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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천약(崔天겭 1684경~1755)은 동래(東萊) 출신 무인(武人)으로 1713년부터 왕실의 공역을 담당한

별간역(別看役)이었다. 그는 능묘석물, 건축, 옥공예, 주조(鑄造)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해 당시 사

대부들은‘최천약은 형태가 없는 물건을 잘 창조한다[天겭善創矣].’라며 그의 재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1713년 옥보(玉寶)의 거북이[龜瞿)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왕실 공역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720

년대에는 자신만의 옥보 거북이 양식을 만들어 냈다. 왕실 공예품 중에서 동인(銅人 1741년)은 우리나라

유일의 금속제 침구동인상(鍼灸銅人像)으로 인체 각 부분의 표현이 사실적인 작품으로 최천약이 감동(監

董)한 작품이다. 

1731년 인조 장릉 병풍석에 십이지신상 대신에 모란과 연꽃을 조각한 최천약은 이때부터 왕릉 및 사

대부묘 석물에 감동을 시작하여 단경왕후 온릉(1739년), 의소세손묘(1752년)에서 초상조각에 가까운 문

인석을 제작하기도 했다. 최천약은 공민왕릉 무인석을 모델로 조현명묘 무인석(1752년)을 제작하고, 그가

1755년 사망하자 후배들은 조현명묘 무인석을 계승해 박문수묘(1756년)와 정성왕후 홍릉 및 인원왕후

명릉 무인석(1757년)을 조각한다. 그 결과 14세기 말 공민왕릉 무인석의 충갑(衷甲), 흉갑의 매듭, 대(帶)

의 화문(花紋) 등이 18세기 무인석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의소세손묘 문인석·조현명묘 무인석 등 최천약이 제작한 문무인석들은 초상조각으로도 손색 없으며,

조선 후기 조각의 대표작으로 김하정(金夏鼎)·변이진(卞爾珍) 등 별간역(別看役)들과 김천석(金千碩)·박

필심(朴弼深) 등 최고의 석수(石手)들이 있었기에 제작 가능한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최천약이 제작한 다

른 문무인석의 발굴 및 다른 별간역들의 활동과 작품 등의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능묘석물의 실체에 접

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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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약(崔天겭 1684경~1755)은 능묘(陵墓) 석물(石

物), 건축, 주조(鑄造), 옥(玉) 조각 등 18세기 왕실의 다

양한 공역(工役)을 담당했던 예술가이다. 그는 1713년부

터 1755년까지 40여 년 동안 왕릉과 원묘(園墓) 4곳의 석

물, 40여 과의 어보( 寶) 등을 제작 및 감동했다. 최천

약은 짧은 전기(傳記)인「최천약전(崔天겭傳)」01과 공사

(公私)기록 등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대체로 최천약에 대한 연

구는 그의 작품들을 시대별로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그

의 생애를「최천약전」에 의거해 자명종을 제작했던 과

학자로 소개한 정도이다.02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18세기 왕실미술에 큰 족적

을 남긴 최천약의 생애와 작품을 여러 기록을 통해 추적

하고자 한다. 「최천약전」을 비롯해 각종 의궤와『승정원

일기』에는 최천약에 대한 많은 자료가 기록되어 있기 때

문에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의 작품들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찾은 최천약의 작품 중 왕실 공예품인 숙종 옥보,

동인(銅人), 능묘조각인 인조 장릉 병풍석, 조현명묘 무

인석 등 중요 작품들의 제작 배경과 양식 특징을 살펴보

겠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18세기 왕실미술에서 최천약

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겠다.

1. 최천약의 생애와 작품 이력

최천약(崔天겭 1684경~1755)은 동래(東萊) 출신으로03

1753년 조가‘최천약이 70세가 넘었음에도 활을 5발

쏘면 4발이 명중한다’고 말해 최천약이 1684년경에 태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04 최천약은 1755년에 사망하는

데, 이 역시 조가 1755년 6월 19일에‘최천약이 나라의

役事에 수없이 참여했는데 죽어서 안타깝다’고 해 이즈

음 최천약이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05

무과(武科)에 응시하려던 최천약은 1711년경 상경해

번번히 낙방하던06 중 우연히 서평군(西平君) 이요(굃橈

1681~1756)의 눈에 띄어 궁궐을 출입하게 되었다. 최천

약이 공식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711년으로 조태억(趙

泰億)이 정사(正使)로 파견된 일본통신사에 그가 반전차

지(盤纏次知)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07

이후 최천약은 1713년 옥보(玉寶) 조성에 참여하면서

왕실 공역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옥보제작

으로 최천약은 1722년에 그 공에 상당하는 관직에 제수

되고, ‘조각의 묘수[彫刻妙手]’라는 말도 듣게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08 1730년에 최천약은 동지겸사은사

(冬至兼謝恩使) 방료군관(放料軍官)으로 연경(燕京) 사

행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때 그는 벽돌, 석탄, 청기와 등

의 제조방법을 배워 오라는 조의 명을 받았으며, 이 중

머리말 최천약의생애와작품및
왕실미술에서의역할

01 一夢굃奎象(1727~1799)의「崔天겭傳」『韓山世稿』卷30, 『一夢稿』, 「幷世才諺걧」, 「方伎걧」.
02 최완수는『겸재 정선』현암사, 2010과「진경시대의 문화」『간송문화』82호, 2012. 5. pp.124~127에서 최천약을‘고유색 짙은 사생 조각기법을 창안 완성’한 조

각가로설명하고그의작품활동을약술했다. 
안대회는「 조시대기술자최천약」『문헌과해석』통권37호, 2006에서「崔天겭傳」과그의생애와작품을다루었다.

