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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차초각은 부재의 장식을 위한 그림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사용된 여러 가

지 문양의 그림은 봉정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덩굴문양 단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봉정사 극락전의 첨차에서는  

단청뿐만 아니라 하단에 연화두식을 새기면서 비로소 첨차초각이 시작되었다. 또한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초기적인 

덩굴초각을 가진 첨차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부재 표면에 직접 초각을 새기는 것이었다. 이후 덩굴초각은 오랫동안 

전통 목조건축에서 중요한 첨차의 장식 기법이 되었다. 

정자각은 임란 이후부터 조선 말까지 지속해서 조영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덩굴초각을 새긴 첨차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첨차초각은 처음에는 초각줄기가 주두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모

양(상향형)으로 시작되다가 종래에는 재주두를 기점으로 그 줄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하향형)으로 변하였다. 필

자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과정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상향형이 하향형으로 변화는 과정 중에는 방

향성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초각의 연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기간은 경종의릉과 인조장릉의 정자각

이 지어지던 시기로 화반초각에서도 연꽃이 사라지기 직전의 과도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첨차초각의 방향성

이 변한 원인으로는 이익공의 내부에 두 단에 걸쳐 새겨지는 덩굴초각이 주두를 기점으로 상하 양방향으로의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는 초익공 내부에 하향형 초각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변화된 초익공의 덩굴초각은 나아가 첨차초각

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게 되었다. 

이 글은 2018년 투고한 「능원 정자각의 화반초각에 대하여」의 후속된 글로서 정자각에 있는 여러 부재 중 하나인 

첨차라는 부재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나머지 초각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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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자각은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여는 상징적인 장

소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

과 예술이 교섭되어온, 당대 장인들의 숨결이 전해져 내

려오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살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정자각을 지을 때는 왕실의 권위와 왕릉이라는 상징

성에 충족할 만한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정자각의 부재들은 초각을 하고 단청으로 마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우수한 장인들이 이전의 격

식에 준하는 대비를 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계

기가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각의 중요한 장식 요소인 초

각에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그 중 첨차초각에

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은 임란 이후에 지어진 정자각의 첨차초각이 

약 300년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의 고수(固守) 속에서 한편

으로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떠한 까닭으로 이러한 변화를 선택

하게 되었는지 정자각의 첨차초각을 비롯하여 그 과정 속

에 공존했던 관련된 초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이 무

엇이었는지 가늠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첨차와 정자각

1. 첨차의 분류

첨차는 공포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재로 기둥머리나 

소로 위에 얹어 상부 부재를 받치는 부재이다.1 첨차는 공

포의 형식이나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

류된다. 『한국건축사전』2에 의하면 첨차는 ㉠ 공포 형식

에 따라서 주심포계 공포에서는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히는 

도리방향 또는 보방향의 부재로, 다포계 공포에서는 주두 

또는 소로에 얹히는 도리방향의 부재를 의미하며, ㉡ 내

부 가구에서는 고주나 대공 등의 부재들과 결합하는 행공

부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그림 1).

또한 조선시대에 기록된 영건의궤4에 따르면 첨차는 

광의의 의미로 ‘공포에서 도리방향으로 사용된 부재의 총

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협의의 의미로는 ‘도리방향의 부재 

중에서 출목선상에 위치한 부재만을 가르키는 의미’로 사

용되었다5고 한다. 이렇듯 첨차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로 첨차가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주심첨차, 살미첨차, 행공(첨차), 출목첨차, 대공첨

차 등으로 세분6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문화재청, 2000,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 p.87.

2 장기인, 1991,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p.119의 ‘3285 첨차’, p.524의 ‘10970 고주행공’, ‘10971 대공행공’을 인용함.

3 <그림 1>은 장기인의 앞의 책에서 분류한 첨차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이다(A: 김동현, 1979, 「우리나라 목조건축에 보이는 소위 쌍S자문 조각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p.16의 그림을 인용, B·C: 필자 그림).

4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물이며, 여러 가지 의궤 중에서 영건의궤는 궁궐의 건축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김재웅,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목조건축 용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5 김도경, 1992, 「조선시대 영건의궤의 공포 용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8.

6 장기인, 앞의 책, p.120.

CA B

그림 1 첨차 설명도.3 A: 주심포계 공포, B: 다포계 공포, C: 내부 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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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차는 『창덕궁수리도감의궤』(1647년)7에서 부재 

이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화성성역의궤』(1801년)의 

「도설」에는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다. 「도설」에 그려진 부

재의 그림 중에는 첨차와 함께 행공도 포함되었는데 두 

부재는 외관상 확연히 구별되어 각각의 사용처가 따로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8

2. 산릉의궤의 첨차 용어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능원을 조성할 때 임시 관청인 

도감을 설치하였는데 도감에서는 공사 내용을 기록한 산릉

의궤를 편찬하였다. 왕릉의 공사 기록물은 산릉도감의궤

라 하며 원(園)이나 묘(墓)의 경우에는 원소도감의궤나 묘

소도감의궤라고 한다.10 이들 도감의궤의 여러 항목 중 정

자각의 건축 등을 담당하는 조성소(造成所)11 항목에는 당

시 사용되었던 부재의 용어12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첨

차라는 용어 대신 행공을 사용하였다. 행공이란 용어는 『선

조목릉천릉도감의궤』(1630년)13에서 처음 등장하며 『소현

세자묘소도감의궤』(1645년)에서부터는 소요되는 부재의 

수량까지 기록하여 건물의 규모나 공포 형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현전하는 정자각은 선조목릉을 제외하면 모

두 익공식 공포를 갖는데 아마도 산릉의궤에서는 익공집에 

사용되는 모든 첨차를 행공으로 인식한 것으로 짐작된다.14

3. 정자각의 현황

정자각은 왕릉이나 원소(園所)의 봉분 앞에 지어지

는 건축물로 정(丁)자 모양의 평면 형식을 갖는다. 정자각

은 의례를 위한 곳으로 사자(死者)에게 음식을 차리고 향

을 올리는 정전과 절을 하는 배위청으로 이루어진다(그림 

3).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그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을 

조성하고 정자각을 지을 때15 전범(典範)이 된 것은 고려

시대의 정자각이었다16고 한다. 정자각은 기본적으로 정

전 3칸, 배위청 2칸으로 5칸 평면 형식을 가지는데 시대에 

따라 8칸이나 6칸17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그림 4).

태조의 건원릉 이후 정자각의 규모와 양식은 이전

의 사례를 바탕으로 왕명으로 정해졌는데18 이에 따라 정

자각 조영을 맡은 조성소의 목수들도 규범에 익숙한 장인

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19 현재 남아 있는 정자각 중 대

7 김재웅, 앞의 논문, p.71.

