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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이조리귀부에 관한 고찰

a· b

a b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소재하는 최진립신도비의 받침인 석제 귀부(龜趺)는 1740년경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

어 통일신라시대 귀부를 모사한 조선시대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작되는 귀부 형식과는 다르고, 모사

한 원 귀부의 형식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제작 과정을 기록한 ‘문루일기(門樓日記)’에는 비석을 먼저, 이후에 귀부를 제작했음이 밝혀져 있다. 그러

나 비좌 삽입부가 작아 비석 양쪽 끝단을 잘라 삽입한 흔적이 보이며, 비석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귀부와 비좌를 만

들었다는 것은 공정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비석 제작 부분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백운대라는 

사찰터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뿐, 공정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당시 실사를 하고 기록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둘째, 이조리귀부의 구름문양은 초기의 태종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 구름문에서 이행되는 시간상의 세리에

이션(Seriation)을 잘 반영하고 있다. 비좌 주변을 장식한 연화문은 중앙에 형식화된 보상화가 표현된 것으로 통일신

라시대 전성기인 8세기대 기와 등에 가장 잘 나타나던 문양이다. 

셋째, 전진하는 모습의 이조리귀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전해지는 귀부들에서도 찾기 힘든 생동감을 가지고 있으

며, 일렬상의 귀갑문 배치는 이전 귀부의 문양 배치보다 훨씬 간결해지고 공간 활용을 고려한 발전된 형식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조리귀부는 시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문양 형식, 비신과 비좌의 불일치, 기록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18

세기 조선시대 석공이 신라문양의 형식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한 모사품이라기보다는 8세기 중반 경에 제작

된 통일신라시대 귀부였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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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신라시대가 ‘황금의 나라’로 불리워진다면 통

일신라시대는 ‘돌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석조예술의 

전성기임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전해

지는 다종다양한 석조유물 가운데 석비(石碑)는 방

형의 대좌에 귀부01를 앉히고, 비좌(碑座)와 함께 비

신(碑身)을 고정시켜 세우고 그 상단에 이수( 首)를 

갖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태종무열왕릉귀부가 가

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7세기 후반부터 당대

(唐代)의 석비 양식이 유입되어 유행하기 시작하며, 

귀부받침의 석비는 통일신라 특유의 모습으로 변화

되면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모습이 

유지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형태로 제

작되고 있다.02 현존하는 비석 가운데 귀부를 갖춘 

형태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것이 각

각 20여 기, 조선시대에는 다량으로 제작되어 전해

지고 있다.03 

경주 지역에는 곳곳에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귀부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훼손이 심하며, 완형

을 유지하는 것은 몇 예에 지나지 않는다. 비석 파편

은 간간히 발견되나 귀부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나 발굴 출토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

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면 비석 명문과 시기적인 양

식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0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9년부터 ‘경주 남산

(사적 제311호) 종합 보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남

산 전역에 대한 정밀학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에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소재하고 있는 최진립신

도비와 귀부(龜趺)에 대한 수실측 및 3D실측을 실시

하였다.05·06 이 석조물들은 1740년경 제작되었다

는 기록이 남아있어, 귀부에서 나타난 이형(異形)의 

모습들은 모사품의 특징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이 귀부는 의심 없이 신도비와 함께 제작된 18세기 

작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사품으로 인식하기에는 문양과 제작수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 바, 특히 시간 흐름에 따라 문양이 

변화하는 등 형식 변화가 보이고 있었다. 

모사 혹은 모조품은 과거의 유물을 보고 따라서 

제작하기 때문에 동시기적인 문양이 함께 조각되지

만, 제작자가 표현하는 독특한 문양이나 시대성이 

일부 가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조리귀부의 

원모델이 될 수 있는 문양이 유사한 귀부는 경주지역

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모사대

상의 원유물 혹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전해지지 않는다.07 지금까지 태종무열왕릉 혹은 

01  길상과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비석받침으로 활용된 것은 다른 십장생 중에서도 보다 오래살고, 지면에 접하는 부분과 안정감 등은 석비받침으로 세울 때 
가장 접합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陳宗煥, 1984, 「慶州地域 龜趺碑文樣에 대하여」, 『慶州史學』 권3집, pp.111~113

02  고려시대 10세기부터 12세기에는 주로 신라식의 이수, 귀부를 가진 재래식 석비가 유행하였고, 12세기 말경부터 14세기 중엽까지는 비신의 머리의 양쪽 
모가 잘린 소위 규두형비(圭頭形碑)가 나타나며, 14세기 후엽에는 지붕형 이수를 가진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당·송 이래의 중국비
를 따르고 있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또한 귀부의 형태에 있어서는 거북의 모습에 충실하며, 전체적으로 목은 짧고 크기가 축소되었다.

03  조선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귀부는 당시 새로이 제작된 것도 있겠지만, 고려시대 귀부를 재사용했던 것이 있어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로 후대에 재사용된 예는 송광사보조국사비의 경우 귀부와 이수는 1210년 제작되었으나 비신은 1678년 다시 세웠고, 백련사사적비(보물 제1396
호)는 고려시대 귀부에 1681년 비신과 이수를 올렸으며, 충남 예산 가야사지의 귀부를 개인 묘비로 활용한 예가 있다고 엄기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바 있다. 

04  金元龍·安輝濬, 1996, 『新版 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05  최진립신도비에 속한 귀부로 정식 명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귀부를 표현할 때에는 ‘이조리귀부’로 칭하기로 하겠다. 최진립은 1568년에 출생,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키고, 정유재란 때 권률을 도와 서생포 전투에서 공을 세워 선무원종 이등공신에 올랐으며, 병자호란 때 용인에
서 싸우다가 순절하여 12월에 언양현 오지연에 장사지냈다. 신도비는 1740년(영조 16년), 비각은 1742년에 세운 것이다. 