03『尊崇都監儀軌』, 1713년, 「啓辭」, ‘東萊武人崔天겭尤善於玉匠云.’
04『承政院日記』, 조 29년, 1753년 9월 17일. ‘前僉使崔天겭, 年過七十, 能爲四中, 特爲加資.’
05『承政院日記』, 조 31년, 1755년 6월 19일. ‘上曰, 崔天겭, 於國事頗勤矣. 其死可惜矣.’
06『一夢稿』, 「崔天겭傳」. ‘余二十後赴京武擧, 겘中時値辛亥大無궋具盡, 進退難愁歇.’
07『東笑日記』乾(1711년), 「辛卯通信使座目」. ‘第一船…盤纏次知崔天겭格軍代加定.’
08『承政院日記』, 경종 원년, 1721년 10월 3일. ‘閑良崔天겭, 素稱雕刻妙手, 故自前都監, 凡有彫役, 皆爲擔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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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벽돌과 청기와 굽는 법을 익혀 왔다.09

청나라에서 돌아온 최천약은 1731년 인조 장릉 천봉

시 병풍석(屛風石)을 제작하면서 대형 석물조각에도 능

력을 인정받게 되었다.10 이 장릉 천봉의 공으로 1732년

에는 화량첨사(花梁僉使), 1739년에는 단경왕후(端敬王

后) 온릉(溫겓)의 석물을 감동 및 시책(諡冊), 옥책(玉

冊), 금보(金寶)를 조성했다.11

1740년에는 포백척(布帛尺)을 교정해서 기준척(基準

尺)을 만들고,12 1741년에는 약방(藥房) 침(鍼)연습용 동

인(銅人)을 완성하고, 종묘 악기조성 감동, 개성(開城)

표충비(表忠碑)의 건립을 담당하기도 했다.13 1752년에

는 의소세손묘(懿昭世孫墓) 석물 감동, 송현궁(松峴宮)

수리, 조현명(趙顯命) 묘 무인석(武人石)을 제작했다.

1753년 소령원(昭걒園) 호석(虎石) 추배설(追排設) 감동

하고 1755년 산산별장(蒜山別將)을 지내다 사망했으며

품계는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 다.14

최천약은 왕실의 다양한 역사에 참가해서 이때 제

작·감동한 금보(갏寶)·옥인(玉印)은 40여 과에 이르

며, 인조 장릉 천봉, 단경왕후 온릉, 의소세손 의소묘, 소

령원 추배설 등 대규모 석역(石役)도 맡아 했다. 이러한

최천약을 정우량(鄭羽良 1692~1754)은‘변이진은 형태

가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으나, 최천약은 형태가 없는

물건을 잘 창조합니다[有形之物, 爾珍能造, 無形之物, 天

겭善創矣].’라는 말로 찬사를 보냈다.15 이 밖에도 김치룡

(金致龍 1654~1724)은‘한량 최천약은 조각의 묘수로

불리기 때문에 전 도감부터 조각의 역사를 모두 담당해

왔습니다.’,16 서평군(西平君) 이요(굃橈)는‘최천약의

재주는 수백년 안에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17 이

종백(굃宗白 1699~1759)은‘최천약은 범인과 다릅니다.’18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최천약의 재주를 찬탄했다.

2. 왕실 공역에서 최천약의 역할

최천약은 무관직 이외에 여러 공역 때마다 별간역(別

看役), 간역인(看役人), 간각인(看刻人), 감동(監董), 조

성인(造成人), 전각무인(篆刻武人), 조각선수인(雕刻善

手人), 완조인(完造人), 감조(監造), 석물감동(石物監董)

등 실제 역할과 관련된 임시직으로 불렸다. 이러한 명칭

들은 실제 조각을 담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조성인(造

成人), 전각무인(篆刻武人), 조각선수인(雕刻善手人), 완

조인(完造人) 등과 장인(匠人)들을 지도하는 별간역(別

看役), 감동(監董)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최천약이 실제 왕실공예품 제작에 참여했는지

살펴보면 1727년 효장세자와 세자빈의 가례시 옥인을

제작하면서 가례도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계(굧啓)를

올린다. 

본방에서 관장하고 있는 옥인은 지금 마땅히 제작해

야하는데 거북문양[龜紋]을 조각하는 공역은 본래 중

대한 것으로 소위 옥장들은 솜씨가 졸렬하여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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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4월 1일. ‘上曰, 崔天겭, 果知石炭造出之法乎. 橈曰, 石炭出處, 終不得知矣, 造靑瓦法, 則天겭詳知, 此外亦有學得者矣.’
10『長겓遷겓時山겓都監儀軌』(1731년)에 최천약의성과가기록되어있으며, 관련내용은김민규, 「朝鮮王겓長明燈硏究」, 2009. pp.13~14, 18~21에 정리되어있다.
11『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9월 25일, 『承政院日記』, 조10년, 1734년 6월 23일.
『溫겓封겓都監儀軌』(1739년), 「啓辭」. ‘…石物監董嘉善崔天겭弓矢賜給…’.
『端敬王后겖位儀軌』(1739년), 「啓辭」. ‘都監別單諡冊玉冊金寶完造人嘉善崔天겭’. 

