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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은 상례문화의 보고이자 서예사의 정수로서 시대사·사회사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지만 그 연구는 아

직 미미하다. 특히 비각의 제작 방식에 관한 것은 아직 미증유의 분야로 남아 있어 연구가 절실한 편이다. 비석의 제작은 

석재의 탁마 과정과 조각, 그리고 글씨를 새기는 북칠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사

실을 밝히고 있다. 

첫째, 신과 관련한 의물(神儀物)인 상석, 혼유석, 비석에는 정교한 마정(磨正) 작업을 가한다.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

란의 영향으로 인한 유교적 상·제례의 정착과 전파로 혼유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영조 때 오석(烏石)

의 비약적인 확산과 사저취용(私儲取用)은 사회·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품(上品)의 강화석이 고갈되자 

사대부에서 사용하던 오석을 천릉한 장릉에 사용한 이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된다. 특히 오석의 사용과 마정 작

업은 화학적·물리적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비석의 각자 기술은 북칠(北漆)에 있다. 효종 영릉 천릉 시에 송

시열의 지문을 북칠한 이후부터 북칠 과정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행했고 제도화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북

칠은 오석의 검은 색으로 인해 흑묵보다 붉은 당주를 이용하면서 더욱 정교화된다. 넷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각자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영조 연간까지 각자는 획의 두께에 따라 각의 깊이를 결정해 음영을 표현하고 양감을 나타냈

다. 물론 이 같은 기법은 모든 표석이나 신도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내수사에 소속된 뛰어난 경공장들의 전습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비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석, 연정, 마정, 정간, 초도서입, 중초, 입각, 교정, 장황의 단계를 거쳐 하나의 완

성품이 이뤄진다. 이러한 것은 묘주에 대한 존경심과 공업을 알리는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공예 기능의 분업과 협업에 

바탕을 둔 작업이 표석의 전체 제작 과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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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국대전 등에 기록된 129개의 다양한 장종(匠種) 

중 석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목재를 다루는 조성소와 더

불어 월등하게 그 비중이 큰 편이다. 왕릉의 석재를 다루

는 곳은 부석소와 수석소, 그리고 표석영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도비, 표석영건과 관련된 왕릉 비석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비석의 제작과 각자 방식에 관한 것

은 미증유의 분야로 남아 있어 연구가 절실한 편이다. 묘

제는 경기도 기념물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차대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가 부족한 것은 왕릉이

나 사묘에서의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이다. 표석이나 신

도비는 상례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며 현재도 

지정문화재 신청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시대 편년과 문

양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술사적 측면에서 

제작 및 영건 방식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려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석의 전환기적 재료의 출현

과 영향, 조선 후기 기술자 집단의 석재 마정 방식, 그리

고 북칠이란 비석의 제작 과정을 통해 비석의 사회·문화

사적 의미와 영향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Ⅱ.   왕릉 석물 연마 과정 변화의  
필요성

1.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비각(碑刻)의 연구는 그간 양식사적 측면에서 많은 

진척이 있어왔다. 이민식의 「조선시대 능표비에 관한 연

구」1는 비석의 기원과 발전, 형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어 비석 연구에 일조하였다. 김민규는 「조선시대 능표비 

연구」2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왕릉과 

사대부 비석을 재조명하였다. 김우림은 「서울·경기 지역

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3에서 종합적인 석물의 형

식을 밝혔지만 문양의 역사성과 제작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윤진영은 「조선 왕실 지석

류 탁본의 제작 과정」4을 통해 지석의 제작 공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지석에 대한 한정적인 연구

가 이뤄졌다. 그간 왕릉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

에도 제작 공정 단계별로 필요한 재료와 기술, 전체적인 

공정의 과정에 대해 아직은 연구가 미진한 상태다.

  이에 첫째, 왕릉 신도비가 세종 이후 문종 때부터 

제작되지 않다가 숙·영조 때 신도비를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석 재현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파

주 장릉에서의 오석 사용 및 확산 과정과 사저취용이란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비석의 표준이 되는 왕릉 

능표석의 제작 과정인 마정 방법, 북칠과 입각 과정 등 공

정별로 비석 제작 기술의 재현을 통해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인의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는 공예사의 전체상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며 기술문화의 중요한 관점5인 

점을 고려할 때 석장인들에 대한 연구는 비석의 재현이란 

의미를 넘어 선인들의 공예 기술 수준과 기술자 집단의 

분업과 협업, 당시의 사회·문화사를 재조명하는 데 큰 의

미가 있다.

2. 석재 연마 방식 변화의 필요성

마정(磨正)은 조선 초 왕릉 중 신도비 제작에 사용

하던 방식이었다. 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각종 재료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조선 초

1 이민식, 1997, 「조선시대 능표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민규, 2019, 「조선시대 능표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우림, 2007, 「서울·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윤진영, 2004, 「조선 왕실 지석류 탁본의 제작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5 최공호, 2018, 「조선 전기 경공장의 기술 통제와 분업」 『미술사논단』 47,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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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도비가 왕릉에서 더 이상 입비되지 않자 마정 작업

이 중단되었다가 인조대에 승하한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1584∼1632)가 승하했을 때 상석에 다시 적용되었다. 

이때 마정 작업이 신도비가 아닌 상석에서 재개된 

이유를 몇 가지 추론한다면, 하나는 균조류로 인한 흑화 

현상이나 박락을 방지하기 위한 고안이며, 다른 하나는 

양란 이후 혼유석이 상석과 함께 설치된 의식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균조류로 인한 흑화 현상이나 박락을 방지하

기 위한 고안은 세종 영릉 상석에 대한 조치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영릉의 경우 예종 때 천릉하여 정교한 석상 마

정이 없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정 작업이 되어 있다. 

영조 정묘년(1747)에 영릉 석물수개(石物修改)가 있었

는데 이때 상석에 태돈(苔飩)이 심해 흑화 현상이 발생하

자 새로운 상석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영조는 검

약정신을 실행한 세종의 뜻을 살려 교체보다는 마정을 하

게 된다. 그 해 5월 15일 길일을 맞아 세종의 혼석(魂石)

은 새로 수개하고, 소헌왕후의 상석에 생긴 흑화는 갈아

서 제거하기로 한다. 당시 마정을 한 후 간심한 것은 비록 

새로 신석으로 교체한 것은 아니지만 취색을 여석으로 잘 

내고 마정의 상태도 보기 위한 것이었다.6 

둘째, 상석을 마정한 이유로는 양란으로 인한 상·제

례 의식 변화에 따른 혼유석의 설치다. 왕릉에서는 정자

각이 상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흔히 봉분 앞 석상을 ‘혼

유석’ 혹은 ‘혼석’이라 부른다. 조선 전기 사료로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석상(石床), 상석(床石), 혼유석(魂遊石)의 

용례를 찾아보면 선조 말년에 이르러 석상을 ‘혼유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01년에 제작된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에서도 ‘혼유석’이란 용어는 ‘석상’

과 더불어 혼용되었으며, 『인조장릉도감의궤』에서는 ‘혼

유석’이란 용어로 대체되어 마정의 시기와 일치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대부 묘 중 조선 전기 석물에서도 혼유

석이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만 이는 조선 후기에 혼유석을 

추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는 상석을 계체석

에 걸쳐 걸방석을 만들고 그 사이 공간에 설치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석, 혼유석, 향로석은 묘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돌로서 특별히 마정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표 1>처럼 석상, 상석, 혼유석이란 용어는 인조대

에 이르러 왕릉 상석에 마정을 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하

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왕릉의 석상을 혼유석으로 병

기하는 것은 석상을 ‘혼유(魂遊)’로 해석하여 일종의 신의

물(神儀物)로서 인식했다. 문무인석 등은 석의물(石儀物)

로서 연정과 마정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가 1632년 승하한 뒤 목릉의 

인목왕후 능지의 상석만 마정된 것을 볼 때 석상이란 기

6 『各陵修改謄錄』. “丁卯五月十三日 先王儉德 固宜仰體二百年舊物棄之亦似重難因其舊石改造可也左議政曰 王后陵魂石比大王陵魂石則長廣不及者五分其高過之者

五寸苔飩剝黑亦者今此大王陵魂石改造時亦爲一體磨正矣 上曰長廣依大王陵魂石更加鍊正可也禮曹判書南/ 丁卯七月初十五日: 王后陵魂遊石段置初以磨正磨治又

以礪石取色則雖不如新造石物是白乎乃形色比前則頗爲精潔而尺數段亦無大段减縮”.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석상, 상석, 혼유석 호칭 횟수 

용례 『조선왕조실록』 혼유석 호칭 횟수

石床
태종 2회, 세종 9회, 세조 3회, 예종 즉위 1회, 성종 2회, 

영조 1회, 순조 1회

床石 선조 2회, 숙종 1회, 영조 1회, 순조 1회

魂遊石(魂石)

선조 3회, 광해 3회, 인조 6회(인조 3년 시작), 현종 2회, 

숙종 1회, 영조 7회, 정조 4회, 순조 7회, 철종 1회, 고종 5회, 

순종 1회

A

C

B

D

사진 1   A: 세종·소헌왕후 상석, B: (좌)세종(신석), (우)소헌왕후(마정), C·D: 세종·

소헌왕후 상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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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개념에서 이미 ‘혼유석’이란 신의물로 개념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7 이후 혼유석은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 

묘에서도 점차 설치되어 상·제례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만 해도 신주를 들고 묘제에서 사

용하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혼유석을 설치함으로써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8

따라서 현종대에 김수흥에 의해 능표석 설치 건의가 

있자 신도비에 비해 석재의 부출, 마정 등에 있어 적은 공

력이 든다는 이유로 먼저 효종 영릉에 능표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조선 왕릉에 있어 표석의 시발점이 되며 

마정 작업도 이후 활성화된다. 숙종 때 석물과 비석의 수

개가 있었고 영조 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19기에 이르는 

능표 비석을 세워 왕릉의물이 되며 비석의 완성도도 높아

지게 된다.

