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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능비(陵碑)의건립과
어필비(御筆碑)의등장*

국문초록

본논문은조선초·중기, 조선후기, 대한제국기세시기로나누어조선왕릉에건립된신도비와표석의시기별건립추

이와 양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왕실 능비(신도비와 표석)는 일반 사대부가와 달리 건립한 시기와 주체,

후계왕의의도에따라시기별차이를보이며제작되었음을알수있었다. 구체적으로 15~17세기는왕릉신도비의건립과

재건이 이루어진 시기, 18세기는 신도비가 표석으로 대치되어 다수 건립되었고 국왕의 어필을 직접 돌에 새긴 어필비가

처음으로등장한시기이며대한제국기는황제국으로격상됨에따라조선개국자인태조와왕후, 선조들에대한추숭(追崇)

사업이활발해지면서표석중건이이루어진시기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본다면, 결국우리나라능비의

역사는조선후기를기점으로형성된것이라고해도큰무리가없을것이다. 

왕릉신도비의형식은삼국시대의부정형한석비의초보적인형태에서벗어나‘귀부이수’형의당비(唐碑) 형식을수용

한통일신라시대를거쳐고려말탑비의퇴화된양식에서기원을찾아볼수있다. 15세기 건립당시부터선왕에대한숭

모예를표현하고자하는국왕과왕의치적이국사(國史)에 모두기록되어있으므로신도비를별도로세울필요가없다는

신료들의입장이대치되면서건원릉·제릉·헌릉·구영릉4곳에만건립된채왕릉에는한동안석비가건립되지않았다. 

신도비건립이중단된이후 17세기에이르러왕릉에아무런표(表)를해둘수없다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형식이간

소한 표석이 건립되기 시작했으며, 1682년 작 영릉(寧陵)의 표석은 최초로 왕릉에 건립된 표석이자 장대한 규모, 섬세한

조각기법을보여주는의미있는작품이라고할수있다. 왕릉의능표는영조재위기간인 1740년대부터대규모로건립되

었다. 열성(列聖)에 대한추숭과어필간행등을통해자신의왕위계승의전통성을공표하고자했던영조는제릉의신도비

를재건하는한편, 의릉(懿陵)을 비롯하여총 20곳에달하는곳에표석을세우는역사(役事)를 추진했고, 처음친필글씨를

돌에새긴어필비를제작하기에이르렀다. 이 시기어필비제작현상은임진왜란과병자호란후소실된어필을보존하려

한숙종의신념을계승한영조에의해제도적으로추진되면서어필을새긴능비가등장한배경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

문에시대사적으로주목할만하다.

이러한표석은 1897년 고종이대한제국을선포하면서다시한번다량제작된시기를맞이하게된다. 특히 고종은대

한제국의정통성을태조의조선건국에두고태조와그 4대 선조에대한추숭과기념물제작에심혈을기울였고전면과

후면모두자신의글씨로채움으로써역대어느왕보다통치자로서권한을상징적으로드러내었다. 

이상 언급한왕릉의신도비와표석의건립추이는동시대원·묘에건립된신도비, 표석과 비교고찰을통해시대별

특징과왕실조각품으로서성격이더욱명확하게드러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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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조선시대에는국가적으로주자가례와대명률을받

아들여신분에따라일정한차등을두어망자(亡者)를

추모하고자묘역주변에예제(禮制)에입각하여제작한

여러의장물(儀仗物)을설치하였다. 신도비와표석역시

이러한대표적인의장물중하나이며, 민간에서는피장

자의명복을기리고생전의삶을기억하는보조수단이

지만왕실에서는사전적인의미를넘어왕권과통치라

는상징적인의미, 건립당시의시대상이반영되어있다

는점에서물리적인석재로만바라볼수없는사회적인

함의(含意)를담고있는대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비(石碑)의 발생과정에 대해

서는한국석비양식의변천이라는관점에서통일신라

~고려시대의탑비(塔碑), 조선시대능묘비(陵墓碑)에관

한시기별연구가진행되었으며이를통해석비의지역

적분포와서예적인가치가조명되었다01. 그러나조선

왕실이건립한능비(陵碑)에대한단독적인연구는아

직까지시도되지않았으며, 특히능비건립과정에내

재된역사적인의미에대해서논의된바가거의없다

02. 이글에서는조선왕실능비의시기별건립양상과

양식적특징을통해조선시대석조미술의일면을규명

하는데일차적인목적을두고있으나, 조선후기신도

비대신능표건립이증가하고어필을새긴비석이등

장한 배경, 순조~철종연간의 소강상태를 지나 대한제

국기고종(高宗)에의해어필능비건립이다시추진된

현상에초점을맞춰왕실능비건립과연관된다각적인

배경을검토하고자한다. 

조선왕실능비형식의기원

조선시대에들어와왕실능비중가장먼저건립된

것은신도비이다. 신도비는조선시대에걸쳐능·원·

묘에모두건립되었지만국왕, 비빈, 대군등신분에따

라규모와도상(圖像)에있어일정한차별을두고제작

되었다. 여기에서는왕릉에건립된신도비를중심으로

귀부(龜趺)와 이수( )를 갖춘 형태로 발전하기까지

과정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동아시아석비의발전과정에있어이수와귀부, 비

신(碑身)을갖춘신도비는비석중가장마지막으로발

전한형태로서, 상대적으로소박한묘표(墓表), 묘갈(墓

碣)과달리육중한몸체와화려하고품위있는조각기

법이돋보인다. 신도비를비롯한석비는초기에는형태

가정제되지않은암석에글자를새긴것에기원을두

고있으며, 이후돌을다듬어일정하게모습을정비하

였는데이과정에서비석의외관을장식하는여러기법

과 조형물이 적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대(周代, BC

2000)에석비형식이처음등장하여한대(漢代, BC 202∼

AD 220)~남북조 시대(420~589) 기간 중 형식적으로 정

비되면서 귀부이수 형태가 나타났으며, 당대(唐代,

618~907)에이르러오늘날우리가볼수있는신도비의

형태가정립되었다는견해가제기된바있다03. 

한국석비역시중국석비의발전과유사한전개과

정을거치며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삼국시대이전

부터비석을세운전통이있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현

존하는실물이발견되지않아구체적인실태는확인할

수없다. 따라서삼국시대에건립된석비를토대로시

원(始原)을추정할수있다고보는데, <중원고구려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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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9년도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조선왕릉 학술심포지엄”에서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토론자로서유익한조언을 해주신 수원역사박물관 이민식

선생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01 한국 石碑에 관한 연구 성과로 다음 논저가 참조가 된다. 李浩官, 1983, 「石碑의 발생과樣式變遷」, 『韓國의 美-15-석등·부도편』, 중앙일보사, pp.183~192 ; 同著, 2002, 「한국
石碑양식의 변천」, 『국학연구』1, 한국국학진흥원, pp. 83~96 ; 김우림, 2007,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고려대 박사논문 ; 이민식, 1996, 「朝鮮時代陵墓
碑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同著, 2008, 「조선시대 墓碑 글씨를 통한 書藝史 연구」,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下)』, 경기도박물관,
pp. 272~285 ; 정선종, 1999, 「高麗末 石碑의 變化에 대하여」, 『문화사학』11·12·13합집호, 한국문화사학회, pp.591~626 ; 김송이, 2005, 「高麗時代 塔碑硏究」, 이화여대 미
술사학과석사학위 논문 등.

02 조선초기 왕릉에는 본래 神道碑만 건립되었으나 18세기 이후 신도비 대신 간소한 규모의 表石으로 대치되었다. 이 글에서다루는陵碑의 개념은 넓게는 신도비와 표석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왕실이 주관하여 능에 排設한 石碑를 총칭한다. 특히 왕릉에 배설한 표석의 명칭은 근래 학계의 경향을 반영하여, 표석으로 지칭해야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능표
(陵表)로 통일하고자 한다. 

03 이호관, 앞의 논문(1983) 참조.



原高句麗碑)>(충북 중원), <신라진흥왕순수비(新羅眞興王

巡狩碑)>(6세기 중엽,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진흥왕척경

비(新羅眞興王拓境碑)>(561년, 경남 창녕) 등은 우리나라

초기석비의대표적인사례로서, 형태가일정하지않은

부정형(不定形)에서가로, 세로돌을다듬어직사각형

태로변화된모습을보여준다<사진1, 2>. 

삼국시대석비가장식또는의장물이전혀조식(彫

飾)되지 않은 소박·단순한 단계였다면 통일신라시대

(654~992)에접어들어서는이러한방식에서완전히벗

어나귀부와이수형태를갖춘석비가본격적으로제작

되기에이르렀다. 중국당의문화를적극수용한신라

왕실의정책을고려할때, 이러한변화는당대석비양

식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당나라 때는 일정한 높이의

기단위에고개를들고있는거북이한마리가비신(碑

身)을받치고있고비신위에는여의주를받들고몸이

뒤섞여있는용을조각한이수( ), 여의주밑에비의

존재를 알려주는 제액(題額)을 갖춘‘귀부이수

( )’형식이정형화된시기였으며이는곧우리

나라 신도비 양식과 연관된다고 하겠다<사진 3>04.통

일신라 석비와 당비의 연관성은 <당 유인원기공비(唐

劉仁願紀功碑)>(663년)에서찾아볼수있다<사진 4>. 이

비는 660년나·당(羅·唐)연합군이백제를공략할때

당에서원정온장수인유인원의무공(武功)을기리기

위해당에서제작하여세운것으로, 신라비석에끼친

당비(唐碑)의전래상황을보여주는좋은사례이다. 현

재는귀부가없어지고이수의일부도파손된상태이지

만널찍한직사각형의비신(碑身)과이수가운데여의

주를받들고용트림하는모습, 제액(題額)이있던자리

등전형적인당비형식을갖추고있다. 현재까지알려

진유물중이러한당비형식을따라제작된석비중가장

이른작품으로<태종무열왕릉비(太宗武烈王陵碑)>(661년)

를들수있다<사진 5>. 이비는 <유인원기공비>보다

제작연대가앞서는것으로, 7세기중반당비양식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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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창녕 신라진흥왕척경비>, 국보 제 33호, 높이 174cm,
경남창녕군창녕읍교상리

04 석비에 거북이와 용을조각한 배경에 대해서는 漢代 비석에碑身 하단에 四神의 일종인 玄武를 새기거나 朱雀龍虎 등을 비신의 가장자리에조각한 것에서유래한 것으로 보는 의
견과, 신과인간의 매개물로서여의주를 얻으면 승천할 수 있다는 반룡(蟠龍)이라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호관, 1983, 앞의 글, p.185 ; 김우림, 2008,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석물」, 『경기 묘제 석조미술(上)』, 경기도박물관, pp.240~257 참조. 唐碑형식의 사례를 포함한 중국 황릉에 대해서는 2000, 『西安碑林博物館』, 陝西人民出版社 ;
1997, 『北宋皇陵』, 하남성 문물고고연구소 등 참조.

사진 2 <북한산진흥왕순수비>, 6세기, 높이 154cm, 현 국립
중앙박물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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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多寶塔感應碑>, 752년, 중국서안 사진 4 <劉仁願紀功碑>, 唐 663년, 높이 335cm, 국립부여박물관

사진 5 <태종무열왕릉비>의귀부와이수, 661년, 경주시서악동



미국내로유입되었음을추정하게한다.

