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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묘(宗廟)의 지당(池塘)을 대상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기까지 진행된 변천과정의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종묘 지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확인된다. 세종 25년(1443)에 조성 중이던 지당은 지금의 상지(上池)를 가리키며, 

『국조오례의』 「종묘전도」에 따르면 중도(中島)가 없는 형태의 방지(方池)였다. 숙종대의 중지(中池)에는 쌍도(雙島)가 조성되어 

있었고, 중도(中島) 내에는 단풍나무, 박달나무 등을 비롯한 여러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또한 중지 내에는 무성한 연꽃도 

자라고 있었다. 특히 쌍도 형식이었던 중지의 중도는 이후 단도(單島) 형식으로 변화하였는데, 영조(英祖) 연간에 이루어진 지당의 

확장공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현대기에 이르러 이원적(二元的) 배치의 하지(下池)가 조성되면서 종묘의 지당은 본격적인 변형국면에 접어들었다. 근대기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하지는 적어도 1947년 이전에 조성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원적 배치의 하지 가운데 우측 하지가 

매립되면서 일원화된 형태의 하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종묘배치도」와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첩에 의하면 상지와 중지의 

호안(護岸)은 본래 토축(土築)으로 조성되었지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석축(石築)으로 개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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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가 봉안된 종묘는 

사직(社稷)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유교적 예제와 도성제(도

읍제)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조선시대까지 수차례의 영건, 

증축, 복원에 따라 변화하던 종묘의 건축적 묘제는 일제강

점과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원형에 가까운 배치형식과 건축유산은 종묘의 진정

성과 결부되어 199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정전과 영녕전을 중심으로 한 종묘의 건축적 위상은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비유만큼이나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종묘 묘제의 

진정성은 건축적 관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종묘의 외

부공간에 조영되었던 다양한 조경시설은 묘제의 완결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관련 사

료에 따르면 종묘의 외부공간에 설치된 조경시설로는 경역

과 예제건축을 한정하는 담장, 제례용 물을 기르기 위한 어

정(御井), 제례과정에서 이용되는 참도(參道), 치수(治水)와 

이수(利水)를 위한 수로와 지당(池塘), 풍수비보적 성격의 

조산(造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경시설들은 건축유산과 더불어 종묘의 묘제

를 구성하고, 당대의 원형경관을 형성하는 근간이었다. 경

관은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문화재(문화유산)

의 원형에 위배되는 후대의 의도적 변형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인 영건행위를 통해 완결된 종묘

의 조경적 묘제는 건축적 묘제와 달리 일제강점기 이후 변

형국면에 접어들면서 점차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

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종묘의 원형경관 규명은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문화유산으

로서 종묘가 가진 진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종묘정비계획(1984), 종묘 조경정비

기본계획(2006), 종묘 어도 보수공사(2007), 종묘공원 성

역화 사업(2007~), 창덕궁-종묘 녹지 및 담장 복원사업

(2010~), 종묘 식생 분석 및 전통조경 관리방안 연구(2016) 

등과 같이 종묘의 조경정비를 위한 사업이 수차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의 원형경관 회복

은 여전히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정, 수로, 조산과 

사진 1.   종묘 내의 지당(A: 상지, B: 중지, C: 하지) 

(A: 문화재청, 2009, 『세계유산 종묘』, B·C: 필자촬영).

그림 1.   종묘 내 지당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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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미 멸실된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후 의도적으로 변형된 조경

시설의 경우에는 원상에 대한 시급한 복구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묘의 지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묘에는 각각 상지(上池), 중지(中池), 하지(下

池)라고 불리는 3개소의 지당이 갖추어져 있다(사진 1). 상

지는 재궁(齋宮)의 남서측에 위치한 방지(方池)이다. 중지

는 망묘루(望廟樓)의 서측에, 하지는 외대문(外大門)의 북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지와 하지의 내부에는 원형

의 중도(中島)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1). 일각에서는 종묘 

내의 지당들이 조선시대부터 조영되었던 시설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면 조선시대까지 실존

했던 종묘의 지당은 상지와 중지뿐이었다. 근현대기에 이르

러 하지가 추가로 조성되었고, 상지와 중지의 호안에는 재

료적 변형이 가해졌다.