8 이상명, 2016, 「산릉의궤를 통한 공포부재 용어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114.

9 정조(조선)명편, 1801, 『화성성역의궤』 1책(규14590-v.1), pp.157~158을 바탕으로 그림.

10 김동욱, 2007, 「『현륭원원소도감의궤』의 건축 기술사료적 가치」,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11~312.

11 문영식, 2010, 「조선후기 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장인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

12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인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1601년, 규14826)에서부터 등장한다.

13 선조목릉은 간포를 둔 다포의 공포 형식으로 대공에 사용된 첨차를 행공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 이상명, 앞의 책, p.116. 산릉의궤에서는 모든 첨차를 행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재들의 초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행공 대신 첨

차를 사용하여 세분하고자 한다.

15 최윤화, 2001, 「조선시대 능원 정자각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19.

16 문화재청, 2019,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pp.97~103.

17 김왕직, 2008, 「조선왕릉 8칸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240에서 임란 전 강릉의 정자각은 8칸이었으며 임란 후 

6칸(정전 3칸, 배위청 3칸)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희릉(1537년) 이후 강릉(1567년)의 정자각은 현재 6칸이다.

18 이상명, 2016,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4. 

19 장경희, 2013, 『의궤 속 조선의 장인 ①, ②』, 솔과학, ①권 p.125 ~ ②권 p.608에서 배금이, 김남, 김갑신, 유영만, 양점봉, 류춘신, 이인득, 이완손 등은 3회 이

상 조성소 목수 편수로서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정자각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화성성역의궤』 「圖說」 中에서.9 A: 첨차, B: 행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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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행공 용어를 사용한 의궤20

의궤명 발간 시기(년) 능호 분류기호21 공포 형식(정전) 첨차 용어 목수 편수

선조목릉천릉도감의궤 1630 목릉 규13515 다포식 行工, 三包沙乙味 배금이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1645 소경원 규13920 - 行工(8) 양남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1659 영릉 규15075 - 行工(18) 곽기종

효종영릉천릉산릉도감의궤 1673 영릉 K2-2321 출목이익공 行工(44) 김남, 김갑신

현종숭릉산릉도감의궤 1675 숭릉 규15076 출목이익공 行工(44) 김남, 김갑신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 1681 익릉 K2-2324 출목이익공 行工(44) 장성길, 김갑신

장렬왕후휘릉산릉도감의궤 1689 휘릉 K2-2326 출목이익공 行工(44) 김갑신, 장성길

정순왕후사릉봉릉도감의궤 1699 사릉 규14821 초익공 行工(5) 장사경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1699 장릉 규14830 초익공 行工(3) 신기현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1702 명릉 규14824 출목이익공 行工(44) 장사경

경종의릉산릉도감의궤 1725 의릉 K2-2329 출목이익공 行工(44) 유영만

장릉천릉시산릉도감의궤 1732 장릉 규14597 출목이익공 行工(27) 민세익

단경왕후온릉봉릉도감의궤 1739 온릉 규14831 초익공 行工(27) 민세익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1752 의령원 파2514 - 行工(6) 류춘신

숙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53 소령원 규14926 초익공 行工(7) 류춘신

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1755 순강원 파2424 초익공 行工(7) 이등거리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1757 홍릉 규13591 출목이익공 行工(27) 류춘신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 1762 영우원 규13607 - 行宮(6) 양점봉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1776 원릉 규13586 출목이익공 行工(27) 이귀남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786 효창원 규13925 - 行工(6) 유대문

현륭원원소도감의궤 1789 융릉 규13628 출목이익공 行工(27) 한천석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00 건릉 규13640 - 行工(27) 권성문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1821 건릉 규13663 출목이익공 行工(27) 이인득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1823 휘경원 규13935 - 行工(24) 이인득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 1830 연경묘 규13725 - 行工(27) 이인득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843 경릉 규13809 출목이익공 行工(24) 원중명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5 수릉 규13770 출목이익공 行工(24) 이완손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56 인릉 규13706 출목이익공 行工(24) 이완손

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 1863 휘경원 규13962 출목이익공 行工(24) 이완손

철종예릉산릉도감의궤 1864 예릉 규13851 출목이익공 行工(21) 이완손

20 <표 1>은 이상명, 앞의 책, pp.110~111의 표1, 2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는 현전하는 않는 정자각.

21 의궤는 규장각 자료(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규장각에 없는 자료 중에서 장서각과 파리국립박물관의 것도 참조하였다. 숫자 앞의 ‘K2’는 장서각, ‘파’는 파리국립

박물관을 뜻하며 숫자는 분류기호이다.

22 조선시대 이후에 지어진 정자각은 모두 6곳(영휘원(1911), 숭인원(1922), 영원(1970), 혜릉(1993), 태릉(1994), 永陵(1996))이다.

부분은 임란 이후 300여년에 걸쳐 지속해서 지어진 것으

로 조성소의 장인들은 매번 반복되는 정자각 건축에 따라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근

래에 지어진 곳들22을 제외한 40곳을 조선시대의 장인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4. 정자각에서 사용된 첨차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자각 40곳 중에서 37곳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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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주심첨차, 

출목첨차, 그리고 대공첨차로 나눌 수 있다.25 정전과 배

위청의 첨차는 대부분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이들 중에서 

정전의 첨차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Ⅲ. 정자각 첨차초각의 분류

1. 연구의 범위

첨차에 초각을 새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첨차 하단 마구리에 새기는 연화두식26 초각과 

첨차 표면에 새기는 덩굴문양27의 초각이다. 정자각에서

도 두 가지 경우의 초각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화

두식 초각은 1608년에 지어진 선조목릉의 대공첨차가 유

일하며 이를 제외한 첨차들은 모두 덩굴문양을 가진 초각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첨차초각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덩굴초각에 한정하였다.

2. 정자각 첨차초각의 분류

정자각에서 첨차의 덩굴초각은 첨차면의 중앙에서

부터 양단 소로까지의 방향성을 갖는데 덩굴줄기가 나온 

모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덩굴의 

첫 줄기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 주심첨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자는 주두를 시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재주두를 시점으로 해서 아래로 내

려가는 것이다. 이것을 각각 상향형 덩굴초각과 하향형 

덩굴초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표 3).28

23 최윤화, 앞의 논문, pp.31, 34.

24 문화재청, 2008, 『화성 융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 보고서』, p.258.

