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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장승’이라고 부르는 조형물들은 그 기원이나 역사, 또는 기능이 서로 달라 엄 한 구별이 필요하다.

이 은 장승의 기원과 함께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더듬어 이 구조물이 갖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을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위‘석장승’의 다양한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시기에 사찰에서는 장생, 또는 관련 석물을 세웠는데, 이 중‘통도사국장생석표’는 석표(石標)라기보다는

석비(石碑)의 기능을 갖는다. 석비에 음각된 명문을 보면 이전의 판아(判兒)처럼 다시 세우라고 하 는데, 판아란

역귀(疫鬼)를 쫓는다는 종규(鍾郡)를 말한다. 명문 내용은 통도사의 역을 장생으로 표시하 다는 것이다. 허목의

「월악기(月嶽記)」에 실려 있는 한준겸(韓浚謙)의 기사를 보면 도갑사 국장생의 규모가 매우 커서 이러한 추정을 가

능케 하며‘국장생’이나‘황장생’이라고 새긴 입석은 장생이 아니라 표석, 즉 장생표(長生標)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정(굑程) 기능을 하는 후를 장생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사찰 장생과는 달리 나무로

만들어 사찰 장생의 생(生) 자에 나무 목(木) 변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즈음과는 달리 조선시기에는

비보 성격을 갖는 사찰 석상이나 읍성풍수물을 장승이라고 부른 경우는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제주도‘돌하

르방’을 두고 장승이라고도 불 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 『탐라기년(耽갥紀年)』에 의하면 제주목사 김몽규(갏夢

奎)가 성문 밖에 옹중석(翁仲石)을 세웠다고 했는데, 옹중석은 대개 고대 제왕(帝王)이나 대신(大臣)의 능묘 앞에

세운 석인상(石人像)을 지칭하는 말이다. 옹중석은 엽승[壓勝]을 위한 풍수물로도 나온다. 『광주읍지(光州邑誌)』

(1899년간)에는 수구(水口)를 만들고 석옹중 2기를 마주 세워 그 기를 진압하 다는 기사가 나온다. 

전라북도 부안읍치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기씩 세워진 석물에는‘上元周將軍’과‘下元唐將軍’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읍성풍수물인 이것 역시 석장생이나 장승, 또는 당산으로 불릴 이유는 없다. 도교적인 개념인 상원(上

元)과 하원(下元)이 붙은 주장군이나 당장군은 이후 사찰 석상의 명문으로 자주 등장하고, 이후에는 이표 장승에

도 붙는다. 

사모를 쓴 북한산성 옹중석을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처럼 많던 옹중석들은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다. 그 와중

에도 제주의 옹중석과 부안 읍성의 석상은 위치 이동이 적어 옹중석의 기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설립된 석상들은 고려시기에 조성된 장생(長生)과 기능상 가장 관련이 깊은 듯하다. 즉, 과거의 장생처럼 18세기

초중반의 석상들은 읍성, 또는 사찰의 비보물이면서 동시에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 을 것으로 보인다. 사

찰 석상의 설립시기는 양전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때이기도 하지만 속세에서는 산송(山訟)이 활발해지는 때

라 사찰에서는 비보와 함께 역 표시를 위해 석상들을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승으로 통칭되는 목인과 석상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유로 세워진 것들이다. 그

출발은 고려시기 사찰의 장생(長生)으로 비보물이면서 동시에 사찰의 역을 표시하는 석물, 또는 석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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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Chung, Seung Mo 장승의 기원과 옹중석

장승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전통문화를 상징하

는 이미지의 하나로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장승이라

고 부른 조형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원이나 역사,

또는 기능과 관계없이 가까운 과거에 장승이라는 이름

이 마구 붙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간의 민속연

구자들이 저지른 오류가 우심하다. 이 은 장승의 기

원과 함께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더듬어 이 구조물이 갖

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을 구분함으로써 장승에 대한 항

간의 상식은 물론 연구자들 간의 잘못된 지식과 인식,

그리고 명칭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고려 사찰의 장생(長生)

고려시기에 사찰에서 장생, 또는 그것과 관련된 석

물을 세웠음은 이미 알려져 있고, 문화재로도 지정된

바 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기 지식인들이 시나

기행문, 또는 잡문을 통해 그 모습을 남겼다. 이는 특히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장승과 관련한 구조물들의 기

원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우선 이에 관한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물로도 지정된‘통도

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에 대해 살펴본다. 

‘통도사국장생석표’는 1983년에 보물 제74호로 지

정된 문화재로 통도사에서 동남쪽으로 2km 떨어진 경

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다. 물론 이것은 국

장생은 아니고 그 부근에 별도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

는 국장생에 대해 기록한 석물이다. 이 명칭에 따옴표

를 붙인 이유는 이것이 석표(石標)인가 석비(石碑)인가

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는 후자가 더

적절한 것 같다. 높이 166cm, 너비 60cm의 화강석 돌에

음각된 명문은 자경(字徑) 6∼10cm의 해서(楷書)로 세

로로 넉 줄을 새겼다.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部乙丑五月日牒前

判兒如改立令是於爲了等以立

太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

(번역)

통도사 손잉천변에 세운 국장생 한 기는 절에서 을

축년 5월에 상서호부에 보고한바 그곳에서 보내온

첩에 따라 이전의 판아(判兒)처럼 다시 세우라고 하

으므로 이에세운 것이다. 

태안 원년(을축년) 12월 일에기록한다. 

태안 원년은 고려 선종(宣宗) 2년으로 1085년이다.

뒤에 언급될 월출산 도갑사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국

장생과 관련된 고려시기 석물에는 단지‘國長生’이라

는 씨만 쓰여 있을 뿐인데, 통도사‘석비’명문 중의

국장생도 이와 같은 모습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만

약 이것도 석비보다 조금 작은 석물에 단지 씨 세 자

만 쓰여 있는 석물이라면 명문 내용 중의‘判兒’를 판단

(判斷)의 의미 정도로 새겨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세운 통도사 국장생은 일좌(一座)인데 이것을 세우기

위해 관의 허가를 받았을 정도라면‘판아’를 굳이 내용

상 넣지 않아도 될 판단의 의미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

하다. 즉 판아는 그 단어 자체로는 역귀(疫鬼)를 쫓는다

는 종규(鍾廣)라는 중국의 신을 뜻하므로“국장생을 이

【 사진 1 】종규 상 (출처 : 불명) 

(„fi¨› 10)`⁄‰´‚   2013.4.19 5:33 PM  ˘ ` 161   G4-150 ¡»  ˙`‚ ¯˝



전처럼 판아의 형상으로 세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도갑사의 석물 역시 그 자체가 국장생의 원래 모

습이라기보다는 단지 돌에 그 명칭을 새겨 넣은 표석,

즉 장생석표(長生石標), 또는 장생표(長生標)라고 해야

할 것이다. 

