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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御寶)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왕(王), 왕비(王妃), 세자(世子), 대왕대비(大王大妃) 등을 책봉(冊封)하거나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의 이름을 올릴 때 제작하는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금보(金寶)와 옥보(玉寶) 등으로 제작하는데 인장의 주인이 승하하면 

종묘(宗廟)의 각 실(室) 보장(寶欌)에 봉안(奉安)되었다. 

숙종대(肅宗代)에는 왕실(王室) 문화를 정비하고 보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1705년에는 종묘에 봉안

되어 있던 어보의 의장(儀仗)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어보를 포장하는 부속품을 일괄로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란 

중에 잃어버린 금보와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금보 10과(顆)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는 종묘의 각 실마다 최소 

어보 1과를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금보개조도감의궤(金寶改造都監儀軌)』이다. 조선 전 시기 동안 금보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종묘에 봉안하는 유일한 의례(儀禮)인 점을 감안하면 이 도감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금보개조도감의 설치과정을 통해 그 시기 손상된 어보의 보관과 관리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금보의 

제작과정을 『금보개조도감의궤』와 다른 의궤(儀軌)들을 비교해서 보의 귀뉴(龜鈕)형태를 만드는 견양(見樣), 밀납주조방식, 수은아

말감기법의 도금(鍍金), 세부 문양을 새기는 과정을 순서대로 고찰하였다. 나아가 당시 금보를 만드는 장인(匠人)인 금보장(金寶匠)의 

활동방식을 동시기 의궤를 통해 분석하여 금보장의 계승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후 현존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금보의 양식을 고찰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705년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금보의 제작방법과 장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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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朝鮮)의 어보(御寶)는 왕(王)과 왕비(王妃)를 비

롯한 왕실의 구성원을 책봉(冊封)하거나 존호(尊號), 시호

(諡號) 등을 올리며 제작한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국초

(國初)부터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제작되어, 사

후(死後)에는 모두 종묘(宗廟) 각 신실(神室) 보장(寶欌)에 

봉안(奉安)한다. 금보(金寶)와 옥보(玉寶) 등으로 제작되는 

어보는 보(寶)뿐만 아니라 보를 포장하기 위한 보통(寶筒), 

보록(寶盝), 쇄약(鎖鑰), 보자기(袱)등의 다양한 구성품도 

함께 제작되기 때문에 당시 조선 왕실 공예기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숙종대(肅宗, 재위 1674~1720)에는 왕실(王室)의 권

위회복과 숙종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왕실자료가 집중적

으로 정리, 보수되고 그동안 종묘에 부묘(祔廟)되지 않았

던 왕들을 추존(追尊)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1 

이러한 과정 중에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손상된 어보와 전

란으로 잃어버린 어보, 그동안 제작되지 않았던 어보 등

을 새롭게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가 숙종 31년

(1705)에 설치된 금보개조도감(金寶改造都監)이다.

금보개조도감은 1705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명종(明宗), 태조비(太祖妃) 신의왕후(神懿

王后), 태조의 사대조(四代祖)와 그 비(妃)들의 금보 10과

(顆)를 제작했다. 이 과정은 금보개조도감이 처음 구성되어 

약 2개월 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금보개조도감의궤(金寶改

造都監儀軌)』와 도감을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켜 약 3개월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金寶改

造都監都廳追補儀軌)』에 기록되어 있다.2

이 의궤들에는 당시 어보에 대한 숙종의 생각과 손상

된 어보의 보관, 어보의 거취문제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금보의 제작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05년 금보개조도감의 

설치과정과, 금보의 제작기법, 금보를 제작한 장인의 역할

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금보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Ⅱ. 1705년 금보개조도감의 설치

1. 금보개조도감의 설치

금보개조도감 설치의 발단은 1705년 숙종이 친히 하

향(夏享)을 거행하기 위해 종묘(宗廟)에 행차한 것이었다. 

숙종은 망묘례(望廟禮)를 올리고 각실(各室)을 봉심(奉審)

하며 책보(冊寶)를 살펴보았는데3 병화(兵火) 중에 유실

된 것이 많고 금보(金寶)도 갑(匣)이 없이 보자기(袱子)로만 

싸둔 것이 미안하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유실된 어보와 

구성품을 조사하게 했다.4 

종묘 각 실에 어보와 구성품을 조사하던 중 숙종은 영

녕전(永寧殿) 9실에 있는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백철인(白

鐵印)(사진 1)이 손상이 심한 것을 알게 되었고 수리를 할 

것인지 새로 만들 것인지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5 

1 왕실자료정리는 김문식, 2005,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1, 서울대학교 규장각, p.14 참고; 역대왕의 추존은 이현진, 2008,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pp.135~320 참고.

2 『금보개조도감의궤(金寶改造都監儀軌)』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상(上), 하(下)로 표기되어 있지만 권두(券頭)에는 『금보개조도감의궤』와 『금보개

조도감도청추보의궤(金寶改造都監都廳追補儀軌)』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의궤는 같은 해, 동일한 도감에서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내용상 상권과 하권은 의

궤 구성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권두의 내용에 따라 『금보개조도감의궤』와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로 지칭하고자 한다. 

3 『숙종실록』 31년(1705) 4월 8일, “上詣, 太廟將親行夏享故也. 望廟禮後, 奉審各室, 遍閱各室冊寶 ⋯”.

4 『숙종실록』 31년(1705) 4월 8일, “傳曰, 今日宗廟寶冊, 親爲奉審, 則第九室十室十一室外, 皆有寶而無冊 此蓋由於前後兵燹中閪失之致 今雖猝難追補, 而

寶亦無匣, 只以袱子奉裹, 所見極爲未安 令該曹稟處”.