3. 비석의 마정 과정과 도구

『영조국장도감의궤』를 보면 비석의 마정 과정은 2단

계를 거치고 있다.9

1단계에서 쇄기와 몽둥이, 강철은 돌을 잘라 숙석(熟

石)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며, 미추(尾箒)는 꿩의 꼬리털

로 석재의 분진을 쓸어내는 빗자루이며, 솔정(㐒釘)은 쪼

는 데 사용하며, 관정(串釘)은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정

이다. 생갈(生葛)은 돌을 묶어 옮기는 데 사용하고 탄과 

송연은 철정을 추가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방문리(方文

里)는 방구리로 읽는데 급수군이 물을 퍼 나르거나 담아

둘 때 사용하는데 동이를 말한다. 가이(加耳)는 ‘加ㄱ耳’로 

자귀와 같은 종류로 판단된다. 한마치(汗亇赤)는 큰망치, 

공석(空石)은 빈 가마니, 목파조(木把槽)는 손잡이가 있는 

나무 물통, 감장(甘醬)10은 맛이 단 간장의 의미인데 오래 

묵은 간장을 의미한다. 그 용도는 거푸집을 단단하게 만

들어 형틀을 고정시키기 위해 백토와 혼합하여 사용11하는 

것을 말한다. 흙과 모래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의미상 1단계의 재료는 

탁마의 준비 단계를 말한다.

2단계인 돌을 가는 탁마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목

할 점이 있는데, 모래가 대사(大沙)와 소사(小沙)로 구분

되고 다양한 숫돌(礪石)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모래로 

7 1601년 『의인왕후산릉도감』에서는 상석과 혼유석이란 용어가 혼용된다.

8 정해득, 「조선시대 묘제 석물에 관한 고찰」 『경기묘제석조미술』 조사보고서 학술발표회, 경기문화재단, p.68.

9 『英祖國葬都監儀軌』 「表石所」, p.1405. “本所冶匠所用風板一立, 毛老臺一箇, 橋鐵六箇, 項木一箇, 木把槽二部, 蜜槨一部, 樻子一部具鎖鑰, 各色釘添鐵次强鐵

二十二斤, 炭二十石, 爲先進排事, 捧甘爲只爲”.

10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감결질, p.195. “進排事工匠募軍等分饋時所用艮甘醬各一石麯子三十同甘藿一千五百立砂鉢湯器楪匙等物優數待令進排事”.

11 김영희, 2009,『역주 사직악기조성청의궤』, 국립국악원, p.133.

표 2 탁마 준비 과정인 1단계에 들어가는 재료

生葛乼 / 

中束乼 4거리
乼牛皮 1령 地乃木 4개 枕木 2개

松煙 3전 / 

백면사 2전
㐒釘 100개 中串釘 75개 炭 40석

中夢同伊 2개 小夢同伊 15개 尾箒 5병
汗亇赤 15개 / 

台里介

加耳 8개
空石 30개 / 

朱土 1되
강철 40근 長剪板 2개

飛音鐵 쇄기 30개 쇄약 궤자 수청목 20개

方文里 3개 熟獐皮 1령 甘醬 3되 50근 저울

30근 저울 1부 - 木把槽 2부 급수군 2명

표 3 탁마 2단계인 마정 작업 때 필요한 재료

大沙 / 細沙 金井機 稿草 中束乼 4거리

募軍 40명 細馬尾篩 馬尾篩 竹篩 각 3부

地乃木 4개
擔桶 /

 小桶 각 2부
水甕 1좌 陶東海

所羅 加耳 6개 木把槽 3부 木瓢子

軟瓢子 각 2개 乼牛皮 1령 白布手巾 3건 來往板 2립

方文里 3개 長剪板 2개 杻把子 5부 尾箒 3병

飛陋 3되 甘醬 3되 朱土 1되 延日礪石 6괴

强礪石 5괴 中礪石 5괴 祥原礪石 5괴 塊倭礪石 6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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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을 간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숫돌로 갈고 미세한 부

분은 상원여석(祥原礪石)12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소래기

(所羅)는 접시 모양의 질그릇을 말하지만 비석 제작에 있

어 정확한 용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끝나고 나면 세

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비누(飛陋)가 이용된다. 1, 2단

계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왕판은 고정시키는 판자로 보이

고, 장전판은 바닥에 까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비석의 판

석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장전판 위에 표격지를 

올려 작업을 한다. 비석 역시 이 시기가 되면 숫돌로 연마

해 마정 기법으로 풍화 현상을 극복하고, 특히 오석의 이

용은 획기적으로 비석의 품질을 개선한다.    

Ⅲ. 재료 변화와 인식의 전환

1. 조선 전기 비석의 재료

비석은 조선 전기에는 주로 화강암이 사용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대리석이 사용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왕릉 제

작에 사용되는 석재는 대부분 북한산 등 왕릉 인근에서 채

석하지만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강화도 화강암이었다. 강

화 화강암은 애석(艾石) 혹은 세석(細石)으로 불리며, 입

자 크기가 미세하여 비석 및 묘소 석물의 재료로 광범위하

게 이용되었다.13 그러나 비석 재료상의 특징에 있어 대리

석은 마모가 쉽고 화강암은 여러 차례 연마를 하지 않으면 

풍화 현상, 특히 지의류로 인해 글자가 박락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이는 조선 전기에 돌을 연마하는 마정 기법이 발

달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글자의 각자에 있어서도 조선 

후기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석재의 연마가 

정밀하면 박락 현상과 글자의 마모는 현저하게 낮아진다. 

조선 전기는 문종부터 신도비가 더 이상 입비되지 

않았고 현종 때 능표비가 만들어진 이후 영조대에 본격적

으로 입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대별로 

마정 작업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비석과 동일

한 과정을 거치는 상석은 마정 작업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14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마정(磨正)은 연

정(鍊正)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후 ‘정(釘)’과 ‘도(刀)’에 

보조적으로 숫돌을 사용하던 석재의 연정 기술은 한 걸음 

앞서나가는데, 이의 발단은 앞서 언급된 ⓐ 균조류에 의

한 박락의 방지, ⓑ 양란 이후 상·제례의 변화에 따른 혼

유석의 유행이 마정에 이르게 한다. 왕릉 탁마에 있어서 

혼유석의 마정 작업은 인조 연간이 전환점이 되며 표석은 

현종 때 최초 건립되면서 마정 작업을 시작한다. 

 

2. 조선 후기 오석의 출현과 사저취용

비석 재료에 있어서 전환기적 사건은 왕릉 비석에 

오석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 사대부 가문에서는 오석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15 왕릉 오석으로 인해 남포 오석의 

진가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능표로 오석을 사용한 것은 

영조 7년(1731) 인조 장릉 천릉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건

이었다.16 총호사 홍치중이 직접 감동(監董)한 신장릉의 

12 황해도에 있는 여석골에서 채석한 숫돌로 추정.

13 김민규, 2019, 앞의 책, p.74.

14 고양 경은부원군 김주신 묘 상석 하단부에는 비석의 비문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 상석과 비석을 동시에 마정 작업 한 사실을 짐작케 한다.

15 시흥의 김준영 신도비가 숙종 11년(1685)의 오석 비라고 하나, 오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오석 사용은 18세기 초가 가장 빠른 시기로 본다. 

16 영조 이전의 표석은 효종 영릉, 숙종 명릉, 경종 의릉이 있지만 모두 화강암 석재로 이뤄져 있다. 다만 숙종과 인현왕후의 표석이 경종 때 조성한 강화석인 반면, 

1757년 영조 때 승하한 인원왕후의 표석은 남포 오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조 7년 파주 장릉의 천장은 왕릉 오석의 기원이 되는 셈이다.

표 4 조선 왕릉 신도비 현황(의궤 참조)

신도비 재료 제작연도 新신도비 제작연도

태조 건원릉 화강암 1409(태종 9) 없음

신의왕후 제릉 강화 화강암 1404(태종 4) 강화석
1744

 (영조 20)

태종 헌릉 강화 청란석 1422(세종 4) 황해도 강음 청석
1694

 (숙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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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표석은 규모와 석재의 재질 면에서 다른 표석과 확연히 

구분된다. 크기와 더불어 정교하게 조각된 가첨석은 처

마 밑의 공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지붕돌의 가운데는 

현판을 표현한 네모난 판석이 있어 과히 진경화풍을 대

표할 만한 새로운 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17 더구나 당시 

왕실에서 줄곧 사용하던 화강석 중 강화도의 상품이 떨어

지자 남포 오석을 비석으로 대용한 일이다.