06  당시 조사내용은 필자가 경주 남산 도록과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 보고서에 진위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고찰 및 문양 비
교연구는 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은석, 2002, 『慶州南山』,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pp.146∼148
이은석, 2004,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pp.528∼530

07  경주에 전해지는 귀부는 모두 문양과 형식에서 차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조리귀부와 유사한 형식의 귀부는 알려진 바 없다. 옥산서원 이언적신도비
(1577)의 경우, 볼륨감과 양감을 지닌 龜趺昻形의 형태를 띠지만 생김새와 제작형태 및 이수는 신라 때의 형식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송광사사적비
(1636) 역시 귀부형이나 제작느낌과 형태는 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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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악동귀부를 보고 모사제작하였다는 의견이 분분

했을 뿐, 학술적인 연구·고찰이 심도 있게 진행되

지 않았다. 이에 이조리 귀부에 대한 문헌사료·문

양 형식·제작방법 등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모사품

이 아닌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뛰어난 귀부였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주 남산 이조리귀부의 현황

이 귀부는 1740년 건립된 최진립신도비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방형의 대좌 위에 비교적 완전한 모습

으로 남아있다. 귀부 전체의 크기는 너비 190cm, 길

이 200cm, 높이 60cm에 이르며, 거북의 머리 길이

【 그림 1 】  이조리귀부 평면도·입면도(최대길이 200cm)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경주남산』,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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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이조리귀부 사진

a. 이조리귀부 전경(왼쪽)       b. 이조리귀부 머리(오른쪽)
c. 이조리귀부 목부분 모양       d. 이조리귀부 비좌부(안상문)
e. 이조리귀부 뒤편 등부분        f . 이조리귀부 이수

a

b

d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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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0cm이다. 등에 마련된 비좌는 너비 123×62cm이

고, 그 위에 세운 비신은 높이 218cm, 너비 114cm, 

두께 39.5cm에 이른다.

거북의 머리 정수리부분에는 태양문 형태의 원문

이 도드라지고, 목 위와 아래쪽으로는 형식화된 보상

화문(구름문과 유사하게 처리)이, 눈 주위와 입 뒤쪽

으로는 실제 살아있는 거북 얼굴과 목에 있는 기하학

적인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08 입은 약간 벌

린 형태이고 그 사이로 이빨을 나타내었으며, 길게 

뽑은 목 아래 귀갑쪽으로는 삼조의 주름을 일정 간격

으로 조식하였다. 

양쪽 앞발은 앞쪽으로, 오른쪽 뒷발은 앞쪽, 왼쪽 

뒷발은 뒤쪽으로 제쳐 전진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앞발이 오조(五爪), 뒷발 사조(四爪)는 태종무열왕릉

귀부나 사천왕사귀부와 동일한 형식이다.

등에 지고 있는 귀갑은 등줄기 비늘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사중육각형(四重六角形)의 귀갑을 조식

하였다. 특이한 점은 다른 귀부와는 달리 뒤쪽과 옆

쪽 귀갑문이 엇갈리는 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귀갑문 사이 빈 공간에 마름모꼴 문양이 조식되

는 형태가 되어 있다. 전체 귀갑의 외연에는 양쪽 각 

10개씩 총 20개의 형식화된 구름문(雲文)을 돌리고 

있고, 구름문대 외측에는 순환형 계단식의 문양이 돌

아간다. 중심 등줄기의 비늘 표현은 태종무열왕릉귀

부와 동일하게 마름모꼴(오각형) 형태가 머리쪽으로 

향하는 형태로 조각되어 있으며, 사천왕사지귀부의 

경우 반대로 꼬리쪽으로 마름모꼴이 향하고 있다. 

귀갑의 중앙에는 장방형의 비좌를 두고 있으며, 

수직면에는 마름모 꽃 문양의 도드라진 안상(眼象)

을 2구씩 배치하였다. 비좌 아래 거북의 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도식화된 보상화문 장식이 있는 연잎을 전

면 11매, 측면 5매, 각 모서리 1매씩 모두 36매가 표

현되어 있다. 거북 뒷면에는 꼬리가 나와 오른쪽으로 

접혀 있다.

최진립신도비 관련 사료와 해석

이조리귀부가 받치고 있는 최진립신도비와 관련

된 문헌은 『門樓日記』라는 작자미상의 일기가 전해오

고 있는데, 18세기 경주지역의 각종 사실적 내용을 담

고 있어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09 특히 신도비 제

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먼저 이를 살펴보고 사료적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丙申三月日 請于府尹鄭相公必東 得烟丁 浮取神道碑

石 述嶺下 又得府內僧軍運來 而九百餘名 一時

赴 六日始到門外

(2)  同年(丙申)月日 呈文于巡相洪相公禹齡 神道碑帖下

租肆石 又呈于巡相權公僕帖下租貳石

(3)  壬寅正月日 陳請于府尹李相公師尙 得境內僧徒 十七

日 神道碑磨 始役 一日四十名 立役排定三十三日

(4) 神道碑磨 二月二十日垂筆 藏置于磨 處

(5)  乙卯四月日 神道碑龜板始役 而八月日畢役 埋于白雲

臺役處

(6)  丙辰四月日 神道碑龜石 鄭府尹彦燮遞歸時 請得南面

烟軍 運置於院底 同年八月日役完護村軍丁 修築前路 

自院門外 至大路邊 傾側者平之 狹 者廣之 運石堅

築焉

(7)  丁巳四月日 神道碑 頭石曳運 埋于龜板側 役軍則官

家盡發三寺僧

(8)  同年(己未)六月日 神道碑 頭龜板刻役 收畢後 因

08  살아있는 거북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을 도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09  문루일기 중 남산(최진립신도비 관련 등)과 관련된 부분의 원문과 번역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趙喆濟 譯, 2004,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査報告書』, pp.5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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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碑石前面字 盡鐫 而方始後面刻役