5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4월 20일, “⋯ 晝講入侍時, 上曰, 永寧殿第九室 章順王后爲嬪白鐵印 年久腐傷僅存. 形軆印綬改備之際, 必有破碎之慮, 改造

當否並爲議大臣稟處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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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조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는 영녕전 제11실 

명종대왕(明宗大王)의 금보가 전란 중에 분실되었다고 아

뢰었다.6 

숙종은 분실하거나 손상된 어보를 모두 새로 만든다

면 사안이 중대하므로, 1687년 대왕대비(大王大妃) 장렬왕

후(莊烈王后)의 처소 만수전(萬壽殿) 화재로 불에 탄 책보

(冊寶)를 개조한 책보수개도감(冊寶修改都監)에 의거해 도

감을 설치하라고 이른다.7

한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서문중(徐文重)은 종

묘 9실의 경우 혼조(昏朝, 광해군)때 선조대왕(宣祖大王)과 

의인왕후(懿仁王后)에게 존호를 올리며 만든 옥보 4과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매안(埋安)하는 절차를 상의해

야한다고 아뢰었다.8 또한 종묘 제7실 의인왕후 옥보(사진 

2)와 인목왕후(仁穆王后) 금보(사진 3)는 귀급(龜級)이 모

두 꺾이고 떨어져 나가 다시 만들어야만 완전하게 구비(具

備)할 수 있을 것이라 아뢰었다.9

그러자 숙종은 옥보 가운데 귀두(龜頭)가 떨어져 나

간 부분을 보완하고 영녕전도 봉심하여 보갑 일체를 새로 

만들라고 명하였다.10 그러나 예조(禮曹)에서는 보(寶)를 개

비(改備)하는 일은 사안이 중대하여 대신에게 논의하여 품

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아뢰었고11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

자 숙종은 영의정(領議政)의 의견을 물으라고 명하였다. 이

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태묘에 소장된 인장과 금보가 혹은 파손되고 혹은 없

어진 것은 세월이 오래되어 그런 것이니 이는 이치와 형세

에 있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백년 된 선대의 옛 물

건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니, 어찌 더욱 귀중한 것이 아니겠

습니까? 지금 만약 모양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탐탁찮게 여

겨 쉽게 새것으로 만든다면 외관상으로는 비록 아름답겠지

만 종기(宗器)를 보호하여 지키라는 훈계에는 어긋남이 있

고 ⋯ 그대로 보존하여 삼가 잘 보관하고 보호하는 것이 예

의 본뜻에 부합될 듯합니다. ⋯ 그러나 시호를 올린 금보는 

사안이 중대한데, 잃어버린 것과 훼손된 것은 구별이 있으

6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4월 20일, “⋯ 戶曺判書趙泰采所啓, 永寧殿第十一室 無大王金寶. 此必閪失於兵燹之際 ⋯”.

7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4월 20일, “⋯ 上曰, 不特袱也. 金寶之逸缺 玉寶龜頭剝落者 若皆改造則事軆重大不可. 只令戶工曺爲之當 依丁卯年 萬壽殿

回祿後 改寶時例 亦設都監矣. 姑觀前頭收議 一倂稟處何如”.

8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4월 21일, “⋯ 行判中樞府使徐文重 以爲臣方待罪, 本署提調兩 ⋯ 太廟弟七室宣祖大王 懿仁王后 昏朝時所 上尊號玉寶四顆 

藏在於庫中似非其所. 今亦宜有埋安節次 並令禮官問議于 諸大臣稟處 ⋯”.

9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4월 28일, “⋯ 行判中樞府事徐文重 以爲太廟第七室 懿仁王后玉寶 仁穆王后金寶 龜級俱爲折缺 所見誠極未安, 反

覆思惟未得補缺之道, 惟有改造似可完備 ⋯”.

10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4월 28일, “⋯ 傳曰依啓 ⋯ 玉寶中 有龜頭缺落者 所見極爲未安補缺似不可. 己且永寧殿 亦無寶匣 奉審後 一體新造

可也. 事命下 ⋯”.

11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4월 28일, “⋯ 玉寶改備 事體重難. 臣曺下敢擅斷 議大臣稟處何如 傳曰允”.

사진 1.   예종비 장순왕후 백철인, 1460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2.   선조비 의인왕후 옥보, 1604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3.   선조비 인목왕후 금보, 1632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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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명종대왕의 금보는 별도로 다시 만들어 봉안하는 것

이 합당할 듯합니다.”12 

이 같은 의견에 숙종은 당초 손상된 금보, 옥보, 백

철인은 다시 만들고자 했지만 종묘에서 오래 간직해온 물

건이니 그대로 보호해 잘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란 중에 잃어버린 명종 시호(諡號) 금보(사진 4)

는 다시 만들고, 영녕전 각 신실의 금보와 옥보는 내갑만 

갖추도록 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선조와 의인왕후의 

옥보는 매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13 

2. 금보개조도감의 연장 

금보개조도감의 역사가 끝나고 종묘에 기물의 봉안을 

마치자, 서문중은 “각 신실의 보갑을 봉안할 때가 되어 종

묘 제1실의 신의왕후의 보와 책(冊)이 모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보를 다시 만들어 봉안하라고 명하신다면 도

감을 아직 혁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공역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14 라고 아뢰었다.

이에 숙종이 신의왕후의 옥보를 다시 만들어 봉안하

라고 하자15 좌참찬(左參贊) 이이명(李頤命)이 당시 종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보책등록(寶冊謄錄)』을 언급한다. 

“『보책등록』은 임진년(1592) 이전에 재상이었던 상진(尙震, 

1493~1564)이 기록한 것으로 신의왕후실에는 책문은 있으

나 보장(寶章)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은 

병화를 겪기 전이니, 본 신실은 원래부터 보가 없었던 것을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신의왕후는 개국 전에 승하

하였고 시호를 추상(追上)한 것은 태종조에 있었으니 아마

도 국초의 전례는 시호를 추상하면서 책은 있고 보는 없었

던 것으로 목조·익조·도조·환조의 신실에 보가 없는 것도 

동일한 예가 아니겠습니까?”16 라고 아뢴다.

그러나 숙종은 제1실에 태조대왕(太祖大王)과 신덕왕

12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윤4월 10일, “⋯ 領議政崔錫鼎 ⋯ 今此太廟所藏 印章金寶之 或傷或缺由 於歲月之滋久. 此固理勢之致然而 數百年先代故物. 