12『英祖實걧』권51, 조 16년, 1740년 4월 5일.
13『承政院日記』, 조 17년, 1741년 4월 13일, 『承政院日記』, 조17년, 1741년 10월 7일.
14『承政院日記』, 조 29년, 1753년 9월 23일, 『承政院日記』, 조28년, 1752년 5월 17일.
15『承政院日記』, 조 23년, 1747년 7월 29일. ‘上曰, 卞爾珍如何. 羽良曰, 有形之物, 爾珍能造, 無形之物, 天겭善創矣.’
16『承政院日記』, 경종 원년, 1721년 10월 3일. ‘閑良崔天겭, 素稱雕刻妙手, 故自前都監, 凡有彫役, 皆爲擔當矣.’
17『備邊司謄걧』, 조 7년, 1731년 4월 3일. ‘蓋崔天겭之才, 겤百年걐不可復得者矣.’
18『承政院日記』, 조 28년, 1752년 2월 8일. ‘天約則굋於凡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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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선각인(善刻人) 최천약은 근년에 연이어

담당하게했으니지금도맡김이어떠하겠습니까? 19

위 내용은 최천약이 옥장들 대신 옥인 제작에서 거북

문양 즉 구뉴(龜瞿)제작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1739년 단경왕후 봉릉도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린다.

기화(起畵 : 문양을 그림), 조탁(彫琢 : 쪼아 새김) 등

의 일은 숙련되지 않은 솜씨로는 어려운데 이번 석수

들은 모두 생소하니 만약 최천약이 없다면 곧 막중한

석물에 조각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 부묘도

감의옥역이이미완료되었으니이이문으로서귀청의

장교 최천약을 이번 달 3일 능소로 보내주시고 동역

(董役)을하게함을의당바라는일입니다.20

이 내용을 통해서 최천약은 옥보를 직접 조각하기도

했지만 석물들은 석장을 지휘 감독하는 감동(監董)의 역

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을

별간역(別看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산릉조 (山겓

造營), 건축, 공예 등 다양한 조형예술 분야에서 감독을

담당했던 무인(武人) 임시직이다.21 즉 최천약은 어보와

같은 소형 작품은 혼자 제작하기도 했지만 왕릉 석물처

럼 많은 석장(石匠)들이 참여하는 경우 장인들을 지휘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최천약이 감동한 작품들을 당시 사람

들은 최천약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752년 최천약이 감동한 의소세손묘 석물을 1755년

조가 대신들과 봉심하면서‘석마와 옹중(翁仲, 石人)이

뾰족하고 약하구나.’라고 하자 지중충부사(知中樞府事)

원경하(元景夏 1698~1761)가‘신이 일찍이 간역했으나

성교가 이와 같으니 황공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조가

웃으며‘최천약이 한 것이지 어찌 그대가 한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해 조가 의소세손묘 문인석과 석마

등이 최천약의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2

이번 장에서는 최천약이 제작한 왕실 공예품 중 1713

년, 1718년 옥보(玉寶)와 동인(銅人 1742년)의 제작 배경

및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천약은 1713년부터 40여

년간 옥보(玉寶)와 옥인(玉印), 금보(갏寶)를 40과(顆) 이

상 제작·감동했다. 이 중 1713년에 제작한 숙종, 인경·

인현·인원왕후의 옥보 4과는 옥장(玉匠)이 아닌 최천약

등 4명의 무인(武人) 별간역(別看役)이 만든 작품이다.

그리고 1718년 단의왕후 옥인은 최천약이 단독으로는

처음 제작한 작품으로 이후 18~19세기 옥보에 큰 향

을 끼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무인 별간

역이 옥보제작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최천약이 제작한

어보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최천약이제작한왕실
공예품고찰

19『嘉禮都監儀軌』, 1727년, 「移文秩」. 
‘本房所掌玉印今當造成而龜紋雕刻之役本걐重大所謂玉匠手段拙劣難以成樣善刻人崔天겭近年此役連爲擔當是如何.’

20『溫겓封겓都監儀軌』, 1739년, 「移文秩」. 
‘起곿雕琢等事如 非熟沐善手者 決難爲之而今番石手等 擧皆生疏 겭無崔天겭 則莫重石物 有難雕琢是如爲臥乎所 今則欖廟都監玉役 旣已完畢 故如是移文爲去乎 貴
廳將校崔天겭今月初三日及良起送겓所以爲及時董役之地宜當向事.’

21 김동욱, 2007, 「정조곿순조연간관 공사에서별간역정우태의조 활동」『건축역사연구』제16권, p.119.
22『承政院日記』, 조 31년, 1755년, 1월 11일.
‘上曰, 石馬翁仲, 似尖弱矣. 景夏曰, 臣曾看役, 而聖敎如此, 惶恐矣. 上笑曰, 崔天겭爲之, 卿갎爲之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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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13년 존숭(尊崇)  옥보와 1718년
단의왕후 옥인의 양식 비교

1713년은 숙종이 등극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진하

(進賀)를 위해 숙종, 인경, 인현, 인원왕후의 옥보와 옥

책을 각각 제작한다. 당시 옥보를 제작할 수 있는 장인

은 늙은 옥장(玉匠) 한 명뿐으로 옥보제작이 힘든 상황

이었다.23

그래서 습독(習讀) 김계흥(金繼興), 양주(楊州) 서얼

(庶孼) 유명교(괤明敎), 양주 덕절(德寺, 興國寺)의 승

려 성총(聖聰)이 옥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불 다. 또

동래(東萊) 무인(武人) 최천약(崔天겭)은 더욱 재주가

있으니 빨리 서울로 올려 보내 옥보제작에 참여하게

했다.24

『존숭도감의궤』에 기록된 옥보 제작인은 훈련원 습

독(訓練院 習讀) 김계흥, 훈련도감 기패(訓鍊都監旗牌)

이경하(굃慶夏), 금위 별군관(禁衛營 別軍官) 백규찬

(白奎燦), 무인(武人) 한량(閑良) 최천약(崔天겭)이다.25

이들에 의해 완성된 4과의 옥보는 현재 모두 국립고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용두형(괟頭形) 구뉴(龜瞿)

가 조각되어 있다. 1696년 단의왕후 옥인과 1713년 옥

보를 비교해보면 이마와 코가 매우 도드라지게 조각되

고 눈도 볼륨감 있게 변했고, 귀와 뒷목의 둥근 갈기도

새롭게 표현되었다(표 1). 

