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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도갑사 도선·수미비〉는 1651년 봄 비문이 완성되고, 여산礪山(현재 익산시 여산면)에서 석재를 채취하여 1653년 4월에 

완성한 작품이다. 이 비는 당시 왕실의 지우知遇를 받던 벽암碧巖 각성覺性, 취미翠微 수초守初 등 고승대덕이 건립을 주도하고, 인평대군 

등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범종梵鐘의 용뉴龍鈕를 모방한 ‘용뉴형龍鈕形 이수螭首’라는 새로운 이수형식螭首形式의 첫 작품이다. 더불

어 이 비석의 영향을 받은 용뉴형 이수의 비석들은 이후 왕실과 사대부 비석으로 전래되어 18세기까지 제작된다. 

또한 이 비석은 음기陰記의 내용을 통해 조말룡曺唜龍이라는 왕릉 석물을 제작하던 석공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조말룡은 석공 중에

서 유일하게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받은 인물로 비석에는 동일한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

을 통해 분석한 조말룡의 이수 조각 양식은 17세기 최고 수준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능묘 비석의 

장인들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선·수미비〉는 비석의 건립 과정 및 후원세력, 제작 장인 등이 분명해 사료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어 제작되어 이 시기 비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왕실 및 사대부의 후원으로 제작된 불교 석조물이 

다시 왕실과 사대부의 능묘 석물로 전파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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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月出山 도갑사道岬寺에는 1653

년에 건립된 〈도선국사道詵國師·수미선사비守眉禪師碑〉(보물 

제1395호, 이하 〈도선·수미비〉)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남아 있다.1 이 비석은 통일신라의 도선국사와 조선의 수미

선사라는 전혀 다른 두 시대의 인물을 기리고자 세워졌다

는 것이 매우 이채로운 작품이다. 더불어 비문碑文들의 구

성, 비음碑陰에 열거된 인평대군麟坪大君 및 고위 관료들의 

직함과 성명은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이

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이 작품에 수록된 3종의 비문

을 분석해서 건립주체와 의도를 분석하고 건립과정과 제작

자들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비석 제작에 

참여한 석공 조말룡의 이력과 작품들을 분석하고 17세기 

비석에서 이 작품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선·수미비>의 비문 분석

1. 〈도선·수미비〉의 형태

〈도선·수미비〉는 전체 높이가 517cm에 달하는 거대

한 규모로서 귀부龜趺는 화강암 계통의 재질로 제작되어 있

으며,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는 대리암으로 제작된 작품이다.2

비신은 전면前面에 이경석李景奭(1595~1671)과 이수인

李壽仁(1601~1661)이 찬撰한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배면背面

에는 정두경鄭斗卿(1597~1673)이 찬한 음기陰記와 시주질施

主秩, 산중질山中秩 등 인명人名이 열거되어 있다. 비신의 좌

우에는 여의주를 움켜쥐려는 용이 각각 한 마리씩 조각되

어 있다. 이수는 앙련仰蓮 받침 위에 구름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두 마리 용이 좌우를 바라보는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2. 비문 내용의 구성

〈도선·수미비〉의 비문은 크게 전면前面의 비문碑文과 

배면背面의 음기碑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면부터 살펴보

면 상단에는 김광욱金光煜(1580~1656)이 쓴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 수미선사 비명月出山 道岬寺 道詵國師守眉大禪師碑銘’ 

이라는 전액篆額이 있다(표1-전면1). 그 아래에는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 수비대선사 비명병서碑銘幷序’라는 제목의 

글을 이경석李景奭(1596~1671)이 짓고 오준吳竣(1587~1666)

이 쓴 것이다. 비문의 말미에 ‘숭정 병자丙子(1636년) 4월에 

시작하여 계사癸巳(1653년)에 세웠다. 崇禎 丙子 四月日始 

癸巳四月日立’라는 건립연대가 있으며 그 아래로 찬자撰者, 

그림 1.    〈도선·수미비〉, 1653년, 전체 높이 517cm, 석공 조말룡 제작, 전남 
영암군 도갑사 소재

1   이 작품은 1653년 건립되었으며, 1974년 전남 유형문화재제 203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보물 제1395호로 승격되었다. 

   이 작품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영암군의 문화유적』; 영암군지 편찬위원회, 1998, 『영암군지』; 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1999,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영암군』; 이영숙, 2009, 「영암 도갑사 도선·수미비의 조성배경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제32호.

2   문화재청 홈페이지 해설에서는 ‘비신은 귀부와 이수와는 달리 대리석으로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수 역시 비신과 동일한 대리암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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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書者, 전서자篆書者의 직함이 있다(표1-전면2).

전면의 추기追記는 홍문관 부수찬인 이수인李壽仁

(1601~1661)이 짓고, 진사 김시간金時暕(1607~?)3이 쓴 것으

로 서사(書) 및 추기(追) 연대는 없다(표1-전면3).

배면背面은 김시간이 쓴 ‘국사도선비음명國師道詵

碑陰銘’이라는 전자篆字(표1-배면1) 아래로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이 찬하고 김비金棐(1613~1699)4가 쓴 음기陰記

가 있다(표1-배면2). 음기 말미에 찬자, 서자, 전서자의 직함

표 1.  〈도선·수미비〉의 비문 구성

전면 배면

1. 김광욱 서書 전액篆額

2. 이경석 찬撰, 오준 서書 비문
3. 이수인 찬撰, 김시간 서書 추기追記

1. 김시간 서 음기전액陰記篆額

2. 정두경 찬, 김비 서 음기陰記

3. 시주질
4. 산중질 시주질
5. 공장질

3   김시간金時暕(1609~?)은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자가 회경晦卿이다. 그는 시서거사市西居士 김려金璇(1568~1642)의 차남으로 45세에 진사시에 입격했으며, 영암

에 은거했던 인물이다.