至今存留 豈非尤可貴重. 今若其軆模之不完, 勿易以新造 則外觀雖美 有乖於 保守宗器之訓. 揆以事軆宲涉未安因 以在之 謹其藏護恐 合禮意事 ⋯ 追補而 

室於 上諡金寶事軆較重 而不幸亡失 與器存而傷缺者 有別則 明宗大王金寶另 爲改造奉安恐合事宜 ⋯”.

13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윤4월 10일, “⋯ 傳曰, 金寶玉寶白鐵印 傷缺者, 初欲改造矣. 更爲思惟太廟舊藏 到今追補終涉未安 因而存之謹其藏護之說 誠

爲得宜, 永寧殿第十一室 上諡金寶 不可不改造奉安. 都監都提調以下 令該曺卽速差出以爲奉行之地 而永寧殿各室金玉寶 只具內匣, 宗廟弟七室玉寶藏之

庫中者埋安可也 ⋯”.

14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6월 18일, “行判中樞府事徐文重箚子, 伏以 臣昨日太廟奉安竣事時始知其昏了, 未察之罪 相顧錯愕 不勝瞿然方竢 

⋯ 宗廟第一室 神懿王后寶冊 俱不在而 ⋯ 宗廟第一室 亦當一軆擧行 倘蒙聖明亟命, 改造金寶奉安 則都監未罷, 有司俱存 不日可以完畢. 臣不勝惶悚恭竢

處分不勝幸甚 ⋯”.

15 서문중은 금보라고 언급했지만 숙종은 옥보라고 대답한 내용이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와 『종묘의궤』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금보를 

제작했다. 

16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6월 19일, “⋯ 議政府左參贊臣李頤命 箚子, ⋯ 伏以臣 伏聞 昨因原任大臣之箚 有追造神懿王后玉寶之命. 臣愚以爲

此事儘合啇量臣. 昨入太廟 尋見久遠文書, 庫中所藏寶冊謄錄. 其上一半卽 故相臣 尙震等所錄, 而神懿王后室 有冊文, 而無寶章. 此乃壬辰 以前所記, 未經

兵燹. 廟中冊輔必無遺失諸臣⋯承命纂錄去古未遠. 豈有疎漏本室之 元無寶據此可知. 蓋神懿王后上賓於 開國之前 初封節妃, 追上諡號, 在於太宗朝. 豈國

初 典禮追諡 則有冊而無寶, 歟穆翼度桓四祖之室俱無寶章 亦同一例歟. 久遠之事難可臆 度而其非始 有而中失則明矣 ⋯”.

사진 4.   명종 금보, 1705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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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神德王后)의 금보는 모두 현존하는데 신의왕후의 보만 

없고, 또한 사대조(四代祖)의 신실에도 보가 없으니 이것이 

유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록(實錄)을 고찰

해야 한다고 하명한다.17 이에 대신들은 방대한 실록자료 중

에 보책에 관한 기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상진의 『보책등

록』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아뢰었다.18 이러한 논의에 숙

종은 『보책등록』의 내용이 믿을 만하지만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도 이전에 종묘의 책보를 보완하자고 청한 

일이 있었고, 근세에 추숭(追崇) 및 복위(復位)한 정종(定

宗), 단종(端宗), 원종(元宗)은 각각 보장(寶章)을 갖추었는

데 신의왕후만 없는 것은 미안하므로 추가 보완하고 사조

실의 금보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19 

이와 같은 내용은 대신들이 기존에 제작되지 않았던 

태조비 신의왕후의 금보와 사대조의 금보에 대해 제작을 

주저했으나 숙종의 강력한 의지로 금보 9과를 새롭게 제작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금보개조도감을 혁

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 금보를 제작하는 역사를 이어나

갔다. 이때 제작한 금보는 현재 신의왕후 금보를 제외한 사

대조와 왕후 금보 8과만이 남아있다. 

도감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 제작한 9과의 금보와 보

록, 보장(寶欌) 등이 종묘에 봉안된 후에 이이명은 대등록

(大謄錄)을 수정할 자료로 삼기 위해 각 신실의 책과 보

를 다시 봉심하였다.20 그후 이이명은 숙종에게 옛 등록과 

대조한 결과 금보가 등록에 실려 있으나 유실된 것이 모두 

9과라고 아뢴다.21

이에 대해 숙종은 “사대조와 신의왕후의 보는 원래 하

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비하였던 것이나 조사된 각 신실의 

9과의 경우는 다른 어보가 있고 도감을 세 번 설치하는 것

은 사안의 본질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매번 종묘에 고하

는 것도 번거로우니 차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라.”고 하명한

다.22 그러나 이후에 새롭게 설치되는 도감은 없었으며 이를 

끝으로 숙종대에는 손상되거나 잃어버린 보가 새로 제작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도감이 종료된 시점에는 종묘의 각 

실에 최소 어보 1과씩을 갖추게 되었다. 

 

Ⅲ. 금보 제작과정

1. 보전문(寶篆文)의 선정과 서사(書寫)과정

보문(寶文)은 어보를 만들기 전에 왕과 대신들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 보문이 결정되면 전서(篆書) 명필이 전

17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7월 11일, “上曰, 第一室之內 太祖大王金寶 及神德王后金寶 具爲見存, 而神懿王后寶章 獨爲虧闕. 此未知 國初旣己

造成奉安而 中間遺失與否. 今欲往考宲錄者此也且於 ⋯”.

18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7월 11일~7월 13일 참고.

19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7월 11일~7월 26일 참고.

20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9월 8일, “⋯ 宗廟署提調李頤命請對入侍時所啓, 臣曾請宗廟 新奉安後 本署堂郎奉審 各室冊寶以爲修正大謄錄之地矣 ⋯”.

21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9월 8일 참고.

22 『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9월 8일, “⋯ 四王室及神懿王后室元無一寶. 故雖不得不備 今此各室亦有他寶. 都監三設事體顛到 每告太廟亦涉煩

瀆 從容更議爲之可也 ⋯”.