1718년 단의왕후 옥인은 최천약이 단독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공동 작업한 1713년 옥보와 비교해보면 1718

년에는 다리의 서기(瑞氣)와 귀 등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713년 옥보제작에 참여했던 이

경하가 단독으로 조각한 1718년 선의왕후 옥인이 1713

년 옥보와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

마도 1713년 옥보의 형태는 최천약이 아닌 이경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도안한 것으로 최천약은 단독제

작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표현을 생략하고 자

신만의 거북조각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718년 단의왕후 옥인의 거북 도상은 이후 최천약이

직접 조각하거나 감동(監董)·간역(看役)하는 옥보에

그대로 적용됐다. 1730년 이후 금보제작에도 최천약이

참여하는데, 이때 이 거북 형태가 채용됐다. 그래서

1730년 선의왕후 금보역시 최천약 조성 옥보와 동일한

거북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진 1). 

이후 최천약은 1754년까지 금보(갏寶)·은인(銀印)

9과, 옥보(玉寶)·옥인(玉印) 37과 등을 직접 제작하거

나 감동했다. 그리고 1753년에는 40여 년간 옥보를 조

성한 공이 인정되어 원히 급료를 받게 되는 등 최천

약의 작품 중 수량이나 의미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는 분야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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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尊崇都監儀軌』(1713년), 「啓辭」1월 20일.
‘本房專管玉寶而前案付玉匠皆已作故而只有一名是乎矣老病旣甚有難使役….’

24『尊崇都監儀軌』(1713년), 「啓辭」1월 20일.
‘…聞習讀金繼興楊州居庶孼괤明敎楊州德寺僧人聖聰俱善於治玉之工…東萊武人崔天겭尤善於玉工云….’

25『尊崇都監儀軌』(1713년), 「啓辭」3월 19일.
‘今番尊崇時玉寶造成人訓練院習讀金繼興, 訓鍊都監旗牌굃慶夏, 禁衛營別軍官白奎燦, 武人 閑良崔天겭.
玉冊造成時治玉人前別將盧毅漢, 前別提玄壽錫, 司諫院前御玄佾, 玄伋, 武人 閑良굃泰斗.’

26『承政院日記』, 조 29년, 1753년 12월 27일.
‘看役人崔天겭, 昔癸巳年, 始看此役, 于今癸年, 又看此役, 人雖微矣, 其宜厚賞, 令該曹邊將遞걐後, 永付其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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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어보의 거북머리 형태 변화

1713년 숙종 옥보
김계흥·이경하·백규찬·최천약 조각

1718년 단의왕후 옥인
최천약 조각

1696년 단의왕후 옥인 1713년 숙종 옥보
김계흥·이경하·백규찬·최천약 조각

1718년 단의왕후 옥인
최천약 조각

1718년 선의왕후 옥인
이경하 조각

1721년 왕세제 옥인
최천약 조각

1730년 선의왕후 금보
최천약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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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41년에 제작한 침구(鍼灸) 연습용
동인(銅人)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인체의 경락수혈(經絡侖穴)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모형인 동인(銅人)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2).27 1741년에 최천약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

는 이 동인(銅人)은 침구(鍼灸)연습용으로 제작된 것이

다. 이러한 동인의 제작 배경과 작품 분석을 통해 왜 조

선시대에 동인이 단 한 작품만 전해지는지, 이 작품 제작

에서 최천약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

다. 

중국에서는 북송(겗宋) 인종(仁宗 재위 1022~1062)

천성(天聖)연간(1023~1032)에 의관(醫官) 왕유일(王惟

一 987~1067)이 칙명으로『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侖穴

鍼灸圖經)』3권(1026년, 이후『銅人經』으로 약칭)을 편

찬하고, 2구의 동인(銅人)과 석각(石刻)을 제작했다.

조선에서는 이『동인경』이 의과(醫科) 초시(初試)의

한 과목이었을 만큼 중요해서 태종은 명 락제에게 동

인도(銅人圖)를 구해서 조선에 반포하기도 한다.28 하지

만 동인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던 듯 동인을 만들었다

는 기록은 1741년( 조 17)에만 있다.29 이때 동인을 최

천약이 제작·감동하며, 그 작품이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이라고 추정한다.

1741년 5월 19일 약방 도제조 김재로(金在걡)가 과거

동인을 만들기 위해 먼저 목인(木人)을 만들고, 장차 그

것을 견본으로 동인을 만들려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후

에 최천약이 재주가 좋으니 침의청(針醫廳) 수의(首醫)

오지철(吳志喆)과 상의해 만들자고 조에게 건의해 허

락 받았다.30 최천약은 이해 10월 대보단(大報壇) 악기를

완성하고,31 1741년 11월 4일경 동인을 완성했다. 그래

서 약방제조 김재로는 최천약이 동인 제작 감동의 공이

크다고 했다.32 11월 29일 논상(論賞)으로 반숙마(半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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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동인의연구로는鄭遇悅, 1994, 「昌德宮銅人에對한小考」『한국과학사학회지』제16권 제1호가있다.
28『太宗實걧』, 태종 15년, 1415년 10월 23일, 『太宗實걧』, 태종 15년, 1415년 12월 14일.
29 1650년에동인을만들자는건의가있었으나효종이물력이많이들기때문에허락하지않았다(『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1650년 7월 16일). 
30『承政院日記』, 조 17년, 1741년 5월 17일.
‘갏在걡曰, 以本院事, 有所仰達, 銅人自前有設置之議, 前都提調時, 先造木人, 將以此樣, 鑄成銅人而未及矣. …在걡曰, 木人則是銅人之草本也. 崔天겭有手才, 善於此
等之事, 與針醫廳首醫吳志喆, 相議造置爲好….’