4   김비金棐(1613~1699)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9남男이자 음기에 이조판서로 이름 올린 김집金集의 막내동생으로 이때 진사進士였다. 김비는 

자가 사보士輔, 호는 묵옹默翁으로 찰방察訪을 지냈다. 해서楷書를 잘 썼으며, 〈성삼문 유허비〉 등의 작품을 남겼다.

1 1

2

4

5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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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명이 병기되어 있으며 끝에 ‘숭정 병자 4월일에 시작

하여 계사 4월일에 세우다(崇禎 丙子 四月日始 癸巳四月日

立)’라는 건립 연대가 이 아래쪽에는 음기와 다른 서체와 

작은 글씨로 ‘길이가 18척 너비가 9척(長十八尺 廣九尺)’이

라는 비석의 규모를 새겨 놓기도 했다.

음기 옆으로는 인평대군麟坪大君을 시작으로 당시 정치

인들의 직함과 성명이 열서되어 있다(표1-배면3). 음기와 인

평대군 등 관료 직함 아래로는 산중질山中秩, 시주질施主秩, 

공장질工匠秩 등이 적혀 있다(표1-배면4, 5).

3. 비문 검토

1) 이경석李景奭이 찬술한 비문

〈도선·수미비〉의 비문 찬술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석은 1651년 7월과 9월 사이에 도갑사 승려 천해

天海의 청으로 〈도선·수미비〉 비문을 찬술하게 된다.5 이 비

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선국사의 일생을 정리한 것이 대부

분이다. 그리고 도선국사의 옛 비석 거북머리가 부서지고, 

행적비行蹟碑가 민멸泯滅되는 것을 보고 옥습대사玉習大師가 

3년 동안 찬조贊助를 구하고 모금하여 이경석에게 비문을 

청하러 왔다는 내용이다.6 즉 이경석에게 비문을 받으러 온 

천해天海라는 스님은 옥습대사玉習大師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1648년경부터 3년간 찬조와 모금으로 비석 건

립비용을 마련한 뒤 1651년에 비문을 청탁하기 위해 서울

로 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석 전면의 전액篆額과 비문 제목에 도선국사

와 수미선사가 병기되어 있으나 비문의 내용에는 수미선사

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도갑

사에 〈수미왕사비〉(1693년)가 건립된 것은 이 비석에 수미

선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7

2) 이수인이 지은 추기와 정두경이 찬술한 음기

이수인李壽仁(1601~1661)은 본관이 연안延安으로 도갑

사와 인근인 강진康津 출신이다. 그는 1649년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재직 중에 송준길宋浚吉과의 마찰로 고향인 

강진으로 내려가 은거하던 중 이 추기를 지었다.8 추기의 내

용은 비석 건립 과정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후반부는 도선

국사의 생애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비석 건립 과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석 뒷면의 정두경이 찬술한 음기는 1652년 임진壬辰

년에 이루어진 것이다.9 이 내용 역시 전면의 이경석의 글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도선국사의 이야기만 담고 있을 뿐 수

미선사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비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비석은 ‘숭정 

병자(1636년) 4월에 시작하여 계사(1653) 4월에 세우다.’라

고 각자되어 있으나 옥습대사玉習大師가 1648년경부터 3년 

정도 찬조하고 1651년 이경석에게 비문을 의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두경의 음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찬술 

되었으며, 이수인이 지은 추기는 비석 건립 이후인 1653년 

5   이경석, 『백헌집』 권9, 「散地錄」. ‘道岬僧天海, 爲求道詵碑銘來謁, 示以月沙所贈詩. 遂卽次韻以贈之. 江漢無塵客, 山僧乞句來. 浮雲有何意, 白鳥莫相猜

(이영숙, 앞의 논문, p.173. 재인용).

6   이경석, 『백헌집』 권45, 「月出山道岬寺詵國師碑銘」.

7   〈도갑사 수미왕사비道岬寺守眉王師碑〉(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는 1629년에 시작하여 1633년에 완성했다고 조각되어 있다(‘崇禎己巳二月日始 癸酉六

月日立’). 이 비석을 건립되었다는 1633년은 비문을 짓고 쓴 백암柏庵 성총性聰(1631~1700)이 3살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1693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정원, 2012, 「조선후기 호남지역 僧塔과 石匠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3).

8  『國朝人物考』 卷35, 「李壽仁行狀」.

   이수인은 강진에 은거하면서 지은 이 비문의 추기에 그의 직함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해 놓았는데 이수인이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된 것은 1653년 11월 5일의 

일로 이듬해 1654년 7월 22일에 교리校理로 바뀌기 때문에 추기는 이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5일. ;『승정원일기』, 

효종 5년(1654) 7월 22일).

9 鄭斗卿, 「月出山道岬寺國師道詵碑陰銘幷序」. ‘…天順丁丑 去今壬辰一百九十有餘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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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과 1654년 7월 사이에 지어지고 새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비석의 전액과 표제에는 도선국사, 수미선

사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비문에는 수미선사의 기

록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석 전면에 

크게 추기가 자리한 것은 매우 특수한 일로 여겨진다. 이것

은 당초에 이 비석은 이경석 비문의 폭에 맞게 제작하려고 

했으나 인평대군 등 대시주의 참여로 비석의 크기를 늘리

면서 전액과 표제에 수미선사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

해 본다.

