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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전개과정

국문초록

조선왕릉은조선왕조의역사, 이념, 문화, 미술, 건축, 제례등이종합적으로융합되어만들어진결정체이며, 500년왕

조의역사를고스란히보여주는산물로서그상징적의의가매우크다. 

왕릉을구성하고있는여러요소중에서도특히능침주변에배치된석물들은능침을수호하는상징적기능으로서중

요한요소였으며, 그중에서도봉분가장가까이에표현된십이지는그기능의가장중심에놓여져있는대상물이었다. 

통일신라시대 능묘에서부터 시작된 십이지신상은 전해지는 규모나 뛰어난 조각수법으로 미루어 능묘 축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했었음이 확실하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왕릉에 이르러서는 규모나 형태에서 매우 간소화된

경향을띠게되면서다른석물들에비견하여그중요성이간과되어왔다. 

십이지신상은무덤을수호하는역할과방위의개념으로서능묘를장식했던중요한요소중하나였으며, 시대별로 다

양하게변화되어나타나며, 조선왕릉까지그전통성이이어진다는점에서역사성과상징성은간과할수없다.  

본고에서는조선왕릉에표현된십이지도상(圖像)을크게 3가지로형식분류하여그원류와시기별전개과정을고찰

해보았다. 

십이지 도상은 사람의 몸과 얼굴을 표현한 인신인수형(人身人首形), 관에 십이지 동물을 표현한 인신인수관형(人身人

首冠形), 십이지와십간·팔괘의혼합문자형으로분류된다. 

조선왕릉의이 3가지십이지도상은그원류를중국으로부터볼수있으며, 조선전기에서후기에이르기까지시대의

흐름에따라변화·교체되면서왕릉을장식하는주요한요소가운데하나로서애용된다. 

조선왕릉십이지신상은통일신라이래이어온우리나라능제의고유성과전통성을확인할수있는산증거로서그의

미가크다하겠다.

주제어 | 조선, 왕릉, 십이지신상, 도상, 석물

김지연

국립문화재연구소미술문화재연구실

투고일자 : 2009. 11. 03 | 심사일자 : 2009. 11. 27 | 게재확정일자 : 2009. 12. 15



서론

조선왕릉은조선왕조의역사, 문화, 사상, 미술, 건

축, 제례등유·무형예술이종합적으로융합되어만

들어진결정체이며, 500년왕조의역사를고스란히보

여주는산물로서그상징적의의는매우크다하겠다.

왕릉능역내의건축물, 능침(陵寢)을비롯한다양한석

물(石物)의 종류와 배치, 조각양식 등에서 풍겨나오는

정제된절제미는왕실의위엄과권위를보여주는상징

적의미와기능을해왔다. 

왕릉을구성하고있는여러요소중에서도특히능

침주변에배치된석물들은능침을수호하는상징적기

능으로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중에서도 능침 가장

가까이에표현된십이지는그기능의가장중심에놓여

져있는대상물이었다. 

그러나조선왕릉십이지는그전통성과상징성에도

불구하고그동안다른분야에비해심도있는연구나

관심의대상에서조금은멀리있었던것이사실이다. 

통일신라시대능묘에서의십이지신상은현재전해

지는규모나조각양식상으로미루어매우중요한역할

과위치를차지했었음이확실하나, 고려시대를거쳐조

선왕릉에이르러규모나형태에서매우간소화되고생

략화된경향을띠게되면서외견상다른석물들에비견

하여그중요성이간과되어왔다. 

십이지신상은무덤을수호하는역할과방위의개념

으로서통일신라이래능묘를장식했던중요한요소중

하나였으며, 시대별로그표현은다양하게변화되어나

타나지만그전통성은조선왕릉까지이어진다는점에

서십이지가지니고있는역사성과상징성은절대로간

과할수없는부분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조선왕릉의병풍석과난간석을중심으

로표현된십이지신상형식의전개양상과해당도상의

원류를고찰하고자한다. 

십이지의기원과능묘의십이지신상

1. 십이지의기원과중국에서의십이지전개

십이지01에대한관념은고대부터동서양에걸쳐폭

넓게전개되어왔다.

중국을비롯한우리나라, 일본, 이집트, 인도, 바빌

로니아, 베트남, 멕시코등전세계적으로전해지고있

다. 고대중국에서는십이지를시간을표시할때각시

간마다활동하는동물들로서표현했으며, 십이지의기

원을여기에서부터비롯된것으로보았다. 또한분묘에

는사자(死者)의영혼을지키고각방향마다수호함으

로써악귀를물리친다는의미로서사용되었다02.

십이지의기원에대해서는확실한기록이나자료는

전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이야기된

바있다. 십이지의명칭이나시간과의연결은전한대부

터시작되었다고보는설, 한편으로는바빌론의십이궁

이중국에전해져서중국의십이지로서성립되었다는

설등이그것이다03. 

한편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제23권에 의하

면, 남염부주(南閻浮洲)의사방여러섬에살고있는 12

수에대한내용이전하고있으며, 이들은 12종의짐승

으로보살의화신04이라하였으며, 인계와천계를다니

면서교화한다고전한다. 

불교에서의십이지는각동물마다불보살과신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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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십이지는육십갑자의아래단위를이루는 12개요소로,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를말한다. 

02 孫景穗, 1962,「韓國十二支生肖의硏究」,『梨大史苑』第四輯 , 梨大史學會, p. 2

03 新城新藏은십이지는은대(殷代)에 일년의월을기록하는부호로사용되었고, 옛 이름은십이진(十二辰)이며각시대에따라다르고십이진의명칭을주대초이후로보았다. 또한
십이지를하늘의방위에배당하게된것은춘추시대이후이며지(地), 천(天) 등의방위와함께쓰이는것은춘추중엽이후이고십이지를시각에배당하게된것은전한시대부터로
보았다.  橋本增吉은십이지가고대바빌로니아의천계의운행을나타내는십이궁(十二宮), 십이수환(十二獸環)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보았다. 12동물과인물을각방위별로 12등
분하여 둥글게 배치하였는데, 십이환수는 각각 보병(寶甁), 쌍어(雙魚), 백양(白羊), 금우(金牛), 쌍녀(雙女), 게, 사자(獅子), 실녀(室女;처녀), 천평(天秤), 천갈(天蝎), 인마(人馬), 마갈
(磨 ;摩/고래또는큰자라)로서, 기원전 8세기이전중국에전해져이것으로부터중국의십이지가성립되었다고보았다. 孫景穗, 앞 논문, p. 3의주 2. 3 재인용. 

04 임영주, 2004,『한국의전통문양』, 대원사, pp. 109~111



로도비견되기도하여, 십이지가수호의의미와결합하

여신장형으로표현되는근거로서도보고있다05. 

십이지의동물마다방위를부합시켜동물형태로서

의십이지가만들어지게된최초의시기는전국시대후

기06로추정되고있으며, 이렇게출현하게된계기를음

양사상07과연관지어논하기도하였다. 

이후 십이지 신앙은 불교의 약사신앙과 혼합되어

머리는 동물, 몸은 사람의 형태인 신장형으로 새롭게

모습을갖추게된다08. 십이지신앙과약사신앙과의연

관성은 돈황 막고굴의 약사정토변상도(藥師淨土變相

圖)09<사진 1,2,3>로설명할수있다. 

즉, 십이지사상은 오행사상과 관련한 방위의 개념

으로출발하였으며, 이후약사신앙과의결합으로신장

형으로표현되는등인격화가가미되면서본격적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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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십이지는 불보살로도 대비되는데, 각각 미륵(彌勒), 세지(勢至), 미타(彌陀), 관음(觀音), 여의관음(如意觀音), 허공장(虛空藏), 지장(地藏), 문수(文殊), 대위덕명왕(大威德明王), 보현
(普賢), 대일여래(大日如來), 석가여래(釋迦如來)로 비견하며, 신중(神衆)에 비견하면 궁비라, 벌전라, 미기라, 안저라, 안리라, 산저라, 인달라, 파이라, 마호라, 진달라, 초두라, 비
갈라에 비정된다. 이찬욱, 1999, 『한국의 띠문화』, 황금시대, p. 52. 한편 연생경(緣生經)에 전하는 십이지는 독사(毒蛇), 말(馬), 양(羊), 미후( ), 닭(鷄), 개(犬), 돼지(猪), 쥐(鼠),
소(牛), 사자(獅子), 토끼(兎), 용(龍)이며, 대집성수도(大集星宿圖)에 의해 가약(迦若;巳), 두라(兜羅;牛), 비리지가(毘梨支迦;未), 단니비(檀尼毘;申), 마가나(摩迦羅;酉), 구반(鳩槃;戌),
미나(彌那;亥), 미사(彌沙;子), 비리나(毘利沙;丑), 미투나(彌偸那;寅), 갈가왕가( 迦旺迦;卯), 사아(絲阿;辰)의십이궁과배합된다, 孫景穗, 앞 논문, pp. 6~7

06 주대말洛陽古城址의金村에서확인된고분에서청동제동물상호랑이, 토끼, 용, 양, 원숭이, 닭, 돼지 7구가출토되었다, 孫景穗, 앞 논문, p. 5

07 중국 명대의 량영(朗瑛)이 지은 <칠수류고(七修類 )>에 의하면 십이지수는 방위신 및 시신(時神)으로서 음양사상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
본, 고창, 네팔등지에서광범위하게퍼져있던신앙의대상으로서보았다. 孫景穗, 앞 논문, p. 5의주7 재인용.

