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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단종(端宗, 1441~1457) 장릉과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 사릉은 매우 간소하게 조성되어 있다. 1698년에 단종을

복위하면서 원래 묘제로 조성되어 있던 무덤을 능제로 추봉하 는데, 특이하게도 석물의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왕위에 오른

적이 있는 왕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무석인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석수도 1쌍씩만 조성되어 있다. 이렇듯 장릉과 사릉은 매우

간소하게 조성된 탓에 석물연구에서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두 능의 추봉과정 및 석물 조성과 관련된 문헌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석물을 면 히 분석하 는데,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조선시대 왕릉

석물 간소화의 문제이다. 그간 조선 왕릉석물의 축소는 1701년에 조성된 명릉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간소화의 계

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간소화가 장릉과 사릉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간소화가 일어난 것

은 단순히 서인으로 폐위되었던 왕의 무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능이 추봉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오랜 기근과 역병에

따른 피폐된 경제와 혼란에서 기인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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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 제6대 왕 단종(端宗, 1441~1457) 장릉<그림 1>과

그의비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 사릉<그림2>은

매우 간소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

지못했다. 석물의크기가작을뿐더러, 왕의무덤임에

도 불구하고 무석인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석수도 1쌍씩

만조성되어있는것이능주(陵主)의비극적삶을대변하

는듯하다. 실제로능주의기구한삶에비추어장릉문석

인이 우는 모습이라거나, 단종이 무신에 당했기 때문에

무석인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숙종

이단종을복위시키고서도무덤을그토록간소하게꾸민

이유는무엇일까?

장릉과 사릉이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699년이다. 숙종연간(1674~1720)에조성된왕릉들중에

서, 장릉과 사릉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조성된 왕릉들과

그 이후에 조성된 왕릉들은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

다. 17세기는 예학의 발달로 왕릉을 장대하게 꾸미던 시

기 는데, 장릉과사릉에이르러서갑작스럽게규모가

축소되고 석물이 간출하게 조성되었다. 이를 단순히 서

인으로폐위되었던왕의무덤이기때문이라고보기는어

렵다. 단종의생모 던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의

현릉(顯 , 1513)은 단종과 마찬가지로 현덕왕후가 서인

으로폐위되었다가복위되면서새로조성된능임에도격

식을갖춰장대하게조성되었기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왕릉을 국조오례의 규범에 따라 조성했

기 때문에 일관된 체제를 유지하 고 석물의 종류와 배

치에서도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석물의 크기는 시기

에 따라 변화했다. 예를 들어 문석인의 경우 오례의에는

8척3촌(2.5미터)으로정해져있으나, 실재문석인상은조

선 초기에는 대략 7척5촌(2.3미터) 정도 다가 중종대에

는 11척(3.3미터)까지 커지기도 하 으며 조선 중기까지

는 적어도 오례의에 기록된 크기를 유지하 다. 그런데

18세기 전반기에는 6척(1.8미터)도 채 안 될 만큼 작아졌

는데, 이러한현상은숙종이내린간소화교령을따른것

으로 1701년에 조성된 명릉에서 처음 실행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석물의 간소화는 이미 1699년에 장릉

과 사릉을 추봉하면서 단행되었으며, 그 규모가 이례적

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작스런 석물

간소화는 숙종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숙종이 간소화

교령을 추동한 것은 급박한 현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장릉과 사릉의 추봉과 석물 조성과정

을 면 히 검토하고 왕실 권위의 상징물과도 같은 왕릉

을간출하게꾸미게된역사적배경을밝히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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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장릉은강원도 월군 월읍 흥리산 133-1번지에 조성되어있으며정순왕후사릉은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능리산65-1번지에 조성되어있다. 

고제희, 1997, 『한국의묘지기행 3』, 자작나무, p.282. 

단종은 사후 200여 년 후인 1681(숙종 7)년에 신원(伸寃)되어서대군(大君)으로 올려지고, 다시 7년 후인 1698(숙종 24)년에 왕으로추복되었다. 

예학의 발달과 17세기 왕릉석물과관계에대한논의는김은선, 2008. 「17세기 인·숙종기의왕릉조각」『강좌미술사』, 31호, pp.153~175. 참조

현덕왕후의현릉조성과정과석물에대한언급은김이순, 2009, 「세종대왕‘구 릉(舊 英 )’석물연구」『정신문화연구』, 114호, pp.160~162. 참조

조선시대왕릉의보수성과일관성에대한논의는조인수, 2009, 「조선시대왕릉의현상과특징: 명청대황릉과의비교를중심으로」『미술사학연구』, 262호, pp.69~98. 참조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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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릉 전경(강원도 월, 1699) 그림 2 사릉 전경(경기도남양주, 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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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조성과정

1. 단종 장릉

1) 노산묘 조성 및 수축

장릉은 1457년에 월 호장 엄흥도(嚴興道)가 단종의

시신을암장했다는노산묘(魯山墓)에서시작한다. 『세조

실록』에는 노산군이“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禮)로

써 장사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엄흥도가 단종

의 시신을 수습하여 월 북쪽 동을지산(冬乙旨山)에 암

장하 을 뿐 아무런 석물을 갖추지 못했다. 이후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원래 노산묘의 형식과 이를 수축하여 왕

릉으로추봉하는과정을확인할수있다. 

우선, 단종 사후 60년이 되던 해인 1516년 11월 22일에

중종이“노산의 묘소에 관원을 보내 치제한 다음, 분묘를

수축(修築)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우승지 신상(申 )

이 노산묘에 치제하고 복명하며,“묘는 월군 서쪽 5리

길곁에있는데높이가겨우두자쯤되고, 여러무덤이곁

에총총했으나고을사람들이군왕의묘라부르므로비록

어린이들이라도식별할수있었고, 사람들말이‘당초돌

아갔을 때 온 고을이 황급하 는데, 고을 아전 엄흥도(嚴

興道)란사람이찾아가곡하고관을갖추어장사했다.’하

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엄흥도가 만든 노산묘의 규

모를 짐작할 수 있다. 1516년에 수축할 때에도 별도의 석

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무덤은 현재의 봉분 모양으로

보아유돌분(乳突墳) 형식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후 왕실에서 노산묘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다가

35년 만에 다시 관리하게 된다. 중종은 1540(중종 35)년

8월 4일 전교에서 노산묘에 사제(賜祭)하려고 하면서

“이는 요즘 하지 않던 일이니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하

라.”고 하 다. 이듬해 7월 26일 기사에는“ 월 군수는,

7개월 안에 3명이 잇달아 죽어서 관청의 사무가 형편

없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 더욱 심하게 되었

으니 이곳의 군수를 고를 때에는 재간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

김희성( 希聖)은 천고(賤賈)의 계출(系出)인데다가

인물이용렬하여결코그직임을감당할수없으니, 체직

시키소서.”라는 내용이 있다. 이때 박충원(朴忠元,

1507~1581)이 월 군수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1541년에 월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은 잊혀진 노산묘를

찾아제사지내고분묘를다시수축했다. 