종규는 당나라 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진사(進

士)로 죽어서 신이 되었는데, 구사제매(驅邪除魅)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사물기원

(事物起原)』에 의하면 당(唐)나라 현종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꿈에 나타난 후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데,

현종이 꿈에서 본 종규는 검은 의관을 걸치고 눈이 크

고 수염이 많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칼을 차고 있었으

므로 그와 똑같은 화상(畵像)을 그려 수호신으로 하

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래 국장생은 종규 같은 형상을

한 석인상(石人像)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본다. 

승려 민오(敏悟)가 엮어 1705년(숙종 31)에 간행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걧)』

중「사지사방산천비보(寺之四方山川裨補)」조를 보면

통도사에서는 근처 여러 산천의 비보(裨補)를 위해 절

터로부터 사방 4만 7천 보 되는 곳에 탑과 장생표(長生

標) 등을 합하여 12개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

다. 어림잡아 사방 약 50km가 넘는 역이다. 

東 長生標 1 ＋ 石蓑 1

南 長生標 1 ＋ (塔排) 石碑 1

겗 長生標 1 ＋ 石蓑 1

中 各 長生標 2 ＋ (各排 석비 2) 

기록에 표기된 대로 동남북, 그리고 중앙의 장생표

와 석물을 세어보면 모두 10기인데, 이후의 에 나오

는 서쪽 장생표와 석비 각 1기를 추가하면 12기를 채울

수 있다. 그중 중앙의 장생표가 각기 성잉천(겛仍川)과

궤천(机川)에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성잉천이 곧 명문상

의 손잉천이고 보물로 지정된‘석표’는 곧 중앙의 국장

생에 대해 기록한 석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문서에는 사방 장생표 내에 통도사의 속원

(屬院)이 존재한다고 하 으며 사경(四境)에 각 위전답

(位田畓)과 가대전(家代田)이 있으며 장생표 내에는

‘曾無公私他土也.’, 즉 전부 절 땅이라고 하 다. 그리

고 그 경계가 의춘군(宜春郡)까지 간다고 하 는데, 현

의령군을 말하며 직선거리로 50km가 넘는다. 

경상남도 양시 무안면 무안리에도‘장색석표’가

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

다고 한다. 일인학자 아유가이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의「通道寺國長生石記」(『雜攷』6-下,

1934)를 보면 남아 있는 하단의 이 양산의 것과 동일

하여 이것도 통도사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통도사의 관리구역을 표시

하는 장생석비일 가능성이 크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장생석

표’도 통도사의 12기 장생표와 석비 중의 하나다. 1997

년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상천리국

장생석표(象川里國長生石標)’는 높이 1.72m, 너비 62cm

로 5∼9cm 크기의 자가 일부 마멸되어서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내용은‘통도사국장생석표’와 같다. 

이상의 기록과 자료를 보면 1085년에 세운 통도사

162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 사진 2 】일본 나라현[갘良淵]  가시하라시[艮原市] 今井町
가시하라 이마이징 과거 상인거주지 주택처마의
종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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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생석표’와 양 무안리, 그리고 울주 상천리의

‘국장생석표’는 모두 국장생에 대한 기록으로 표보다

는 비로 불리는 것이 적절한 석물들이다. 이것들은 모

두 비보를 위해 세웠다고 하 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사찰의 역 표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암군 월출산 도갑사(道岬寺)의 국장생과

황장생(皇長生)도 고려시기에 사찰에서 세운 것으로 경

계 표시의 기능을 가졌던 석표로 판단된다. 『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암군 불우(佛宇) 조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道岬寺 (細註) 在月出山 道詵所嘗住也. 有碑字缺不

可讀 寺下洞口有二立石 其一刻國長生三字 其一刻皇

長生三字.

(번역)

도갑사(道岬寺) : 월출산에 있다. 도선(道詵)이 일찍

이 머물 던 곳이다. 비석이 있는데 자가 마멸되

어 읽을 수가 없다. 절 아래 동구(洞口)에 두 개의 입

석(立石)이 있는데, 하나에는‘국장생(國長生)’3자

가 새겨져 있고, 또 하나에는, ‘황장생(皇長生)’3자

가새겨져 있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장생과 관련된 석비도 있고 석

표도 있는데 정작 국장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수 허

목(許穆 1595~1682)의『기언(記言)』(28卷 下篇) 중「월

악기(月嶽記)」에 의하면 선조 때인 1600년경에 국장생은

땅에 묻혀 있었는데 서평공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이 이를 발굴한 것이라고 한다.

道岬下 立石刻國長生 其下皇山 又立石刻皇長生. 父

걛傳說道詵爲之. 萬曆中 元帥西平公出巡湖南 過此

掘國長生. 其下刻石標四座 石深入 欲發之 以爲徒無

益復埋之.

(번역)

도갑사 아래 국장생이라고 새긴 입석이 있고 황산 아

래에 황장생이라고 새긴 입석도 있다. 노인들 전설에

도선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 만력연간에 원수 서평공

이 호남을 순시하던 중 이곳을 지나다가 국장생을 발

굴하게 되었다. 그 아랫 부분에 석표가 네 군데 새겨

져 있는 것을 보고 뽑아내고자 했으나 돌이 깊이 박

혀있어소용이없을거라는판단에다시묻었다. 

땅속에 묻혀 있어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생을 보았다는 기록은 사실상 위의 이 유일하다.

여기에서 한준겸이 발굴하려다 포기한 국장생은 그 묘

사된 정황만 보더라도 자 세 자를 새긴 장생표와는

다른 규모의 석물임을 직감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된

여러 기의 장생표들도 발굴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하체

163 ● Chung, Seung Mo 장승의 기원과 옹중석

【 사진 3 】월출산 도갑사 황산 아래 황장생 석표

(„fi¨› 10)`⁄‰´‚   2013.4.19 5:33 PM  ˘ ` 163   G4-150 ¡»  ˙`‚ ¯˝



가 깊이 박힌 국장생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음의『대동고사(大東古事)』(1906, 皇城新聞社)에

도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있다. 

道岬寺 在靈岩月出山南하니 寺 甚鉅하야 걉寮制

度가 宏麗러라. 新갥 僧道禪이 學禪於斯하고 本朝初

에 僧 學祖ㅣ居之하야 其佛珠濕鶴이 尙存하고 又有

古碑하니 字缺不可讀이오 寺下洞口에 有二立石호

其一은 刻國長生三字하고 其一은 刻皇長生三字하니

道詵所爲러라. 宣祖朝時에 元帥韓俊謙이 巡湖南이라

가 燎過此 掘國長生見之하니 其下에 又有刻字

而深入이어 欲發其底라가 以爲無益이라하야 遂復

埋之하니라

그밖에도 담헌 이하곤(굃夏坤 1677~1724)의『두타

초(頭陀草)』(18책 雜著) 「남유록(南遊걧」(二)이나 연경

재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연경재전집(硏經齋

全集)』(14卷)에도 이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모두 입

석이라고 한 장생석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

다고 하 다. 