변형여부에 대한 판단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원형

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종묘 지당의 내력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었으며, 지당의 변형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근현대기의 시기

적 구분에 따라 각각 종묘 지당의 조영양상과 변형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종묘 지당의 조

영과 변형에 대한 실증을 넘어 추후 종묘 전반의 원형경관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종묘 

지당의 변천과정을 조선시대와 근현대기로 구분하고 해당

시기에 제작된 사료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시대별

로 확인되는 변천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종묘 지당의 최초 조성

시기인 세종 25년(1443)부터 지당의 변형양상이 마지막으

로 확인되는 1980년대까지로 설정되었다. 또한 공간적 범위

에는 종묘 외대문부터 재궁(齋宮) 일곽 사이에 조성된 일련

의 지당뿐만 아니라 현재는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 외대문 

안쪽 우측의 지당도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종묘 지당의 조영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2 

『서파집(西坡集)』,3 『종묘의궤(宗廟儀軌)』(1706),4 『종묘의궤

속록(宗廟儀軌續錄)』(1741),5 『춘관통고(春官通考)』(1788),6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1880), 「종묘서(宗廟署)」7 등의 

문헌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세종대 상지의 조성사실과 

형태, 숙종대 중지의 원형적 특징(중도, 식물상), 영조대 중

지의 형식적 변화(중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파악될 수 

있었다.

또한 근현대기 종묘 지당의 변형양상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1927), 「경성정밀지도(京

城精密地圖)」(1933), 「Kyongsong or Seoul』(1946), 「종묘배

치도(宗廟配置圖)』(해방이후) 등의 지도 및 도면을 비롯하

여 근현대기 사진자료(1947년 촬영 항공사진, 1958년 촬

영 사진첩) 및 『종묘정비계획』(1984), 『종묘정전실측조사보

고서』(1989) 등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종묘 지당의 가장 

핵심적 변형요소였던 하지의 조성사실, 이원적 배치(좌측 

및 우측 하지), 단일화 과정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지와 중

1 종묘 지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확인.

2 조선시대 오례의 예법과 절차를 기록.

3 조선후기의 문신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시문집.

4 종묘의 연혁과 제도, 의식절차 등을 기록.

5 1706년(숙종 32) 이후 종묘의 변모연혁을 기록.

6 오례의 연혁과 실행 사례를 기록.

7 조선후기의 문신 한필교(韓弼敎, 1807~1878)가 종묘서(宗廟署)에 근무할 당시의 묘제를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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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호안처리에 대한 재료적 변형사실도 함께 파악될 수 

있었다.

3. 선행연구와 계획의 검토

전통지당과 관련하여 조정숙(1987),8 정연익(2001),9 이

상필(2005)10 등의 연구는 지당의 조성기법, 구성, 특징 등

에 관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종묘 지당의 내력을 

다룬 학술연구로는 2002년 간행된 『창덕궁·종묘 원유』가 

유일하다. 창덕궁 및 종묘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전면적 

조사를 진행한 이 연구에는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토대로 종

묘 지당에 관한 개괄적 내력이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세종 25년(1443)에 상지가 처음 조성되었으며, 이후 중지가 

추가로 조성되어 조선시대에는 2개의 지당만이 있었다.

또한 1967년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제사』를 참고로 

어느 시점에 지당은 4개소로 변모하였으며, 1985~1986

년 사이에 외대문 안의 오른쪽에 있던 지당이 매몰되었다

는 점도 함께 밝혔다.11 『창덕궁·종묘 원유』는 당시까지의 

학술연구 가운데 종묘 지당의 내력에 관한 가장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헌에만 국한된 연구내

용은 종묘 지당의 조영에 관한 단편적 고찰로 이어졌고, 

특히 근현대시기의 변형양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

하였다.

종묘 지당에 관한 정비계획 형식의 논의는 2006년 간

행된 『종묘 조경정비기본계획』에서 확인된다. 이 정비계획

은 종묘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조경분야 복원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중 역사적 고증 단계

에서는 창엽문(외대문) 수복방 전면의 지당(하지)이 “20세

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12 이를 토대로 단계별 정비

계획에서는 “원형경관 복원을 위해 고증을 통한 수복방 전

면 지당의 철거”13가 제안되었다.