인평대군麟坪大君 이요李㴭(1622~1658)는 1645년에 파

주보광사普光寺 대웅보전大雄寶殿 중수 불사에 대시주로 참

여한 인물로 이 비석이 건립될 당시 국왕인 효종孝宗의 동

생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및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10 

인평대군 부부는 심양에서 영구귀국 한 뒤 이듬해(1645) 

보광사 대웅보전 중창 대시주를 했으며, 그 이유는 자신들

의 무사귀환과 병자호란 직전에 승하한 인열왕후仁烈王后의 

추복을 위한 시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아마도 인평대군을 중심으로 대신들이 조

력助力하여 본래 크기에서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시주한 것은 비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민심을 수습하고 

국난을 빨리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선·수미비>의 건립 후원세력

1. 〈도선·수미비〉의 건립을 후원한 사대부

〈도선·수미비〉의 음기 왼쪽에는 총 55명의 관료 명단

이 있는데 이것은 관료 시주질로 보인다.11 대체로 왕실이

나 주요관직에 있던 사대부들의 경우 시주질에 직접 이름

을 넣지 않거나 직함, 함자 앞에 ‘시주질’이라는 문구를 넣

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이나 사대부의 후원으로 건립된 

사찰 비석에는 이들을 시주질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1636년에 건립된 〈연천 심원사深源寺 제월당비霽月

堂碑〉의 음기에도 시주로 생각되는 ‘의창군義昌君, 능원대군 

綾原大君’의 이름이 올라 있으며, 1742년에 건립된 〈밀양  

표충사表忠祠 송운대사영당비松雲大師影堂碑〉에도 ‘상위相位

(재상)’, ‘판위判位(판서)’, ‘본도本道(경상도)’, ‘본부本府(밀양)’, 

‘사림士林’으로 항목을 나누어 인명을 기록하였는데 이 명

단 앞에 시주질이나 동참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비석 건립

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다.12

흥미로운 것은 이 관료 시주질 아래에는 “청음淸陰,  金

尙憲, 신독재愼獨齋, 金集 양 선생의 성휘姓諱를 어찌 허락하였

는가. 도리가 아닌 것이므로, 벗겨 없앤다. 무진戊辰 10월 김

기창金基昶. 고쳐 새긴다.”13이라는 각자가 있다. 즉 사찰의 

비석에 성리학자인 청음 김상헌과 신독재 김집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벗겨 없앤다는 내용이다.

현재 비석을 측광測光으로 촬영해 보면 김상헌과 김집

의 이름은 깊게 갈아내고 다시 글씨를 새긴 것을 알 수 있

다. 김기창이 두 사람의 이름을 쪼아서 없애 버린 뒤에 후

대에 이름을 다시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표 2).

이에 반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다시 새기지 않

은 인물도 있다. 시주질 1행 마지막의 이조판서를 지낸 인

10   보광사 대웅보전 지붕의 각 모서리의 끝에는 드림이 긴 암막새가 사용되었는데 북쪽 지붕에 놓여있는 암막새에서 ‘…順治二年五月日 化主 一塋, 大施主 麟

坪大君 兩位…’라는 銘文이 陽刻되어있다. 

11  이지관은 이 명단을 ‘芳名帙’로 해설하고 있다(李智冠, 1999, 「영암 도갑사 도선 수미 양대사비문」 『역대고승비문 조선편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438). 이 

관료 시주질이 작성 상한연대는 1654년으로 비석 건립된 1653년보다 1년 뒤의 일로 보인다. 마지막 부분에 ‘文科壯元 朴世模’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박세

모가 문과장원을 한 것은 1654년 3월 11일 이기 때문이다(『國朝文科榜目』 효종 5년(1654) ‘春塘臺試 甲科 壯元 朴世模’). 그런데 영의정을 지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1570~1652)은 이 비석 건립 1년 전에 사망했음에도 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은 이 명단이 방명질이 아닌 시주질이기 때문이다.

12   「밀양 표충사表忠祠 송운대사영당비松雲大師影堂碑 음기」, ‘相位 領議政 淸沙金公在魯, 左議政 藏密宋公寅明, 右議政 海村趙公顯命.…’

13 ‘淸陰 愼獨齋 兩先生 姓諱何許. 不道者, 剝滅. 戊辰 十月 金箕昶. 改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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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이름이 쪼아진 상태로 있다(표 2).14 마지막으로 2행 

10번째에는 ‘平安巡察使 許 �’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자

만 쪼아 내었는데 이때 평안감사平安監司를 지낸 인물은 허

적許積(1610~1680)이었다.15 허적은 1680년 아들 허견許堅

(1646~1680)의 모역사건에 휘말려 사사賜死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름이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비석 등에 대역죄인들이 비문을 짓거나 쓴 

경우 비면 전체를 갈아버리거나 일부만 파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사대부들은 후대에 역적이 되거나 인혐引嫌이 있을 

경우 그 인물의 이름을 비석에서 쪼아버리는 일들이 많았

다. 〈조영복趙榮福 신도비〉(1770년)의 전자篆字를 쓴 홍계희

洪啓禧(1703~1771)는 이름 전체가 지워져 있고, 홍낙빈洪樂

彬(1732~1785)은 이름을 지웠다가 다시 새겨 놓을 것을 볼 

수 있다(표 3). 홍계희는 생전에 사도세자의 사사에 깊이 연

루되고 사후에 자식들이 정조에 대한 역모에 가담해 삭탈

관직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홍낙빈은 정조대 권신

權臣인 홍국영(1748~1781)의 숙부로, 권력 남용으로 귀양가 

사망했기 때문에 지웠다가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인다. 

표 2.  〈도선·수미비〉음기의 갈아내거나 다시 새긴 이름 

갈아내고 다시 새긴 이름 갈아낸 이름

김상헌金尙憲 김집金集 미상未詳 허적許積

14   이 비석 건립 시기에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 중 이 비석에 새겨지지 않은 인물은 한흥일韓興一(1587~1651), 정세규鄭世規(1583~1661), 심액沈詻

(1571~1655), 이후원李厚源(1598~1660) 등이 있는데 자체字體의 흔적으로 보면 정세규일 것으로 보인다.

