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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집권했던 1863년부터 1907년은 불안한 국내 정세와 열강의 침입으로 혼란한 시기였지만, 조선 왕실과 대

한제국의 전환기로 왕(황)실의 어보(御寶) 제작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고종 연간 제작된 보인(寶印)은 대략 138과로 거북뉴(龜鈕)와 용뉴(龍鈕) 어보의 제작 장인, 조형을 분석하면 이 

시기 보인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고종 연간 활동했던 대표적인 금보장(金寶匠) 전흥길(全興吉)은 왕실에서 다양한 금

속공예품을 제작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활동했던 장인으로, 거북뉴 금보(金寶)와 용뉴 금보를 모두 제작할 수 있었던 

뛰어난 장인이었다. 옥각수(玉刻手)·옥보장(玉寶匠)으로 활동한 김은석(金殷錫)도 전흥길과 마찬가지로 거북뉴 옥보

(玉寶)와 용뉴 옥보를 모두 제작할 수 있었던 장인이었다. 또한 옥보장 이중려(李仲呂)의 활동도 주목되는데, 김은석

이 활동하지 않는 동안 옥보의 새로운 양식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이 양식이 금보에도 적용되어 고종 연간 후반기인 

1890년 이후 주요한 양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제작된 용뉴의 경우 금보와 옥보가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는데, 당시 『대례의궤(大禮儀軌)』에 

기록된 장인들은 전흥길, 김은석 등 고종 연간 계속 활동해온 금보장, 옥보장이었다. 이들은 처음 용뉴의 어보를 제작

해야 할 때 문헌이나 기록 등으로 중국의 용뉴 인장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용뉴 형태와 용 모습은 당시 조선시대부터 

제작되어온 용 조각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어보는 왕실과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물로, 국내외 정세에 따른 변화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공예품

이다. 고종 연간은 역대 왕들의 재위 기간 중 어보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로 기존의 어보 제작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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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종이 집권했던 1863년부터 1907년은 불안한 국내 

정세와 열강의 침입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고종 연

간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왕(황)실의 어

보(御寶) 제작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의궤와 실록, 현재 남아 전해지는 보인(寶印)의 수

량을 조사했을 때 고종 연간 제작된 보인은 대략 138과에 

이른다. 이는 여타 조선시대 왕들이 재위하면서 제작했

던 수량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수량의 보인이 제작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의 보인이 제작된 것은 당시의 정

치적 상황과 왕실 구성에 있어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었

다. 이 시기는 왕실 어른들이 많아 존호보(尊號寶) 제작

이 많았으며, 화재로 소실된 보인의 재제작, 대한제국 수

립 후 황제국의 격식에 맞게 보인을 제작하였고, 선황제 

추존 등으로 어보가 다수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종 연간 제작된 보인은 사용 대상과 사용처에 따

라 대보(大寶), 관인(官印), 어보 등으로 나뉜다. 형태는 

거북뉴, 용뉴, 직뉴로 구분하는데 관인의 직뉴를 제외하

면 모두 거북뉴와 용뉴로 제작되었다. 사용처나 대상에 

따라 장인이나 형태를 구별하여 보인을 제작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이 시기 보인은 형태에 따른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고종 연간에 제작된 보인과 관련해서는 국

새(國璽)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 그

러나 고종 연간 제작된 왕실 혹은 황실 인사에게 올리는 

어보들의 경우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2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종 

연간 제작된 어보의 제작 현황을 확인하고, 어보 제작에 

중심 역할을 한 장인들을 금보장과 옥보장으로 나누어 분

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고종 연간 전반에 걸친 어보 조형

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고종 연간 어보 제작 현황

1. 전통적인 어보 제작 사례

고종 연간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내려온 어보의 전

통적 제작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책봉(冊

封), 존숭(尊崇), 국장(國葬) 등 오례(五禮)에 관련된 의식

과 선대왕들에 대한 추촌(追尊) 및 추숭(追崇)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례와 관련된 의식

고종 연간 오례와 관련된 의식으로 보인을 제작한 

경우는 철종의 국장도감부터다. 철종이 승하한 뒤 국장

도감에서는 시호를 올린 책보(冊寶)를 제작했고3 고종의 

등극으로 존숭도감을 설치하여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등 지위가 옮겨지는 왕실 인사들에게 존호를 올리며 책보

를 제작했다.4

고종과 명성왕후의 가례도감을 통해 명성왕후의 책

봉보(冊封寶)가 제작되었고5 이후에 다시 제작되기는 했

지만 순종의 책례도감에서 책봉 옥인이 제작되었다.6 

1900년(고종 37)에는 의왕과 영왕의 책봉 금인(金印)이 

1 성인근, 2008,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國璽의 변화상」, 『역사와 실학』 36, 역사실학회, pp.85~111; 성인근, 2014, 「미국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인장문화재의 

가치와 과제」, 『문화재』 제47권 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192~209.

2 현재까지 고종 연간 제작된 어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현우, 2008, 「조선시대 어보 연구 : 구 종묘 소장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100; 정창운, 2010, 「조선시대 어보 보뉴 양식 연구」, 『조선 왕실의 어보 1』, 국립고궁박물관, pp.738~742. 

3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奎13844), 1863년.

4 『高宗實錄』 3권, 고종 3년(1866) 2월 10일.

5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奎13153), 1866년.

6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69), 18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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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졌으며7 1901년 순비 엄씨를 고종의 계비로 책봉하

며 금인을 제작해 올렸다.8

한편 고종 연간에는 역대 왕들 중 대비가 가장 많이 생

존해 있었다.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대왕대비), 헌종비 효정

왕후 홍씨(왕대비),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대비) 등 세 명의 

대비가 자리해 있어 고종은 대비들의 생신, 책봉기념일, 결

혼기념일 등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리며 책보를 제작했다. 

예를 들면 1868년(고종 5) 대왕대비의 회갑(回甲)을 

축하하여 상호도감을 설치하며 책보를 올렸고9 1873년

(고종 10)에는 대왕대비의 책봉 40주년을 기념하여 대왕

대비전, 왕대비전, 대비전, 중궁전에 존호를 올리며 책보

도 함께 올렸다.10 1877년(고종 14) 11월에는 명년(明年)

에 대왕대비가 71세의 연세가 됨을 기념하여 도감을 설치

하고 다음해 1월에 책보를 올렸다.11 1886년(고종 23) 11

월에는 대왕대비의 팔순을 기념하여 익종에게 존호를 추

상하고 대왕대비전에는 존호를 가상(加上)했다.12

국장과 관련해서는 1878년(고종 15) 철종비 철인왕

후가 승하하여 국장도감에서 시호(諡號)를 새긴 금보를 

제작하여 올렸으며13 1890년(고종 27) 익종비 신정왕후가 

승하하여 시호를 새긴 금보가 제작되었다.14 1897년(고

종 34)에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한 명성왕후에게  

시호를 올리며 옥보가 제작되었다.15

2) 선대왕에 대한 추존 및 추숭 

다음으로는 고종의 정치적 위치를 굳건하게 하고 왕

(황)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던 선대왕들에 대

한 추촌 및 추숭과 관련된 의례이다. 

1871년(고종 8) 11월 11일에 내년이 조선을 건국한 

지 480년이 되는 해이므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

면서 태조와 태종 두 임금에게 존호를 올렸다.16 

1889년(고종 26) 11월 28일에는 영종대왕과 두 왕후

의 존호를 올리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는데 묘호도감과 합

쳐 설치하고 영종을 조(祖)로 칭했다.17 1890년(고종 27) 

1월 3일에는 숙종,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에게 존

호를 추상하는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18 

1892년(고종 29)에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다섯 번째 임

진년(壬辰年)이므로 선조에 대한 슬픈 마음과 그립고도 간

절한 마음을 펼치고자 존호를 추상하며 책보를 제작했다.19 

한편 1899년에는 여러 추숭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고종의 4대조인 장헌세자와 정조를 추숭하는 사업

이 추진되었고20 이어서 12월 7일에는 태조, 장조, 정조, 

순조, 익종, 그 왕후들을 황제와 황후로 추존하였다.21

7 『義王英王冊封儀軌』(奎13226), 1900년.