『종묘 조경정비기본계획』은 하지의 철거에 대한 필요

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

만 종묘 지당의 전반적 내력과 원형에 대한 고찰은 선행되

지 않았다. 특히 하지의 조성시기는 매우 광범위하게 특정

되었고, 변형여부의 판단을 위한 면밀한 분석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결국 하지의 철거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은 “고증을 통한 하지의 

철거”를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창덕궁·종묘 원유』 그리고 『종묘 조경정비기본계획』

의 연구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련사료 및 자료

의 조사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종묘 지당의 조영양상을 다

각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근현대기 종묘 지당의 변형양상을 

더욱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조선시대 종묘 지당의 조영양상

1. 세종대 상지(上池)의 조성사실

조선시대 종묘의 지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

록(世宗實錄)』에서 확인된다. 세종 25년(1443) 4월 21일의 

기사에 따르면 세종은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으니 종묘에 

못을 파는 일(鑿池)과 간의대(簡儀臺)에 규표(圭表)를 설

치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공역을 정지하라고 하명하였다.

공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했으나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니, 종묘에 못을 파는 일과 간의대(簡儀臺)에 규표

8 조정숙, 1987, 「傳統庭苑에 있어서 池塘構成의 特性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정연익, 2009, 「傳統 연못의 造成技法 및 管理方案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이상필, 2005, 「韓國 傳統 園池 造營에 관한 硏究 -옛 그림 및 發掘調査된 園池를 中心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문화재청, 2002, 『창덕궁·종묘 원유』, pp.312~314.

12 문화재청, 2006, 『종묘 조경정비기본계획』, p.37.

13 문화재청, 2006, 앞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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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圭表)를 설치하는 일 이외에는 여러 가지 영선(營繕)하는 

일을 일체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14

기록만으로는 당시 조성된 지당의 위치를 알 수 없지

만, 성종 5년(1474)에 간행된 『국조오례의』 「종묘전도(宗廟

全圖)」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종묘전도」에는 당대 종묘의 

묘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재궁(齋宮)의 남서측

으로 중도가 없는 형태의 방지(方池) 1개소가 확인된다(그

림 2). 이 방지가 세종 25년에 조성 중이던 지당이며, 현재

의 상지를 가리킨다.

상지의 조성목적은 불분명하다. 다만 조선전기의 태조 

7년(1398)과 태종 9년(1409)에 걸쳐 비보풍수(裨補風水)에 

해당하는 가산(假山)의 조성과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세종대의 상지도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추정은 상지의 조성에 대한 세종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뭄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역을 정지하였

던 것과 달리 종묘에 지당을 조성하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

기 때문이다. 지당의 자의(字意)가 물이 머물거나 고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당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저수(貯水)

이다. 실록의 기록과 같이 농사철과 한기(旱氣)로 인해 원

활한 공역이 어렵더라도 당시의 종묘에는 지당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우기(雨期)를 대비하여 저수를 

위한 지당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선전기에 조성된 상지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천

문지리적 측면에 병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6년(숙종 

32) 간행된 『종묘의궤』 「종묘전도」에서 상지의 북측으로 건

립된 누국(漏局)이 확인되기 때문이다(그림 3). 누국은 누

각(漏刻), 즉 물시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상지

와 누국 사이의 기능적 관계성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종묘

의궤』의 남쪽에 누국청(漏局廳) 2칸이 있고, 앞으로 작은 

못(小池)이 있다.”15라는 기록처럼 누국청과 지당을 함께 설

명하는 대목은 누국과 상지 사이의 분명한 관계성를 시사

한다. 특히 1788년(정조 12) 간행된 『춘관통고』 「금의종묘영

녕전전도(今儀宗廟永寧殿全圖)」에는 누국이 만수청(滿水

廳)으로 표기되어 있는데(그림 4), 누국처럼 만수청의 당호

(堂號)에서도 물과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2. 숙종대 중지(中池)의 원형적 특징

상지와 달리 중지의 조성시기는 불분명하다. 다만 중

지의 원형에 대한 일면은 『서파집(西坡集)』에 수록된 「망

묘루기」를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확인된다. 「망묘루기」는 

1699년(숙종 25)에 망묘루의 퇴색한 편액(扁額)을 고쳐 쓰

14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5년(1443), 4월 21일. 

15 『종묘의궤(宗廟儀軌)』, 墓制. “(상략) ⋯ 南有漏局廳二間前有小池 ⋯ (하략)”.

그림 2.   『국조오례의』 「종묘전도」에 표현된 지당(상지)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그림 3.   「종묘전도」에 표현된 상지와  

누국(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그림 4.   「금의종묘영녕전전도」에 표

현된 상지와 만수청(국립중

앙도서관, ww.nl.go.kr).