08 고유섭의 설을 인용하면, 연생경의 십이수(十二獸)는 십이궁(十二宮)과 배합되고, 십이연생수(十二緣生獸)가 다시 대집결허공목분정목도(大集結虛空目分淨目圖)에 의하면 12동
굴에 사는 제보살들로 보았다. 즉, 바다의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산(리유리산(璃瑠璃山), 파리산( 璃山), 태백산(白金山) 등)이 있으며, 이 산의 각각 종종색굴(種種色窟), 무사굴
(無死窟), 선주굴(善住窟)..........등 12굴에나누어사는제보살들의주처로서주야로염부제(閻浮提)에순회하였다. 7월 1일쥐를첫머리로해서 12동물이각각출행해서 13일만에
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의해, 십이신상은 시간적 관념과 함께 그 주처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어 방위적 의미까지도지니게 된다. 십이신장(十二神將)은 관념적인
약사불의십이철원(十二哲願)을실천하기위해배처(配慮)되었으며그곳에십이연생수(十二緣生獸)가지닌시간적관념과배합되고다시방위적관념과배합되어십이시와십이
방위에배합되는신장으로되었다고보았다. 孫景穗, 앞 논문, p. 3, pp. 6~7

09 수대에 만들어진 막고굴 417굴, 394굴의 약사정토변상도는 평복을 입고 보주를 든 십이신상이 각각 6구씩 배치되어 있다. 초당대의 220굴의 약사정토변상도에는 관에 십이지
의동물을얹은신장형의십이지상이표현되었다. 平凡社·文物出版社, 1981,『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도판 30, 157,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도판 27

사진 1돈황막고굴394굴동벽남측상부약사정토변상도(부분)
平凡社·文物出版社, 1981, 『中國石窟敦煌莫高窟』三

사진 2막고굴 417굴 후부천정약사정토변상도
平凡社·文物出版社, 1981,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사진 3막고굴 220굴북벽약사정토변상도
平凡社·文物出版社, 1981, 『中國石窟敦煌莫高窟』二



간의모습으로표현되기시작한것으로이해할수있

다. 통일신라능묘의십이지상가운데무복차림의무

기를든신장상으로표현된것은아마도중국에서의이

러한십이지상과약사신앙과의결합에따른영향으로

유추하고있다10.

중국 당대에 들어오면 인격화된 십이지의 형상이

묘지석11과명기12로다수제작되어지며<사진 4, 5>, 이

후송, 금, 요에이르기까지십이지의표현은벽화고분

을비롯한묘지석, 부장품등으로지속적으로이어진다. 

2. 통일신라및고려능묘의십이지신상

우리나라 능묘에 십이지가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그기원을통일신라에둘수있다. 통일신라시대에들

어오면고신라의적석목곽분형태의내부구조와외관

은봉토를쌓고그주변을간단하게몇단의호석으로

돌리는형식의무덤대신, 중국당의영향으로석인상

과석사자등기존에없었던석물의배치등새로운요

소들이나타나게된다.

이와함께등장하는큰변화는기존에호석으로무

덤둘레를두른초기적형식에서벗어나커다란판석과

탱석으로된호석을봉분의주변에두른뒤탱석에십

이지신상을배치하는형식이등장하게된다. 또한봉분

에석난간과회랑을설치하는새로운양식들이선보이

는데, 이는중국당대황릉에서도찾아볼수없는통일

신라만의독자적인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에서십이지상은중국의영향으로얼굴은

짐승, 몸은사람의형태로서평복혹은무복(武服)을입

고지물이나무기를든형태로통일신라이후능묘의

주변에새겨지면서수호의역할로서비중있게만들어

지게되는데, 이는중국에도그예를찾아볼수없는통

일신라만의 독특한 양상이다. 특히 성덕왕릉, 원성왕

릉, 흥덕왕릉, 김유신묘등통일신라능묘의십이지는

그조각기법도뛰어나분묘를장엄하게장식하는효과

까지도얻을수있었다13. 

중국의경우십이지신상은무덤내의묘지석에표

현하여악령이침입하는것을막는용도로서등장하는

데, 수대와당대전반기에는동물의몸과얼굴을이루

는형태로서표현되며14, 통일신라처럼무덤외부에둘

러져서수호의역할로서제작된예는확인되지않는다

<사진 6, 7>.

어쨌든 십이지신상의 전래는 중국으로부터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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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高裕燮, 1993,「藥師信仰과新羅美術」,『高裕燮全集』3, 通文館, pp. 61~72

11 당대 753년기관묘지(紀寬墓誌) 등에서확인된다. 李星明, 앞 책, p. 200

12 십이지가명기로서출토된예는장사시(長沙市) 황토령당묘(黃土嶺唐墓) 출토 십이지도용등을들수있는데, 동물머리에사람의몸을하고 평복을입은형태의십이지신상으로,
그 시기는 통일신라 성덕왕대와 동일기로 비정된다. 姜友邦, 1982,「統一新羅 十二支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154·155, 韓國美術史學會, pp. 41~42
이외에도대표적인것이섬서성역사박물관에소장되어있는 12구의십이지신상이다.

13 통일신라능묘중십이지상이표현된대표적예로는, 성덕왕릉, 원성왕릉, 경덕왕릉, 헌덕왕릉, 흥덕왕릉, 진덕왕릉, 방형분, 능지탑(황복사금당지십이지신상등), 김유신묘등을
들수있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慶州市, 2007, 『新羅古墳基礎學術調査硏究』.

14 615년수대장수묘지(張壽墓誌) 및당대 715년곽일묘지(郭逸墓誌) 등에서확인된다.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陝西人民美術出版社, pp. 195~197

사진 5섬서성역사박물관십이지신상사진 4기관묘지(紀寬墓誌), 당 753년
李星明, 2005,『唐代墓室壁畵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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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헌덕왕릉십이지신상 사진 9성덕왕릉십이지신상

사진 6장수묘지(張壽墓誌), 수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사진 7곽일묘지(郭逸墓誌), 당(715)
李星明, 2005,『唐代墓室壁畵硏究』



이것을능묘의장식적역할및수호의적극적인성격으

로서봉분외관에큰비중으로표현한경우는통일신라

능묘의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있다. 

통일신라 고분 가운데 현재 십이지신상의 조각이

전하고있는성덕왕릉등능묘의십이지신상은모두머

리는동물형이며, 몸은사람의형태를하고있는인신

수수형(人身獸首形)이다. 저고리와바지를입은평복차

림과갑옷을입은무복차림형식으로이루어져있다15

<사진 8, 9>.

십이지신상이봉분주변으로표현되기시작하는최

초의왕릉으로비정되는성덕왕릉의십이지신상은현

존하는십이지신상가운데유일한환조의형태로서무

복을입고무기를들고서있다16.

중국의경우에는 8세기중반무렵의분묘묘지석에

서동물의얼굴과사람의몸을한십이지신상의예를

찾아볼수있다17. 그러나통일신라의경우처럼십이지

신상자체가신장형으로무장을한경우는확인된예가

없으며, 초당대에 들어오면 약사십이신장이 십이지와

결합하면서신장형으로표현되는점에서그성격에서

차이가있다. 

주목되는점은통일신라시대고분의십이지는중국

의십이지상의양식과는다른, 독자적인형식으로진행

되었다는점이다. 모두입상이며, 각기다양한지물을

들고있으며, 자세는양발을좌우로벌리거나모두한

쪽으로돌리고있는자세, 얼굴은정면관, 측면관, 또는

정면이나측면도아닌그중간방향등다양하게나타난

다. 복장은위에서잠시언급한것처럼평복과무복으

로구분되는데, 그중평복은중국묘지석의십이지상

의광수포(廣袖袍)가아닌저고리와바지의형식이라는

점에서차이가있다18.  

즉, 중국의영향을받았으나, 중국과는다르게능묘

의외곽을수호하는역할로서십이지가정착되고만들

어졌다는점, 그리고십이지의표현형식도통일신라만

의독자적인형식으로발전시켜나갔음을알수있다. 

통일신라 9세기이후에는능묘이외에도불교관련

석조물에십이지상이다양하게조각되기시작한다. 원

원사지(遠願寺址)석탑등에는능묘십이지상의영향을

받아십이지신상이평복이나무복을입고무기를들고

있는모습으로표현된다. 이들은배치구도도왕릉의십

이지신상을따랐는데, 구정동방형분에서처럼각면에

3구씩배치한것과마찬가지로석탑19에도각 4면에 3

구씩 12구를배치하는형식을이루고있다20.

고려 능묘의 십이지 표현은 통일신라와는 비교할

수없을정도로조각양식이나규모면에서쇠퇴하고간

략화되는경향을보이나, 무덤을수호하는역할로서의

십이지를표현하는전통은지속적으로이어진다. 특히

고려후기에는수락암동(水落巖洞)벽화묘등에서확인

되는것처럼사신도와함께표현되는등도교와의결합

도이루어진다21.

현재까지확인된자료를종합했을때공민왕과노

국공주의 현·정릉(玄·正陵) 이전까지는 통일신라의

전통을이어받아대체로인신수수(人身獸首)형식의십

이지신상이주를이루고있다. 그러나통일신라능묘와

마찬가지로봉분주위를두른면석에부조로표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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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복 차림의 십이지신상이 조각된 능은 김유신묘, 헌덕왕릉, 능지탑 중 자상(子像)이 해당되며, 무복 차림의 십이지신상이 조각된 능은 성덕왕릉, 경덕왕릉, 괘릉, 구정리 방형분,
흥덕왕릉, 진덕왕릉등에서확인된다. 십이지신상들의얼굴은정면관또는측면관을하고있으며, 손에는다양한지물을들고있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慶州市, 앞 책.