8 『淳妃冊封儀軌』(奎13204), 1901년; 『高宗實錄』 41권, 고종 38년(1901) 10월 14일.

9 『高宗實錄』 5권, 고종 5년(1868) 9월 11일.

10 『高宗實錄』 10권, 고종 10년(1873) 2월 29일; 『高宗實錄』 10권, 고종 10년(1873) 4월 17일.

11 『高宗實錄』 14권, 고종 14년(1877) 11월 18일; 『高宗實錄』 15권, 고종 15년(1878) 1월 9일.

12 『高宗實錄』 23권, 고종 23년(1886) 11월 27일.

13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奎13860); 『高宗實錄』 15권, 고종 15년(1878) 9월 18일.

14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奎13736); 『高宗實錄』 27권, 고종 27년(1890) 8월 30일.

15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13883); 『高宗實錄』 36권, 고종 34년(1897) 11월 6일.

16 『高宗實錄』 8권, 고종 8년(1871) 11월 11일.

17 『高宗實錄』 26권, 고종 26년(1889) 11월 28일.

18 『高宗實錄』 27권, 고종 27년(1890) 1월 3일.

19 『高宗實錄』 29권, 고종 29년(1892) 1월 29일. 

20 『高宗實錄』 39권, 고종 36년(1899) 8월 3일. 

21 『高宗實錄』 39권, 고종 36년(1899)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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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12월 22일에는 인조와 두 왕후, 효종과 왕

후가 훌륭한 모범임에도 존호를 올려 찬양한 적이 없었으

니 책보를 올려 공덕을 드러내고자 했다.22 

2. 1876년 『보인소의궤』와 보인의 재제작 

1876년(고종 13) 11월 4일 경복궁에 큰 화재가 발생

했다. 당시 교태전(交泰殿), 강녕전(康寧殿) 등 830여 간

이 연달아 불길에 휘감겼다. 열조(列朝)의 어필(御筆)과 

옛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대보와 세자의 옥인(玉

印) 외에 모든 보(寶)와 부신(符信)이 전부 불탔다.23 

이에 고종은 11월 8일 화재로 거의 모두 소실된 보

인을 새롭게 주조하라고 이른다.24 이후 도감이 설치되어 

12월 16일, 28일 이틀에 걸쳐 새로운 보인이 대내로 들여

졌다.25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이다. 『보인소의궤』에 의하면 이때 새롭게 만든 보와 인

은 11과로 대보와 관인, 왕세자인 등이다(표 1). 

『보인소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대보와 어보 

등 당시 왕실에서 만들어진 각 인장들의 크기, 제작 방법, 

들어간 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전까지 왕실 보인의 도설은 다른 왕실의 공예 

도설 자료에 비해 간략하게 그려져 있어 현재 전해지는 

작품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보인소의궤』

에는 보인의 도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현재까지 남아 

전해지는 2과의 보인과 비교하면 형태나 문양에서 유사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3. 대한제국 수립과 보인 제작 

고종 연간 국왕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가를 높이고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특히 동아시아 국제 질서

를 이끌던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했음을 명확

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26 그래서 1897년 

22 『高宗實錄』 39권, 고종 36년(1899) 12월 22일.

23 『高宗實錄』 13권, 고종 13년(1876) 11월 4일. 

24 『高宗實錄』 13권, 고종 13년(1876) 11월 8일. 

25 12월 16일에는 대보와 시명지보, 유서지보, 세자궁의 옥인이, 28일에는 조선왕보와 대조선국주상지보 등 나머지 보인을 대내(大內)로 들였다(국립고궁박물관, 

2014, 『국역보인소의궤』, p.17).

26  이윤상, 2003,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p.84.

표 1 『보인소의궤』에 기록된 보인

순번 보문 수량 재질 뉴 형태

1 朝鮮國王之印 1 금 용 머리 거북 몸

2 大朝鮮國主上之寶 1 금 거북

3 朝鮮王寶 1 금 거북

4 爲政以德 1 금 사각

5 昭信之寶 1 금 거북

6 施命之寶 1 금 거북

7 諭書之寶 1 금 거북

8 科擧之寶 1 금 거북

9 宣賜之記 1 은 사각

10 武衛所 1 금 거북

11 王世子印 1 옥 거북

표 2  『보인소의궤』 도설과 현존하는 작품 비교

<유서지보>, 1876년, 금속에 도금, 

10.0X10.0㎝, 국립고궁박물관

<순종 옥인>, 1876년, 옥, 

11.7X11.8㎝,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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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10월 12일 황제로 즉위

하고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세자를 황태자로 책봉했다. 

다음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선포하여 대한제국이 자

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27

대한제국으로의 천명은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탈피

하고 독립된 황제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의례를 치

르면서 제작된 황실의 보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인장의 

손잡이인 뉴의 형태가 거북에서 용으로 변화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태조, 정종, 태종의 어보가 용뉴로 제

작된 예가 있지만28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용은 황제를 

의미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 이후로는 중국과

의 관계를 고려해 용뉴 보인을 제작하지 않았다. 대한제

국 선포 이후에야 황실의 보인을 용뉴로 제작하기 시작 

했다. 

대한제국 수립과 관련된 의식 절차를 기록한 『대례

의궤(大禮儀軌)』에 수록된 보인은 총 11건 13과로 국가 

운영을 위한 대보 6과, 황제의 보 3과, 명헌태후의 보 1과, 

황후의 보 1과, 황태자의 보 1과, 황태자비의 보 1과 등이

다(표 3). 이 중 황제의 보 2과, 명헌태후의 보 1과, 황태

자비의 보 1과를 제외한 9과는 모두 용뉴로 만들어졌다 

(표 4). 

당시 뉴의 형태를 용으로 제작한다는 것은 기존의 

보인 형식인 거북에서 전혀 다른 동물을 창안해야 하는 

27 대한제국의 수립과 『대례의궤』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한영우, 2001, 「대한제국 성립 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194~277.

28 임현우, 2008, 앞의 논문, p.94.

표 3  『대례의궤』에 기록된 보인

순번 보문 수량 재질 뉴 형태

1 大韓國璽 1 금 용

2 皇帝之璽 1 금 용

3 皇帝之寶 1 금 용

4 皇帝之寶 1 옥 거북

5 皇帝之寶 1 옥 거북

6 勅命之寶 1 금 용

7 制誥之寶 1 금 용

8 勅命之寶 1 금 용

9 施命之寶 1 금 용

10 明憲太后之寶 1 옥 거북

11 皇后之寶 1 금 용

12 皇太子寶 1 금 용

13 皇太子妃之寶 1 금 거북

표 4  『대례의궤』 도설과 현존하는 작품 비교

<황제지보>, 1897년, 옥, 

9.2X9.4㎝, 국립고궁박물관

<제고지보>, 1897년, 금속에 도금, 

11.1X11.1㎝, 국립중앙박물관

<헌종비 명헌태후 옥보>, 1897년, 

옥, 11.6X11.5㎝, 국립고궁박물관

<고종비 명성황후 금보>, 1897년, 

금속에 도금, 10.6X10.7㎝,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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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했다.