15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2월 20일. 

표 3.  조선시대 사대부 비석에서 삭제된 이름 

〈조영복 신도비〉 〈조일 신도비〉

 

삭제된 ‘홍계희’와 다시 새긴 ‘홍낙빈’ 삭제된 ‘조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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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趙鎰 신도비〉(1721년)에는 글씨를 쓴 조태구趙泰耈

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이 비석은 1721년에 조영복이 건립

하는데 이 당시에는 조태구와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만 이후 소론少論인 조태구가 신임사화를 일으키고 노론老論

인 조영복을 귀양보내거나, 노론사대신 등을 사사賜死하게 

함으로써 이후 비석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3). 〈도선·수미비〉도 이처럼 이름을 삭제하거나 다

시 새기는 등의 일이 사찰 비석에서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도선·수미비〉 건립 동참 승려

〈도선·수미비〉 시주질의 중요한 부분이 이 비석을 제

작 발원發願한 인물들이다. 여기에 기록된 승려들을 살펴

보면 시주질 최상단에 선종대선사禪宗大禪師로 태능太能, 태

호太浩, 각성覺性, 명조明照, 석덕碩德 계환戒環, 대공덕주大功

德主 일준一俊, 선사禪師 경렬敬悅, 경내인선사京內人禪師 수초

守初, 원비선사願碑禪師 도안道安 등이 열서되어 있고 그 아

래로 본사선사本寺禪師 및 첨지판사僉知判事 각명覺明, 덕인

德仁, 인잠印岑, 시임주지時任住持 상전尙全, 지사持寺 선렬仙烈 

삼강三綱 성일性一, 지전持殿 지즙智楫, 수승首僧 옥심玉心, 간

사看事 여명呂明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선종대선사로 기록된 소요 태능逍遙 太能(1562~1649), 

호연 태호浩然 太浩(1564~1652), 벽암 각성碧巖 覺性(1575~ 

1660), 허백 명조虛白 明照(1593~1661) 등은 당시 불교를 이

끌어가던 대덕들로 이 비석 제작을 소요 태능 문중과 벽암 

각성 문중이 이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7 대체로 도갑사

는 소요 태능 문중과 관련 있는 사찰로 여겨지는데, 본사

선사에 있는 현익玄益이 선종대선사로 이름 올린 해운 경렬

의 손자 항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비석 건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벽암 각성 문

중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경석은 이 비석의 비문을 지을 때 

이를 부탁한 사람이 도갑사 승려 천해天海라고 했는데,18 

이 천해는 취미 수초의 제자인 휴암 천해休嵓天海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그리고 벽암 각성은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

로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완주 송광사 창건, 순천 화엄사, 

하동 쌍계사의 재건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불사는 조선 왕

표 4.  청허휴정과 부휴선수의 제자 계보 초록16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

송운유정松雲惟政

1544~1610
송월응상松月應祥

1572~1645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풍담의심楓潭義諶

1591~1665
월저도안月渚道安

1638~1715

제월경헌霽月敬軒

1544~1633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해운경렬海運敬悅

1580~1646
능허옥잠凌虛玉岑 호월현익皓月玄益

정관일선靜觀一禪

1533~1608
호연태호浩然太浩

1564~1652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백암성총柏庵性聰

1631~1700

휴암천해休嵓天海

16   정병삼, 1999,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과 불교문화의 발전」 『진경시대』 1, 돌베개, p.188~189. 采永,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17   이들 중에서 소요 태능, 호연 태호는 비석이 건립될 1653년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18   李景奭, 『白軒集』 卷9, 「散地錄」, ‘道岬僧天海,爲求道詵碑銘來謁, 示以月沙所贈詩.’(이영숙, 위의 논문, p.1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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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19 더불어 벽암 각

성은 이 비석 건립 당시에는 국왕인 효종의 깊은 지우를 받

고 있었기 때문에20 이와 같은 왕실과 사대부들의 후원으

로 비석 건립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선·수미비> 건립과정과 

제작 장인匠人

1. 〈도선·수미비〉의 건립과정 고찰

〈도선·수미비〉의 이수인 추기 중 비석 건립 과정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비신과 이수를 채석한 곳은 여산礪山으로 현재 전라

북도 익산시 여산면 동쪽 호산리에 위치한 천호산天壺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천호산에는 문수사文殊寺라는 

사찰이 있었으며 그 인근에서 비석에 사용할 석재를 많이 

채취했었다. 한 예로 권상하權尙夏(1641~1721)는 여산 문수

사 인근에서 채취한 돌로 집안의 비석을 다수 세웠으며, 이

와 더불어 대리암 산지로 대표적인 은진恩津 덕원당德遠堂 

석재와 여산의 돌 품질이 같다고 하기도 했다.25 

이렇게 여산에서 석재를 채취한 것이 1651년 9월이며, 

전라감사가 여산, 익산, 용안현령에게 명을 내려 역부를 동

원해 석재를 황산黃山(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선

박장까지 이동한다.26

이러한 역부 동원 및 석재 수송의 편의를 봐준 전라감

사는 심택沈澤(1591~1656)으로 음기 시주질에도 ‘通政大夫 

全羅巡察使 沈澤’이라고 올라 있다. 심택의 어머니 청주한

씨淸州韓氏는 인조仁祖비 인열왕후仁烈王后와 4촌 자매지간

으로 심택은 당시 국왕인 효종과 인평대군 등과 6촌형제였

다. 인평대군 및 심택 등의 참여는 이 비석의 제작에 왕실

의 도움이 적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황산포에서 배에 실려진 석재는 이후 가림군加林郡 남

당포南塘浦, 군산群山 칠산포七山浦를 거쳐 영암靈巖 서호西湖

에 하선下船한 뒤에 7개월 만에 비석 건립이 완료되었다.27

이수인이 이렇게 추기에 비석의 채취 및 운송 과정을 

19   정병삼, 앞의 논문, 『진경시대』 1, p.166.