노산묘는1581(선조14)년에강원감사정철의장계(

啓)에 따라 석물이 세워짐으로써 어느 정도 체모가 갖추

어진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때 석물은 왕릉이 아닌 대

군묘(大君墓)에 해당하는 체제로 문석인, 장명등, 망주

석, 상석, 혼유석, 향로석, 표석으로 구성되었다. 이 석

물중에서문석인, 망주석, 장명등은이후장릉봉릉시에

다듬어재사용했기때문에현존한다. 그후다시100년이

지난 1681(숙종 7)년에“정비(正妃)가 탄생한 바는 모두

대군·공주라고일컬으니, 노산군도당연히대군으로일

컬어야 한다.”고 하며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복하

고, 이듬해분묘를수축하고표석을고쳐세웠다.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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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년 정축(1457) 10월 21일

『중종실록』11년 병자(1516) 12월 10일@  

일반 묘에서쓰는유돌분형식은이보다 3년 전인 1513년에 중종의명으로수축한연산군묘에서도찾아볼수있다. 이익(李瀷)은 유돌분을마렵봉(馬 封, 말갈기)으로 보았
고(『성호사설』제20권, 경사문), 김장생도마렵봉이라고언급하 다. 『사계전서』제40권, 의례문해, 상례

『선조실록』에 실린‘박충원의 졸기’에 따르면, 박충원은 임백령(林百齡)에게 미움을 받아 월 군수로 쫓겨났다. 월에 요사스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관리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산군의 빌미라고 하 다. 그러자 박충원이 제문을 지어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 박충원이 6년 동안 군수로 있었으나 끝까지 탈이 없
었고요사스런말도사라졌다. 

강원 감사 정철(鄭澈)이 장계하기를,“노산이 군(君)에 봉해졌으니 그 묘에 마땅히 품제(品制)가 있어야 할 것인데, 묘역에 석물이 없고 초동목수(樵童牧竪)도 금하지 않고
있어서 길가는 사람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 분묘를 수축하고 석물을 세울 것은 물론 관원을 보내 치제하소서.”전교하기를,“대신과 의논하여 분묘를 수축하고 석물을
세울것은물론근신을보내치제하도록하라는뜻을예조에이르라.”하 다. 『선조실록』14년 신사(1581) 1월 6일

노산묘석물의종류와숫자는윤순거가편찬한『장릉지』에「舊誌」‘墳墓’조에“ 曺魯山君墓所石物等品磨鍊床石標石香坐兒長明燈各一望柱冠帶石各二”라고기록되어
있으며, 석물의크기는『장릉봉릉도감의궤』「 啓秩」에“文石長七尺五寸上廣二尺下廣二尺二寸五分上厚一尺八寸@  下厚同 ... 望柱石臺上七尺厚一尺,@ 長明燈短小且非象
設體制改造次, 床石香 石表石(前面 山大君之墓後面萬曆九年七月初九日後可二甲子上之七年辛酉命加大字仍舊改刻越明年壬戌八月二十七日立)”라고밝혀져있다. 

『숙종실록』7년 신유(1681) 7월 21일

『숙종실록』8년 임술(1682) 1월 28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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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릉 조성

숙종은 1681년에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올려 단종

복위의첫걸음을뗀후, 1698년에추복을단행했다. 복위

를 논하는 과정에서 노산대군의 추복을 반대하는 사람

들이 적잖았지만, 숙종은 단종이 폐위된 것은 대신

들의 그릇된 청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세조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복위를 단행한 후 제일

중요한 일은 위패를 종묘에 부묘하는 것과 무덤을 왕릉

으로 봉릉하는 일이었다. 숙종은 1698년 10월 29일에

의정 유상운(柳尙運)을 종묘에 부묘하는 부묘복위도

감도제조로 삼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최석정(崔

錫鼎)을 능을 봉축하는 봉릉도감의 도제조에 임명하

다. 최석정은 총리사로서 장릉과 사릉의 봉릉을 총괄

적으로지휘하 고, 처음추복을건의했던신규(申奎)

는 예조좌랑이 되어 장릉 삼물소의 책임자인 낭청으로

참가한다.

조선 왕릉은 능선의 끝자락에 사초지를 조성하고

봉분을 얹어, 그 자체로 거대한 산릉(山 )을 이룬다.

그러나 장릉은 엄흥도가 암장했던 원래 자리에 그대로

봉릉하여 봉분이 산의 중허리에 위치한 탓에 능역이

옹색하고 좌우변의 급경사로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자각이 산 서편 아래 옆구리에 위치하고 홍살

문을 남쪽에 배치하여 신로가 꺾이게 되었다. 그리고

현존하지 않지만 재실 남쪽에는 작은 연지( 池)가 있

었고, 조금 더 내려와서 경액지(景液池)가 있었다. 경

액지는19세기전반에그려진「월중도(越中圖)」<그림3>

에 표시되어 있다.

2. 정순왕후 사릉

1457(세조2)년에왕대비에서부인으로강등된정순왕

후는 단종이 죽자 정업원(淨業院)에서 살다가 1521(중종

16)년에82세의일기로세상을뜬다. 묘소는단종의누이

경혜공주의 시가(媤家) 해평 정씨 묘역인 현재의 자리에

만들어졌다. 비록 서인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중종은 노

산 부인 송씨의 상례(喪禮)를 대군 부인의 예에 의해 행

하도록 하 다. 즉 완산군 부인보다 후하게 하 으며,

무덤의 석물도 묘제로서 문석인과 장명등 등을 설치했

다. 이는앞서언급한노산묘에석물을처음설치한시

기보다60년앞선것이고, 보다격식을갖춘것이었다.

대군부인의묘에서왕후의능으로의추봉작업은장릉

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릉과 사릉은 크기와 양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병풍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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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기록을 보면, 숙종은 즉위 24년인 1698년 9월 30일 결성(結成, 충남 홍성) 현감을 지낸 신규의 상소를 받고, 10월 23일 대정에 종친과 문무백관 491인을 모아
놓고 추복에 대한 대 토론을 벌인다. 혹은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혹은 시행할 수 없다고 하 는데, 이 자리에서 관리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발언하며 결론은 임금에게
미룬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세조께서 선위를 받으신 초기에는 노산 대군을 존봉하여 태상왕(太上王)으로 삼았고, 또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문안하는 예를 시행하 다. 불행하게도
마지막에 내린 처분은 아마도 세조의 본뜻이 아닌 듯하며, 그 근원을 추구해보면 육신(六臣)에게 말미암은 것이다. (중략)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추복하게 되면, 이는 세조
의성덕(盛德)에도 더욱빛이있을것으로여긴다.”『숙종실록』24년(1698) 10월 24일

능 조성에서 총리사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도제조를 맡은 최석정이‘도제조’는 서울에 있을 때 칭호이고, 지방에서 설치할 때에는 모사(某使)라 칭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산릉도감의‘총호사’라는 칭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총리사(摠理使)’로 부르게 해 달라고 왕에게 건의하 기 때문이다.(『장릉도감의궤』「啓辭秩」, 1698년
12월 16일) 

『춘관통고』제17권(奎貴 3684) 길례 / 능침 조에는“ 池 在齋室南 長二十四步 廣十 步 名景液池 池上有樹名拱 亭”이라고 연지의 크기를 밝혔고, 『장릉사보』의 권수에는
경액지를 池 아래 石橋의‘東一里’에 있는 大池’라고 했다. 거리상 현재‘노루공원’으로 조성한 곳이 경액지로 생각된다. 경석지(景淅池)나 경야지(景夜池)로 설명한 곳도
있으나이는오류로보인다. 