『대례의궤』에서는 황제와 황후에게 올리는 금책(金

冊)의 법식(法式)은 『대명집례(大明集禮)』를 따랐다고 기

록되어 있다.29 그래서 금책의 경우 명대의 금책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었다.30 이와 유사하게 어보도 당시 법식

은 청나라보다는 명나라의 법식을 따랐다고 예상할 수 있

지만, 실제 작품을 비교하면 청대의 인장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대 황실의 <欽文之璽>(그림 1)는 새뉴에 용이 가

득 채워지게 만들어졌는데, 용은 정면을 바라보고 턱을 들

고 있다. 크기가 작아 실제 업무를 볼 때 사용했던 인장인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용의 형태는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대한제국과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청대 황제

가 사용하던 용뉴 인장이 보신 가운데 용을 올리고 용 양

쪽으로 공간을 두어 대한제국 시기 제작된 보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용의 형태를 비교하면 청대의 인

장은 앞발과 뒷발이 보신의 바닥을 누르고 상체를 들어 

목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뿔, 다리, 꼬리 등이 몸

에서 떨어져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이는 대한제국 시기에 처음 용뉴 어보를 제작할 때 

중국 명·청대의 인장에서 동물 형태를 차용했지만 세부

적으로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제작한 작품의 용 형태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종묘

에 봉안되어 있던 조선 전기 1408년에 제작된 용뉴 <태

조 금보>를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31 이와 관련해서

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Ⅲ. 고종 연간 어보 제작 장인

1. 금보장(金寶匠) 전흥길(全興吉)

고종 연간 금보 제작에 있어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장인은 전흥길이다(표 17). 전흥길이 금보장으로 도감

에 참여한 것은 총 9회로 고종 연간에는 8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의궤에서 처음으로 전흥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에는 관

자장(貫子匠)으로 기록되었고 1846년과 1851년에 옥장

(玉匠)으로 도감에서 활동하였으며 이후에는 천혈장(穿

穴匠), 마경장(磨鏡匠), 두석장(豆錫匠) 등 금속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활동했다. 1867년 금보장이 된 이후 

꾸준히 금보장으로 역사(役事)를 이어갔고 보조이장(寶

召伊匠)으로 활동한 내역도 확인된다. 또 금보를 제작하

지 않았던 도감에서는 다른 금속공예품 제작을 담당하기

도 했다(표 6).

29 『[高宗]大禮儀軌』 1(奎13486), 1897년. 同日 皇后金冊文 皇太子金冊文 皇太子妃金冊文草圖書各一件入 奏 依大明集禮圖式擧行….

30 장을연, 2020, 「대한제국 황실의 책봉의례와 금책」, 『대한제국기 황실 의례와 의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58.

31 임현우, 2008, 앞의 논문, p.95.

그림 1   <欽文之璽>, 明, 白石, 높이 4.7㎝, 北京故宮博物院  

(故宫博物院 编, 2008, 『明淸帝后宝玺』, 北京: 故宮出版社, p.16)

표 5 청대 제작된 용뉴 보인 

<太上皇帝之寶>, 

1795년, 옥, 

높이 15.0㎝, 北京故宫博物院 
(https://www.dpm.org.cn/collection/

seal/234739.html)

<珣皇貴妃之寶>, 

1895년, 금속에 도금, 

높이 12.8㎝, 北京故宫博物院 
(https://www.dpm.org.cn/collection/

seal/233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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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흥길의 활동 내역은 조선 왕실의 장인들이 

보여주는 활동 반경과 동일하다. 조선 왕실의 금속 장인

들은 한 분야에 국한되어 활동하기보다는 금속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보이기 때문이다.32 

  또한 1890년 추상존호도감에 따르면 금보를 4과 

제작하였는데, 금보를 제작한 2방 의궤의 장인 목록에 보

장은 전흥길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도감의 별단 목록에는 

전흥길이 보조이장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6). 이는 전흥

길이 금보장이면서도 보의 외형을 장식한 보조이장의 역

할을 함께 수행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조이장은 1800년 정조국장도감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33 연속성 없이 간간이 의궤에서 확인되는데, 고종 연

간부터 본격적으로 의궤에서 그 이름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 

조이(㐒)는 금속의 표면을 두드리거나 깎아 무늬를 

새기는 행위로34 보조이장은 보의 표면에 문양을 장식하

던 장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세기에는 보장과 보조

이장이 함께 금보의 제작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흥길은 금보장으로 존숭도감, 국장도감 등에서 오

랜 기간 활동하며 금보를 제작했고 『보인소의궤』에 따르

면 대보와 관인 등을 제작했으며,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는 용뉴 금보까지 제작하였던, 고종 연간 전반에 걸쳐 중

요한 도감에서 활동한 금보장이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전흥길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장인들이다. 고종 연간에 금보장으

로 이름이 기록되거나 금속공예품을 제작한 장인들의 이

름 중에는 전흥석(全興石)과 전흥갑(全興甲)이 있다. 전

흥석과 전흥갑은 1863년 『철종국장도감의궤』에서 보장, 

보조이장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1878년 『철인

왕후국장도감의궤』에서는 보장 전흥석, 보조이장 전흥길 

등을 확인할 수 있다(표 17). 이들은 동일한 성에 항렬이 

같고 양식이 유사한 금보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친인척 관

계로 추정할 수 있다.

32 제지현, 2013, 「朝鮮時代 17-18世紀 王室 御寶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41; 제지현, 2016, 「1705년 금보개조도감(金寶改造都監) 제

작 금보 연구」, 『문화재』 제50권 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53~54.

33 『[正祖]國葬都監儀軌』(奎13634), 1800년. 三房儀軌 工匠秩 寶召伊匠 全興喆, 金福星.

3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5, 『조각장』, 피아, p.7.

표 6 전흥길의 활동 내역 

의궤명 연대 목차 장인명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1843 工匠秩 貫子匠 

(文祖) 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 1846 工匠秩 玉匠

[純祖純元后文祖神貞后孝定后] 尊崇

都監儀軌
1851 工匠秩 玉匠

[哲宗] 上尊號都監儀軌 1863
賞典 穿穴匠 

工匠 穿穴匠, 付鑞匠

[文祖神貞后八尊憲宗孝定后六尊哲

宗哲仁后三尊] 崇都監儀軌 
1865 賞典 磨鏡匠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

號都監儀軌
1867

賞典
金寶匠 

工匠

御眞移摸都監廳儀軌 1872 賞典 豆錫匠

[純宗王世子受冊時] 冊禮都監儀軌 1875 賞典 豆錫匠

寶印所儀軌 1876 賞典 寶匠

進饌儀軌 1877 賞典 豆錫匠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1878 工匠 寶召伊匠

[肅宗四] 追上尊號都監儀軌 1890
賞典 寶召伊匠

工匠 寶匠

英祖廟號都監儀軌 1890
賞典

金寶匠
工匠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 尊號都

監儀軌
1890

工匠 金寶匠 

工匠 小銀匠 

[文祖十一] 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金寶匠 

工匠 小銀匠

(文祖神貞后) 加上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豆錫匠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1890 賞典 寶匠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大殿加

上王大妃殿加上中宮殿加上尊號都

監儀軌

1892
賞典

金寶匠
工匠

[高宗] 大禮儀軌 1897
賞典

寶匠
工匠

[孝定王后] 國葬都監儀軌 1903 工匠 匙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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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보장(玉寶匠) 김은석(金殷錫)과 이중려(李仲呂)

1) 옥보장 김은석35

고종 연간 옥보를 제작했던 김은석은 1873년 옥보 5

과를 제작했던 상존호도감의 옥각수(玉刻手) 중 한 명으

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1875년 익종신정왕후상호도감에

서 옥장(玉匠) 김경운(金景芸)과 함께 옥각수로 참여한 

후 1876년 『보인소의궤』에는 옥각수로 단독 기록되어 있

다(표 17).

이후 옥각수로 여러 도감에서 다양한 옥공예품을 만

드는 활동 내역을 보이다가 1897년 『대례의궤』에서 다시 

옥보를 제작한 옥각수로 기록되어 있고 1899년 태조, 장

조, 정조, 익종과 왕후들을 황제, 황후로 추존했던 도감에

서도 옥각수로서 옥보를 제작했다. 

이렇게 옥각수로 활동하며 옥보를 제작했던 김은석

은 1900년부터 옥보장으로 기록된다. 이후 1902년, 1907

년 도감에서도 옥보장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고종 연간에는 옥보를 제작하는 장인 중에서 옥각수

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김은석의 활동에

서 추정할 수 있다. 김은석은 꾸준히 옥각수로 활동하다

가 옥보장이 되었다. 또 1902년 상호도감에서는 옥보장

이 김덕룡(金德龍)과 김은석, 1907년 존봉도감에서도 옥

보장이 김덕룡과 김은석이었다(표 17). 이때 의궤의 도감 

별단에는 공통적으로 옥장에 김덕룡, 옥각수에 김은석으

로 기록되어 있다.36 따라서 옥보장 김은석은 당시에 옥각

수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각수의 역할은 옥보의 조형에 있어서도 드러나는

데, 동일한 옥장이 옥보 제작에 참여하여도 옥각수가 다

르면 옥보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8). 