25 정자각에서는 정전과 배위청이 교차되는 부위에서 다른 부재의 절반과 합쳐진 첨차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주심첨차와 출목첨차에 해당되는 초각

을 가진다. 또한 헌종경릉 정자각 이후에 장화반의 양단에 첨차초각을 한 것은 주심첨차로 간주하였다(이상명, 2017, 「조선후기 이익공식 관영건축에서 화반의 

의장성 강화 -정자각과 산릉도감의궤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29권 2호, p.27).

26 연화두식(蓮花頭飾)은 김동현, 1979, 「우리나라 목조건축에 보이는 소위 쌍S자문 조각에 대하여」,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p.21과 김찬영, 1993, 「한

국 전통목조건축 공포의 첨차 유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등에서 사용한 용어로 ‘쌍S자곡선’이나 ‘능만형’(이우종, 2006, 「고려시

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2) 또는 ‘영기선’(강우방, 2012, 「한국 사원건축의 공포의 구성원리와 상징구조」, 『한국건축역사

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24)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7 ‘덩굴문양’은 문화재청, 2003, 『봉정사 극락전 수리 실측 보고서』, p.259; 이우종, 2006, 앞의 논문, p.56; 강우방, 2004, 『한국미술의 탄생』, 솔출판사, p.35 등

에서도 사용한 용어로서 ‘당초문’과 함께 첨차 표면의 초각을 가리킨다. 필자는 앞선 논문(2018, 「능원 정자각의 화반초각에 대하여」, 『문화재』 제51권 제4호, 국

립문화재연구소, p.27)에서 화반초각의 문양을 ‘덩굴영기’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영기’를 생략하고 ‘덩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8 필자는 앞의 논문, p.34에서 덩굴줄기가 화반 하부에서 시작되어 위로 향하는 경우를 ‘상승형’이라 하고 덩굴줄기가 화반 상부의 소로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하강

형’으로 명명한 바 있는데 이것과 첨차초각에서 언급되는 방향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림 3 정자각 평면도. (좌) 건원릉(5칸), (우) 휘릉(8칸)23

배위청(이익공)과 정전(출목이익공)

그림 4 정자각 종단면도(융릉)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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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능원 정자각의 조성 시기는 이상명, 2016, 「산릉의궤 정자각을 통해 본 조선후기 관영건축의 시공기술』,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4; 최정효, 

2012, 「조선후기 왕릉 정자각의 지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조선왕실 원묘 - 종합학술조

사보고서 Ⅰ, Ⅱ』를 참조하였다.

30 사릉과 온릉에서는 동자주에 첨차가 사용되었지만 그 수가 적어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31 건릉 정자각과 이후에 지어진 휘경원, 예릉, 건원릉, 휘릉 정자각의 대공에는 상하로 첨차를 배치하였는데 휘릉의 대공첨차를 제외하고는 두 첨차의 초각이 모두 같다.

32  수경원의 봉분은 1970년 고양시 서오릉으로 이장되었고 정자각은 옛 수경원 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

표 2 공포 형식에 따른 첨차의 사용(북한 제외) 

공포 형식(정/배) 사용되는 첨차 능호 능주 능원 조성 시기 정자각 조성 시기29 칸수

초익공 / 초익공

첨차 없음

영릉(英陵) 세종, 소헌왕후 1450년 1639년 5(3+2)

장릉(莊陵) 단종 1698년 1698년 5(3+2)

장릉(章陵) 인조부(원종), 인헌왕후 1627년 1870년 5(3+2)

대공첨차30

헌릉(獻陵) 태종, 원경왕후 1422년 1664년 5(3+2)

사릉(思陵) 단종비(정순왕후) 1698년 1698년 5(3+2)

선릉(宣陵) 성종, 정현왕후 1494년 1706년 5(3+2)

온릉(溫陵) 중종비(단경왕후) 1557년 1739년 5(3+2)

소령원(昭寧園) 숙종빈(영조모) 1718년 1753년 5(3+2)

순강원(順康園) 선조빈(원종모) 1613년 1755년 5(3+2)

이익공 / 초익공

주심첨차

대공첨차

정릉(貞陵) 태조비(신덕왕후) 1396년 1669년 5(3+2)

정릉(靖陵) 중종 1544년 1669년 5(3+2)

경릉(敬陵) 덕종(성종부), 소혜왕후 1457년 1670년 5(3+2)

이익공 / 이익공

순창원(順昌園) 순회세자(명종자), 공회빈윤씨 1560년 1670년~ 5(3+2)

공릉(恭陵) 예종비(장순왕후) 1462년 1677년 5(3+2)

효릉(孝陵) 인종, 인성왕후 1545년 1690년 6(3+3)

희릉(禧陵) 중종비(장경왕후) 1537년 1691년 6(3+3)

강릉(康陵) 명종, 인순왕후 1567년 1695년 6(3+3)

광릉(光陵) 세조, 정희왕후 1468년 1696년 6(3+3)

순릉(順陵) 성종비(공혜왕후) 1474년 1698년 5(3+2)

현릉(顯陵) 문종, 현덕왕후 1452년 1699년 5(3+2)

창릉(昌陵) 예종, 안순왕후 1469년 1756년 5(3+2)

출목이익공 / 이익공 출목첨차

주심첨차

대공첨차31

숭릉(崇陵) 현종, 명성왕후 1674년 1674년 8(5+3)

익릉(翼陵) 숙종비(인경왕후) 1681년 1681년 8(5+3)

명릉(明陵)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1701년 1701년~ 5(3+2)

영릉(寧陵) 효종, 인선왕후 1659년 1703년 6(3+3)

의릉(懿陵) 경종, 선의왕후 1724년 1724년 8(5+3)

장릉(長陵) 인조, 인렬왕후 1635년 1731년 5(3+2)

홍릉(弘陵) 영조비(정성왕후) 1757년 1757년 5(3+2)

원릉(元陵) 영조, 정순왕후 1776년 1776년 5(3+2)

융릉(隆陵) 장조(정조부), 헌경왕후 1789년 1789년 5(3+2)

건릉(健陵) 정조, 효의왕후 1800년 1821년 5(3+2)

경릉(景陵) 헌종, 효현왕후, 효정왕후 1843년 1843년 5(3+2)

수릉(綏陵) 문조(헌종부), 신정왕후 1830년 1855년 5(3+2)

인릉(仁陵) 순조, 순원왕후 1834년 1856년 5(3+2)

휘경원(徽慶園) 유비박씨(순조모) 1822년 1863년 5(3+2)

예릉(睿陵) 철종, 철인왕후 1864년 1864년 5(3+2)

건원릉(健元陵) 태조 1408년 1870년 5(3+2)

휘릉(徽陵) 인조비(장렬왕후) 1689년 1897년 8(5+3)

수경원(綏慶園)32 영조빈(장조모) 1899년 1899년 5(3+2)

다포식 목릉(穆陵)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1630년 1608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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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향형 덩굴초각

상향형 덩굴초각은 첨차면 중앙 하부에서 시작된 덩

굴의 첫 줄기가 위로 향하는 초각이다. 정자각에서 상향형 

덩굴초각은 1664년 태종헌릉 정자각을 시작으로 1706년 

성종선릉까지 지속되었다. 1669~1670년과 1691~1699년

의 두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상향형 초각이 사용되었다.