16 통일신라최초의완비된왕릉제도를갖추고있는데, 능역 내의무석인과석사자등에서중국당의영향이새롭게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덕왕대에당과의국교가정상화되면
서많은유당사(遺唐使)들을통한빈번한교류가이루어진다. 申瀅植, 1984, 「統一新羅의對唐關係」, 『韓國古代史의新硏究』, pp. 326~352

17 중국에서는 수신수수 형태의 십이지신상이 십이지 출현 전반기에 주류를 이루다가 앞서 살펴본 753년 기관묘지(紀寬墓誌)에서 인신수수(人身獸首) 형식의 십이지신상이 최초로
확인된다. 이후 800년대 제작된 분묘의 묘지석에서 다수 확인된다. 좌상과 입상도함께 보이며, 지물을 들고 있거나, 손을 앞으로 모은 공수자세를 하고 있기도하다. 張賢熙, 앞
논문, p. 12

18 張賢熙, 앞 논문, pp. 66~71

19 십이지가 새겨진 석탑은 원원사지 동·서탑을 비롯하여 화엄사 서오층석탑, 안동 임하동(臨河洞) 석탑 등 여러 기가 전한다. 특히 원원사지탑은 십이지가 새겨진 최초의 탑으로
서, 기단에새겨진십이지신상은머리는동물형이고몸은사람형으로, 평복을입고정면관혹은측면관을취하고있다. 천의자락을나부끼면서가부좌의자세로연화좌위에앉아
있어불교적색채가강하다. 

20 석탑의네면에십이지상을각각 3구씩나누어배치하는통일대의십이지신상의배치구도는중국과는다르게독자적인성격을띤다. 중국의경우처럼약사불좌우에 6구씩배치
하거나약사불의아래에한줄로 12구를배치하는것과는차이가있다. 이는당시불교국가였던통일신라에서왕릉과묘탑은그중요성이같았으며, 이를 신장의성격을지닌십
이지신상이지키도록한다는의미에서왕릉의십이지를모방한것으로보았다. 張賢熙, 1997, 「統一新羅陵墓十二支像의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p. 30

21 鄭炳模, 2001, 「恭愍王陵의壁畵에대한考察」, 「講座美術史」17, 韓國佛敎美術史學會, pp. 88~90



으나, 통일신라에비해매우조악해지고간략화된경향

이두드러진다. 

통일신라시대의 난간석과 봉분의 면석, 석물의 상

설등전통을이어받지만, 고려왕릉은전체적으로능

역의규모가작아지고, 석물의형태와크기, 조형성에

서상당히쇠락하게나타난다. 또한봉분을두르고있

는면석역시제대로다듬지않아거칠다. 따라서면석

에조각된십이지신상은크기나형식이작아지고세부

표현은거의생략화되는등조형성에서도통일신라와

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낮은수준으로전락한다. 

현존하는고려왕릉가운데십이지표현예는약 10

여기이상전한다. 통일신라십이지의형식을이어받

아입상이며, 동물의머리와사람의몸을하고, 주름진

도포를걸친평복차림이고, 방향은정면관과측면관이

공존한다22. 크기는작아지고, 얕은선각으로최소한의

형태만을표현하였다. 이런경향은공민왕과노국공주

의현·정릉조성이전까지이어진다. 

3. 조선왕릉의십이지신상

조선왕릉에 표현되었던 십이지신상은 능침에서의

장식의기능및수호와방위를가리키는상징적기능뿐

만 아니라, 실제 국장에서도 사용되었던 물품 가운데

하나로서의역할도담당했었음을실록기사를통해알

수있다.23그러나왕릉십이지신상에대해서는전하는

기록이없어많은궁금증을갖게한다. 

본 단원에서는 조선왕릉 건원릉(健元陵)에서 유릉

(裕陵)에이르기까지능침에표현된십이지신상의현황

을 중심으로 문인상으로 표현한 인신인수형(人身人首

形), 관에십이지동물을표현한인신인수관형(人身人首

冠形), 문자형(文字形)의 3가지의 형식으로 분류24하여

살펴보도록하겠다. 

(1) 인신인수형(人身人首形)

이형식의십이지신상은정릉(貞陵), 제릉(齊陵), 후

릉(厚陵), 헌릉(獻陵)의병풍석에표현되어있다. 공복을

입고관을썼으며홀을들고있는문인상형태이다. 이

십이지신상은외견상십이지를의미하는동물등표식

이전혀표현되어있지않다. 

조선왕조 첫 왕릉으로 조성된 신덕왕후의 정릉은

고려현·정릉의조각양식등을충실히답습하여조성

되었음을알수있다. 현재전해지는병풍석의십이지

신상25은얼굴과몸이모두사람의형태로서, 머리에는

양관(梁冠)26을쓰고양손에는홀을들고소매가넓은

공복을걸치고있는문신형이다. 십이지신상의주변으

로는고부조로동글동글한구름무늬를가득새겨넣어

볼륨감을표현하였다. 

신의왕후의제릉병풍석 12면에새겨진십이지신상

은정릉에비해볼륨감이나입체감에서조각기술은떨

어지지만공복을착용하고홀을들고있는문관형의십

이지신상을중심으로주변의구름문의형식은거의유

사하며, 우석에새겨진영탁과영저의형식도같다.

정종과정안왕후의후릉27의십이지신상에서도이

와유사한형식을찾아볼수있으며, 태종과원경왕후

의 헌릉(獻陵) 십이지신상으로 이어진다. 헌릉 병풍석

의십이지신상은다소과장된듯한양관을쓰고소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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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간의 자료를 통해 보면 고려왕릉 가운데 십이지가 표현된 능은 태조의 현릉(顯陵), 정종(定宗)의 안릉(安陵), 광종(光宗)의 헌릉(憲陵), 경종(景宗)의 영릉(榮陵), 현종(顯宗)의 선릉
(宣陵), 원종(元宗)의 소릉(昭陵), 충목왕(忠穆王)의 명릉(明陵), 공민왕(恭愍王)의 현릉(玄陵), 공양왕(恭讓王)의 고릉(高陵), 명릉군 2릉, 랭정동 2릉, 칠릉군 3릉 등이해당한다. 그 중
명릉군 2릉과랭정동 2릉에서도포를입고측면관을한인신수수의십이지신상이선각으로얕게부조되어있는현황을사진으로확인할수있다. 장경희, 2008,『고려왕릉』, 아름
다운우리문화재 3, 예맥, p. 21, 103, 111, 129

23『世宗實錄』6卷, 1年(1419 己亥 / 명영락(永樂) 17年) 12月 7日(丁丑).

禮曹啓: “太祖葬儀所載黃豆
、
土人

、
土雀

、
桃木

、
楸木

、
白木

、
桑木

、
楡木

、
假造金銀錠等 物, 出葬書橫看及《新書》《袖金訣》《雜論》等書, 已汰去不用

。
大圓鏡

、
手鏡

、
飛

人
、
四德

、
五方神

、
十二地神等物, 出處未覓

。
斬草祭所用五色石, 今后土祭儀所無

。
上項物件, 今順孝大王之葬不用

。
”從之

。
24 본고에서의십이지신상형식은조선왕릉에표현된십이지신상도상들을필자가임의적으로형식분류하였다. 

25 신덕왕후의정릉은알려진바와같이태조가죽은이후태종에의해현재의정릉으로옮겨지면서, 원래 능을장식했던석물중병풍석등을광교의부재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태평관(太平館) 건립에이용했다. 덕분에원상태대로온전히유지될수있었던광통교의병풍석은현재 12면모두가전하고있다. 

26 조선시대에 문무백관이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을 입을때쓴관(冠)으로서, 앞 이마에서 꼭대기에이르는 골이파인세로선을 양(梁)이라 부른다. 양의 수에따라 1품관(一品官)은
5양관, 2품관은 4양관, 3품관은 3양관, 4∼6품관은 2양관, 7∼9품관은 1양관을썼다.

27 북한에 있는 제릉과 후릉은 세부정황을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알려진 현황사진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
고서Ⅰ, pp. 168~169, p. 290



넓고주름이많이잡힌공복을착용하고양손을앞으

로모아홀을들고있다. 십이지신상주변으로보다율

동적인형태의구름문양을조각한점과우석에영저와

영탁을새긴이러한형식은고려말현·정릉으로부터

시작되어조선정릉이래헌릉으로이어지는조선초기

왕릉병풍석을장식하는주요요소들이었다. 

(2) 인신인수관형(人身人首冠形)

이십이지신상은사람의얼굴과몸을하고공복을

착용한 문신형으로서, 앞에서의 인신인수형 십이지신

상과기본형태는유사하나, 단관에십이지의동물이

표현된것이특징이다. 

이십이지신상은태조의건원릉을비롯하여문종의

현릉(顯陵), 세조와정희왕후의광릉(光陵), 성종과정현

왕후의 선릉(宣陵), 중종의 정릉(靖陵), 선조의 목릉(穆

陵) 등에서확인된다. 

건원릉의십이지신상은병풍석의 12면을장식하고

있다. 십이지신상은소매가넓은공복을걸치고양손

은앞으로모아홀을들고있으며, 머리에는양관을착

용하였다. 관의 중앙에 십이지 동물이 표현되어 있는

데, 마모가심하여일부만형태를확인할수있다. 현재

확인되는십이지신상은卯, 亥정도이다. 