영조 7년에 사변(蛇變)으로 인해 인조 장릉을 운천

리에서 교하(현재 파주시 탄현면)로 천릉할 때 강화석 중 

상품을 구하기 어렵자 총호사 홍치중은 사대부가에서는 

남포 오석을 사용하는 바 사저취용을 해서라도 양질의 능

표비를 조성할 것을 제안해 영조의 재가를 받는다.18 

능표비는 현종 때 세운 효종 영릉과 정조 때 건립한 

경종 의릉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조와 고종 때 건립되며 

영조 재위 기간 중 최초로 건립한 능표가 인조 장릉 천릉 

때 세운 비석이다. 이후 영조 연간에 세워진 19개의 능표

는 모두 오석으로만 이뤄진다. 오석을 사용하기 전 졸한 

효장세자의 묘표는 영조 4년에 화강석으로 세워지지만 

정조 9년 진종으로 추숭되면서 오석이 추가 건립되어 그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는 <표 5>에서처럼 영조

가 사친(私親)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소령묘갈과 소령원

비의 경우도 1731년을 기점으로 오석이 사용된다. 영조 1

년에 세운 숙빈 최씨의 신도비나 영조 4년에 세운 효장묘

의 비석은 오석을 왕릉에 사용하기 이전에 해당되어 1731

년(영조 7년)은 왕릉 비석 재료의 전환점이 되는 셈이다. 

사대부가에서는 왕실보다는 비교적 일찍이 오석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예장(禮

葬)19의 확대로 석재의 사용이 늘어나 사저취용은 가속화

되었다. 종친이나 대신에게 예장을 명한 경우 부의만 아니

라 소용물품과 인력이 함께 제공20되는데, 왕릉의 경공장들

이 동원되는 경우 이들의 예술적 영향력이 민간에 미쳐 인

조 이후 비석과 석물의 사용이 고급화·정교화됨은 물론 명

필, 유력 인물들의 글을 얻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였다. 

경우에 따라 부의나 석회, 관 이외에도 석물, 석재, 

석수, 각수 등 일정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는

17 문화재청,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제5권 장릉편, 국립문화재연구소, p.42.

18 『승정원일기』 영조 7년(1731). “致中曰, 各陵寢表石, 皆用江都石, 而今番則廣問私儲處, 江都石絶無可用者矣。藍浦石品最佳, 近來士夫家碑碣, 皆用此石。都監所得藍浦

石, 其品絶佳, 尺數且準, 以此取用, 何如? 上曰, 用之, 可也”.

19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1725) 9월 12일. 세종 때에는 공주, 옹주에도 예장이 확대되었다.

20 위의 책, 28권, 세종 7년(1725) 6월 27일. “전에는 대신의 장례 때에 산역을 하는 군인이 300명이었사온대 이제는 석상과 장명등을 쓰지 아니하고, 또 세층 계체석은 

모두 잡석을 쓰므로 공역이 감소되었사오니, 이후상등예장(上等禮葬)에는 군인 200명, 중등에는 150명, 하등에는 100명으로 하여 역사에 일하게 하소서”.

표 5 파주 장릉 오석 사용(영조 7년, 1731) 전후 비석 재료

능원 비석 종류 비신 재료 건립연도

소령원

묘표석 화강암 1718

신도비 화강암 1725

소령묘갈 오석 1744

소령원비 오석 1753

숙종 표석 화강암 1720

인원왕후 표석 오석 1757

영조 표석 오석 1776

사진 2 광탄 조희일 신도비에 각자된 경공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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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진 2>의 조희일 묘에는 당시 비석 공역에 참여

한 석수를 비롯해 관원들의 이름이 신도비에 추기되어 있

다.21 이 같은 사례는 포천 인흥군의 묘역 상석, 망주석, 묘

비 등에도 남아 있다. 또한 영조 때의 영의정이었던 풍원

군 조현명이 졸했을 때는 ‘충효(忠孝)’란 시호와 어제 제문

을 내렸고 감동 최천약을 파견하여 정교한 석물로 치장하

게 하였다. 현재 조현명 묘에 세워진 비수와 비신은 동일

석이며, 정방형의 오석으로 만든 유례가 드문 비석이다. 

이 비석은 영조 38년 입비된 후 정조 15년(1791) 성주산

으로 천장된 뒤 조윤형이 추기했다.   

따라서 양란 이후 사대부들의 예장과 풍수설에 의한 

천장이 성행함으로써 민간에서는 왕실의 경우를 모방하

여 석물이나 감동을 민간에서 고용하기도 하고, 오석의 사

용을 널리 퍼트리기도 했다. 1731년 파주 장릉의 천릉 이

후 오석과 마정이 알려져 지방에도 오석이 퍼지기 시작했

다. 석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재상들이 마포와 용

산에 생겨났는데 인빈의 『상시봉원도감』에도 재경 석물상

으로부터 구입하여 연정한 기록이 있고, 『신덕왕후정릉영

건청의궤』 역시 표석과 대좌를 사저취용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릉과 국장도감에 소용되는 물건 역시 공

적 조달에서 사적 조달로 그 영역이 넓어져 조선 후기에 

석재 판매상들이 생겨나 오석의 인기가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오석은 청석과 더불어 벼루로도 사용되었는

데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먹물을 갈아도 먹물이 마르

지 않는 것은 그 재료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벼루가 생

산되는 곳은 보령과 남포인데 오연석(烏硏石)과 화초석

은 나라에서 으뜸으로 친다. 중국에도 유명한데 우리나

라 사람들은 모른다”22는 것을 볼 때 사대부 외 일반 백성

에까지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Ⅳ. 제작 방법의 변화 

1. 연마(연탁) 방식

연마(鍊磨) 혹은 연탁(鍊琢)은 마정(磨正)의 전(前) 

단계다.23 선조와 의인왕후의 목릉은 연마 과정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각도와 각정으로 연마하고 숫돌을 보

조적으로 사용했지만 완벽하게 풍화 현상을 막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인조대 이후 상장례의 변화로 인

21 광탄면 혜음리에 있는 조희일 신도비는 송시열 찬, 김수증 서·전으로 숙종 27년(1701)에 입비했는데 측면에는 예장에 참여했던 인물인 감관, 각수, 석수, 관노와 본

가 노비의 이름이 들어 있다.

22 최영성 편역, 2018, 『전통공예문헌자료집성』, 이른아침, p.263.

23 탁마에 관한 용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연구원의 자료 검색에서 용례를 확인한 바 연정, 연마, 정련 등 다양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마정’의 전 단계로 

판단된다. 

사진 3 조현명 묘 무석인(1752년) 및 표석(1762년) (조재필 찬, 조재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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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혼유석’의 석물 개념이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인식된

다. 탁마의 기능적 전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석에 

앞서 상석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선조의 목릉은 3개의 능이 다른 언덕에 조성된 동원

삼강이다. 의인왕후는 1600년 승하했고 선조는 1608년, 

인목왕후는 1632년 승하했는데 이 중 마정을 한 경우는 

인목왕후만 해당된다. 인목왕후의 승하가 인조 재위 기

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탁마는 인조 재위 기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후 모든 왕과 왕비의 

왕릉에 이 마정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었다. 임진왜란 이

전의 의궤가 소실된 바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와 인목

대비 도감, 인조 장릉의 소용물품의 비교를 통해 상석의 

탁마를 알아볼 수 있다.

의인왕후의 석상(위궤상에는 혼유석을 혼용함)은 

길이 1장 9척, 너비 6척, 두께 1척 5촌이며 고석 4개는 각 

1척 8촌이고 너비는 2척 5촌이다. 석상은 좌·우부석소에

서 협업을 하고 고석은 좌부석소와 우부석소에서 각각 2

개씩 담당한다. 

좌·우부석소에서는 “석상 1장 9척 9촌, 넓이 6척 6촌, 

두께 1척 5촌”이라 적고 있으며 부기하여 “마세좌우합력조

배(磨洗左右合力造排)”24라 하여 ‘마세(磨洗)’, 즉 갈고 다듬

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의인왕후 능 역시 마세 작업을 

했지만 그 정밀한 정도를 보면 인목왕후에 미치지 못한다. 

<표 6>에서처럼 후기의 다른 능에 비해 의인왕후 번석군

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기계의 사용과 제도적인 면에서 

초기의 상태임을 보여준다. 감결 부분에 연일여석 2괴와 

순위여석 2괴를 기록25한 것을 보면 정교한 작업은 아니더

라도 어느 정도 여석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 마정 방식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에는 ‘상석’ 대신 ‘혼유석’이

란 용어가 사용되며 그 크기는 1장 9척 9촌이며 너비는 6

척 5촌, 높이는 1척 8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래 상세란

에는 “좌우소합력부출예인래마정(左右所合力浮出曳引來

磨正)”26이란 글을 부기하고 있어 의인왕후 능의 “마세좌

우합력조배(磨洗左右合力造排)”에서 ‘마세(磨洗)’27란 용

어와 다르게 ‘마정(磨正)’이란 용어를 쓰는 게 차이점이

다. 『혜빈현륭원원소도감의궤』에는 1816년 병자년 석물

을 가공할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월 11일 장명등과 전면에 있는 인석, 만석, 병풍석을 차례

차례 거둬들이면서 비석의 농대석과 가첨석을 야역하여 ⓐ 鍊正 

작업을 시도했다. 13일 전면의 석의물의 철배를 끝냈다. 후면의 

인석, 만석, 병풍석을 철배하고 농대석 ⓑ 磨正 작업을 야역했다. 

14일 가첨석을 밤새 정련한 뒤, 19일에 양례도감으로부터 표석

을 비각에 봉안하고 이전 잠시 철거한 석의물을 ⓒ 磨洗했다.28 

24 『휘경원원소도감』의 용례를 보면 “遷陵事實則當磨洗舊記入刻新記乎當仍其舊而添刻新記乎上曰陵園表石磨洗新刻好矣”이라 하여 휘경원이 천원할 때 마세신각(磨

洗新刻)하라고 한 것을 보면 조(粗) 마정 작업이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25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26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 좌우부석소, pp.200~205.