그러므로 국장생이나 황장생이라고 새긴 입석은 그

자체가 장생이 아니라 표석, 즉 장생표(長生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준겸이 발굴하 다가 다시 묻은 국

장생이 인신(人身)의 모습을 하 는지는 조선 이후로는

한준겸만이 아는 사실이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전남지방 장승·솟대

신앙』보고서에 의하면 두 장생표에서 조금 떨어진 곳

에 또 하나의 입석이 있는데, 윗부분이 깨져 있어 장생

(長生) 위의 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 역시 장생이

아니라 장생표로 불려야 할 것이다. 한편 장승연구자들

중에는 이것을 장생표 부근 바위에 새겨진 씨인‘建

겓香炭奉安所四標內禁護之地’의 사표(四標)의 하나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자의 씨는 시대가 훨씬 더

내려온 때 쓰인 것으로 보여 당시의 석표와는 무관하다.

2. 조선전기의 후(豫)와 장생(長걒)  

오주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오주연문장전

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시문편(詩文篇)」의 동국토

속자변증설(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 장생(長걒)의 생

(걒)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었다. 

걒. 【音生 柏音承. 講書抽籤曰抽걒, 外邑反庫抽籤會

計, 亦稱抽걒, 繕工監有걒竹進上. 里豫木人曰長걒.

柏呼長丞.】

(번역)

생(걒)의 음은‘생’이고‘승’으로도 발음한다. 강서할

때 추첨하는 것을 추생(抽걒)이라 하고, 창고 물건을

꺼내어 장부와 대조하기 위해 외읍을 추첨하는 것도

추생이라고 한다. 선공감에서는 생죽(걒竹)을 진상

한다. 거리를 표시하는 목인(木人), 즉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의 후(豫)를 장생(長걒)이라고 하며‘장승’

으로잘못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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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의 조부인 이덕무(굃德懋 1741~1793)는 1768년

에 황해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의 여정을 기록

한「서해여언(西海旅言)」『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2권)에서 후(豫)는 옛날의 장정(長亭)이나 단정(短亭)

이던 것이 오늘날 와전되어 장승(長丞), 혹은 장생(長

걒), 혹은 장성(長性)이라 부른다고 하여(豫 古之長亭

短亭也 今訛爲長丞 或長걒 或長性.) 후를 장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와전된 것으로 보았다. 

조선 후기 학자인 이들의 설에 따른다면 장승은 후,

또는 장생을 잘못 부른 것인데. 이 후나 장생은 거리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전에 사찰에 세웠던 장생과

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후를 장생으로 부

른 것은 사찰 장생과는 달리 나무로 만들어서 사찰 장

생의 생(生) 자에 나무 목(木) 변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장생(長生)과 장생(長걒)은 비록 자로는 목 변

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나무로

서 그 물체의 성격은 전혀 달라 전자는 사찰의 비보물

로서 경계석의 기능을 갖고 후자는 거리를 표시하는 후

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에 후(豫)를‘ 승

후’로 새긴 것을 보면 후를 장승으로 부른 것도 시기가

꽤 올라간다. 후, 그리고 장생(長걒)의 등장 시기는 조

선 전기로 올라간다. 『태종실록』의 다음 기사에 따르면

후를 설치한 것은 1414년(태종 14)이다. 

후자(豫子)를 설치하 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본국

(本國)의 경내에 도로(道걟)의 식수(息겤)가 멀고 가

까운 것이 같지 않아서 무릇 차견(差遣)하고 납공(納

貢)하는 데 기한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자[尺]로써 10리(里)를 재어서

소후(小豫)를 설치하고, 30리(里)에 대후(大豫)를 설

치하여 1식(息)으로 삼으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랐

다.(『태종실록』, 태종 14년 10월 17일 정해)

이에 따르면 후는 이정(굑程)의 푯말로 대후와 소후

로 구분된다. 대후는 역로(驛걟)의 30리마다 설치하는

돈대(墩臺)이며 대후가 있는 곳에는 역(驛)을 두었다.

반면 소후는 지명(地名)과 이수(굑겤)를 새긴 이정표(굑

程標)이므로 목인 형태의 후는 소후일 가능성이 크다.

성현(成俔 1439~1504)의『용재총화(辨齋叢話)』(제

5권)에 나오는 노방장표(걟傍長表)는 소후에 해당한다. 

一日 與斯文尹淡馬 自갏海還密陽 橙烈而話 見長걒

則必令卒往審里겤之遠近 策鞭馳馹 猶恐不速也. (後

略)

(번역)

하루는 사문(斯文) 윤담수(尹淡馬)와 김해에서 양

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는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이야기를 하다가도 장생(長걒)을 보면 반드시

하인에게 이수(里겤)의 원근(遠近)을 자세히 보게 하

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도 오히려 더디 감을 의심

하더니, (후략)

다음은 같은 날 윤담수가 남루에 도착하여 지은

시다.(고전번역원 번역문 인용) 

들녘은넓은데푸른봉우리가로질 고 / 野闊橫靑峯

누각은 높아흰구름이기대었네 / 걹高倚白雲

길가에 장승이있으니 / 걟傍長表在

응당관문에 가까움을 기뻐하리로다 / 應喜近關門

김극기(金克己 1379~1463)의『지월당문집(池月堂

文集)』(中卷)의 칠언율시 흥의역(興義驛)은 황해도 우

봉현(牛峯縣) 소속 역을 지나며 쓴 인데, 여기에 나오

는 이후(里豫)는 대후일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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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暇淹回坐갾鞍 聊煩汶乘篠憑갽

賞心곒곒雖難負 歸興忽忽갎굂寬

굑豫迎人걐古道溪橋送客跨前灘

多君愛勝甛詩趣 筆海汪洋莫際瀾

(번역)

오래 앉아 안장[鞍] 썩힐 겨를은 없고, 잠시 발 멈추

고웃으며난간에기대었네. 

완상할 마음은 그지없어 저버리기 어렵지만, 돌아갈

마음바쁘니어찌늦추리. 

이후(里豫)는 옛길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시냇가 다

리에서객을보내며앞여울에걸터앉았네. 

경치를 사랑하는 그대 시취(詩趣)를 보태니, 필해(筆

海)가 출 거려끝간데없으리. 

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생이나 이후 외에도, 정

후(亭豫), 노후(걟豫), 목후(木豫), 후정(豫亭)이란 용어

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559년『명종실록』기사처럼

사찰의 경계표를 장생표가 아닌 장생(長걒)이라고 한

예도 있는데, 이는 물론 장생표의 재질이 나무여서 형태

상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 표현의 한 현상으로 보인다. 