정자각에서 상향형 덩굴초각을 새긴 첨차가 만들어

지던 시기는 <표 5>의 ‘연꽃 있는 이중교차형’ 화반이 제

작되던 시기와 일치하는 기간이다. 아직은 화반에 씨방

이 남아 있던 시기로 씨방과 함께 상향형 덩굴초각은 전

통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표 3 상향형과 하향형 덩굴초각

상향형 덩굴초각 하향형 덩굴초각

주심

첨차
인종효릉 (1690년) 예종창릉 (1756년)

33 화반초각의 그림을 삽입한 것은 첨차초각과 시기적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34 장경희, 2007,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왕릉 정자각과 석의물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족학』 제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p.127에서 현종숭릉

은 1659년에 지어진 효종영릉의 목재와 석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의궤의 기사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첨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표 4 상향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33

1
헌릉

(獻陵)
1664 없음 없음 없음

2
정릉

(貞陵)
1669 없음 하향형

3
정릉

(靖陵)
1669 없음 하향형

4
경릉

(敬陵)
1670 없음 하향형

5
숭릉

(崇陵)

1674
(1659)34

6
공릉

(恭陵)
1677 없음 없음

7
익릉

(翼陵)
1681

8
효릉

(孝陵)
1690 없음

9
영릉

(寧陵)
1703

10
선릉

(宣陵)
1706 없음 없음 없음

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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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1670년에 만들어진 주심첨차의 초각이 예외적으로 

하향형이다. 현전하는 정자각 중에서는 1669년 이전에 

지어진 이익공집이 없어 그 이전의 상향형 덩굴초각을 가

진 주심첨차를 볼 수 없지만, 궁궐이나 서울 문묘에서는 

이익공의 건물들이 다수 남아 있어 이 시기에 상향형 덩

굴초각을 가진 주심첨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또

한 덩굴초각에서 보이는 순들 중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순

을 겹순35으로 새겼다는 점도 시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1690년 인종효릉의 정자각에서는 주두에서 나온 줄

기가 처음부터 둘로 나뉘는 형태로 차이를 보인다.

2) 하향형 덩굴초각

하향형 덩굴초각은 첨차면의 중앙 상부에서 시작된 

덩굴의 첫줄기가 아래로 향하는 초각이다. 1669년 태조

비정릉의 정자각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조선 말까지 

크게 네 차례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져왔다. 하향

형 덩굴초각은 그 외관에 따라서 각각 정릉형, 강릉형, 창

릉형, 건릉형으로 나눌 수 있다.38

(1) 정릉형 (1669~1670년)

정릉형 덩굴초각은 1669년에 중건된 태조비정릉,39 

중종정릉의 정자각과 이듬해에 중건된 덕종경릉의 정자

각에서 잠시 사용되었다. 이 하향형 덩굴초각은 주심첨

차에만 사용되었고 대공첨차에서는 아직 상향형을 유지

하고 있다. 하향형 덩굴초각은 이미 선조목릉(1608년)이

나 세종영릉(1639년) 정자각의 익공에서도 사용한 것으

로(사진 1) 정자각의 초각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

만 첨차초각에 처음 시도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순창원의 주심첨차에서도 같은 정릉형의 

덩굴초각을 하였지만 대공첨차는 다른 정릉형과 차이를  

보인다(표 7).40

35 <표 4>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겹순이다. 일반적으로 순은 한 겹으로 새겨지는데 이 시기에 지어진 관용 건축에서는 두 겹의 순을 가진 초각이 등장하였

다. 겹순은 ‘순이 겹쳐 있다’라는 뜻으로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1621년 문묘의 존경각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정자각의 상향형 덩굴초각이 진행되는 동안 겹순이 

사용되었다. 창덕궁의 청의정이나 폄우사에도 겹순이 있으며 첨차초각은 상향형이다.

36 전종우, 앞의 논문, p.35.

37 <표 6>의 건립 연대는 『서울 문묘 실측조사 보고서 (상)』(문화재청, 2006, p.168)과 『창덕궁 해설문』(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7, pp.45, 56)을 참조하였다.

38 분류된 이름은 가장 먼저 만들어졌거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능호로 하였다.

39 태조비정릉은 송시열의 상소로 26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조선 최초의 왕비릉이다(윤두수, 1989, 「신덕왕후에 관한 연구」, 『석당논총』 제15집, p.323).

4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Ⅰ』, p.45에 따르면 순창원은 1670년 수개(修改)된 이후 1694년과 1727년에도 수개하였다고 한다. 

경릉과 지척의 거리에 있는 순창원 정자각은 ‘정릉형’ 정자각의 배위청이 초익공 공포인 것과는 다르게 이익공 공포를 하고 있어 능보다 오히려 원의 격을 높였는데 이

것으로 보아 순창원 정자각의 현재 모습은 1694년 이후의 모습으로 짐작된다. 또한 순창원 정자각의 화반은 경릉 정자각의 화반과 거의 같지만 겹순을 새기지 않았다.

표 5 정자각의 화반초각 분류36

초각 유형 화반 외관

상승형

(덩굴줄기가 씨방이나 

창방에서 시작됨)

연꽃이 

있음

교차형

세종영릉 (1639년)

이중교차형

현종숭릉 (1674년)

연꽃이 

없음

교차형

예종창릉 (1756년)

이중교차형

정조건릉 (1822년)

하강형

(덩굴줄기가 소로에서 시작됨)

경종의릉 (1724년)

표 6 궁궐과 문묘의 17세기 첨차초각37

존경각(~1621년) 존덕정(1644년) 향관청(1653년) 영화당(1692년)

주심

첨차

겹순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대공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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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형 (1691~1699년)

강릉형 덩굴초각은 1691~1699년까지 지속된 첨차

초각이다. 희릉 정자각의 주심첨차에서 사용된 덩굴초각

의 형태는 이후 현릉까지 지속되었다. 강릉 정자각에서

는 대공첨차에 처음으로 하향형 덩굴초각이 등장하는데 

이는 희릉 정자각의 주심첨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41 희릉 정자각의 대공첨차에서는 겹순이 덩굴줄기와 상관없이 초각되어 있는데 이는 보수과정 시 발생된 변형으로 보인다.

