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March 2014, pp.66~81.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경복궁 인수형(鱗獸形) 서수상(瑞獸像)의 
제작시기와 별간역(別看役) 연구

국/문/초/록

경복궁(景福宮)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全燒)된 뒤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2년인 1865년 재건이 시작

된다. 이때 경복궁 재건에 대한 의궤(儀軌)는 만들어지지 않고 기초 자료인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186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들은 강화(江華), 동대문 밖의 영풍정(映楓亭), 삼청동(三淸

洞) 등지에서 채취하기도 했으며, 경복궁 터에 남아 있던 간의대(簡儀臺) 등의 옛 석물을 재사용(再使用)하기도 

했다. 또 경희궁(慶熙宮)에 있던 여러 건물 및 석조물을 이전(移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복궁에는 재건기 

19세기 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석조물이 공존하고 있다.

『경복궁영건일기』에는 경회루(慶會樓) 연못에서 출토된 청동용(靑銅龍)이 별간역(別看役) 김재수(金在洙)가 

1865년 궁궐의 화재를 막아달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재수 등 별간역들은 석물의 설계 

및 감동(監董)을 했던 인물들로 광화문 해치상을 조각했다고 전해지던 이세옥(李世玉) 역시 화원(畵員) 출신의 

별간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조각을 담당한 석장(石匠)들도 찾을 수 있었

는데 근정전(勤政殿)은 장성복(張聖福), 광화문(光化門)은 김진명(金振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복궁의 서수상(瑞獸像) 중 비늘이 있는 인수형(鱗獸形) 서수상의 양식 특징을 

찾은 결과 돌출된 입과 큰 코, 형식적인 귀, 등 갈기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특징을 조선시대 능묘

(陵墓) 석물들과 비교한 결과 이 작품들은 고종 재건시인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 계승은 별간역, 석장들이 능묘의 석조물을 제작하면서 얻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석물(石物) 재사용(再使用), 별간역(別看役), 김재수(金在洙), 이세옥(李世玉), 석장(石匠) 장성복(張聖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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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복궁은 조선 궁궐의 중심으로 언제나 큰 관심을 받아왔

으며, 그 결과로 건축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

었다. 반면에 광화문 해치상, 영제교, 근정전 월대, 경회루 석

교(石橋), 화계(花階)의 수조(水槽), 석분(石盆) 등 석조물은 

그 수량이 900여점을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많

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석물들의 제작 시기를 추정함에 있

어서 뚜렷한 양식근거가 없이 임진왜란 이전 작품, 고종 재

건시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했다.01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종대 경복궁 재건 시 기록된 여

러 자료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당시 석물의 산지(産地), 

설계 및 감독을 하는 별간역(別看役), 실제 조각을 담당하는 

석장(石匠) 등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경복궁 서수상

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늘 있는 인수(鱗獸)형 서수상들

을 능묘(陵墓) 석물(石物), 왕실의 어보(御寶) 등과 비교 분석

해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경복궁영건일기』 및 

경복궁 재건 사료 검토

경복궁은 건립과정을 정리한 의궤(儀軌)가 남아있지 않

기 때문에 석재(石材)의 공급, 장인(匠人) 등 기초자료가 많

지 않으며 연구도 미진했다.02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경복

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를 통해 경복궁 재건시 석재를 

이용하는 경향을 살피고 「근정전 영건도감 별단(勤政殿營建

都監別單)」등에 기록되어 있는 별간역(別看役), 석장(石匠)

의 이력을 살펴 어떤 조각관(彫刻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경복궁영건일기』는 경복궁 재건이 한창이던 고종2년 

186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03 이 

책의 내용은 날짜별로 공역(工役)의 진행상황, 원납전(願納

錢) 기부자와 금액, 자원군(自願軍) 등의 인력, 중요 전각의 

내력과 상량문 등을 담고 있다. 이 『경복궁영건일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石材)의

    산지(産地)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는 새로 부출(浮出)하기도 하

고 재사용(再使用)도 했다. 이 내용이 경복궁 재건 전체 기록

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석재의 부석소를 알 수는 없지만 근

정전 마당에 깔 전석(磚石)은 강화에서 채취하고,04 광화문

의 홍예석은 동대문 밖 영풍정(映楓亭),05 건춘문의 홍예석은 

삼청동(三淸洞)에서 채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06 

조선 후기에 왕릉을 조성하면서 석재를 채취하는 부석소

(浮石所)는 왕릉 근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07 석재

는 수송(輸送)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채취

01  경복궁 석조물에 대한 편년은 근정전 월대를 중심으로 소략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은정은 경복궁의 석물이 재건 이전과 재건시 작품

이 혼재 되어 있으며, 대부분 재건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19·20세기 宮廷 彫刻에 대한 小論」) 소재구는 난간석주상은 임진왜란 이전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

다.(「月臺의 石造造形」) 이성준은 경복궁의 서수상(瑞獸像)을 태조·태종대(15세기 초반), 세종대(15세기 중반), 고종대(19세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景福宮 勤政殿 

月臺 欄干石柱像 硏究」).