20   鄭斗卿, 「法住寺碧嵓大師碑」.

21  李壽仁, 「道詵國師守眉禪師碑 追記」, ‘…有僧玉習者 慨然發奮 携一錫杖 遠走京師 辯造縉紳而請焉. 白軒李相國修其辭, 尙書吳公書其碑, 漢城尹金公篆其

額, 選一國宗匠鉅筆 而無以尙矣.…’

22  李壽仁, 위의 글, ‘…某歲九月 遂伐石 於礪山之東. 於是湖南伯 曁礪·益·龍安數邑守宰咸 以農隙出民力 以助之. 叢林釋徒 窮鄕氓之 募善緣者 莫不傾資

虛橐. 奔走趍事 翌年初夏 那運於 黃山船泊所.…’

23 李壽仁, 위의 글, ‘…舟于 加林郡南塘浦, 歷群山七山浦 而泊于 西湖前洋.…’

24 李壽仁, 위의 글, ‘…閱七月而 工吿斷手, 龜跌螭首 各臻其妙 而屹立於 寺後之北塘.…’

25  權尙夏, 『寒水齋集』卷20, 「答燮閏十月」. ‘…依前所定釋用礪山石爲可. 先山所樹兩碣, 俱是礪山文殊寺近處所伐者也. 其下有宋氏始祖墓矣, 恩津德遠堂石

品, 與礪山石大抵一般.…’

26   李壽仁, 「道詵國師守眉禪師碑 追記」, ‘…是 湖南伯 曁礪益龍安數邑守宰 咸以農隙出 民力以助之. …翌年初夏 那運於黃山船泊所.…’

27   李壽仁, 「道詵國師守眉禪師碑 追記」, ‘…舟于 加林郡南塘浦 歷群山七山浦 而泊于西湖前洋. 閱七月而工吿斷手龜跌螭首各臻. 其妙而屹立於寺後之北塘.’

표 5.  이수인의 추기追記를 통해본 〈도선·수미비〉의 건립 과정

1651년 3~7월 옥습대사가 서울에서 여러 선비들을 만나 비석 건립 사유를 밝혀서 이경석이 비문을 짓고, 오준이 쓰고, 김광욱이 전서를 씀21

1651년 9월 여산礪山 동쪽에서 채석(비신과 이수), 전라감사가 여산, 익산, 용안 현령에게 명하여 역부 동원을 지시하고, 황산黃山 선박장까지 이동22

1652년 초여름 여산에서 채석한 돌을 황산 선박장에서 배에 실어 가림군 남당포, 군산 칠산포를 거쳐 영암 서호에 하선23

1653년 4월 영암 서호에 하선한 뒤 7개월 만에 비석 건립 완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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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것은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

기려는 도갑사 사중寺中의 뜻도 있었겠지만 이수인이 1639

년 예조정랑禮曹正郞으로 있으면서 〈삼전도비三田渡碑〉(1638

년)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고 보고한 인물이기 때문

이다.28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수인은 추기에 이러

한 제작 과정을 기술했으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도선·

수미비〉의 제작과정을 알 수 있다. 

2. 〈도선·수미비〉 제작 장인匠人 석공 조말룡

〈도선·수미비〉는 제작과정은 물론 제작에 참여한 장인

들 명단도 조각되어 있다. 이 때 참여한 석공은 당시 왕릉 

제작 시 석공 도편수를 맡아하던 조만룡曹萬龍, 曺末龍이었

다.29 비석의 배면 좌측 최하단에 종서縱書로 ‘절충장군折衝

將軍 석공石工 조만룡’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석공’이란 항목에 조계홍曹繼洪, 조계황曹繼黃, 김상경金尙卿

의 이름이 올라 있다(표 6).

1) 절충장군折衝將軍 석공石工 조말룡

조만룡은 왕실 기록에서 조말룡曺末龍, 曺唜龍으로 나

오는 석공으로 1645년 소현세자 묘소도감 대부석소 좌변

석수左邊石手 변수邊首로 참가한 이래, 1648년 공혜왕후 순

릉 석물개수改修 석수 도편수, 1649년 인조 장릉 대부석소 

좌우변도편수左右邊都邊首, 1659년 효종 영릉 석수 도편수, 

1660년 효종 영릉 석물개수 석수 도편수 등을 지냈다(표 6). 

특히 조말룡은 공혜왕후 순릉 석물개수를 성공적으로 마치

고 인조의 특명에 의해 영직影職으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

2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1월 22일. 

29   조말룡은 산릉도감의궤 등에서 曺末龍, 曺唜龍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선·수미비〉에는 曹萬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관료들의 이름들에도 誤字

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후 조말룡으로 서술하겠다.

표 6.  도갑사비의 조말룡 이름 각자와 조말룡이 제작한 왕릉 문인석

조말룡 각자 1645년 소현세자 소령원 문인석 1648년 공혜왕후 순릉 문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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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의 품계를 받았으며,30 석공이 품계를 받은 것은 조말룡이 

유일한 일이었다.31

그래서 〈도선·수미비〉를 제작할 당시 조말룡은 품계

가 통정대부通政大夫 였는데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품계인 

관계로 비석에 조각하는 것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

지 무관 정3품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새겨 놓았다

(표 6).