27 『일성록』 정조 10년 8월 4일. “原板不爲洗補乎 卿則推考”의 원문에서 ‘洗補’란 종이에 있어서는 세척하는 의미가 있지만 목판이나 석재에서는 ‘삭제’ 혹은 ‘깎아 다듬

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됨. 

28 『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2)』, pp.163~165. “十一日長明燈及前面引石滿石屛風石次次撤排籠臺石加簷石鍊正夜役. 十三日前面石儀撤排畢役後面引石滿石屛風石撤

排籠臺石磨正夜役. 十四日加簷石鍊正夜役. 十九日表石自襄禮都監陪進. 設所奉安於碑閣前權撤石儀磨洗”.

표 6 『의인왕후산릉도감』 좌부석소 소용 잡목질(p.97~101)

입정 400개 솔정 100개 곳정 100개 기지음금 800

소 몽둥이 200
(소용 철물)

중 몽둥이 10개 대 몽둥이 8개 대 배지내 8개

중 배지내 10개 소 배지내 10개 인가라장부구 10부 숙마 60

숙마대줄 2거리 송연 2근 미추 10개 省 10개

홍연 8량 면사 1근 한마치 50개 첨도강철 160개

번석군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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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탁마의 과정은 석재의 용도에 따라 연정-마

세-마정-마광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서의 마세는 연마와 다듬는 일을 말한다.

『인조장릉도감의궤』의 <좌부석소>에는 보다 구체

적인 마정 작업 방식이 나오는데, 혼유석을 마사하기 위해

서는 배에 묶는 가설재 기계목인 대나무 4개를 취하고, 조

성소의 홍살문에서 남은 기둥주 2개와 생갈을 취해 이를 

접합해 갈줄로 묶어 돌을 갈았다.29 이를 통해 볼 때 인조 

장릉을 조성하면서 ‘녹로전도’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정 작

업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왕릉에서 

목릉 인목왕후와 인조 장릉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마정 작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사진 4> 왼쪽의 선조 상석의 검은 부분은 지의류

가 성장을 멈춰 산화되자 색이 검게 변한 것이며, 심한 경

우 시멘트처럼 석재에 붙어 함께 공생해 글자나 비석의 

표면을 상하게 한다. 이 같은 지의류는 이끼와 유사하나 

균류와 조류의 공생식물로 표면이 거칠고 딱딱하며 결국 

석재의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풍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탁마는 연정(鍊正), 마세(磨

洗)30 등으로 부르지만 돌을 가는 마지막 공정은 마정(磨

正 혹은 磨淨)이라 부른다. 탁마는 각수가 아닌 석수가 맡

아서 작업을 완료한다. 즉 비석의 제작은 석수, 각수, 화

원, 사자관, 배첩장 등의 장인과 사자관, 화원 등 관장(官

匠)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마의 정도에 따라 비석 표면과 입각의 질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공정은 입각 전 중요한 단계에 해당된다. 

선조 상석과 달리 인조의 상석을 보면 만질만질하게 완전

히 갈아져 있는데, 이는 각도와 각정 외 번석을 연이어 하

면서 돌을 서로 갈며 여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모래를 대사, 중사, 소사 등으로 사용하여 차례로 갈면 

미세한 부분까지도 갈아지며 마지막으로 여석으로 마감

한다. 모래에는 장석과 석영 등 강도가 높은 물질이 포함

되어 마정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영조는 인원왕후 능을 조성하면서 내린 전교 중 “석

재는 탁마해야 할 것은 탁마해야 하지만 3분(약 0.9cm)

을 넘지 않게 하라”며 사전에 절삭의 정도를 정해주어 원

석이 상하는 것을 방지케 했다. 다만 철종의 예릉 같은 경

우는 철종과 철인왕후의 상석 2기가 놓여 있는데, 철종의 

것은 중종의 초장지 정릉의 상석을 재활용한 것이고, 철

인왕후의 것은 신석을 제작한 것이다. 이때 당시 철인왕

후의 상석을 마정하면서 정릉의 상석도 마정하여 현재 상

석의 색상과 재질이 다르지만 두 기 모두 마정 후 재상설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북칠(北漆)과 입각(入刻)

1) 북칠의 의미와 유래

글씨를 돌에 새기는 방식은 직접 돌에 글을 쓰는 서

단(書丹), 표격지에 쓰는 정간(井間)과 쌍구법(雙鉤法)이 

있다. 석예장(石艺張)은 서단(書丹)을 “비각 기술의 성숙 

단계에 들어선 서법 예술의 공예”라고 평했으며 비석 위

에 홍색의 안료를 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시

안(西安) 비림박물관에 있는《희평석경》은 현재 검은 대

리석에 한대의 예서가 새겨져 있지만 서평가인 채옹친

29 『仁祖山陵都監儀軌』, p.392.  

30 『各陵修改謄錄』. “王后陵魂遊石段置亦爲改磨正次同時撤下爲白有置新石段今方正鍊”.

사진 4 (좌)선조 목릉 상석(지의류)과 (우)인조 장릉 상석의 마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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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邕亲)은 당시 대리석 위 붉은 안료를 사용해 글을 썼다

고 밝히고 있다. 즉 필획의 흔적을 통해 주사로 인한 화학

적 부식이 글자 표면에 남아 있음을 말한다. 이는 검은 대

리석에 붉은 주사와 아교를 섞는 것이 더욱 선명하기 때

문에 각공에게는 무척 편리한 방식이었다.31 정간(井間)

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한 방식으로 비석에 필사를 

할 때나 한 글자씩 장전판에 붙일 때 정간을 통해 정확한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쌍구법(雙鉤法)은 구륵진채

법(鉤勒眞彩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국 북송대 유행

한 것으로 형태의 윤곽을 선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색

으로 채우는 회화적 방식을 서예에 원용한 것이다. 대자

(大字)를 구현하는 데 편리한 방식이며 글자의 정교한 부

분은 색으로 채운다.

우리나라에서는 쌍구법과 유사한 방식을 북칠(北

漆)이라 불러왔다. 북칠의 사전적 의미는 “돌에 글자를 새

길 때 글씨를 쓴 종이 거죽에 밑칠을 하고 그 뒤쪽에 비치

는 글자의 테두리를 그린 후 돌에 붙이고 문질러서 글씨 

자국이 나도록 하는 일”로 정의한다.32 글씨의 형태, 즉 테

두리를 옮긴다는 의미에서 쌍구법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북칠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어에서 ‘북칠’이란 말이 유래된 것으

로 판단되며 그 새김 방식 역시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

정착되었다.

북칠의 어원에 있어 자형을 살펴보면 ‘북(北)’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배(背)’와도 통하

는 글이다. 즉 ‘북칠’의 의미는 “등 뒤에 두다”란 뜻으로 글

씨에 백랍을 칠하고 그 뒤에 당주홍으로 글씨를 정확히 

정사(正寫)하는 방법과 통한다.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

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는 북(北)을 “뒿 븍”이라 하여 

등지고 있는 반대편을 말한다.

이러한 북칠의 유래는 서사관의 신병(身病)과 돌의 

색(色)에 대처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북칠은 조선 초에

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다가 현종 14년(1673) 효종 영릉을 

여주로 천릉할 때 송시열의 눈이 좋지 않자 기존 지문을 

정간(井間)이나 임석(臨石)보다 초도서사를 한 후 북칠

(北漆)33로 결정하는데, 이것이 북칠 사용에 있어 최초의 

기록이다.34 

숙종 27년 인현왕후 지문을 새길 때도 서사관 오태

주가 신병이 있자 북칠로 결정한다. 당시 사가에서도 북

칠 과정을 이용하면 임석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35 이런 점에서 북칠은 적어도 숙종 이후에 왕실에서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경종 즉위년에도 숙종의 지석을 

만들 때 금천석의 색이 짙어 흑묵의 자획이 드러나지 않

자 지면(紙面)에 초도서사 한 후 이를 북칠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36 또한 영조 원년에는 경종의 지석이 금천석으

로 결정되자 마정을 했음에도 자획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

31 www.shiyizhang.com의 “中國古代碑刻文字技術工藝介紹之書丹”, 2016.12.15.

32 『네이버사전』에서 키워드로 국어 및 한자사전에서 ‘북칠(北漆)’을 확인함.

33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8월 14일. “鄭錀, 以遷陵都監言啓曰, 判府事宋時烈, 所書誌文小字三行, 爲先封入, 以備睿覽, 而此後, 則日期漸迫, 事將狼狽, 隨其所書, 以爲

北漆入刻, 何如? 傳曰, 依此草圖, 仍爲書寫, 宜當。北漆入刻, 可也”.

34 『인현왕후국장도감의궤』, p.59. “國陵書役亦有一二番北漆以用之時云前例旣有可據則今亦依此爲之乎上曰曾前用此規者幾巡耶戶曹判書金昌集曰寧陵遷葬時先正臣

宋時烈用此規書進獻陵之碑李德成書之而亦用此規私家碑碣北漆入刻自是通行之事而少無所妨矣右議政曰筆法所長各異有臨石而善書者有臨石而頓減者旣有前例則

北漆入刻似無不可矣上曰旣有前例依此爲之可也”.