<태종무열왕릉비>는 비신은 없고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지만, 조선시대능비와비교하면상당히유사한

도상이발견된다. 이수는진·한대석비에서보이는둥

근형태의운(暈)과유사한형태이며용이서로여의주

를움켜주고싸우는듯한형상과제액을중심으로반룡

이대칭되어조각된것이라든지좌우측면에 3마리의

용머리가아래를보는듯배치된모습이 <건원릉신도

비> 등조선왕릉비에표현된이수의형상과유사한계

보를보여주고있다. 귀부의조각역시사실적이고세

련된기법을보여주고있다. 앞·뒤로뻗은네발은날

카롭게 표현되었고, 목과 눈주위에는 보상화문(寶相華

紋)과 5층의주름을새겼으며, 등에는 6각의귀갑(龜甲)

과그주위로구름무늬를돌려한층우아한분위기를

강조하였다. 그러나거북이목을빼고머리를위로높

게들고있는모습, 귀갑이반으로접히고, 비석을받치

는비좌(碑座)가귀갑위에서구부러져표현된것등은

조선시대능비에서찾아보기힘든것으로, 이는고려시

대를거치며단순·생략된귀부조각양식이조선시대

로계승되었기때문으로생각된다. <태종무열왕릉비>와

동일한 계보를 <사천왕사지 귀부>(7세기 후반), <김

인문묘> 앞의귀부(694년경), <선덕왕릉귀부>(754년)등

에서도찾아볼수있어이미 7~8세기에귀부이수형식

이유행했음을확인할수있다05.

정교한조각기법과어우러져‘귀부이수형’으로정립

된통일신라시대석비형식은고려시대승려들의탑비

(塔碑)로계승되어더욱웅장하고세련된수법이도입

되면서한국석비의중요한갈래로자리잡게되었다06.

이 시대에는 <쌍봉사 철감선사탑비(雙奉寺 澈鑒禪師塔

碑)>(868년, 전남화순) 등 9세기통일신라말기석비양식

을계승하여귀부와이수모두과장되고장식성이강하

게표현되었는데, 거북이양미간을찌푸린채큰여의

주를입에물고목을수직으로세워정면을보고있고

이수의문양은복잡·화려하며, 이수머리에화염(火焰)

이나반룡(蟠龍)이튀어나온듯입체적으로조각된것

이특징이다<사진 6>. 아울러후반기로갈수록네발과

귀갑이매우두터워져몸이둔중한느낌이들며거북의

얼굴이 용안(龍顔)으로 변모된다든지, 양 볼에 널찍한

비늘이 장식되는 등 신라시대 귀부, 이수와 차별화된

양상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회암사지 선각왕사비(檜巖

寺址禪覺王師碑)>(1377년, 경기양주)를기점으로서서히

퇴화되면서조선초기신도비양식으로이행되게된다

<사진7>. 이비는조선왕릉신도비와규모와형식면에

서직접적으로연결된다고볼수있을만큼고려말복

고풍의당비(唐碑)형식으로제작된대표적인작품이라

고할수있다. 귀부는마멸이심하지만자세히보면정

교한묘사를생략하여다소추상적으로표현했음을알

수있고, 대리석재인비신과이수는일신석(一身石)으로

하여하나의몸돌로구성한것은조선왕릉비와동일하

다07. 이수는두마리용이여의주를가운데두고뒤엉

켜있는모습이며가운데규형(圭形)의제액을마련하

고글씨는전서(篆書)로썼다. 거북의머리는앞시기에

수직으로쳐든것과달리몸체를땅에납작하게엎드려

숙인모습이며, 얼굴은정면으로향하고입은꼭다물

고 있는데 이러한 도상은 1409년 <건원릉 신도비>,

1471년 <원각사비(圓覺寺碑)> 등 15세기왕실석비에서

도찾아볼수있는특징이므로결국조선왕실신도비

의 도상과 형식은 당비(唐碑) 형식을 수용한 통일신라

석비에서 출발하여 고려말 복고풍‘귀부이수’형식의

석비에기원을두고제작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08.

한편조선왕실능비의일종으로위에서다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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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통일신라시대‘귀부이수’형석비에 대해서는 이호관, 1982, 「統一新羅時代의 龜趺와 」, 『考古美術』154·155, 한국미술사학회, pp.137~167 참조.

06 고려시대 탑비에 대해서는 김송이, 2005, 「高麗時代 塔碑硏究」,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석사학위 논문 참조.

07 <회암사지선각왕사비>는 1997년 화재로 인해 부서져과거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현재는 遺構 옆에 복원된 비석이 세워져 있다. 본문의 설명은 화재 발생 전의 모
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토대로 묘사한 것이다.

08 고려시대에는 禪師들의 塔碑와 신도비가 활발하게 건립된 것에 비해 왕릉에 신도비가 세워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현존하는 고려왕릉 약 60기 중 비석이 알려진 예는
玄陵(공민왕릉)이 유일하다. 현릉의 비석은 方形臺座에 지붕돌을 얹은형태이며 자획이 마멸되어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조선시대와 달리 국왕을 위한 신도비나 능
표를 건립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려왕릉의 전반적인 개황에 대해서는 장경희, 2008, 『고려왕릉』, 예맥 참조.



비외에비신위에옥개형(屋蓋形) 지붕을얹은비석인

표석또한활발히제작되었다. 뒤에서다시언급하겠으

나, 조선왕릉의표석은 18세기이후에급격하게건립된

것이며, 약간높이가있는방형의기단부[籠臺石] 위에

대리석비신을세우고그위에지붕모양의옥개석[

石]을얹은것이공통적인모습이다. 우리나라의석비

제작에있어이러한처마형지붕에방형의기단부, 비

신을갖춘석비형식이나타난시기는고려 12세기경

이다. 처음에는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金山寺慧德

王師眞應塔碑)>(1111년, 전북김제)처럼귀부는그대로이

고이수만옥개형으로변형시켜안치한형식이등장하

다가귀부역시네모난방형기단으로간략하게대치되

면서‘귀부이수’형과는 다른 또 하나의 탑비 형식이

성립하게된것이다. 

중국에서는 <석대효경비(石台孝經碑)>(745년)처럼

당대(唐代)에이미방형대좌에옥개를얹은석비가제

작되었지만09, 조선왕릉의표석에서볼수있는처마형

태의옥개석은외래영향이아닌조선고유의제작결

과라고볼수있다. 이러한형태의표석은조선왕조동

안왕릉뿐아니라사대부의민묘(民墓)에서도다량제

작된 것으로, 한국 석비를 대표할만한 양식이라고 할

수있는데, 중국황릉의경우옥개형이아닌주로일자

형(一字形) 능표가건립되었다는사실을통해서도조선

시대능표와차이점을확인할수있다<사진 8>. 

지금까지조선왕릉신도비와표석의형식적연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석비

건립논의와건립추이를시기별로살펴봄으로써이러

한왕릉비에대한양식적특징과더불어역사적인해석

에접근하고자한다. 

왕릉신도비의건립과재건

1. 15세기 신도비건립논의와현존예

조선건국후사대부가에서는신도비건립이활발

하게 추진된 반면, 왕릉 신도비는 구(舊) 영릉(英陵; 세

종)이조성된문종대(1450~1452)이후로는더이상건립

되지않았다. 이로인해왕릉신도비는태조건원릉, 태

조의원비인신의왕후한씨의능제릉(齊陵), 태종과원

027 Hwang, Jung Yon 조선시대능비(陵碑)의 건립과어필비(御筆碑)의 등장

09 2008, 『中國 西安碑林 名碑』, 서울역사박물관, 圖38

사진 6 <雙奉寺澈鑒禪師塔碑>, 귀부길이
140cm, 868년, 전남화순

사진 7 <회암사지선각왕사비>, 높이
306cm, 1377년, 경기양주

사진 8 <明神宗皇帝定陵表石>, 16세기,
중국북경



경왕후민씨의능인헌릉(獻陵), 세종의능인영릉(英陵)

4곳에만 세워졌고 조선후기에는 신도비가 아닌 표석

건립이활성화되었다10. 건원릉과제릉, 헌릉의신도비

는지금까지능침영역에서있으며, 1469년천장시(遷

葬時)땅속에묻었던영릉의신도비는 1973년도에발굴

되어 현재 세종대왕기념관 후원에 보관되어 있다<표

1>. 이중제릉신도비는임진왜란때파손되어 1744년

에원래의비석을치우고다시재건한것이며, 헌릉의

신도비 역시 임진왜란 시 훼손되었으나, 없애지 않고

그옆에 1695년비석을중건하였다.

16세기이후왕릉에국왕의신도비가건립되지않

은것은국왕을제외한비빈(妃嬪), 대군(大君), 군(君) 등

왕실인사의신도비가조선말기까지꾸준히제작된현

상과비교하여대조를보인다. 이러한배경에대해서는

아래 정인지(鄭麟趾, 1396~1478)의 말을 통해 어느정도

유추가가능하다.

명하여현릉(顯陵; 문종의능)에비석을세우는일의가부

(可否)를 정부에의논하게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인지는말

하기를, 

“대저 임금의 공업(功業)은 국사(國史)에 기록하는데, 어

찌 반드시 비석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세종(世宗)께

서헌릉(獻陵)에 비석을세우려고하시므로신(臣)이‘불가합

니다.’고하였더니, 세종께서그대로따르고자하셨으나, 변

계량(卞季良)이 헌의(獻議)하기를, ‘제왕(帝王)의 원릉(園陵)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명(明)나라

태조 황릉(黃陵)에 비석이 있고, 우리나라 건원릉(健元陵)에

도 또한비석이있는것은모두창업(創業)한 연고때문입니

다. 이제 태종(太宗)께서는 비록창업한임금은아니나개국

(開國)하고 정사(定社)한 것은 모두 그 공(功)인데 비석이 없

을수없습니다.’하여, 세종께서그의논을따랐습니다. 

문종(文宗)께서도 장차 영릉(英陵)에 비석을 세우시려 할

때, 신이 또 의논하여‘불가합니다.’고 하였더니, 문종께서

말씀하기를, ‘세종께서는 대통(大統)을 입계(立繼)하여 우리

조정의 법제(法制)를 환연(煥然)하게 모두 갖추어 후세에 끼

쳤으니, 백세의불천지주(不遷之主)이시다. 역시비석을세워

덕업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하시고, 드디어 세우게 하

셨습니다. 문종(文宗)께서는나라를다스리심이오래지않아

별달리기록할만한일이없으니, 비석을 세우는것이필요

치않습니다.”하고,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 등은 말하기를, “현릉의 비석

은이미만들었으니, 마땅히오는가을을기다려세우게하

소서.”하니, 세우지말도록명하였다11.

즉제왕의사적이모두국사에기록되었으므로사

가(私家)처럼비를세울필요가없다는논리에따라후

계왕의능에신도비를더이상건립하지않은것이다.

위정인지의말을살펴보면조선초기부터선왕의신도

비를건립하는것에대해왕과신료간의견대립이꾸

준히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는데, 표면적으로는세조

의명으로신도비건립이중단되었고조선후기에는왕

릉신도비를건립하지않는정확한이유에대해여전히

논란이되었던것으로보아이후관례로굳어진측면이

큰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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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도비와 달리 왕릉에 묘표를 건립하는 문제는 이미 현종연간에 제기되었다. 『현종개수실록』권27, 14년(1673) 9월 정축(11일) 기사에 의하면 현종은 金壽興의 의견을 받아 들여
英陵을 비롯한 기타 능에 표석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11『세조실록』권3, 2년(1456) 1월 을미(25일) * 밑줄은 필자에 의함.