조선시대 석공 중에서 영직이지만 품계를 받은 것은 

조말룡이 최초의 일이었으며, 사찰의 비석 제작에 왕릉 석

수 도편수가 참가한 것도 유일한 일이었다. 대체로 사찰에

서 비석을 건립할 때 석수는 승장僧匠 혹은 지방 석장石匠 

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별한 경우 서울의 각수刻手

를 불러 글자를 새기게 하는 것은 몇차례 있었다.32 왕실의 

후원으로 건립된 금강산 표훈사 〈서산대사비〉(1632년), 완

주 〈송광사 사적비〉(1636년)에 참여한 석공들은 승장僧匠 

혹은 지방장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표 7).

또 조말룡 이외에도 조계홍, 조계황, 김상경 등이 석공

으로 참가하는데 이중 조계홍은 조말룡과 함께 활동했던 

석공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장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

다.33 이러한 자료들로 볼 때 이 비석의 제작에 왕릉 석수 

도편수인 조말룡이 참여한 것과, 비석의 규모 및 시주자들

의 위치 등으로 볼 때 국가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 비석 중 최고의 작품이 

제작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7.  조선후기 사찰 비석의 석공石工, 각수刻手 명단

1632년
표훈사 서산대사비

변수邊首 법륜法輪 일선一禪 쌍호雙湖 인기印機  
설의雪宜 등
각수刻手 이성민李聖民 김득선金得先34

1636년
완주 송광사 사적비

경각수京刻手 이충민李忠民 민무인民武仁
석수石手 진감眞鑒 유종석劉終石 
두문서斗文書

1653년
도갑사 도선수미비

절충장군석공 조만룡
석공 조계홍 조계황 김상경

1668년 
표훈사 풍담대사비

각수 한진국韓晉國 자子 천인天仁35

1674년 
송광사 보조국사비

석공 유영립 유천금 유일립 유대연

1674년
송광사 중창비

석공 유영립 유천금 유일립 유대연

1690년
고흥 능가사사적비

간각刋刻 원흥부元興富 경거京居 …  
김석재金碩才 경거京居 

1693년
도갑사 묘각화상비

석수 유일립 유태인 유태운

1782년
선암사 상월대사비

경래각원京來刻員 이세득李世得 
김덕리金德利 이춘방李春芳

30   공혜왕후 순릉은 1648년 2월 30일 밤 문무인석의 코 등이 파괴되었는데, 이때 석물을 새로 채취하지 않고 석물을 들여 깎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석역石役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 조말룡이었으며, 이때 인조가 영직으로 통정대부를 제수한 것이다(『順陵改修都監儀軌』, 「啓辭秩」, 1648년 3월 2일, 3월 

14일, 윤3월 14일).

  『인조실록』, 인조 26년(1648) 5월 12일. ‘特授石工曺末龍影職通政階. 政院啓曰 工匠自有可施之賞, 而聖意以陵寢之役爲重, 有此規外恩命. 請改以應施

之賞. 上不從.’

31   18세기에 산릉 등 왕실의 여러 공역에 참여한 별간역들이 품계 및 벼슬을 받는데 이들은 장인이 아닌 武人 중 특수직으로 인식한 결과이며, 석공 중에서 품계

를 받은 것은 조말룡이 유일하다. 다만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몇몇 석공들은 免賤 되기도 했다(김민규, 2009, 「조선 왕릉 장명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p.18~21).

32  〈서산대사비〉의 각수 이성민李聖民과 김득선金得先, 〈송광사 사적비〉의 각수 이충민李忠民 등이 대표적이다. 이성민, 이충민은 수차례 각자장刻字匠, 각수刻手로 

왕실공역에 참가한 장인들이다.

33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1659년, 左浮石所 工匠秩. 石手 曺末乙龍(左右都邊首) 白雲吉 申永生 姜壬生 … 曺戒弘 千今金 尹三立 朴有體 金二立 安龍 全

㗟同 金承立(已上京).

34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77, 『乾鳳寺本末事蹟 楡岾寺本末寺誌』, 아세아문화사, p.510.

35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위의 책, 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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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수미비>의 양식 분석

〈도선·수미비〉는 왕실 등의 지원에 의해 왕릉 석물을 

제작하는 석공이 만든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부龜趺와 

이수螭首, 용문龍文 등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으므로, 귀부 

비석 중 이 시기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면밀하게 고찰해

야할 작품이다. 그래서 귀부의 계통 및 이수 형태, 용문양 

등을 살펴 17세기 비석 조각의 흐름과 조말룡 조각의 특징 

및 〈도선·수미비〉의 위상을 알아보겠다. 

1. 고개 돌린 거북이 형태의 귀부龜趺 

비석의 귀부에서 고개를 돌린 거북이가 출현하는 것

은 고려시대부터로서 <봉선홍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1026

년)이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 외에는 전하는 작품이 많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상당수의 작품이 제작된다. 조선시대

에 고개 돌린 거북이 귀부가 있는 비석들은 <윤은보尹殷輔 

신도비>(1551년)를 시작으로 심연원沈連源(1560년), 심강沈鋼

(1596년), 류자신柳自新(1617년), 김제남金悌男(1624년), 한효

윤韓孝胤(1626년), 한백겸韓百謙(1644년), 민유중閔維重(1707

년), 민진후閔鎭厚(1732년) 등의 신도비가 대표작이다.36

이러한 고개 돌린 거북이들은 16~17세기 초까지는 석

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던 것으로 보

인다. 그래서 머리를 조선시대 일반적인 귀부처럼 앞으로 

내밀지 않고 좌우 어깨 부분으로 올려놓은 모습으로 조각

36  김민규, 2013, 「비두리 귀부와 이수 연구」 『불교미술사학』 15집, pp.159~160.