35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6일. “李世白曰, 誌文書寫官, 吳泰周, 常時有病, 以臨石書寫, 爲難云, 書於紙面, 北漆以刻, 則與臨石而書之, 無異, 私家碑碣, 皆用此規”.

36 위의 책, 경종 즉위년 8월 26일. “尹陽來, 以國葬都監郞廳, 以摠護使意啓曰, 山陵誌石, 以金川石, 旣已磨正, 今當入刻, 而石色頗黝, 臨石書寫, 則字畫不能明瑩, 依前例

書於紙面, 北漆鐫刻, 何如? 傳曰 允”.

그림 1 A: 書丹式(手書), B: 雙鉤法, C: 井間式.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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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북칠을 시도한 바 있다.37 

그러다 영조 이후 능표석이 오석으로 만들어지자 왕

실의 거의 모든 새김 작업은 돌에 직접 글을 적는 서묵(書

墨) 방식은 배제하고 북칠(北漆) 과정을 거친다. 임석(臨

石)인 경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북칠을 선호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차이는 ① 임석했

을 때 서단(書丹)처럼 붉은 색으로 쓴 것이 아니라 흑묵을 

사용해 서묵(書墨)했다는 사실이다. ② 쌍구법처럼 글씨의 

윤곽을 모사한 것이 아니라 북칠의 경우 정서북칠, 즉 글

자의 획을 그대로 입혀 입체감을 부여한 차이점이 보인다. 

즉 북칠의 특징은 첫째, 효종 영릉의 천릉과 숙종 명

릉의 조성 과정에서 지석을 만들 때 서사관의 신병과 돌의 

색에 대처해 시도된 방식이다. 둘째, 지면(紙面)에 백랍을 

바로 칠하거나 사자관이 초도정서 한 후 백랍을 칠하고 후

면은 당주홍으로 글씨를 그대로 옮겨 양감과 입체감을 살

린 것이 특징이다.38 셋째, 영릉 천릉 시에 흑묵으로 사용

하다가 금천석(金川石)과 오석(烏石)의 사용이 잦자 북칠

(北漆)을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2) 비석의 입각

마정된 비석에 붙이는 작업을 북칠(北漆)이라고 하

는데 등사된 종이 위에 얇은 종이, 즉 죽청지를 깔고 다시 

등사한 다음 백랍을 칠해 잘 비치게 한다. 이것을 뒤집은 

후 비친 뒷면에 주선을 그으면 밀랍으로 인해 물이 스며

들지 않은 상태에서 비석에 붙이면 주선이 선명하게 보인

다. 신도비문 전·후면 서사(書寫)는 죽청지 4권, 전문은 4

장을 이용해 사출(寫出)한다. 

신의왕후 제릉의 신도비 입각 시 소용된 재원은 죽

청지, 황필, 진묵각 2정, 공사하지후백지 1권, 초주지 3장, 

연묵 2면 등이다. 죽청지에 베껴 쓰고 이를 백랍으로 입힌 

뒤 편연지를 사용해 붉은 안료로 이용했다. 특기할 것은 

표격지에 정간을 그려 붙이는 작업은 사자관 등 글을 쓰

는 사람이나 장인이 아니라 화원이 했다는 점이다. 비석

을 제작하는 과정에 화원이 들어가는 것도 바로 정간표 때

문으로 파악된다. 비문 사출 후 북칠을 할 때는 황필 1근 4

량, 저주지 14장, 사자관 소요 황모필 15자루, 수양 현정묵 

4정 등이 필요하다.39 

헌릉 신도비의 경우 음기를 새긴 후 귀대석과 비각

의 정초를 함께 했는데 1695년 4월 17일 진시에 거행했

다. 비석 후면 음기의 각자를 먼저 끝내고 번석하여 전면

을 숫돌로 다시 마정한 후 각자하는 순서였다. 당시 비석 

전면의 글자는 『열성지장』에 있는 변계량의 글을 옮겨 적

었지만 등서한 것은 아니었다. 5월 13일 비석을 입비했고 

비각의 입주 상량은 길일인 5월 16일 거행하기로 한다.  

<그림 2>처럼 ⓐ 귀대석과 비각의 초석, ⓑ 비신과 비

수, ⓒ 입주 상량의 순이다.  

37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20일. “鄭錫三, 以國葬都監言啓曰, 山陵誌石, 以金川石, 旣已磨正, 今當入刻, 而石色頗黝, 臨石書寫, 則字畫不能明瑩, 依前例書於紙

面, 北漆鐫刻, 何如?” 

38 위의 책, 영조 4년 12월 16일. “傳于權益淳曰, 誌石御製·御筆, 自內, 旣已摹寫北漆, 下都監, 而入石時, 不可無摹寫北漆, 寫字官, 使之進去, 同爲看審”.

39 『신의왕후제릉영건청의궤목록』.

비석의 입비순서

각자: 대정 - 소정 - 각도

그림 2 헌릉 신도비 입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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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의 입각 방식은 각도(刻刀)와 각정(刻釘)을 사

용하고 이것이 닳으면 야장에게 첨철을 공급받아 작업에 

사용하게 된다. 큰 글씨는 대정을 먼저 사용한 뒤 세정을 

사용한다.40 글자 획의 윤곽을 결정하는 것이 각도라면 글

자의 필획에 따라 일정한 깊이를 파내는 것이 각정의 기

능이다. 『인선왕후국장도감의궤』에 의하면 각정으로 글

자 테두리 안쪽 부분을 쪼아낸 다음, 각도로 글자의 테두

리를 마감하였다.41 

따라서 대정-소정-각도의 순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구멍을 뚫을 때는 졸정을 사용한다. 헌릉 비석의 작

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운송>

- 경강에 마정가가와 야장가가를 설치 (가고석은 용환질)

-   마정 안배 시에 역군, 부사군, 마정군 및 생각을 비롯한 재료를 

준비토록 함

-   부석 수운 시 각처 소용 설매를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남은 것은 

반납토록 함

<입비>

-   1695년 을해년 3월 5일 구비를 인출하기 위해 서사관이 조사를 

했는데 비문이 깎이고 탈락 글자가 많다고 하여 서사관 이덕성

을 파견, 친심하여 상세한 보고 결정한다 

-   3월 9일 귀대석단과 비석의 마정이 끝나 조각편수가 이수 부분

의 마정을 여석으로 빨리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 사자관과 화원 파견 (품목질)

-   3월 28일 여러 차례 비석을 뒤집는 것(번전)이 어려워 전면에 비

해 후면 글자 수가 적어 먼저 시각(試刻)을 한 다음, 글을 새기도

록 한다 (후면 시각)

-   4월 1일 비문 서사 시 출초 사자관 소용물품 황모필 2자루, 진묵 

1정 등 물자 지원

- 4월 5일 제술관 박태상이 글을 수정한 후 다시 보냄

-   4월 11일 귀대석과 초석을 길일을 잡아 4월 17일 진시에 행사 

거행키로 함

-   4월 17일 진시에 비, 귀대석을 무사히 안배하고 초석을 세움. 후

면에 음기를 완성하여 비석을 뒤집어 연여석으로 다시 마정한 

후 각자를 함 (후면 음기 완성)

-   4월 말경 비석 후면 끝 행에 추기를 대제학 박태상이 제술하여 

붙임. 글의 말미에 등서(원본을 베낌)한 것이 아니라 『열성지장』

에 실린 글을 다시 적었다고 부기되어 있음

- 5월 5일에 각자를 완료함 (전면 완성)

-   5월 9일 길일을 잡아 제액을 서사관 홍수주가 쓴 다음, 입비 일

자를 정함 

- 5월 16일 입비 및 비각 입주 상량 (입비)

<인출>

-  각자가 소용하는 철물이나 각도, 여석 등 남은 물건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함 (용환질)

-   비석 전·후면 정간 및 배자 시 사자관, 화원 각 2인을 보내도록 

조치

-   비음, 전문 서사관, 비문 서사관, 제술관의 예비 인원을 이조로 

하여금 준비토록 함

-   5월 27일 비문 전·후면 인출. 어람용 족자장황을 들이고(대전) 

세자궁에 1건 진배

- 5월 27일 비각 완성 (인출/장황)

『태종원경왕후헌릉비석중건청의궤』의 소용물품에 

당주홍이 없는 것을 보면 숙종대는 붉은 글씨로 전입한 것

은 아니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구 신도비의 석재는 

강화도의 청란석이고, 신비의 석재는 황해도 강음(금천

석)에서 채석한 흑연석(검은 대리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각 순서도 알 수 있는데, 즉 ⓐ 석수에 의해 귀대

석 작업과 비석 마정이 이뤄지고, ⓑ 이수부는 석수와 조

40 『영릉천릉도감의궤』, p.254. 國葬都監言啓曰, 山陵誌石, 以金川石, 旣已磨正, 今當入刻, 而石色頗黝, 臨石書寫, 則字畫不能明瑩, 依前例書於紙面, 北漆鐫刻, 何如?” 

41 윤진영, 2004, 「조선 왕실 지석류 탁본의 제작 과정」 『장서각』 권12, 한국학중앙연구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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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이 참여해 세밀한 부분을 조각편수가 도와준다. 구

비를 인출할 때 화원과 사자관이 동원되는데, 여기서는 

ⓒ 왕의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칠에 들어간다. 