『중종실록』16년 신사(1521) 6월 6일

이러한사실은『사릉봉릉도감의궤』의‘계사(啓辭)’무인 11월 29일의 최석정보고에서확인할수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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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중도(보물제1536호, 장서각)



3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난간석 없이 석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의물을 갖추었다.

사릉 역시 체제는 조선 왕릉의 일반적 형식을 따랐으나,

특이한 점은 해평 정씨 묘역 안에 원래 조성되었던 무덤

을 천장하지 않고 그 무덤을 그대로 왕릉으로 추봉한 것

이다. 이로인해정씨들은자신들의묘역에더이상출입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에 능역 건너편에서 제사를 지내

도록‘鄭氏望祭所’를 설치했음을『장릉사보』에 실린

「사릉도」<그림4>에서확인할수있다. 

장릉과사릉을동시에추봉하면서도원래무덤에약간

의의물을갖추는정도로그친것은특이하다. 조선왕릉

에서왕과왕비는같은능역에두는것이일반적이고, 더

구나장릉은조선왕릉에서이례적으로도성의100리밖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릉을 서울 근교로 천장했어야

했다. 게다가 조선 왕릉에서 원래 무덤을 천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의물을 추가하는 정도로 추봉하는 경우 역시

흔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 숙종은 후일에“장릉(莊 )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당초의 장사(葬事)가 틀림없이

예(禮)대로못했을터이니, 복위한뒤에어찌천봉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마는, 오래된 능침을 천동(遷動)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더 봉축하도록 했으

니...” 라고 언급하 다. 여기에서 천동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한 것은“오래 된 능에 구멍을 파고 회를 쌓는 것

은미안(未安)”하다고반대하는대신들때문이기도했지

만, 장릉을천봉할수없었던보다실질적인사정은석

물을 간출하게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

과도 접한관계가있을것이다.

석물

1. 석물 조성 및 참여 장인

1698년에단종추복과동시에단종과정순왕후의무덤

을추봉하기위한도감이설치되었다. 각능의추봉과정

을 기록한 봉릉도감의궤가 각각 남아 있어 그 내막을 비

교적상세히알수있는데, 각의궤를토대로추봉과정을

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두능의봉릉도감총괄책임은판중추부사최석정이맡

았고, 도감아래에별도의하부조직을각각구성하여 월

과양주에서독립적으로추봉을진행하 다. 장릉은1699

년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51일 동안, 사릉은 1698년

12월 26일부터 봉릉일인 1699년 2월 20일까지 55일 동안

각각 연인원 2,000여명의 석수가 동원되었고, 장릉보다

사릉이 먼저 봉릉되었다. 두 능의 석물 체제는 동일하게

병풍석·난간석·무석인은 배설(排設)하지 않았고 혼유

석과장명등은각1기씩, 문석인·망주석·석마·석호·

석양은 1쌍씩 배설했다<그림 5>. 장릉에서는 원래 세워

져 있던 문석인·망주석·장명등의 체석을 그대로 사용

하 던반면, 사릉에서는모든석물을새로마련했다. 

각 의궤에는 화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장릉의 전체 책

임화원은장자현(張子賢)이었고, 최석헌(崔碩 )과김구

성(金九成)은 사후토제(祀后土祭)의 알자(謁者) 역할을

했다. 장자현은『남별전중건청의궤』(1677년), 명성왕후

『빈전혼전도감의궤』(1683년), 『선원록교정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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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44년 무술(1718) 8월 28일

『숙종실록』44년 무술(1718) 윤8월 15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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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릉도(『장릉사보』「권수」,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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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에도등장하는인물로, 1705년에는숙종이선위를

그만두도록말리는상소에동참하는등꾸준히국가적인

사업에참여했던인물이다. 그리고최석헌(崔碩 )은14년

전인 1684년에 숭릉의 석물 기화자로 기록되어 있다.

사릉의 책임 화원은 장상량(張相良)이었으나, 석물의

밑그림을그린화원은조성소소속으로상을받은장시량

(張時良)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시량은 1688년에 조성

된휘릉의석물을기화하기도했던인물인데, 1699년1월

28일부터 5일간은 대부석소에서, 2월 9일부터 5일간은

조성소에서그림을그린것으로기록되어있다.

조각을했던대부석소의인원편제는석수1명당육조

역 1명과 모조역 1명씩을 붙여 주었다. 장릉과 사릉 모

두, 편수 등 주요 석수는 서울에 거주하던 경장(京匠)들

이었으나 일반 석수는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의 출신이

다수 참여했는데, 장릉의 경우는 경상도, 사릉의 경우는

전라도와 황해도 출신이 많았다<표 1 참조>. 장릉에 앞

서휘릉조성에참여했던서울거주석수중에서편수이

희선(李希善)은 장릉의 편수로 배치되었고, 석수 조막립

은장릉편수, 오사준(吳士俊), 정몽남(鄭夢男) 등은석수

로, 석수조금(趙金)과정금(鄭金)은사릉편수로, 이천량

23

『사릉봉릉도감의궤』, 「조성소」및「대부석소」23

구분 장릉봉릉의궤 사릉봉릉의궤

편수 李希善, 趙莫立, 趙雲伊, 韓二忠 趙金, 鄭金

石手

冶匠 金世根(편수) 金先伊(횡성) 金二宗 (서울) 李克民, 金武起, 崔實, 吳有善, 金孝根, 洪守命

和匠 金永俊, 池興石, 李說男, 鄭振明, 具承先(서울)@
朴成輝, 李件乙里金, 之, 李次善, 張唜乭, 金莫同, 李成郁

趙望伊, 李太日, 崔明見 (제천) 世明

刻手 @ 李春立(서울)

표 1 의궤 공장철 석수 기록

金莫乃, 朴巨福, 李五公, 韓乭石, 朴斗生, 崔仁明, 李乙生, 李貴男,

李愛先, 安云伊, 金守堅, (서울)

姜次極, 安愛云, 金太善, 安末龍, 金明吉, 吳永俊, 金尙建, 金承福,

鄭夢男, 金大明, 陳海申 (충주), 安二士里, 朴完石, 朴永鐵, 吳士俊,

朴唜善, 金海金 (청주), 金惡善, 咸善鶴, 嚴唜龍 (홍성)

士伯 (원주), 崔戒丑, 白得賢 (이천)

金云先 (선산), 裵有福, 全斗善(김포-양진)

金尙日, 咸敏伊, 李有建 (김포-통진)

禹丑伊 (상주), 李述伊, 金俊業 (양평)

林玉立 (전주?), 金武直, 金大男(죽산-안성)

姜玉先 (김해), 金戒直, 洪石堅 (수원)

金守吉 (진주), 朴 忠, 朴士吉 (온양)

金次吉(연기), 金太明, 劉貴堅 (제천)

李太日, 李 日(당진) - 57명

朴吉, 李太生, 金善雲, 李天良, 尹五吉, 黃承善, 朴點, 裵香難, □二

興, 徐戒雲, 徐石進, 高守命, 趙命信, 金上 , 金丑善, 裵貴同, 崔士

龍, 金起宗, 李順男, 李命福, 鄭鶴, 朴爲孫, 申小善, 方孝元, 李戒永,

白天民, 閔有善, 金建, 林必上, 鄭次上, 趙海生, 安鶴, 金成一, 金孝

上, 崔海善, 金二立, 李 世, 金順, 裵二達 (서울)