표 8.  조선후기 고개 돌린 귀부 비교

<원각사비>, 1471년 <한백겸 신도비>, 1644년

<도갑사비>, 1653년 <민진후 신도비>, 17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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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표 8, 한백겸 신도비). 반면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

기에 제작된 작품들은 귀부의 동세動勢를 강조하기 위한 장

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는 거북 머리가 앞으로 돌출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 시기와는 다른 조형감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8, 민진후 신도비). 〈도선·수미비〉는 머리를 길

게 내민 전통적인 귀부의 형태이면서, 고개를 살짝 오른쪽

으로 비틀고 있어서 거북이의 동세를 강조하는 미감의 선

구적인 작품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용뉴형龍鈕形 옥개석屋蓋石

〈도선·수미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용뉴형龍

鈕形 옥개석屋蓋石 (그림 2)을 꼽을 수 있다. 이 이수는 구름 

위에 두 마리 용을 조각했는데 용은 좌우를 바라보고 있으

며, 몸을 교차 시키고 있는데 그 아래를 관통시켜 조각해 

범종梵鐘의 용뉴처럼 만들었다. 

두 용의 앞발은 구름이 있는 바닥을 디디고 있으며, 

뒤쪽 오른쪽 다리는 상대편 용의 왼쪽 발의 뒤쪽을 디디고 

있고, 뒤쪽 왼쪽 다리는 정상의 여의주를 쥐고 있다. 또한 

꼬리는 몸을 휘돌아 각 용의 오른쪽 앞발을 휘감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모습의 용뉴는 15세기 조선 왕실에서 제작한 

〈흥천사종興天寺鍾〉(1462년), 〈원각사종圓覺寺鍾〉(1468년), 

〈봉선사종奉先寺鍾〉(1469년) 등에 있는데, 〈도선·수미비〉의 

이수와 이 용뉴들을 비교하면 뒷다리로 여의주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나, 앞다리로 바닥을 디디고 한쪽 뒷다리로 다

른 용의 앞다리를 디디고 있는 것, 꼬리로 자신의 앞다리

를 감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표 9). 아마도 이 〈도선·수

미비〉를 제작하면서 석공들은 이러한 용뉴를 참고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 서울에 〈흥천사종〉과 〈원각사종〉이 모

두 남아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도선·수미비〉에서 시작된 용뉴형 옥개석은 

〈신경진申景禛 신도비〉에서 옥개석 형태가 명확해지고, 18세

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중에 1676년 〈장유張維 신도

비〉에서 변화하여 옥개석 위에 용을 올려놓은 형태로 변화

그림 2.   〈도선·수미비〉의 이수, 16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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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수형螭首形 옥개석으로 변화됨으로써 옥개석의 다양화

를 이끌어 나갔다(표 9).37

3. 비신 좌우측 용문양

비신의 좌우측면에 문양을 조각하는 것은 고려시대 

법상종 탑비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조선시대

의 비석 중에 이곳에 문양을 조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486년에 건립한 〈윤사흔尹士昕 신도비〉의 좌우측에 

연꽃과 연잎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 신도비가 하엽방부荷葉

方趺형임을 염두에 두고 좌우에 이에 조응하는 연꽃과 연잎 

등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도선·수미비〉

도 옥개석에 용을 조각한 뒤 이에 걸맞게 비신 좌우에 용

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표 10).

또 〈도선·수미비〉의 용 조각은 옥개석과 더불어 조각 

그 수준 역시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조말

룡을 비롯한 최고의 석공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 이수는 양식상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왕실과 왕실 지친 등 당시 최고 위치에 있던 

무덤에 가장 많이 제작되던 이수의 양식이 〈도선·수미비〉

에서도 보여서 주목된다. 즉 〈김래 묘표〉(1623년)에서 조선 

후기를 대표할 만한 이수의 양식이 정립되는데 용의 얼굴

이 매우 현실감 있게 조각된 것이 특징으로 〈도선·수미비〉

와 동일한 양식이다. 

표 9.  〈도선·수미비〉의 이수와 흥천사종 용뉴 비교 

〈도선·수미비〉의 이수, 1653년 흥천사종 용뉴 도면 (『한국종 연구』, p.274)

〈신경진 신도비〉, 1683년 〈장유 신도비〉, 1676년

37  용뉴형 옥개석이 있는 비석은 1653년 〈도선·수미비〉, 1683년 〈신경진 신도비〉, 1703년 〈오두흥 묘갈〉, 1703년 〈오숙 묘비〉, 1712년 〈유철 신도비〉, 1720년 

〈연령군 신도비〉, 1721년 〈김두징 묘비〉, 1724년 〈유명건 묘갈〉, 1725년 〈소령원 신도비〉, 1727년 〈이즙 묘갈〉 등이 있다.    

이수형 옥개석이 있는 비석은 1676년 〈장유 신도비〉, 1701년 〈오두인 신도비〉, 1732년 〈민진후 신도비〉, 1742년 〈유신기 묘갈〉, 1742년 〈김구 신도비〉, 

1742년 〈민진장 신도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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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선·수미비〉를 동시대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 〈순강원順康園 신도비〉(1636년)와 〈삼전도비三田渡碑〉

(1639년)는 매우 독특한 양식의 작품들로 이 두 작품은 동

일한 장인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다. 대체로 용의 얼굴이 부드럽고 굴곡이 없으며, 용의 비

늘이나 서기瑞氣 등을 선각線刻하여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

문이다(표 11).