69  Oh Jun-young   종묘 지당(池塘)의 변천(變遷)에 관한 연구

면서 오도일(吳道一)이 저술한 기문이다. 「망묘루기」에는 망

묘루의 위치와 제도 그리고 ‘망묘(望廟)’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망묘루 주변의 풍광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는 중지에 관한 대목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

데, 이에 따른 원형적 특징은 크게 3가지로 귀결된다.

(상략) 곁에는 작은 못(小池)이 있는데, 그 빛깔이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맑다. 못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小島)이 있고, 

섬 안에는 단풍나무(楓), 전나무(杉), 박달나무(檀), 녹나무

(枏) 무리16가 있는데, 일산을 펴놓은 것처럼 무성하다.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의 무성한 연꽃과 사람을 감싸는 향기가 

곧 누(樓)의 경치이다. (하략) [필자번역]17

첫째, 지당 내에는 두 개의 섬이 있었다. 현재의 중지

에는 단도(單島)만이 조성되어 있지만 「망묘루기」의 저술 

당시(1699년)에는 쌍도(雙島)가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전

통공간에서 지당 내에 섬을 조영하는 행위는 매우 빈번하

였다. 하지만 종묘의 중지처럼 쌍도를 조영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18 단일 중도가 일반적이었다. 종묘 중지의 쌍도 형식

은 18세기 초반까지도 유지되었다. 1706년(숙종 32)에 간행

된 『종묘의궤』에서 “망묘루의 서쪽에 작은 못(小池)이 있으

며, 못 안에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다”19라는 대목이 등장하

기 때문이다. 특히 『종묘의궤』 「종묘전도」에서도 중지 안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섬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5).

둘째, 중도에는 여러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종묘

전도」에서도 우측 중도에 식재된 수목이 확인된다(그림 5). 

이 수목이 「망묘루기」에 등장하는 수목들의 간소한 표현

인지는 불분명하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중도 안에 한 그

루의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반면 「망묘루기」에 등장하는 

수목 가운데에 향나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분

명한 식재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향나무는 종묘의 공간

적 성격, 즉 제향공간과 관련된 상징적 요소로 이해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20 하지만 적어도 1699년(숙종 25)까지는 향

나무를 통한 공간적 상징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풍나무

와 박달나무 등을 비롯한 여러 수목들이 중지의 식생경관

을 연출하고 있었다.

16 「망묘루기」에 등장하는 수목 중 ‘杉(삼)’과 ‘枏(녹)’은 사전적으로 각각 삼나무와 녹나무를 가리킨다. 하지만 삼나무와 녹나무는 난대수종으로서 종묘가 위치한 

중부지방에서는 생육이 어려웠을 것이다. ‘杉(삼)’은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서 흔히 전나무를 가리킨다. 반면 ‘枏(녹)’은 ‘매화나무 염’으로도 사용되지만 구체적

인 수종파악은 어렵다.

17 『서파집(西坡集)』, 卷之十七, 「望廟樓記」. “(상략) ⋯ 旁有小池。色淨如拭。池有二小島。島有楓杉檀枏之屬。蓊鬱若張蓋狀。每夏秋交。芙蕖盛開。香氣襲人。則樓之

勝。⋯ (하략)”.

18 화순 임대정원림의 하지에 조영된 쌍도가 대표적이다. 겸재 정선이 경북 성주관아의 후원 지당을 묘사한 「쌍도정도(雙島亭圖)」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

다. 또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은구도(隱溝圖)」에서도 하남지(下南池)에 조성된 쌍도를 살펴볼 수 있다.

19 『종묘의궤(宗廟儀軌)』, 墓制. “(상략) ⋯ 望廟樓三間 西有小池池中有二小島 ⋯ (하략)”.

20 중지의 섬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를 제향공간과 연관하여 설명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 2002, 『창덕궁·종묘 원유』에서는 “연지의 안쪽에

는 섬이 하나 있고, 섬 위에 나무가 한그루 그려져 있다. 이 연지는 그 모양새로 보아 현재 망묘류 옆의 연지로 추정되며, 그려진 나무는 제사에 사용하도록 한 

향나무로 짐작된다.”;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2006, 『자연과 어우러지는 역사와 제례공간 종묘』에서는 “가운데 소나무를 심지 않고 향나무를 심는 것은 제례공

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종묘』에서는 “섬 가운데에는 소나무 대신 제향에 쓰이는 향(香)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향나무를 심었다.”라

고 설명되어 있다.