한편 왕세자는 정무를 볼 때 사자(獅子)로 뉴를 만

든‘달(達)’자를 새긴 인장을 문서에 날인하기도 하였다.  

35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김은석의 이름은 金殷(銀)石(錫)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17 참고).

36 『文祖翼皇帝追上神貞翼皇后追上皇帝加上明憲太后加上明成皇后追上上號都監儀軌』(奎13430), 1902년. 上 號都監別單 玉匠 金德龍 等十名 玉刻手 金殷錫 等十

名…以上一等…. / 二房儀軌 工匠 玉寶匠 金德龍 金殷錫….          

『(高宗)尊奉都監儀軌』(奎13163), 1907년. 尊奉都監別單 玉匠 金德龍 等六名…玉刻手 金殷錫 等七名…. / 二房儀軌 工匠 玉寶匠 金德龍 金殷錫….

표 7 김은석의 활동 내역 

의궤명 연대 목차 장인명

(文祖神貞后十二尊號憲宗孝定后七

哲仁后高宗初尊) 上尊號都監儀軌
1873 工匠 玉刻手

[純宗王世子受冊時] 冊禮都監儀軌 1875 賞典 雕刻匠

翼宗大王追上大王大妃殿加上尊號

都監儀軌
1875 工匠 玉刻手

寶印所儀軌 1876 賞典 玉刻手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 尊號都

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文祖十一] 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1890 工匠 刻手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大殿加

上王大妃殿加上中宮殿加上尊號都

監儀軌

1892 工匠 玉刻手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1895 工匠 玉刻手

의궤명 연대 목차 장인명

[高宗] 大禮儀軌 1897
賞典

玉刻手
工匠

[太祖莊祖正祖純祖] 追尊時儀軌 1899
賞典

玉刻手
工匠

[仁祖大王追上仁烈王后追上莊烈王

后追上孝宗大王追上仁宣王后追上

皇帝加上明憲太后加上明成王后追

上] 尊號都監儀軌 

1900
賞典 玉匠

工匠 玉寶匠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901~4 工匠 刻手匠

文祖翼皇帝追上神貞翼皇后追上皇

帝加上明憲太后加上明成皇后追上

上號都監儀軌

1902
賞典 王刻手 

工匠 玉寶匠

[孝定王后] 國葬都監儀軌 1903
賞典 玉匠

工匠 玉刻手

[純明王后] 國葬都監儀軌 1904
賞典

玉刻手
工匠

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4~6 工匠 刻手

(高宗) 尊奉都監儀軌 1907
賞典 玉刻手

工匠 玉寶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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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장들은 왕세자책례도감에서 함께 만들어졌는데(그

림 2), 순종의 왕세자책례도감에는 이 인장들을 조각한 

사람으로 김은석이 기록되어 있다.37 이를 통해 김은석은 

당시 거북뉴로 만들었던 옥보뿐 아니라 사자 인장 조각 

부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석의 활동 내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인소의

궤』에서 옥인을 제작한 옥각수로 기록되었다가 이후 대

략 20년간 옥보를 제작하지 않고 1897년 『대례의궤』에서 

다시 옥각수로 옥보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이다

(표 17). 이전까지 어보를 만들었던 장인들은 실력을 인

정받으면 활동 시기에 꾸준히 어보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기록되는데, 김은석은 이와 다른 활동을 보였다. 

김은석이 다시 옥보를 제작하게 된 데는 많은 수량

의 옥보를 제작했던 당시의 상황 때문일 것이다. 또 대한

제국 수립 이후에 보식(寶式)을 변경하여 거북에서 용으

로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보를 창안해야 하는 중요한 

도감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부터 옥보 제작의 경험이 있

는 장인을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활동하게 된 김은석은 옥각수로서 1897년에 용

뉴 옥보를 처음 제작한 이래 1899년 용뉴 옥보를 만든 도

감에서 옥각수로 활동하였으며 1900년, 1902년 등 고종 

연간 후반기에 제작된 용뉴 옥보 제작 도감에서 모두 옥

보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중요성을 주목할 

수있다(표 17).     

2) 옥보장 이중려38

고종 연간 옥보를 제작했던 중요한 옥각수로 이중려

를 들 수 있다. 김은석이 1876년 옥인을 제작한 이후 1897

년 『대례의궤』 기록에서 옥각수로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20년 동안의 공백 사이에 옥보를 제작했던 장인은 이중려

이다. 

  이중려는 1888년 가상존호도감에서 옥보를 제작한 

옥각수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1890년 가상존호

도감에서 옥보 4과를 제작하였으며 1892년에는 옥보장으

로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활동이 기록된 『대례의궤』에

서는 김은석과 함께 옥각수로서 옥보를 제작했다. 이후 

김은석이 다시 옥각수, 옥보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종 연간 

이중려의 옥보 제작은 확인되지 않는다(표 9). 

이중려 역시 김은석과 유사하게 1892년 가상존호도

감에서 도감 별단의 명단에는 옥각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옥보를 만든 2방 도감 의궤 공장에는 옥보장으로 기록되

어 있다(표 9). 이를 통해서도 옥각수의 역할이 옥보장으

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69), 1875년. 別單 達字省字鑄成時 雕刻匠 金銀錫. 

38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이중려의 이름은 李仲(重)呂로 확인할 수 있다(표 17 참고).

표 8 같은 옥장, 다른 옥각수가 제작한 옥보 비교 

옥장 김완보

옥각수 박영선

옥장 김완보

옥각수 이중려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1888년, 

옥, 11.6X11.7㎝, 국립고궁박물관

<고종 옥보>, 1888년, 옥, 

11.3X11.3㎝,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2   왕세자 인장 도설 일부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69),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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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종 연간 어보의 조형과 특징

1. 거북뉴

1) 금보

고종 연간 제작된 금보의 양식은 대표적으로 <헌

종 금보>(1866년), <영조 금보>(1890년), <문조 금보> 

(1890년)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표 10).

이 시기 금보 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종 연간 전

반기에는 <헌종 금보>, <영조 금보> 양식이 함께 나오

다가 이후에는 <영조 금보> 양식이 일정 기간 제작되고 

이후 1890년을 기점으로 <문조 금보> 양식이 꾸준히 제

작된다는 것이다. 

먼저 <헌종 금보>와 같은 양식 중 장인을 알 수 있

는 금보는 5과이다. 1866년 고종과 명성왕후 가례도감에

서 제작한 왕비의 금보 1과는 보장이 김경록(金景祿), 조

이장이 김우길(金禹吉)이다. 나머지 4과는 1866년 익종, 

헌종, 철종과 그들의 비에게 존호를 올렸던 상호도감에서 

제작되었는데 이때 금보장은 김갑돌(金甲乭)과 박계창

(朴啓昌)이다(표 17). 이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어떠한 금

보장의 양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장인이 참

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양식의 금보가 제작된 것은 

이전 시기, 즉 헌종대부터 이어져오던 양식이 정착되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기는 <영조 금보> 양식으로 현재 6과만이 

의궤를 통해 금보장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4과의 금보를 

표 9 이중려의 활동 내역  

의궤명 연대 목차 장인명

[文祖神貞后二十] 加上尊號都監儀軌 1888 工匠 玉刻手

(文祖神貞后) 加上尊號都監儀軌 1888
賞典 玉刻手 

工匠 玉刻手 

英祖廟號都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文祖神貞后太王再尊號憲宗孝定后

八尊號) 加上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1890

賞典 石刻手

工匠 刀子匠

工匠 玉刻手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 尊號都

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肅宗四] 追上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文祖十一] 尊號都監儀軌 1890 工匠 玉刻手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大殿加

