圖像 - 泉隱寺 舊藏 金銅佛龕의 銅版 浮彫와 佛坐像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pp.203~209 참조). 이대암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의 

도상적인 원류가 티베트 불교에 있다고 보았다(이대암, 2007, 앞의 글, pp.47~65). 김경미는 조선 전기 사천왕 도상의 지물과 배치상의 변화를 티베트계 불교

의 중국 전파에 따른 도상 변화 과정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다(김경미, 2015, 앞의 글, pp.4~23).

68 조선 전기 불화에서는 고려시대의 지물과 조선시대의 지물이 일정 기간 혼용되어 나타난다(김경미, 위의 글, <표 3> 조선 전기 불화의 사천왕 지물 배치 순서 참조). 

69 이승희는 이 새로운 티베트계 도상이 “16세기와 17세기에는 티베트 불교계 사천왕 도상으로 일원화되어 조선의 불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보았다.

70 정희왕후는 특히 세조가 주도했던 숭불 분위기를 이어 불경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불경 간행은 왕실에서 발원하여 최고의 기량을 지닌 화원과 각

수를 동원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전 시기를 통해 최고 수준의 판화로 손꼽힌다. 정희왕후가 발원하여 간행한 경전의 판화에 대해서는 박도화, 앞의 글; 김자현, 

2015, 「15세기 王室 發願 변상 판화와 새로운 도상의 유입」, 『동악미술사학』 17, pp.7~43 참조.

그림 31   『諸佛菩薩妙相名號經呪』 중 <석가설법도> 변상 판화, 명, 1431년(翁連

溪·李洪波 主編, 『中國佛敎版畫全集』 第七卷, 中國書店. 2014, pp. 193, 195)

그림 32   『妙法蓮華經』 변상 판화, 조선 1459년, 일본 西來寺(동국대학교 박물관, 

2014, 『刻卽佛心』, 圖 9)

그림 30   거용관 운대(居庸關 雲臺) 사천왕상, 원 1345년, 북경(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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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가, 조선 초 정희왕후 주도의 중창 시인가는 도상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선 초일 경우 이전의 

전통적인 도상이나 새로운 도상 둘 다 가능하겠지만 고려 

말이라면 최소한 조선식의 도상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앞에서 화염형과 방형 소조편을 통해 그려본 회암사 

사천왕상의 보관과 허리띠 형태는 고려시대에는 거의 나

타나지 않는 조선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

다. 게다가 이색은 「수조기」에서 “이 밖에 15척(약 4.55m)

의 불상이 일곱 구요, 또 관음이 10척(3.03m)인데, 이는 

각전이 화주로서 모금한 것”이라고 적었다.71 이 상들은 

크기가 크고 각전이 화주로서 조성한 작품들이라는 특징

이 있다. 4단지 문지의 사천왕상을 고려 말에 조성했다면 

이는 각전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 존상들

에 뒤지지 않는 (추정) 5m 크기의 사천왕상이 당시의 주

목을 끌지 못했다면 이는 당시에는 사천왕상을 봉안한 문

이 건립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이 아닐까 하는 점을 덧붙

이고자 한다.

15세기 후반은 조선 왕조가 기틀을 잡아가는 시점으

로 이전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전통과 명 황실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미술 경향이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였다. 전통적인 도상과 새로운 도상이 혼용되었던 

조선 전기 왕실 미술의 시대적인 특성상 회암사 사천왕상

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정은 어렵다. 

다만 사찰의 주존과 떨어진 별도의 문에 독립적으로 봉안

된 사천왕상들이 고려 불화에서처럼 주존을 향해 합장한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독립 전각의 

주존이자 새로운 왕조의 왕실에서 발원한 만큼 고려 불

화에 표현된 것과는 다른, 조선시대 천왕문의 사천왕상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위용을 뽐내는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회암사지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소조 장

식편과 문지 유구를 분석하여 갑옷과 자세를 비롯한 회암

사 사천왕상의 특징과 조성 시기 및 도상에 대해 살펴보

았다. 회암사 사천왕상은 소조 장식편의 제작 방식과 본

체로 추정되는 다량의 소조 덩어리들이 출토된 것을 통해 

볼 때 소조상으로 추정된다.

소조 장식편 중 화염형 및 화문형 편들은 보관의 장

식임을 밝혔다. Y자형과 十자형 편들은 양 어깨와 가슴, 

배, 허벅지 등의 전신을 감싸는 사천왕상의 갑옷에 해당

한다. 끈형 장식은 가슴에서 갑옷 위로 묶는 속갑반, 방형 

장식은 허리띠라는 것 또한 밝혔다. 이 외에 금강저형이

나 구슬형 장식들은 사천왕 갑옷을 치장하는 장식구들이

라는 것도 살펴보았다. 지물이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지물은 목조로 제작하여 본체에 고정했을 것이며 화재

로 소실되었으리라 보았다. 

따라서 회암사 사천왕상은 출토된 화염형 및 화문형 

편들을 보관에 장식으로 부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갑옷

은 산문갑과 십자형 문양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며 부분적

으로 一자형 문양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끈형 소조편

인 속갑반을 가슴 부근에서 묶고, 허리 아래에는 방형의 

문양면으로 나뉜 긴 허리띠를 두르고 신체 곳곳을 금강저

형과 구슬들로 장식했을 것이다.