그림 5.   『종묘의궤』 「종묘전도」에 표현된 중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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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당 내에는 무성한 연꽃이 자라고 있었다. 일각

에서는 종묘가 엄숙한 제향공간이기 때문에 지당 내에 연

꽃을 식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망묘루기」

에 의하면 숙종 연간의 종묘 중지는 본래 연꽃이 만발한 지

당이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중지 내의 연꽃은 계속되었

다. 이러한 모습은 한필교(1807~1878)의 화첩 『숙천제아도』 

「종묘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중지 내부를 가득 채운 무

성한 연꽃과 연잎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6). 다만 현재의 

중지에서는 연꽃을 찾아볼 수 없다.

3. 영조대 중지의 중도형식 변화

1706년(숙종 32)에 간행된 『종묘의궤』 「종묘전도」에 따

르면 중지에는 본래 쌍도(雙島)가 조성되어 있었다(그림 5). 

하지만 1741년(영조 17)에 간행된 『종묘의궤속록』 「종묘전

도」에 의하면 당시의 중지에는 한 개의 중도만이 조성되어 

있었다(그림 7). 즉 35년 사이에 쌍도 형식이 단도(單島) 형

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중지 내의 쌍도가 단도 형식으로 변모한 연유는 분명

하지 않다. 다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 

1월 22일의 기사가 중요한 단초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당

시 종묘에서는 개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토역(土役)

에 사용할 다량의 흙을 확보하기 위해 지당의 확장(加鑿)

을 통한 해결방안이 거론되었다.

(상략) ⋯ 민진원이 아뢰기를, “종묘를 개수할 때 토역(土役)

이 가장 거창합니다만, 일찍이 종묘 내에서 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동문(東門) 밖

에서 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 내에 있는 두 곳에 

당초 못을 팠던 뜻은 이는 그곳이 양명(陽明)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명한 방향이라면 예전처럼 더 파더라도

(加鑿) 거리낄 것이 없으니, 더 파고(加鑿) 그 흙을 취하여 

역사(役事)하는 곳에 보태어 쓰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민진

원이 아뢰기를, “못가의 큰 나무는 그대로 두고 어린나무는 

베어 버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

였다. ⋯ (하략)21

종묘의 개수공사에서 토역에 사용될 흙은 본래 동문

2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 1월 22일.

그림 6.   『숙천제아도』 「종묘서」에 표현된 중지(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그림 7.   『종묘의궤속록』 「종묘전도」에 표현된 중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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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門) 밖에서 취용(取用)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진원(閔

鎭遠)은 종묘 지당의 확장(加鑿)을 통해 확보한 흙을 역

사(役事)에 보태자 하였고, 영조도 민진원의 의견에 따랐

다.22 중지의 단일 중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

기(1706~1741)에서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지당 관련 공역

은 영조 2년(1726)에 진행된 종묘 지당의 확장공사가 유

일하다.23

따라서 중지 내의 쌍도 형식이 단도 형식으로 변모한 

사실은 지당의 확장공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해

석된다. 당시 종묘의 개수공사에서 가장 거창한 공정은 토

역이었기 때문에 지당의 확장공사를 통한 흙의 취용은 매

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쌍

도 가운데 수목이 없었고, 규모도 더욱 작았던 좌측 중도

가(그림 5) 토역에 사용되면서 지금과 같이 하나의 중도만

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Ⅲ. 근현대기 종묘 지당의 변형양상

1. 이원적 배치의 하지(下池) 조성

조선시대의 종묘에는 상지와 중지만이 조성되어 있었

다. 또한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1927), 「경성정밀지도(京

城精密地圖)」(1933), 「Kyongsong or Seoul」(1946) 등에 따

르면 일제강점과 해방무렵까지 종묘의 상지와 중지는 큰 변

화없이 유지되어 왔다(그림 8~10).