持平柳承善啓曰: “臣於前日入侍經席以山梁川澤事啓

達而伏覩傳敎之辭不勝惶恐。奉恩寺柴場則臣之妻鄕

乃原州之地, 臣自爲儒生往걐時 道由楊根月溪之邊, 每

見長걒立于道上, 書曰‘奉恩寺柴場’而甲寅年臣爲江

原道都事 往걐時亦如之。禁獵 則江겓府西 有五臺山,

山下有川. 臣爲其道都事時 適承救荒之命 以궄服巡궋

偶因日暮 投宿于月精寺, 寺下有長걒, 書曰‘禁獵’, 臣

怪而問之, 野걛皆言, ‘此川近地居人等自前網魚以食

而寺僧恐其寺中有腥鳩之氣 禁之’云。此則臣乃目覩

之事. (『명종실록』25권, 명종 14년 2월 17일)

(번역)

지평 유승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날 경연에서 산량

천택에 대해 아뢰었는데, 삼가 전교를 보니 황공함

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봉은사 시장에 대해서는

신의 처향(妻鄕)이 원주여서 신이 유생 시절부터 왕

래할 때 양근의 월계를 지나가며 매번 길가에 서 있

는 장생(長걒)을 보았는데, 거기에‘봉은사 시장(奉

恩寺柴場)’이라고 쓰여 있었고, 갑인년(1554)에 신이

강원도 도사가 되어 왕래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 습

니다. 금렵(禁獵)에 대한 것은 강릉부 서쪽에 오대산

이 있고 산 아래에 내가 있는데, 신이 그곳 도사로

있을 때 마침 구황의 명을 받고 편복 차림으로 순행

하다가 우연히 날이 저물어 월정사에 투숙하 더니

절 아래에‘금렵(禁獵)’이라 쓰여 있는 장생(長걒)이

있기에 신이 이상히 여겨 물어 보니 야로(野걛)들이

모두‘이 내는 근처 주민이 이전부터 고기를 잡아먹

고 살아온 내인데, 중들이 절 안에 비린내가 풍길까

두려워 이를 금한 것이다.’하 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본사실입니다. 

위의 기사처럼 재질이나 형태상의 유사성에서 비롯

된 명칭상의 착종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즈음과는

달리 조선시기에는 장승을 비보 성격을 갖는 사찰 석상

이나 읍성풍수물을 가리키거나 이름 붙이는 데 쓴 경우

는 찾아볼 수 없다. 

3. 옹중석(翁仲石)과 조선 후기 읍성풍수물

‘돌하르방’이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모양의 석상(石

像)을 말한다. 이것을 두고 장승이라고도 부르는데, 엄

하게 말하면 두 용어 모두 역사적 근거가 없다. 단지

오래지 않은 시점부터 사람들이 무심코, 또는 연구자들

이 선입견을 가지고 불러온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

나 장생을 장승으로 부른 것처럼 돌하르방은 이제는 무

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고유명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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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돌하르방의 제작 연대는 1754년( 조 30)경

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하르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탐라기년(耽갥紀年)』이다. 이 책은 1918년에 심재(心

齋) 김석익(갏錫翼 1885∼1956)이 고려 태조(太租)부터

조선 광무(光武) 10년인 1906년까지 900여 년간의 탐라

의 사적(事蹟)을 기술한 편년체(編年體) 역사서다. 이

책에 의하면 조 30년 당시 제주목사 김몽규(金夢奎)

가 성문 밖에 옹중석(翁仲石)을 세웠다고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52기의 돌하르방 중에는 그때 제주(濟州)에

세운 것에다가 이후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그리고

음성의 내성·외성·간성의 성문 앞에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옹중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옹중석은 석옹중(石翁仲)이라고도 한다. 대개 고대

제왕(帝王)이나 대신(大臣)의 능묘 앞에 세운 돌로 새긴

인상(人像)을 지칭하는 말이다. 옹중(翁仲)은 중국 진시

황 때 인물인 완옹중(碗翁仲)을 말하는데, 후에 동상(銅

像)이나 석상(石像)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고종 2년

(1865) 11월 10일의『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기사에

다음과 같이 옹중에 대해 나온다. 

上曰, 갏人號以翁仲乎. 世均曰, 始皇時, 有阮翁仲者,

身長一丈三尺, 智勇超凡, 使之將兵守臨隙, 聲振凶

奴, 갏人之號以翁仲者, 使凶奴畏之之意, 而厥겤之爲

十二, 因此時, 有大人十二, 見于臨隙, 故依其겤而鑄

象者也.(『승정원일기』원본 2696책) 

(번역)

상(고종)이 이르기를, “쇠로 만든 사람[金人]을 옹중

(翁仲)이라고 부르는가?”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진시황 때에 완옹중(阮翁仲)이라는 자가 있었습니

다. 키가 1장 3척이고 지혜와 용기가 범상치 않아 그

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임조(臨隙)를 지키게 하 는

데, 명성이 흉노에까지 떨쳐졌습니다. 쇠로 만든 사

람을 옹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흉노에게 두려움을 주

려는 의도이고, 그 수를 12개로 한 것은 당시에 대인

(大人) 12명이 임조에 나타났으므로 그 숫자를 따라

상을만들었기때문입니다.”고하 다. 

위의 사료를 먼저 든 이유는 그 재료가 쇠든 구리든,

아니면 돌이든 옹중이라는 인상이 한말까지도 우리나

라에 있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진시황은 옹중의 공로를 생각하여 그의 상을 구리로

만들어 아방궁 문 밖에 세워 두었는데, 흉노족은 옹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쳐들어 왔다

가 멀리 아방궁 쪽에 옹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옹중이

죽었다는 말이 헛소문이라고 하며 그대로 도망갔다고 한

다. 이후로 진나라 사람들은 완옹중이 살아서나 죽어서

나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라 여겨 그의 상을 구리나 돌

로 만들어 궁궐이나 관아 앞에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옹

중의 상을 어디에 세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의 상을 동(銅)으로 만들어서 함양

(咸陽) 궁문 앞에 세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魏)나

라 명제(明帝)가 동인(銅人) 둘을 주조하여 사마문(司馬

門) 밖에세웠다는이야기다.(『상우록(尙友걧)』(十五)

이상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세 경우 모

두 옹중의 석상을 문 앞에 세웠다는 것이고, 그 단위 수

가 12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돌하르방이 현재 제주

시내에 21기, 성읍리에 12기, 대정읍 인성·안성·보성

리에 12기 등이 있다고 하 는데, 이것들을 12기를 단

위로 재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문 중 북문

을 뺀 동문·서문·남문의 3개의 문 앞길 양쪽에 2기씩

4기를 마주 보게 세우면 석상이 각 성마다 12기씩 있게

된다. 일단 정의현과 대정현의 것도 옹중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크기가 제주 것에 비해 약간 작은 것은

당시 현으로써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옹중은 분묘(墳墓) 앞에 서 있는 석인(石人)을 이르

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51권) 평안도(平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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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양부(平壤府)의 능묘(陵墓) 조(條)에 인용된 중국

사신 예겸(倪謙)의 시에, “태사(太師)께서 이 깊은 산에

유골(遺骨)을 묻었다고 하므로, 초장(椒乍)을 전(奠)으

로 드려 한 잔을 부으려 하네. 제사를 보존하려 함은 응

당 미자(微子)의 뜻과 같고, 인(仁)함은 곧 비간(比干)과

한 마음. 묘대(墓臺)에 구름이 따스한데 푸른 솔이 어울

렸고, 옹중(翁仲)에 봄이 깊어 파란 이끼 돋았네. 말 들

으니 동국 사람이 보본(報本)하여, 세시(歲時)에 제사

드리며 와서 흠향하기 바란다네.”하 다. 