이어서 ⓓ 상량 및 입비 행사를 한 후 ⓔ 인출에 들어간

다. ⓕ 대전과 세자궁 등 4전(殿)에 족자장황을 진배하고 

각사에 분아한다. 용환질은 임시 기관인 도감에서 사용

하고 남은 물건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정량으

로 정해둔다. 그것을 용환질이라 해서 따로 정량을 기재

해두는데, 이는 계획 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철종의 경우 표석은 형조에 있는 남포 오석을 사용

했다. 연정, 마정을 거쳐 번전, 마광, 초도서입(서사관), 

중초, 전문과 음기 초도서, 죽청지 글씨를 부착하여 사서

(寫書)한 후 백랍을 칠하고 뒷면에 당주홍으로 글씨를 베

껴 적은 뒤 비석에 당주홍을 찍어 각자하는 북칠 과정은 

동일하다.42  

인출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그 소

용물품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기존 의궤에 의거

해서 족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후록에 분당지 8

권, 파백모자 1죽, 중진묵 1동, 당먹 5정, 포수건 2건, 주모

건 2건, 설면자 5량, 비누 3되, 황필 1자루, 포행자 3건, 유

둔 등 탁본에 필요한 소용물품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

로 입랍(入蠟) 소용물품으로 백랍 13량, 송판 2립, 화로 2

개, 산저모 5량, 탄 3두, 주모건 2건, 백휴지 1건, 육유둔 2

번이 있다. 전홍 소용물품으로는 당주홍 2량, 당주홍먹 2

정, 황필 2자루, 화필 3자루, 녹각요 3전, 당대첩 3립, 소막

자(沙莫子) 3개, 유모건(紬毛巾) 2건, 탄 1두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진상을 위한 족자를 만든다. 이때 

옥장(玉匠)이 옥막이를 만들 때 사용한 옥은 호조에 있는 

옥을 이용해 옥막이 8개를 만든다. 또한 회장을 위해 백

화화주(白禾花紬) 5척, 간자를 위해 백화화주 3척, 영자

(纓子)에는 백화화주 2척, 상하편아에는 백화화주 5척, 

후막이 남경광주(藍輕光紬) 2척, 단후배 모면지묵 3동을 

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림 3 헌릉 신도비의 비석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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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철종국장도감의궤』 1권, pp.25~27.

표 7 철종 예릉 비석 제작 과정

진행 과정 소용물품

ⓐ   발굴한 비석을 탁정, 

마세한다

야장 소용물품:  풍판, 장송 1립, 모로대 1개, 중조

리목 1개, 쇄약을 갖춘 전배궤자 1부, 교철 4개 

석수: 금정기 1좌, 지내목 4개, 담수통 1, 수옹 1, 

중동줄 4거리, 장전판 등

ⓑ   비석을 뒤집는다 

(飜轉)
휘장 6건

ⓒ 磨光을 한다 중여석, 연일여석 각 4괴, 백랍 8량

ⓓ 초도서입(전·후면)

ⓔ 篆文중초 저주지 2장

ⓕ 음기중초
저주지 2장, 정서를 위해 도련지, 황필 3자루, 진

묵 3정, 편연지 반, 당주홍 1전, 화필 1자루 

ⓖ   표석 전문대자 및 

음기 전서 초도서
용정자 1부, 의장군인대령

ⓗ   표석 전·후면 글씨 

부착

죽청지, 백밀 1량, 황밀 2량, 저주지 8장, 진묵 요

말 1되 

ⓘ 塡紅, 실백자 광칠 당주홍 1전, 화필 등

ⓙ 인출과 족자장황 배첩장, 玉匠, 옥막이 8개 사진 5 철종 예릉 표석 전·후면 어람용(출처: 『장서각 소장 탁본자료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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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왕릉 신도비의 중건과 표석의  
설치 사례

  

1. 조선 전기 신도비의 중단

왕릉 비석은 세조 때 문종의 신도비를 만드는 것이 중

단된 이후, 숙종 때 헌릉의 신도비, 영조 때 제릉의 구 신도

비를 대체해 새로운 신도비를 만들게 되며 이를 발단으로 

능표비 건립이 가속화된다. 신도비 건립이 세조 때 중단된 

이유로는 임금의 기록은 실록에 있어 신도비 건립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이유가 내재한다. 세조는 현릉에 비석을 세우는 일에 대한 

가부를 신하들에게 묻자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저 임금의 공업은 국사에 기록하는데 어찌 반드시 비석

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세종께서 헌릉에 비석을 세우

고자 하시므로 신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변계량이 헌의하기를 

제왕의 園陵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예부터 그러했습니다. (중

략) 문종께서는 나라를 다스리심이 오래지 않아 별달리 기록

할 만한 일이 없으니 비석을 세우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43

그러자 좌의정 한확은 “현릉의 비석을 이미 만들었

으니, 마땅히 오는 가을을 기다려 세우게 하소서”라 하지

만 결국은 건립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임금의 공업은 국사에 기록한다고 했다. 

이는 실록과 지석에 비문의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석은 묘주의 본관과 출생, 간단한 이력을 기록하는 것

으로 영조 이전까지는 판석 형태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된

다. 현재 동구릉 지역에 태종의 능을 조성한 후 세종은 지

석(誌石)을 묻는데 길이가 4척 4촌, 넓이가 3척 4촌, 두께

가 4촌 5푼으로 모두 2개다. 위의 개석은 “獻陵 有明朝鮮

國 太宗神功聖德文武光孝大王之陵”이라 하고, 아래 돌은 

지문의 내용을 새긴다.44 이 같은 예는 이어져 현종의 국

상을 맞았을 때 “用忠州石二片各長五尺廣四尺五寸厚六

寸九分用造禮器尺”이라 하여 충주석 2편을 동일하게 만

들고 길이는 조례기척(예기척)으로 약 1.6m, 넓이 1.4m, 

두께 20cm의 크기로 태종의 것보다는 약간 크게 만들었

음을 알 수 있다.45 이 2편의 지석은 서로 마주보게 하여 

합철한다. 이런 점에서 지석은 행장을 바탕으로 하여 일

생을 기록한 것으로 글자의 양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인

조의 지석처럼 신도비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은 경우도 

있다.46 

둘째, 비석이 이미 만들어졌으나 이의 제작을 취소

한 것을 보면 세조가 문종대의 치적을 부정적으로 본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위 기간 중 지나친 의례를 

간소화하고 왕릉의 광중 역시 석재로 사용하던 것을 회격

으로 대체한 것만 보아도 감정적 대응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왕실 신도비 제작이 복

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백성의 부역을 줄이

고 중복된 기록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도비 중단

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릉 이후 중단된 신도비 제작은 그 후 두 차

례의 입비를 하게 되는데, 숙종이 임진왜란 때 파손된 헌

릉 신도비를 새로 중건한 경우와, 영조 때 역시 훼손된 제

릉 신도비를 중건한 경우다. 이후 신도비의 건립보다는 

능표를 세움으로써 왕의 권위와 왕릉이란 장소성을 확인

하는 기능적인 표석을 제작한다.

2. 헌릉 신도비 중건 과정 (숙종)

숙종 때 헌릉의 신도비, 영조 때 제릉의 구 신도비를 

대체해 새로운 신도비를 만들게 되며 이를 발단으로 능표

43 『세조실록』 2년 1월 25일 기사.

44 『세종실록』 2년 9월 6일.

45 궁중의 예기 제작에는 조례기척, 즉 예기척이 들어가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 전기 도량형제 연구」에 의하면 예기척은 28.63cm로 파악하고 있다.

46 『顯宗國葬都監儀軌』(1674). “鐵釘接之今番字數二千五百五字字間數則空間幷二千七百八十五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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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건립이 가속화된다. 숙종 때 헌릉 신도비가 임진왜란

으로 비신의 글씨가 마멸되고 불에 그을린 채 귀부가 훼

손되자 가장 먼저 중건하게 된다. 비석의 중건은 숙종 20

년(1694)에 헌릉을 전알한 후 신도비문이 닳아서 다시 세

우게 하였고 이듬해인 1695년에 완공했다. 1694년 3월 8

일에 헌릉의 신도비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황해도 강음에 

선공감 감역 한재당을 파견하고 석재의 품질을 살펴 황해

도 강음의 돌로 채석을 결정하고 경강에 가가와 야장의 

가가를 설치토록 해 연정과 마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준비한다.

3월 10일에는 감조관이 강음으로 파견되어 각처에

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며, 강음의 돌을 일부 잘라 견강

정결하게 가져왔고 예차로 충주의 연석(軟石)과 비교하

여 결정토록 한다. 왜냐하면 헌릉의 구 신도비가 강화도

의 경석(硬石)인 청란석이었기에 유사한 석재를 사용하

려 했기 때문이다.47 충주석을 간심한 후 돌의 길이가 짧

고 재질이 고르지 않아 강음의 돌을 사용하고자 하여 숙

종에게 아뢰니 “돌의 석리만 좋다면 석질의 색이 무슨 상

관이냐”고 하자 결국 강음의 흑연석(흑대리석, 청석)으로 

결정하게 한다. 