표 7 정릉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

1
정릉

(貞陵)
1669 상향형 없음

2
정릉

(靖陵)
1669 상향형 없음

3
경릉

(敬陵)
1670 상향형 없음

4
순창원

(順昌園)
(1670~) 없음

A B

사진 1   익공의 하향형 덩굴초각(필자 촬영). A: 선조목릉(1608년) 동자주익공, 

B: 세종영릉(1639년) 평주익공

표 8 강릉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

1
희릉

(禧陵)
1691 없음

2
강릉

(康陵)
1695 없음

3
광릉

(光陵)
1696 없음

4
순릉

(順陵)
1698 없음

5
사릉

(思陵)
1698 없음 없음

6
현릉

(顯陵)
1699 없음

41

동자주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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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후 정자각의 대공첨차 초각은 주심첨차나 출목첨

차의 초각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의 첨차

초각은 화반초각에 있어서 ‘연꽃 있는 교차형’(표 5)이 만

들어지던 시기와 일치하며 첨차초각의 겹순은 희릉 정자

각에서만 사용되었다.

(3) 창릉형 (1753~1789년)

창릉형 덩굴초각은 1753년 영조모소령원의 정자각

부터 1789년 장조융릉의 정자각까지 지속되었다. 첨차면 

중앙 상부에서 내려오는 덩굴 첫 줄기가 양옆으로 갈라지

는 소령원의 대공첨차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창덕궁 주

합루(1776년)와 수원 팔달문42(1796년)의 첨차초각도 창릉

형 덩굴초각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의 화반

초각은 ‘연꽃 없는 교차형’(표 5)과 시기적으로 연관된다. 

1701년 창건된 숙종명릉 정자각43의 첨차초각은 ‘창릉형’ 

덩굴초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화반은 ‘연꽃 있는 이중교

차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1897년 인조비휘릉 정자각의 첨

차초각도 창릉형 덩굴초각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44

42 경기도, 1998,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pp.446~453.

43 숙종명릉의 정자각은 창건 이후 1720년 이설되었으며 1761년과 1870년에 수개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Ⅵ』, 

pp.40~43).

44 휘릉 정자각의 주심첨차나 출목첨차에서 보이는 순을 생략하는 방식은 건원릉 정자각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표 9 창릉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

1
소령원

(昭寧園)
1753 없음 없음 없음

2
순강원

(順康園)
1755 없음 없음 없음

3
창릉

(昌陵)
1756 없음

4
홍릉

(弘陵)
1757

5
원릉

(元陵)
1776

6
융릉

(隆陵)
1789

팔달문 1796 -

7
명릉

(明陵)
(1701~)

8
휘릉

(徽陵)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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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릉형 (1821~1899년)

건릉형 덩굴초각은 1821년 정조건릉의 정자각에서

부터 1899년 장조모수경원의 정자각까지 지속되었다. 초

각은 첨차면 중앙 상부에서 하향한 덩굴의 첫 줄기가 아래

로 감기거나 또는 위로 감겨서 돌아가는 모양을 갖는다. 

건릉 정자각에서 보이는 덩굴초각은 휘경원의 비각이나 

1843년 중건된 창덕궁 통명전에서도 볼 수 있으며 1843

년 경릉 정자각의 주심첨차에서는 약간 변형되어 1864년 

예릉의 정자각까지 이어진다.45 화반초각에서는 ‘연꽃 없

는 이중교차형’이 제작되던 시기이다(표 5).

45 <표 10>에서 건릉형 첨차초각을 모양에 따라 각각 A와 B로 나누어 비교하였다(A’는 A의 확장형).

46 문화재청, 2001, 『창경궁 통명전 실측조사 보고서』, pp.335~340의 도면을 참고하여 그림.

47 신응수, 2005, 『경복궁 근정전』, 현암사, pp.184~186의 도면에서 내진고주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48 건원릉과 수경원 정자각의 주심첨차는 창릉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줄기를 꼬는 방식으로 순을 생략하는 특징을 갖는다. 화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순을 생

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고종과 순종의 홍유릉 침전까지 이어졌다.

표 10 건릉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

1
건릉

(健陵)
1821

통명전46 1843 - -

2
경릉

(景陵)
1843

3
수릉

(綏陵)
1855

4
인릉

(仁陵)
1856

5
휘경원

(徽慶園)
1863

6
예릉

(睿陵)
1864

근정전47 1867 - -

7
건원릉

(健元陵)
1870

8
수경원

(綏慶園)
1899 없음

A A A

A

A A

B B A’

B B A’

B B B

A’ A’ B

B B A’

A’

48

48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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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하는 조선시대의 정자각에서 하향형 덩굴초각

을 가진 첨차는 1669년 태조비정릉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후 1899년 수경원까지 이어져왔다. 첨차초각에

서 하향형 덩굴초각은 상향형 덩굴초각과의 공존기를 거

치면서 대표적인 초각 수법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하향

형 첨차초각은 외관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

는데 같은 범주에 속한 각각의 첨차초각은 기본형의 모습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화반초각에서도 마

찬가지로 같은 분류를 적용할 수 있었다. 정자각에서 하

향형 덩굴초각이 자리 잡는 모습은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또 다른 전통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연결형 덩굴초각

연결형 덩굴초각은 덩굴의 첫 줄기가 첨차와 교차하

는 부재인 익공이나 대공의 초각과 모서리에서 연결되는 

경우로 경종의릉(1724년)과 인조장릉(1731년)의 정자각

에서 사용되었다. 덩굴초각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아마

도 공포 전체 문양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외관에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종의릉의 정자

각에서 보인 연결형49은 초각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인조

장릉에도 이어졌다. 이렇게 초각문양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서 정자각을 

조영하던 장인들의 체계 변화50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연결형 첨차초각을 제작하는 시

기가 지나면 첨차초각들은 모두 하향형 덩굴초각으로 바

뀌어 더 이상 상향형 초각첨차를 만들지 않게 되었다. 이

러한 변화는 화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던 현상51인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화반초각에 연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중종비온릉(1739년) 정자각의 첨차는 동자주

에 결구되어 초각이 서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인조장릉

의 대공첨차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므로 연결형에 포함시

켰다.52

표 11 하향형 첨차초각과 화반초각 비교

TYPE(기본형) 첨차초각 화반초각

정릉형

(정릉)

강릉형

(강릉)

창릉형

(창릉)

건릉형

A
형

(
건
릉
)

B
형

(
경
릉
)

49 1670년 중건된 나주향교 대성전의 출목첨차는 비록 단청으로 남아 있지만 덩굴문양이 보방향의 제공과 연결된다(나주시, 2008, 『나주향교 대성전 수리 보고

서』, p.18). 