하지만 1967년 간행된 문화재관리국의 『조선왕조의 

제사』에 따르면 당시 종묘의 경내에는 총 4개소의 지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지와 중지를 제외한 2개소의 하지가 추

가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당의 배치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종묘 재실의 서남(西南)에는 방당(方塘)이 있고, 망묘루의 

서(西)에는 원당(圓塘)이 있는데, 두 못의 중앙에는 각각 원

형으로 된 조산(造山)이 있다.24 또 외삼문(外三門) 안 동서

(東西)에 각각 하나씩의 연지(蓮池)가 있는데, 동(東)의 것

22 「망묘루기」와 『종묘의궤』에는 중지가 ‘작은 못(小池)’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중지는 작은 규모의 지당으로 볼 수 없는데, 영조 2년(1726)에 진행된 지당의 

가착공사를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23 『일성록(日省錄)』 정조 3년(1779) 1월 3일의 기사에 따르면 중지의 가착공사 과정에서는 준설작업도 병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묘루 앞의 작은 연못

은 영종조(英宗朝) 초년에 준천하였는데, 그 뒤로 마침내 폐하여 준천하지 않은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물자와 인력을 마련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하지 못하였

습니다. 이것도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준천하게 하소서.”하여 그대로 따랐다”.

24 『조선왕조의 제사』에서는 상지의 안에 원형의 조산, 즉 중도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기까지 상지의 중도에 관한 조성사실은 전

무하다. 따라서 상지의 중도에 관한 내용은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그림 8.   1927년 경성시가도 부분(서울역사박물관, 

2006, 『서울지도』, 예맥).

그림 9.   1933년 경성정밀지도 부분(서울역사박물관, 

2006, 앞의 책).

그림 10.   1946년 Kyongsong or Seoul 부분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www.lib.utexa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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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둘, 서(西)의 것에는 하나의 조산이 있다.25

지금과 달리 1960년대 중반 무렵 종묘의 경내에는 상

지와 중지뿐만 아니라 이원적으로 배치된 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하지의 이원적 배치는 해방 이후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되는 국가기록원 소장 「종묘배치도」<그림 11>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종묘배치도」에 따르면 외삼문 

안의 좌측으로는 ㄱ자 형태의 지당과 함께 내부에는 중도

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우측으로는 중도가 없는 ~자 형태의 

지당이 조성되어 있었다(그림 12).

이처럼 이원적 배치의 하지가 조성되면서 종묘의 지

당은 본격적인 변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하지의 구

체적인 조성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일제강점기에 제작

된 여러 지도에서 하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도의 제작

과정에서 하지가 생략 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26

그런데 해방무렵에 종묘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은 하

지의 조성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종묘

배치도」에 기록된 개별 지당의 위치와 형태가 1947년에 촬

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13). 당시의 항공사진은 모든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없는 흑백영상이지만 상지와 중지뿐만 아니라 이원적으로 

배치된 하지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27 따라서 종

묘의 하지는 적어도 1947년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

25 문화재관리국, 1967, 『조선왕조의 제사』, p.24.

26 실제로 「경성도」(1910년대), 「경성지형도」(1915), 「경성도」(1924), 「경성부관내도」(1927), 「경성부관내도」(1934), 『조선고적도보』 「종묘배치도」(일제강점기) 

등의 근대기 지도에서는 상지와 중지 모두가 표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상지와 중지 가운데 하나만이 표현된 경우도 있다.

27 또한 중지와 좌측 하지에 조성되어 있던 중도도 보이며, 우측 하지에서는 「종묘배치도」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중도가 확인된다. 우측 하지의 중도는 1947

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사라져 「종묘배치도」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종묘배치도(宗廟配置圖)(국가기록원). 그림 12.   「종묘배치도」에 표현된 이원적 배치의 하지(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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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이원적 배치의 하지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다.

2. 하지(下池)의 단일화 고착

1947년 이전에 조성된 하지의 이원적 배치는 1980년

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1984년 무렵 종묘 전반에 대

한 조경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하지의 배치는 재차 변모하

게 된다. 문화재관리국(1984)의 『종묘정비계획(조경)』에 따

르면 당시의 「종묘현황도」에서 확인되는 지당의 배치는 이

전에 제작된 「종묘배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14).

하지만 당시 계획안에서는 지당 4개소 가운데 외대문 

28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하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

B

C

D

그림 13.   종묘 지당에 대한 1947년 촬영 항공사진과 해방 이후 제작 종묘배

치도의 비교(A: 상지, B: 중지, C: 좌측 하지, D: 우측 하지).

그림 14.   1984년에 제작된 「종묘현황도」(문화재관리국, 1984, 『종묘정비계

획(조경)』).

그림 15.   1984년에 수립된 「종묘정비기본계획도」(문화재관리국, 1984,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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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있는 지당(~자형 하지)을 매립하여 산세를 자연스

럽게 연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29 즉 우측 하지의 매

립은 원형복구가 아니라 지세정비를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종묘정비기본계획도」에서는 우측 하지의 매립

에 따라 조성된 수림이 확인된다(그림 15).