31『承政院日記』, 조 17년, 1741년 10월 7일.
‘上曰, 又書之. 겦器監金人崔天겭, 弓矢賜給.’

32『承政院日記』, 조 17년, 1741년 11월 4일.
‘在걡曰, 銅人製造時, 初旣陳達, 使吳志哲主管, 且令針醫二人, 與崔天겭監金. 今旣畢役, 故敢達矣. 此等事, 仰希恩賞, 雖涉惶恐, 而在前如針監造微事, 亦有賞典. 今
此銅人製造, 其걓不細, 似或有書入之命矣. 上曰, 依爲之.’

【 사진 2 】1741년 동인의 전체 모습과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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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를 하사받은 최천약은 동인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33

이 동인의 인체표현 중 특징적인 것은 쇄골(鎖骨)과

흉골(胸骨), 무릎, 복사뼈뿐만 아니라 뒷면의 견갑골(肩

胛骨)과 척추(脊椎), 흉골 등 실제 인체에서 잘 보이지 않

는 뼈들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뼈들이 혈의

위치를 잡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혈의 기준점은

뼈뿐만이 아니라 신체에서 융기된 곳이나 움푹 파인 곳

등도 포함되므로 사지(四肢) 각 부분의 근육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금속제 동인 중 현존하는 작품

은 이것이 유일하며, 이 동인처럼 나신(裸身)으로 제작

된 조선시대 조각도 없어서 양식적 비교가 어렵지만 18

세기 문인석들과 눈의 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사진 3).

경종 의릉, 진종 릉, 선의왕후 의릉 문인석의 눈을 보

면 수평으로 눈썹을 표현하고 그 눈썹에 바짝 눈을 조각

하는데 실제 사람의 눈과 다른 좌우로 긴 형태이며, 이

눈안에 다시 음각선으로 안공(眼孔)을 조각했다. 

최천약이 처음으로 감동한 단경왕후 온릉 문인석은

안공과 눈썹 사이의 거리는 이전 문인석과 다름없지만

안공의 형태가 크게 달라져서 눈물샘부분이 뾰족하고

눈꼬리가 긴 형태로 바뀌었다. 안구(眼球)의 현실감을

나타내기 위해 안공 내부를 깊게 파서 안구가 도드라지

게 했다. 이러한 눈의 형태는 동인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

타나고, 안공과 눈썹의 거리가 멀어졌다. 최천약이 마지

막으로 감동한 의소세손묘 문인석은 안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게 조각하고 안공 안쪽 전체를 깊고 고르

게 조각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동인은 최천약의 감

동아래 174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문인석들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 사진 3 】최천약 감동 동인과 18세기 문인석의 눈 형태 비교

1725년 경종 의릉 1728년 진종 릉 1730년 선의왕후 의릉

1739년 단경왕후 온릉
石物監董 崔天겭

1741년 동인
監董 崔天겭

1752년 의소세손
石物監董 崔天겭

33『承政院日記』, 조 17년, 174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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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조 장릉 병풍석 제작과 병풍석의
문양 변화

1731년 조는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곥王后) 장

릉(長겓)을 벌레와 뱀들이 출몰하는 충사지변(蟲蛇之變)

을 이유로 천봉 한다. 7월 8일에 총호사 홍치중이 최천

약, 손수담(孫壽聃)을 개릉(開겓) 시 감동으로 천거해 최

천약은 공식적으로 이 능역에 참가하게 한다.34

장릉 천봉 석역(石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풍

석을 만드는 것이었다. 본래 인조와 인열왕후의 능은 각

기 병풍석이 설치된 쌍릉이었는데, 천봉하면서 세종

릉(英겓)의 예(괊)로 합장(合葬)으로 바꾸고, 합장으로

인해 봉분의 크기가 커지자 병풍석을 새로 제작한 것이

다.35 장릉의 석물 배설(排設) 및 병풍석 제작은 최천약

과 김하정(金夏鼎)이 감동하고 화원(畵員) 함세휘(咸世

輝)가 초(草)를 내(起畵) 완성한 것이다.36

인조 장릉 병풍석의 중요성은 조선 왕릉 병풍석의 면

석(面石)과 우석(隅石)에 십이지신상과 채운(彩雲) 대신

에 모란과 연꽃이 새겨진 첫 작품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

람들은 병풍석에 새겨지던 십이지신상을 불교의 향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6월 22일 홍치중은 병풍석에 인

물상이 새겨진 것은 공민왕릉(恭愍王겓)이 최초인데, 이

것은 원나라 장인들의 솜씨이며, 그 기원은 불교에 있으

니 화초문양을 새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란과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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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장릉 병풍석,1731년.  최천약 감동

장조 융릉 병풍석, 1789년

송병하 묘표 대석,  1762년

정석오 묘표 대석, 1808년

최천약이제작한능묘석물
고찰

34『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7월 8일.
‘致中曰, 崔天겭, 有巧性, 孫壽聃, 解事幹能, 而皆習於遷葬, 此兩人差定假衛將, 啓겓時, 使以冠帶執役於壙內, 而舊겓隧道閣造成, 新겓開갏井時, 崔天겭, 皆不可不看
檢役事, 臨時給馬, 發送, 何如? 上曰, 意在審愼, 所達最是, 依爲之.’