이 신도비의 공사는 8월 6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농번기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처에

서 소용물품과 지원물품을 대기시켜 바로 공사를 시작하

게 된다. 수운으로 이동하는 데 인원이 1,000명이 동원되

는 대공사로, 석각은 능지에서 하고 귀부는 과천 영주산

에서 부출한다. 이후 10월 9일 석재를 다시 한 번 감조하

여 품질을 살피게 한다. 작업을 위해 능소의 홍살문 안에 

들어와 입비 장소에 대기시킨 후 12월 25일 운반한 비석

과 귀대석을 세정(細釘), 조탁(彫琢)하기 위한 도청의 감

역을 정하고 다음해 을해년 1월 21일 간심을 위한 원역을 

파견하게 된다. 당시에도 구 신도비에 비각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1칸을 늘려 하나의 비각으로 만들게 되며 이후 

비문의 인출로 비역을 마친다.48

3. 제릉 신도비의 중건과 능표비의 건립 (영조)

제릉의 신도비는 영조 20년(1744) 11월 구 신도비를 

대체할 신도비 건립을 결정하면서 세워지게 되었다. 영

조의 명에 의해 제릉에 신도비가 세워지긴 했으나, 왕릉

에 신도비를 세우지 않은 관례를 감안하여 각 능에 표석

을 세우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영조는 영릉 및 목릉, 휘

릉, 혜릉, 현릉, 광릉 등 19릉에 표석을 신설하게 되었다.49 

제릉 신도비는 이미 왕릉에서 신도비의 제작이 오랫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숙종의 전례에 따라 영조가 결단을 

내려 조성한 것이다. 복원에 앞서 영조는 1740년 개성 행

차에서 이미 훼손된 구 신도비를 보자 재건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50 비석의 건립 방식은 영조 2년에 세운 현

종 숭릉 능표 입비를 참고했지만 조선 초기 태종 헌릉의 

제도로 신도비를 조성하기로 했다.51 

구 신도비를 찬한 권근의 비문을 토대로 신도

비를 적었는데 추기(追記)는 당시 영의정인 이의현

(1669~1745)이 적고 해자(楷字) 서사관은 영중추부사 서

명균, 전문(篆文) 서사는 판중추부사 유척기가 맡았다. 

당시 참여한 공인은 사자관 김천수, 홍억기, 이시좌, 김천

택, 조성지, 현문귀, 화원은 김덕구이며 서사관은 김순익

47 『세종실록』 세종실록지리지 148권, 강화 도호부. “토산(土産)은 청란석(靑蘭石)[마리산(摩利山) 서쪽 바닷가에서 나는데, 비문을 새기기에 좋다. 헌릉의 신도비도 이 

돌을 썼다]과 암석(嵓石)이 있다”.           

『세종실록』 5년 3월 16일에는 “예조에서 헌릉에 세울 비석을 강화에서 수로로 운반하도록 아뢰다”라 기록되어 있다. 『태종원경왕후헌릉비석중건청의궤』에는 “강화 

애석(礙石: 경석으로 화강암을 가리킴)은 磨刻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48 『獻陵碑石重建廳儀軌』.

49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제릉편, p.149.

50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5월 17일.

51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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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겨울이 닥쳐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석수 20명, 

각수 20명, 도자 20명이 투입되고 일이 지연될 경우 죄를 

묻는다는 지시를 상의원, 교서관, 선공감에 내린다. 공사

가 9월에 시작되어 자칫하면 한강이 얼지도 모르기 때문

에 공사 지연이 걱정되어 신도비를 사저취용하여 건립하

게 된다. 화원 김덕구가 기화한 후 곧바로 영건청에 보내 

재가를 받도록 하고 비석과 비각영건에 동원될 인력을 어

영청, 훈련도감, 선공감, 내수사 등에 요청한다. 석재는 

강화부에서 채석하여 거자(車子) 2량으로 도착 다음날 옮

기게 된다. 당시 동원된 모군은 모두 99명인데 모두 9개 

조로 나눠 10명에 화정(火丁: 취사)을 1명 더해 11명이 한 

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숭릉 이후 여러 표석을 만들 

때 행한 경험이 바탕이 된다. 

석재는 숙석 상태에서 다시 능소로 옮겨 노동력 낭

비를 최소화하며 공인과 모군의 부담을 덜게 한다. 승천

부사는 당일 새벽에 가서 주초석 1괴, 하박석 3괴, 계체석 

6괴와 승천포에 이미 놓여 있던 석재와 함께 이송을 결정

한다. 귀대석은 갑자년 10월 6일 이송하는데 10월 7일 능

소에 도착해 10월 25일 공사가 완료된다. 당시 소용포봉

상질에 의하면 호조미 50석, 선혜청미 110석, 무명 3동 48

필, 병조 무명 10동이 소요되었고 개별 수가는 모군과 장

인은 무명 2필, 쌀 9두가 월별 지급되었다. 달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월 단위로 지급하던 것을 일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생산력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신도비의 연마 작업을 위해서는 강여석이 7괴, 중여

석이 9괴가 필요하고 세사를 15대 준비했다. 각자(刻字)

할 때 도자장은 중여석, 강여석 15괴씩, 날짜가 연기되면 

여석 10괴가 더 필요하다고 기록해 능표석과 다름없이 준

비가 진행되었다. 비석의 재료는 사저취용으로 이미 채

석, 연마된 비석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예인할 수 있는 방

식을 택해 지나친 인력 낭비를 줄이게 된다.52

4. 영릉(寧陵)의 천릉과 최초의 표석 건립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건원릉 서쪽으로 능지를 정

하게 된다. 영릉은 1년 후 난간석과 병풍석의 틈이 갈라

지고 석회가 벗겨져 논란이 일었고 매해 수리하게 되자 

결국 이익수의 상소로 천릉을 결정하게 된다. 현종이 여

주 영릉(英陵) 인근에 쌍릉 조성을 주장하자 민유중은 쌍

릉인 경우 정혈에 왕릉을 쓸 수 없다고 반대하며 합장릉

을 주장한다. 결국 정혈을 왕릉으로 정하자 그 아래 왕후

의 능을 조성하는 동원상하릉이 만들어지게 된다. 

효종 영릉의 표석은 천릉 이후 1674년 왕릉 중 최초

로 표석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는 노론과 남인 사이 신도

비와 표석 건립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표

석의 공력이 신도비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김수흥의 의견

을 받아들여 천릉한 영릉의 표석을 1674년에 세우게 된

다. 이 표석의 전서는 당시 복창군이 적었지만 역모로 사

사되자 세종 영릉의 표석 석재와 교체하여 서둘러 입비하

기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 영릉의 전서는 이정영이 썼고 

음기는 심익현이 썼다.  

송시열은 비록 영릉(英陵)의 능제를 모방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영릉(寧陵)에 표석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국릉에 표석을 세우는 것은 300년 동안 행하

지 않던 일이며 제왕의 덕업이 후세에 빛나는 것은 표석

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일자 김우명과 김수홍은 

“성왕(聖王)의 덕업은 소멸될 염려는 없지만 표석은 다

른 의물과 다르기 때문에 세우기 편리하다”53고 하여 결국 

1674년 입비가 결정된다. 숙종 연간에 복창군이 역모죄

를 당하자 그가 쓴 전서를 없애는 것보다 새로 입비하길 

청해 숙종 7년인 1681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예조

판서 이성제가 영릉 표석의 제식을 아뢰자 전면에는 ‘효

종대왕영릉(孝宗大王寧陵)’이라 쓰고 후면에는 ‘모년에 

천봉한 것과 인선왕후를 부장’한 사실을 기록하게 한다. 

9월 4일 표석 초련을 위한 가가를 설치하고 9월 10

52 『神懿王后齊陵神道碑營建廳儀軌』, pp.76~88.

53 『조선왕조실록』 현종 1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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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표석 석수, 야장, 서원, 고직을 배치하고 선공감 금

정기와 더불어 졸정 30, 곶정 30, 각(各)소정 70개, 때리

개, 한마치 등 소용물품을 준비한다. 표석이 부출되자 마

정을 하고, 9월 22일 각자를 해 10월 15일 세우게 된다. 

즉 마정과 각자에 각각 2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5. 인조 장릉의 천릉과 표석

인조 장릉의 표석은 사저에서 정련한 남포 오석을 취

용했고, 길이는 7척이며 넓이는 2척,  2촌, 두께는 1척 2촌

으로 영조척이며 가첨석 및 농대석은 산릉도감부석소의 

것으로 취했다. 전면은 3행으로 구성되었다. 후면은 해서

로 적혀 있고 탄생연월일, 재위연수, 승하연월일, 산릉좌

향, 천릉연월일, 필각(畢刻) 후 당주홍으로 메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표석의 전서대자는 형조판서 홍현보

가 썼고, 예차는 안동부사 이덕부가 썼다. 이를 볼 때 표석

과 지석은 항상 실차와 예차를 준비해두어 표석은 2기, 지

석은 4기가 필요했었다. 당시 음기 서사관은 전(前) 참의 

조정만이었고, 예차는 전(前) 수찬 홍봉조가 담당했다. 

소입 재료로는 남포 오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초면

초주지 3장, 전문(篆文)중초저주지 3장, 황필 2병, 진묵 1

정, 정서죽청지 5장이며, 후면 음기는 중초저주지 5장, 진

묵 1정, 초면초주지 3장, 황필 2병, 정서죽청지 7장을 인

출 재료로 사용했다.54 당시 지석의 감조감은 표석과 가첨

석, 농대석의 부석, 운송까지 책임을 졌다.

표석의 형태상 특징은 경종 의릉 이전에는 표석의 

농대석이 직선으로 내려오나 의릉의 농대석부터는 마름

모꼴에 마구리를 경사지게 만들어 미감은 물론 안정감을 

준다. 이는 인조 장릉에도 적용되어 상당한 공력을 들였

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공신 등 예장 시 채용하여 사대

부가에도 퍼지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점에서 양식사나 

재료사에 있어서 장릉(長陵)은 왕릉 조성과 표석에 있어

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능이다. 