(9) 庚申四月日 神道碑竪安

(10)  同年五月十五日 以竪碑鏤板事 因香謁廟 告由文書 

綠于左 竪碑時 遠近士林來會者 近百餘人 甚盛擧也

(11)  辛酉正月日 神道碑閣始役 二月二十九日 上樑而尙未

告厥功

(12)   壬戌三月日 神道碑閣 去冬至月日 覆瓦 今春二月日 

始役修粧 都監以前任仍看事

(1)  병신년(A.D. 1716, 숙종 42년) 3월에 부윤 정필동에

게 청하여 인정을 데리고 신도비에 쓸 돌을 치술령 

아래에서 떠 내었다. 또 부내 승군을 얻어 데리고 

돌을 운반해 왔는데, 9백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6

일만에 비로소 문외에 이르렀다.

(2)  동년(A.D. 1716)에 순상 홍우령에게 글을 올리니, 

공문을 보내 신도비 건립에 쓰도록 조 4섬을 내렸

다. 또 순상 권업에게 글을 올리자 조 2석을 내려 

보냈다.

(3)  임인년(A.D. 1722) 정월에 부윤 이사상에게 간절히 

청하여 경내 승도를 얻었다. 17일에 신도비 磨 (돌

을 감)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40명씩 부역을 

33일간 배정하였다.

(4)  신도비석 가는 일은 2월 20일에 모두 마치고, 돌을 

간 곳에 감춰 두었다.

(5)  을묘년(A.D. 1735) 4월에 신도비 구판 일을 시작하

여 8월에 마쳤으며, 백운대의 일을 하였던 곳에 묻

어 두었다.

(6)  병진년(A.D. 1736) 4월에 부윤 윤언섭이 체임돼 갈 

때 남면 인군을 청해 얻어서 신도비 구판 돌을 서원 

아래에 운반하기로 하였다. 동년 8월에 완호촌 군

정을 부역시켜 앞 길을 개축하였다. 완문 밖에서 대

로변까지 기울어진 곳을 평평하게 하고 좁은 곳을 

넓혀서 운석하는데 길을 단단히 다졌다.

(7)  정사년(A.D. 1737) 4월에 신도비 이두석을 끌고 운

반하여 구판 돌 결에 묻어 두었다. 이때 역군은 관

가에서 삼사의 중을 모두 징발하였다. 

(8)  기미년(A.D. 1739) 6월에 신도비 이두와 구판의 각역

을 시작하여 모두 마쳤다. 따라서 비석 전면의 자획

을 모두 새긴 뒤, 바야흐로 후면의 자획을 새겼다.

(9) 경신(A.D. 1740) 4월 10일에 신도비를 새웠다. 

(10)  동년(A.D. 1740) 5월 15일에 비를 새우고 구판을 새

기는 일로서 사당에 분향하여 고유했는데, 고유문

은 왼쪽에 기록해 두었다. 이 때 원근에서 모인 사

림이 근 백여 명이며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11)  신유년(A.D. 1741) 정월에 신도비각 일을 시작하여 

2월 29일에 상향했으나 아직 그 공을 소유하지 않았

다.

(12)   임술년(A.D. 1742) 3월이다. 지난 해 11월에 신도비

각 기와를 덮었고 금년 2월에 비로소 일을 끝내고 

단장마저 마쳤다. 도감은 부임이 맡아 보았다. 

『門樓日記』 기록에 따라, 당시에 구판과 이두석

을 함께 제작한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별다른 의심없

이 조선시대의 모사품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신도비

는 당시 제작에 소요된 인원과 일정 등이 매우 상세

한 기록(9백 명이 6일만에 옮기고, 돌을 가는 데 40명

이 33일간 부역을 한다는 등)이 있는 반면, 구판작업

은 4월에 시작하여 8월에 마치고 백운대(남산 정상부 

아래 절터)에 묻어두었다는 간단한 기록만 있을 뿐이

다(1735년). 이후 백운대에서 龜板돌을 옮겨와(1737

년 4월), 다시 이두와 구판의 각역(刻役)을 시작했다

는 기록(1739년 6월)으로 볼 때, 몇 가지 중대한 의문

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로, 신도비는 33일에 걸쳐 비석형태로 거의 완

료했으나, 구판작업은 4개월이나 걸렸는데 완료하지 

못하고 대충 형태만 다듬어서 가지고 내려와 다시 각

역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4개월 정도의 시

간이라면 석공들은 귀부를 충분히 제작하고도 남을 시

간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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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정상부 근처인 백운대에서 제작하는 것을 실사

하지 않고 전해들은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이두석은 1737년 4월에 처음 옮겨오고, 

이두석과 함께 신도비와 구판의 각역을 모두 1739년 

6월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두석은 그 

자리에서 각역하고, 신도비는 글자를 새기며, 귀부는 

비석과 비좌삽입부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는 작업

을 같이 진행했음을 한 문장으로 ‘각역’했다고 추정해

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즉 문헌 내용대로 미완성

의 귀부를 옮긴 자리에서 완전한 각역작업을 진행했

다면 비좌부분이 맞지 않아 비석 양 끝단을 “┓┏”형

으로 잘라 비신을 삽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공이 비신의 크기도 고려하지 않고 비좌부분의 각