여기서 옹중은 기자(箕子) 묘에 서 있는 문인석을 지

칭한다. 명(明)나라 사신 동월(董越)의『조선부(朝鮮

賦)』에도“동방(東方)에 기자의 사당이 있는데, 나무로

신주(神主)를 깎아 안치하고 거기에 제(題)하기를‘조

선후대시조(朝鮮後代始祖)’라 하 으니, 이는 대체로

국토(國土)를 창개(創開)한 단군(檀君)을 우선으로 높

임과 동시에 단군의 유서(遺緖)를 계승한 기자 또한 숭

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묘(墓)는 토산(兎山), 즉 성

(城)의 서북쪽에 있고 묘 앞에는 중국의 의복 차림을 본

떠 만들어 세운 두 옹중이 있는데, 이끼가 알록달록 아

름답게 끼어 있어 마치 수놓은 비단옷을 입은 것과 같

았다.”고 하 다.

『전라도읍지(全갥道邑誌)』(1927년간)의 유림(儒林)

조에는 임란선무원종공신인 기효근(奇孝謹 1542~

1597)에 대해 충훈부(忠勳府)에서 부조묘(겘逝廟)를 내

리고 신도비와 함께 상(床), 향로, 옹중(翁仲) 등의 석물

(石物)을 내렸다고 하 다. 『속동문선(續東文選)』(제11

권)에 김종직(갏宗直)이 쓴 장순빈애책문(章順嬪哀冊

文)의 사(詞)에도 옹중은 묘 앞의 석물로 나온다. 『용재

총화』(제8권)에서도 임진강을 건너 길 옆에 옹중(翁仲)

이 있는 오래된 무덤을 보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묘의 석인을 말한 것이다. 

묘 앞의 석인을 옹중이라고 한 것이 18세기 말 이후

에도 여전히 통용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이덕무의『청

장관전서』(제27~29권) 사물(事物) 조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婚禮之徵 祭祀之油蜜果 墓前之翁仲 初喪之갥刹飯 登

科人之馬前倡優 皆今世之걿俗 一切除之可也。
(번역)

혼인 때 쓰는 징씨(徵氏), 제사 때 쓰는 유 과(油蜜

果), 무덤 앞에 세우는 옹중(翁仲), 초상 때 차리는

나찰반(羅刹飯),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탄 말 앞에

베푸는 창우(倡優) 따위는 모두 지금 세상의 더러운

풍속이니, 일체 없애는것이옳다.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의 칠언고시(七言

古詩)에 노상석옹중(걟上石翁仲)이란 시가 있는데, 다

음과 같이 석옹중, 즉 옹중석에 대해 묘사하 다. 

돌을깎아사람을만드니머리는자라같은데

蔬石作人頭如復

168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 사진 5 】기자묘 옹중석

(„fi¨› 10)`⁄‰´‚   2013.4.19 5:33 PM  ˘ ` 168   G4-150 ¡»  ˙`‚ ¯˝



누런 띠로지붕이은산기슭 작은집에있다.

黃茅小屋依山足

이것을언제만들었는지알수없지만

不知創造何年代

얼굴과 눈은흉악하고 기이하며 조악하다.

面目獰怪而粗惡

들불에도타지않고천둥번개에도 남아

野火不燒걳電遺

완고하게 길에 서서미혹한것을위협한다.

頑然當걟迷浩强

산요괴와나무도깨비가와서서로의지하고

山麟木魅걐相依

비바람 크게몰아칠 때뭇요괴들이 모인다.

雨嘯風號衆妖集

아마도왕년에는묘앞에있던물건일 텐데

恐是往世墓前物

세속에서는 와전되어 미륵이라 부른다.

俗語轉訛稱彌겇

지나가는행인들각자의소원빌고

궋旅祈禳各有求

쌀이며 비단이며 자른말갈기 등을바친다.

人施米帛馬剪拿

(…후략, 『思菴先生文集』卷之一에서)

그런데 이 사암의 시를 보면 조선 중기에 이미 묘 앞

에 있던 옹중석이 길가로 나와 미륵이라고 불리어졌으

며, 이에 대한 신앙행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옹중석은 엽승(壓勝)을 위한 풍수물로도 나온다. 『광

주읍지(光州邑誌)』(1899년간) 산천조(山川條)의 무등

산(無等山)에 관한 내용 중에 유림수(柳林藪)를 소개하

면서 풀과 나무를 심어 수구(水口)를 만들고 석옹중 2

기를 마주 세워 그 기를 진압하 다는 기사(柳林藪在州

西十里, 雜植卉木爲州水口, 對峙石翁仲二鎭之…)가 그

것이다. 

이상의 사료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

을 정리해 낼 수 있다. 

첫째, 옹중석은 그 유래로 볼 때 성문 앞에 세운 석상

을 말한다. 

둘째, 옹중석은 지위가 높은 인물의 무덤 앞에 세운

석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셋째, 풍수상의 이유로 세운 석상을 옹중석으로 부

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부를 때는 같은 옹중석이지만 그 위치에 따

라 다른 의미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

립민속박물관에 세워둔 석상 1기를 포함하여 48기의

제주 돌하르방들이 위의 세 가지 옹중석 중에 어떤 것

에 속하는가는 자명하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치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기

씩 세워진 석물도 옹중석의 세 번째 기능과 연관되어 있

다. 단지 이 석상에는‘上元周將軍’과‘下元唐將軍’이라

는 명문이 있는데, 읍성풍수물인 이것 역시 석장생이나

장승, 또는 당산으로 불릴 이유는 없다. 서쪽 석상 옆에

는 또 다른 풍수물로 1689년(숙종 15)에 세운 석장(石檣)

이 있어 건립 연대를 이와 연관시켜 추정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남산공원에 서 있는

2기의 석상은 원래 읍성 남문 밖에 있던 것이다. 각각

몸체에는‘東方大將軍’과‘西方大將軍’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일대에서는 제작 연도는 1741년( 조 17)

으로 추정하는데, 1912년에 작성된 목포부외읍면후청

동계안(木浦府外邑面帿廳洞契案)에 주민들이 계미(契

米)를 모아 만든 향약계인 후청계가 1741년에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91호인 광도동리석장승

2기도 위치는 광읍 도동리로 읍치풍수물일 가능성이

높다. 두 석상은 3m 거리를 두고 각각 북쪽과 남쪽으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데, 전자는 앞면에‘동방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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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문이 있고, 후자는‘서방대장’이라는 명문이 있