표 1  조선왕릉의신도비현황

순 번 신도비제작연대 해당능 능조성연대 비 고

1 1404(태종4) 齊陵(태조비 신의왕후) 1391(공양왕3)
●임진왜란시파손
●1744년 재건된 비만 현존

2 1409(태종9) 建元陵(태조) 1408(태종8)

3 1422(세종4) 獻陵(태종·원경왕후) 1420(세종2)
●임진왜란시파손
●1695년 중건된 비와 함께 현존

4 1452(문종2) 舊 英陵(세종·소헌왕후) 1450(문종즉위)



현존하는 4기의왕릉신도비는본래모두 15세기에

건립되었으나제릉과헌릉신도비의경우임진왜란시

훼손되어 17~18세기에중건되었기때문에왕릉의신도

비는비록수량은적지만 15~18세기까지왕실주관으

로제작된신도비의조각양식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

있다. 이하에서는개별신도비를살펴봄으로써건립배

경과양식적특징을살펴보도록하겠다. 

(1) 태조 건원릉 신도비(1409년)

일반적으로조선왕릉의입지와봉문형식, 석물배

열등조성을논할때가장가까운기원으로언급되는

대상이 고려 공민왕·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정릉

(玄·正陵)이다. 1409년(태종9)에조성된조선태조건원

릉의전체적인공간구성은바로공민왕의능인현정능

을본받았으나, 묘역에신도비를세운것은고려왕릉

에서는찾아볼수없는현상이다<사진 9>. 

현재건원릉비각(碑閣) 안에는두기의비가있는

데, 정면에서좌측에신도비가, 우측에묘표가서있다.

대좌의넓이와크기등은두비가거의유사하나, 묘표

가상하로약간더긴것이차이가난다. 건원릉에는본

래비각이없었다. 그러나 1691년숙종은신도비의글

자획이박락되어확인하기힘들기때문에비각을세워

보호하라고명하였고헌릉의비각제도를참조하여건

립한 것이다12. 신도비는 능이 조성된 직후 1409년에

제작되어세워진것이다13.

2단대좌를포함한신도비의총높이는 448cm이며,

이중비신(碑身)은 227cm로절반이상을차지한다. 신

도비의머리에해당하는이수( )는높이 116cm, 폭

120cm이며정중앙에전서로‘태조건원릉비(太祖建元陵

碑)’라고새겨진제액(題額)이있고총네마리의용이

몸을뒤엉킨채두발을내린자세로조각되었다<사진

9-1>. 용의몸통은거의좌우대칭을이루고있고이수

의양측면에사나운이빨을드러낸두용의머리가각

각두마리씩나란히조각되었다. 아래를향하고있는

용머리는한마리는길게, 다른한마리는짧게약간층

위를두고배치되었는데, 이는중국황릉의신도비에는

이수양측면에용이세마리씩병렬로배치된사실을

029 Hwang, Jung Yon 조선시대능비(陵碑)의 건립과어필비(御筆碑)의 등장

사진 9 <건원릉신도비>, 1409년, 높이 448cm, 경기구리시
동구릉내

12『숙종실록』권22, 16년(1690) 10월 갑신(27일) ; 『숙종실록』권23, 17년(1691) 7월 정미(24일).

13『태종실록』권17, 7년(1409) 윤4월 을묘(13일).

사진 9-1건원릉신도비이수



감안할때조선이제후국이라는현실을염두에두어차

별을둔결과가아닌지추정되지만향후좀더고찰이

필요하다고본다.

화강암석재로된비신은오랜세월로인해돌의표

면이약간마모되었고금이갔지만전반적인보존상태

는 양호하다. 비문은 당대 명문장가인 권근(權近,

1352~1409)이 지었고 음기는 변계량(卞季良, 1369~1430)

이지었으며글씨는성석린(成石璘, 1338~1423)이썼다.

비문의내용은왕릉의입지에대한정보, 태조의공덕

을 기록한 것이며, 음기(陰記)에는 개국공신들의 명단

이새겨져있다. 건원릉의신도비는그상징적인의미

로 인해 후계왕에게 자연스럽게 숭모(崇慕)의 대상이

되었다. 1662년 현종(顯宗)이 건원릉을 배알(拜謁)하고

작헌례를거행한후신도비에새겨진공신들의명단을

확인하는등후계왕들이친히숭모의예를표현한기록

들이이를증명해준다14.

신도비의비신(碑身)을받치고있는귀부의전면넓

이는 232cm, 높이는 70cm이다. 동체는바닥에납작깔

려있는낮은자세이며거북머리는둥근형체에불룩

한 코, 작게 튀어나온 눈, 꼭 다문입술로 인해 귀여운

인상을하고있어기타능의거북이가사나운표정을

하고있는모습과대조를보인다<사진 9-2>. 목은약간

들고갑옷은마치두꺼운목칼라처럼귀갑(龜甲)이한

번접혀서바닥으로흐른모습으로조각되었다. 목선과

피부는선각(線刻)하여소박한느낌이들며, 등에대칭

적으로얕게새겨진귀갑문, 두툼하고등근동체는화

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조각 수법을 보여준다.

귀부아래에는석재를달리하여연화문을조각한 2단

의기단부를더추가하였는데, 이는기타능에서는잘

보이지않는사례로서, 조선개국의시조(始祖)인태조

에대한특별한예우로인해설치된것이아닌가한다.

2중기단은연꽃문양의복련(覆蓮)을조각했고귀부하

단에는반대로양련(仰蓮)을고부조로새겨서상하기

단이시각적인조화를이루고있다.

(2) 태종·원경왕후 헌릉 구 신도비(1424년)

태종(1367~1422)과 그의 비 원경왕후 민씨(1365

~1420)의능인헌릉의제도는고려시대의현·정릉및

건원릉과유사하며, 현·정릉, 후릉과같은쌍릉형식

이다. 홍살문을지나정면에보이는정자각의오른편

에비각이있으며, 이곳에신도비가안치되어있다<사

진 10, 11>. 서울근교에있는조선왕릉중이처럼신도

비가 세워진 곳은 건원릉과 더불어 이곳 태종의 헌릉

두능이유일하다. 다만건원릉에는고종대묘표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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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현종실록』권6, 3년(1662) 9월 기묘(9일) ; 『숙종실록』권17, 12년(1686) 3월 병인(16日) 등.

사진 10 <헌릉의舊, 新신도비> 사진 11 <헌릉의舊신도비>,
1424년, 520cm,
서울내곡동

사진 9-2건원릉신도비귀부



가로세워져신도비와묘표가모두있는것에반해헌

릉에는신도비만건립되었다. 

숙종은 1690년대신들에게비각의상태를살필것

을명한후이듬해다시건립하도록명하였다15.그러나

현재의 비각은 후대에 다시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각안에는구비(舊碑)와신비(新碑)두기가모두보존

되어있다. 비각의정면에서바라보았을때왼쪽이임

진왜란때훼손된구비(舊碑)이고오른쪽이숙종연간에

새로 세운 비이다. 모두 조선시대 능묘비의 대표적인

형식인귀부·이수형태이며평면도를보면신비가구

비에비해좌우·상하길이가조금더길다. 구비의총

높이는 520cm이며, 그중귀부의높이는 100cm, 비신

과이수의높이는각각 292cm, 128cm에해당한다. 비

문의전면은 1422년변계량이태종의출생과공덕등에

관해지은글이고음기에는개국공신을비롯하여 1·2

차왕자의난을평정한정사·좌명공신(定社·佐命功臣)

의명단이열거되었다. 

헌릉의 신도비 건립이 처음 논의된 1422년(세종 4)

에당시세종은왕릉에선왕의신도비를세우는것은

예외적인관례라는사실을들어선뜻건립의의지를비

추지않았으나, 결국건원릉의사례에따라헌릉에신

도비를세울것을명하였다16.따라서조성당시에는건

원릉의규정에의거하여크기와재질을유사하게따랐

지만실제제작시에는조금더두텁게만들었다고한다

17. 그러나이때만들어진신도비는임진왜란을거치

며큰훼손을입게되었고급기야숙종대에이르러보

수를하게된것이다.

현재의귀부모습은파손된후 1695년보수시대략

적으로마무리한상태로판단되며여전히불에그슬린

흔적이남아있고기단일부도뭉개진상태이지만귀부

의등뒤상단에“왕(王)”자가새겨진육각형의귀갑문

일부가남아있어훼손되기전본래의문양을일부확

인할수있다. 

반면파손된귀부와달리이수는원형을잘간직하

고있다. 이수는우윳빛대리석재로만들어져매우우

아한색깔을머금고있으며, 가운데제액에전서로“태

종헌릉지비(太宗獻陵之碑)”라고 새겼는데 권홍(權弘,

1360~1446)의글씨이다. 두마리의용이몸이뒤엉켜두

발로여의주를감싸고있는형상을조각했고, 용비늘이

매우사실적이며용의몸통사이에자리잡은구름등

이복잡하게얽혀환상적인모습을연출하고있다. 반

대측면에도동일한문양을새겼으며양측면에는용

두마리의머리를조각해놓았다. 이수의상단일부가

파손되었으나 용의 형상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두

마리의용은수염이휘감긴뿔을위로하고부리부리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신도비의형태와이수의문양은그모태가된 1409

년(태종 9) 제작건원릉신도비를비롯하여 1452년(문종

1)에 완성된 구 영릉 신도비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초기이수양식을충실하게계승한사례

라고할수있다. 

(3) 세종 영릉 신도비(1452년)

태종의헌릉서쪽에조성된세종대왕영릉의신도

비는 1452년에 세워진 것으로, 1468년 영릉을 경기도

여주군능서면왕대리로옮길때땅속에매장한것을

1973년이화여대박물관이발굴하였으며현재는서울

세종대왕기념관의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사진 12>18

귀부와 비각은 최근에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여주로

천장(遷葬) 후 별도의 신도비는 건립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묘역에는신도비가없다.

조선왕조동안구영릉신도비는두번에걸쳐세상

에노출된적이있었다. 첫번째는 1691년오랜장마로

인해구영릉묘역의토사(土砂)가침식하여자연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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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숙종실록』권22, 16年(1690) 10月 甲申(27日); 권23, 17년(1691) 7월 정미(24일).

16『세종실록』권18, 4년(1422) 10월 병술(2일). 이후 2년간의 공정을 거쳐 1424년(세종6)에 신도비 건립을 완성하였다.

17 이는 돌을 다듬는과정에서길이와 너비를 좀더 여유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종실록』권19, 5년(1425) 5월 계묘(1일).

18 舊 영릉 신도비의 발굴 경위에 대해서는 金九鎭, 「舊英陵神道碑와 石物에 대하여」, 1975, 『歷史敎育』18, 역사교육학회, pp. 33~85 참조.



된경우이다. 당시숙종은신도비의상태가너무좋지

않아다시묻기를명했고그후 1738년(영조 14)에글자

확인을위해다시발굴했지만명확하지않아다시매장

한것이다. 당시에도역시귀부는소실된채비신(碑身)

만확인되었다19.