현릉의십이지신상도건원릉의십이지신상과비슷

한형식을보인다. 그러나세장한형식의건원릉십이

지신상에비해양옆으로퍼졌으며, 십이지신상주변의

운문도입체감이사라지는등긴장감이덜하다. 건원릉

에서보이는면석의하단에표현되었던지초문은표현

되지않았다. 이목구비가비교적뚜렷하게표현된십이

지신상은병풍석의 12면을장식하고있으며길고넓은

소매의공복을걸치고두손을앞으로모아홀을들고

있는문신형이다. 머리에는양관을썼다. 현재남아있

는십이지신상가운데가장보존상태가양호하다. 확인

되는십이지신상은丑, 寅, 辰, 巳, 午, 未등이다.

세조와정희왕후의광릉은병풍석이설치되지않아

대신난간석의동자석주에인신인수형식의십이지신

상을표현한유일한예이다28. 세조능은건원릉이나현

릉의십이지신상과마찬가지로공복을입은문신형의

십이지신상으로, 관의십이지동물은마모가심하여확

인되지 않으나 정희왕후능의 십이지신상으로 미루어

십이지동물이새겨졌을가능성이높다. 확인되는십이

지신상은未, 申, 戌정도이다. 역시동자석주에새겨진

정희왕후능의십이지신상역시마모가심하며, 亥정도

만이확인된다. 이십이지는현존상태가비교적양호한

데, 볼륨감있는 주름을 표현한 공복을 입은 문신형으

로, 관중앙에십이지동물을양각으로새겨넣었다. 

성종의선릉에표현된십이지신상도위의십이지신

상들과 역시 유사하다. 아래까지 길게 주름이 늘어진

공복을착용하고양손은앞으로모아홀을들고있다.

양관의중앙에십이지신상을표현하였다. 병풍석은전

체적으로마모가심하여확인되는십이지신상은卯정

도이다. 

중종의정릉은십이지신상뿐만아니라병풍석에조

각된문양형태가선릉과유사하다. 십이지신상은역시

긴주름의공복을착용하고양손을모아홀을쥐고있

으며, 주변으로는 운문을 장식하였다. 십이지신상은

丑, 寅정도가확인된다. 

선조의목릉은관에십이지동물을표현한인신수

수십이지신상이나타나는마지막능이다. 목릉의십이

지신상은완전히경직된느낌이완연하며, 주변의운문

도입체감이사라지고평면화된형상으로표현되었다.

십이지신상은공복을착용하고홀을들고있다. 확인되

는십이지신상은丑, 卯, 辰, 巳, 未, 亥등이다.

(3) 문자형(文字形)

이형식은십이지문자형과십간·팔괘혼합문자

형 2가지로구분된다. 

207 Kim, Ji Yeon 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전개과정

28 예종실록에따르면세조의유언에따라광릉조성이후부터사대석과석실을조성하지않도록하였음을알수있다. 
『睿宗實錄』1卷, 卽位年(1468 戊子 4年) 9月 19日(乙亥).
傳旨禮曹曰: “陵寢皆用石室, 而大行大王命不作石室, 今宜遵奉遺命, 以成美德

。
”

睿宗 3卷, 1年(1469 己丑 / 명성화(成化) 5年) 1月 3日(戊午).

禮曹啓: “世祖大王以園陵石室有害無益, 遺命勿用石室及莎臺石
。
今於光陵已遵遺敎, 請於英陵亦依光陵制度

。
”從之

。



①십이지문자형

십이지를한자로표현한형식이다. 14~16세기전기

에조성된왕릉에서일부확인되며, 대체로 17세기중

반이후의왕릉에서는완전히이형식의십이지표현이

정착되면서총 20여기29의능에서확인되는등가장많

은수량을차지하고있다. 

세종과소헌왕후의영릉(英陵;1469년遷陵)부터출현

하기 시작하여 안순왕후의 창릉(昌陵) 및 문정왕후의

태릉(泰陵), 인종의효릉(孝陵), 명종과인순왕후의강릉

(康陵) 등에서확인된다. 이어장열왕후의휘릉(徽陵)을

비롯한 후기 왕릉을 중심으로 마지막 능인 유릉(裕陵)

에이르기까지십이지표현형식으로서사용된다. 

십이지는 병풍석이 있는 경우에는 병풍석의 만석

에, 병풍석이없는경우에는난간석석주또는동자석

을중심으로표현하였다. 

난간석에새겨진경우는전기의영릉(英陵), 창릉을

비롯하여중기이후의휘릉, 영릉(寧陵), 숭릉(崇陵), 익

릉(翼陵), 의릉(懿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건릉(健陵),

인릉(仁陵), 수릉(綏陵), 경릉(景陵), 예릉(睿陵), 홍릉(洪

陵), 유릉(裕陵)등에서볼수있다. 

표현형태를살펴보면하나는어떠한장식없이글자

만을 간략하게 음각으로 표현한 경우로서, 영릉(英陵),

창릉, 휘릉, 효종과인선왕후의영릉(寧陵), 숭릉, 익릉,

의릉, 혜릉, 원릉 등이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원형의

구획안에해당한자를새긴형태로서이는전자에비

해장식적인경향이강한데, 정조와효선왕후의건릉에

서부터출현하여유릉까지이어지는완전한후기양식

으로정착된경향을보인다. 

②십간(十干)·팔괘(八卦) 혼합 문자형

이 경우는 위의 한자형 십이지에 십간(十干)30이나

팔괘(八卦)31를더하여표현한형식이다. 

인조와 인열왕후의 장릉(長陵), 장조와 헌경왕후의

융릉(隆陵), 헌종과효현왕후, 효정왕후의경릉(景陵), 철

종과 철인왕후의예릉(睿陵), 순종과 순명황후, 순정황

후의유릉(裕陵)등에서이예를살펴볼수있다. 장릉과

융릉의경우만석에는십이지를, 인석에는십간과팔괘

를표현하였다. 경릉, 예릉, 유릉에서는석주에는십이

지를, 죽석에는십간과팔괘를새겨 24방위32를표현하

였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인릉(仁陵)에서는 석주에는 십

이지를, 죽석에는십간만표현하였다.

한편십이지표현은생략하고십간과팔괘만을표현

한경우도있는데, 숙종과인현왕후, 인원왕후의명릉(明

陵), 정성왕후의홍릉(弘陵) 등에서찾아볼수있다. 명릉

은석주에십간과팔괘를표현하였으며, 홍릉에서는십

간중乙과辛만을표현하는등예외의경우도확인된다. 

(4) 기타(인신인수형과 문자형의 혼합형)

이 경우는 병풍석의 면석에는 인신수형을, 만석에

는문자형을함께표현한경우이다. 

문정왕후의태릉, 인종의효릉, 명종과인순왕후의

강릉, 장조와헌경왕후의융릉등몇기정도만확인된

다. 모두만석의 12면에십이지한자가새겨져있으면

서, 면석에는문신상형태의인신인수형십이지상이함

께표현되어있어이런경우는기존초기에유행했던

인신인수의십이지형식도고수하면서문자형의새로운

십이지표현도함께표현하는새로운경향을보여주고

있다. 태릉등 3기의능은조성시기적으로인접한점

으로미루어이와같은형식이연이어반영되었던것으

로보이며, 이는당대의한시적유행패턴으로이해해

볼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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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본고에서능호가부여된능을각1기로서기준을삼았다. 즉, 쌍능일경우에도능호가하나로부여된경우에는1기로하였으며, 단릉이면서능호가부여된능역시1기로서보았다. 

30 십간은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를이른다. 

31 역(易)을구성하는 64괘의기본이되는 8개의도형(圖形)으로,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을말한다. 

32 왕릉에표현된팔괘의경우동서남북의4정의의미인진(震), 태(兌), 리(離), 감(坎)의표현은생략되었으며, 북서, 남서, 북동, 남동을의미하는건(乾), 곤(坤), 손(巽), 간(艮)이새겨졌다.

33 각 왕릉마다 병풍석 및 난간석 등에 표현된 십이지상을 실견한 결과를정리한 것으로서, 원래는 십이지 등이 표현되었을 수도있었으나 마모 등으로 육안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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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왕릉십이지현황33

재위 능호 피장자 십이지신상위치 십이지신상형식 비고 도판

제1대

健元陵 太祖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齊陵 神懿皇后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貞陵 神德皇后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제2대 厚陵
定宗

定安王后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제3대 獻陵

太宗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元敬王后 병풍석(면석) 인신인수형

제4대 英陵
世宗

昭憲王后
난간석(동자석) 문자형

제5대 顯陵
文宗 병풍석(면석) 인신인수관형

顯德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6대
莊陵 端宗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思陵 定順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7대 光陵

世祖 난간석(석주) 인신인수관형

貞熹王后 난간석(석주) 인신인수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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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능호 피장자 십이지신상위치 십이지신상형식 비고 도판

추존 敬陵
德宗

昭惠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8대
昌陵

睿宗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安順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恭陵 章順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9대
宣陵

成宗 병풍석(면석) 인신인수관형

貞顯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順陵 恭惠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11대

靖陵 中宗 병풍석(면석) 인신인수관형

溫陵 端敬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禧陵 章敬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泰陵 文定王后
병풍석

(면석, 만석)
인신인수형+

문자형

면석에인신인수
형,만석에문자형

표현

제12대 孝陵
仁宗

병풍석
(면석, 만석)

인신인수형+
문자형

면석에인신인수
형, 만석에문자

형표현

仁聖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13대 康陵
明宗

仁順王后
병풍석

(면석, 만석)
인신인수형+

문자형

면석에인신인수
형, 만석에문자

형표현

제14대 穆陵

宣祖 병풍석(면석) 인신인수관형

懿仁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仁穆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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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능호 피장자 십이지신상위치 십이지신상형식 비고 도판