文二宗 (강화), 柳泰善, 柳泰宗 (경기 광주)

朴豆巨非 (양주), 姜善益 (과천)   

朴貴同 (김포-통진), 崔自善, 嚴乭龍 (부평)

金三命 (양평), 朴武信 (익산), 鄭士連 (전라 高山)

金貴軍, 朴莫吉, 金貴川, 李開良(백천)

高德訓, 高德宗 (안악)

鄭乙民 (충청 淸安), 金乭金 (충남 한산)

金義善, 曹天軍 (해주), 生 (전남 金溝)

僧天信, 僧宗惠 , 僧順奉 (전라 礪山) - 64명

그림 5 장릉과 사릉 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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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天良)과 최사룡(崔士龍) 등은 사릉 석수로 참여했

다. 이처럼 함께 작업하던 석수들이 장릉과 사릉 석물

조성에 나뉘어져 참여했기 때문인지, 장릉과 사릉은 전

혀 다른 지역에 조성되었으면서도 두 능의 석물 사이에

는양식적인유사성이감지된다.

석재 운반을 위해서는 승군이 대거 동원되었다. 장

릉은 강원, 충청, 경상도에서, 사릉은 전라, 함경도에서

동원되었으며, 석수 중에는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

릉에는주로건축부재를만드는소부석소에만82명중6

명이 승려 지만, 사릉의 경우에는 주요 석물을 조각하

는 대부석소에 참여한 석수 66명 중 3명(天信, 宗惠, 順

奉)이 승려 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불교조각과 석물의

연관성문제는향후고찰해야할문제다.

2. 석물 분석

1) 혼유석과 고석

노산묘에는1581년에강원감사정철의건의로조성된

상석, 혼유석, 향로석등묘제석물이놓여있었으나이들

을능의좌변산아래에묻고 새로혼유석과고석을마

련한 것으로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장릉의 혼유석

은 약 5.1톤가량이고 강원도 제천시 북면의 부석소에서

채취되었으며, 사릉의 혼유석은 약 4.4톤가량으로 추정

된다<표2 참조>. 불과10년전에조성된휘릉(1688년)의

혼유석이 8.7톤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지나

지 않는 크기이다. 그래도 장릉의 혼유석을 끌어 옮기는

데무려승군700명이동원되었다고기록되어있다.

두 능의 고석은 세부 장식에서 차이가 있다. 장릉 고

석은상하단에연주가새겨져있고네측면에나어두(羅

魚頭)가새겨진전형적인왕릉석물의형식인데, 조각의

두께가 그 이전에 제작된 고석에 비해 매우 얇다. 반면

사릉고석은연주장식이없고나어두입에물린고리가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그림 6>. 장릉에서는 3쪽으로 된

하박석이 정 하게 다듬어져 있고, 노산묘의 표석을 아

래에 묻었기 때문인지 비스듬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평을잘유지하고있다.

2) 문석인

장릉과 사릉의 문석인은 크기와 조각 양식이 서로 다

르다. 장릉의 문석인<그림 7>은 추봉할 때 새로 만들지

않고 노산묘에 원래 배설되어 있던 석물을 다시 다듬어

사용한것이라고기록되어있다. 현재장릉문석인의키

는 220cm로, 기록대로라면 묘제(墓制) 석물임에도 불구

하고 능제(陵制) 석물로 조성된 사릉 문석인보다 훨씬

크다<표 3 참조>. 노산묘에 문석인을 세웠던 1581년은

조선시대에 석물의 거대화 현상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묘제 석물이라도 크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699년에새로조성된사릉문석인은실제사람의키정

도에지나지않는크기로, 석물의간소화를반 한다. 

28

27

26

25

24

이들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의 조선 왕릉의 대표적인 편수로 활동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로는 김은선, 2008, 「17세기 인·숙종기의 왕릉 조각」『강좌미술사』, 31호
pp.153~175; 장경희, 2007, 「조선후기산릉도감의장인연구」『역사민속학』25호, pp.119~198 등이 있다. 

17세기 후반에는 장릉과 사릉 이외에도 산릉에 승군이 대거 동원되었는데, 이 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윤용출, 2011,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지역과
역사』, 28호, pp.203~238. 참조

『장릉봉릉도감의궤』「대부석소」, ‘舊床石長明燈蓋石望臺籠臺香 魂遊石等物左邊山下埋置’

『장릉봉릉도감의궤』「대부석소」, ‘舊表石埋安後二次撻固’및‘舊表石埋安於 石下’27

26

25

24

그림 6 고석 비교

표 2 혼유석 크기 비교

* 조선시대 조척의 길이에 관하여 박흥수의 연구가 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방법에 따라 1척을 31.24cm로 환산하 음

비고
(석재비중2.7)구분 봉릉도감 의궤 춘관통고 연구자 실측

장릉
42.2x253.7x178.0cm 253.0x178.0cm

42x253x177cm 5.1톤
(1.35x8.12x5.7척) (8.1x5.7척)

사릉
40.6x256.3x171.8cm 59.4x374.9x228.1cm

38x255x168cm 4.4톤
(1.3x8.2x5.5척) (1.9x12x7.3척)

a.장릉 b.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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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능의 문석인은 제작 시기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나

는 만큼 조각 양식도 다르다. 우선 조선왕릉 문석인의

포의소매표현을보면, 임진왜란이후에는정면에서볼

때‘ㅅ’자를 그리며 옆으로 크게 휘날리는데 비해, 장릉

문석인은 소매가 가지런히 아래로 늘어져 있어 16세기

이전의 양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릉 문석인에서

손아래 포의 주름이 길고 좁은‘U’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주름표현은 태릉(1565년)과 강릉(1567년)의 문

석인, 그리고 사대부 이명( 蓂, 1496~1572)의 묘 문석

인<그림8>의주름표현과도유사하여장릉의문석인은

16세기후반의시대양식을 반 하고 있음을알수있다.

홀의 표현에서도 조선 초기에는 하단이 감추어졌다가

점차 드러나면서 동시에 허리의 요대가 노출된다. 홀을

잡는방법도처음에는하단을잡지만효종 릉(1673년)

이후부터는 점차 가운데 부분을 잡는 모습으로 변화하

는데, 장릉 문석인은 홀의 하단을 잡고 있고 사릉 문석

인은 가운데 부분을 잡고 있어 조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장릉 문석인은 사릉 문석인에 비해 발을 좁게 벌

리고서있고포의하단모양도사릉의두꺼운테두리와

달리 가는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장방형의 얼굴표현이

나옆으로약간흐르기시작하는소매하단의표현역시

백인걸(白仁傑, 1497~1579)묘의 석인상<그림 9>과 일

치한다. 이러한양식적특징으로보아장릉문석인은의

궤의기록대로, 추봉당시에제작한석물이아니라1581

년에노산묘에세웠던석물임을확인할수있다. 