역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비좌의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비좌의 연화문 

장식 부위에 문양을 넣지 않고 비좌부분을 보다 크

게 각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옥산서원 신도비

(1577)의 경우 귀부가 작아 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

고 귀부에 바로 삽입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셋째로, 귀부를 백운대에서 옮겨 온 것에 대한 내

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의 백운대는 남산에서 손

꼽힐 정도의 거대한 축대(높이 5.3m)가 잘 남아있으

며, 당시의 맷돌, 석조연화대좌, 7~8세기대 토기 등

이 남아 있다.10 아울러 조선시대에는 공덕비와 창건

시주방명비 등도 현재 사찰 입구에 세워져 있어 북쪽 

고개 너머 위치한 천룡사와 함께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세(寺勢)가 매우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기존에 이곳에 있던 귀부를 옮겨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사천왕사나 창림사, 

천룡사 등 큰 사찰에서 주로 제작되었던 귀부가 백운

대의 사찰에서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11 그

리고 남산 고위산 정상보다 약간 아래인 해발 300m 

이상의 고지에서 평지까지 옮겨왔는데(길을 닦고, 삼

사의 승려를 모두 동원),12 처음부터 이를 고려했다면 

평지쪽에서 석재를 구해 제작하는 편이 훨씬 용이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조선시대 때 

제작되는 귀부는 형태와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굳이 산속에서 당시의 제작기법이나 문양양식이 전혀 

다른 통일신라시대 유물을 모사제작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귀부와 이조리귀부의 
양식 비교

1. 통일신라시대 귀부의 특징

통일신라시대 귀부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양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 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제Ⅰ양식은 귀두(龜頭)의 형태가 거북의 모습이며 

목이 경사지며 앞으로 돌출하였다. 목주름 표현에 있

어서 과장된 장식성이 없고 3~5조의 선을 돌려 입체적

이면서도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앞·뒷발은 4~5

조로 그 수가 일정하다. 비좌 주변을 연판문으로 장식

하고 있다. 태종무열왕릉귀부(太宗武烈王陵龜趺),13 서

악리귀부(西岳里龜趺),14 사천왕사지귀부(四天王寺址

龜趺), 성덕왕릉귀부(聖德王陵龜趺), 고선사지서당화

상탑비귀부(古仙寺址誓幢和尙塔碑龜趺) 등이 해당하

며 7세기 중엽 이후부터 8세기 중엽까지 제작되었다.

10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4,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査報告書』 pp.480∼492에 백운곡 제3사지에 대한 내용과 축대실측도 및 지표채집유물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1 1  본 내용에 대해서는 경주남산 도록(이은석, 2002, pp.146∼148)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12  지금도 백운대에서 용산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고 길이 좋지 않다.

13  정식명칭은 지정문화재(태종무열왕릉비) 명칭으로 불러야 하나 귀부 중심이라 편의상 이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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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양식은 귀두의 형태가 용두(龍頭)형으로 변

하면서 목은 직립하며 ‘ㄱ’자형을 띤다. 목주름 표현

은 방울목걸이를 장식한다든지, 중앙에 종선을 긋고 

내부에 횡조의 인갑문 등을 각출하는 등 화려해진다. 

발은 3~5조로 그 수가 일정치 않으며, 비좌의 하단

부에 구름문(雲文)을 장식하고 그 위에 연화문을 장

식하고 있다. 흥덕왕릉귀부(興德王陵龜趺)의 경우 

제Ⅰ양식을 충실히 따르고는 있으나, 귀갑이 전단계

보다 비대해져 다리부분을 덮는다든지, 충실하지 않

은 귀갑의 표현 등으로 보아 사실성이 결여되었음을 

14  이 귀부석은 문무왕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라 전하나 바로 앞 묘 주인이 문무왕의 반정공신인 김양의 묘라는 설도 있다. 1931년 서악서원 구내
에서 김인문 묘비 아랫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 귀부를 金仁問의 비와 묘로 추정하여 7C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陳宗煥, 1984, 「慶州地域 龜趺碑文樣에 대하여」, 『慶州史學』 권3집, p.115

【 표 1 】 통일신라시대 귀부형태 일람표

명칭

귀두의 형태 귀두의 방향 목주름표현법 귀부 다리 비좌

편년
귀두 용두 양형 직립형 사실적 장식적 전 후 양연판문 구름문+ 

연판문

제
Ⅰ
양
식

태종무열왕릉귀부 ◯ ◯
◯
(5조)

5 4 ◯ 661

서악동 귀부 ◯ ◯
◯
(4조)

5 5 ◯ 694년경

사천왕사지 귀부 ◯ ◯
◯
(3조)

5 4 ◯ 7C 후반

이조리귀부 ◯ ◯
◯
(3조)

5 4 ◯ 8C 중반?

고선사지 
서당화상탑비귀부

? ? ◯ 5 5 ◯ 765~780

성덕왕릉귀부 ? ? ? ? ? ? 5 4 ? ? 754

제
Ⅱ
양
식

흥덕왕릉귀부 ◯
◯
(4조)

5 4 ◯ 837

실상사증각대사 
응요탑비귀부

◯ ◯ × × ? ? 양련 + 복련 861~893

쌍봉사철감선사 
탑비귀부

◯ ◯ ◯ ◯ 3 3 ◯ 868

보림사보조선사 
창성탑비귀부

◯ ◯ ◯ 4 4 ◯ 884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귀부

◯ ◯ ◯ 4 4 ◯ 886

상계사진감선사 
대공탑비귀부

◯ ◯ × × 4 4 ◯ 887

봉암사지증대선사 
적조탑비귀부

◯ ◯
◯
(7조)

5 5 ◯ 924

제
Ⅲ
양
식

무장사지아미타 
여래소상비귀부

?
?