사진 5.   목조 금보, 1705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6.   익조 금보, 1705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7.   도조 금보, 1705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 8.   환조 금보, 1705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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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관(篆文書寫官)으로 선발되어 전문을 쓴다. 전문서

사관은 보문을 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차(預差)를 추

가로 구성했는데 명종의 금보는 전문서사관 김진규(金鎭

圭), 예차는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민진원(閔鎭

遠)이 선정되었다. 사대조와 신의왕후의 금보는 전문서사관 

김진규, 이진휴(李震休), 윤덕준(尹德駿), 이징하(李徵夏), 

조태기(趙泰期), 김창국(金昌國)등 6명과 예차로 강화유수

(江華留守) 민진원,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 유명건(兪命

健)이 선정되었다(표 1).

전문서사관은 초주지(草注紙), 죽청지(竹淸紙), 황필

(黃筆), 진묵(眞墨)을 배분받아 전문을 쓰는데 보문이 전각

될 것을 예상해 글자 사이 간격 비례를 균일하게 써서 내야

했다.23 보전문은 서사관이 정본(正本), 부본(副本)을 써서 

올리면 이를 임금이 예람(睿覽)하고 하나를 선택한다. 명종

의 보전문은 김진규가 정본과 부본을 올리자 숙종이 정본

을 선택하였고24 사대조와 신의왕후의 금보는 이진휴, 이징

하, 조태기가 쓴 보전문은 정본으로, 김창국이 쓴 보전문은 

부본이 선택되었다.25

2. 금보 제작방법

1705년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된 금보 10과는 금보 

1과에 들어가는 물품, 금보장(金寶匠)의 소용(所用) 등이 유

23 전문서사관과 보전문 관련 내용은 제지현, 2013,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9 참고.

24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5월 24일, “金寶篆文書寫官 兵曹參判金鎭圭 乎詣都監, 金寶篆文正副本並爲寫出. 故敢此封進以備 睿覽後裁敎之意敢啓. 傳

曰以正本用之”.

25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8월 12일, “⋯ 李震休 李徵夏 趙泰期 寫進金寶篆用正本, 金昌國寫進 金寶篆用 副本, 而守令牌拈事軆未安 尹德駿別

爲催促可也”.

표 1.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금보의 보문(寶文)

유물명 명종 금보 목조 금보 
목조비 

효공왕후 금보
익조 금보

익조비 

정숙왕후 금보

보문

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之寶 仁文聖穆大王之寶 孝恭王后之寶 康惠聖翼大王之寶 貞淑王后之寶

전문
서사관

兵曹參判 金鎭圭 司直 金鎭圭 都承旨 李震休

유물명 도조 금보
도조비 

경순왕후 금보
환조 금보

환조비 

의혜왕후 금보

태조비 

신의왕후 금보

보문

-

恭毅聖度大王之寶 敬順王后之寶 淵武聖桓大王之寶 懿惠王后之寶 承仁順聖神懿王后之寶

전문
서사관

安東府使 尹德駿 司果 李徵夏 善工監副正 趙泰期
世子翊衛司翊贊

金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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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때문에 『금보개조도감의궤』에 기록된 명종 금보의 

금보식(金寶式)을 통해 금보 제작방법을 유추해볼 수 있다.

명종의 금보식에는 금보의 재질, 형태, 크기가 기록되

어 있다. 금보는 황동(黃銅)에 도금(鍍金)을 하는데 사방

의 크기가 3촌5푼(三寸五分), 뉴(鈕)의 형태는 거북(龜)이

고 높이는 1촌5푼(一寸五分)이다.26 금보 1과에 소용(所用)

되는 물품은 소입질(所入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금보(金寶) 소입(所入)

의궤명 제작처 제작 금보 금보에 들어가는 물품

금보개조

도감의궤
一房

명종 

금보 1과

鍊黃銅十三斤, 銅鍍金七戔, 硼砂二戔, 

砒霜三戔, 黃筆二柄, 眞墨一丁, 黃蜜一

斤十一兩, 水銀四兩, 竹淸紙二張

위의 물품에 따라 금보의 제작과정을 추론해보면 먼

저 황밀(黃蜜)을 사용해 보뉴(寶鈕)인 거북의 형태를 조

각한다.27 그 다음 황밀 조각 주변에 개흙(浦土)을 발라 거

푸집을 만들고28 거푸집을 가열해서 황밀을 녹인 후 굳어

진 주물 틀 안에 황동(鍊黃銅)을 붓는 밀랍주조방식으로 

제작했다.29 

주물이 굳어 금보의 외형이 완성되면 보의 외형에 붙

은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한다.30 표면을 연마하고 나면 도금(鍍黃金)을 하는데 금보 

소입에 수은(水銀)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수은아말감기법

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31 

도금은 주로 도금장(鍍金匠)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금

보개조도감의궤』에서 금보를 제작한 1방 장인 기록에는 도

금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3방에서는 금속에 도금을 한 

보록을 만들었는데32 이때 도금장이 사용한 물품을 바탕으

로 당시 금보를 제작한 1방에서 금보의 도금은 어느 장인이 

했는지 추론할 수 있다.

당시 보록을 제작한 3방의 도금장이 사용한 물품 중 

주목할 것은 매실과 오미자이다.33 매실을 발효시켜 만든 

매실산과 오미자는 산도가 있는 천연재료로 도금할 때 금

속의 표면을 세척하고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

속의 표면에 금 입자가 잘 붙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34 

26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明宗金寶一顆. 鍊黃銅鍍金. 方三寸五分. 龜髙並一寸五分”.

27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1681년, “三房 王妃之寶金寶所入 ⋯ 龜像見樣黃蜜二斤四兩 ⋯”.

28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1705년, “一房 一本房所掌 金寶造成時所用 浦圡一駄, 及眞圡一駄, 進排事, 漢城府良中捧甘何如 ⋯”.

29 밀랍주조방식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06, 『주철장』, 피아, pp.29~31, 62~131; 윤용현, 2013, 「靑銅遺物의 鑄造와 復原技術 硏究」, 고려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2 참고. 

30 금보를 제작한 1방에서 마경장(磨鏡匠)이 사용한 물품 중 다양한 숯돌이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물 후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은 마경장이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磨鏡匠所用 延日礪石一片, 中礪石一塊, 祥原礪石一塊”).