사릉의 원래 문석인은 기존의 무덤 석물이 작고 조각

이 정미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제작한 것으로 기록

되어있는데, 현재사릉문석인역시키가169cm로여

전히 크지 않다<그림 10>. 이는 사릉보다 약 10년 앞서

조성된 휘릉(1688년)의 문석인(242cm)에 비해 무려 70

여cm 축소된 크기이며, 현재 사릉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단종의 조카인 정미수(1456~1512) 묘의 문석인의

크기(226cm)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혼유석과 마찬가지로

석물간소화를단적으로보여준다.

사릉 문석인은 장릉 문석인과는 확연히 다른 인체 비

례와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짧은 하체로 인해 몸에

비하여 머리가 큰 3.5 등신이며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어 귀여운 아이 같은 모습이다. 키의 3분의 1을 차지

하는 홀이 턱을 받치고, 포의 길이는 짧으며 두 다리를

30

당시문석인의키가명종강릉(1567년)이 약 304cm, 의인왕후목릉(1601년)이 약 290cm로 조선시대에서가장장대하게조성되었다.

본 논문에서언급하는‘문화재청’자료는 2007년에 문화재청에서출간한『조선왕릉시설물종합정비기본계획보고서』를참조한것이다.

『사릉봉릉도감의궤』「계사」, 무인 11월 29일30

29

28

그림 7 문석인,  장릉

a.서측정면 b.서측측면 c.서측배면 d.동측정면

표 3 문석인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218.7x68.7x56.2cm

220x80x50cm
동 216x64x54cm

(7.0x2.2x1.8척) 서 221X68X50cm

사릉
162.4x71.9x59.4cm

170x70x63cm 동/서 169x70x62cm
(5.2x2.3x1.9척)

29

그림 8 문석인
(이명묘, 높이 182cm, 서울)

그림 9 문석인
(백인걸묘, 높이 173cm,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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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벌린 자세로 서 있어 전체적으로 정삼각형 형태를

이루고있다. 세부표현은과감하게생략하고포의하단

에 2줄의 테두리 선만 표현했으며, 측면에서는 소매

주름이 S자를 그리며 유려하게 내려오고 측면과 배면

의 윤곽선도 정돈되어 있다. 크기만 작을 뿐 조각을 한

석공의 노련함과 자신감이 엿보인다. 명릉 문석인

(168cm)을 비롯한 18세기 전반기 왕릉의 문석인은

사릉 문석인과 비슷한 크기와 인체비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릉 문석인은 18세기 전반기 문석인 유형의

시원이된다.

3) 석수(石獸)

조선시대에는일반적으로묘에는석수를세우지않고

왕릉에 석호와 석양을 2쌍씩, 그리고 원(園)에는 1쌍씩

만 배설했다. 그러나 장릉과 사릉은 능으로 추봉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석호와 석양이 1쌍씩만 배설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1쌍으로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덕종

경릉(敬 )과 신덕왕후 정릉(貞 )을 전범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장릉과 사릉을 추봉하면서 석물이 간소한 경

릉과 정릉을 전범으로 삼은 것은 가능한 한 능의 규모를

축소시키고자했기때문이다.

(1) 석양

장릉과사릉의석양은같은시기에조성되었지만양식

과크기가서로다르다<표 4 참조>. 장릉석양이사릉의

석양보다 약간 크고 등줄기에 곡선이 있으며, 몸에 비하

여머리가작고볼륨감이비교적잘표현되었다<그림11>.

반면 사릉 석양은 머리와 뿔이 크고 등줄기가 일직선으

로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사각 덩어리의 느낌이 강하다.

장릉 석양의 꼬리는 넓은 데 반해 사릉은 작은 편이며,

귀의 묘사는 장릉이 더 분명하고 사실적이다. 이러한 차

이점들 중에서 머리가 작아지는 현상 이외에는 사릉 석

양의조형적특징이후대석물로이어진다. 이와같은현

상은 앞으로 참여 장인과 석물 양식의 상관관계를 구체

적으로밝힐수있는단서가될수있을것이다.

(2) 석호

사릉 석호는 장릉 석호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표 5

참조>세부묘사가 생략되어 과감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장릉의 석호는 눈썹과 수염이 선으로 표현되었고

이빨이 강조되는 등 세부묘사에 애쓴 흔적이 보인다<그

림 12>. 사릉의 석호는 세부가 생략되고 화강암 덩어리

의 느낌이 나면서도 웅크린 자세에서 위엄이 느껴지며,

표 4 석양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78.1x131.2x46.9cm

72x155x48cm 東) 70x130x46cm
(2.5x4.2x1.5척)

사릉
81.2x115.6x56.2cm

50x120x40cm 東) 60x115x42cm
(2.6x3.7x1.8척)

그림 10 문석인,  사릉

a.서측정면 b.서측측면 c.서측배면 d.동측정면

그림 11 석양 비교

a.장릉

b.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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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가의 주름은 유연한 곡선으로 깊게 새겨져 강한 인상

을 준다<그림 13>. 특히 사릉의 석호는 비례와 자세에

서 인경왕후 익릉(1680년)의 석호와 같은 모습인데, 이

후 18세기 왕릉의 석호 조각에서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표현한예는찾기어렵다.

(3) 석마<그림14>

장릉의 석마는 조선 후기 석마의 전형적 특징인 경직

된 자세로 조각되어 있으며, 머리에서 엉덩이에 이르기

까지 평평하게 일자형으로 등줄기를 이루고 있다. 다리

는 석양과 마찬가지로 가늘게 표현되어 있다. 다리 사이

의 초형 장식<그림 15>은 부챗살처럼 퍼진 난초 잎에 수

선화 모양의 꽃이 새겨진 익릉과 같은 양식인데,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명릉으로 이어진다. 사릉 석마는 고개를

들고 있어 사실적인 느낌이 나지만 몸이 둔중하고 장릉

의 석마보다 전체적으로 크다<표 6 참조>. 그리고 발굽

이 크고 다리는 안정감이 있으며 석양과 마찬가지로 다

리사이에초형문양이새겨지지않았다. 

(4) 장명등

장릉과 사릉에는 사각장명등이 설치되어 있다<표 7,

그림 16 참조>. 조선 왕릉의 장명등을 살펴보면, 조선 초

에는 고려 왕릉의 형식을 이어 받아 후릉과 정릉에서 사

각장명등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17세기까지는 대체로 팔

각장명등이조성되었다. 그런데장릉과사릉에서팔각

장명등의 전통을 깨고 사각장명등이 조성되었다. 이는

31

표 6 석마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78.1x156.2x46.9cm

220x80x50cm 東) 80x156x46cm
(2.5x5.0x1.5척)

사릉
93.7x146.8x56.2cm

95x146x55cm 東) 95x152x61cm
3.0x4.7x1.8척

그림 12 석호,  장릉

그림 13 석호,  사릉 그림 14 석마 비교

a.장릉

b.사릉

표 5 석호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90.6x131.2x46.9cm

92x110x40cm 東) 91x120x50cm
(2.9x4.2x1.5척)

사릉
81.2x96.8x56.2cm

80x120x40cm 東) 76x126x40cm
(2.6x3.1x1.8척)

그림 15 석마 초형,  장릉



4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정종 후릉을 전범으로 삼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1581년에 노산묘에 석물을 세울 때 묘제 형식에 걸맞게

세웠던 사각장명등을 장릉으로 추봉한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장릉에 설치되어 있는

장명등은 기존 노산묘의 장명등에 개석만 새로 만들어

얹은석물이다.