02 조선시대 왕실 석조물의 석재 부출(浮出) 및 장인(匠人), 별간역(別看役) 등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동욱, 2007,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별간역 정우태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 제16권, 한국건축역사학회; 김민규, 2009,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민규, 2013, 「조선 18세기 조각가 최천약 연구」 『문화재』 46, 문화재연구소.

03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등록번호 10100289961.

04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6월 7일, 殿庭內外所鋪磚石二萬立(長廣各三尺厚二寸) 爲先卜定江華.

05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7월 12일, 光化門縇端石 又自映楓亭樏來.

06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8월 11일, 自三淸洞曳建春門縇端石.

07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 사용한 석재의 중요 부석소는 왕릉 인근으로 정하는데 북한산, 노원(蘆原) 등지가 서울 인근의 부석소였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강화(江華) 매음도

(煤音島, 現 席毛島) 대표적이다.(김민규, 2009,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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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경복궁 공역에 사용된 석재는 인

근에서 채취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광화문 홍예(虹霓)에 들어간 선단석(縇端石)은 

길이는 12척, 너비는 4척, 높이는 3척인데 이 돌을 동대문 밖 

영풍정에서 부출해서 경복궁 역소(役所)로 수송해 오는데 예

졸(曳卒), 담군(擔軍)이 998명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게 준 돈이 전(錢) 4백 50냥에 이르렀다.08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복궁 내외의 석재들을 재사

용(再使用)하기도 했다. 흠경각에 있던 일영대(日影臺)를 헐

어서 경회루 석축으로 만들거나,09 간의대(簡儀臺)를 헐어서 

건춘문의 지대로 썼다.10 또 경희궁의 경우 숭정전, 회상전 

등 일부 전각만을 두고 나머지는 건물을 헐어서 경복궁의 나

인처소나 관아로 짓는데 사용하고 섬돌이나 전석(磚石) 등 

석재들은 광화문으로 옮겨 사용하기도 했다.11 즉 경희궁은 

【 사진 1 】 경복궁에 있는 17, 18세기 석조물

a. 교태전 후원의 대석, 18세기

d. 함원전 후원 수조, 18세기

b. 교태전 후원 괴석분, 18세기

e. 함원전 후원 수조, 18세기

c. 현종 숭릉 장명등 모란 문양, 1659년

f. 오정방 신도비, 1698년

08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7월 17일, 光化門縇端石 又自映楓亭樏來. 訓將任泰瑛 賞曳卒擔軍等錢四百五十兩(曳卒九百七十三名 擔軍二十五名).

09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7월 6일, 欽敬閣舊址 日影臺毁撤, 石材盡琢面, 移用慶會樓池石築.

10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7월 16일, 毁簡儀臺石 移築建春門址垈.

11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8월 22일, 西闕內 只餘崇政殿會祥殿正心閤思賢閤興政堂, 其餘盡毁來 木材則多朽敗 取其所長參用于 內人間及各司建造. 自是日拔殿庭所

鋪碑石及堦砌之石 先用於光化門役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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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각의 건물만 남기고 부속 건물들을 이때 대부분 철

거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석조물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고 생각한다. 

대체로 교태전 후원과 화계에 놓여 있는 석조물들은 양식

상 17,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아마도 이때 경희궁 등에서 

옮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교태전 후원의 대석은 상하대에 조

각되어 있는 모란 문양을 왕릉 장명등과 비교해 볼 때 대체

로 현종 숭릉 장명등이 제작된 17세기 후반 이후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또 함원전 후원의 수조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귀

부(龜趺) 위에 4마리 용이 휘감아 있는 수조가 올려져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귀부는 17~18세기의 유행이었다. 용 두 

마리가 정면을 바라보는 수조의 형태는 1698년에 제작된 오

정방(吳定邦) 신도비 등과 유사한 형식과 양식을 보이고 있

다. 이 밖에도 후원의 다양한 석물들이 경복궁 재건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사진 1>.