(雙頭)
◯

5 4
◯ 801

(도식화)

숭복사지귀부
◯

(雙頭)
◯ ◯ 4 ? ◯ 9C

창림사지귀부
◯

(雙頭)
◯ ◯ 5 × × 9C경(?)



66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4

알 수 있다. 흥덕왕릉귀부, 쌍봉사철감선사탑비귀부

(雙峯寺澈鑑禪師塔碑龜趺), 실상사증각대사응요탑

비귀부(實相寺證覺大師凝寥塔碑龜趺), 보림사보조선

사창성탑비귀부(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龜趺), 쌍계

사진감선사대공탑비귀부(雙鷄寺眞鑑禪師大空塔碑龜

趺),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귀부(鳳巖寺址證大師寂

照塔碑龜趺) 등이 이에 속하며 시기는 9세기 중엽에

서 10세기 초엽까지이다.

제Ⅲ양식은 귀두의 형태가 쌍두(雙頭)의 형태이고 

직립으로 목이 올라가는 형태이다. 그 외는 제Ⅱ양식

과 같다. 무장사지아미타여래조상비귀부( 藏寺址阿

彌陀如來造像碑龜趺), 숭복사지귀부(崇福寺址龜趺), 

창림사지귀부(昌林寺址龜趺)가 이에 속하며 9세기경

에 주로 제작되며 이형적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2. 귀부 문양의 비교

이조리귀부에 나타나는 문양은 체부에 귀갑문, 구

름문이 있으며, 비좌에는 연화문과 안상문, 머리부

분에는 보상화문과 구름문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작 

방식과 형식적 계보를 따를 수 있는 태종무열왕릉귀

부와 서악리귀부, 사천왕사지귀부 등을 중심으로 비

교·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귀갑문(표 2 참조)

귀갑문은 귀갑의 상부에 양각되어 있다. 통일신

라시대 귀부의 초기작에는 사중직육각형(四重直六角

形)으로 통일된 느낌을 주며 문양 자체도 입체감 있

는 표현을 하였다. 점차 시기가 흐르면서 귀갑문의 

균형미가 깨어지고 하나의 귀갑에 여러 귀갑문이 혼

재된 형식이 나타난다. 또한 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자유롭게 변해 그 모습도 다양해지며 각 귀갑문 내부

를 화문(花文), ‘王’자문 등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귀부의 귀갑문을 살펴

보면 이조리귀부는 태종무열왕릉귀부, 서악리귀부, 

성덕왕릉귀부와 더불어 사중육각형이며, 귀갑의 중

복판의 수는 틀리나 균형미나 좌우대칭적인 면에 있

어서는 사천왕사지귀부15의 것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

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조리귀부의 제작시기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조리귀부가 상기 태종무열왕

릉귀부나 서악리귀부 등을 보고 모사되었다면 귀갑

15   사천왕사는 동서쌍탑 가람배치에 귀부도 동, 서 양쪽에 배치하고 있다.

【 표 2 】 귀갑문 모식도(진종환, 1984, p.129)

名稱 圖板 瓣數

太宗武烈陵龜趺 4

서악동龜趺 4

이조리龜趺 4

四天王寺址龜趺 3

高仙寺址誓幢和尙塔碑龜趺 ×

聖德王陵龜趺 4

興德王陵龜趺 3

鍪藏寺址阿彌陀如來造像碑龜趺 ×

崇福寺址龜趺 2

昌林寺址龜趺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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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수직적 배치가 

되어 주목된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모사품으로 인식

되고 있지만 귀갑문 배치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천왕사지귀부<사진 2, 3>와 같이 삼중 직육

각형의 경우 크기가 작아 여러 개의 배열이 가능하

다.16 그러나 태종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의 형식

인 사중직육각형의 귀갑문은 규모가 작아진 이조리

귀부에 맞추려면 뒷 상단은 좌우에 3개 정도의 귀갑

문이 만들어지지만 중단에는 각 1개 정도만 제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귀갑의 문양자체

가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육각의 귀갑을 수

직으로 배치하여 온전한 귀갑이 아래 쪽에 각각 2.5

개씩 배치하여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17 옆면

으로도 1열씩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귀갑 문양 하나만 놓고 볼 때 귀갑배열

이 맞지 않아 형식만을 본뜬, 모사품이라고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지만 다른 귀부 문양의 형식 구성과 배

치를 함께 놓고 비교하면 문양배치의 시간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6   사천왕사지동귀부일 경우 귀갑이 중심 등줄기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연하게 3단으로 맞추어 표현되어 있는데, 서귀부의 경우 문양배치가 약간 어색
하고 정연하지 못한 느낌이며, 비좌부분에는 1/2 정도가 더 표현되어 있다. 먼저 서귀부부터 삼중의 문양으로 제작했으나 문양 간격 계산 혹은 조각 시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동귀부는 문양배치를 비좌부터 꼬리쪽까지 잘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7   태종무열왕릉의 귀부도 상단 3.5개, 중단 2.5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 사진 2 】  사천왕사지동귀부

【 사진 4 】  태종무열왕릉귀부 - 귀갑배치

【 사진 3 】  사천왕사지서귀부

【 사진 5 】  서악리귀부 - 귀갑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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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름문(표 3 참조)