31 문화재 수은아말감기법에 대해서는 한만성, 2000, 「우리나라 고대 아말감 도금법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4; 한민수·황진주·문

환석, 2002, 「고대 도금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 - 수은 아말감 도금기법을 중심으로 -」 『보존과학연구』 2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pp.114~128; 추원교, 

2006, 「고대의 수은도금법과 보존」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2권 제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p.5~9 참고.

32 어보를 봉안할 때에는 어보를 금속에 도금을 한 보통(寶筒)에 넣고 보통을 다시 가죽으로 만든 보록(寶盝)에 넣는다. 그러나 『금보개조도감의궤』에서는 보통

을 보록으로 보록을 보갑(寶匣)으로 기록했다. 이는 조태채가 5월 1일에 “등록에 ‘보통’은 『오례의』에는 ‘보록’으로 되어있습니다.”고 숙종에게 아뢰자 숙종이 

『오례의』에 따라 기록하라고 한 것이다(『종묘의궤』, 1706년, 冊寶 乙酉(1705) 5월 1일 참고). 그러나 금보개조도감 이전, 이후 의궤에는 보통, 보록으로 기록

하고 있다. 

33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三房 鍍金匠所用 ⋯ 細玉珠六尺, 大沙用一, 白鹽六升, 大樻二具鎖鑰, 梅實四升, 綠礬二升, 五味子四升”.

34 수은아말감기법에서 매실산으로 표면을 미세하게 부식시키는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에서 확인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재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매실산을 이용해 도금하는 방법에 성공했다(YTN사이언스, 2016년 10월 27일, “1400년 전 신라 도금 불상의 비밀은 바로 매실산” 

기사 참고). 이 연구에서는 오미자는 비교적 산도가 낮아 금속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의궤에서 도금장의 소용에서 매실이 

없이 오미자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1726년, “二房 鍍金時所用 燒木三丹, 浦土交合白塩一斗, 手巾布二尺, 細玉珠四两, 五味子

三升”). 따라서 수은아말감기법에서 매실과 오미자 두 가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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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에서는 은장이 사용한 물품에서 매실과 오미자를 찾을 

수 있다.35 또한 은장의 소용에서 도금 후 금보 표면에 광을 

내는 도구인 세옥주(細玉珠)가 기록된 점36을 미루어 보아 

명종의 금보 도금은 은장이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7

도금 후에는 고온의 열로 수은을 날리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의궤에는 도금한 금보를 온돌에 놓고 점화(點火)하는

데 이때 하루에 땔감(燒木) 1묶음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38 이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할 때는 땔감이 다섯 묶음

이 사용되었다.39

도금이 끝나면 보의 귀갑 안의 문양, 몸통의 비늘 문

양 등 세부 문양을 새기기 위해 금보장이 쫄정(㐒釘), 착정

(鑿釘), 각도(刻刀) 등을 사용하는데40 세부 문양을 새길 때

는 쫄정을, 보전문을 새길 때는 착정과 각도를 사용했다.41

금보 소입에 기록된 붕사(砒霜), 비소(硼砂)는 금속을 

붙일 때 사용하는 재료이다.42 따라서 보뉴와 보신(寶身)을 

따로 주조해서 접합하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사

진 9B). 1776년 제작된 ‘정조 은인(사진 10A)’이 인뉴(印鈕)

와 인신(印身)이 따로 주조되어 리벳으로 연결된 것과 비교

할 수 있다(사진 10C).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금보개조도감에서 금보를 제작

할 때에는 보뉴와 보신을 따로 주조한 후 접합하는 방식으

로 제작했었다. 또한 보뉴의 거북이 형태는 황밀로 제작해 

밀납주조로 외형을 완성하고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한 

후 세부 문양을 조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속을 다루는 장인 다수가 참여하였지만 도금 후 문양을 

새기고 보문을 전각하는 것은 금보장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금보를 꾸준히 제작하는 금보장은 금보의 양식변화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금보 제작 장인

1. 명종 금보 제작 장인 

금보를 제작한 장인은 의궤에서 금보장, 보장(寶匠), 

보전각장(寶篆刻匠)으로 기록된다. 『금보개조도감의궤』 도

35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本房所掌 金寶一顆 造成時 銀匠所用 五味子三升, 焰硝三箋 依謄錄進排事俸甘何如”. 

36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銀匠所用 ⋯ 細玉珠四两 ⋯”; 도금 시 사용되는 세옥주는 각주34 참고.

37 도감에서 은장(銀匠)의 역할은 은을 다루는 장인이다. 그러나 금속을 다루는 장인은 본래의 직업 이외에도 금속으로 물품을 만드는 다양한 공정에 참여한 사

례가 확인된다. 따라서 금속을 다루는 장인은 여러 기술을 동시에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 장인들의 활동내역은 다음 논문 참고. 장경희, 2005, 

「조선후기 王室工藝匠人 研究의 成果와 課題」 『韓國人物史硏究』3, 한국인물사연구소, p.423; 제지현, 2013, 앞의 논문, pp.35~37.

38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1726년, “二房 一本房所掌 金寶昨已鍍金 為有如乎. 鍍金後則必温堗点火 而後乃有輝潤之色. 是如為有置温堗点火 次每日燒木

一冊式 上下進排事捧甘何如堂上手决内依”.

39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實入秩 ⋯ 燒木五冊 ⋯”.

40 『금보개조도감의궤』, 1705년, “一房 金寶匠所用 鑿釘五介, 四寸召乙釘五介, 寶板一部, 手巾布二尺, 鴨項乙釘二介, 鉄剪板二介, 白木檽袱一件, 樻子一部, 

具鎖鑰網席一立, 刻刀二介”.

41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1726년, “二房 寶鑄成後 精鍊時所用, 四寸㐒釘十五介, 鑄金寶篆刻時所用 鑿釘十五介, 刻刀二介”.

42 땜질 관련은 전용일, 2006, 『금속공예기법』, 미술문화, pp.79~87 참고.

사진 9.   A: 익조비 정순왕후 금보, 1705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B: 보뉴와 보신의 접합부분 세부. 

A B

사진 10.   A: 정조 은인, 1776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B: 귀갑 리벳 자국,  

C: 인뉴와 인신이 리벳으로 연결.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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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공장별단(都監工匠別單)에서 보장(寶匠)은 박상원(朴尙

元) 등 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명은 알 수 없지만 박상원

은 총 5차례 도감에서 금보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 4차례 

도감에서 박성건(朴成建)과 함께 보장으로 기록된다(표 3). 