2. 경복궁 재건에 부역(赴役)한 인원(人員)

앞서 광화문의 선단석을 동대문 인근에서 경복궁까지 옮

겨오는데 동원된 인원이 천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건데 경복궁 재건에 부역한 

인원은 대체로 하루에 장인(匠人) 1,600여명, 담모군(擔募軍) 

900여명이다. 이 장인 중에서 목수가 940여명, 석수가 530여명, 

야장(冶匠)이 120여명으로 엄청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12

그래서 1865년 8월 한달간 공역에 참여한 인원은 공장이 

48,016명, 담모군 28,159명, 자원군 34,653명 이었다.13 경복

궁 공역이 대체로 1865년 4월부터 1868년 8월까지로 산정했

을 때 약 42개월간 공역이 진행되었을 경우 동원된 연인원은 

공장이 200만명, 담모군이 117만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

다. 자원군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었으나 140만명 가까이 동

원된 대역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이 시기 원납전(願納錢) 모금액은 764만977냥으로 소

1마리가 5냥이었으므로 152만8천195마리 정도의 원납전을  

거둔 것이다.14 원납전 이외에도 경복궁 재건에 투입된 자금

과 재료 등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규모나 인력, 비용면

에서 경복궁 재건은 매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시작, 진행되

었다고 생각한다. 

3.  경회루 연못 출토 청동용의 제작자, 제작 

시기 및 의미

마지막으로 경회루 연못에서 발견된 청동용은 『경복궁영

건일기』를 통해 1865년 9월 별간역 김재수(金在洙)가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복궁영건일기』를 보면 1865년 8월 20

일에 주로(鑄爐)를 설치하고, 8월 30일에 용의 반체(半體)를 

주조했으며, 9월 10일 다시 반체를 주조해 전에 주물한 것과 

합쳐 완전한 용을 2마리 완성했다. 그리고 용 배 빈곳 좌우에 

‘대청통치사년 을축 임년 임술위시 구월초십일 임갑(大淸同

治四年 乙丑 壬午 壬戌爲始 九月初十日 壬申)’이라고 각자했

다. 이 청동용들은 1867년 7월 12일 축시(丑時)에 경회루 연

못 임방(壬方)의 석축 아래 천혈(泉穴) 주위에 돌로 함을 만들

어 빠뜨렸는데 머리는 남쪽 꼬리는 북쪽으로 향하게 했다.15 

12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6월 28일, 大院位下燒酒及肴脯于工匠處令領率牌將各其屬分飮之(木手九百四十五名石手五百三十六名治匠一百二十名).

13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8월 30일, 八月朔各色工匠合四萬八千十六名 擔募軍二萬八千一百五十九名 自願軍六百六十三洞合三萬四千六百五十三名.

14 경복궁 영건 기간 동안 各處願納錢과 璿派人願納錢 모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홍순민, 2007,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정치적 의미」, p.67 정리).

1865년 4월~1868년 8월 各處願納錢 璿派人願納錢

소계 728만9천474냥 35만1천503냥

총계 764만977냥(소1마리 5냥 = 152만8천195마리)

15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9월 10일. 去月二十日(壬子) 構鐵龍假家, 設鑄爐. 同月三十日(壬戌) 鑄鐵龍半軆(以土爲鑄樣始鑄全軆不成故用此法), 是日(壬申)又鑄半軆 與

前所鑄合成全龍. 其腹則虛左右各陰刻云(大淸同治四年乙丑壬午壬戌爲始九月初十日壬申)合軆鑄成一雙. 至丁卯七月十二日丑時 慶會樓池 壬方之石築下, 臬穴 圍石作

函, 浸一雙, 首南尾北. 使牌將池福祿 行告祀設餠與果各一器玄酒一卣, 因宣讀告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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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사제문(告祀祭文)에는 용의 신통력으로 궁궐의 화재를 

막아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있다.16 

이와 함께 『경복궁영건일기』에는 용두토수(龍頭吐首)를 

임일(壬日)에 주조(鑄造)하여 교태전부터 흥례문, 4문(광화, 

신무, 건춘, 영추), 경회루 등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17

이 철제토수도 청동용처럼 불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사진 2>.

경복궁 재건에 참여한 

별간역(別看役)과 석장(石匠)

1. 경회루 청동용 제작자 김재수(金在洙)

경회루 출토 청동용의 제작자가 『경복궁영건일기』에 ‘별

간역 김재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정전에서 발견된 「근정전 영건도감 별단(勤政殿營建都監

別單)」의 ‘별간역(別看役)’ 항목 6번째에 ‘嘉善大夫前五衛將 

金在洙’라는 기록이 있다.18

『승정원일기』에는 김재수가 1865년 4월 4일에 이해준(李

【 사진 2 】 경복궁에 있는 17, 18세기 석조물

경회루 연못 출토 청동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별간역 김재수 제작, 1865년

근정전 철제용두토수, 1865년 사정전 철제용두토수, 1865년

16  …양기가 엉긴 북쪽의 물이 깨끗하고 주조한 쌍룡으로서 쇠를 꽃피웠다. …回祿(화재의 신)를 백겁동안 가두고, 火德眞君(불의 신)은 천리로 배웅하라. 王靈(염라대왕)께 

엎드려 비오니 하늘의 재주로 사람을 키우고, 물의 기운을 머금어 항상 뿌려 만세토록 궁궐을 보호하소서.(…凝陽壬之水精鑄雙龍以鐵花. … 囚回祿於百劫迓德眞於千里. 