추존 章陵
元宗

仁憲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16대

長陵
仁祖

仁烈王后
병풍석(만석),

인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만석에십이지,
인석에십간·팔괘

표현

徽陵 莊烈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제17대 寧陵

孝宗 난간석(동자석) 문자형

仁宣王后 난간석(동자석) 문자형

제18대 崇陵

顯宗 난간석(석주) 문자형

明聖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明陵

肅宗
仁顯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난간석(석주)에
십간과팔괘만을

표현

仁元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난간석(석주)에
십간과팔괘만을

표현

翼陵 仁敬王后 난간석(동자석) 문자형

제20대 懿陵
景宗

宣懿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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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능호 피장자 십이지신상위치 십이지신상형식 비고 도판

惠陵 端懿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제21대

元陵
英祖

貞純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弘陵 貞聖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난간석(석주)에
십간중乙과
辛만새김

추존 永陵
眞宗

孝純王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추존 隆陵
莊祖

獻敬王后
병풍석(만석), 

인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만석에십이지, 
인석에십간·팔괘

표현

제22대 健陵
正祖

孝宣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제23대 仁陵
純祖

純元王后
난간석

(석주, 죽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석주에십이지, 
죽석에십간표현

추존 綏陵
文祖

神貞王后
난간석(석주) 문자형

제24대 景陵
憲宗

孝顯王后
孝定王后

난간석

(석주, 죽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석주에십이지, 
죽석에십간·팔괘

표현

제25대 睿陵

哲宗
난간석

(석주, 죽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석주에십이지,
죽석에십간·팔괘

표현

哲仁王后
난간석

(석주, 죽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석주에십이지,
죽석에십간·팔괘

표현

제26대 洪陵
高宗

明成皇后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27대 裕陵
純宗

純明皇后
純貞皇后

난간석
(석주, 죽석)

십간·팔괘

혼합문자형

석주에십이지,

죽석에십간·팔괘

표현



조선왕릉십이지신상의도상원류

본장에서는위에서살펴본조선왕릉에표현된 3가

지형식의십이지신상의도상원류를고찰해보겠다. 

1. 인신인수형(人身人首形)

이형식은이미언급한것처럼정릉등초기몇기

의왕릉을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이십이지형식의원류는고려공민왕과노국공주

의현·정릉의그모범이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고려왕릉에주로표현되었던인신수수형식의십이

지신상은34고려말현·정릉을비롯하여이를모범으로

하여조성된정릉(貞陵) 등조선초기왕릉의병풍석에서

는인신인수형십이지가새롭게표현되기시작한다35.

현·정릉은 공민왕 자신이 직접 능역을 조성하고

여기에구성되는석물등각종외관조성을직접지시

하고감독하면서완성한것이다. 봉분을둘러싸고있는

병풍석의면석중앙에는관을쓰고넓은소매자락이아

래까지길게늘어진공복을입고홀을들고있는문신

형의십이지신상이새겨져있다. 아랫단에는지초문(芝

草文)을, 좌우의우석에는영탁(靈鐸)과영저(靈杵) 등불

교적모티브들이표현되어있다36<사진10>.

현·정릉과조선초의해당왕릉의병풍석에표현

된십이지신상은우선외관상그형태가거의흡사하

다. 병풍석만을놓고보아도면석의중앙에홀을들고

관을쓰고공복을입은문신형의인물이위치하고그

주변을운문으로메운것, 아랫면에지초문을배치하고

양우석에는영저와영탁을조각한것등그소재에서

일치하고있다. 

또한각각 1365년과 1376년에조성된정릉과현릉

은 1396년조성된신덕왕후의정릉과조성시기적으로

도근접하며, 더군다나당시정릉조성은고려현·정

릉의조성을담당했던김사행에의해이루어졌다37.이

로미루어보아도왕릉석물의주요문양이나제작기

법에서도상의직접적영향과수용관계를유추하는것

은어렵지않다.

덧붙여언급하면현·정릉에서새롭게나타나는능

제형식은능침의규모라던지석물의구성등에서그때

까지의고려능묘에서는찾아볼수없는새로운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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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今西龍에 의하면 인신수수의 십이지가 표현된 능으로는 태조 왕건의 조모 원창왕후의 온혜릉(溫鞋陵), 태조의 현릉, 경종의 영릉, 현종의 선릉, 선릉군 제 2능, 제국공주의 고릉,
칠릉군제 2능, 고릉군제 3능, 명릉군제 2능, 랭정동 2능등에서확인된다. 인신인수의예로는칠릉군제 3능, 공민왕과노국공주의玄·正陵에서확인된다고기록되어있다. 今
西龍 , 1918,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35 본고에서는십이지의특별한표식이없는인신인수형을십이지도상으로서별도형식분류하였는데, 이는 고려현릉석실내부와봉분위부에각기표현된인신인수관형과인신
인수형십이지신상에서근거한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이 두 형식의 십이지 도상은 중국의 경우 송, 요, 금대에 각기 십이지상으로서 표현한 경우가 있어(목홍묘지, 장문조벽화묘, 고야율씨묘지석, 복건우계마양송벽화묘, 진국공주묘

지등), 이 두형식을각기별개의십이지도상으로서인식한현릉에서석실내부와봉분외부에동시표현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이두형식의십이지도상은현·정릉을모범으로하여조성된조선왕릉으로계승되는것으로볼수있겠다. 한편 실록기사를통해건원릉등도현릉과유사한석실이조

성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睿宗實錄』1卷, 卽位年(1468 戊子 / 명 성화(成化) 4年) 9月 17日(癸酉) ; 初, 太上王遺命曰: “死欲速朽, 勿設石室石槨
。
”至是, 上召六曹參判以上會

議, 申叔舟、具致寬等議啓曰: “請用石室
。
”上曰: “若然則爲之如何?”叔舟等更啓曰: “內用石室, 外則只設石欄干, 而石羊

、
石馬等儀物, 皆依舊

。
”)

내부의 실제 정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외견상 건원릉의 봉분 외부에는 인신인수관형이, 정릉에는 인신인수형이 각기 다르게 표현된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 두 형식의 십이지는

각기별개의도상으로서조선왕릉에서선택적용되어표현되었다고보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 

첨언하면조선왕조실록에따르면(주28 참조) 세조의광릉이후부터는내부의석실조성을폐지함에따라십이지는봉분외부에만표현되게된다. 광릉이후의십이지표현을살펴

보면인신인수형은태릉, 효릉, 강릉 등에서, 인신인수관형은광릉, 선릉, 목릉 등에서각기표현된경우로미루어역시이를통해서도인신인수형과인신인수관형은각기별개의

십이지형식으로서이해해볼수있지않을까한다. 

36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Ⅳ(고려편), pp. 100~107

37 당시김사행은정릉조성뿐만아니라경복궁역사등조선개국이후에도막대한역할을담당한것으로전해진다. 정릉과관련한실록기사는다음과같다. 

『太祖實錄』11卷, 6年(1397 丁丑 / 명홍무(洪武) 30年) 2月 19日(壬寅)

壬寅/幸貞陵, 視興天寺役
。
上之初建寺貞陵, 但以供朝夕香火耳

。
宦者金師幸巧 求媚, 窮極侈靡

。

사진 10고려현릉십이지신상



로서, 이는조선왕릉조성의모범이된다.

그렇다면고려현·정릉을시작으로하여조선초

기왕릉에표현된이문신형의십이지신상의원류는어

디에둘수있을까.

이형식은중국에서는비교적이른 9세기부터등장

하기시작한다. 다만중국에서의초기상들에서는지물

인홀대신양팔에십이지의동물상을안고있다는점에

서차이가있다38. 808년주씨묘지(周氏墓誌)에서머리에

는관을쓰고양손에십이지의동물을안고사람의얼굴

과몸을한십이지신상의형태로처음등장하며 858년

동장광묘지(董長廣묘지)39에서도같은예를볼수있다<

사진11>.

이후 910년 목홍묘지(穆弘墓誌)의 십이지신상에서

문신형의공복을입고홀을든형식의최초예를확인

할 수 있으며, 요대(1074) 장문조벽화묘(張文藻壁畵墓)

및 1116년금대의고야율씨묘지석(故耶律氏墓誌石)에서

유사한경우들이확인된다40.

즉, 십이지의표식을따로표현하지않은공복을입

고홀을든문신형의이십이지신도상은중국당대이

후요와금을거치는시기에유행하였던십이지신상으

로부터의 영향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고려현·정릉에서이를수용하고, 다시조선정릉등

초기왕릉에서현·정릉병풍석에표현된조각양식을

그대로모방하여표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2. 인신인수관형(人身人首冠形) 

관에 십이지 동물을 표현한 십이지신상이 표현된

능은건원릉을비롯한총 6기에달한다. 그중난간석

에표현된광릉을제외하고는모두병풍석의 12면에배

치되어있다.

시기적으로조선전기왕릉을중심으로인신인수형과

동시기에혼용되어나타난다. 따라서인신인수관형십이

지신상은인신인수형십이지신상과동시기에조선전기

왕릉에서함께유행하였던도상으로서이해할수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릉에서의 이 도상의 원류는

어디에서찾을수있을까. 이역시고려현·정릉의십

이지신상도상과관련지어볼수있다.