『문종실록』에의하면정인지(鄭麟趾)가비문을짓고

안평대군이용이글씨를썼다고되어있으나, 오랜세

월땅속에있었던까닭에마멸되어자획은거의식별

되지않고‘세종영릉지비(世宗英陵之碑)’라고전서로쓴

제액만희미하게확인될뿐이다. 비록비석표면의훼

손은심하지만이수조각은여전히역동적인형상을간

직하고있다. 두마리반룡이날카로운발톱으로여의

주를움켜쥐고있고용트림하며뒤엉켜있고몸통은사

실적으로조각되어마치움직일듯한인상을주고있

다. 가운데보주를중심으로양쪽으로 S자형으로대칭

을이루면서도이수의상단은불규칙하게엉킨몸체를

표현하고있어도식적인느낌을감소시키고있다. 또한

좌·우측면은용의몸체일부가비신의상단부까지늘

어져있는데, 이는앞서제작된 <건원릉신도비>나 <헌

릉신도비>에서는보이지않는수법이다. 

이러한 <구영릉신도비>와동일한도상은 1471년

작 <원각사비(圓覺寺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사진

13, 13-1>. <원각사비>는세조의명에의해세워진만

큼왕실주도로건립된석비라고할수있다. 귀부는귀

갑이연꽃잎처럼말려올라간모양으로조각된것으로

보아 17세기이후에제작된것으로여겨지지만, 이수와

비신은건립당시에제작된것으로 15세기양식으로보

여준다. 두마리용의꼬리가 S자형을이루며대칭으로

조각되었다든지, 상단부에 두툼한 몸체가 불규칙하게

뒤엉킨모습, 이수의좌우측면으로용의몸통일부가

길게늘어진표현등에서유사성을찾아볼수있다. 용

무늬와제액의세부문양등이선명하여돌의표면이

마모가심해정확한형체를알아보기힘든 <구영릉신

도비>의형상을추적하는데오히려도움이된다. <구

영릉신도비>와 <원각사비>의사례를통해 <건원릉신

도비>와 <헌릉신도비>로 대표되는 15세기 초반 왕릉

신도비의양식을기초로하되, 15세기중·후반에이르

러왕실석비양식이조금씩변화되는과정을짐작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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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숙종실록』권23, 17년(1691) 윤7월 병진(3일); 『영조실록』권47, 14년(1738) 10월 정해(8일).

사진 12 <舊 영릉신도비>, 1452년,
서울동대문구

*귀부는최근건립

사진 13 <원각사비>, 1471년, 430cm,
서울파고다공원내

사진 13-1원각사비이수세부



2. 17·18세기신도비의재건

(1) 1695년 헌릉 신도비 중건

1424년 처음 건립된 헌릉의 신도비는 임진왜란을

거치며불에타심하게파손된상태로오랜기간남게

되었다. 이러한 <헌릉신도비>가새롭게중건된계기는

1695년숙종에의해서였다. 16·17세기일련의국가적

인변란으로인해피폐되었던왕실의문화를회복하는

데관심을보였던숙종은전쟁으로인해파괴된왕릉

보수에도노력을기울였으며 <헌릉신도비>도그중하

나였다<사진 14>.

당시신도비중건공사는 1694년 2월 25일에시작

하여 이듬해 6월에 완공되었다. 공사의 시말을 적은

『헌릉비석중건청의궤(獻陵碑石重建廳儀軌)』에 의하면,

임진왜란때화재로인해파손되었던헌릉의신도비는

오랜세월동안중건되지못한채로남아있었으나, 거

북머리가파손된사실을뒤늦게확인하고서둘러중건

을시작한것이다20.

새롭게제작된신도비는구신도비의형상을기본

으로하되본래의형상을추정할수없는귀부는 17세

기조각의경향을반영하여지금의모습으로만든것으

로생각된다. 이를증명하듯비신을받치고있는귀부

의모습은기존능의신도비에서는찾아볼수없는박

진감 넘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신도비의 총 높이는

540cm이며 귀부의 높이는 130cm, 비신의 높이는

326cm, 이수의 높이는 103cm로 구 신도비에 비해 약

20cm 정도더크게제작되었다. 이수의정면에는두마

리용이보주(寶珠)를잡고다투고있는모습을조각하

였고 가운데 제액에는 전서로“태종헌릉지비“라고 새

겨놓았다<사진 14-1>. 용의비늘과발톱, 그사이에배

치된구름과수염이뒤엉켜복잡하면서도역동적인분

위기를자아내고있으며, 뒷면에도동일한모습을새겼

다. 좌우측면에는용의머리대신가운데구름을중심

으로양쪽에용의몸통이무리지어있는형상을조각하

였는데무늬가마치살아있어꿈틀대는듯사실적인고

부조(高浮彫)로조각되었다. 

검은색대리석재로만들어진비신은오랜세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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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헌릉新신도비>, 1695년, 540cm, 서울내곡동

사진 14-1헌릉新신도비의이수

20 <헌릉신도비>의 보수문제는 前朝부터 논의가 있었지만원비석 자체가 너무 부실하여조각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수를 못하고 지연되다가 숙종대에 그 옆에 새로운 비
를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獻陵碑石重建廳儀軌』「啓辭秩」2월 25일.



안표면이긁히거나금이간흔적이있고자획이뭉그

러져육안으로쉽게식별이되지않는부분이있다21.

비신을받치고있는이수의측면좌우길이는 410cm,

정면넓이는 316cm로서규모가큰편에속한다. 네다

리와배를땅에밀착시킨채목과어깨를앞으로길게

빼고있어마치튀어나올것같은자세를하고있다. 얼

굴은 사납게 쏘아보는 형체이며, 코는 벌름거리는 것

같으며반정도벌린입사이로이빨과송곳니가드러

나있다<사진 14-2>. 입술선을표현하려한듯두줄의

가는선이입주위로그어져있고이빨은단단하고아

래에서위로솟은송곳니는윗입술을찌르고있는모습

이다. 부리부리한눈은이중동공으로내부를선각(線

刻)하였고 1/3 즈음내려온눈꺼풀위로불꽃모양의눈

썹이있으며삼각형으로솟아있는콧잔등, 벌름거리는

코, 두뺨아래바람에나부끼는듯한수염, 찡그린표

정등이특징적이다. 두뿔은뒤로숙여있으며, 뿔앞

쪽에는세개의원형선이그어져있고중간부분이약

간튀어나왔다가끝에는나선형으로동그랗게말렸다.

뿔아래에는머리털이두갈래로벌어져있고타원형의

작은두귀가조각되었다. 

육중한무게가느껴지는귀갑아래에있는몸은전

면에걸쳐파충류의표피를표현한듯, 세로로구불구

불한파도문이선각되었고발가락은길고끝에가늘고

뾰족한발톱이드러나있다. 뒷면의꼬리끝은나선형

으로 말려 땅에 밀착되어 있는데, 거북의 표피문양과

꿈틀대는듯한꼬리의형상등이매우자연스럽게표현

되었다. 귀갑의끝은한꺼풀두껍게처리되었고주변

을따라짧은직선이그어져있으며그안에큰육각형

도안을중심으로 6-8겹으로된사선문양이둘레를에

워싸고있다. 특이한것은거북의등이마치허물을벗

는것처럼표피일부가위로말려들어가고그아래귀

갑문(龜甲紋)이 서서히드러나는모습으로조각되었다

는 사실이다<사진 15>. 동그랗게 올라간 표피의 끝은

연잎처럼능선모양으로말려있고브이(Ⅴ)자를뒤집어

놓은듯한문양을돌려가며새겼는데이렇듯역동적인

귀갑의표현은현존하는조선왕릉신도비중유일한예

에속한다. 

신도비영건과정을기록한관련의궤에의하면이

러한도상을채택한이유에대해서는드러나지않지만,

허물을벗는듯한귀갑문의표현은 17세기왕실능묘비

의양식과연관이깊다고할수있다. 유사한시기에제

작된 1695년(숙종 21)에제작된선조후궁인빈김씨묘

비의귀부와선조의제8남인의창군이광(義昌君李珖,

1589~1645)의 신도비 귀부, 1744년 <숙빈최씨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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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도비의 전면 글은『列聖誌狀通紀』에 수록된 변계량의 비문을 근간으로 朴泰尙(1636~1696)이 지은 것이며 글씨는 李德成(1655~1704)이 썼고 제액의 전서는 글씨와 그림 모두
능했던 洪受疇(1642~1704)가 썼다. 

사진 14-2헌릉新신도비귀부의세부모습 사진 15헌릉新신도비귀부의뒷면



의귀부등 17·18세기능묘비에서유사한도상을찾아

볼수있다<사진 16·17>. 그중헌릉신도비는탁월한

조각수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영건 당시 조각을

담당했던석수(石手)들이수년간총융청(摠戎廳)과어영

청(御營廳),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연륜이 쌓인 숙

련된장인들이었을뿐아니라과천, 광주, 한성부등에

서부역하고있던 13명이상의석수를불러들여조각을

담당하게했다는사실로미루어보아, 왕실(서울)을중

심으로최신기량을발휘하던인물들이참여하게된것

이이렇듯수준높은작품을제작할수있었던배경이

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22.

장대한비석을등에지고마치앞으로진행하려는

듯한 자세를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으로 안정된 비례,

세련된도상, 섬세한조각기법이어우러져 17세기왕

실능비조각수준을짐작하게한다.

(2) 1744년 제릉 신도비 재건

제릉은태조의원비인신의왕후신씨(神懿王后韓氏,

1337~1391)의능이다. 능의제도는고려현·정릉과조

선건원릉의제도를계승하였다. 정면에정자각이있고

오른쪽에비각이있다. 비각안에는두개의비가있는

데, 왼쪽으로는 1744년(영조 20)에재건된신도비가있

고오른쪽에는 1900년(광무 4)에세운표석이있다. 

제릉의신도비는 1744년 11월재건되면서『열성지

장(列聖誌狀)』에수록된권근(權近)의비문을토대로다

시쓴것이며, 음기는영조의휘하에서여의정을지낸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지은것이다<사진 18>. 영

조명에의해제릉에신도비가세워지긴했으나, 당시

에는신도비대신표석건립이더활발하였다.

본래 1404년(태종4)에처음세워졌던신도비의원석

(原石)은임진왜란시에파손되었다가 1681년(숙종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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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신의왕후제릉신도비>, 1744년, 368cm, 황해도
개풍군대련리소재

22「獻陵碑石重建廳儀軌」「匠人秩」에 의하면 공사에 차출된 장인 중에는 17세기 목수로 이름 높았던 金甲申을 비롯하여 총 98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사진 16 <인빈김씨신도비의귀부>, 1695년, 경기남양주
順康園

사진 17 <의창군이광신도비의귀부>, 1700년,
경기남양주순강원



재건논의가있었으나당시에는실현되지못하였다23.

그후 1744년에본격적으로영건되었으며상세한과정

에 대해서는『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齊陵神道碑營建廳

儀軌)』를통해확인된다24. 의궤의기록을바탕으로신

도비영건문제는 1741년 7월 29일처음제기되었고그

로부터 3년후인 1744년에공사를시작하여마무리되

었으며비석의규모와형식은건원릉신도비를기준으

로삼았음을알수있다. 신도비문의글은서명균(徐命

均, 1680~1745)이 썼고 전서(篆書)는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썼는데, 두사람모두당시고위관료이자

글씨로명성이자자했던인물들이다. 

신도비의 비각 역시 1744년 신도비를 영건하면서

더불어중건하였으나, 현재의비각은후대에다시재건

된것이다. 다른석의물의전범에있어건원릉을모델

로삼은것과달리비각은공역을감안하여헌릉(獻陵)

을 규범으로 삼았다25. 신도비는 귀부와 비신, 이수를

모두 갖춘 조선시대 유행한 귀부이수( ) 형식

이다. 총높이는 368cm이고비신의크기는 218cm, 좌

우폭은 98cm이다. 표면이마모되어자형(字形)이선명

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중앙 모서리는 깨진 상태이다.