伏王靈之攸曁回天工而人大, 含水氣而常噴護宮闕於萬世.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9월 10일, 필자 譯).

17 『경복궁영건일기』 1865년 8월 19일. 四角春舌椽頭冒以鐵吐首(象龍頭以壬日鑄成重各六十斤自交泰殿至興禮門及四門慶會樓修政殿用鐵吐首其餘以瓦吐首).

18 문화재청, 2003, 『勤政殿 : 補修工事 및 實測調査報告書』,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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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광화문 해치상, 이세옥(李世玉), 1860년대

19 『승정원일기』 1865년 고종 2년 4월 4일.

20 李重華, 1918년, 『京城記略』, 新文館, p.108.

    광화문(光化門) 밖에 쌍해치(雙獬豸)가 있으니 이는 근세(近世) 미술대가(美術大家) 이세욱(李世旭)의 걸작이니 이 역시 구제를 의방(依倣, 의지해 본뜸)함이라.

21 신영훈 編, 1964, 『韓國古建築上樑記文集』, 考古美術同人會, p.27.

    光化門營建時監董 … 別看役 通政大夫前郡守 姜潤 折衝將軍前營將 林相賢 牌將訓鍊都監旗牌官 崇政 李世玉 … 石手 邊首 金振明.

海準)·이해두(李海斗)·강윤(姜潤)·김재신(金載信)·손

흥윤(孫興允)·김재형(金在衡)·임상현(林相鉉)·김상우

(金相友) · 임봉장(林鳳章) 등과 함께 경복궁 영건 별간역으

로 선발된 기록이 있다.19

별간역이란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는 무관(武官)들에게 

주어지는 임시직으로, 숙종이후 궁궐영건(宮闕營建), 산릉

조영(山陵造營), 주조(鑄造), 조각(彫刻) 등 여러 분야에서 별

간역들이 활약했다. 김재수와 같이 경복궁 영건 별간역이 된 

강윤(姜潤, 1830~1898)은 조선후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표암

(豹菴)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의 증손이자 약산(若山) 

강이오(姜彛五, 1788~1857)의 아들로 무과(武科)에 급제하

여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는데 경복궁 영건 별간역으로 임

명된 것이다. 그리고 김재수는 이러한 별간역 중 아마도 조

각과 주조 분야에 재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회루 청동용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광화문 해치 조각가 이세옥(李世玉)

이중화(李重華, 1881~1950)는 『경성기략(京城記略)』에

서 광화문 해치상의 조각가를 이세욱(李世旭)이라고 기록해 

놓았다.20 그러나 19세기 문헌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고 

대신 이세옥(李世玉)이란 이름이 자주 발견된다. 

「근정전 영건도감 별단」 계사(計士)에서 ‘숭록(崇祿) 이세

옥(李世玉)’, 「광화문 영건시 감동 별단(光化門營建時監董別

單)」에서 역시 ‘패장(牌將) 훈련도감기패관(訓鍊都監旗牌官) 

숭록(崇祿) 이세옥(李世玉)’21 등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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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당시에 ‘옥’과 ‘욱’의 음이 혼동되어 나타난 결과라

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세옥에 대한 문헌자료는 다소 남아 

있어서 그 행적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1〉에서 이세옥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본래 화사(畵

師)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1834년 창경궁 중건에 방외화사

(方外畵師)로 참가했으며, 이후 무관직을 받아 활동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세옥은 1843년 효현왕후 경릉 대부석소에 경

간역(京看役)으로 참가한 이후 여러 차례 석물제작의 별간역

으로 기용된다. 

그러므로 이세옥은 석장(石匠)으로 광화문 해치상 제작

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해치상의 설계 및 감독을 했다고 생

각한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석물을 제작할 때 화원(畵

員)이 초(草, 圖案)를 내고 석장(石匠)이 조각을 담당하기 때

문이다. 한 예로 인조(仁祖) 장릉(長陵) 천봉(遷奉, 1731년) 

때 병풍석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 별간역인 최천약(崔天若)

의 지휘아래 화원이 출초(出草)하고 김하종(金夏宗, 金夏鼎)

이 조각했던 것이 대표적이다.29 이후 이러한 작품들이 별간

역이었던 최천약의 작품으로 일컬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세옥 역시 광화문 해치상의 설계를 하고 석장이 조각하는 

것을 감동(監董)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세옥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석조물을 만들었던 광화문과 근정전

의 석장 변수를 알 수 있다. 