구름문(雲文)은 고대부터 장식되어온 문양으로 현

대까지 계속 나타나는 의장이다.18 이조리귀부 귀갑

문 외측에는 2조의 돌대 안에 구름문이 돌아가고 있

으며, 이는 날아가는 구름(飛雲文)의 형식이다. 이러

한 예는 태종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가 있다. 이

들을 살펴보면 태종무열왕릉귀부의 경우 운두(雲頭)

가 2~3갈래로 갈라져서 자연스럽고 회화적인 비운(飛

雲)을 표현하였고, 꼬리 부분은 급하게 반전하여 생

동감이 넘친다. 또한 세선을 넣어 사실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서악리귀부는 운두가 크게 2등분으로 나뉘

어졌으며, 꼬리는 완만하게 회전하는 등 어느 정도 형

태가 정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조리

귀부의 경우에는 운두가 일정한 등배로 모두 붙고 꼬

리부분은 직선처리 되었다. 인화(印花)한 듯이 모양

이 일정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적

인 형식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사천왕사지귀

부와 성덕왕릉귀부가 있다. 전자의 경우 당초문을 조

각하고 있는데, 회화적인 모습은 사실적이고도 화려

한 느낌을 주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기하학적

인 문양으로 단순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귀부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종

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에는 머리 상단에 보상화

문과 구름문양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역시 

이조리귀부에서도 시대가 흘러 형식변화가 되는 모습

을 보여주는 문양이다. 

18  이러한 문양은 통일신라시대 여러 유물에서 잘 나타나며, 이조리귀부에서 보이는 문양은 8세기대 다른 유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5, 『한국의 무늬』, 한국전통공예미술관. pp.82~89

【 표 3 】 구름문 문양비교(태종무열왕릉귀부, 서악리귀부, 이조리귀부)

태종무열왕릉귀부 서악리귀부 이조리귀부

문양

특징
· 운두가 2∼3갈래로 갈라 라지고 꼬리부분
이 들려 올라감

·세선을 넣어 사실적인 표현을 함

· 운두가 2갈래로 정형화되면서 꼬리부분이 
완만하게 내려옴

·무열왕릉귀부에 비해 세선이 약화됨

· 운두가 모두 붙어 형식화되고 꼬리부분이 
내려와 직선처리로 변화됨(시간 흐름 반영)

【 표 4 】 시기별 구름문 문양비교

시기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문양

                                       태종무열왕릉귀부                      이조리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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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화문(표 5 참조)

7~8세기대 귀부의 비좌 주변에는 연화문이 복련

의 형태를 취하고 양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고선사지귀부 단계에 이르러서는 앙련과 복련의 형태

가 함께 나타난다. 그 후 흥덕왕릉귀부를 보면 앙련

의 형태가 되고, 9세기대의 비좌주변에는 구름문과 

연판문을 혼용하여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십이지신상과 

구름문을 표현하는 예도 보이고 있다.

태종무열왕릉귀부는 연잎 위에 보상화문을 표현

하였는데, 보상화문 꽃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연판의 

크기는 큰 편이며 전체 22개의 연판으로 이루어져 있

다. 서악리귀부는 연잎 위에 보상화문은 2갈래로 나

뉜 형태이고, 연판의 크기가 큰 편이다. 전체 22개의 

연판이 돌아간다. 연판 내부에는 만개한 보상화문을 

표현하고 있다. 사천왕사지귀부는 22개의 중판 연화

문이 돌아간다. 

이조리귀부의 경우 복연화문만이 양각되어 있는

데 중판의 연잎 위에 보상화문의 표현이 도식화되었

고, 연판의 크기도 소형화되었다. 전체 36개의 연판

이 돌아간다.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종무열왕

릉·서악리·사천왕사지귀부는 입체감이 있는 반면, 

이조리귀부는 연화문이 평면적으로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통일신라 말기까지 연결되

며, 황복사지귀부의 경우 연잎 내 이중의 보상화문을 

넣고 구갑문 내에는 ‘王’자를 넣어 시기적으로 더 늦

어지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표 5 】 연화문 문양비교(태종무열왕릉귀부, 서악리귀부, 이조리귀부)

태종무열왕릉귀부 서악리귀부 이조리귀부

문양

특징
·연꽃잎 위에 보상화문이 꽃을 핀 표현 
·22개의 연판

· 연꽃잎 위에 보상화문의 표현이 양갈래로 
갈라지며 복잡하고 만개한 형태

·22개의 연판

· 연꽃잎 위에 소형의 보상화문 표현 
(꽃술 형태)

·36개의 연판

0 30cm

【 그림 2 】  황복사지서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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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상문(표 6 참조)

이조리귀부에서 다른 Ⅰ형식에서 볼 수 없는 독특

한 문양은 바로 비좌 측면에 표현되어 있는 좌우상하 

대칭형의 안상문(眼象文)이다. 9세기대 귀부 중 선림

원지홍각선사탑비귀부(禪林院址弘覺禪師塔碑龜趺, 

886년), 월광사원랑선사탑비귀부(月光寺圓朗禪師塔

碑龜趺, 890년) 등에서 안상문이 등장하고 있고, 통

일신라시대 불상 하대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조리귀

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19 

태종무열왕릉귀부는 비좌에 구획이 되어 있지 않

으나<사진 8>, 서악리귀부의 경우 안상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별다른 문양 없이 빈 곳으로 처리해 

놓은 것을 볼 때<사진 9>, 8세기대에 들면서 안상문

을 조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조리귀

부가 태종무열왕릉귀부나 서악리귀부 등을 따라 만

든 조선시대 모조품이라면 굳이 비슷한 시기의 귀부

를 모델로 하지 않고, 빈 공간에 안상문까지 조식하

고, 시기가 다른 소형연화문을 비좌주변으로 삽입하

여 혼합된 문양으로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19  이러한 형태의 안상(眼象)은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간송콜렉션)에도 보이고 있다. 
秦弘燮, 1997, 『新羅ㆍ高麗時代 美術文化』, 一志社, p.138