현존하는고려왕릉외부병풍석등에표현된십이

지신상은 통일신라 능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현·정릉 이전까지는 인신수수 형식의 십이지신상이

주로 표현되었다41. 즉, 고려 태조의 현릉부터 표현된

인신수수형십이지신상은통일신라신라능묘의인신수

수형십이지신상의형식을충실하게계승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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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섬서성을중심으로하여수대등 7세기에는수신수수(獸身獸首) 십이지신상이, 8세기까지는인신수수(人身獸首)의십이지신상이사신수(四神獸)와함께묘지석에많이표현되었
다. 그러다 9세기에등장하는人身人首문신형의십이지신상은양팔에십이지동물을안은형태로, 10세기초반부터는관위에십이지동물을새기는형태로서변형되어전개된
다. 섬서성이외의지역에서는 9세기이후부터인신인수(人身人首) 십이지신상형식이 3가지타입으로새롭게전개된다. 즉, 양 손에십이지를안고있는형태, 홀을들고관위에
십이지동물을얹고있는형태, 홀을들고있는문신상형태로서나타난다. 대체로 9세기에는양손에십이지동물을안고있는형식이, 10~11세기에는홀을들고관위에십이지
동물을얹고있는형식이중점적으로많이표현된다. 張賢熙, 앞 논문, pp. 9~14

39 李星明, 앞 책, p. 201

40 張賢熙, 앞 논문, p. 14

41 태조의조모인원창왕후(元昌王后)의 능인온혜릉(溫鞋陵)을 비롯하여현릉(顯陵 ; 수리하여현재는인신인수형태이나원래는정면관이며인신수수형식임), 경종(景宗)의 영릉(榮
陵), 현종(顯宗)의 선릉(宣陵), 칠릉군(七陵群) 제 2릉, 명릉군(明陵群) 제 2릉 등의십이지신상은인신수수형식의입상, 또는 좌상을하고측면관또는정면관, 모두 홀을들고있는
형식이다. 선각으로부조하였다. 今西龍, 1918, 「高麗諸陵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사진 11동장광묘지(董長廣墓誌), 당(858년)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13세기에들어오면이인신수수형식의십이지신상

은새로운변화를맞이하게된다. 즉, 인신인수의머리

에십이지의동물상을표현한인신인수관형의새로운

형식의십이지신상이출현하게된다. 이형식은내문리

(乃文里) 벽화고분, 허재석관(許載石棺;1144), 서곡리(瑞

谷里) 벽화고분(1352), 수락암동 1호분(10~13세기), 법당

방(法堂坊) 벽화고분 등의 고분 현실 벽화42로서 다수

표현된다. 허재석관을비롯한수락암동 1호분, 서곡리

고분에표현된십이생초상은인신인면으로십이생초상

이있는관을쓰고손은홀을쥐거나모으고있는자세

등유사하다43. 

공민왕의현릉의현실에서도이와비슷한십이생초

상을확인할수있다44. 남쪽을제외한동서북벽에는

각각 4쌍의십이지신상이배치되어있는데, 양관에십

이지동물이표현되었다. 십이지신상은모두문신형으

로넓고긴자락의대수포를입고있으며, 양손을앞으

로모아홀을쥐고있다45<사진12>.

이러한인면인신의십이지신상이벽면에등장하는

것은중국의경우오대오월국고분벽화에서부터나타

나는데, 왕처직(王處直) 합장묘에 십이지 동물을 들고

있거나함께있는인물상이표현되어있다46. 이후송

대의 복건우계마양송벽화묘(福建尤溪麻洋宋壁畵墓)47를

비롯하여 1018년요대진국공주묘지(陳國公主墓誌)에서

도이와같은형식의십이지신상을확인할수있다48<

사진13>. 

당시 주변국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송과의 문화

215 Kim, Ji Yeon 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전개과정

42 今西龍, 1916, 『大正五年度古墳調査報告』534頁, 「高麗諸陵墓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金元龍, 1980, 『韓國壁畵古墳』, 一志社, pp. 159~160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93, 「坡州瑞谷里高麗壁畵墓發掘調査報告書」.

43 鄭炳模, 앞 글, pp. 88~90

44 동쪽면에는인, 묘, 진, 사, 서쪽면에는오, 미, 신, 유, 북쪽면에는술, 해, 자, 축의십이지신상이배치되어있다. 鄭炳模, 앞 글, pp. 79~83

45 서울대학교출판부, 앞 책, pp. 108~113 

46 당말오대의 묘로서, 전실 벽면에 십이지생초를 들고 있거나 함께있는인물상을 부조로 표현하였다. 크기가 작은 생초상은 인물상이 손에 들고있으며, 큰 생초상은 인물상의 옆
이나뒤에두었다. 인물상은머리에는진현관(進賢冠)을쓰고적색의도복을입고있는점으로미루어, 십이생초상의화신으로보았다. 십이지신상을안고있는형태는중국에서 9
세기이후에유행하는형식이다. 鄭炳模, 앞 글, pp. 83~84

47 이벽화묘의현실에표현된십이생초상을살펴보면, 벽의윗부분에未, 申 등이름이씌여있고각각그아래에문복을입고십이지동물이표현된관을쓰고홀을쥔십이생초상이
표현되어있는데, 특히구름을대좌로삼은점에서공민왕릉벽화와유사하다. 鄭炳模 , 앞 글, pp. 87~88

48 진국공주묘지에 표현된 십이지신상은 머리와몸은 사람이며, 관을 쓰고 관에 십이지 동물이 표현되었다. 입상이며, 양 손에는 홀을 들고 있다. 진국공주묘지를 시작으로 하여 요
대 조광우묘지(趙匡禹墓誌;1019), 성종황제애책(聖宗皇帝哀冊;1031), 인의황후애책(仁懿皇后哀冊;1076), 인덕황후애책(仁德皇后哀冊;1081), 대요상국가공묘지(大遼相國賈公墓
誌;1097) 등에서 보이고 있어, 특히 요대를 중심으로 유행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張賢熙, 앞 논문, p. 14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哲里木盟博物館, 1993, 『遼
陳國公主墓』, 文物出版社, pp. 114~116

사진 12고려현릉현실십이생초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북한의문화재와문화유적』Ⅳ(고려편) 



및정치, 무역등긴밀한교류는말할것도없을뿐아

니라, 요와도긴밀한외교관계를유지하였던점에서당

시이러한형식의십이지를표현한능묘형식의유입가

능성역시추론이가능하다. 

요와의 3차전쟁이끝나는 1019년경부터본격적교

류가이루어지기시작하는데, 요의연호를사용하는등

긴밀한유대관계를유지한다. 또한예종대에요로부터

의귀화자와포로자의집단이주가이루어지면서요의

문화가고려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러

한요와의문화교류는장제문화에도영향을미쳤을것

으로추정해볼수있다49. 

따라서시기적인차이는있지만 13세기이후고려

고분에새롭게등장하는머리에십이지동물상을표현

한이십이지신상은중국송대와요대에유행하였던십

이지도상의영향으로서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한

다. 더불어조선전기왕릉에새롭게등장하는머리에

십이지동물을표현한이십이지신상도상은중국의영

향을받은고려능묘의십이지형식의계승으로서이해

할수있겠다. 

3. 문자형(文字形)

(1) 십이지 문자형

이형식은세종과소헌왕후의영릉에서부터확인되

며, 창릉등을비롯하여이후의대다수능에서가장많

은수량이확인된다. 그런데영릉의경우 1469년에천

릉이이루어졌음을고려했을때, 이십이지형식의출

현시기는대체로예종대이후로비정해볼수있겠다. 

앞서의첫번째와두번째십이지형식의원류가중

국으로부터인것과마찬가지로, 이형식의십이지표현

은중국당대묘지석에서확인된다50<사진14>.

이형식의십이지는장렬왕후의휘릉(徽陵) 등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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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진국공주묘지(陳國公主墓誌), 요(1018년)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哲里木盟博物館, 1993,
『遼陳國公主墓』

사진 14송호묘지(宋祜墓誌), 당(706년)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49 거란과의전쟁은요의문화가새롭게고려문화로흡수되는계기가되었는데, 이후 특히예종대에는거란으로부터많은귀화자와포로들이집단으로이주하면서이후개경을중
심으로공예품등의생산을비롯한본격적인거란의문화전파가이루어지게된다. 이들은천예(賤隷) 계급에편입되어집단거주하면서각자의기예에따라생업에종사했으며, 그 중
에서도우수한자는개경에머무르게하여각종기구와복식등의생산에종사하도록하였다. 또한요의대장경은원각대사의속장경간행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등그요의문화의
파급력은매우컸다. 

『高麗史』卷 14 世家睿宗 3年 2月條, 4月條, 12月條 / 睿宗 4年 1月條, 4月條, 6月條

朴賢緖, 1974, 「北方民族과의抗爭」, 『韓國史』4, 국사편찬위원회, pp. 283~284

安啓賢, 1975, 「大藏經의雕板」, 『韓國史』6, 국사편찬위원회, pp. 31~34

50 당대 706년송호묘지(宋祜墓誌) 등에서확인된다. 李星明, 앞 책, pp. 202~203



석을중심으로표현된다. 따라서세조광릉이후병풍

석의설치를금하도록했던것과관련성을추정해볼

수있다. 광릉이후병풍석의설치가많은능에서생략

됨에따라기존의병풍석에표현되었던인신인수십이

지신상은광릉의경우처럼병풍석을대신하여난간석

석주로옮겨져표현될수밖에없어진다. 그러다보니

넓은면에다양한조각이가능했던병풍석에비해공간

이협조해짐에따라기존의십이지신상은자연스럽게

간략한형태의한자로서표현하는것이수월했을것으

로유추해볼수있다. 

(2) 십간(十干)·팔괘(八卦) 혼합 문자형

한자로표현한십이지에십간과팔괘를함께표현

하는형식은조선중기이후풍수사상과음양오행설의

유행으로이해할수있다.

중국에서는수대 600년마치묘지(馬穉墓誌)와오대

(五代) 958년 풍휘묘지(豊暉墓誌), 동해서부인묘지(東海

徐夫人墓誌)에서확인된다51<사진15, 16, 17>. 