3. 근정전 석장 변수 장성복(張聖福)과 

    광화문 석장 변수 김진명(金振明)

위에서 살펴본 「근정전 영건도감 별단」말미에는 ‘석수(石

手) 변수(邊首) 장성복(張聖福)’이라는 기록이 있다.30 또 광

화문은 「광화문 영건 감동 별단」에 석장 변수(邊首)로 김진

명(金振明)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31 동시에 진행된 대규

모의 석역이다 보니 각 부분별로 석장 변수를 지정해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복과 김진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장성복은 1856년 순

조(純祖) 인릉(仁陵) 천봉(遷奉) 시 금위영(禁衛營) 석수로 참

가했다.32 이후 1857년 인정전(仁政殿) 중수,33 1863년 유빈(綏

嬪) 휘경원(徽慶園) 천봉시,34 1863년 철종(哲宗) 예릉(睿陵) 

조영(造營)에서는 대부석소(大浮石所) 도편수를 맡게 된다.35 

김진명은 1830년 창경궁 영건, 1832년 경희궁, 1835년 종

묘 영녕전 중수에 참여했다. 그리고 1856년 장성복과 마찬가

1834년 昌慶宮重建都監 - 方外畵師 李世玉22

1843년
孝顯王后 景陵 大浮石所京看役 - 訓鍊都監敎鍊官 司果

(정6품) 李世玉23

1855년 文祖 綏陵 遷奉 大浮石所 看役 - 嘉善(종2품) 李世玉24

1864년 哲宗 睿陵 大浮石所 石刻看役 - 畵員 崇祿(종1품) 李世玉25

1865년 光化門 營建 監董 - 牌將訓鍊都監旗牌官 崇政 李世玉26

1868년 興仁之門 重建 - 別看役 訓鍊都監 別武士 崇政 李世玉27

1889년경 橘山 李裕元 墓 麒麟石28

【 표 1 】 광화문 해치상 조각가 이세옥의 활동

22 方外畵師 劉明奎 李漢玉 李世玉, 1834년, 「工匠秩」 『창경궁중건도감의궤』.

23 大浮石所京看役 …訓鍊都監敎鍊官司果 李世玉, 1843년, 「大浮石所儀軌」 『景陵山陵都監儀軌』.

24 京看役牌將資憲金碩基 崇政李世玉, 1855년, 「大浮石所儀軌」 『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25 『承政院日記』, 1864년 고종원년 4월 19일.

26 신영훈 編, 전게서 p.27.

27 신영훈 編, 전게서 pp.37~40.

28 李裕元, 『嘉梧藁略』, 「書壽藏錄後」, … 余之壽藏處麒麟石, 李世煜之所指劃也.

29 김민규, 2009, 전게논문, p.14.

30 문화재청, 2003, 『勤政殿: 補修工事 및 實測調査報告書』, p.91.

31 신영훈 編, 전게서, p.27.

32 禁衛營石手 金興錫 黃振玉 張聖福 金興祿 朴孝得 金聖得, 1856년, 『[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33 石手金振聲(都邊首) 林得兩(副邊首) 李士福 張成福 林在洙 崔俊燁 徐景男…, 1857년, 「都監別單」 『仁政殿重修都監儀軌』.

34 大浮石所石手張聖福等十名, 1863년, 「都監別單」 『[顯穆綏嬪]徽慶園遷奉園所都監儀軌』.

35 一等 大浮石所 石手 張聖福等十四名, 1864년, 「都監別單」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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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石手 安景碩 金石基 安亨進 … 金振聲 … 金振明 …, 1830년, 「都監別單」 『昌慶宮營建都監儀軌』.

    石手  安景碩 林元哲 高興寬 … 金振聲 … 金振明 … 金振玉 …, 1832년, 「都監別單」 『西闕營建都監儀軌』.

    石手 林元哲 安景碩 金石基 … 金振聲 金振玉…金振明…, 1835년, 「都監別單」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大浮石所石手金振明等十三名, 1856년, 「山陵都監別單」 『[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37 김민규, 2009, 전게논문, p.41.

38 김민규, 2009, 전게논문, pp.57~58.

39 재사용된 석물의 개착(改鑿)에 대해서는 김민규, 2009, 전게논문 pp.52~53.

40 『承政院日記』, 1864년 고종원년 4월 19일.