【 표 6 】 안상의 변천(秦弘燮, 1997, 『新羅·高麗時代 美術文化』, 一志社, pp.136~168 정리해서 표로 작성)

時期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형식

이조리 龜趺

720

9C

9C 初

三國

884

羅末

龜趺
麗初 →

麗初



71 Lee, Eun Seok    

(5) 비좌, 이수

이조리귀부의 비좌에는 삽입된 최진립신도비는 

비신의 양 끝을 “┓┏”형으로 잘라 삽입한 것이 확인

된다<사진 10>. 그리고 비좌의 장축을 보면 비석을 

삽입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넓혀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원래 제작된 귀부 비좌 삽입부의 너비는 

좁았는데, 비신의 두께가 커서 비좌의 전후면을 넓혀 

다듬어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신 아래 

여백이 없어 매우 협소해지고 있다. 보통 비좌의 경

우 전후면의 여유공간이 넓고 측면이 좁은 형태(사천

왕사지귀부의 경우 전후면이 15cm 정도, 측면이 6cm

의 공간이 있음)이나 이조리귀부는 전후면이 좁고 측

면은 비신을 잘라 삽입한 부위로 인하여 더욱 좁게 

느껴진다. 비신을 먼저 만들었다는 『문루일기』기록을 

볼 때, 당시 석공이 비석의 크기도 고려하지 않고 귀

부의 비좌부분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당시 실제로 귀부를 만들었다면 치수도 

【 사진 6 】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귀부

【 사진 8 】  태종무열왕릉귀부 비좌

【 사진 7 】  월광사원랑선사탑비귀부

【 사진 9 】 서악리귀부 비좌

【 사진 10 】  비좌 삽입부(전후면의 폭이 매우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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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대충 만들었을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당시에 백운대에서 형태만 깎은 후 산 

아래로 운반해서(1737년), 신도비가 있는 곳에서 귀

부가 최종 각역되었다면(1739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태종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는 비좌가 

높은 편이나, 사천왕사지귀부는 낮아지고 있으며, 역

시 이조리귀부에서도 낮아지는 형식이 보여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수는 앞면에 7송이의 보상화와 옆면에 3송이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양쪽으로 용 세 마리씩 바깥

쪽 아래로 향하게 조각하였다. 앞·뒤·가운데에는 

여의주를 뒷발로 다투는 듯 받쳐들었고, 이수 앞면과 

좌우에 새겨진 용의 입술과 여의주에는 주칠되어 있

다. 만약 귀부가 모사제작되었다면 이수 제작 시에

도 신라 귀부를 모사해야 하나 조선시대 형식으로 변

화된 이수를 제작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귀부와는 석재 색상, 질감, 제작방법, 문양 등

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경주 남산에서 불상 등이 

제작되는 불국사통 화강암 계열은 옅은 분홍색이 약

간 도는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며, 이조리귀부도 역시 

이런 색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수는 색상도 귀부

와는 다르고, 제작문양 처리도 조선시대에 제작된 모

습을 띠고 있다.20 따라서 이수는 1737년 석재를 옮

겨와서 그 자리에서 각역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조리귀부의 양식적 위치 

이조리귀부는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제Ⅰ양식

에 속한다. 이빨을 표현하고 약간 벌어진 입은 서악

리귀부에서 연결되고 있으며, 사중(四重)의 귀갑문 

배치, 등뼈의 표현, 머리 주변의 문양은 태종무열왕

릉귀부와도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문양상에 세세한 

형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성연대가 

늦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태종무

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의 경우 턱 부위가 약간 곡

선을 이루어 목과 턱이 구분이 생기면서 길게 늘어지

게 표현되었으나, 이조리귀부는 목과 바로 연결되면

서 목이 짧고 두툼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보통 거

북은 정지하고 있으면 머리 쪽이 커지는 느낌으로 목

이 가늘어지고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이다. 태종무열왕

릉귀부나 서악리귀부는 목을 빼고 뒷다리를 벌려 정

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움직일 

때의 거북은 목이 들어가 있어 길이도 짧아지며 두텁

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조리귀부가 전진하고 있는 뒷

발의 자세를 감안해서 볼 때, 당시 제작자의 의도는 

20  지질적으로 보면 남산의 고위산 남쪽 라인 아래(고허성 라인)에는 퇴적암 계열로 지질이 달라져 불상이나 석조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백인성, 2002, 
『경주남산』, p.19).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도 더 이상 남쪽으로 사찰 조영이나 불상 등이 제작되지 않는 이유는 근거리에서 질 좋은 화강암 석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백운대는 불국사통 화강암 지질계의 남쪽 경계라인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강암을 구해 
제작한 후 이동해야 하는데, 경주로 올라가는 현 35번 국도 라인을 따라 북쪽으로 꽤 올라가도 대형의 석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질적으로도 현 귀부
를 안치한 용산서원은 남산 남쪽 끝지역으로, 주변에서는 좋은 석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폐찰이된 백운대의 귀부를 옮겨오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
장 효율적인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1  살아있는 거북을 관찰한 결과, 정지상태로 쉬고 있을 때에는 목을 길게 빼서 목부분이 가늘어지고 머리쪽이 커지며, 옆으로는 양뒷발을 쭉 뻗어 벌려 놓고 
있다. 

【 사진 11 】 최진립신도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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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거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조리귀부와 통일신라시대 귀부와의 비

교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작되는 문양이 계승

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모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내용과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표 7>로 

작성하였다. 