50 전종우, 앞선 논문, p.36에서 경종의릉이나 인조장릉의 정자각이 세워지던 시기를 전후하여 장인들이 관청에 예속되던 관계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았다.

51 전종우, 앞선 논문, pp.34~35에서 경종의릉과 인조장릉의 화반초각은 하강형(소로형) 덩굴초각으로 직전 시기의 ‘연꽃이 있는 상승형(씨방형) 화반초각’과 대비된다.

52 인조장릉(1731년)과 중종비온릉(1739년)의 정자각 목수 편수는 민세익으로 같으며(표 1) 같은 시기에 지어진 창의문(1741년)에서도 연결형 덩굴초각을 가진 

첨차를 볼 수 있다.

A B

사진 2 연결형 덩굴초각(필자 촬영). A: 의릉의 대공첨차, B: 장릉의 출목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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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차초각의 방향성 변화와 요인

1. 상향형 덩굴초각의 발생

첨차의 덩굴초각은 주두53에서부터 양단의 소로로 

이어지는 경로(徑路)에 새겨지는 것으로 위로 향하는 방

향성은 덩굴문양의 장식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스럽게 진

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덩굴초각의 초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봉정사 대웅전의 구부재에서는 주두 측면에서 

시작한 간단한 새김이 소로 아래까지 이어졌다. 또한 봉

정사 화엄강당에서는 봉정사 대웅전과는 대조적으로 굵

게 투각된 덩굴초각의 줄기가 밖으로 향하여 순까지 표현

되었는데 출목에 위치하여 주두가 아닌 소로로 받고 있는 

화엄강당의 첨차는 소로에서 시작되는 상향형의 덩굴문

양 단청으로 마감하였다.

아산의 맹씨행단55에서도 상향형 덩굴초각을 가진 

익공이 주두 아래에 배치되었으며, 또한 임란 직후에 지

어진 동묘의 동무에서도 주두 아래에 배치된 첨차에서 상

향형 덩굴초각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첨차가 본래의 자

리를 벗어나 소로 없이 장여를 받는 부재로 바뀌었지만 

덩굴초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두가 덩굴초각이 시작되는 근원이라면 익공이나 

첨차는 주두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초각의 줄기가 하향

형 덩굴문양이 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상향형 덩굴문

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익공이나 첨차가 초각의 방향성

을 하나의 속성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임란 이후 중건된 정자각에서 상향형 덩굴초

각을 새긴 첨차는 1706년까지 지속되었다.

표 12 연결형 첨차초각

능호 연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화반

1
의릉

(懿陵)
1724

2
장릉

(長陵)
1731

3
온릉

(溫陵)
1739 없음 없음 없음

동자주첨차

하향형

A B

사진 4 상향형 덩굴초각 2. A: 아산 맹씨행단, B: 서울 동묘 동무56

53 주두에서 덩굴줄기가 시작되는 것은 주두를 생명의 근원지인 연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꽃형 주두는 고구려 고분벽화나 조선시

대의 사찰건축에서 그림이나 실물로 등장한다.

54 A: 안동시, 2004,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 보고서』, p.47, B: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한국의 고건축』 제12호, p.97.

55 맹씨행단은 고려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화재청, 2012, 『아산 맹씨행단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p.94).

56 A: 필자 촬영, B: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동묘의 건축』, p.116.

A B

사진 3 상향형 덩굴초각 1. A: 봉정사 대웅전, B: 봉정사 화엄강당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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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형 덩굴초각의 등장

하향형 덩굴초각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알 수 없지

만 정수사 법당이나 전주객사 정청의 제공에서 상향형과 

하향형의 중간 단계인 양방향의 덩굴초각을 가진 과도기

적인 첨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수사 법당은 전면의 퇴

칸 공포와 평주 공포가 시간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건물로

서 여러 차례의 중창57이 있었다. 1524년에 중창(수)된 후

면의 헛첨차에서 내부 보아지 초각은 상향형인데 반하여 

1585년58에 중창된 전면 퇴칸의 1제공 보아지 초각은 주

두를 기점으로 줄기가 상하로 나뉘게 되어 1제공의 초각

은 하향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전주객사 정청에서도 이

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정청에서는 헛첨차

의 외부가 상향형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은 초각의 방향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격적인 하향형 초각은 서울 동묘 정전60이나 서울 

문묘 존경각의 익공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존경각의 익공

초각은 전주객사 정청과 다르게 내외 모두 하향형으로 덩

굴줄기는 주두에서 초익공으로 내려와 상하로 나뉘며 이 

중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이익공의 초각과 연결된다. 그

러나 존경각의 주심첨차는 아직 상향형의 덩굴초각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경각의 익공과 첨차의 초각에서 

보이는 체계는 한동안 정자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

진다.61 이렇게 상향형으로 유지되던 정자각의 첨차초각

의 방향은 1669년 태조비정릉의 주심첨차에서 하향형으

로 바뀌기 시작하여62 조선 말까지 지속되었다.

3. 방향성의 변화 요인

초각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써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수사 법당

의 전면 툇간의 공포나 전주객사 정청의 평주 공포에서 

보여주는 내부의 보아지 초각이 과도기적인 변화의 결과

라면 정수사 법당의 후면 공포 내부의 보아지 초각은 변

화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정수사 법당 후면의 평주 공포에서는 

내부 보아지 부분을 하나로 연결된 덩굴문양으로 장식하

였다(그림 5A). 그런데 이 초각의 덩굴줄기는 주두를 지

나는 지점에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

러한 경향은 거조암 영산전이나 봉정사 화엄강당의 공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두를 경계로 초각이 분리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아지의 전체 이미지는 단절되어 

장식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그림 6).

CA B

그림 5   과도기의 덩굴초각.59 A: 정수사 법당 후면, B: 정수사 법당 전면 퇴칸, C: 

전주객사 정청(~1607년)

57 강화군, 2004, 『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수리 보고서』, 문화재청, pp.73~80에서 정수사 법당은 모두 8차례의 중창이 있었다고 하였다.

58 강화군, 앞의 책 p.325에서 정수사 법당의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측정 결과 1524년 중창 시의 것으로 전·후면의 살미와 1585년 중창 시의 것으로 퇴칸의 초익

공이 있음을 추정하였다.