지로 순조 인릉 천봉시 대부석소 석수로 참가했다.36

장성복과 김진명이 순조 인릉 천봉에 참가하고 철종 예

릉 조성 대부석소 석수 편수였다는 것은 그들의 조각관(彫

刻觀)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 두 

능역은 19세기 왕릉 석물의 재사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이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왕릉을 옮길 때 석물 운송의 어려움 등을 이

유로 신릉(新陵)에는 새로이 석물을 조성하고 구 석물(舊石

物)은 매장한다. 이후 구 석물을 발굴해 다른 능에 다시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왕릉석물 재사용이라고 한다.37

순조 인릉은 세종(世宗)의 구 영릉(舊英陵, 1446년)과 장

경왕후(章敬王后) 구 희릉(舊禧陵, 1515년) 석물, 철종 예릉

은 중종(中宗) 구 정릉(舊靖陵, 1545년)석물이 재사용되었

다.38 특히 인릉의 서쪽, 예릉 동쪽 무인석 얼굴를 일부 개착

(改鑿)했는데 매장과 발굴 과정에서 코 등 두드러진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사진 4>.39 이러한 석역을 

주도한 장성복과 김진명은 15, 16세기의 석물 양식을 몸소 

체험하고 석물을 재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

으리라 생각한다. 이때 이세옥은 예릉 대부석소(大浮石所)

에서 석각간역(石刻看役)으로 일했는데40 대부석소에 속해

있던 장성복, 김진명 등과 석물재사용(石物再使用) 및 개착

(改鑿)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15, 16세기 

석물들의 특징도 알아 낼 수 있었으며 이것을 경복궁 석조물

에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 사진 4 】 철종 예릉 무인석. 구 정릉 무인석(1545년, 좌), 1864년 개착된 무인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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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수상의 

제작시기 고찰

1. 영제교 서수상의 양식 검토

인수형(鱗獸形) 서수상 중 영제교 서수상들은 제각기 얼

굴의 표정이 다르고 어구(御溝)로 반쯤 들어가서 물길을 바

라보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된 작품들이다. 이 서수

상들은 유득공(柳得恭, 1749~1807)이 1770년 봄 서울의 모

습을 읊은 「춘성유기(春城遊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임진

왜란 이전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41 그래서 이 작품들은 

경복궁의 서수상 뿐만 아니라 다른 궁궐의 서수상과도 비교

가능한 중요한 기준작품으로 영제교 주변 상들을 분석한 뒤 

그 외의 인수형 서수상 양식을 분석해보겠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영제교 서수상과 19세기 후반에 제

작된 광화문 해치상의 안면 표현과 비교해 보면 첫째 영제교 

서수상은 얼굴에서 크게 돌출된 부분이 없이 눈썹과 콧날, 

41 又翌日入景福古宮. 宮之南門內有橋, 橋東有石天祿二, 橋西有一鱗鬣, 蜿然良刻也. 南別宮後庭有穿背天祿, 與此酷肖. 必移橋西之一而無掌故可證也.….

     柳得恭, 「春城遊記」 『冷齋集』 권15.

【 사진 5 】 영제교 서수상과 경복궁 인수형 서수상 비교

영제교 서수상 측면, 조선전기 영제교 서수상 뿔, 조선전기 근정전 청룡상, 19세기 후반 근정전 청룡상 뿔, 19세기 후반

영제교 서수상, 조선전기 광화문 해치상, 19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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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이어지는 윤곽이 평이하게 흐른다. 하지만 해치상을 

비롯한 경복궁 대부분의 인수상은  코와 입이 크게 돌출되어

있다<사진 5>. 더불어 영제교 서수상의 두번째 특징은 이목

구비의 구성이 조화로운데 반해 해치상과 경복궁의 인수형 

서수상들은 안면에서 코의 비중이 절반 정도로 크게 표현되

어 있다<사진 5>. 마지막으로 영제교 서수상들은 좌우로 펼

쳐진 듯한 세가지의 뿔이 특징적인데 반해 경복궁의 인수형 

서수상들은 뿔이 일자형이며, 갈라진 경우 층단처럼 표현한 

것이 다른 점이다<사진 5>.

조선 전기에 제작된 영제교 주변 서수상은 이목구비의 구

성, 윤곽선, 뿔의 형태 등의 여러 요소가 경복궁의 인수형(鱗

獸形) 서수상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다음장에서는 

경복궁의 인수형 서수상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고 그 연

원을 밝혀 제작 시기를 알아보겠다. 