35『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6월 5일. ‘大王겓(仁祖겓)…則封겓外圓徑七十九尺.’
『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6월 22일. ‘英겓…每面十一尺三寸, 合爲一百三十五尺六寸.’

36『長겓遷겓時山겓都監儀軌』(1731년), 「啓辭」. 
‘石物彫刻及排設時監董嘉善崔天겭經理廳軍官金夏鼎石物起畵 墉員咸世輝.’

【 사진 4 】인조 장릉 병풍석 모란 문양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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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37 모란과 연꽃은 17세기 초부터

왕릉 장명등(長明燈)에 사용되던 문양이었기 때문에 채

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사람들은장릉천봉및병풍석제작에최천약의공

로가일반석공들과비교할수없이크다고생각했던듯산

릉도감 제조(提調) 조원명(趙遠命 1675~1749)은‘장인(匠

人)이비록솜씨가좋다고하나상놈의일이라정 하기가

어려우니 만약 장인의 손에 오로지 맡겨두었다면 반드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천약이 일일이 지휘했기 때문

에 공역이 지극히 신비스러워지고, 겉모습은 예전의 석물

보다좋습니다.’라고말하고 조도이말에공감했다.38 또

조가‘기화(起畵)는석수들이한것인가?’라고묻자산릉

도감 제조 던 윤순(尹淳 1680~1741)은‘최천약 무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석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

해최천약이병풍석제작에큰역할을했음을알수있다.39

인조 장릉 병풍석의 모란과 연꽃 문양은 이후 장조(莊

祖) 융릉(괾겓), 고종(高宗) 홍릉(洪겓), 순종(純宗) 유릉

(裕겓)으로도 계승되고, 사대부묘에는 비석의 대좌로 많

이 사용되어 송병하 묘표 대석(1762년), 정석오 묘표 대

석(1808년)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사진 4). 이후 최천

약은 1739년 온릉, 1752년 의소세손묘, 1753년 숙빈 소

령원 등의 석물 조성을 이끈다. 

2. 조현명묘 무인석 제작과 18세기 중반
무인석 갑주 고찰

1752년 5월 최천약은 의소묘 석물감동을 마친 뒤 4월

26일 사망한 귀록(歸걨) 조현명(趙顯命 1691~1752)의

묘소 석역(石役)을 시작했다.40 조현명은 조의 최측근

으로 조가 세제(世弟)시절 형인 조문명(趙文命 1680~

1732), 박문수(朴文秀 1691~1756) 등과 함께 조를 보

호했던 인물로 의정을 지냈다. 이 조현명묘에 최천약

이 제작한 석물은 무인석 한 쌍으로 최천약이 이 작품들

을 제작한 것은 조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주상께서 말 하시길, “문무석(文武石)은 요즘 만드

는 사람이 없는데 풍원군(豊原君, 조현명) 묘에 홀로

세웠다고 하니, 풍원군이 항상 장수(將帥)로 자처했

는데, 그 아들 재득(載得)이 아버지의 기풍을 무석

(武石)으로 만든 것인가? 최천약이 풍원군이 남긴

뜻을 알아서 한 것인가?”41

위 내용은 최천약이 조현명묘 무인석을 제작한 것을

국왕인 조가 알고 있을 정도이며, 조현명의 아들인 조

재득(趙載得)이나 최천약의 기획에 의해서 무인석이 건

립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조에 의해서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조현명묘 무인석은 조선 후기 능묘미술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37『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6월 22일.
‘致中曰, …而諸겓寢屛石起墉, 最初見樣, 出於前朝恭愍王겓, 此蓋元時石工所造云, 起墉人物, 終近佛寺遺制, 實爲未安.諸議皆以爲, 墉以雲氣或花草爲宜云, 此言誠有
見矣. 今則何之爲之乎. 上曰, 以花草起墉, 可也.’

38『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9월 15일.
‘遠命曰, 匠人雖曰善手, 常漢之事, 精密不易, 겭專委於匠手, 則必不可成矣. 崔天約事事指揮, 故公役極妙, 以外面觀之, 似勝於舊겓石物矣. 上曰, 牡丹起墉, 似勝於古矣.’

39 『承政院日記』, 조 7년, 1731년 9월 26일.
‘上曰, 起墉是石手所爲耶? 淳曰, 崔天겭輩爲之, 石手則不能爲此矣.’

40 1752년 7월 27일 조가 조 국(趙榮國)에게 최천약이 지금 집에 있는지 물어보자 조 국은 최천약은 조돈녕(趙敦寧, 조현명) 가(家) 석역을 하고 있다는 기록을
통해알수있다(『承政院日記』, 조 28년, 1752년 7월 27일). 

41『承政院日記』, 조 29년, 1753년 7월 7일.
‘上曰, 文武石, 今無爲之者, 而淵原君墓, 獨爲之云, 淵原終始以將自處矣. 抑其子載得, 有乃父風而爲武石乎? 崔天겭者, 知其遺意而爲之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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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명묘 무인석은 묘역 하단 좌우측 즉 남북방향에

건립되어 있는데 남쪽상 높이가 198cm, 북쪽상 높이가

200cm이다. 이 무인석들은 갑주의 형태가 14세기 말~15

세기 초 왕릉 무인석과 같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충갑(衷甲)의 양 소매를 팔꿈치 뒤쪽에서 매듭짓는 방식

은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1372년), 신의왕후 제릉

(1408년), 태조 건원릉(1408년), 정종 후릉(1420년), 태종

과 원경왕후 후릉(1422년) 등 5곳의 왕릉에서만 보이는

시기성이 뚜렷한 조각요소이다.42 충갑은 1446년 세종

구 릉(舊英겓, 현재 순조 인릉) 무인석부터 사라지고

포(袍) 자락이 뒤로 날리는 형태로 바뀌어 18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사진 5).