上王大妃殿加上中宮殿加上尊號都

監儀軌

1892
別單 玉刻手

工匠 玉寶匠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1895
賞典 玉刻匠

工匠秩 刻手

[高宗] 大禮儀軌 1897 工匠 玉刻手 

표 10 고종 연간 제작된 거북뉴 금보 

금보장 사진

김갑돌, 

박계창

<헌종 금보>, 1866년, 금속에 도금, 

9.8X9.7㎝, 국립고궁박물관

전흥길, 

용복득

<영조 금보>, 1890년, 금속에 도금, 

9.8X9.8㎝, 국립고궁박물관

전흥길, 

전수명

<문조 금보>, 1890년, 금속에 도금, 

9.9X9.9㎝,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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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흥길이 제작했다(표 17). 이 금보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머리, 긴 목, 넓고 긴 귀갑의 테두리가 반전되지 않고 곧

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영조 금보> 양식을 창안해낸 장인은 전흥길로 생

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종 즉위 1년 전인 1862년에 

전흥길이 보장으로 제작한 <순조 금보>(표 11)와 <순

조비 순원왕후 금보>의 양식이 <영조 금보>와 동일하

기 때문이다.39

또 기록이 남아 있는 6과 중 1과를 만든 장인은 보장 

전흥석과 보조이장 전흥갑이다. 이들이 제작한 <철종 금

보>(1863년)(표 11) 양식 또한 <영조 금보>와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 <영조 금보> 양식으로 의궤 기록이 

남아 있는 6과 중 5과는 보장 전흥석, 보조이장 전흥갑, 

보장 전흥길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제작한 금

보는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

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씨 집안의 흥자를 항렬로 쓰는 

사람들로 추정한다면 가족 구성원으로 양식이 공유되는 

경향성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어서 <문조 금보> 양식이 1890년부터 제작되는

데 전흥길은 이 금보들을 제작한 장인으로 기록된다. 전

흥길은 <문조 금보> 양식으로 익종신정왕후추상존호

도감(1890년) 제작 금보 2과,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

왕후추상존호도감(1890년) 제작 금보 4과, 익종신정왕후

고종효정왕후명성왕후상호도감(1892년) 제작 금보 2과, 

『대례의궤』(1897년)에 기록된 금보 등을 제작하였다(표 

17). 

전흥길이 제작한 금보는 고종 시기 금보 양식의 변

화와 함께하는데 처음 전흥길이 제작한 <영조 금보> 양

식에서 <문조 금보> 양식의 변화는 1890년 몇 개월 사

이에 일어났다(표 10). 같은 장인이 제작했음에도 금보의 

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발

생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이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문조 금보> 양식은 이후 고종 연간 말기까지 제작

되는데 금보장이 임동근(林東根)에서 이원식(李元植)으

로 바뀌어도(표 17) <문조 금보> 양식으로 꾸준히 제작

되었다. 

2) 옥보

고종 연간 전반기에 제작된 옥보는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의궤의 기록에서 꾸준히 확인되는 이름이 없

어 장인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그러나 1873년 옥각수 김은석이 등장한 이후로 일정

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석이 옥각수로 활동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초기

의 옥보는 7과이다. 1873년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철인

왕후명성왕후상존호도감에서 제작한 옥보 5과와 1875

39 『純祖大王追上尊號純元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奎13368). 二房儀軌 工匠 金寶匠 全興吉.

표 11 보장 전흥길과 전흥석이 제작한 금보

보장 전흥길 
보장 전흥석

보조이장 전흥갑 

<순조 금보>, 1862년, 금속에 도금, 

10.0X9.9㎝, 국립고궁박물관

<철종 금보>, 1863년, 금속에 도금, 

9.6X9.6㎝,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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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익종신정왕후상호도감에서 제작한 문조비 신정왕후

의 옥보와 『보인소의궤』에 기록된 순종의 왕세자인이다 

(표 17).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종 연간에는 옥각수가 옥보

의 양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김은석이 제

작한 옥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1875년)와 <순종 옥인> 

(1876년)을 비교하면 의궤에 기록된 옥장이 달라도 옥각

수 김은석이 제작에 참여하여 동일한 양식의 옥보가 제

작되었다. 김은석이 초기에 제작한 옥보는 머리형이 둥

글고 목이 짧고 굵으며 귀갑이 몸통보다 작고 두껍게 조

각된 특징이 있다(표 13). 

한편 김은석의 활동 공백기 동안 옥보를 제작한 이중

려는 1888년 가상존호도감에서 옥보 4과를 만드는 옥각수

로 활동하였고, 1890년 가상존호도감에서도 4과의 옥보를 

제작했던 옥각수였다. 이후 1892년 가상존호도감에서는 

옥보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옥보 3과를 제작했다(표 17).

이중려가 제작한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1888년)

와 <고종 옥보>(1892년)를 보면 기존의 옥보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창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신

과 보뉴의 비율이 알맞아 안정감이 있고, 귀갑이 넓고 얇

아 몸통을 전부 덮었다. 안면의 표현에서는 눈 옆으로 말

린 귀를 장식하고, 볼 양쪽으로 날리는 갈기의 표현, 콧등

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서기의 표현이 특징이다(표 14). 

표 13 옥각수 김은석이 제작한 옥보  

옥장 김경운

옥각수 김은석

옥장 없음

옥각수 김은석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1875년, 

옥, 11.8X11.8㎝, 국립고궁박물관

<순종 옥인>, 1876년, 

옥, 11.7X11.8㎝, 국립고궁박물관

표 12 고종 연간 제작된 거북뉴 옥보

옥장과 옥각수 사진

옥장 

이창렬, 김홍식, 

김수길 

옥각수 

안창국, 예광국, 

이원근

<철종비 철인왕후 옥보>, 1865년, 옥, 

11.7X11.7㎝, 국립고궁박물관

옥장 

이창렬, 김홍식

 

옥각수 

안창국, 이윤규, 

김치상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1866년, 옥, 

11.8X11.7㎝, 국립고궁박물관

옥장 김경운

옥각수 김은석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1875년, 옥, 

11.8X11.8㎝, 국립고궁박물관 

옥장 김완보

옥각수 이중려

<고종 옥보>, 1888년, 옥, 

11.3X11.3㎝,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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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이 동일해지는 금보와 옥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종 연간 전반기에는 금보와 

옥보가 각각의 양식으로 제작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890

년을 기점으로 금보와 옥보는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보인 양식이 가장 처음 확인되는 작품은 이

중려가 제작한 옥보이다. 이중려의 옥보 양식은 1888년, 

1890년, 1892년 제작된 옥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890

년 제작된 옥보와 금보의 양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1890년)와 <문조 금보> 

(1890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작품은 재질에서

만 차이가 날 뿐 안면의 눈, 코의 서기, 이빨의 형태, 정수리 

뒤로 넘긴 갈기의 표현, 몸통과 다리를 분리한 형태, 귀갑

의 문양 표현 등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4).

이전까지 각자의 양식으로 제작된 금보와 옥보가 

1890년에 동일하게 제작된 데는 의궤의 장인 기록을 통

해 추정해볼 수 있다. 

1890년에 존호를 올리기 위해 도감이 마련된 것은 

총 5회로 영조묘호도감, 고종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왕후

가상존호도감, 신정왕후국장도감, 익종신정왕후추상존호

도감,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인원왕후추상존호도감 등으

로 이 도감들에서 제작된 어보는 15과이다(표 17). 이 중 

영조묘호도감에서 제작된 금보 4과는 전흥길의 초기 양

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익종신정왕후추상존호도감에

서는 이중려의 옥보 양식으로 금보가 변화했다(그림 4). 

전흥길은 오랫동안 왕실의 금보를 제작해온 금보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몇 달 사이에 본인의 양식

이 아닌 이중려의 양식으로 금보의 양식을 바꾸었다. 변

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문조신정후태왕재존호헌종

효정후팔존호)가상존호도감의궤』(1890년)에는 옥보 4과

를 제작한 2방 공장 명단에 옥각수 이중려 외에도 보장으

로 전흥길이 올라 있다(표 17).40 

옥보만을 제작했던 도감에서 금속장이자 금보장인 

전흥길이 보장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전흥길이 옥보를 

40 공장 명단에서 전흥길의 전(全)이 의궤에는 김(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름은 흥길(興吉)로 당시 이 이름을 쓰던 장인은 전흥길뿐이기 때문에 이 의궤에

서 성의 기록은 오기로 보인다. 