장릉의 장명등은 개석만 새로 제작하 지만 전체적으

로균형과비례가조화를이루고있는데, 이는동시대양

식으로 조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석에 화엽문, 중대

석에 안상, 하대석에 운족을 새기는 방식은 17세기 중반

이후의 묘제 장명등에서 볼 수 있다. 상대석에는 여성제

( 聖齊, 1625~1691, 광주)묘의 장명등<그림 17>에 화엽

문이네면에새겨져있고, 중대석에는음각으로두겹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능원대군묘 석물에서도

나타난다. 하대석은 남양주에 있는 효종의 후궁인 안빈

이씨(1623~1693, 남양주)묘 석물<그림 18>에서와 같이

둥 린 어깨부분에 복련(覆蓮)을 두르고 다리에는 운각

을 하 다. 전반적으로 17세기 후반 묘제 사각장명등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을 고루 취하고 있어서, 장릉의 장

명등은노산묘를수축할당시에제작했던장명등의사각

하대석을당시의시대양식에맞게탁자다리모양으로바

꾸는등개조했으리라고여겨진다.

한편사릉의장명등에대한『사릉봉릉의궤』기록을살

펴보면, 「계사질」11월 29일에옛묘에설치된문석과장

명등이 크기와 품질에서 쓸 만하지 않다고 보고하 고,

「장계질」1월 30일과 2월 26일에는 구 장명등을 묻겠다

는대목이나온다. 따라서현재사릉의장명등은추봉시

에 새로 제작한 석물임을 알 수 있다. 능제 석물로 새로

제작하 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이 용이한 사각장명등을

선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장릉과 사릉

의 사각장명등은 이후 왕릉 석물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

리잡게된다. 

(5) 망주석

장릉의 망주석에는 특이하게 세호(細虎)가 표현되지

않았다<그림19>. 조선왕릉중에서초기에능이아닌묘

로 꾸며진 덕종 경릉(1457)과 장순왕후 공릉(1462) 외의

모든능에망주석이있으며망주석에는세호류가조각되

사대부묘에서는사각장명등이주류를이루었다. 김우림, 2007, 「서울경기지역의조선시대사대부묘제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pp.123~127. 31

그림 16 장명등 비교

a.장릉 b.사릉

그림 17 장명등(여성제묘, 광주) 그림 18 장명등(안빈이씨묘, 남양주)

표 7 장명등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高 215.6cm

220cm 220cm
(4.7+2.2척)

사릉
長 210.4cm

210cm 207cm
(4.2+2.5척)

표 8 망주석 크기 비교(1척=31.24cm로 환산)

구분 봉릉도감 의궤 문화재청 연구자 실측

장릉
長 187.4cm

177cm 183cm
(60척)

사릉
長 140.6cm

200cm 동159cm / 서163cm
(4.5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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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봉릉도감의궤』「대부석소」, ‘望柱石一雙則以前排改正鍊 ...’32

그림 19 망주석,  장릉

어있다. 묘에놓인망주석에는세호가조각되지않은경

우가흔하고, 『장릉봉릉도감의궤』에도망주석은원래노

산묘의 석물을 다시 다듬어 썼다고 밝히고 있어, 장릉

의망주석에는처음부터세호가표현되지않았던것으로

보인다. 망주석 염의의 하단 끝선과 염의 위의 운각(雲

角) 상단 끝자락이 깊게 파여 파형을 그리고 있고, 운각

의아래부분이옆의무늬와서로겹치지않는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효종 릉(1674년) 석물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장릉 망주석은 노산묘에 놓여 있던 석물임을 재

확인할 수 있다. 장릉 망주석의 대석에는 특이하게 화심

(花心)이 있는 접시꽃 모양의 화문(花紋)이 장식되어 있

다. 옛 망대는 봉릉 시에 좌편 산 아래에 묻었다고 의궤

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망주와 달리 망대는 새로 제작

한석물임을알수있다.

조선 왕릉 석물의 망주석의 세호는 귀 모양에서 시작

하여점차구체적인동물형태로진화했는데, 흥미롭게도

사릉의망주석<그림20>세호는동물의꼬리가다람쥐처

럼긴덩어리로변하기시작하는예가된다. 세호의머리

부분은 설치류가 아닌 곱슬곱슬한 털에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다리는 좌우가 어긋나게

표현되어 생동감 있게 기어오르는 모습이다. 참고로 좌

우 세호 모두 위로 올라가게 표현되어 있는데<그림 21>,

이는 세호가 좌승우강이나 우승좌강의 방향성을 띠지

않은조선시대마지막능석물이다. 

3. 장·사릉과 왕릉 석물의 간소화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장릉과사릉의가장두드러진

특징은석물의규모가대폭축소된점이다. 숙종이단종

을 복위하고 무덤을 묘에서 능으로 추봉하 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무덤의규모는왕릉으로보기어려울정도

로작으며석물역시간소하게조성되어있다. 

조선시대의 능 조성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장

례 기간을 단축하거나 석물의 규모를 축소한 경우가 있

었다. 국상(國喪)을 간소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역월제

(易月制) 다.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장례 기간을 줄

이기도했는데, 이를시행할경우에는반드시선례(先例)

를 찾아서 인용하고 간소화의 정당성을 찾았다. 선조 때

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조헌이 석물을 개국 당시

보다 조금이라도 작게 하면 임금의 효도가 무궁하고 겸

덕이드러날것이라면서석물의간소화를주장하는상소

문을올린예도있다. 그러나석물의간소화는쉽게이33

32

망주주두장식

망대화문장식

그림 20 망주석,  사릉

주두장식

망대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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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않다가장릉과사릉을추봉하면서단행되었다.

이 경우에도 간소한 능을 찾아내어 참조했던 사실을 여

러기록을통해확인할수있다. 

우선, 장릉과 사릉 석물의 간소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

쳤는지 살펴보자. 장릉과 사릉을 추봉하는 주체자인 숙

종은1698년10월29일에자신이5년전에배알하 던후

릉의 석물이 가장 간소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예에 의거

하여 장릉과 사릉을 조성하고 이후에도 이를 정식(定式)

으로 삼도록 했다. 그러나 후릉은 석물의 크기만 작을

뿐, 난간석과 문·무석인이 모두 갖춰진 전형적인 왕릉

체제로 조성되어 있어 장릉과 사릉의 석물 체제와는 많

은차이가있다.

그렇다면장릉과사릉이현재와같이병풍석, 난간석,

무석인이 없이 단출하게 조성된 것은 후릉 이외의 능을

전범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릉봉릉도감의

궤』와『사릉봉릉도감의궤』를 살펴보면, 「계사질(啓辭

秩)」11월 10일 기록에 최석정이 각 능의 상설 숫자를

살펴보니경릉(敬 )과정릉(貞 )에는무석(武石)이없

다고 보고하 고, 체제는 이미 후릉으로 결정하 으니

석물의 숫자도 당연히 간략한 쪽으로 가야한다고 건의

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의정 유상운이 상설의 숫자

는 경릉과 정릉을 따르고 크기는 후릉을 쫓으며 난간석

은설치하지말것을건의하 다. 