다. 후자에‘道光 十二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1832년(순조 32)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 도교적인 개념인 상원(上元)과 하원(下元)이 붙

은 주장군이나 당장군은 이후 사찰 석상의 명문으로 자

주 등장하고, 이후에는 이표 장승에도 쓰이는 문구여서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하늘에 닿을 듯 첩첩 산봉우리 높이 치솟았고 눈 내

린 땅은 찬 기운이 배로 쌓여 홍문(紅門) 밖 당장군(唐

將軍)의 사모(紗帽) 날개를 묻을 것만 같네.”(…際天疊

仕 矗矗劒立 寒氣之積也倍厚. 應埋盡紅門外唐將軍紗

帽翅矣. 『靑莊館全書』卷之十六) 

이것은『청장관전서』를 지은 이덕무가 북한산을 등

반하며 지은 시의 일부다. 아마도 북한산성에도 사모를

쓴 옹중석이 세워졌던 모양이다. 그 많던 옹중석들은

육지의 경우 이리저리 흩어지고 왜곡된 의미와 함께 어

딘가에 묻혔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제주의 옹중석과

부안 읍성의 석상은 원형의 보존과 함께 위치이동도 적

어 이러한 석상들이 반드시 읍성과 관련지어 해석되어

야 할 문화재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4. 조선 후기 사찰의 장군류(將軍類) 석상

제주 돌하르방과 유사한 모습의 석상들이 육지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들 석상들에 대한 해석은 제주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만큼 설립 동기도 일정하지

않지만 위치이동도 심했기 때문이다. 이동 없이 원래의

제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상들은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로서 설명하면 되지만 성문이나 묘 앞에 있

던 석상이 우연히 길가에 나앉게 되었거나 마을에서 이

것을 가져와 신앙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동 이전의 의미

와 이후의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당국은 이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관련

연구자나 담당자들이 무심코 붙인 명칭을 따르다보니

대개 석장승이나 당산 등으로 표기하 다. 그런데 이것

들을 이렇게 부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석상의 몸체

에 새겨진 가장 흔한 자는 대장군(大將軍)이며, 이것

은 이표 장승도 이러한 명칭이 붙기 이전의 일일 수 있

기 때문에 이것들을 장생(長걒), 또는 장승으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석상의 장군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도교적 의미

를 담은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

將軍)이며,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과 같은 풍수물의

의미를 담은 석상들도 있다. 이 석상들은 지역에 따라

크기나 모습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인보

다 큰 키, 벙거지 모자를 쓴 머리, 부리부리한 왕망울

눈, 뭉툭한 주먹코, 굳게 다문 입, 배에 모아 붙인 손 등

은 거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제주의 경우와 달리 육지

의 석상들은 성(性)에 따라 머리에 벙거지 대신 감투를

쓰기도 한다. 

사찰에서 세운 석상들의 제작시기는 석상 뒷면에 연

도를 표시한 것들이 있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대개는

17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18세기 초중반이 많아 제

주보다 약간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예

를 들면 나주 운흥사의 석상은 1719년, 남원 실상사의

석상은 1725년, 함양 은사지 석상은 1765년이다. 간

혹 그보다 늦은 19세기에 제작된 것들도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사당구 용정동에 있는 석물은 청주

순치명석불입상(淸州順治銘石佛굤像)이란 이름으로

1985년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이 석상은 돌기둥을 이용하여 얼굴과 상체를 조각하여

석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동고

도리(東古都里)에 있는‘수구막이’라고도 불리는 석불

한 쌍을 연상케 한다. 석상 중간부분에 순치(順治) 9년,

즉 1652년(효종 3) 11월 16일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다. 

문화재(중요민속자료 12호)로 지정되면서 운흥사석

170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fi¨› 10)`⁄‰´‚   2013.4.19 5:33 PM  ˘ ` 170   G4-150 ¡»  ˙`‚ ¯˝



장생(雲興寺石長걒)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부여받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운흥사의 비보 석상 2

기 명문에 장생(長걒)이라는 자는 물론 없다. 해서

(楷書)로 각기‘上元周將軍(前面)’과‘下元唐將軍(前

面)’이라고 쓰고 후자의 경우는 1719년(숙종 45)에 세

운 것이라는 연대 표시(康熙五十八年二月日)와 함께 화

주(化主) 이름인 승(僧) 변학(卞學)과 석상을 만든 이의

이름(別座갏걛▨▨)을 뒷면에 썼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에 있는 불회사 입구

의 석물 2기도 몸체에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이 새

겨져 있는데, 운흥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졌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에 있는 실상사(實相

寺)의 석상은 기단석(基壇石)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1725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상사에는 전라

북도 유형문화재 제88호인「실상사위토개량성책(實相

寺位土改量成冊)」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경자양안

(庚子겷案), 즉 1719년(숙종 45)부터 1720년에 걸쳐 작

성된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실상사뿐 아니라 운흥사 건

립 연대와도 무관한 것 같지 않다. 즉 이 시기의 양전

(겷田) 사업이 사찰 역 표시의 동기를 새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실상사 석물 3기는 사찰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개울을 사이에 두고 2기의 장군이 마주하

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큰 고목 아래에 있는데 10m 정

도 떨어져 있다. 몸체에 모두 명문이 있는데 각각 상원

주장군(上元周將軍)과 대장군(大將軍), 옹호금사축귀

장군(擁護金沙逐鬼將軍)이라는 이름이 새겨 있다.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의 석상 2기는 백운

암 입구에 마주보고 서 있다. 이곳은 과거 은사가 있

던 곳이다. 2기의 석상은 각각 우호대장군(右護大將軍)

과 좌호대장군(左護大將軍)의 명문이 있으며, 좌호대장

군 우측하단에 새긴 기록, 즉‘乾隆三十年乙酉閏二月

日’에 의해 1765년( 조 41)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절이나 절터 입구에 세워진 석상들이 해당 절과 어

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살펴야 할 미해결 과제

다. 우선 이 석상들은 고려시기에 조성된 장생(長生)과

가장 관련이 깊은 듯하다. 즉, 과거의 장생처럼 18세기

초중반의 석상들은 사찰의 비보물이면서 동시에 경계

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

선에 들어와서 하필 이 시기에 장생이란 이름을 대신하

여 장군의 이름으로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18세기 초중반이라는 시점은 양전사업이 전국적으

로 실시된 때이기도 하지만 속세에서는 산송(山訟)이

활발해지는 때다. 조상의 묘를 근거로 세거(世居)를 하

는 사족들이 문중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기반으로 후

대에도 쓸 수 있는 선 , 또는 세장지(世葬地)를 마련해

가는 때다. 이를 고려하면 사찰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해

온 산에 대해 명확한 소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고려시기에도 그러

했듯이 이 시점에 조성된 사찰 석상 역시 그 설립동기

가 비보와 함께 역 표시에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석상의 명칭으로 이전의 장생 대신 각종 장군을 넣

은 것은 시류나 유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생

(長生)은 이미 당시에는 장생(長걒), 또는 장승으로 인

식되어 석상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도 부적절하다. 