충갑의 매듭뿐만 아니라 14~15세기 무인석과 조현명

묘 무인석의 유사점은 갑주의 문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흉갑(胸甲)에 새겨진 상중하 세 개의 매듭, 청년상은

미늘쇠 형태, 장년상은 장방형의 갑옷비늘, 상갑(裳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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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6 】현정릉과 조현명묘 무인석 갑주 비교

현정릉 무인석(청년상,  장년상) 조현명묘 무인석(장년상,  청년상) 건원릉 무인석

1408년 태조 건원릉 무인석 1446년 세종 구 릉 무인석 1700년 숙종 명릉 무인석 1752년 조현명묘 무인석

42 衷甲은갑옷위에옷을덮어입는착장방식이다(박가 , 2003, 「조선시대의갑주」, 서울대학교대학원의류학과, p.98). 

【 사진 5 】태조 건원릉·세종 구 릉·숙종 명릉·조현명묘 무인석의 충갑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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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드리워진 리본 형태의 매듭, 굉갑(肱甲)의 형태

와 손목 장식 등의 요소들은 특히 현정릉과 조현명묘 무

인석의 연관성을 말해 준다(사진 6). 

아마도 최천약은 조현명묘 무인석의 모델로 공민왕

릉 무인석을 참고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제릉

이나 건원릉은 본조(本朝) 태조와 태조비의 능이기 때문

에 왕의 허락 없이 봉심(奉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

으며, 이를 모방해 사대부 묘소 무인석을 제작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공민왕릉이

나 조현명묘는 수염이 많은 장년상(壯年像)과 수염이 전

혀 없는 청년상(靑年像)을 모두 조각했지만 건원릉이나

제릉의 무인석은 모두 수염이 풍성한 장년상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천약은 조현명묘 무인석을 설계하

면서 현정릉의 청년상과 장년상 무인석의 갑주를 적절

하게 조합하고, 귀갑문(갋甲紋) 내부에 5엽화문을 조각

한 귀갑화엽문(갋甲花곸文)이라는 새로운 갑주문양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또 투구 정상에 삼지창을 조각

하고 이엄(耳掩)을 뒤로 넘겨 매듭으로 묶은 것 모두 조

현명묘 무인석에서 최초로 사용되고, 18세기 후반 왕릉

무인석으로 계승된 장식요소이다. 

최천약은 1755년 6월에 사망해 왕릉 무인석은 만들지

못했지만 박문수(朴文秀 1691~1756) 묘 무인석을 포함

해 조현명의 형인 조문명(趙文命 1680~1732) 묘, 1757

년 조 비 정성왕후(貞聖王后) 홍릉(弘겓)과 숙종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명릉(明겓)에 동일한 형태의 갑주가

조각된 무인석이 건립되어 있다(사진 7). 

이들 무인석의 갑주 형태 계승은 최천약과 함께 활동

한 별간역인 김하정, 변이진 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1731년 장릉 병풍석 제작시 최천약은 김하정(金夏鼎

활동 1731~1757)을 발탁했고, 이후 김하정은 최천약의

그림자처럼 여러 공역에 참가했다. 또 변이진(卞爾珍

?~1764)은 최천약 못지않게 조가 그 능력을 아낀 인물

이었으며, 이 두 사람은 1757년 홍릉과 명릉 조 에 별간

역으로 참가했다(표 1).

능묘석물은 대규모 공역으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

【 사진 7 】조현명묘 무인석 갑주의 계승

1752년 조현명묘 무인석 1756년 박문수묘 무인석 1757년 정성왕후
홍릉 무인석 1776년 조 원릉 무인석 18세기 후반

조문명묘 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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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천약은 김하정이나 변이진 등과

함께 감동했을 것이다. 앞서 최천약의 석물감동 시 역할

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천약은 주로 석물의 설계와 제작

감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김하정과 변이진이 이를 도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천약 사후 당대 최고의 별간

역인 김하정과 변이진이 박문수묘 무인석을 감동한 것

으로 추정하며, 홍릉과 명릉은 이들이 참가했다는 기록

이 있어서 조현명묘 무인석의 도상이 이들에 의해 계승

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더불어 이들의 설계 및 감동을 돌에 조각으로 옮긴 김

천석(金千碩)·박필심(朴弼深) 등의 뛰어난 석수(石手)

들도 공통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석물들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표 8). 그리고 홍릉과 명릉 이후

로 김하정, 변이진 등 별간역과 김천석·박필심 등 석수

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조현명묘 무인석의 갑주 형태

도 1776년 조 원릉을 마지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1757년 이후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조현명묘 갑주 형태가 계승되었음

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최천약(崔天겭 1684경~1755)은 18세기 왕실의 공역

을 담당한 조각가로 능묘석물, 건축, 옥공예, 주조(鑄造)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그래서 정우량(鄭羽

良)은‘최천약은 형태가 없는 물건을 잘 창조합니다[無

形之物, 天겭善創矣]’라는 말로 최천약을 높게 평가하기

도 하고, 정조는 정우태(丁遇泰)라는 무인을 최천약에

버금가게 육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서평군 이

요는‘최천약의 재주는 수백 년 안에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종백(굃宗白)은‘최천약은 범인과 다릅니

다.’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주를 찬탄했다. 