2. 인수형 서수상의 양식 고찰

영제교 서수상을 제외한 경복궁의 인수형 서수상들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출된 입과 코, 등의 양식 요소 뿐만 

아니라 형식화된 귀, 등갈기 등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본장

에서는 이 양식요소들을 중심으로 이 상들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1) 돌출된 입과 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정전 인수형 서수상은 대부분 

돌출된 입과 얼굴 절반 정도로 큰 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형은 조선시대 어보(御寶) 구뉴(龜鈕)의 거북이나, 능묘

(陵墓) 비석의 귀부(龜趺)의 거북, 이수(螭首)의 용과 흡사하

다. 아마도 비늘이 표현된 서수상들은 이러한 어보, 귀부, 이

수의 용 등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경복궁 근정전의 현무상과 조선시대 능묘 비석의 귀

부(龜趺)를 비교해 보면 눈과 코가 커지고, 이빨이 드러나는 

등의 변화와 귀갑의 형태 등이 조선 전기 원각사비(1471년) 

보다는 조선 후기의 은언군(恩彦君) 신도비(1851년)에 가깝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6>. 

【 사진 6 】 조선시대 귀부(龜趺)의 거북 얼굴 변화

원각사비 거북, 1471년 은언군 신도비 거북, 1851년 경복궁 근정전 현무상, 19세기

경복궁 근정전 현무상 귀갑은언군 신도비 귀갑, 1851년원각사비 귀갑, 14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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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화된 귀

경복궁의 인수형 서수상은 근정전 청룡상<사진 7>처럼 

귀가 매우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각사비(1471년), 김

성응 묘표(1766년) 이수(螭首)처럼 일반적인 용의 귀는 머리 

뒤쪽에 있으며, 귓구멍과 귓바퀴가 명확하다. 반면에 경복궁

의 인수형 서수상들은 귀가 시작되는 곳이 눈 아래로 콧수염

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마도 근정전 어좌의 

용두장식처럼 귀가 접혀 있는 형태<사진 7>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

면서 이처럼 형식화되었다고 생각한다.   

3) 등의 갈기

경복궁 인수형 서수상에는 서수가족상처럼<사진 8> 대

부분 척추를 따라 원형의 돌기를 줄지어 조각하고 그 좌우로 

물결치는 듯한 갈기를 표현했다. 이것은 왕릉 망주석의 세호

(細虎)와 비교 가능하다. 1659년 현종(顯宗) 숭릉(崇陵)의 세

호를 보면 등에 연주(連珠)만 조각되어있다. 이 연주 좌우에 

갈기가 표현되는 것이 1856년 순조(純祖) 인릉(仁陵)이다<사

진 8>. 순조 인릉은 경복궁 재건시 근정전 석장(石匠) 도편수

인 장성복(張聖福)이 참여했던 능역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

펴본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세호의 변화를 참고한다면 서수의 등에 

연주와 물결형태의 갈기가 함께 표현되는 작품들은 19세기 

중반이후로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사진 9>. 또한 인수

형 서수상 이외에 이런 형태의 등 갈기가 표현된 다른 작품

들도 고종 재건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술 전반에서 19세기는 외형적으로 장식성이 강조되던 

시기로 등갈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조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대략적인 

형태만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경향도 공존하는데 서수상의 

【 사진 7 】 수형 서수상의 귀 

경복궁 근정전 청룡상, 19세기 원각사비 이수의 용, 1471년 김성응 묘표 이수의 용, 1766년

경회루 서수상, 19세기경회루 후원 누수조, 19세기근정전 어좌의 용두장식,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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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같은 조각요소가 그런 예이다. 이러한 조각 경향으로 미

루어 이 인수형 서수상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조각 흐름

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작시기는 능묘석물등과 비교해 볼 때 

19세기 후반 즉 고종 재건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양식 계승은 장성복, 김진명 등 석장(石匠)과 별

간역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알 수 있다. 

【 사진 8 】 인수형 서수의 등갈기와 조선 후기 왕릉 망주석 세호의 변화

근정전 월대 서수가족상, 19세기 현종 숭릉 세호, 1659년 순조 인릉 세호, 1856년

광화문 육축 서수상 영제교 난간 용(龍)상광화문 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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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경성부사(京城府史)』에는 광화문 해치상의 제작자가 

‘이세욱’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해치의 작가에 대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겨우 구전으로 전해

질 뿐이며, 궁궐건축의 기술자는 유감스럽게도 전해지는 바

가 없다. 대개 예부터 조선은 기술자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42 

과거에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했지만 최근 연구들을 통해 

조선시대 장인의 다양한 기록을 찾아내고 그 작품들을 연구

하고 있다. 경복궁도 의궤를 만들 기초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의궤를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경복궁 

재건에 참여한 별간역(別看役)이나 석장(石匠) 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행히도 본 연구에서 경복궁 재건 관련 단편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회루의 청동용을 제작한 별간역 김재수(金在洙)