<김극효 신도비〉나 〈정광성 신도비〉는 같은 시기에 다

양한 수준의 장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명문가였던 안동김씨 김상헌金尙憲 

가문, 동래정씨 정유길鄭惟吉 가문에서 이러한 현실적 묘사

력이 떨어지는 작품들을 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상헌이 정유길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친

인척 가문 사이에 장인들의 교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면 〈도선·수미비〉에 참여

한 조말룡 등 석공들이 17세기 비석 건립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왕이었던 효종

이 장인을 보내 건립하게 한 효종의 외조부 〈한준겸 신도

비〉(1652년),38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 신도비〉 등 역시 이

수에 조각된 용의 모습이 〈도선·수미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준겸, 인평대군 신도비 등에 조말룡 등

의 석공들이 참여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즉 〈도선·수미비〉를 제작한 석공들은 당시 왕릉 등을 

제작하던 최고의 장인들로 귀부와 이수 등의 양식으로 볼 

때 당시 최상위 계층의 능묘 석물을 담당하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수 등의 양식으로 볼 때 17세기 능묘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석공들이었으며, 이들의 

표 10.  〈도선·수미비〉 비신 좌우의 용 문양, 1653년

38  이민구, 「서평부원군 신도비 추기」. ‘…壬辰春 聖上特命 內需司 發帑藏 募工徒 重連於墓隧之南 龍纏龜戴岌嶪 於新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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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고, 국왕인 효종이 특별히 

건립하게 했던 한준겸, 인평대군 신도비들이 이들의 작품 

혹은 영향관계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맺음말 

영암 도갑사의 〈도선·수미비〉는 조선시대 비석 중에

서 가장 큰 규모의 작품이면서 제작 과정 및 제작 장인 등

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비문과 관련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이 비석 건립을 주도한 것은 벽암碧巖 각성覺性

이며, 그 손자 제자인 휴암 천해休嵓 天海가 수년간 찬조받

고 비문을 의뢰했던 옥습선사玉習禪師라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비문의 내용에 도선국사 관련 내용만 있고 수미선사

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본래 도선국사비를 건립하려

고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벽암 각성, 

취미翠微 수초守初 등 당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승려들

표 11.  17세기 이수의 양식

1 양식

〈김래 묘표〉, 1623년 〈한준겸 신도비〉, 1652년 

2 양식

〈순강원 신도비〉, 1636년 〈삼전도비〉, 1639년 

3 양식

〈김극효 신도비〉, 1647년 〈정광성 신도비〉, 16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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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인평대군麟坪大君을 비롯한 정

치인들이 도움을 주어 비석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졌던 것

으로 보인다.

또 비문에 나와 있는 제작과정을 정리하면 1651년 

3~7월에 이경석이 이 비석의 비문을 짓고, 9월에 여산礪山

에서 석재를 채취해 1652년 수운水運으로 영암까지 옮겨 

1653년 4월에 비석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비석을 제작한 석공石工은 조말룡曺末龍, 曹萬龍, 

조계홍曹繼洪, 조계황曹繼黃, 김상경金尙卿 등이며, 조말룡은 

이 시기 왕릉 석수 도편수를 담당했던 장인이다. 그는 석공 

최초로 통정대부(정3품)의 품계를 받았던 인물로, 30여년 

가까이 왕릉 석물을 제작하는 최고의 장인으로서 〈도선·

수미비〉를 당대 최고의 작품으로 이룩해 냈다.

이 작품은 당시 최고의 후원세력과 장인들이 참여한 

작품답게 비석의 형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수螭首의 형태를 범종梵鐘 용뉴龍鈕에서 차용해 ‘용뉴형 

이수’라는 새로운 이수형식을 만들어 냈으며, 비신 좌우에 

용을 조각해 화려함이 최고에 이르렀다. 이후 ‘용뉴형 이수’

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18세기 전반까지 제작되어 형태 및 

양식변화가 진행된다. 또한 조말룡의 이수 조각 양식은 17

세기 최고 수준의 이수 조각에 계승된다는 것도 알 수 있

었다.

이처럼 〈도선·수미비〉는 비석의 건립 과정 및 후원세

력, 제작 장인 등이 분명한 매우 큰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작품과 양식 비교를 통해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사대부 비석의 장인들도 짐작할 수 있어서 이 작품

이 17세기 능묘석물 및 불교석조물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

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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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le for State Preceptor Doseon and Seon Master Sumi of Dogapsa Temple in Yeongam was erected 

in the fourth month of 1653. It was made with stone obtained from Yeosan(present-day Yeosan-myeon, Iksan-

si), and contains an inscription - engraved in the spring of 1651 - commemorating the two priests. The project 

to erect the monument was led by eminent monks, including Gakseong and Sucho, with the support of royal 

patrons and powerful statesmen including Prince Inpyeong(1622~1658).

This monument is thought to be the first of its kind to have a capstone in the shape of a ‘dragon loop’ handle 

of the kind traditionally attached to the top of a temple bell. Stone stelae with a dragon-loop-shaped capstone 

continued to be used by the royalty and nobility of Joseon until the 18th century.

The inscription engraved on the rear face of the monument reveals that it was made by Jo Mal-ryong, 

a renowned stonemason who worked on stone monuments and figures for royal tombs in the mid-Joseon 

period. He is known as the only stonemason to have been awarded the third highest rank(Jeong-sampum) 

of government, including the posts of Grand Master(Tongjeong Daebu) and General(Jeolchung Janggun), 

as recorded in the inscription. The monument corroborates the prevalent view that he was the creator of 

monumental capstones of the highest aesthetic merit in Joseon, and provides valuable insights about the leading 

artisans who produced monumental stones for royal tombs in the 17th century.

This particular monument is highly regarded as a valuable historical relic because of the detailed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inscription, including the dates, work processes, patrons and artisans related with its creation, 

and because it features outstanding workmanship by some of the greatest artisans of the period. The monument 

also provides important clues about the transition from the Buddhist monuments crea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royalty and nobility of mid-period Joseon to the symbolic stone structures and figures made for the tombs of 

royalty and n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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