표 14 이중려가 제작한 옥보

옥각수 이중려 옥보장 이중려

<문조비 신정왕후 옥보>, 1888년, 

옥, 11.2X11.3㎝,  국립고궁박물관

<고종 옥보>, 1892년, 

옥, 11.5X11.5㎝,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3   옥각수 이중려 제작 <헌종비 효정왕후 옥보>, 1890년, 옥, 11.5X11.5㎝,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4   금보장 전흥길·전수명 제작 <문조 금보>, 1890년, 금속에 도금, 

9.9X9.9㎝,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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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다기보다는 보인의 양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중려는 보인의 견양(見樣)이나 도안을 

제작하는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예로 숙종 

연간 당시 옥보를 제작하던 별간역 중 한 명인 이경하(李

景夏)는 옥보를 제작하기 전 거북의 몸체를 본 떠 그리는 

것으로 당시에 유명했던 조각가였다. 이경하가 도안을 

먼저 그리고 제작한 옥보 중 하나로 추정되는 1713년 옥

보 4과는 4명의 옥보 제작자가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41

따라서 고종 연간 후반기에 제작된 금보와 옥보는 

이전 시기부터 동일한 장인이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인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금보와 옥보의 재질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하나의 도안

으로 어보가 제작되었고 그 도안 제작을 이중려가 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후 전흥길과 이중려는 1892년 

상호도감에서도 금보장, 옥보장으로 함께 활동하며(표 

17) 동일한 양식의 금보와 옥보를 제작했다. 

그러나 실제 도안이 있어도 같은 양식으로 작품을 

구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금보의 제작 특성

상 밀랍의 조각과 수은 아말감 기법을 통한 외형의 완성

과 안면 표현, 귀갑, 몸통에 문양을 새기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42 단 몇 달 만에 옥보의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금보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전흥길의 역

량이 발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도감 이후 전흥길이 제작한 익종, 신정왕후, 숙

종, 숙종비 금보 등은 이중려의 양식으로 계속 제작되었

으며 전흥길의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고종 연간 후기에 제

작된 거북뉴 금보들은 모두 이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2. 용뉴

고종 연간 용뉴 어보가 처음 제작된 때는 1897년 대

한제국을 수립하면서이다. 용뉴 어보는 『대례의궤』에 기

록된 보들과 1899년 황제, 황후로 추존하며 제작한 옥보 

11과, 1900년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옥보 2과, 1902년 상

호도감에서 제작된 4과, 1907년 고종과 영친왕의 존봉도

감에서 제작된 옥보 1과, 금보 1과 등이다(표 17). 

용뉴 어보를 제작한 장인을 보면 1897년 명성황후의 

금보는 보장 전흥길, 전수명, 전일만이 제작했고, 1899년, 

1900년, 1902년, 1907년 용뉴 옥보 제작은 김은석이 주도

적인 역할을 했다(표 15).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된 용뉴 금보와 옥보는 턱을 

앞발 위에 올리고 등이 ∩ 형태이며 뿔, 꼬리 등이 몸통에 

붙어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용뉴 옥보들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명·

청대 인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당시 조선시대부

터 이어져오던 전통적인 용의 형태와 유사한데 용뉴 옥

보에서 보이는 두 개의 뿔, 눈썹의 형태, 콧망울이 둥글고 

큰 코, 입 옆으로 퍼지는 갈기, 몸통의 화염문과 척추로 

뾰족하게 솟은 등 갈기 등에서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이러한 특징은 용뉴 어보를 제작했던 장인이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닌 고종 연간 꾸준히 어보를 제작해왔던 

장인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장인들은 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장을 제작해야 

할 때 중국의 인장을 실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형태는 

문헌이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용뉴 형태나 용 조각은 조선시대에 제작한 용 

형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왕실의 공역을 담

당했던 전흥길이나 옥보와 옥책을 만들고 경운궁 중건도

41 제지현, 2019, 「崔天若이 제작·감독한 조선 왕실 御寶 연구」, 『美術史學硏究』 304, 한국미술사학회, p.144.

42 금보의 제작 방법에 관해서는 제지현, 2016, 앞의 논문, pp.47~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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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 각수로 활동하는 등 조각에 능했던 김은석이 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오랜 기

간 제작되어온 시대 양식을 반영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황제국으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중국 법식에 따라 황제를 뜻하는 용 형상으로 어보를 제

작할 때 형태 면에서 중국 황제의 인장 형식을 차용했지

만 양식 면에서는 당시 건축, 공예, 회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용 형태로 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고종 연간은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지만 어

보 제작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시기를 계승하면서도 변화

를 맞이한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사용처, 사용 대상에 따라 여러 보인들이 제작

되었지만 형태는 거의 거북뉴와 용뉴로 제작되었다. 따

라서 거북뉴과 용뉴 어보를 분석하면 이 시기 보인에 대

한 제작 과정과 장인, 조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종 연간 대표적인 금보장 전흥길은 다양한 금속

공예품을 제작했던 장인으로 왕실 역사에서 활동을 보인

다. 금보장으로는 거북뉴 금보와 용뉴 금보를 모두 제작

할 수 있었던 역량 있는 장인이었다. 이름이나 금보 제작 

양식을 통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금보장 전흥석과 보조이

장 전흥갑 등의 활동도 주목된다. 

표 15 고종 연간 제작된 용뉴 어보

제작 장인 사진

금보장 

전흥길, 전수명, 

전일만 

<고종비 명성왕후 금보>, 1897년, 금속에 도금, 

10.6X10.7㎝, 국립고궁박물관

옥각수 

김은석, 김홍준, 

이천일, 유춘성

<장조비 헌경왕후 옥보>, 1899년, 옥, 

10.2X10.2㎝, 국립고궁박물관

옥보장 

김덕룡, 김은석

<고종비 명성왕후 옥보>, 1900년, 옥,

10.2X10.2㎝, 국립고궁박물관

옥보장 

김덕룡, 김은석

<고종비 명성왕후 옥보>, 1902년, 옥, 

10.2X10.3㎝, 국립고궁박물관

표 16 고종 연간 제작된 용의 형태

경복궁 근정전 청룡 

(김민규)

경복궁 연못 출토 용, 

국립고궁박물관

쌍룡각 보개, 

국립고궁박물관

태조 어진 어좌 부분, 

1900년,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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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각수·옥보장 김은석 또한 고종 연간 활발하게 활

동하며 거북뉴와 용뉴 옥보를 제작한 장인이었다. 특히 

활동 후반기에는 고종 연간 만들어진 모든 용뉴 옥보 제

작에 참여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옥각수·옥보장 이중려는 고종 연간 후반기를 이끄는 

양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창안한 거북

뉴 어보 양식은 1890년 이후 제작되는 금보·옥보에 모두 

반영되어 고종 말년까지 이어졌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새롭게 제작된 용뉴의 경우 금

보와 옥보가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는데, 당시 『대례의궤』

에 기록된 장인들은 고종 연간 계속 활동해온 금보장 전

흥길, 옥보장 김은석이었다. 이들은 처음 용뉴 어보를 제

작해야 할 때 문헌이나 기록 등을 통해 중국의 용뉴 인장 

형식을 차용하였지만, 용뉴 형태나 용 모습은 당시 조선

시대부터 제작되어온 용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어보는 왕실과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

물로, 국내외 정세에 따른 변화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공예

품이다. 고종 연간은 역대 왕들 중 어보가 가장 많이 만들

어진 시기로 기존의 어보 제작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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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종 연간 제작된 보인 목록

순번 의궤명
규장각 

소장 번호
연대 제작방 재질 수량 대상 보인문

匠人

각방 장인 목록

1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奎13844 1863 3방 금 1 철종 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之寶