와 화재를 막아달라는 청동용의 의미, 광화문 해치상의 제작

자는 화원(畵員)이었던 이세옥(李世玉) 이라는 것을 찾게 되

었다. 또한 이 작품들을 직접 제작한  근정전 석장 도편수는 

장성복(張聖福), 광화문 석장 도편수는 김진명(金振明) 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경복궁 재건에 사용된 석재는 강화(江華), 동대문 밖 

영풍정(映楓亭), 삼청동(三淸洞) 등지에서 채취하기도 하

고 경복궁에 있던 간의대(簡儀臺) 등의 옛 석물을 재사용하

42  尙ほ獬豸の作者のみは右の如く辛ぅじて云ひ傳へらねつゐるが宮闕建築の技術者に就いては遺憾ながら傳ふる所がない. 蓋し古來朝鮮では技術者に關して記すること

がないのを常體するからである, 『京城府史』 1권, p.466.

경회루 석교 서수상 경회루 석교 서수상경회루 석교 서수상경회루 석교 서수상

【 사진 9 】 고종 재건시에 제작된 경복궁의 서수상

근정전 계단(동) 청룡상 근정전 월대 서수가족상근정전 계단(북) 현무상근정전 계단(남) 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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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경희궁(慶熙宮) 등의 석재를 옮겨 사용한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서수상 중 비늘이 있는 인수형(鱗獸形) 

서수상들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영제교 서수상들과 비교해 

본 결과 조선 전기의 작품이 아니며, 크게 돌출된 입과 큰 코, 

형식화된 귀와 등갈기 등은 18~19세기 석조물의 흐름과 일

치하는 것으로 이 인수형 서수상들이 고종 재건시에 제작되

었음을 양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양식 계

승은 별간역이나 석장에 의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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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ecial Technician Byeolganyeok(別看役) 
and the Statues of Auspicious Animals(Seosusang, 瑞獸像) : 
the Scale-covered animal form(鱗獸形) in Gyeongbokgung 
Palace(景福宮)

Abstract

Kim Min-Kyu
Resercher, Kansong Art Museum

Burnt down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of 1592, Gyeongbokgung Palace(景福宮) remained in ruins until 1865, 

when in the second year of King Gojong’s(高宗) reign, reconstruction work began. At the time, a royal protocol(uigwe, 儀軌) 

for the reconstruction was not produced. Instead, the Gyeongbokgung Palace Construction Diary(Gyeongbokgung 

yeonggeon ilgi, 景福宮營建日記) records the reconstruction process from June to September of 1865.

The contents of this diary reveal that the stone used in the construction was obtained from Ganghwa(江華), 

the Yeongpung field(映楓亭) just beyond Dongdaemun, and Samcheongdong(三淸洞), among other sites. 

In addition, selected stone remaining from the original Gyeongbokgung Palace site - such as that from the 

palace astronomical observatory(ganuidae, 簡儀臺) - as reused, while a number of buildings and stonework 

from Gyeonghuigung Palace(慶熙宮) were moved to Gyeongbokgung Palace. As a result, a number of 17th 

and 18th century stonework are currently located at Gyeongbokgung Palace. 

The Gyeongbokgung Palace Construction Diary contains a record indicating that the bronze dragon(靑銅龍) 

excavated from the lotus pond at the palace’s Gyeonghoeru Pavilion(慶會樓) was created by special technician 

byeolganyeok(別看役) Kim Jae-su(金在洙) in 1865 for the symbolic purpose of protecting the palace from fire. 

The diary also reveals that among Kim Jae-su and the other special technicians(byeolganyeok) tasked with 

the installation and oversight of the palace stonework was Lee Se-ok(李世玉) - aid to have created the haechi 

statue at Gwanghwamun Gate. This indicates that there were men of court painter(hwawon, 畵員) background 

among the construction special technicians(byeolganyeok). Moreover, the diary records the names of the 

stoneworkers(seokjang, 石匠) who worked under these special technicians to actually carve the stonework. 

These included Jang Seong-bok(張聖福), wh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the Geunjeongjeon Hall(勤政殿); 

and Kim Jin-myeong(金振明), who took part in the construction of Gwanghwamun Gate(光化門).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identify a number of special iconographic features of the scale-covered 

animal form(insuhyeong, 鱗獸形) auspicious animal statues at Gyeongbokgung Palace. These include a protruding 

mouth and large nose, formalized ears, and a mane along the back. Comparing these iconographic features with 

those found in the stonework of Joseon tombs makes it clear that these palace statues were crea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 the period corresponding to Gojong’s palace reconstruction.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this iconography was taken up by the Gyeongbokgung Palace construction special technicians(byeolganyeok) 

and stoneworkers(seokjang) as they worked on tomb stonework earlier in their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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