당시 덕종 경릉(1457년)과 이를 따른 신덕왕후 정릉

(1669년)을전범으로삼았던이유는이들을추복과추봉

의 전례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릉은 추봉

된 능이며 정희왕후의 뜻에 의해서 석물을 추비하지

않았을 뿐이다. 단종의 복위는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의 경우와 유사한데, 장릉과 사릉을 추봉하면서 현릉이

아닌 정릉을 전범으로 삼은 것은 간소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추존의 경우에서도 경릉에는

무석인이 없지만, 신의왕후 제릉(1408년)과 원종(元宗)

장릉(章 , 1632년)에는 무석인이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이 장릉과 사릉의 전범을 간소한 능으로 삼았던 것은

숙종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숙종이장·사릉에서석물의간소화를적극적으로단행

한이유는무엇일까? 

숙종이 재위 초기부터 석물의 간소화에 관심이 있었

던 것은 아니다. 숙종 연간에 조성된 능 중에서 숭릉

(1674년), 익릉(1681년), 휘릉(1688년)의 경우처럼, 장릉

과 사릉 이전에 조성된 능은 석물의 크기가 비교적 장

대하다. 숭릉은 구(舊) 릉( )의 석물을 재사용했지

만, 익릉과 휘릉을 조성할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가능한 그 규모를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

난다. 『익릉산릉도감의궤』와『휘릉산릉도감의궤』의

「계사질(啓辭秩)」에 따르면, 익릉과 휘릉의 석물 체제

는 병풍석이 없는 릉(英 )을 따르면서도 규모는 건

원릉을 측량하여 맞추고 봉분도 큰 것을 선택했으며,

정자각도 5칸보다는 8칸 체제로 짓도록 결정하 다. 정

자각은 조선 초기 태종 헌릉 조성 시에는 5칸이었으나,

세종 릉 때에는 8칸으로 확장하 다. 그러나 조선

왕릉의정자각은전반적으로5칸을기준으로삼았고8칸

37

36

35

34

조헌, 1574, 『동환봉사(東還封事)』「擬上十 條疏」,‘陵寢之制’

『숙종실록』24년 무인(1698년) 10월 29일

『국조보감』제40권, 현종10년 기유(1669년); “... 또 정릉도다시봉한다음象石(상석)을 설치하고정자각도세우고관을두어수호하게도하여일정한의식을다갖추었다.”

“자전(慈殿)께서 민력(民力)이 고갈된 것을염려하셔서, 릉(寧 )에 묻힌 석물을 새능에 으로써민폐를 덜고자 하시니, 경 등의 뜻은 어떠한가?”『숙종실록』, 즉위년 갑
인(1674) 9월 15일

릉(英 )의 정자각은잘못되었다며, 조종조의제도에따라 5칸으로고쳤다. 『인조실록』17년 기묘(1639) 8월 10일@  3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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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호(동/서), 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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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확대한것은오히려숙종대에들어와서다. 

기록상으로는 숙종이 능제의 간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693년 후릉을 전알하고 난 이후다. 1681년

에 그간 묘호(廟號)가 없던 공정대왕에게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렸고, 12년 후인 1693년 8월 30일에는 정종의

후릉을 참배하 는데, 이때 간소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종의 복위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므로 능을 간소하게 꾸미는 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신하들이 숙종의 간소화 의지에 힘을 실어준

사실도 당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조

판서 최규서(崔奎瑞)가“산릉의 석물과 정자각은, 근대

능의 제도가 건원릉에 비하여 점점 장대하여져서 대

(代)를 따라 더욱 심하여 제한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국휼(國恤) 때를 당하면 신하들이 너무 엄해서 감히

청하지 못하오니, 만약 이 기회로 인해서 정제(定制)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국상(國喪)이 아닌 이번 기회

에 석물을 간소화하자고 건의하자, 숙종이“예조 판서

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후릉의 석물을 보고 마음에 항

상 좋아하 으니 나의 백세 후에도 마땅히 후릉의 제도

를 준용(遵用)토록 하라.”고 지시한다. 결국 장릉과

사릉의 추봉을 계기로 간소화가 단행되었고, 실제로

1701년에 인현왕후가 죽자 숙종은 왕후의 무덤 우측에

자신의 능을 수릉(壽 )으로 만들고 석물의 크기를 대

폭 축소함으로써 18세기 전반기 왕릉 석물의 크기를 줄

일수있었다. 

왕릉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인력

의 희생까지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왕릉은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으므로 간소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1698년에 간소화를 결

정한 데는 당시에 서리·우박·눈·한파를 비롯하여

각종 냉해, 한발 혹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1695년(숙종

21)부터 1699년(숙종 25)까지 지속된‘을병대기근(乙丙

大饑饉)’은 매우 심각했다. 조선시대에 질병과 기근

은 늘 있었지만, 1670년(현종 11)과 1671년(현종 12)에

연이어 발생한‘경신대기근(庚辛大饑饉)’으로 100만 명

의 사망자가 난 후, 또다시 조선을 강타한‘을병대기근’

은 그야말로 대재난이었다. 커다란 재난에 직면한 조선

은 급기야 청나라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여 1만석은 무

상으로 2만석은 유상으로 지원 받기에 이르 으며, 이

원조를 받으러 국경까지 갔던 조선의 대표가 바로 장릉

과 사릉 봉릉의 총리사를 맡게 되는 우의정 최석정이었

다. 최석정은 숙종에게 장릉과 사릉의 석물 간소화를

건의했던 인물이다. 설상가상으로 장릉과 사릉을 조성

하던 시기에‘무기여역(戊己 疫)’까지 겹쳤다. 당시

전염병으로 6년 동안에 400만이 넘는 인구가 감소했는

데, 이는 당시 인구의 25%가 넘는 수치이다. 장·사

릉을 조성할 즈음에 질병과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는 이만성(李晩成)이 향리(鄕里)에 있으면서 올린 다음

상소에서도드러난다.

장릉과사릉두능의역사를일으키려고하니, 상설(象

設)을 안배하고 재각(齋閣)을 경시(經始)하면 반드시 백

성을 동원하고 수고롭게 하여 많은 세월이 흐른 연후에

야 바야흐로 그 완성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氣)가 치열하게 일어남이 이와 같으니, 수천 명

의 일꾼이 한 곳에 다 모이면 전염될 것이 염려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잠시 기약한 날짜를 뒤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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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별집제2권@  사전전고(祀典典故), 산릉, 붙임 장사의제도

을병기근(乙丙饑饉)은 을해년(1695)과 병자년(1696)의 기근을 지칭하나, 실제는 두 해에 그치지 않고 5년이나 지속되었고, 이를‘을병대기근’으로 부른다.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기와숙종대사회상」『역사와현실』, 25호, p.13.@ 

『숙종실록』24년 무인(1698) 4월 26일

장릉을 봉릉 기간인 1698년(숙종 24)부터 1699년(숙종 25)까지의 전염병이 번진‘무기여역’에 대해서는『숙종실록』28년 임오(1702) 8월 11일 기록에 우의정 신완(申琓)이
상소문에서“... 오늘날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해년·병자년의 기근(乙丙饑饉)과 무인년·기묘년의 전염병(戊己 疫)은 예전에 없던 바로써,
곡식이다없어지도록나누어진휼(賑恤)하 으나그래도부족하 습니다....”라고 하 다. 