본고에서는 이 최천약의 일생과 작품들을 정리하고

자 했다. 최천약은 동래 출신 무인(武人)으로 무과(武科)

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조각솜씨를 인정받아서 왕실의

공역에 참가하게 된다. 1713년 옥보(玉寶)의 거북이[龜

瞿]를 깎는 것으로 최천약은 왕실 공역을 시작하며, 1718

년에는 자신만의 어보양식을 만들어 냈다. 1731년 인조

장릉 병풍석에는 십이지신상 대신에 모란과 연꽃을 조

각하고, 단경왕후 온릉(1739년), 동인(銅人 1741년)을 거

쳐 의소세손묘(1752년)에서 초상조각에 가까운 문인석

을 완성해냈다. 또 공민왕릉 무인석으로 추정되는 14세

기 말 15세기 초 무인석을 모델로 조현명묘 무인석(1752

년)을 제작하고 1755년 40여 년간 왕실 공역을 담당한

조각가로서 생을 마감한다. 

그가 1755년 사망하자 김하정(金夏鼎), 변이진(卞爾

珍) 등의 후배들은 조현명묘 무인석을 계승해 박문수묘

(1756년)와 정성왕후 홍릉 및 인원왕후 명릉 무인석

(1757년)을 조각한다. 초상조각으로 손색없는 최천약의

문무인석들은 조선을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며, 김하

정·변이진 등 별간역(別看役) 후배들과 김천석(金千

碩)·박필심(朴弼深) 등 최고의 석수(石手)들이 있었기

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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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표 1 】 조-정조대 산릉도감 별간역과 석수 변수

工 役 監 董 石手 邊首

仁祖 長겓 遷奉,
1731년

屛風石 監董 崔天겭, 彫刻 金夏鼎 禹弘民

端敬王后 溫겓,
1739년

石物彫刻監董 崔天겭 禹聖得

懿昭世孫 懿昭墓,
1752년

別看役 崔天겭, 卞興瑞, 金夏鼎,
方應文

金千碩 朴必深

貞聖王后 弘겓, 
1757년

別監董 林遇春
別看役 卞爾珍, 金夏鼎, 徐克悌, 
房應文, 金命旼

朴弼心 崔萬成

思悼世子 垂恩墓,,
1762년

別監董 林遇春
別看役 卞興瑞, 曺允道

갏千碩 朴必深

英祖 元겓, 1776년
別看役 許奎, 굃궀齡, 申英, 朴麟世,
玄德昌

金大輝 趙世柱

思悼世子 顯隆園,
1789년

別看役 丁遇泰, 굸寬鎭, 鄭道弘 갏大輝 鄭有福

正祖健겓, 1800년
別看役 丁遇泰, 曺允植, 金箕昶
別監董 張世紈

鄭有福 갏重世

(„fi¨› 08)–Ł„˛–   2013.4.19 5:29 PM  ˘ ` 136   G4-150 ¡»  ˙`‚ ¯˝



최천약은 18세기 전반 약 40여 년간 왕실의 조각을 담

당하면서 수 많은 사대부묘 석물들도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굃裕元)은‘십자각형(十字閣形) 비석 옥

개석을 최천약이 창제했다’43고 했듯이 사대부묘 석물들

의 18세기 중반 변화에도 큰 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최천약의 왕실 공예품 및 석물을 면 하게 고찰

해 사대부묘 석물과 비교하면 18세기 능묘석물의 사실

성과 장식성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37 ● Kim, Min Kyu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崔天겭) 연구

43 굃裕元, 『嘉梧藁略』,「書壽藏걧後」. ‘余先墓十字叔, 崔天岳之所訟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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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18th Joseon Dynasty Sculturers
Choi Cheon-Yak

Abstract

Choi Cheon-yak(about 1684~1755) is an artist who left the various artistic works such as sculptures of royal

tombs, architectures. In addition, he was not only a skilled caster but also an able artisan carving jad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Starting from making royal seals of King Suk-jong, he had made more than about 40

Royal seals until 1755.

Choi Cheon-yak was well known as a skilled jade craftsman. Another of his great abilities was to carve

subjects into ideal figures. In virtue of his greater abilities, he could take par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Royal tombs and sculpting the stone statues of military officials’ which were erected at aristocrats’ tombs. With

these accumulated skills, when he was in charge of designing the folding screen stones for King In-jo’s Jang

Neong, he could even replace 12 animals system and clouds with peonies and lotus. Among his various

abilities, his skill in carving a sculpture can stand comparison with any other contemporaries. His sculpture skill

was at its zenith in 1752, the stone statues of military officials’ at the Ui soseson’s tomb count his showpiece

that describes a model at the age of his late teens and is a realistic and portrayal sculpture, which met the royal

family’s dignity.

In the same year, the stone statues of military officials’ constructed by Choi Cheon-yak was elected in front

of the Jo Hyen-myeong’s tomb(1690~1752). This masterpiece referred to the armor of those of King Gong-min

Neong and newly added a helmet and the patterns of a tortoise shell. These patterns of a tortoise shell were

passed down to Park Moon-su’s tomb in 1756 and Queen Jeong-sung’s Hong Neung by his colleagues : Kim

Ha-jeong and Byeon Yi-jin etc. He was one of the greatest sculptors in the 18th century. People in Joseon praised

him highly for his imaginative work from an amorphous object. Especially, these stone statues of military at Jo

Hyeonmyeong’s tomb shows the proofs of his supreme artwork.

Key Words Choe Cheonyak(崔天겭), Royal Seals(御寶), Jo Hyeonmyeong(趙顯命)’s Tomb, Stone Statues of Military

Officials(武石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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