59 A, B: 문화재연구소, 1995, 『국보·보물 축소 도면집 Ⅲ』, pp.17~19, C: 문화재청, 2004, 『전주객사 수리·정밀실측 보고서』, p.331.

60 1602년에 지어진 동묘에서 정전의 익공은 하향형 초각을 보이지만 동무에서는 상향형 초각을 가진 익공이 있어 어느 것이 먼저 제작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61 서울 문묘 존경각 이전에 지어진 이익공의 정자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존경각을 앞선 형태로 본 것이다.

62 1616년 중건된 명정전의 부재 초각은 대부분 상향형이지만 고주에 결구된 첨차의 초각은 하향형으로 되어 있다. 자료의 부재로 필자는 이 첨차가 중건 당시의 

것인지 1870년 보수공사 시 추가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두다운, 2010, 「창경궁 명정전 건축구조 및 의장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62~66, 168).

사진 5 서울 문묘 존경각의 덩굴초각(필자 촬영). A: 익공, B: 주심첨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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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절은 초제공(이나 헛첨차) 위에 2제공이 

올라가서 내부 보아지가 하나의 덩굴초각을 형성할 때 만

들어지는 것으로 초각의 덩굴줄기를 가늘게 새기는 경우

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덩굴초각의 줄기를 가늘게 한 도

갑사 해탈문이나 종묘 영녕전의 공포 내부에서는 덩굴초

각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단절은 없지만 대신 초각이 전달

하려는 이미지는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초각의 

끊김이나 이미지 약화현상은 이익공 공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초각이 주두 위에서 시작되어 전체 문양이 하나로 

연결되는 주심포 공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64

무위사 극락전이나 고산사 대웅전의 주상포에서는 

공포가 주두 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각은 덩굴줄기

가 아무리 굵더라도 단절은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로 연결

된 초각은 일체감을 주어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

서 주심포 공포의 보아지 초각처럼 일정한 굵기66를 유지

하려면 이익공의 내부 보아지 초각의 단절은 피할 수 없

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익공의 외부와 내부의 초각이 균형을 유지하

면서 보아지 초각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했

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의 한 방법으로 주두에서 상하 양

방향으로 갈라지는 덩굴줄기가 생겨나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정수사 법당의 퇴칸이

나 전주객사 정청의 공포와 같은 새로운 초각의 모습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로 서울 문묘의 존경각에서 볼 수 있

는 이익공 초각이 생기게 된 것으로 추론하게 된 것이다. 

결국 존경각에는 하향형 덩굴초각을 가진 초익공이 만들

어졌으며 이것은 점차 다른 부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

어 마침내 정자각에 상향형 덩굴초각을 가진 첨차가 등장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첨차는 오랜 세월 동안 권위적인 건축을 상징하는 

부재로서 왕실의 제례 건축인 정자각을 비롯한 관영 건축

이나 종교 건축 등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이익공 공포

를 갖는 정자각에서는 첨차나 익공 같은 부재에 덩굴초각

A B

그림 6 단절된 보아지 초각. A: 거조암 영산전, B: 봉정사 화엄강당63

63 A: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국보·보물 축소 도면집 Ⅰ』, p.71, B: 문화재청, 2010, 『봉정사 화엄강당·고금당 정밀실측 보고서 (下)』, p.139.

64 여기서 ‘이익공 공포’는 이익공 이상의 공포에도 해당되는 것이며 ‘주심포 공포’는 주두 위에서 포작이 형성되는 주심포에 국한된 것이다.

65 A: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국보·보물 축소 도면집 Ⅱ』, p.34, B: 문화재청, 2013, 『종묘 영녕전 정밀실측조사 설계용역 보고서』, p.279를 바탕으로 

덩굴줄기를 그림.

66 여기서 덩굴초각의 굵기는 외부에 있는 제공살미의 쇠서와 비슷한 크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봉정사 화엄강당에서는 초제공의 덩굴줄기는 외부 초각과 

내부 초각의 굵기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67 A: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3, 『국보·보물 축소 도면집 Ⅱ』, p.11, B: 문화재청, 2010, 『홍성 고산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 p.226.

A B

그림 7 덩굴줄기의 스케일 1. A: 도갑사 해탈문, B: 종묘 영녕전65

A B

그림 8 덩굴줄기의 스케일 2. A: 무위사 극락전, B: 고산사 대웅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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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익공과는 달리 첨차에 새겨지는 초

각은 대부분 한 부재 내에서 독립적인 모양으로 그 상징

성을 표현하였다. 

첨차초각은 주두를 시작점으로 하여 양단의 소로

까지 문양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줄기가 

위로 향하는 상향형 덩굴초각이 되었다. 이 같은 상향형 

덩굴초각은 현전하는 정자각의 초기 건물에서 사용되다

가 나중에는 덩굴초각의 방향이 바뀌어 초각의 줄기가 

아래로 향하는 하향형 덩굴초각이 등장하였다. 하향형 

덩굴초각은 처음에는 주심첨차에서만 보이다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모든 첨차로 확대되었다(표 13). 

이 과정에서 첨차의 초각과 교차되는 부재와 초각

을 잇는 연결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법이 잠시 등장

하였다. 연결형 덩굴초각은 이전의 방식들과는 이질적

인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정자각을 조영하던 장인들 사

이에서 발생한 체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

다. 이 기간은 정자각의 화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

생한 시기로 화반초각에서 연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

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정자각의 첨차초각에서 발생한 초각의 방향성 변

화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성은 장구

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어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단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합당한 원인이 있어

야 했을 것이다.

필자는 초각의 방향이 변한 원인으로 ‘이익공’이라

는 공포 형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것은 보아지가 된 익공 내부의 초각이 이전의 주심포 

공포와는 다르게 외관상 문양의 단절 현상이 있었고 이

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두를 중심으로 줄기를 상하로 나

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익공 내부에 하향형의 덩굴

초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익공 

내부의 하향형 덩굴초각은 나중에는 익공 외부로 확대

되었고 나아가 익공과 동일선상에 있던 주심첨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첨차로 전이된 하향형 

덩굴초각은 결국 대공첨차에까지 도달하여 마침내 모든 

첨차초각의 방향이 하향형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으로 추

론하였다.