6. 구릉의 석물을 이용한 철종 예릉의 혼유석과 표석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중종의 정릉 자리에 능소가 

조성된다. 석물은 구 인릉과 구 정릉의 것을 가공, 재활용

했다.

철종이 승하하자 능호를 예릉으로 정했다. 계해년 

12월 29일 경기감영에 의하면 인릉의 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살피던 중 화소 내에서 상당량의 석물이 나와 석수

편수 2명이 파송되어 간심하게 된다. 구 인릉에서 발굴한 

석물은 문석인 1쌍, 무석인 1쌍, 마석 1쌍, 혼유하박석 2

괴, 혼유석 1좌, 농대석 1괴, 하전석 2괴, 곡장우석 2괴, 산

54 『인조장릉천릉도감』 4권, pp.48~51.

사진 6 파주 장릉 표석.

표 8 철종 예릉 능소 시역 과정

1월 25일 1864년: 능소 시역

1월 27일 구 정릉(중종 초장지)에서 혼유석 노출

2월 12일 혼유석 마정 작업 시역

2월 23일 마석, 문무석, 호석, 고석 등 노출

2월 24일 문무석, 마석, 고석 조탁

3월 4일 곡장 개축

3월 9일 표석 능소 운반

3월 13일 문무석 시립

3월 19일 표석 입비

3월 22일 혼유석 마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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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석 1좌, 신문교석 1괴, 장대석 60괴 등이다. 그런데 

희릉 우강으로 결정되어 옛 정릉(중종) 자리에 봉표를 하

고 사초 작업을 하던 중 애책문 옥 60개, 증옥의 궤(파손), 

혼유석 1좌, 문석 1쌍, 호석 1쌍, 무석인 1쌍, 마석 3쌍이 

차례로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철인왕후는 발굴한 석의

장 및 광중에 있는 의장에 대한 일체를 재사용할지 여부

를 시·원임대신과 의논한 결과 애책문이나 증옥은 곡장 

밖 정결처에 매안하고 나머지 석의물은 마정 후 재사용할 

것을 지시한다. 1878년에는 철인왕후가 승하했는데 철인

왕후 능 조성 시에는 난간석과 혼유석을 제외하고 다른 

석물들이 이미 1864년 철종 예릉 조성 시에 대부분 마련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55 

철종 예릉은 다른 능과 달리 석물의 간심을 통해 이

동시키는 수고가 덜한 능이었다. 농대석을 옮긴 후 마광을 

내는 데 백랍 8량, 세척을 위해 설면자 8장이 드는 정도였

다. 혼유석은 2월 12일에 시역을 하여 3월 22일에 마정 작

업이 완성되었는데 한 달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마정에

는 금정기와 내왕판으로 고정하고 번전을 위해 중속 3거

리, 소속 5거리를 사용했다. 연일여석과 강여석도 필요했

는데 가능하면 녹번석(현 녹번동)으로 할 것을 당부한다. 

『예릉산릉도감』에는 마정을 하는 장인을 ‘마석장’이

라 부르고 있고 각수를 세분하여 ‘석각수’로 지칭하고 있

다. 예릉은 기존의 석재를 재활용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돌을 채석하고 치석했기 때문에 여전히 몽동이 48개, 수

몽동이 2개, 장정 12개, 입정 20개, 각도 10자루, 소곶정 

20개, 한마치 10개, 졸정 5개 등 채석과 치석의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56 

Ⅵ. 맺음말

조선 전기 신도비의 맥이 끊긴 후 신도비의 중건과 

표석이 세워지기까지 200년 이상 마정 기술의 단절이 있

었다. 이는 임금의 공업이 국사에 기록되어 있고 지석에

도 새겨지기 때문에 중건에 그치게 된다. 더구나 실차와 

예차의 이중적 석재 부출, 지석과 신도비, 표석의 중복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송시열의 주장으로 

현종대에 시작한 표석은 경종을 거쳐 영조 때부터 본격적

으로 제작되었다. 이상으로 왕릉 신도비와 표석과 관련

한 기술사적 검토에서 밝혀진 주요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양란으로 인한 유교적 상·제례의 정착과 전파

로 혼유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다. ‘석상’이란 의미에

서 ‘혼유석’으로 의물의 인식이 바뀌자 마정 작업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 

둘째, 비석의 사회·문화사적 성과는 오석의 이용과 

사저취용에 있다. 비석은 석각을 통해 묘주의 기록을 남

기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세월이 흐르면 풍화 현상으로 입

각이 흐려지고 지의류 등에 의한 화학적 훼손뿐만 아니라 

파손 등의 물리적 손상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재질을 선호하며 풍화 현상이 덜한 것을 찾았다. 영조는 

상품(上品)의 강화석이 고갈되자 천릉한 장릉에 처음으

로 오석을 사용하게 된다. 오석의 우수성은 많은 수요를 

낳아 당시 천릉 공역에 참가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퍼지

게 된다. 

셋째, 비석의 기술적 향상은 마정과 북칠의 제작 과

정에 있다. 제작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 본고

에서는 상석의 재료와 도구를 통해 어느 정도 비석 제작

을 엿볼 수 있었다. 각정과 각도, 숫돌을 사용하여 인조 

이전에도 마세(磨洗)를 하였지만 인조대에 이르면 더욱 

정밀한 마정(磨正)이 이뤄져 이전 시대의 혼유석과는 다

른 상석과 비석으로 전환하게 되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이로써 오석이란 재료와 기술의 발전인 마정은 화학적·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시켰다. 특히 효종의 영릉 천릉 시 

송시열의 지문을 북칠(北漆)한 이후 북칠 과정은 동아시

55 문화재청,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제9권 「예릉철종철인왕후」, 국립문화재연구소, p.134.

56 『철종산릉도감의궤』 2권, pp.32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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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행했고 제도화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북칠은 오석의 검은색으로 인해 흑묵보다 주선

을 이용하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넷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각자 방식에도 변화

가 일어난다. 영조 연간까지 각자는 획의 두께에 따라 각

의 깊이를 결정해 음영을 표현하고 양감을 나타냈다. 물

론 이 같은 기법은 모든 표석이나 신도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내수사에 소속된 뛰어난 경공장들의 전습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비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석, 연정, 마정, 

정간, 초도서입, 중초, 입각, 교정, 장황의 단계를 거쳐 하

나의 완성품이 이뤄진다. 이러한 것은 묘주에 대한 존경

심과 공업을 알리는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공예 기능의 

분업과 협업에 바탕을 둔 작업이 표석의 전(全) 제작 과정

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상장례의 변화로 인

한 혼유석의 마정 기법, 오석이란 재료의 채석, 북칠 제작 

방식의 도입은 별도의 진전이라기보다는 조선 후기 사회 

의식의 변화로 인해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로 인해 왕릉 

비석의 제작 기술은 예술, 역사, 기록물로서 중요함은 물

론 종합예술적 관점에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추

후 비석 제작 방식의 표준화와 변천의 종합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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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eok is a treasure trove of  funeral rites and an important cultural asset that can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and 

social history of  calligraphy, but research of  the topic is still insignificant.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production 

method of  Bi-Seok remains an unproven field. The production of  Bi-Seok can be roughly divided into ma-jeong 

(refining stone), sculpture, and the Buk-chil (process of  engraving letters) process. This article reveals some facts: 

First, performing ma-jeong to the Sang-Seok, Honyu-Seok, Bi-seok, which are known to be God's things.  This 

process is needed because of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Honyu-Seok due to the settlement and propagation 

of  Confucian ceremonial rituals in the times of  hardship in 1592 and 1636. As the crafting process of  ma-jeong did 

not remain concrete, it was only possible to examine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Bi-Seok through its materials and 

tools. Second, the rapid proliferation of  Oh-Seok and Sa-jeo-chwi-yong (purchase of  things made by private citizens) 

in the Yeongjo era has great importance in social and cultural history. When the Gang-Hwa-Seok of  the commodity 

were exhausted, the Oh-Seok that was used by Sadebu (upper civil class) were used in the tomb of  Jangneung, which 

made Oh-Seok popular among people. In particular, the use of  Oh-Seok and the Ma-Jeong process could minimize 

chemical and physical damage. Third, the writing method of  the Bi-seok is Buk-chil. After Buk-Chil of  Song Si-Yeol 

was used on King Hyojong’s tomb, the Buk-Chil process ( printing the letters on the back of  the stone and rubbing 

them to make letters) became the most popular method in Korea and among other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it was institutionalized to this scale was quite impressive. Buk-Chil became more sophisticated by using red 

ink rather than black ink due to the black color that results from Oh-Seok. Fourth, the writing method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Until the time of  Yeongjo’s regime, when inscribing, the depth of  the angle was based on 

the thickness of  the stroke, thus representing the shade. This technique, of  course, did not occur at every Pyo-Seok 

or Shindobi, but was maintained by outstanding artisans belonging to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manufacture Bi-Seok, Suk-seok, YeonJeong, Ma-jeong, Jeong-Gan, ChodoSeoIp, Jung-Cho, Ip-gak, Gyo-Jeong, and 

Jang-Hwang, a process was needed to make one final product. Although all of  these methods serve the same purpose 

of  paying respects and propagandizing the great work of  deceased person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possible to 

see the whole process of  Pyo-Seok based upon the division of  techniques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craft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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