현재의비각이그당시에제작된것이라고단정할수

없지만오래도록관리가되지않은듯목재가박락되고

풍화에노출된열악한상황을보여준다. 

이수의문양은조선후기에유행한운룡문(雲龍紋)이

며, 두마리용이입을벌리고표호를하며여의주를잡

고정면으로얽혀있는모습을대칭적으로표현하였다.

1409년제작 <건원릉신도비>의이수와비교하면조각

수법은한층정교하지만역동성이떨어지고구체적인

형상을유추하기어려운추상적인느낌이강하다. 이수

의도상도달라져중앙하단의제액이사라지고문고리

형식의장식문양이등장했으며, 하단에구름무늬가배

치되어마치용이하늘로승천하는듯한인상을준다.

신도비의원석이임진왜란때파괴된사실을감안하면,

이러한도상은 18세기에들어와새롭게적용된결과인

것으로생각된다.

비신을받치고있는귀부는머리를치켜들고정면

을 강하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19>. 목선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당당한 느낌을 주며 귀갑(龜甲)

아래에놓인두발은날카로운발톱을드러낸채금방

이라도앞으로튀어나올듯한모습이다. 건원릉에비해

귀갑의두께는얇은편이며, 다이아몬드형귀갑문이일

정한구획을따라얕게부조되었다. 아래두발은날카

로운발톱이표현되었으나, 후대의귀부에서앞쪽의두

발을바닥에밀착시킨입체적인모습으로조각된것에

비해여기에서는대좌표면에세로로붙인듯표현되어

현실감이떨어진다. 

거북의얼굴은용안(龍顔)인듯과장되게표현되어

두눈은부릅뜨고있고코는위로열려있으며, 입은반

즈음벌리고혓바닥을내밀고있다. 입술은두터운편

이고, 이마에는 소용돌이형 와문(渦紋)이 대칭으로 표

현되었고두귀가종긋솟아있다. 두눈에는눈꺼풀이

1/3정도내려와지긋이앞을향해바라보고있으나양

미간을찌푸려전체적으로권위적인인상을풍긴다. 이

러한귀부의부리부리한인상은 1725년(영조1)에제작

된수길원(綏吉園)의 <정빈이씨신도비>나 1744년(영조

20)에제작된소령원(昭寧園)의 <숙빈최씨신도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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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承政院日記』卷281, 7年 2月 己酉(25日). 이 기록을 바탕으로 숙종 재위 당시제릉은 파손으로 인해 비석의 잔편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4 영조연간 제릉 신도비의 영건과정에 대해서는『영조실록』권59, 20년(1744) 7월 갑진(29일) ; 『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파리국립도서관 소장, Coreen 2652) ; 2009, 『조선왕릉 종
합학술조사 보고서 1』, 국립문화재연구소의‘석의물 관련 해제’참조.

25『承政院日記』卷977, 20年 9月 丁酉(23日).

사진 19 제릉신도비귀부세부모습



도확인할수있어26 17세기사실적인귀부의양식이 18

세기에들어와과장되고경직된모습으로변화된양상

을보여주고있다<사진 20>. 이렇듯거북의안면이권

위적이고과장되게조각되었다든지, 고개를위로쳐든

자세를하고있는것은명효종(孝宗, 재위: 1487-1505)의

능인태릉(泰陵)이나청건륭황제(재위: 1735-1795)의능

인 유릉(裕陵)에 건립된 신도비의 귀부에서도 찾아볼

수있어상호연관성이유추되기도한다<사진 21. 22>.

그러나신도비의규모나세부조각양식등이상이하여

‘귀부이수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공유했다는 사실 외

에명청대황릉신도비가조선왕실의신도비에직접적

인영향을주었다고확증하기위해서는앞으로비교근

거자료가좀더발굴되어야한다고본다. 

능표(陵表) 건립과 어필비(御筆碑)
의등장

1. 17세기 이후능표건립

16세기 이후 왕릉의 신도비 건립은 중단되었지만

조선후기로가면신도비를대신하여표석의일종인능

표(陵表)를건립하는것이관례가되었다27. 이는신도

비를신하가지어올리는것이사체가거북스럽다는이

유로그보다간소한표석으로대치한것에서비롯된것

이다28.

사전적인의미에서표석(表石)은묘주(墓主)의이름

과생졸년, 생전약력을간략히새져서표시를해두는

석비를일컫는다. 실록등관련문헌을보면조선초·

중기까지는‘표석(標石)’으로한자명을쓰거나“표석(表

石)”과혼용하여쓴사례를찾아볼수있으나, 17세기

이후로는줄곧“표석(表石)”으로통일되었다29. 사가에

서는신도비, 묘표, 묘갈등망자(亡子)의존재를드러내

는석비가다양한형태로세워졌지만왕릉에는신도비

또는표석을제외하고그이상석비를건립하지않아

대조를보인다. 뒤에서언급하겠지만능표의형식역시

간략하고소박한것이다수여서자칫선왕의치적을드

러내거나시각적인치장(治粧)을극도로억제한의도를

엿볼수있다. 

일반적으로 왕릉의 표석은 사가(私家)에서와 마찬

가지로전면(前面)에피장자인선왕의시호(諡號)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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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숙빈최씨신도비귀부의세부

26 소령원에는 <淑嬪崔氏墓表>, <淑嬪崔氏神道碑>, <淑嬪崔氏昭寧墓碣>, <和敬淑嬪昭寧園碑> 등 다른 후궁의 묘에 비해 비석이 많이 건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영조
가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에 대한선양에 매우 심열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각 비석의조성과정과내용에 대해서는『숙빈최씨자료집』1~4(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참조.

27 본 고에서다루는 능표의 범위는조선왕릉 42기에 세워진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기원적인 측면에서앞서건립된 태조先祖들의 능표 역시앞으로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28『정조실록』권22, 10년(1786) 7월 을사(4일).

29『세종실록』(권59, 1433년 2월 12일자)의 기록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예조에서아뢰기를, ‘고려 태조顯陵의 標石에 큰 글자로‘高麗始祖顯陵’이라고 特書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여기서標石이라고 표기했지만 인용문의 내용상 왕릉의 表石과동일한 기능을 한 석비임을 알 수 있다.

사진 21 <태릉신도비>, 16세기,
*명 효종황제릉소재

사진 22 <유릉신도비>, 18세기
* 청 건륭황제릉소재



호(陵號) 등을새기고후면인음기(陰記)에는『선원계보

기략(璿源系譜紀略)』에 의거하여 탄생, 즉위, 승하일을

비롯하여 재위연간 등을 새겼으며, 때로는 선왕의 약

력과견립(堅立) 시일을새기기도했는데, 이는법전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1720년(경종 즉위년) 표석 건립이

한창추진될즈음이건명의진언이받아들여진결과이

다30.

조선중기이후왕릉에표석을건립한것은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사가의 묘제(墓制)와 비교하여 능호를

알릴필요성에의해근교에서떨어진능의경우간헐적

으로건립되어왔었다. 이후현종재위시(1659~1674)인

1673년을전후로한시기에표석건립문제가정치적으

로비화되면서표면적으로부각되기시작했다. 당시는

서인과남인이예송논쟁으로극렬하게대립하던시기

로, 서인의영수송시열(宋時烈)이상제례와복제(服制)

등을논하며새로조성한능부터표석을세워국운(國

運)의흥폐의이치를남고선왕에대한예를표해야한

다고 진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31. 송시열의 의견에

대해현종은긍정적인반응을보였으나, 남인측입장을

대변했던 김우명(金佑明)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32

현종은‘성왕의 덕업은 소멸될 염려는 없지만 능표는

다른의물(儀物)과다르기때문에세우기에편리하다’는

김수흥(金壽興)의의견을받아들여세종의영릉(英陵)을

비롯한효종의능인영릉(寧陵)에표석을세우기로결정

하였다33. 그러나논의가있은후불과일년후현종이

훙서함에따라표석건립은무산되었고후계왕인숙종,

경종, 영조연간에이르러본격적으로실행되었다.

조선시대왕릉에가장처음세워진표석은효종과인

선왕후를 모신 영릉의 표석(寧陵表石)이다<사진 23>.

1681년에본격적인입석논의가시작되어이듬해 1682

년(숙종8)에 세워

진 <영릉표석>은

조선왕릉능비건

립의역사에있어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고할수있는

데, 바로 이 비석

을계기로능표제

작의기준이마련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된실록

기사를 인용하면

아래와같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청대

(請對)하여입시하였다. 이건명이아뢰기를, “국조(國朝)의각

릉(各陵)에 표석(表石)이 없었는데, 계축년[1673년] 영릉(寧

陵)을 천봉(遷奉)할 때에선정신(先正臣) 송시열이표석을세

우기를청하였고, 각능에도또한모두세우기를청하였습니

다. 영릉에는표석을세웠으나각능에는머뭇거리다가시행

하지 못하였으니, 신릉(新陵)에 세우는 표석은 영릉의 제도

와모양을따르는것이마땅할것입니다”하고, 

김창집은 말하기를, “이제 신릉의 입석(立石)을 계기로

하여숭릉(崇陵; 현종능)·익릉(翼陵; 숙종비인경왕후능)에

도 연달아세우는것이옳을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답하기

를, “신릉(新陵)부터차례로세우는것이좋겠다”하였다34.

위기록을바탕으로영릉의표석이이후조성할왕

릉의표석을건립하는데있어하나의기준으로제시되

었음을알수있다. 경기여주군왕대리에현전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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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寧陵表石>, 前面, 1682년,
경기여주

30『경종실록』권2, 즉위년(1720) 9월 임오(18일). 조선왕릉의 표석과관련하여 이전시대 왕릉에 세워진선례는 고려 공민왕의 능인 현릉(玄陵)에서찾아 볼 수 있으나, 글자가 모두
박락되어 내용을 살펴 볼 수 없기에조선시대 표석과동일한 기능을 했다고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상·하 이중 기단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처마형지붕돌을 얹은 모습에서
조선시대 능표와형태적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31『현종실록』권21, 14년(1673) 8월 을묘(18일).

32『현종실록』권21, 14년(1673) 9월 을해(9일) : “영돈녕부사 김우명이 면대를 청하고 들어와 아뢰기를,…國陵에 표석을 세우는 것은 3백 년 동안 행하지 않던 일입니다.…국가의陵
寢에 비록 표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인들 그것이 왕릉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왕릉인 줄을 알 수 없게 된 후세에는 비록 표석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시열이 강론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그 마땅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왕의 德業이 후세에 빛나는 것은 진실로 표석의 유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후략).”

33『현종실록』권21, 14년(1673) 9월 정축(11일).

34『경종실록』권3, 즉위년(1720) 8월 임술(28일).



는 <영릉표석>은총높이 367cm, 폭 186cm로, 보통왕

릉 표석의 높이가 3m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장대하며, 후대에건립된능표에서는볼수없는다양

한양식적인요소를가지고있다. 전면에는당나라서

예가 이양빙(李陽氷) 풍의 자형이 길고 굴절이 원만한

전서로‘조선국효종대왕영릉(朝鮮國孝宗大王寧陵)’이

라고정갈하게썼으며, 후면음기에는영릉의천봉(遷

奉) 사실과 비 인선왕후를 부장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방부개석(方趺蓋石)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농대석(籠臺

石)은상하 2중기단으로만들어상하, 4면에걸쳐복련

(覆蓮), 당초(唐草), 안상(眼象)을음각으로새겼으며, 지

붕돌인가첨석( )은팔작지붕을암키와와수키와

의형상을조각하여실제지붕처럼조형감을살리며표

현하였다. 가첨석아래는공포( )의특징만포착하

여간략하게표현했고처마는좌우상향곡선을그리며

매끈하게뻗어나갔다.