표 3. 금보개조도감의 금보장의 활동내역

연대 의궤명
제작 
수량

각방장인 

1681
定宗定安王后 

諡號都監儀軌
금보 2 別單 寶篆刻匠 朴守英 朴成建 

1683
太祖神懿王后 

太宗元敬王后

諡號都監儀軌

금보 2 一房

寶篆刻匠 朴成達 朴守永 

入絲匠 李後良 姜宗 安

萬雄

1684
明聖王后 

國葬都監儀軌
금보 1 三房 寶匠 朴成建 朴守英 

1686
莊烈王后 

尊崇都監儀軌
옥보 1

二房 入絲匠 安善一 

三房 入絲匠 安善一 李天業　

1690
景宗王世子 

冊禮都監儀軌
옥인 1

二房 入絲匠 安萬雄

三房
入絲匠 朴成建 鄭武臣 

表廷吉 安明吉 姜宗

1690
禧嬪中宮殿 

冊禮都監儀軌
금보 1

一房
入絲匠 姜宗 鄭武臣 朴

尙男 安明吉 表廷吉

二房

金寶匠 朴成建 李忠石 

朴尙運　

入絲匠 李厚良 崔斗永 

安萬雄 陳得成 劉五昌 

金尙會　

1694
仁顯王后 

冊禮都監儀軌
금보 1

二房 金寶匠 朴成建 朴尙元

三房

入絲匠 姜宗 安命吉 安

萬雄 安萬益 安樂成 

 鄭有吉

1696
景宗端懿王后 

嘉禮都監儀軌
옥인 1

二房
入絲匠 姜宗伊 表廷吉 

郭二山 李枝英

三房

入絲匠 朴成建 安莫成

豆錫匠 金檢尙 金尙輝 

池元伊 羅世明 皮永業

1699
端宗定順王后 

復位祔廟都監儀軌
금보 2 二房

寳匠 朴成建 朴尚元 郭

二山

入絲匠 安萬䧺

篆刻匠 朴尚元

연대 의궤명
제작 
수량

각방장인 

1702
仁顯王后 

國葬都監儀軌
금보 1 三房

寶匠 朴成建 曹命吉 朴

尙元 高尙天

入絲匠 安萬雄 金金 鄭

武信 金富貴 郭二山

1702
肅宗仁元王后 

嘉禮都監儀軌
금보 1

二房
入絲匠 郭二山 表廷吉 

鄭有成 

三房

豆錫匠 金儉尙 李尙達 

趙天年 羅世明

寶篆刻匠 朴成建 朴尙元

入絲匠 安樂成

1705 金寶改造都監儀軌 금보 1
別單 寶匠 朴尙元 等 二名

一房 小爐匠 李承善 郭二山

1705
金寶改造都監 

都廳追補儀軌
금보 9

一房
寶匠 安樂成 田時潝 崔

承立 羅世明

二房
寶匠 郭以山 鄭武信 鄭

有成 表廷吉

三房
寶匠 朴尙元 林澤虎 李

以善 安萬雄

17~18세기에 금보장의 활동은 2~3명이 한 그룹을 이

루어 꾸준히 활동한 후 그 다음 그룹으로 이어져서 활동한

다. 즉, 한 시대에 한 그룹만 활동하는 방식이었는데 각 그

룹은 주장(主匠)과 부장(副匠)으로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후에 부장이 주장이 되어 새로운 금보장인과 함께 제작하

는 방식이다.43

예를 들어 박수영(朴守英)은 박성건과 함께 1681년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에서부터 

활동해서 1684년까지 금보를 제작했다. 이후 박성건은 박

상원과 함께 1694년 인현왕후 책례금보를 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1702년 인원왕후의 책례금보까지 제작한다(표 

3). 따라서 주(박수영)-부(박성건), 주(박성건)-부(박상원)

의 구조로 활동하다 금보개조도감에서는 주(박상원)-부(1

명)으로 변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방식 때문에 장인그룹에 따라 금보의 

양식이 뚜렷하게 변화하는데 박수영이 제작한 ‘숙종비 인

43 제지현, 앞의 논문, pp.37~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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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왕후 금보(사진 11)’와 박성건, 박상원, 곽이산이 제작한 

‘단종비 정순왕후 금보(사진 12)’, 금보개조도감에서 박상

원이 제작한 ‘명종 금보(사진 13)’을 비교해 보면 양식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박상원이 제작한 ‘명종 금보’는 이전 시기 금보와 비교

해 거북의 안면이 길고 앞으로 돌출되었으며, 정수리를 원

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이전의 방식에서 넓적하고 편

평하며 면적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변했다. 또한 눈썹이 양

각으로 이마 뒤쪽으로 흘러가게 표현되고 눈이 타원형으로 

변했으며 송곳니 옆으로 입꼬리를 둥글게 파는 새로운 방

식이 나타났다. 귀갑에서는 복련엽(覆蓮葉)의 크기가 커지

고 귀갑 테두리의 문양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장된 금보개조도감의 금보 장인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에서 제작이 기록된 금보

는 사대조와 왕후들, 태조비 신의왕후 금보로 모두 9과이

다. 각방에서 보 3과씩 보장 4명이 제작하는데 총 12명의 

장인이 참여했다(표 4).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보는 제작하는 장인에 따라 양식

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도감에서는 12명의 장인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8과의 금보는 동일한 양식

을 보인다(표 5). 이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보

의 견양(見樣)과 장인들의 활동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금보의 견양(見樣)

금보 외형에서 동일한 양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보사진 12.   단종비 정순왕후 금보, 1698년, 보장 박성건·박상원·곽이산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사진 13.   명종 금보, 1705년, 보장 박상원 등 2명(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표 4.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에 기록된 보장 명단

방 제작 금보 보장

1방 영녕전 금보 3과 안낙성(安樂成), 전시흡(田時潝), 최승립(崔承立), 나세명(羅世明)

2방 영녕전 금보 3과 곽이산(郭以山), 정무신(鄭武信), 정유성(鄭有成), 표정길(表廷吉) 

3방
영녕전 금보 2과

신의왕후 금보 1과
박상원(朴尙元), 임택호(林澤虎), 이이선(李以善), 안만웅(安萬雄)

사진 11.   숙종비 인경왕후 금보, 1681년, 보장 박수영(국립고궁박물관 소장).