회암사지 4단지 문지의 평면 형태는 기둥에 의해 독

립적인 네 칸을 구성하고 각 칸은 각기 정방형이라는 점

에서 조선시대 다른 천왕문과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

징은 보은 법주사 천왕문에서만 확인되는데 법주사에는 

입상의 사천왕상이 봉안되었다. 따라서 회암사 상 역시 

법주사와 같은 입상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입상을 봉안

한 천왕문은 네 개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정방

형 혹은 그에 가까운 형태인 반면, 좌상을 봉안한 천왕문

71 번역은 강호선, 앞의 글, p.146 참조. 이색이 기록한 상들에 대해서는 김연미, 2021, 「회암사 보광전에 봉안되었던 불상에 대한 추정」, 『회암사의 조각 :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의 시작』(『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Ⅸ』 발간 학술대회 자료집), pp.115~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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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립적인 네 개의 공간 대신 통로 좌우에 장방형의 기

다란 두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입상으로 추정된다

는 점에서 회암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대다수의 사천왕

상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조

선시대 좌상의 다른 사천왕상들처럼 머리에는 보관을 쓰

고 화려한 갑옷을 착용했으며 지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

을 것이다. 

회암사지 4단지 문지와 법주사 천왕문 평면 크기의 

비례를 따져 회암사 사천왕상의 크기도 추정해보았다. 

회암사 4단지 문지는 법주사 천왕문의 약 86% 크기이므

로 회암사 사천왕상은 약 6m인 법주사 사천왕상의 86%

인 5m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회암사지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는 4단지 문의 건립 

시기에 연동될 것인데, 회암사지 4단지 문의 건립 시기는 

회암사에서 가장 큰 중창 불사가 이루어진 고려 말 1376

년이나 조선 초 1473년의 두 시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각 

불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이색의 「천보산회암사수조

기」와 김수온의 「회암사중창기」에서 잘 전하고 있다. 그

런데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화염형 소조편과 같은 보관 

장식 및 방형 소조편과 같은 허리띠 형식은 조선시대 사

천왕상에는 나타나지만 고려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회암사 사천왕상의 도상은 고려보다는 조선식에 더 

근사할 것이라 보았다. 즉 회암사 사천왕상은 정희왕후

가 발원하여 1472~1473년의 13개월간 이루어진 중창 불

사 때 조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를 15

세기로 본 건축사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회암사지 4

단지 문의 건립 시기에 대한 의견은 두 시기의 기록을 따

라 14세기 후반과 15세기 후반으로 크게 나뉘지만, 특히 

유구의 분석을 통한 연구들은 15세기 후반을 지지하고 있

다. 사천왕상의 조성 시기를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한 필

자의 의견은 거꾸로 4단지 문지의 건립 시기를 15세기 후

반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암사 사천왕상은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중창 불사 때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15세기 후반 왕실 미

술의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에는 고려로부

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도상과 명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도상이 혼재하고 있었다. 특히 정희왕후가 발원한 경변

상도들이 반영하듯 당시 왕실 미술에는 명 황실과의 교류

를 통한 새로운 영향이 나타나 있다. 왕조의 기틀이 자리

를 잡아가는 시점에 이전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전통과 명 

황실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미술 경향이 새로운 전통으

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던 것이다. 새 왕조가 기틀을 잡

아가던 시기에 왕실에서 발원한 사찰의 중창 공사에서 이

전 왕조부터 이어지던 옛 도상이나 미술 경향보다는 명 

황실과의 관계 속에서 유입된 새로운 경향이 더욱 선호되

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회암사 사천왕상에는 새로 유입된 도상들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명으로부터 유입된 경전

변상 판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도상에 기반한 작품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사천왕 도상은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 없

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형이 15세기 후반 왕실 발원 미

술의 조성 과정에 회암사에서 정립되었을 것이라 본다. 

작품은 남아 있지 않지만 회암사 사천왕상은 조선시대 사

천왕 도상의 하나의 전범으로서 기능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한국미술사학회 공동 주최로 2021년 6월 19일(토) 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된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Ⅸ』 발간 

학술대회 “회암사의 조각 :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의 시작”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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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Heavenly Kings Statues of  Hoeams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een Through Clay-
Fragments Excavated From the Yangju Hoeamsa Site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16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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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shape, iconography, and creation date of  the Four Buddhist Heavenly Kings (Sacheonwang 

四天王) enshrined in the Heavenly Kings’ Gate (Cheonwangmun 天王門) of  Hoeamsa in Yangju,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First, small fragments of  clay decoration excavated from a fourth-platform gate site 

of  the Hoeamsa Temple Site in Yangju Gyeonggi Province were analyzed and compared to other Four Heavenly 

Kings enshrined in the (Cheonwangmun gate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size and shape of  the 

gate were compared to other Cheonwangmun gates construc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Results revealed that the excavated fragments were part of  the armor of  Sacheonwang, and the clay-standing 

statues enshrined in the fourth-platform gate of  Hoeamsa Temple would be proportional in size to those of  

Beopjusa Temple in Boeum,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flame-type pieces, which decorated the Heavenly 

King's crown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rectangular-type pieces were not found in artifacts from the Goryeo 

Dynasty. Therefore, the Sacheonwang sculptures of  the Hoeamsa Temple were likely made in the late 15th centu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 detailed iconography of  the Sacheonwang of  Hoeamsa is presumedly based on the Buddhist paintings and 

illustr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Gyeongbyeonsangdo 經變相圖)from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and early Joseon Dynasty, Traditional iconography from Goryeo and new iconography 

from Ming coexisted. However, in the late 15th century, the Sacheonwang statu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had 

many different elements from those of  the Goryeo Dynasty and were similar to those enshrined in Cheonwangmun 

Gat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our Heavenly Kings of  Hoeamsa Temple, believed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late 15th century,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points. They were the first Joseon Sacheonwang statues example enshrined in 

the Cheonwangmun gate. In addition, they were established as a new tradition that influenced the iconography of  

the Four Heavenly Kings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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