농대석과 가첨석, 비신으로 이루어진 <영릉표석>

의형식은후에세워진능표의모범이되었지만경종연

간에접어들어농대석이 2단에서 1단으로, 처마의가첨

석이단순·소박해지면서간략화된것이영·정조년간

을거쳐정형화되었으며이러한능표의형식은대한제

국기까지거의변화가없이지속되었다. 1721년(경종1)

에세워진숭릉(崇陵, 현종과명성왕후능)과익릉(翼陵, 숙

종비인경왕후능)의표석은이러한간략화된양식의시

초를보여주는작품으로주목된다<사진 24·25>. <영

릉표석>과비교하면규모가 1m 가량축소되었고이중

기단은한단으로통일되어농대석의높이가길게상향

되었다. 가첨석은팔작지붕의형태는유사하지만지붕

서까래의상세한표현이생략되었고용마루의두내림마

루가크게부각된것이차이점이며두께역시두터워둔

탁한느낌이들며처마선은거의수평으로처리되었다.

숙종과경종은능표건립의필요성을인지하고추

진하려했으나, 재위기간중건립된표석은실제로는

많지않다. 이후영조(재위 1724~1776)가등극하여경종

과선의왕후능인의릉(懿陵)의표석건립(1724년)을시

작으로왕릉에대대적인표석건립의역사를단행하였

다. 따라서현존하는왕릉의표석은대개영조재위시

건립된것이라고해도큰무리가없다. 이는숙종의유

업을이어신도비와표석건립은물론어진도사(御眞圖

寫)와어필간행등에심열을기울임으로써역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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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崇陵表石>, 1721년, 경기구리시 사진 25 <翼陵表石>, 1721년, 경기도고양시



의자취를기념물로남기고자했던영조의의지가담긴

정책이었다고볼수있는데35,아래실록기사는이러한

의도를암시해준다. 

가. 하교하기를,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의

영묘(英廟; 세종) 어첩(御牒) 가운데, ‘신도비가

있다.[有神道碑]’라는 네 글자를‘지금 표석이

있다[今有表石]’라는 네 글자로 고쳤다36. 이외

에도 능침(陵寢)에 표석이 있으나『선원계보기

략』에실리지아니한곳은모두상고하여일체

기록하도록하라”하였다37.

나. “내년은광묘(光廟; 세조)께서즉위하신 [300년이

되는] 해이다. 쇠약한내가어찌가을이되기를

기다리겠는가? 2월에광릉에전알(展謁)할것이

니, 본릉(本陵)의표석을세우는일을먼저거행

하도록하라”하였다38.

이렇듯영조는선왕의능에표석건립을본격적으

로 주도하여 1724년 의릉, 1744년 영릉(英陵), 1746년

혜릉(惠陵)·휘릉(徽陵)·목릉(穆陵)을, 1753년에는 희

릉(禧陵)·태릉(泰陵)·효릉(孝陵)·강릉(康陵)·장릉(章

陵)에 표석을 세웠다. 또 1754년 현릉(顯陵)·광릉(光

陵)·경릉(敬陵)·창릉(昌陵)·후릉(厚陵)·선릉(宣陵)·

정릉(靖陵)의칠릉(七陵)표석을일괄세우는역사를단

행하였고39, 1770년 정릉(貞陵), 1771년에는 사릉(思陵)

에표석을세우기에이르렀다. 국가적으로표석건립이

활발해지면서공사의시말을공적인기록인의궤(儀軌)

로남겨향후상고(詳考)할수있는여지를남긴시기역

시영조재위시이다. 이뿐아니라영조는열성(列聖)의

탄강지(誕降地)나 고사(故事)가 얽힌 곳에는 표석을 두

루건립하도록하

여 선왕에 대한

예우와정통성계

승에대한신념을

은연중에 피력하

였다. <표 2>로제

시한자료에의하

면조선왕릉 42기

에 세워진 표석

중영조재위시기

에 건립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는것은이러한사실을증명해준다. 

영조연간 세워진 왕릉 표석은 강화의 석모도(席毛

島)에서채취한화강암이나보령의남포석(藍浦石)을주

로썼고물자를아끼기위해중건공사가끝난후남은

돌로제작하기도했다. 또한법전(法典)에표석의석물

규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영릉표석(寧陵表

石)>을비롯하여전대에건립된표석의크기와비교하

여만들었으며치수는영조척(營造尺)의기준을따랐다

<사진 26>. 

당시세워진표석은형식적으로는 1721년제작숭

릉과익릉의표석과비교하여크게달라진것은없으

나, 세부적으로보면 <목릉표석>이나 <현릉표석>처럼

전면의글자가크게확대되고자형이네모반듯해지며

당당한 필획이 강조되었으며, <선릉 표석>에서 볼 수

있듯이가첨석의처마양끝이활처럼올라가경쾌한느

낌을주는변화가있게된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재위 1776~1800) 역시 능표

건립에각별한관심을보였으나실제로건립된표석은

많지않으며, 순조연간(1800~1834)에들어와온릉(溫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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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와 관련해서는 이정민, 2007, 『英祖代御製書 編纂의 의미』, 서울대 국사학과석사논문 참조.

36 영조재위 당시에는 영릉의 신도비가 땅속에 매장되어 있었고 1745년(영조21) 표석을 건립하였으므로 이렇게 고친 것이다. 

37『영조실록』권77, 28년(1752) 6월 기사(18일).

38『영조실록』권82, 30년(1754) 12월 갑술(30일).

39 영조연간 표석 건립과정에 대해서는『英陵表石營建廳儀軌』(1744,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穆陵·徽陵·惠陵 表石營建廳儀軌』(1746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禧陵·泰
陵·孝陵·康陵·章陵 表石營建廳儀軌』(175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顯陵·光陵·敬陵·昌陵·厚陵·宣陵·靖陵 表石營建廳儀軌』(1754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貞陵表石營建廳儀軌』(1770년, 규장각 소장)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진 26『陵表石營建廳儀軌』(1754년)
에 그려진영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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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대

健元陵 太祖 1408 1900(광무4) 고종어필

2 貞陵 神德高皇后 1397/1670수복
1770(영조46) 최초건립

1900(광무4) 改修
고종어필

3 제2대 厚陵
定宗

定安王后
1420
1412

1754(영조30)

4 제4대 英陵
世宗

昭憲王后
1446/1469遷葬 1745(영조21)

5 제5대 顯陵
文宗

顯德王后
1452/1441/1513遷葬 1754(영조30)

6
제6대

莊陵 端宗 1698복위 1733(영조9)

7 思陵 定順王后 1698복위 1746(영조22)

8 제7대 光陵 世祖貞熹王后 1468/1483 1754(영조30)

9 추존 敬陵 德宗昭惠王后 1457/1504 1754(영조30)

10
제8대

昌陵 睿宗安順王后 1470/1499 1754(영조30)

11 恭陵 章順王后 1462 1817(순조20)

12
제9대

宣陵 成宗貞顯王后 1495/1530 1754(영조30)

13 順陵 恭惠王后 1474 1817(순조17)

14

제11대

靖陵 中宗 1545/1562 1754(영조30)

15 溫陵 端敬王后 1739 1807순조7)

16 禧陵 章敬王后 1515/1537 1753(영조29)

17 泰陵 文定王后 1565 1753(영조29)

18 제12대 孝陵 仁宗仁聖王后 1545/1578 1753(영조29)

19 제13대 康陵 明宗仁順王后 1567/1575 1753(영조29)

20 제14대 穆陵
宣祖

懿仁王后
仁穆王后

1608,
1630遷葬/
1600,1632

1746(영조22)

21 추존 章陵 元宗·仁憲王后
1627/1626
/1627遷葬

1753(영조29)

22
제16대

長陵
仁祖

仁烈王后
1649,1731/
1636,1731

1821(순조21)

23 徽陵 莊烈王后 1688 1746(영조22)

24 제17대 寧陵
孝宗

仁宣王后
1659,1673
/1674

1682(숙종8)

25 제18대 崇陵
顯宗

明聖王后
1674/1683 1721(경종1)

26
제19대

明陵
肅宗·仁顯王后

仁元王后
1720/1701
/1757

1721(경종1)
1757(영조33)

영조어필

27 翼陵 仁敬王后 1681 1721(경종1)

28
제20대

懿陵
景宗

宣懿王后
1724/1730 1724(영조즉위)

29 惠陵 端懿王后 1718 1746(영조22)

30

제21대

元陵
英祖

貞純王后
1776/1805 1776/1890/1805

英宗·英祖·貞純王后
의 표석 3기

31 弘陵 貞聖王后 1757 1785(정조9) 정조어필

표 2  조선왕릉의표석건립현황40

순번 능조성연대 표석조성연대 비고
왕릉

재위 능호 왕·왕후



공릉(恭陵), 순릉(順陵)에 차례로 건립하였다. 이후 헌

종·철종연간에는능표에대한봉심(奉審)이집중되고

건립은간헐적으로이뤄지다가고종연간에들어와기

존에 세운 표석을 개수하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아예

새롭게제작한사례가증가하였다. 고종은영·정조를

이어산릉의비석건립에매우심열을기울였고이때

건립된 표석 역시 양식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배경과양상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다루도록하

겠다. 

2. 18세기 왕릉어필비의등장

조선후기왕릉표석건립의유행과더불어왕이친

히 비문을 쓴 글씨를 새긴‘어필비(御筆碑)’가 등장한

것역시앞시기에서는찾아볼수없는독특한현상으

로꼽을수있다41. 조선시대에있어어필을새긴석비

의등장은다양한문화사적인의미를담고있다고할

수 있는데, 국왕의 어필 창작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능비라는기념물제작으로연계되기까지오랜역사적

인과정을거쳤기때문이다. 

사실 17세기이전까지도완물상지(玩物喪志)의엄격

한유교적인예술관과어필의위조우려등때문에역

대임금들은거의작품을남기지않았다. 또한존엄의

상징인국왕의필적이사사로이산재되지않게하기위

해해외또는여항(閭巷)으로유출되는것을방지하였

고왕자신도함부로필묵을남기지않았기때문에조

선초·중기에는만인(萬人)이볼수있는비석에어필

을새긴경우는거의없었다. 

그러나 1553년경복궁의화재로인해역대임금의

어필이대부분불에탄이후왕실에서어필의희소성을

인식하게되었고이듬해인 1554년내탕고(內帑庫)가모

두전소되어이전부터보관되어왔던어필이모두불타

버리자, 국가적인 차원으로 민간에 남아 있는 어필을

구하기시작했지만어필제작은당시까지만해도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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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 표는 실록과의궤, 비문의 탁본을 대조·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왕릉 중 표석이 설치되지 않은 齊陵과獻陵, 舊 英陵은 제외하였으며, 연산군묘와 광해군묘는 왕의 무덤이긴
하나, 사대부가의 상설제도를 따른 것이므로, 본 고에서다루는 능비의 개념과거리가 있어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41 이 글의 논지에 비추어 어필을 새긴 능비라는 의미의‘어필 능비’가 좀더 정확한 용어이나, 실록 등 문헌에‘어필비(御筆碑)’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어필비’라고 약
식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어필비의 범주는 園·墓를 제외한 왕릉에 세운 능비 중 어필을 새긴 석비로 한정한다. 