막연한 대장군보다는 축귀장군(逐鬼將軍), 금귀장군

(禁鬼將軍), 우호대장군(右護大將軍), 좌호대장군(左護

大將軍),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그리고 읍성풍수물

에서 볼 수 있는 동방장군(東方將軍), 서방장군(西方將

軍) 등은 그 이름에서 벽사(陽邪)와 엽승(壓勝)의 의미

를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대장군 역시 이것들과 의미

를 함께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읍성풍수물로 보

았던 옹중석이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것들과 가장 근접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석물이다. 

장군 앞에 붙은 상원과 하원의 수식어는 도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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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도 그러하고 중원, 즉 백

중 때의 행사가 절과 무관하지 않듯이, 이 개념들은 어

느 정도는 불교화한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

제는 흔히 나타나는 주장군과 당장군에 관해서는 옹중

석 외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조선을 아울러 주장군으로 불리는 인물 중에

는 우선 울지경덕(尉遲敬德)이 있다. 수말당초(隋末唐

初)의 명장인 울지공(尉遲恭 585~658)을 말하는데, 도

교의 전통 문신(門神)으로서 잡귀를 는 신으로 인식

되어 있다. 당태종의 개국공신 24명이 대한 초상을 걸

어 둔 능연각(겎煙閣)에 모셔진 인물이기도 하다. 

당장군으로는 하원군(河源軍)을 진압한 흑치상지(黑

齒常之 ?~689)를 들 수 있다. 그는 백제의 장수로서 백

제 부흥운동에 가담하다가 당에 항복하고 부흥군의 마

지막 근거지인 임존성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부여의 역사를 담은 은산별신제의 한 초상을 부흥군의

수장이던 귀실복신(鬼室福信 또는 扶餘福信 ?~663)이

라고 여기는 것과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으로는 삼국시대 위(魏)나

라 말기 사람인 종회(鍾會)가 유력하다. 그는 진서장군

(鎭西將軍)이 되어 등애(鄧艾)와 함께 촉(蜀)나라를 멸

하는 데 공이 커서 사도(司徒)가 되었으나, 등애를 모함

하여 가두고 촉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부하의 손

에 죽은 인물이다.

장군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모두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조선 태

종에서 숙종 46년까지의 사실(史實)을 편년체로 엮은

『조야첨재(朝野僉載)』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어 전혀 허

망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돌로 만든 이 장군들

이 고려 장생에서 비롯되어 이표 기능을 함으로써 생

(生)에 나무 목(木)을 붙인 나무 장생(長牲)과는 서로 다

른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 이표(굑標) 장승과 마을 장승,  그리고
벅수[法壽]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는 옹중을 법수(法壽)라고도 불

다는 근거가 있는데, 다산 정약용(丁겭鏞 ,

1762~1836)의 에서 확인된다. 다산의『시문집(詩文

集)』제13권, 기(記) 조에 실린 조석루기(朝夕걹記)는

1811년 봄에 쓴 것인데, “농산(農山)으로부터 동쪽으로

몇 리쯤 가면 옹중산(翁仲山)인데, 그의 할아버지를 이

곳에 장사 지냈으며, 또한 경치가 좋은 정원이 있어, ‘옹

산별업(翁山別業)’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옹중산에

대한 세주로(細主) “이 지방 말로는 옹중을 법수(法壽)라

고 부른다.”는 설명을 달았다.(自農山東궋겤里曰 翁仲之

山 -方言翁仲曰法壽- 厥王考葬焉, 亦有園圃之勝 謂之

翁山別業.) 다산은 유배생활 중에 농산(農山)에 있는 농

막에 묵은 뒤에 말을 타고 돌아오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다산의 주석을 받아들인다면 벅수, 또는 법수 역시

이표 장승과는 다른 옹중석 계통의 풍수물이나 벽사물

인 것이다. 현 통 시인 충무 문화동의 석물은‘土地大

將軍’이라는 이름을 새겼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벅수라

고 부른다. 이 벅수는 1906년에 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1701년(숙종 27)에 통제사 유성추(괤星樞

1657~1732)가 세웠다는 설도 있다. 그는 1701년 3월 3

일 통제사로 부임하여 그해 4월 17일까지 불과 40여 일

을 통 에 머문 자여서 그가 세웠다는 설은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다만 그가 전 해인 1700년

에 북병사(겗兵使)로 있을 때 이웃 고을에서 무당을 불

러다 음사(淫祀)를 설행하 다는 혐의를 받은 경력이

있어(『숙종실록』34권, 숙종26년 4월 23일), 굳이 이를

따른다면 더욱 이 벅수는 읍성풍수물로 세운 옹중석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경상북도 덕군 해면 괴시리는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의 출생지로 유명하다. 지금은 양 남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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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전설에 의하면 마을에 역질(疫

疾)이 돌아 폐동(廢洞) 위기에 있을 때 한 노인의 꿈에

선조가 나타나서 축귀장군(逐鬼將軍) 남정중(南正重)

이라 써서 동구(洞口) 앞에 세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

다. 그 꿈을 따라 돌로 벅수라 부르는 석상 한쌍을 만들

었는데 남벅수의 몸체에는 남정중(南正重), 여벅수의

몸체에는 화정려(火正黎)라고 새겼다. 남정중의 중(重)

과 화정려의 여(黎)를 합쳐 중려(重黎)라고 하는데, 중

국 고대 제왕인 전욱(蔘頊)의 신하를 말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24

호로 지정된 벅수 2기가 있다. 이곳 역시 남벅수의 몸체

에는 남정중(南正重), 여벅수의 몸체에는 화정려(火正

黎)라고 새겼다. 여자벅수의 뒷면에 적혀 있는 명문을

근거로 이것이 1788년(정조 12)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민간화한 벽사 신앙물로 오방신장(五方神將)

이 있다. 대개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주위에 산이 없어

사방이 트인 벌판에 세워져 있다. 오방이란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로 신장은 이를 지키는 신을 말이다.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을 각각 청제장군(靑帝將軍)ㆍ

백제장군(白帝將軍)ㆍ적제장군(赤帝將軍)ㆍ흑제장군

(黑帝將軍)ㆍ황제장군(黃帝將軍)이라고 부른다. 이 경

우도 지금은 장승이라고 부르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불

는지는 의문이다.