주역의 오행(五行), 8괘(八卦)와 10간(十干), 십이지

(十二支)를사용해정북에서부터시계방향으로각방위

의 간격을 15°씩 나누어 24방위로 표현한다52<사진

18>. 

순서는 자방(子方;정북)·계방(癸方)·축방(丑方)·

217 Kim, Ji Yeon 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전개과정

51 마치묘지(馬穉墓誌)에서는십이지와함께십간, 팔괘가모두표현되었고, 풍휘묘지(豊暉墓誌)에서는문신복장에관을쓰고홀을든인신인수형식의십이지와함께팔괘가표현되
었으며, 동해서부인묘지(東海徐夫人墓誌)에는동물형태의십이지와팔괘가표현되었다. 李星明, 앞 책, pp. 204~206

52 오행을남북과중앙으로나누고, 팔괘는진(震), 리(離), 태(兌), 감(坎)을동서남북의 4정(正)으로나누고, 건(乾), 곤(坤), 손(巽), 간(艮)을북서, 남서, 북동, 남동의 4우(隅)로나누어 8괘
중 4괘를사용한다. 십이지는자(子)를정(正)북에두고왼쪽으로돌면서 30°간격으로배치한다. 십간은중앙을나타내는무기(戊己)를제외하고 8개를각각오행으로나누어오행
에배정되는방향에배치한다. 따라서괘 4, 12지 12, 10간 8, 모두 24개의방위명이이루어지게된다. 村山智順著, 崔吉城譯, 1990, 『朝鮮의風水』, 民音社, pp. 163~165

사진 16풍휘묘지(豊暉墓誌), 오대(958년)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사진 17동해서부인묘지(東海徐夫人墓誌), 오대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사진 15마치묘지(馬穉墓誌), 수(600년) 李星明, 2005,
『唐代墓室壁畵硏究』



간방(艮方;동북)·인방(寅方)·갑방(甲方)·묘방(卯方;정

동)·을방(乙方)·진방(辰方)·손방(巽方;동남)·사방(巳

方)·병방(丙方)·오방(午方;정남)·정방(丁方)·미방(未

方)·곤방(坤方;서남)·신방(申方)·경방(庚方)·유방(酉

方;정서)·신방(辛方)·술방(戌方)·건방(乾方;서북)·해

방(亥方)·임방(壬方) 순으로배치된다. 또한방위를 12

지로표시하여자(子)와오(午)를각각북과남으로표

시했으며, 이어지는선을자오선(子午線)이라고한다53. 

풍수(風水)라는말은중국동진대의곽박(郭璞, 276-

324)이쓴『장경(葬徑)』에처음등장한다.54 이는음양오

행설55에기반을둔사상으로서, 우리나라에는삼국시

대에 들어와56 고려시대부터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여

태조왕건의 <훈요십조> 등국가경영의주요원리로서

도활용되었으며, 서경천도론등국가의중대사에까지

막대한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이후조선시대에는왕실뿐아니라민간에까지널리

전파되는데, 무덤자리의선택, 궁궐과민가의건축물의

위치와형태등에많은영향을끼치게된다.『도선비기

(道詵秘記)』에전해졌다는“다음의왕은이씨이며, 한양

에도읍을정한다(繼王者李而都於漢陽).”라는한양도읍

설을비롯하여왕릉의입지나궁궐터등의선정과관련

된기록을미루어보면국가의대업을결정하는데에

풍수사상이큰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여이를따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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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24방위도
村山智順著, 崔吉城譯, 1990,『朝鮮의風水』

53 분묘에풍수지리에서사용하는이 24방위를적용하면고인의머리가정북쪽을향하고있다는의미로방향은자좌(子坐)로표시되는데, 즉, 자(子)는북, 오(午)는남을지시한다.

54 명대가정(嘉靖) 43년(1564)에나온『人子須知』의저자서씨(徐氏)는서문에 <논풍수명의(論風水名義)>란조목을두고이풍수의명칭을곽박의장경으로부터유래한것이라하였다.
村山智順著, 崔吉城譯, 앞 책, p. 23

55 음양설과오행설을합친것으로, 두 설은상호제휴하여충돌하거나모순되지않는다. 음양설은역경(易經)에서나왔다고한다. 음양설에의하면우주일체의현상은태극으로부터
분리된음양양원기(兩元氣)의동정(動靜)에조작된다는것이다. 오행설의근거는서경(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의하나인오행(五行)이라고말해진다. 우주만유의본질을이루는
요소를 木, 火, 土, 金, 水로 간주하고 이 오행의 활동 법칙에 따라 인생의 성쇠화복이 좌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村山智順 著, 崔吉城 譯, 앞 책, pp.
131~163

56 우리나라의풍수지리설을확인할수있는최초의기록은 896년최치원이지은숭복사비문(崇福寺碑文)에서찾아볼수있다. 사원의땅에원성왕릉을자리하도록한내용등에서풍
수지리의일면을유추할수있다. 숭복사비문은조선시대해안(海眼)이최치원의문집에서4개의비문을뽑아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명한것가운데하나로서, 필사본으로전한다.

“............. 무덤이란아래로는지맥(地脈)을가리고위로는천심(天心)을헤아려반드시묘지에사상(四象)을포괄함으로써천만대후손에미칠경사를보전하는것이니이는자연의

이치이다. 불법은머무르는모양이없고장례(葬禮)에는이루는때가있으니땅을바꾸어자리함이하늘의이치에따르는것이다...........”崔英成解, 1987, 『註解四山碑銘』, 亞細

亞文化社, p. 252

57 조선왕조실록에는 풍수와 관련한 기록들이 700여건 이상 다수 확인된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배경을 비롯하여 풍수와 관련하여 서운관이라는 직제를 두었으며, 왕릉 입지의
선정, 궁궐터의길흉에적용하였다고전한다. 세종대에는“풍수학”으로명명하기도하였다. 문종대까지의주요관련기사를추리면다음과같다.

『太祖實錄』4卷, 2年(1393 癸酉 / 명홍무(洪武) 26年) 12月 11日(壬午) 

壬午/遣大將軍沈孝生如 龍山, 罷新都之役
。
京畿左右道都觀察使河崙上言: “都邑宜在國中

。
龍山 地偏於南, 與東西北面相阻

。
且臣嘗葬臣父, 粗聞風水諸書

。
今聞 龍之地,

山自乾來, 水流巽去, 是 宋朝胡舜臣所謂水破長生衰敗立至之地, 不宜建都
。

『太祖實錄』5卷, 3年(1394 甲戌 / 명홍무(洪武) 27年) 2月 18日(戊子) 

遣左侍中趙浚
、
領三司事權仲和等十一人, 率書雲觀員吏等, 齎《地理秘錄撮要》, 相遷都之地于毋岳南

。
『太宗實錄』12卷, 6年(1406 丙戌 / 명영락(永樂) 4年) 11月 15日(辛未) 

辛未/置十學
。
從左政丞河崙之啓也

。
一曰儒, 二曰武, 三曰吏, 四曰譯, 五曰陰陽風水, 六曰醫, 七曰字, 八曰律, 九曰算, 十曰樂, 各置提調官

。
其儒學, 只試見任三館七品以下; 餘九學,

勿論時散, 自四品以下, 四仲月考試, 第其高下, 以憑黜陟
。

『世宗實錄』22卷, 5年(1423 癸卯 / 명영락(永樂) 21年) 11月 15日(壬辰) 

禮曹啓: “風水學取才爲首一人, 每年於書雲觀祿官, 隨品敍用
。
”從之

。
『世宗實錄』49卷, 12年(1430 庚戌 / 명선덕(宣德) 5年) 7月 7日(乙巳) 

..........《立向篇》云: “立身爲祖, 入首爲主者
。
”臣以謂峙大屛 , 是謂立身, 初入首節, 是爲主山

。
根底之蜂腰, 大路截斷, 此曉地理者所動心也

。
........《經》曰: “氣因形來, 斷山不可葬

。
”

臣以謂踐履不已, 則必有虧缺之形,........... 寶鑑云: “年踰七十二候, 而成歲功, 山有七十二候, 而成眞龍
。
如不及數者, 應候亦薄

。
”.............考其道路, 則東西往來之遐近, 未嘗差池, 如

或東路一開, 則行旅相率, 而驅馳於此矣
。
誰敢有枉道 之嘆乎有如此之勢, 而號爲風水者, 尙不覺悟, 固執如是, 獨何心哉? 獨何心哉? 臣見如是, 不忍緘默, 寤寐拳拳, 伏惟聖裁施行

。
『世宗實錄』61卷, 15年(1433 癸丑 / 명선덕(宣德) 8年) 7月 18日(己巳) 

上引見安崇善曰: “今日登白嶽, 良久看望, 又聽李陽達、崔揚善等二論, 反復看望, 普賢峯之山脈, 直入白嶽, 今之景福宮, 止爲明堂, 然承文院來脈, 亦非常處
。
今李陽達

、
高仲安

、
鄭秧

等非之, 以爲承文院之基低微, 一也; 山水稍直, 二也; 朝對南山高, 三也
。
以此爲咎, 其令風水學, 講究地理書, 論其利害以啓

。
”

『世宗實錄』83卷, 20年(1438 戊午 / 명정통(正統) 3年) 10月 22日(癸酉) 



했던경향이매우강하였음을알수있다.57

이러한경향은조선후기에들어와풍수사상에바

탕을두고현실의상황을접목시켜보다실리적이고과

학적인형태로서나타나게된다.58

따라서조선후기왕릉의십이지, 십간, 팔괘등 24

방위59표현은풍수사상및음양오행설등당시의시대

적조류를반영한특징으로이해할수있겠다. 