이후 1985년부터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비공사가 시작

되면서 실제로 우측 하지가 매립되었다. 1989년 간행된 『종

묘정전실측조사보고서』 「종묘전체배치도」에서도 우측 하지

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16). 1947년 이전에 조성된 이후 

수십년 동안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하지는 결국 1985

년 무렵에 일원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지당 호안의 재료적 변형

근현대기에 이루어진 종묘 지당의 변형은 하지의 출

현과 고착에 국한되지 않았다. 본래 토축방식으로 조성되

었던 상지와 중지의 호안이 석축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

이다. 「종묘배치도」에 따르면 상지와 중지의 호안은 본래 토

축 법면(法面)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17).30 특히 1958

년에 종묘 일대를 촬영한 국가기록원 소장의 사진첩에서도 

중지의 토축호안이 확인된다. 또한 중지 안에 위치한 중도

의 호안도 토축방식이었는데, 토사(土砂)의 유실을 방지하

기 위해 중도의 호안을 따라 설치한 나무말뚝도 함께 보인

다(사진 2).

유사한 호안처리방식은 수원화성 축성의 전모를 기록

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

궤에 수록된 「은구도(隱溝圖)」에 따르면 은구(隱溝)31 아래

에 위치한 하남지(下南池)의 호안은 토축방식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또한 지당 내에 있는 두 개의 중도 역시 토축방

식으로 조성되었으며, 중도의 주위에는 나무말뚝이 촘촘하

게 설치되어 있었다(그림 18).

한편 1984년에 수립된 『종묘조경정비계획』의 「기반시

설현황도」에 따르면 당시 상지의 호안은 본래의 토축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변형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중지의 

호안은 당시의 계획수립 이전에 이미 자연석 석축으로 변형

29 문화재관리국, 1984, 『종묘정비계획(조경)』, p.25.

30 하지의 호안도 토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1 암거형태의 배수로 또는 배수구를 가리킨다.

A B

그림 17.   「종묘배치도」에 법면(⊪)으로 표현된 상지(A)와 중지(B)(국가기록원).

그림 16.   1989년에 제작된 「종묘전체배치도」(문화재관리국, 1989, 『종묘정

전실측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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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32 그런데 당시의 정비계획에는 매립 예정이던 

우측 하지를 제외한 중지와 좌측 하지뿐만 아니라 상지의 

호안도 전통양식의 고유축석법에 맞도록 개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33 이 방안은 토축방식을 유지하던 상지의 호안

이 석축방식으로 변모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또한 개

축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당시에 이미 자연석 호안으로 변형

되어 있던 중지 내의 중도 역시 사고석 형태의 석축호안으

로 재차 개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사진 3).

Ⅳ. 결론

본 연구는 종묘의 지당을 대상으로 조선시대부터 근

현대기까지 진행된 변천과정의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종묘 지당의 조영사실로서 세종대 상

지의 조성, 숙종대 중지의 원형적 특징, 영조대 중지의 단일

중도화에 대한 실증과 추론적 해석이 이루어졌고, 근현대

기 종묘 지당의 변형양상으로서 하지의 출현과 고착, 지당 

32 문화재관리국, 1984, 앞의 책, p.17.

33 문화재관리국, 1984, 앞의 책, p.25.

사진 2.   1958년에 촬영된 중지와 중도(국가기록원). 사진 3.   중지 중도의 석축호안.

그림 18.   『화성성역의궤』 「은구도」에 표현된 하남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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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의 재료적 변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종묘 지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확인

된다. 『국조오례의』 「종묘전도」에 따르면 세종 25년(1443)에 

조성 중이던 지당은 지금의 상지를 가리키며, 무도(無島) 형

식의 방지(方池)였다. 상지의 최초 조영목적은 비보풍수 또는 

저수 등으로 추정되며, 이후 상지에 인접하여 누국이 건립되

었다는 점에서 천문지리적 측면에 병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숙종 연간에 저술된 「망묘루기」에 따르면 중지에는 본

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중도가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현

재의 중도 안에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반면 당시의 중도 

안에는 단풍나무, 박달나무 등을 비롯한 여러 수목이 식재

되어 있었다. 또한 『서파집』 「망묘루기」와 『숙천제아도』 「종

묘서」에 따르면 중지에는 무성한 연꽃도 자라고 있었다.