조선 후기에 마을로 확산된 장승들은 이표로서의 기

능보다는 위에서 본 벽사의 기능을 바라고 세운 민간신

앙물이다. 민간신앙화 이후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장승

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또한 나무로 된 몸체에는‘天下

大將軍’이나‘地下겿將軍’처럼 잡귀나 사악한 것을 물

리칠 수 있는 장군이란 명칭을 달았다. 시기적으로는

전염병이 격년으로 창궐할 만큼 심했던 17세기 후반에

서 18세기 중반 경에 많이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염병을 퍼뜨린다는 귀신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

기 위해 마을입구에 세운 장승은 거리 장승과는 달리

마을주민들의 신앙대상이 된다. 장승을 세우는 동기는

대부분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며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는 경우는 드문데, 그 드문 예들이 경기도 광주지역

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장승은 꽤나 알려진

명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거기 서 있는지, 왜 매년 그

자리에 세우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엄미리(奄尾

里)는 일제초 행정개편 때 엄현(奄峴)이란 고개 이름을

딴 엄현리와 미라동(尾갥洞)이 합쳐지면서 생긴 마을

이름이다. 행정지명의 변화와는 달리 이곳의 장승은 그

래서 각각 두 쌍이 따로 서있다. 엄현은 과거 길손들이

남한산성에서 한강 두미(斗迷) 나루로 질러가기 위해

넘었던 고개 으므로 그 장승은 이정표 기능을 하 다.

그러나 미라동 장승은 그 옆에 세워놓은 짐대와 더불어

과거 재난이 스쳐간 흔적을 말해주는 벽사물이다. 서로

기능이 다른 이 두 쌍의 장승은 이표 장승의 기능이 사

라지면서 그 구분도 없어진 것이다. 

현재 장승으로 통칭되는 목인과 석상들은 각자가 서

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유로 세워진 것들이다. 그

출발은 고려시기 사찰의 장생(長生)으로 비보물이면서

동시에 사찰의 역을 표시하는 석물, 또는 석상이었

다. 고려의 국장생이 석인의 모습일 것으로 가정하면

조선에 들어와 이표인 후(豫)도 목인의 모습이어서 사

찰의 장생을 연상케 하 고 장생과 달리 나무로 되어

있어 생(生) 자에 나무 목을 붙여 이를 장생(長걒)으로

표기하고 이후 장생이나 장승으로 부르게 되었을 것으

로 본다. 조선 후기에는 읍성과 사찰에서 읍성풍수물이

나 사찰비보물로 옹중석이나 각종 장군상을 석물로 만

들었는데, 이것들은 이표 장생과는 그 기능을 전혀 달

리한다. 마지막 단계가 마을에 세운 나무로 만든 벽사

물이다. 이 역시 대장군의 이름이 붙었는데 언제부터인

가 이표 장생과 구별함이 없이 장승으로 불렸다. 그 시

점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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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Changseung and Ongjung Stone

Abstract
There is the need to make a sharp distinction as regards JANGSEUNGs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s) that are different in origin,

history and function.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unctions of the figures, as well as to trace stone JANGSEUNGs to their origins. In this

regard, researched were conducted into the origins of JANGSEUNGs and their changes in history.

There was a tradition in the GORYEO Dynasty (an ancient dynasty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it erected JANGSAENGs (the archaic

name of JANGSEUNGs) or allied stone figures within temples; especially, ‘TONGDOSA GUKJANGSAENG SEOKPYO (a stone

JANGSAENG that was erected by the royal command and is at the entrance of TONGDO Temple located in YANGSAN,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Korea)’functions as a stone monument rather than as a stone sign. In the engraved inscription, it is written

that it should be erected in the form of PANA as before. ‘PANA’refers to ‘ZHONGKUI’, a god in Chinese Taoism believed to exorcise

devils that spread diseases. The inscription is to define the territory of TONGDO Temple. The article on HAN JUN GYEOM in a book

‘WORAKGI (a travelogue on WORAK Mountain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South Korea)’written by HEO MOK makes it

possible to guess the scale of GUKJANGSAENGs erected in DOGAP Temple. The stones, on which ‘GUKJANGSAENG’or

‘HWANGJANGSAENG’were engraved, are not JANGSAENGs but are demarcation posts.

In the JOSEON Dynasty (the last dynasty in the Korean Peninsula) JANGSAENGs functioned as signposts. Unlike JANGSAENGs in

temples, they were made of wood. At first, the word ‘JANGSAENG’was written ‘長生’in Chinese characters, but in the JOSEON

Dynasty another character ‘木 (wood)’was added to them, and thus the orthography was likely to change into ‘JANGSEUNG.’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optative or geomantic figures were not called ‘JANGSEUNG.’Historically, for instance, there has been no

case where ‘DOL HARBANGs (stone figures found only in JEJU ISLAND, South Korea)’are called ‘JANGSEUNG.’In a book ‘TAMRA

GINYEON (a historical record on JEJU Island, South Korea)’it is written that KIM MONG GYU, JEJU governor, erected ONGJUNG

Stones outside the fortress gate. ONGJUNG Stones usually refer to stone statues erected in front of ancient kings or dignitaries’
mausoleums. Moreover, they were geomantic figures erected to suppress miasma. A magazine ‘GWANGJUEUPJI (a journal on old

GWANGJU, South Korea, 1899)’shows that two two ONGJUNG Stones were so erected that they might look at each other to suppress

miasma from a pathway through which lucks lose.

On the two stone figures located in BUAN-EUP, North JEOLLA Province, South Korea, inscriptions ‘SANGWON JUJANGGUN’and

‘HAWON DANGJANGGUN’were engraved. The words are to identify the figures’sexes. They are a kind of optative geomantic figures,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call them ‘JANGSAENG’or ‘JANGSEUNG’or ‘DANGSAN.’The words ‘SANGWON’and

‘HAWON’are closely associated with Taoism. Since then, the words have been widely used as inscriptions on stone figures in temples,

and subsequently are used for JANGSEUNGs.

A hatted ONGJUNG Stone, found in BUKANSAN Fortress, disappeared and other ones may be being buried somewhere. Meanwhile,

ONGJUNG Stones in JEJU Island and stone figures in BUAN-EUP have hardly been displaced and thus have properly functioned. Stone

figures, made in those days, seem to be most similar in function to JANGSAENGs made during the GORYEO Dynasty. Specifically, like

earlier JANGSAENGs, stone figures made during the early to mid-18th century were likely to function not only as optative figures but as

boundary stones. Most of stone figures in temples were made whenever the land us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out the nation, but given

that at the same period of time, the commonalty filed many lawsuits against grave sites, temples might erect many stone figures to mark

their territories.

Currently, wooden or stone figures are commonly called ‘JANGSEUNG’, but they were erected in different epochs and for different

reasons. Their origins are to be sought in stone figures that functioned not only as optative figures in temples but as boundary stones during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JANGSEUNG, Stone Monument, PANA, Signpost, Post, Suppression of Miasma, Optative Figure, ONGJUNG

Stone, and JANGGUN Stone

Chung, Seung Mo
The Reserch Center of Regional Culture

●●

Received : 26 September 2012 ｜ Revised : 01 November 2012 ｜ Accepted : 20 November 201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1, March 2013, pp.160~175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i¨› 10)`⁄‰´‚   2013.4.19 5:33 PM  ˘ ` 175   G4-1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