寶匠 全興石

寶召伊匠 全興甲 

2
[文祖神貞后八尊憲宗孝定

后六尊哲宗哲仁后三尊]崇

都監儀軌

奎13448 1865 2방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大王大妃之寶 玉匠 李昌烈, 

金弘植, 金壽吉

玉刻手 安昌國, 

芮光國, 李元根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王大妃之寶

1 철인왕후 明純徽聖大妃之寶

3
[高宗明成后] 嘉禮都監儀

軌
奎13153 1866 3방 금 1 명성왕후 王妃之寶

寶匠 金景祿

召伊匠 金禹吉

4
[ 文祖三尊號憲宗哲宗再 ]

尊號都監儀軌
奎13408 1866 2방

금 1 익종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

慶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之寶

金寶匠 

金甲乭, 朴啓昌

玉匠 

李昌烈, 金弘植

玉刻手 

安昌國, 李潤奎, 

金致祥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大王大妃之寶

금 1 헌종
體健繼極中正光大至聖廣德弘運章化經文緯武明仁哲

孝大王之寶

금 1 효현왕후 端聖粹元敬惠靖順孝顯王后之寶

옥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王大妃之寶

금 1 철종 
熙倫正極粹德純聖欽命光道敦元彰化文顯武成獻仁英

孝大王之寶

옥 1 철인왕후 明純徽聖正元大妃之寶

5
[文祖神貞后十二尊號憲宗

孝定后七哲仁后高宗初尊]

上尊號都監儀軌

奎13455 1873 2방

옥 1 고종 統天隆運肇極敦倫王寶

玉匠 朴萬吉

玉刻手 

芮光國, 金銀石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大王大妃之寶

옥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王大妃寶

옥 1 철인왕후 明純徽聖正元粹寧大妃之寶

옥 1 명성왕후 孝慈王妃之寶

6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

都監儀軌
奎13169 1875 2방 옥 1 순종 王世子印

玉匠 

朴英根, 李昌烈

玉刻手 芮光國

7
翼宗大王追上大王大妃殿

加上尊號都監儀軌
奎13412 1875 2방

금 1 익종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永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

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

肅謨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之寶

寶匠 朴有正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大王大妃之寶

玉匠 金景芸

玉刻手 金殷錫

8 寶印所儀軌 奎14212 1876 -

금 1 대보 朝鮮國王之印

寶匠 

全興吉, 安順祿, 

閔祥浩, 石漢鼎

玉刻手 金殷錫

금 1 대보 大朝鮮國主上之寶

금 1 대보 朝鮮王寶

금 1 대보 爲正以德

금 1 대보 昭信之寶

금 1 대보 施命之寶

금 1 대보 諭書之寶

금 1 대보 科擧之寶

은 1 대보 宣賜之記

금 1 관인 武衛所

옥 1 순종 王世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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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의궤명
규장각 

소장 번호
연대 제작방 재질 수량 대상 보인문

匠人

각방 장인 목록

9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 奎13860 1878 3방 금 1 철인왕후 敬獻莊穆哲仁王后之寶

寶匠 

全興錫, 崔道吉

寶召伊匠 

兪致億, 全興吉

10
[純祖純明后] 嘉禮都監儀

軌
奎13174 1882 3방 옥 1 순명왕후 王世子嬪之印 玉印匠 孫錫祚

11
[文祖神貞后二十]加上尊

號都監儀軌
奎13460 1888 2방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大王大妃之寶

玉匠 金完甫

玉刻手 朴永善

12
[文祖神貞后]加上尊號都

監儀軌
奎13475 1888 2방

옥 1 고종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王寶

玉匠 金完甫

玉刻手 李仲呂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大王大妃

之寶

옥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王大妃寶

옥 1 명성왕후 孝慈元聖王妃之寶

13 英祖廟號都監儀軌 奎13301 1890 2방

금 1 영조 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之寶

金寶匠 

全興吉, 龍福得

금 1 영조

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

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

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之寶

금 1 정성왕후 惠敬莊愼康宣恭翼仁徽昭獻元烈端穆章和貞聖王后之寶

금 1 정순왕후
睿順聖哲莊僖惠徽翼烈明宣綏敬光獻隆仁正顯昭肅靖

憲貞純王后之寶

14
[文祖神貞后太王再尊號憲

宗孝定后八尊號]加上尊號

都監儀軌

奎13473 1890 2방

옥 1 고종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

敬王寶

寶匠 金興吉

玉匠 金景云

玉刻手 李仲呂

옥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大王

大妃之寶

옥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王大妃寶

옥 1 명성왕후 孝慈元聖正化王妃之寶

15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奎13736 1890 3방 금 1 신정왕후 景勳哲範神貞王后之寶

寶匠 

金興吉, 崔道吉

寶召伊匠 

兪致億, 李貴同

16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

上尊號都監儀軌
奎13422 1890 2방

금 1 익종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

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

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

範昌禧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敦文顯武

仁懿孝明大王之寶
金寶匠 

全興吉, 全壽命

금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翼謨

景勳哲範神貞王后之寶 

17
[肅宗四]追上尊號都監儀

軌
奎13272 1890 2방

금 1 숙종
顯義光倫睿聖英烈裕謨永運洪仁峻德配天合道啓休篤

慶正中協極神毅大勳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之寶

寶匠 全興吉
금 1 인경왕후 光烈宣穆惠聖純懿孝莊明顯仁敬王后之寶

금 1 인현왕후 孝敬淑聖莊純元化懿烈貞穆仁顯王后之寶

금 1 인원왕후
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徽靖正

運定懿章穆仁元王后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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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의궤명
규장각 

소장 번호
연대 제작방 재질 수량 대상 보인문

匠人

각방 장인 목록

18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

上大殿加上王大妃殿加上

中宮殿加上尊號都監儀軌

奎13425 1892 2방

금 1 익종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

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

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

範昌禧立經厚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剛粹景穆

峻惠衍祉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之寶

金寶匠 全興吉

玉寶匠 李仲呂

금 1 신정왕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

睿憲敦章景勳哲範神貞王后之寶

옥 1 고종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

敬應命立紀至化神烈王寶

옥 1 효정왕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王

大妃寶

옥 1 명성왕후 孝慈元聖正化合天王妃之寶

19 [高宗] 大禮儀軌 奎13486 1897 -

금 1 대보 大韓國璽　

寶匠 全興吉, 

全壽命, 全一萬

召伊匠 

金濟塘, 田一得

玉匠 

韓致廷, 尹一同, 

金成春

玉刻手 

金殷錫, 李潤大, 

李仲呂, 李漢模

금 1 대보 皇帝之璽

금 1 고종 皇帝之寶

옥 1 고종 皇帝之寶

옥 1 고종 皇帝之寶

금 1 대보 勅命之寶

금 1 대보 制誥之寶　

금 1 대보 勅命之寶

금 1 대보 施命之寶

옥 1 효정황후 明憲太后之寶

금 1 명성황후 皇后之寶

금 1 순종 皇太子寶

금 1
순명

효황후
皇太子妃之寶

20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奎13883 1897 3방 옥 1 명성황후 明成皇后之寶

玉刻手 金銀錫, 

李中汝, 李允大, 

李景呂, 李潤奎, 

金永浩, 文致福

21
[太祖莊祖正祖純祖]追尊

時儀軌
奎13236 1899 -

옥 1 태조 太祖高皇帝寶

玉匠 金德龍, 

李周煥, 金斗英

玉刻手 

金殷石, 金弘俊, 

李天一, 柳春成

옥 1 신의황후 高皇后寶

옥 1 신덕황후 高皇后寶

옥 1 장조 莊祖懿皇帝寶

옥 1 헌경황후 懿皇后寶

옥 1 정조 正祖宣皇帝寶

옥 1 효의황후 宣皇后寶

옥 1 순조 純祖肅皇帝寶

옥 1 순원황후 肅皇后寶

옥 1 문조 文祖翼皇帝寶

옥 1 신정황후 翼皇后寶

금 1
신정황후

尊號改

上寶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

景勳哲範神貞王后之寶
金寶匠 

林東根, 金錫圭

召伊匠 李元永금 1

신정황후

翼皇后壬

辰尊號改

上寶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

睿憲敦章景勳哲範神貞王后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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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의궤명
규장각 