“처음 병자년(1696 숙종 22년) 에 장적(帳籍)을 만들 적에 흉년 때문에 정지하 었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완성하 다. 경외(京外)를 통틀어 호수(戶 )가 1백 29만 3천
83이고 인구가 5백 77만 2천 3백이었는데, 계유년(1693 숙종 19년) 에 견주어보면 호수는 25만 3천 3백 91이 감손되었고 인구는 1백 41만 6천 2백 74명이 감손되었다.
을해년(1695 숙종 21년) 이후 기근과여역이참혹했기때문에이에이지경이된것이다.”『숙종실록』25년 기묘(1699)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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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내년 가을까지 기다린다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만성은역병의심각함을이유로역사를연기할것을

주장했고, 최석정도“기근과 질병으로 백성들이 장차 다

죽어가고있으니산릉의모든일은마땅히절약함을좇아

야합니다.”라고언급한적이있다. 실제질병의심각성

은 석물을 만들던 현장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

원(醫員) 윤징삼(尹徵三)이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장릉봉릉도감의궤』「대부석소」말미기록에의하면,

1699년1월18일부터2월14일까지채한달도안되는사

이에43명중13명의석수가병으로작업장을떠났다.

당시의심각한경제난과전염병으로인해능을조성하

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무리 기 때문에 모든 과

정을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석물을 재사용하

거나 새로 마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크기를 줄여 국가

재정은 물론 인력의 동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

제로, 비용 조달을 위해‘莊 都監物力分定別單’을 올려

각 도에서 비용을 나누어 충당하고, 전국의 승군 천오백

명을 부역시켰다. 그리고 도감의 관원들이 월에 왕

래할때도지방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여주·충주

코스만을택하지않고양평·원주코스로나누어왕래하

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추봉이 거론되던 해에 최석정

은 시폐(時弊) 10조를 올려 궁중 수리 사업을 풍년이 들

때까지 정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 역

시 능을 간소하게 꾸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시대 상황

을짐작케한다. 

대기근과역병은장릉과사릉을간소화하는직접적계

기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의 추복과 추봉

을 단행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단종은 민간에서는 신

격화된 존재 고 따라서 신규의 상소에서도 드러나듯

이, 단종의복위는“실로오늘날인심을위로하고천신을

감동시킬크나큰관건”이었다. 즉인간의 힘으로해결

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선조들의

죄를 뉘우치고 원한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다. 숙종은단종의복위와추봉은직계선조의잘못을인

정하는 어려운 난제임에도 불구하고,“세조의 본뜻이 아

니었다”는 해명으로 단종을 복위시키기에 이르 다. 복

위로 원한을 달랠 필요는 있었지만 굳이 백성에게 고통

을 주면서까지 능을 거대하게 조성할 필요는 없었고, 예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의물을 갖추어

장릉과사릉을추봉했던것이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단종이 왕에서 서인으로 폐위되었다가 다

시 왕으로 복위되면서 그 무덤도 묘에서 왕릉으로 추봉

되는 과정과 더불어 왕릉 석물이 지닌 조형적 특징과 간

소화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장릉과 사릉은 명분만 왕릉

이지실제적으로는왕릉으로분류하기에부족함이많다.

매우 작은 문석인과 왕릉에서 쓰지 않던 사각장명등이

설치된 사실 이외에도, 무석인이 없고 석수의 수량이 절

반이라는 점, 장릉의 망주석에는 세호가 조각되지 않았

는가 하면 사릉의 석양과 석마의 다리 사이에 초형장식

이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이는 전통 왕릉 중에서도

간소하게 조성된 능을 선택하여 전범으로 삼은 것으로,

그 결과 장릉과 사릉은 능(陵)이라기보다는 원(園)의 규

모로조성되었다. 

조선 왕릉 석물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18세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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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24년 무인(1698) 12월 1일

『숙종실록』24년 무인(1698) 11월 9일

승군을 동원하기에도 매우 어려웠다.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도망자가 속출하 음을 의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윤용출의 앞의 논문
참조. 

『장릉봉릉도감의궤』「移文秩」, 무인(1698) 12월 초6일

김효경, 1998, 「端宗의신격화과정과그의미」『민속학연구』5집, pp.261~295. 

實今日慰答人心感動天神之一大關 也. 『숙종실록』24년 무인(1698) 9월 30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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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석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인현왕후 명릉

(1701), 단의왕후혜릉(1718), 경종의릉(1724, 1730), 진종

릉(1728)의 문석인은 크기가 모두 170cm 내외로, 16세

기에 조성된 문석인 크기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런 간소화를 실행한 첫 번째 능으로 흔히 1701년에 조성

된명릉을꼽고있다. 그러나문석인의크기를대폭줄이

거나사각장명등을선택하고세부장식을생략하는방식

의석물간소화는장릉과사릉에서이미단행되었다. 

장릉과 사릉에서 석물 간소화가 실행될 수 있었던 것

은 능 조성의 주권자인 숙종이 단종의 직계가 아닐 뿐더

러단종을죽음으로몰고간세조의후손으로, 왕실의최

소한의 의례와 권위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숙종대는 왕권이 확립된 시기 으므로 굳

이 능을 거대하게 꾸며 권위를 과시하거나 경쟁자를 견

제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단종의 복위에 반대하는 세

력이여전히존재했기때문에이들을무마하기위해서라

도간소화의명분이필요했을수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결정적인요인은자연재해로인한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이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

했는지는 숙종의 다음과 같은 절절한 탄식에서 드러난

다. “아! 지금이어떤때인가? 하늘이크게노하여기근을

거듭내려서굶주려죽은사람이서로잇달아인류(人類)

가 다 없어지려 하고, 국가의 존망이 몹시 급박해졌으

니... 어떻게 하여야만 천심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

줄수있겠는가? 생각이여기에이르니, 잠자리인들어떻

게편안하겠는가?” 숙종은난국에서벗어나기위해서

단종의 복위를 단행하고 능을 추봉하 기 때문에, 장릉

과 사릉의 간소한 석물은 단종의 아픈 역사와 함께 17세

기 말엽의 피폐했던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

(史料)라고하겠다. 

49

『숙종실록』23년 정축(1897) 11월 23일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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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ngneung (the Royal Tomb of King Danjong) and Sareung (the Royal Tomb of Queen Jeongsun) are simple in their
design and layout. Not only are the sizes of the stone statues small, but stone soldiers are not installed at all despite the
fact that Danjong at one point served as the King of Joseon. Moreover, only a pair of seoksu (stone animal) is installed
for each Tomb. These royal tombs were originally made as common tombs and later upgraded as Royal Tombs when
Danjong’s royal status was reinstated posthumously in 1698. Thus, in comparison to royal tombs in general, the scale
of these tombs is by far modest. For this paper, archival records and other literature for the burial upgrade process and
the stone sculptures are examined; also, the stone sculptures have been examined and measured on-site, and they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data thus obtained. Furthermore, this paper traces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eriod in which the simplification of the stone sculptures took place for Jangneung and Sareung. The paper argues
that the cause of the modest scale lies not so much in the fact that King Danjong had been dethroned as a commoner,
but in the cataclysmic famine and epidemic that swept the country during the time when the two royal tombs were
upgraded as such.

Key Words_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Tomb Sculpture, King Danjong, Jangneung, Sareung, Stone Sculpture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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