5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0. No. 1

의 제작과정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귀뉴의 견양에서 찾

을 수 있다. 견양은 주물을 하기 전 보의 형태를 밀랍으로 

조각한 것이다. 『금보개조도감의궤』에서는 금보의 견양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638년 『인조장렬왕후

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도감에서는 장렬왕후의 책봉보를 제작해야 했는

데 도감에서 인조(仁祖)에게 아뢰기를, “보를 주성(鑄成)할 

때 서울에 있는 장인이 박처줄(朴處茁)밖에 없는데, 알아보 니 인빈(仁嬪)의 비문(碑文)을 각자(刻字)하는 곳에 가 있

으니 황밀을 주어 형상을 조각하게 해 이를 주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44 라고 아뢰었다. 당시 인빈 김씨의 순강원

(順康園)의 비를 제작한 의궤가 남아있지 않아 기록을 확인

할 수 없지만, 박처줄이 만든 금보의 형태(사진 14)45와 순

강원의 비(사진 15)를 비교하면 양식상의 유사함이 보인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의궤에 보장으로 김섬(金暹)이 

기록된 점46이다. 따라서 금보의 견양은 박처줄이 조각하사진 14.   A: 인조비 장렬왕후 금보, 1638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B: 안면 세부.

A B

사진 15.   A: 순강원 인빈 김씨 신도비, B: 안면 세부.

BA

4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년, “三房 都監啓曰, 嘉禮時所用 銀寶鑄成之規, 朴處茁 外京中匠人無一人. 詳知者 今聞處茁以 仁嬪碑文刻字事, 方往

楊州地云. 暫時招來 黃蜜所像 精授他匠, 以便鑄成何如”.

45 장렬왕후의 책봉보는 이때 만들어졌지만 만수전의 화재로 금보가 손상되자 1687년에 도금만 새로 했다.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 1687년, “冊寶應爲 改造中金寶 則匠人等以爲 全體 及所刻篆文小無所傷. 只金色漫滅而已更爲鍍金 則實與新造者 無異云. 

臣等亦爲再三看審 則果如匠人等 所言更加鍊正仍爲鍍金 似爲無妨何以爲之敢 ⋯”.

46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1638년, “三房 寶匠 金暹”. 

표 5. 연장된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사대조와 왕후 금보 세부(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목조 금보 익조 금보 도조 금보 환조 금보

목조비 효공왕후 금보 익조비 정숙왕후 금보 도조비 경순왕후 금보 환조비 의혜왕후 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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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완성된 보의 세부 문양은 김섬이 새겼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인에 따라 양식이 변화하던 금보가 이 도감에서

는 동일한 양식을 보이는 것은 박처줄의 사례처럼 견양들

을 조각한 장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8과의 금보가 유사한 형태의 견양들을 공유한 후 세부

문양을 보장이 조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에 서

술할 당시 보장으로 참여하였던 장인들의 활동내역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입사장(入絲匠)으로 활동한 보장(寶匠)

연장된 도감에서 금보 제작에 참여했던 12명의 장인 

중 이전에 금보장으로 금보 조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

람은 곽이산(郭以山)과 박상원(朴尙元)이다. 이 두 명을 제

외한 나머지 10명은 금보개조도감 이전, 이후의 도감에서 

금보장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는 장인들로 이 도감에서만 

유일하게 금보장으로 활동했다. 금속장인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실력을 인정받으면 금보장으로 활동하고, 금보

장으로서 실력이 미흡하면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확인된다.47 따라서 이 10명의 장인들이 이후 금보제작에 

장인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금보개조도감 이후 

금보장에서 본업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10명의 중요한 공통점은 동시대 의궤들에 입

사장(入絲匠)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들은 박수영, 박성건, 

박상원이 금보장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각 도감에서 입사

장으로 활동했다(표 3). 이 도감에 금보장으로 입사장이 대

거 참여한 이유는 금속에 문양을 새기는 역할이 입사장과 

금보장이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입사장으

로 활동을 하다가 금보장이 되어 활동하는 사례를 다수 확

인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박성건과 2방 장인 중 곽이산

이 그 예이다(표 3). 또한 박성건은 금보장으로 활동하는 중

에도 옥인(玉印)을 제작하는 도감에서는 입사장으로 참여

했다가(표 3, 1690년 참고) 금보를 만드는 도감에서는 금보

장으로 활동한다. 이외에도 금보개조도감 이후 입사장으로 

활동하다가 보장으로 활동하는 장인은 표시재(表時財), 이

홍성(李弘成)이 있다.48

17~18세기에 도감이 설치되어 금보를 제작하는 경우

에는 1754년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에서 제작한 금

보 4과가 가장 많은 것이었다.49 그러나 금보개조도감에서

는 금보 9과를 단시간에 제작해야 했으므로 그 시기에 활

동했던 금보장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과

정에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입사장을 금보장으로 다수 참

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금보장들은 금보장으로 

47 제지현, 2013, 앞의 논문, pp.36~37.

48 표시재는 입사장으로 활동하다 금보장이 된다. 이후 옥인을 제작하는 도감에서는 입사장으로도 참여하지만 금보를 만드는 도감에서는 금보장으로 꾸준히 활

동한다.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1718년, “入絲匠 表時才”;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1718년, “入絲匠 表時才”; 『숙종국장도감의궤』, 1721년, “寶匠 

表時才”;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1721년, “入絲匠 表時才”; 『단의왕후선의왕후책례도감의궤』, 1722년, “金寶匠 表時才”; 『경종국장도감의궤』, 1724년, 

“寶匠 表時才”;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1726년, “金寶匠 表時才”; 이홍성 또한 표시재와 동일하게 입사장으로 활동하다가 보장으로 활동하는 도중 옥인을 

제작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경종국장도감의궤』, 1725년, “入絲匠 李弘成”;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1731년, “寶匠 李弘成”; 『사

도세자책례도감의궤』, 1736년, “入絲匠 李弘成”;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1739년, “寶匠 李弘成”;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1740년, “寶匠 李弘成”. 