본래 중지의 중도는 쌍도 형식이었지만 이후 단도 형

식으로 바뀌었다. 변화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종묘 개수공

사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기 위해 영조 2년(1726)에 시행예

정이던 지당의 확장공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의 쌍도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면서 지금과 같은 

단도 형식이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근대기에 이르러 이원적 배치의 하지가 조성되면서 종

묘 경내에는 총 4개소의 지당이 갖추어진다. 하지의 조성에 

따라 종묘의 지당은 본격적인 변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구

체적인 조성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근대기에 촬영된 항공

사진에 의하면 하지는 적어도 1947년 이전에 조성되었으며, 

이원적 배치의 하지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84년 무렵 종묘 전반에 대한 조경정비계획이 수립

되면서 우측 하지의 매립이 제안되었다. 매립의 목적은 원

형복구가 아니라 지세정비였다. 이에 따라 조성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하지 가운데 우측 하지

가 1985년 무렵 실제로 매립되면서 일원화된 형태의 하지

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근현대기에 이루어진 종묘 지당의 변형은 하지의 출현

과 고착에 국한되지 않았다. 「종묘배치도」와 국가기록원 소

장 사진첩에 의하면 상지와 중지의 호안은 본래 토축방식이

었다. 하지만 이후 토축방식은 석축방식으로 대체되었다. 특

히 중지의 중도는 자연석 석축호안으로 변형된 이후 사고석 

형태의 석축으로 재차 개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 종묘 지당의 변천연혁

시기 내용 비고

조

선

시

대

1443년

(세종 25)

최초의 지당 조성 

(현재의 상지)

무도(無島) 형식의  

방지(方池)

1699년

(숙종 25)

쌍도(雙島) 형식의 

중지(中池) 존재

중도(中島) 내 수목 식재, 

지당 내 연꽃 식재

1726년

(영조 2)

단도(單島) 형식으로의 

변화

지당 확장공사와의 관련성 

농후 

근

현

대

기

1947년 

이전

이원적 배치의  

하지 조성

좌측 하지(ㄱ자형태+중도), 

우측 하지(~자형태)

1985년 

이전

중지의 호안처리방식 

변형

기존의 토축방식에서 

석축방식으로 개축

1985년 

무렵
우측 하지의 매립

종묘정비계획(1984)에 따른 

정비공사 결과

1985년 

이후

상지의 호안처리방식 

변형

기존의 토축방식에서 

석축방식으로 개축

본 연구는 종묘 묘제의 외부공간을 구성했던 조경시

설 가운데 근현대기에 이르러 점차 변형되었던 지당의 변천

과정 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논제와 결론은 종묘 지

당의 현상적 문제점을 토대로 원형경관의 회복 시점과 방

안 설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종

묘 지당의 구성체계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던 영조 연간을 

기준으로 하지의 철거, 상지와 중지의 호안처리방식 복구가 

지당의 원형경관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묘는 다양한 건축유산과 조경시설이 유기적으로 집약되

어 운영되던 공간이다. 때문에 개별시설에 한정된 정비방안

을 넘어 종묘 묘제의 원형경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재차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종묘 묘제의 

원형경관 회복을 위한 부분적 기초자료 구축에 의의를 두

며, 지당 이외의 조경시설 또는 종묘 묘제 전반의 원형경관

에 대한 규명은 후속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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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pond at the Jongmyo Shrine(宗廟),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to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The consequent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record of the Jongmyo pond is confirmed in the 『Annals of King Sejong(世宗實錄)』. The pond, 

which was being constructed at the time, refers to the current upper pond(上池). A pair of islets(雙島) were 

constructed during the Sukjong(肅宗) period, with several trees planted on the middle islet(中池). The middle 

pond is thick with lotuses. In particular, the middle island on the middle pond subsequently changed into a 

single island(單島), which is likely to be related to the pond expansion during the reign of Youngjo(英祖).

When the lower pond(下池), involving dual ist ic arrangement, was constructe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 the pond of the Jongmyo Shrine underwent a drastic transformation phase. The lower 

pond was constructed before 1947 at the latest, and when the right side of the lower pond was filled in the mid 

1980s, the dualistically arranged lower pond became a unified type of lower pond. On the other hand, the bank 

protections of the upper and middle ponds were constructed with earth, but was subsequently modified into its 

current form using stone.

A Study on the Change of Pond in the Jongmyo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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