32 추존 永陵
眞宗

孝純昭皇后
1729/1752 1908(융희2) 정조어필

33 추존 隆陵
莊祖

獻敬懿皇后
1762/1789遷葬
/1816

1900(광무4) 고종어필

34 제22대 健陵
正祖

孝宣懿皇后
1800/1821
/1821

1900(광무4) 고종어필

35 제23대 仁陵
純祖

純元肅皇后
1835/1856
/1857

1857(철종8) 최초건립
1857(철종8) 改修
1900(광무4) 改修

철종어필
고종어필

36 추존 綏陵
文祖

神貞翼皇后
1830/1846
1855/1890

1890(고종27) 최초건립
1906(광무10) 改修

철종어필
고종어필

37 제24대 景陵
憲宗

孝顯成皇后
孝定成皇后

1849/1843 /1904
1906(광무10) 최초건립

1908(융희2) 改修

38 제25대 睿陵
哲宗

哲仁章皇后
1864/1878 1908(융희2)

39 제26대 洪陵
高宗

明成皇后
1919/1897 1919년 이후

40 제27대 裕陵
純宗

純明孝皇后
純貞孝皇后

1926/1905
/1926

1926년 이후

순번 능조성연대 표석조성연대 비고
왕릉

재위 능호 왕·왕후



활발하지못했다42. 이후임진왜란을거치면서궁중소

장어필이상당수유실되자인조연간(1623~1649)이후에

는묵적의보존·관리에대한인식이한층증대되었고,

선조연간 이후로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9) 같은

일련의국가적인변란을겪은후 17세기왕실에서는피

폐해진문화를재건하려는정책에힘입어흩어진어필

에대한수집역시활발하게이루어졌다43. 

왕실문화의재건이힘쓴숙종연간(1674~1720)을기

점으로어필중일부를추려목판과석판에찍어인쇄

물형태로간행하기시작하였고특정한전각에경건하

게보관하려한노력을기울였다. 결국이러한분위기는

국왕이공·사적으로어필을남기게된분위기로이어

졌으며영조에의해어필창작과간행, 봉안(奉安)이본

격화되면서 18세기이후비로소어필능비가건립되는

단계를밟았다. 그결과영조이후대한제국기까지왕

실에의해건립된각종비석에새긴어필의수량은급

격하게증가하였고비석을탁본하여사가에반사(頒賜)

하거나 궁중에 경건하게 보관하였다<사진 27·28·

29>. 1776년창덕궁규장각의부속건물로설치된봉모

당(奉謨堂)에 봉안되었던 왕실자료의 내역을 기록한

043 Hwang, Jung Yon 조선시대능비(陵碑)의 건립과어필비(御筆碑)의 등장

사진 27 <關王廟碑>, 1785년 重刊

*숙종어필

사진 28 <孝章世子墓誌文>, 1729년
*영조어필

사진 29 <思悼莊獻世子永祐園碑> 1776년,
*정조어필

42 어필을 진상한 자는 加資되었거나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진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宣祖의 어필을 僞作하여 바친 것이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顯宗改
修實錄』卷18, 8年(1667) 10月 丁亥(6日)條 참조]. 이로 인해 대신들은 어필을 진상한 자들을 포상하지 말 것을 왕에게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관행 때문에 제대로 실
행되지 못하였다.

43 조선시대 어필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李完雨, 1996, 「朝鮮王朝의 列聖御筆刊行」, 『文化財』243호, 문화재관리국, pp. 147-168 ; 同著, 2002, 「英祖의御筆」,
『영조대왕의 글·글씨』, 궁중유물전시관, pp. 197-214; 同著, 2001, 「조선시대의 어필」, 『조선의 왕—어필로 보는 조선 500년』, 한솔종이박물관, pp. 110-115 ; 유봉학, 2002,
「정조시대의 名筆과 名碑」, 『正祖逝去二伯周年追慕展』, 한신대박물관, pp. 92~113 ; 이민식, 2002, 「正祖의 書藝觀과 書體反正」, 『正祖時代의 名筆』, 한신대박물관, pp. 102-
113 ; 황정연, 2004, 「朝鮮後期 宮中御筆收藏과印刊」, 『藏書閣』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15-264 ; 2002, 『朝鮮王朝의御筆』, 예술의 전당 ; 2006, 『조선왕실의 묵향』, 국
립중앙박물관 등.



『봉모당봉장서목(奉謨堂奉藏書目)』에 기록된 약 100점

이상의어필비탁본내역을통해서도조선후기이후어

필비 건립의 증가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사진 30>.

『봉장서목』에기록된이러한어필탁본들은왕이친히

글씨를써서내려주면돌에새긴후인출(印出)하여제

작된 것으로, 어람(御覽)을 거친 후 반차(班次) 행렬을

이끈봉안례(奉安禮)를행하여전각에보관한것이다.

현존하는어필비중에는 1680년에건립된 <청풍부

원군김우명묘표>가가장이른작품으로알려져있으

며44, 1699년 작 <김만기묘표>는 본래 숙종이 썼으나

당시에는시호가정해지지않아 1766년영조가‘문충

(文忠)’이라는시호를채워써넣은것으로성격상두

임금의합작품인특이한사례이다45. 이렇듯사묘(私墓)

에어필을하사하여비석에새긴사례는 17세기부터나

타나지만어필능비가제작된시기는그보다약간늦

은 18세기인영조연간부터확인된다. 이는왕릉표석이

활발하게건립된시기와맞물린다고할수있는데, 영

조가 1757년 4월 10일영조가인원왕후(仁元王后)의능

인명릉(明陵)표석의음기를쓴것이대표적인사례이

다<사진 31, 31-1>. 후사가없었던인원왕후는왕세제

시절영조를극진히아끼며당파속에서살아남을수

있도록도움을주었기때문에영조에게있어인원왕후

는자신의왕위등극과관련되어매우의미심장한인물

이었음에틀림없다.

영조는역대임금중어필을가장많이남긴왕이긴

하나 1750년~70년대이뤄진대규모표석건립공사시

에는 별도의 서사관과 전자관을 차출하여 서사(書寫)

하도록하였다. 다만, 모친숙빈최씨의묘역인소령원

(昭寧園) 신도비를 비롯하여 자신과 의미 있는 곳에는

기념할만한비석을세우고어필을하사하여새기도록

하는작업을꾸준히추진하였다. 송시열의사당에세워

진 <대로사비(大老祠碑)>를 쓴 것으로 유명한 정조 역

시신료들의묘비를비롯하여선왕의자취를기념할만

한곳에어필을친히하사하여새기도록했으며, 이러

한전통은 19세기에도이어져철종은 1856년 <인릉표

석>의음기를친히쓰기도했다.

왕릉의어필비는고종연간에들어와기존의능비나

표석을교체하거나중건하는과정을거치면서신료들

의참여보다는고종의결정에의한친필어필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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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민식, 2007, 앞의 논문, p. 284.

45『영조실록』권107, 42년(1766) 11월 무인(12일).

사진 30『奉謨堂奉藏書目』에기재된어필비탁본, 1905년, 

장서각소장

사진 31 <명릉표석> 전면, 1757년,
경기고양시

사진31-1 <명릉표석>의
음기, 1757년,
*영조어필



수 건립되었다. 특히 황제권을 공표한 대한제국기

(1897~1907) 이후고종어필비건립이유행하면서왕권

(王權)에서 황권(皇權)의 기념물로서 표석의 상징적인

의미가 부각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는 비록

형태는유사하더라도사대부가의무덤에놓인의장물

인표석과왕릉에세운표석의성격이뚜렷하게구별되

는이유라고할수있다. 

3. 대한제국기황실어필비의건립

고종의치세기(1863~1907)동안능비의건립은숙종

이후로면면히이어져온선왕의추숭사업과어필비전

통을 계승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었으면서도‘대한제

국’이라는새로운국가체제와맞물려이전시기와는

차별성을보이며전개되었다. 

고종은대한제국선포후황제로서전통과권위를

가시적으로보여주기위해조선의창업군주인태조에

대한 현창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태조에 대한

추숭사업과어진제작, 진전(眞殿) 중수, 조경단(肇慶壇)

보수등태조선조의묘역을정비한일련의과정이그

예에해당한다46. 1900년(광무4) 태조의능인건원릉과

태조비신덕왕후능인제릉에표석을세웠고이듬해

함경도에있는태조선조들의능인덕릉(德陵)·안릉(安

陵)·지릉(智陵)·숙릉(淑陵)·순릉(純陵)·정릉(定陵)·

화릉(和陵)의비각을영건하고표석을세운조치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47. 이러한

표석을세우면서앞시기와다른점은전면과음기를

모두고종의어필로제작했다는점이다. 이전에제작된

어필비는주로음기만왕이썼고전면의전서(篆書)는

특별히차출된전자관(篆字官)이쓰기마련이었으나, 고

종은스스로말한바와같이전면과음기를모두자신

의글씨로채운진정한의미의어필비를건립하도록한

것이다48.

이중 <건원릉표석>과 <제릉표석>이현재까지남

아있어모습과더불어어필의양상을살펴보는데도움

이된다. <건원릉신도비>(1409년)와나란히배치된고

종어필표석의총높이는 436cm, 비신은 232cm로신

도비보다약 4~5cm 가량작다<사진 32, 33>. 표석건

립당시고종은태조에게‘응천조통광훈영명(應天肇統

廣勳永命)’이란존호를올렸다. 이보다앞서 1899년에

는태조를고황제로추존하고환구단에서천제(天帝)에

게배향하는제례를올렸는데, 이는 1897년설립된대

한제국의독자성을보여주고자조선건국자인태조의

선양에힘썼던고종이행한일련의조치중하나로이

해할수있다.

<건원릉 표석>은 신도비 양식을 차용하여 유사하

게제작되었으나이수의중앙하단에오얏꽃문양을앞

뒤로새겨넣어대한제국황실의상징성을부각시켰다.

이수의양측면에는기존에용두마리의머리가조각

된것과달리한마리의용머리만새겼으며, 둥글고큰

눈과뭉툭하게튀어나온코로인해위압감보다는해학

적인분위기를풍긴다. 귀부역시신도비의귀부와유

045 Hwang, Jung Yon 조선시대능비(陵碑)의 건립과어필비(御筆碑)의 등장

46 자세한 내용은서교진, 2001,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追崇사업과황제권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19, pp. 77~101 ; 조인수, 2006, 「전통과권위의 표상: 高宗
代의 太祖御眞과眞殿」, 『미술사연구』20, pp. 29~56 참조.

47『고종실록』권41, 38년(1901) 3월 5일.

48『고종실록』권40, 37년(1900) 6월 19일 : “‘건원릉…표석에 대해서는 전면과음기를 친히 쓰겠으니, 추숭의궤도감에 분부하라’하였다.”

사진 32 <건원릉표석>, 

1900년 *고종어필

사진 33 <제릉표석>, 

1900년, *고종어필



사한양식으로조각되어의도적으로전대(前代)의조각

수법을따랐음을보여준다. 두꺼운귀갑과대칭적인문

양, 목뒤로귀갑을한번접어넘긴수법등신도비의

귀부와 동일한 기법을 보여준다. 다만 묘표의 귀부는

불룩튀어나온눈과삼각형의큰코, 쫑긋솟은귀등

안면세부가좀더과장되거나형식화된경향이짙으

며, 귀부의정면모습을비교해보았을때에도신도비

의귀부는옆으로약간넓게퍼진몸체인반면묘표의

귀부는좌우넓이가협소하다는인상을준다.