49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754년, “二房 肅宗大王 仁敬王后 仁顯王后 大王大妃殿 金寶各一顆”.

표 6. 연장된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금보 세부 문양

안면 문양 귀갑 내 문양

귀갑테두리 문양 몸통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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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의 양식을 주도하는 역할보다는 입사장으로서 금보의 

문양을 새기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현

존하는 8과의 금보는 안면의 매화점, 귀갑 안의 점, 귀갑 

테두리의 문양, 몸통의 비늘, 소용돌이 문양이 동일하게 나

타난다(표 6).

이는 한 도감에서 제작된 금보가 동일한 양식을 보이

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 도감에서 제작된 금보 9과의 경

우에도 세부문양을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1705년 금보개조도감은 숙종이 종묘에서 보책을 봉

심하고 부족한 의장을 살피는 것이 발단이 되어 어보를 포

장하는 부속품을 일괄로 제작하고, 금보 10과를 제작했던 

도감이다. 

도감의 설치과정에서 당시 손상된 채 전해오던 금보, 

옥보, 백철인은 선대의 물품으로 잘 보존해야 한다는 당시 

어보 보존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고, 폐위된 왕이 올린 옥보

는 매안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전란 중에 잃어버린 명

종의 금보와 기존에 제작되지 않았던 태조비 신의왕후, 태

조의 사대조와 왕후들의 금보를 새롭게 제작하는 논의과정

을 알아보았다. 

금보의 제작과정에서는 금보 1과 제작에 들어가는 물

품과 금보장, 도금장, 은장 등 장인 소용물품을 의궤를 통

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밀랍으로 보뉴의 거북이를 조

각해 개흙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밀랍주조방식과 도금을 입

힐 때 사용한 수은아말감기법, 이후 문양을 새기는 과정까

지 금보의 제작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명종 금보를 제작한 장인의 기록으로 박수영, 박성건, 

박상원으로 이어지는 당시 금보장의 계승방식을 알 수 있

었는데 이를 통해 장인(匠人)에 따라 금보의 양식이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장된 금보개조도감에서 제작한 9과의 금보 

중 현존하는 8과의 금보는 12명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 이는 『인조장렬왕

후가례도감의궤』의 기록처럼 박처줄이 견양을 조각하고 금

보장 김섬이 세부문양을 새긴 사례를 들어 연장된 금보개

조도감 역시 견양을 조각했던 장인이 따로 있었고 세부문

양은 금보장이 새긴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입사장으로 활

동하던 장인이 금보장으로 대거 참여한 것은 많은 수량의 

금보를 제작하기 위해 그 시기에 활동하던 금보장으로는 제

작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입사장이 금보장으

로 변화해 활동하는 내역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입사장

과 금보장이 금속에 문양을 새기는 역할이 유사했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꾸준히 활동해온 금보

장인은 금보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 8과의 금보

는 문양을 새기는 입사장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져 동일한 

양식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어보는 왕실 공예기술이 집약된 작품으로 

책봉호, 존호, 시호 등을 새겨 만든 인장이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어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중 1705년 금보

개조도감은 조선시대에 종묘에 봉안하기 위해 다량의 금보

와 보통, 보록 등을 제작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기록한 『금보개조도감의궤』를 통한 당시 금보의 제

작방법과 장인의 분석은 18세기 금보의 제작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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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종국장도감의궤』

  ●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 『경종선의왕후가례도감의궤』

  ●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 『금보개조도감의궤』

  ● 『금보개조도감도청추보의궤』

  ●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 『단의왕후선의왕후책례도감의궤』

  ●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 『명성왕후국장도감의궤』

  ●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 『사도세자책례도감의궤』 

  ●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 『숙종국장도감의궤』

  ●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 『숙종인원왕후가례도감의궤』

  ● 『영조왕세제책례도감의궤』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 『인현왕후책례도감의궤』

  ●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 『장렬왕후책보수개도감의궤』

  ● 『정성왕후책례도감의궤』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 『조선왕조실록』

  ● 『종묘의궤』

  ●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

  ●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 『희빈중궁전책례도감의궤』

  ● 국립고궁박물관, 2012, 『왕의 상징 어보』, 디자인인트로

  ● 국립고궁박물관, 2010, 『조선왕실의 御寶』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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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seon Dynasty (1392~1910) had a long tradition of making official seals to commemorate the granting 

of official royal titles, including posthumous honorary titles, to its kings, queens, crown princes and queen 

dowagers. These royal seals were typically gold-plated or made of jade. After the death of its holder, each seal 

would be stored in the royal seal depository in the Royal Ancestral Shrine.

  Extensive efforts were made to restore the traditions and culture of the royal family of Joseon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r. 1674~1720). In 1705, discussions were held about the royal ceremonial objects, 

including the royal seals, stored in the Royal Ancestral Shrine, resulting in the reproduction of a set of 

accessories related with the storage of royal seals and ten golden royal seals which had been lost during wars or 

had yet to be made. With these reproductions, each shrine chamber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would have 

had at least one seal. The details of the reproduction project were meticulously recorded in The Royal Protocol 

by the Directorate for the Restoration of Golden Royal Seals(『金寶改造都監儀軌』). Given that the restoration 

project was the single event that led to the reproduction of all the golden royal seal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directorate had fulfilled a historically significant function. 

  In this study, the main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orate and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the damaged royal seals. The discussion include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golden seals, for which The Royal Protocol is compared with other similar documents in order to gain more 

detailed knowledge of the measurements of the turtle knob, the lost-wax casting technique, the gold plating 

with mercury amalgamation technique, and other ornamentation techniques. The discussion also covers the 

activities of the artisans who made the royal seals, based on a study of the royal protocols; the styles of the 

artifacts,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remaining examples; and the techniques used by the Directorate for 

the Restoration of Golden Royal Seals to produce the royal seals in 1705.

A Study of the Golden Royal Seals Made by the 
Directorate for the Restoration of the Golden Royal 
Seals(金寶改造都監) in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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