결론

십이지는고대부터무덤을수호하고방향을나타내

는중대한역할로서인식되면서통일신라시대에는능

묘조각에있어큰역할을담당하였으며, 고려시대를거

쳐조선왕릉에이르기까지십이지를표현하는전통은

지속적으로이어져내려온다. 

본고에서는조선왕릉의능침을장식하는역할과함

께수호의기능으로서표현된십이지신상의도상표현

을크게 3가지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첫번째, 인신인수형은조선개국이후최초로조성

된정릉이그표본을이루며고려현·정릉을모델로

하여, 기존의 인신수수 형식의 십이지에서 벗어나 제

릉, 후릉, 헌릉등전기왕릉을중심으로표현된새로운

형식이다. 

두번째, 관에십이지동물을표현한인신인수관형

은건원릉에서최초찾아볼수있으며, 현릉, 광릉, 선

릉, 정릉, 목릉등조선전기의능을중심으로표현된다.

이형식의십이지는고려후기벽화고분에유행하였던

십이생초의벽화를비롯하여공민왕의현릉현실에그

려진십이지벽화상과같은도상으로서, 그영향을받

아표현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또한이형식의원류

는중국송대와요대의분묘의벽화및묘지석에표현

된십이지신상과연관지어볼수있겠다.

세번째, 문자형은십이지를한자로표현한십이지

문자형과, 십간과팔괘를혼합한문자형의두가지형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십이지 문자형은 중국의 경우

수·당대묘지석등이른시기부터표현되었으며, 조선

왕릉에서는광릉이후병풍석의설치가대다수의능에

서생략됨에따라기존병풍석을중심으로표현되었던

첫번째와두번째십이지도상대신난간석의좁은공

간에어울릴수있는간략화된십이지표현으로서등장

한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십간·팔괘 혼합 문자형은 조선 후기 풍수사상과

음양오행설의 영향에서 기인하였다. 장릉, 명릉, 융릉

과경릉, 홍릉등후기능에서살펴볼수있다. 이형식

역시중국수·당대묘지석에표현된예를확인할수

있었다. 

십이지표현은중국으로부터그원류를들수있으

며, 통일신라이래십이지를능묘봉분의외부에표현

하는우리나라고유의형식으로정착하여고려시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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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啓: “《六典》, 以天文地理星命卜課, 摠稱陰陽學
。
今業地理者, 稱爲陰陽學, 掌曆象日月星辰者, 稱天文學

。
陰陽天文, 岐而二之, 殊未合理, 自今業地理者, 依舊稱風水學

。
”從之

。
『世宗實錄』92卷, 23年(1441 辛酉 / 명정통(正統) 6年) 5月 19日(甲寅) 

臣伏覩昌德宮座地與壽康宮座地, 於地理法, 俱爲不可, 何也? 以昌德宮言之, 宗廟山爲左臂靑龍也
。
又以壽康宮言之, 右臂白虎, 亦是宗廟山也

。
《洞林照膽》云: “凡龍虎二臂, 不可有

社廟。子孫爲鬼所害, 復出孤寡也
。
”此非泛言, 不可不愼也

。
且爲宗廟主山, 掘斷筋脈, 經營宮室, 此 龍所謂控其咽喉斷其筋脈者也

。
古人云: “拳石寸土, 勝彼金玉

。
”臣竊惜之

。
今

宗廟主山筋脈之泄氣, 莫甚於掘斷, 宮室座地之未便, 尤莫甚於宗廟主山爲龍虎
。
臣夙夜驚恐未已, 屢瀆天聰, 伏望移排宮室, 無其應; 培養宗廟主山筋脈, 庶旺吉氣莫(究)〔窮〕, 不勝

幸甚
。
....................

『文宗實錄』7卷, 1年(1451 辛未 / 명경태(景泰) 2年) 4月 18日(丙戌) 

風水學啓: “景福宮, 白虎高峻, 靑龍低弱, 故於架閣庫北山來脈, 栽松培養, 近年蟲食, 過半枯槁, 其不枯者, 傍近無識之徒, 剪伐枝幹, 或鑿脈穴造家
。
由是靑龍日益殘微, 請立標定限,

植松以補山脈
。
”命禮曹與漢城府風水學, 同審植標

。
58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등은 풍수사상에 기본을 두고 현실 상황을 접목시켜 실용적인 방법으로

집터를 선정하고 어떻게 건축하는지에 관한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택리지>에 따르면 집터 선택의 주요 요소를 지리(地理), 생리(生理), 인심(人心), 산수(山水)로 들
었다. 강영환, 1992,『집의사회사』,웅진출판, pp. 74~81

59 24방위는왕릉조성을비롯하여궁궐에서의제례의식에까지도신중하게적용되었음을실록기사를통해확인할수있다.

端宗 11卷, 2年(1454 甲戌 / 명경태(景泰) 5年) 7月 2日(辛亥) 

辛亥/親行 祭于景禧殿
。
開 坎於殿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
其日丑前五刻,宮 令整拂神幄, 宗親及百官具 服,皆就門外位

。
宣祖 127卷, 33年(1600 庚子 / 명만력(萬曆) 28年) 7月 22日(癸亥) 

癸亥/總護使李憲國啓曰: “昨日傳敎內, 短穴若先用之, 則後用長穴, 乃是短穴之白虎, 不可用之云
。
此何謂耶? 臣等承上敎, 卽刻更問發言者李懿信, 則答稱: ‘《玉髓眞經》曰: 「所謂白

虎, 非今所謂虎也, 乃在地中龍身虎頭, 威膽猛烈之神, 若犯其位, 輒生大禍」云
。
況此長穴, 則乃短穴之內白虎, 尤不可用云云

。
’且葉靖國所論, 一時議啓事, 傳敎矣

。
臣等更審處及葉

靖國所論, 請與他大臣一時議啓
。
事係重大, 前亦有同參之例

。
不得不稟..............................予不知地理門戶, 所謂水破之說, 未知何樣之 理, 所謂二十四山之說, 亦未知何說, 但常以

爲卜其宅兆, 以安 之
。
...



묘를거치면서생략적이고소략화된형식으로계승되

었으나, 조선시대에는시대의흐름에따라다양한형식

들로변천하면서지속적으로표현된다는점에서그의

미가특별하다고볼수있겠다. 

또한조선왕릉에서의십이지신상은이전시기와는

다른특징적인변화와시도들이엿보인다.

세조이후기존의병풍석을중심으로표현되던십

이지신상이난간석으로옮겨지게되면서한자로간략

하게표현되는변화는상당히파격적이다. 또한국초부

터큰영향을끼쳤던풍수사상과음양오행설의유행은

십이지와함께십간과팔괘등으로구성된 24방위가후

기에들어와능에표현된다. 

조선왕릉의십이지신상은통일신라이래전통적으

로이어진능묘를구성하는주요요소중하나로서, 유

학을국가의이념으로서천명한조선왕실에서도도교

와불교적요소가가미된십이지신상을지속적으로능

조성에반영했다는점에서, 십이지신상이지닌수호와

방위의고유한역할과의미는매우중요한요소로서자

리잡고있었음을보여준다. 

또한그만큼오랜세월을내려온능제의전통성을

쉽게탈피하는것은쉽지않았음을이해할수있다. 

조선 왕릉의 십이지신상은 통일신라 이래 이어온

우리나라능제의고유성과전통성을확인할수있는산

증거로서그의미가크다하겠다.

더불어 실제 조선왕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고려능묘에대한체계적인조사연구내용을파악

하기어려운까닭으로본고에서고려왕릉과의관련성

과연관성에대한규명을제대로하지못한점에서아

쉬움이크다. 향후고려왕릉에대한전반적인현황조

사자료가확보된다면조선왕릉이지닌역사적·학술

적의의를조금은더충실하게규명해볼수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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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Iconography of the Twelve Zodiac Signs of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Abstract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are the crystallization of history, ideology, culture, art, architecture, and ritual

ceremony of Joseon dynasty, all mingled in one. So, they are very significant symbols showing 500 years of dynastic

history as a whole.

Among various factors comprising a royal tomb, stone figures surrounding grave mound are special factors as a

symbol protecting it. Further among them, twelve zodiac images arrayed nearest to the grave mound represent the

core of the function.

Images of twelve zodiac signs originated from the tombs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are certain to hold

important role and position in the construction of royal tombs, judging from huge scale and excellent sculptural art of

them. However, both their scale and form had been gradually simplified in Goryeo and Joseon dynasty, thus the

importance of them has been underestimated compared to other stone figures

Images of twelve zodiac sign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which decorated royal tombs both as a protective role

and as a concept of direction. Their historicity and symbolism cannot be neglected in that they had been transmitted

to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images of twelve zodiac signs expressed in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3

forms, and reviewed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m for each period.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3 forms ; civil vassals with human body and head, civil vassals with human body and

head wearing hat decorated with zodiac animals, Chinese characters of either zodiac signs or either a combination of

10 calendar signs and 8 trigrams. 

The above 3 forms originated from China and became a favorite motif to decorate the royal tombs from early

Joseon period until late Joseon by replacing each other and thus changing along the course of the dynasty.  

In the meantime, we can see a unique character in the images of twelve zodiac signs of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In some cases, 24 directions are expressed in which 10 calender signs and 8 trigrams are composed

altogether.

Images of twelve zodiac signs in the royal bombs of Joseon dynasty are very significant as evidences by which we

can confirm uniqueness and tradition of Korean tomb system transmitted from Unified Silla period. 

Keywords | Joseon Dynasty, Royal Tomb, Twelve Zodiac Signs, Iconography, Ston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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