1899년고종은태조비신의왕후를다시‘신의고황

후(神懿高皇后)’로추존하였고 1900년추숭도감을설치

하여표석돌을깨끗이갈아서새로마련하도록지시하

였다. 이때신덕고황후로추존된제릉의표석은전면

과음기모두고종이어필로쓴것이다. “대한신의고황

후 제릉”이라고 쓴 표석의 전면(前面) 전서(篆書)를 보

면, 행간과균형이맞게정성들여썼지만자획이가늘

어힘이없어보이고획의변화가없어단조롭게느껴

진다. 그러나영조이후능묘비에어필을가장많이남

긴국왕의필치로주목할만하다.

<건원릉표석>은비의석재만달리했을뿐이미앞

서세워진신도비의모습을차용하여거의동일한모습

으로조각되었다. 이수는구름무늬위로용의몸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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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貞陵表石> 前面, 1900년, 서울성북구, *고종어필 사진 35 <健陵表石> 前面, 1900년, *고종어필



차하면서가운데문고리모양의장식으로마무리하였

고, 그위로두용이잎을벌리고있는모습을조각하였

다. 제릉의묘표에는같은시기에세워진건원릉묘표

에서보이는오얏꽃문양은새기지않았다. 귀부는신

도비에비해거북의안면이훨씬과장되게표현된것이

차이점이다. 이상의두표석은고종의정치적인함의가

극대화된 시기에 재건이 이루어진‘귀부이수’형 표석

의유일한예로서, 조각수법과는별개로시대적인의의

를부여할수있는작품이다. 

한편 1900년한해동안고종은정릉(貞陵)·융릉(隆

陵)·건릉(健陵)·인릉(仁陵)·수릉(綏陵)에표석을두루

세우고전면과음기모두자신의글씨를새기도록하였

다. 정릉과 인릉은 이보다 앞서 각각 1770년(영조46),

1856년(철종7)에건립되었지만 1899년신덕왕후를황후

로추존함에따라기존의비석표면을갈고다시새긴

것이며그밖의능은전대에미처표석을세우지못해

마저건립한것이다. 대한제국기표석은방부옥개형의

기본형식을따랐으나, <정릉표석>에서볼수있듯이

가첨석의처마끝이활모양을그리며과도하게상승한

듯처리되었고양쪽내림마루가수직으로위로솟은형

태로 조각되었다<사진 34>. 18세기에 제작된 묘표의

가첨석처마가거의수평을이루고있다는사실에비추

어이러한정릉표석을통해조선말기묘표양식의한

유형을짐작하게한다. 또한 <정릉표석>과 <건릉표석>

의전면에쓰인고종의어필은자형이길고필획이섬

약한 특유의 서풍을 보여주고 있는데<사진 35>, 이러

한전서풍은동시기관료들이쓴능비문에서도간취되

는시대적인특징이다49.

고종이후순종(재위 1907~1910)은 1908년덕종의영

릉(永陵), 헌종의 경릉(景陵), 철종의 예릉(睿陵)에 표석

을설치했지만정작자신은글씨를쓰지않아조선왕조

어필비제작은고종을기점으로마감했다고볼수있다

50. 고종과순종의능인홍릉(洪陵)과유릉(裕陵)의표석

은일제강점기때건립된것으로황제릉의격식을감안

해서인지 규모가 다소 크게 제작되었다. 가첨석 역시

공포( )가 뚜렷이 표현되었고 장식성이 가미된 양

상을볼수있다. 그러나전면에새겨진글씨는고종어

필의유풍을계승하면서도글자가과도하게세장(細長)

하다든지결구가경직된풍격을지니고있어 18세기부

터이어져온능표제작의시대적변화상을보여준다.

결론

지금까지조선왕실의능비를신도비와표석을중심

으로크게조선초·중기, 조선후기, 대한제국기세시

기로나누어시기별건립추이와양식적특징에대해살

펴보았다. 그결과왕실능비(신도비와표석)는일반사

대부가와 달리 건립한 시기와 주체, 후계왕의 의도에

따라시기별차이를보이며제작되었음을알수있었

다. 구체적으로 15~17세기는왕릉신도비의건립과재

건이이루어진시기, 조선후기는신도비가표석으로대

치되어다수건립되었을뿐아니라국왕의어필을직접

돌에새긴어필비가처음으로등장한시기, 대한제국기

는황제국으로격상됨에따라조선개국자인태조와왕

후, 선조들에대한추숭(追崇) 사업이활발해지면서표

석중건이이루어진시기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결

과를토대로본다면, 결국우리나라능비의역사는조

선후기를기점으로형성된것이라고해도큰무리가없

을것이다. 

왕릉신도비의형식은삼국시대의부정형한석비의

초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귀부이수’형의 당비(唐碑)

형식을수용한통일신라시대를거쳐고려말탑비의복

고양식에서기원을찾아볼수있으며, 조선시대에들

어와서는송대이후발전한명·청대신도비양식이습

합되기도 했으나, 외래 양식을 추종했다가 보다는 앞

시기의도상과기법을토대로고유양식을발전시켰다

고보는것이타당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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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에 대해서는 2008,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Ⅵ, 한국학중앙연구원참조.

50 1908년 당시영릉 표석은 金聲根이, 경릉 표석은 尹用求, 예릉 표석은 李重夏가 썼는데, 현존작을 보면 書者가 모두 다르다 보니서풍에도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들 표석의 건립
논의에 대해서는『순종실록』권2, 1년(1908) 6월 27일 기사 참조.



왕릉신도비는 15세기건립당시부터선왕에대한

숭모예를표현하고자하는국왕과왕의치적이국사

(國史)에모두기록되어있으므로신도비를별도로세

울 필요가 없다는 신료들의 입장이 대치되면서 건원

릉·제릉·헌릉·구영릉 4곳에만건립된채왕릉에는

한동안건립되지않았다. 비록수량은적을지라도헌릉

과제릉의신도비는각각 1695년, 1744년에중건되었으

므로현존하는신도비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왕실

조각의일면을보여주는귀중한사례로서가치가높다. 

신도비건립이중단된이후 17세기에이르러왕릉

에아무런표(表)를해둘수없다는의견이제기됨에

따라 형식이 간소화된 표석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682년에 제작된 영릉(寧陵)의 표석은 최초로 왕릉에

건립된표석이자장대한규모, 섬세한조각기법을보여

주는의미있는작품이다. 능표는경종연간을지나영

조가 등극하면서 174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건립되었

다. 열성(列聖)에대한추숭과어필간행등을통해자신

의왕위계승의전통성을공표하고자했던영조는제릉

의신도비를재건하는한편, 의릉(懿陵)을비롯하여총

20곳에달하는왕릉에표석을세우는역사(役事)를추

진했고, 최초로친필글씨를돌에새긴어필비를제작

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어필비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시대사적으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후소실된어필을보존하려한숙종의신념을

계승한영조에의해제도적으로추진되면서어필을새긴

능비가등장한배경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이다. 

18세기이후건립된능표는이중의높은농대석위

에 팔작지붕의 가첨석을 얹은‘방부개형(方趺盖形)’이

전형적인형식이며, 이는중국에서는찾아볼수없는

석비의형태이다. 능표의전면에는당나라이양빙서풍

의전서(篆書)를새기고음기는방정한행서로쓴것이

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영조에의해대대적으로건

립된능표는 1897년고종이대한제국을선포하면서다

시한번다량교체되거나제작된시기를맞이하게된

다. 특히고종은대한제국의정통성을태조의조선건

국에둠에따라태조와그 4대선조에대한추숭과기

념물제작에심열을기울였고전면과후면모두자신의

글씨로채움으로써역대어느왕보다통치자로서권한

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건원릉표석> 등 이 시기

에제작된능표는 18세기에비해조각기법이섬세하지

않고추상적인것이특징이며, 전면의글씨역시자형

이길고획이가늘어필력이감소된말기양식을보여

준다.

본논문은조선왕릉에세워진능비를중심으로연

구범위를한정하다보니조선시대능비전반에있어외

래양식의영향, 동시대원·묘에건립된석비등과충

분히비교고찰을하지못하였다. 앞으로이러한미비

점이보완된다면조선시대능비의시기별특징과왕실

조각품으로서성격이더욱명확하게드러날것으로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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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Stages of Establishing Royal Tombs
Steles and Kings’ Calligraphic Tombstones in
Joseon Dynasty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Korean royal tombs steles such as monumental steles and tombstone marks (神道碑, 表石)

that are broadly fallen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 the 15~16th centuries, 17th~18th centuries, and 19th century.
As a result, the royal tombs steles were built, unlike the private custom, on the heirs to the King’s intentions. During
the 15~17th centuries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monumental steles took place. In the late Joseon
period, monumental steles had been replaced with a number of tombstone marks were built to appeal to the king's
calligraphy carved on stone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Great Empire Han(大韓帝國) when the Joseon state was
upgraded the empire, Emperors Gojong and Sunjong devoted to honor ancestors by rebuilding royal tombstone mark.
Based on these periodical trends, it would not be exaggerated that the history of establishing the royal tombs steles
formed in late Joseon. 

The type of royal tombs monuments originated from those of the Three Kingdoms era, a shapeless form, the new
stele type of the Tang Dynasty (唐碑) has influenced on the building of monuments of the Unified Silla and Buddhist
honorable monuments (塔碑) of the Goryeo Dynasty. From the 15th century, successive kings have wished to express
the predecessors's achievements, nevertheless, the officials opposed it because the affairs of the King legacy ( 史)
were all recorded, so there is no need to establish the tombs steles. Although its lack of quantity, each Heonneung and
Jereung monumental steles rebuilt in 1695 and 1744 respectively, is valuable to show the royal sculp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Since the 15th century, the construction of the royal tombs monumental steles has been interrupted, the tombstone
marks (boulders) with simpler format  began to be erected within the tomb precincts. The Yeoneung tombstone
mark(寧陵表石), built in 1682, shows the first magnificent scale and delicate sculpture technique. Many tombstone
marks were erected since the 1740s on a large scale, largely caused by King Yeongjo’s announce to the honorific
business for the predecessors. Thanks to King Yeongjo's such appealing effort, over 20 pieces of tombstone marks
were established during his reign. The fact that his handwritten calligraphic works first carved on tombstones was a
remarkable phenomenon had never been appeared before. 

Since the 18th century, a double-slab high above the roof(加 石) and rectangular basement of the stele have been
accepted as a typical format of the tombstone marks. In front of the stele, generally seal script calligraphic works after
a Tang dynasty calligrapher Li Yangbing(李陽氷)’s brushwork were engraved. In 1897 when King Gojong declared
the Empire, these tombstone marks were once again produced in large amounts. Because he tried to find the
legitimacy of the Empire i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its four founding fathers in creating the monuments
both of the front and back sides by carving his in-person-calligraphy as a ruler representing his symbolic authority.
The tombstone marks made during this period, show an abstract sculpture features with the awkward techniques, and
long and slim strokes. 

As mentioned above, the construction of monumental steles and tombstone marks is a historical and remarkable
phenonenon to reveal the royal funeral custom, sculpture techniques, and successive kings’ efforts to honor the royal
predecessors. 

Keywords | Joseon royal tombs, funerary monuments, monumental steles, tombstone marks, King Yeongjo,
King Gojong, King's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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