맺음말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소재하는 최진립신도비의 

받침인 석제 귀부(龜趺)는 1740년경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으로 인해 통일신라시대 귀부를 모사한 조선시대 

작품으로 인식되었으나 앞장에서 문헌기록, 형태와 

문양을 고찰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인정하기

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루일기』에는 1739년 6월 최종적으로 한곳에 모

아 각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좌와 비신의 크기가 맞

지 않으며, 귀부와 이수의 제작기법 및 석재의 차이, 

또한 먼거리의 산 정상부에 가까운 백운대에서 제작

한 점 등은 이미 백운대라는 절터에서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을 옮겨왔음이 분명하다. 또한 고고

학적인 형식학에서도 볼 때 구름문과 연화문 등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시간상의 세리에이션

(Seriation)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만약 이조리귀부에서 

한 문양만 변화양상이 보인다면 모사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귀부 문양 전체에서 동시에 보인다는 점

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문양은 통일신라시대

의 와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당시 조선시대 석

공들이 문양의 시간적인 변화속성을 모두 반영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다. 아울러 귀갑문양의 배치는 이전의 태종무열왕릉

귀부를 따른 것이 훨씬 효율적이나, 이와 같이 어려

운 배치는 보다 발전된 형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진하는 모습의 이조리귀부는 경주에 전해지는 

다른 귀부들에서도 찾기 힘든 생동감이 보이며, 일렬

상의 귀갑문 배치는 이전 귀부의 문양 배치보다 훨씬 

도식화되고 공간 활용을 고려한 발전된 형식으로 판

단된다. 

이상에서 볼 때 이조리귀부는 태종무열왕릉귀부

와 서악리귀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

습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표현에 있

어서는 서악리귀부와 연결되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 표 7 】 귀부 형식 고찰

모사품 의문점 고찰 결과

1
태종무열왕릉귀부 등에 비해 머리와 목이 
짧고 두툼하게 처리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세로 표현

2 육각형 귀갑문의 배치가 이상함
하단 좌우는 몸체가 작아지는 귀부에 표현하기 위한 발전된 형식으로 귀갑을 연결하는 표현 
(문양의 크기와 수량을 적정하게 배치)

3 비좌주변 연잎 문양 소형화
구름문과 함께 시기흐름에 따른 변화(통일신라시대 기와 등의 문양과도 동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전반적으로 무열왕릉·서악리귀부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

4
안상의 수법이 다른 귀부는 파내는 형식이나
선부조로 새김

불상 등에서도 나타나는 문양이며, 안상이 귀부에 처음 새겨진 형식으로 판단됨 
(서악리귀부는 공간만 마련했으나 문양을 새기지 않음)

5
발가락이 전체 크기에 비해 작고 힘이 없음, 
새끼발가락이 가장 큼

대석 위 조각공간 부족, 새끼발가락이 큰 것은 사천왕사지귀부에서도 나타남

6 귀부가 제작된 기록이 남아 있음

기록상에 여러 의문점 제기
- 백운대에서 옮겨온 것, 구판제작 기록 부실(비신은 33일이 소요되나, 구판은 4개월 소요) 
-  비좌의 크기가 맞지 않아 양쪽 절단, 전후면도 다듬어 비신 삽입 
(1739년 6월 동시에 최종각역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없음) 

-  당시 제작된 이수와는 문양, 방법, 석재와 다름 
→ 17, 18세기 제작되던 귀부의 양식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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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 귀부보다는 늦은 시기이며, 7세기 후반대

로 편년되는 사천왕사지귀부와도 시기적으로 큰 차

이가 없으나 성덕왕릉귀부보다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때, 이조리귀부의 제작시기는 늦어도 8세

기 중엽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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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rtoise pedestal for the memorial monument of Choe Jin-rip(an army officer in the mid-Joseon Period) in 

Ijo-ri, Naenam-myeon, Gyeongju is known to have been made in 1740. As such, it was originally understood to be a 

Joseon imitation of a tortoise pedestal made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style of the Ijori Tortoise Pedestal differs 

from other tortoise pedestals dating back to the same period, and bears no resemblance to the Unified Silla pedestals of 

which it is a copy. 

Mullu ilgi, a record of the production of the pedestal, explains that the monument was made before the pedestal. 

Traces show that the two sides of the bottom of the monument were cut off so that it would fit into the smaller space 

made on the pedestal. It is scarcely conceivable that they made the pedestal and the platform without considering the 

bottom size of the monument. The record only states that the monument was made at a temple site named Baegundae, 

without explaining the details of the production process. This leaves some doubt as to whether its production was un-

dertaken systematically.

The cloud patterns engraved on this pedestal look similar to the temporal seriation found on the Tortoise Pedestal 

of the Royal Tomb of King Muyeol and the Seoangni Tortoise Pedestal of Gyeongju. The lotus pattern decorating the 

square pedestal on the back of the tortoise is one of a number of patterns that were widely used on roof-tiles in the 8th 

century, the heyday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The Ijori Tortoise Pedestal, which represents a tortoise moving forward, displays a liveliness the like of which is 

rarely found in its cousins remaining in Gyeongju. The layout of the patterns in a queue on the tortoise-shell looks 

much better schematized than those made at an earlier date. It also looks like a more developed form, with the use of 

spac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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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factors as the style of the patterns, the incongruity between the monument and its pedestal, and what is stated 

in the historical record indicate that the Ijori Tortoise Pedestal of Gyeongju was made in the mid-8th century(i.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rather than in the Joseon Period(i.e. the 18th century), as an imitation of earlier ones, includ-

ing changes in the style unique to the Sill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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