소장 번호
연대 제작방 재질 수량 대상 보인문

匠人

각방 장인 목록

22 義王英王冊封儀軌 奎13226 1900 -
금 1 의왕 義王之印 印匠 

林東根금 1 영왕 英王之印

23

[仁祖大王追上仁烈王后追

上莊烈王后追上孝宗大王

追上仁宣王后追上皇帝加

上明憲太后加上明成王后

追上] 尊號都監儀軌

奎13246 1900 2방

금 1 인조 開天肇運正紀宣德憲文烈武明肅純孝大王之寶

金寶匠 林東根

玉寶匠 

金殷錫, 李春植

玉匠 金德龍

玉刻手 鄭鳳祥

금 1 인열왕후 正裕明德貞順仁烈王后之寶

금 1 장렬왕후 慈懿恭愼徽獻康仁肅穆貞肅溫惠莊烈王后之寶 

금 1 효종 欽天達道光毅弘烈宣文章武神聖顯仁明義正德大王之寶

금 1 인선왕후 孝肅貞範敬烈明獻仁宣王后之寶

옥 1 고종
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

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皇帝之寶

옥 1 명헌태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

綏太后之寶

옥 1 명성황후 孝慈元聖正化合天洪功明成皇后之寶

24 淳妃冊封儀軌 奎13204 1901 - 금 1 순비 엄씨 淳妃之印 보장 기록 없음 

25

文祖翼皇帝追上神貞翼皇

后追上皇帝加上明憲太后

加上明成皇后追上上號都

監儀軌

奎13430 1902 2방

옥 1 문조

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

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

乾大坤厚廣業永祚莊義彰倫行健配寧基泰垂裕熙範昌禧

立經亨道成獻昭章致中達和繼曆協紀剛粹景穆峻惠衍祉

宏猷愼徽綏緖佑福敦文顯武仁懿孝明翼皇帝寶

玉寶匠 

金德龍, 金殷錫

옥 1 신정황후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

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

睿憲敦章啓祉景勳哲範神貞翼皇后寶

옥 1 고종

綂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

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

弘休皇帝之寶

옥 1 명헌태후
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

綏裕寧太后之寶

옥 1 명성황후 孝慈元聖正化合天洪功誠德明成皇后之寶

26 [淳妃] 進封皇貴妃儀軌 奎13211 1903  - 금 1 순비 엄씨 皇貴妃印 보장 기록 없음

27 [孝宗王后] 國葬都監儀軌 奎13816 1903 3방 금 1 효정왕후 慈溫恭安孝定王后之寶

寶匠 

李景三, 全興錫

寶台伊匠 

李忠根, 柳太俊

28 [純明] 王后國葬都監儀軌 奎13902 1904 3방 옥 1
순명

효황후
純明妃寶

玉刻手 金殷錫, 

李允圭, 李敬汝, 

李仲汝, 李允大, 

李漢謨, 李士圭

29
[純宗純宗妃] 嘉禮都監儀

軌
奎13182 1906 3방 금 1

순정

효황후
皇太子妃之寶

寶匠 金景祿

召伊匠 金禹吉

30 [高宗] 尊奉都監儀軌 奎13163 1907 2방

옥 1 고종 壽康太皇帝寶
玉寶匠 

金德龍, 金殷錫

금보장 기록 없음
금  1 순종 皇太子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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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實錄』 

•『宗廟儀軌』(奎14420), 1706년.

•『[正祖]國葬都監儀軌』(奎13634), 1800년.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奎13844), 1863년.

•『[文祖神貞后八尊憲宗孝定后六尊哲宗哲仁后三尊]崇都儀軌』(奎13448), 1865년.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奎13153), 1866년.

•『[文祖三尊號憲宗哲宗再]尊號都監儀軌』(奎13408), 1866년.

•『[文祖神貞后十二尊號憲宗孝定后七哲仁后高宗初尊]上尊號都監儀軌』(奎13455), 1873년.

•『[純宗王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69), 1875년.

•『翼宗大王追上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12), 1875년.

•『寶印所儀軌』(奎14212), 1876년.

•『哲仁王后國葬都監儀軌』(奎13860), 1878년.

•『[純祖純明后]嘉禮都監儀軌』(奎13174), 1882년.

•『[文祖神貞后二十]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60), 1888년.

•『[文祖神貞后]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75), 1888년.

•『英祖廟號都監儀軌』(奎13301), 1890년.

•『[文祖神貞后太王再尊號憲宗孝定后八尊號]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73), 1890년.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奎13736), 1890년.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奎13422), 1890년.

•『[肅宗四]追上尊號都監儀軌』(奎13272), 1890년.

•『翼宗大王追上神貞王后追上大殿加上王大妃殿加上中宮殿加上尊號都監儀軌』(奎13425), 1892년.

•『[高宗]大禮儀軌』(奎13486), 1897년.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奎13883), 1895년.

•『[太祖莊祖正祖純祖]追尊時儀軌』(奎13236), 1899년.

•『義王英王冊封儀軌』(奎13226), 1900년.

•『[仁祖大王追上仁烈王后追上莊烈王后追上孝宗大王追上仁宣王后追上皇帝加上明憲太后加上明成王后追上]尊號都監儀軌』(奎13246), 1900년.

•『淳妃冊封儀軌』(奎13204), 1901년.

•『文祖翼皇帝追上神貞翼皇后追上皇帝加上明憲太后加上明成皇后追上上號都監儀軌』(奎13430), 1902년.

•『[淳妃]進封皇貴妃儀軌』(奎13211), 1903년.

•『[孝宗王后]國葬都監儀軌』(奎13816), 1903년.

•『[純明]王后國葬都監儀軌』(奎13902), 1904년.

•『[純宗純宗妃] 嘉禮都監儀軌』(奎13182), 19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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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duction of Royal Seals during 
the Reign of King (Emperor) Gojong (r. 1863-1907)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126~149.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3.126

The reign of  King (later Emperor) Gojong of  the Joseon dynasty (later the Korean Empire), which lasted from 

1863 to 1907, was a period of  turmoil caused by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at home and military incursions by 

foreign powers. It was also a period in which Joseon was proclaimed as the Korean Empire and, accordingly, the 

royal seals of  the dynasty underwent a major change.

Records show that some 135 seals were produced during the reign of  Gojong. The present study of  the makers 

and styles of  the royal seals aims to reveal a wealth of  information on the seals, which typically had handles in the 

shape of  either a turtle or dragon.

Among the seal makers of  this era, Jeon Heung-gil was particularly highly regarded as a Golden Royal Seal 

Artisan (Geumbojang) because he was highly skilled at making both turtle and dragon handles. Kim Eun-seok, 

a master Jade Royal Seal Artisan (Okbojang), also excelled in the production of  turtle and dragon handles for his 

jade seals. Another master Jade Royal Seal Artisan, Yi Jung-ryeo, is noteworthy because he developed a new style 

of  jade royal seals, which eventually became the dominant style after 1890, when Kim Eun-seok was not active. 

Furthermore, after the 1890s, his style was also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the gold royal seals and developed as 

the dominant style. 

Regarding the dragon handles adopted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both the golden and the 

jade royal seals were made in the same style by the same artisans in the service of  the Joseon dynasty. They adopted 

the style of  Chinese imperial seals when they began making seals with dragon handles for the Korean Empire, 

although the basic shapes of  both handle and dragon were copied from those made during the Joseon period.

As a ceremonial object symbolizing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the royal or imperial family, the style of  the 

royal seals was influenced mainly by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As Gojong’s reign was a 

period in which more royal seals were made than in the reign of  any other ruler, the seals originating from his reign 

constitute a richer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efforts of  the dynasty to preserve the tradition while effectively 

dealing with the changes of  the new era.

Abstract

JE Jihyeon  Ph.D candidate, Dept. of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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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King (or Emperor) Gojong, Joseon Dynasty, Korean Empire, Royal seal, art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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