표 13 정자각 첨차초각의 분류 정리표

능호 조성 시기 (년)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1 헌릉 (獻陵) 1664 상 X X

2 정릉(貞陵) 1669 상 X 하

3 정릉(靖陵) 1669 상 X 하

4 경릉(敬陵) 1670 상 X 하

5 순창원(順昌園) (1670~) ? X 하

6 숭릉(崇陵) 1674 상 상 상

7 공릉(恭陵) 1677 X X 상

8 익릉(翼陵) 1681 상 상 상

9 효릉(孝陵) 1690 상 X 상

10 희릉(禧陵) 1691 하 X 하

11 강릉(康陵) 1695 상 X 하

12 광릉(光陵) 1696 상 X 하

13 순릉(順陵) 1698 상 X 하

14 사릉(思陵) 1698 하 X X

15 현릉(顯陵) 1699 하 X 하

16 명릉(明陵) (1701~) 하 하 하

17 영릉(寧陵) 1703 X 상 상

18 선릉(宣陵) 1706 상 X X

19 의릉(懿陵) 1724 연 연 하

20 장릉(長陵) 1731 연 연 연

21 온릉(溫陵) 1739 하 X X

22 소령원(昭寧園) 1753 하 X X

23 순강원(順康園) 1755 하 X X

24 창릉(昌陵) 1756 하 X 하

25 홍릉(弘陵) 1757 하 하 하

26 원릉(元陵) 1776 하 하 하

27 융릉(隆陵) 1789 하 하 하

28 건릉(健陵) 1821 하 하 하

29 경릉(景陵) 1843 하 하 하

30 수릉(綏陵) 1855 하 하 하

31 인릉(仁陵) 1856 하 하 하

32 휘경원(徽慶園) 1863 하 하 하

33 예릉(睿陵) 1864 하 하 하

34 건원릉(健元陵) 1870 하 하 하

35 휘릉(徽陵) 1897 하 하 하

36 수경원(綏慶園) 1899 X 하 하

* 상: 상향형, 하: 하향형, 연: 연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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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목조건축에서 정자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수백 년간 지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정자각의 첨차

초각을 살펴본 결과 이곳이야말로 그 변화의 흔적들이 고

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68 <표 14>에 있는 사진은 정전을 중심으로 배열하였다(필자 촬영).

표 14 정자각의 첨차초각 외관68

능호 능주
능 조성 
시기(년)

정자각 조성 
시기(년)

공포 형식
(정전 / 배위청)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1
목릉

(穆陵)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1608 1608 다포 / 다포

2
헌릉

(獻陵)
태종, 원경왕후 1422 1664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3
정릉

(貞陵)

신덕왕후

(태조비)
1396 1669 이익공 / 초익공 없음

4
정릉

(靖陵)
중종 1544 1669 이익공 / 초익공 없음

5
경릉

(敬陵)

덕종(성종부), 

소혜왕후
1457 1670 이익공 / 초익공 없음

6
순창원

(順昌園)

순회세자

(명종자), 

공회빈 윤씨

1560 (1670~) 이익공 / 이익공 없음

7
숭릉

(崇陵)
현종, 명성왕후 1674 1674 출목이익공 / 이익공

8
공릉

(恭陵)

장순왕후

(예종비)
1462 1677 이익공 / 이익공 없음 없음

9
익릉

(翼陵)

인경왕후

(숙종비)
1681 1681 출목이익공 / 이익공

10
효릉

(孝陵)

인종, 

인성왕후
1545 1690 이익공 / 이익공 없음

11
희릉

(禧陵)

장경왕후

(중종비)
1537 1691 이익공 / 이익공 없음

12
강릉

(康陵)

명종, 

인순왕후
1567 1695 이익공 / 이익공 없음

13
광릉

(光陵)

세조, 

정희왕후
1468 1696 이익공 / 이익공 없음

14
순릉

(順陵)

공혜왕후

(성종비)
1474 1698 이익공 / 이익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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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능주
능 조성 
시기(년)

정자각 조성 
시기(년)

공포 형식
(정전 / 배위청)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15
사릉

(思陵)

정순왕후

(단종비)
1698 1698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16
현릉

(顯陵)
문종, 현덕왕후 1452 1669 이익공 / 이익공 없음

17
명릉

(明陵)

숙종, 

인현왕후, 

인원왕후

1701 (1701~) 출목이익공 / 이익공

18
영릉

(寧陵)

효종, 

인선왕후
1659 1703 출목이익공 / 이익공

19
선릉

(宣陵)

성종, 

정현왕후
1494 1706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20
의릉

(懿陵)

경종, 

선의왕후
1724 1724 출목이익공 / 이익공

21
장릉

(長陵)

인조,

 인렬왕후
1635 1731 출목이익공 / 이익공

22
온릉

(溫陵)

단경왕후

(중종비)
1557 1739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23
소령원

(昭寧園)

숙빈최씨

(영조모)
1718 1753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24
순강원

(順康園)

인빈김씨

(원종모)
1613 1755 초익공 / 초익공 없음 없음

25
창릉

(昌陵)

예종, 

안순왕후
1469 1756 이익공 / 이익공 없음

26
홍릉

(弘陵)

정성왕후

(영조비)
1757 1757 출목이익공 / 이익공

27
원릉

(元陵)

영조, 

정순왕후
1776 1776 출목이익공 / 이익공

28
융릉

(隆陵)

장조, 

헌경왕후
1789 1789 출목이익공 / 이익공

29
건릉

(健陵)

정조, 

효의왕후
1821 1821 출목이익공 / 이익공

30
경릉

(景陵)

헌종, 

효현왕후, 

효정왕후

1843 1843 출목이익공 / 이익공

31
수릉

(綏陵)

문조, 

신정왕후
1830 1855 출목이익공 / 이익공

동자주첨차

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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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능주
능 조성 
시기(년)

정자각 조성 
시기(년)

공포 형식
(정전 / 배위청)

대공첨차 출목첨차 주심첨차

32
인릉

(仁陵)

순조, 

순원왕후
1834 1856 출목이익공 / 이익공

33
휘경원

(徽慶園)

유비박씨

(순조모)
1822 1863 출목이익공 / 이익공

34
예릉

(睿陵)

철종, 

철인왕후
1864 1864 출목이익공 / 이익공

35
건원릉

(健元陵)
태조 1408 1870 출목이익공 / 이익공

36
휘릉

(徽陵)

인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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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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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이씨

(장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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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gak has been regarded as originating from the paintings decorating building elements. Various curved shape 

drawings that were first seen in the paintings of  Goguryeo tomb murals evolved into the vine patterned Dancheong 

of  Geuklakjeon in Bongjeongsa. Cheomcha of  Geuklakjeon was chiseled with Yeonhwadusik relievo at the bottom 

on top of  Dancheong,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Cheomcha-Chogak. Also, Cheomcha, which was carved with a 

preliminary vine patterned Chogak in Daeungjeon in Bongjeongsa, opened the era of  engraving Chogak directly on 

the surface of  structural elements. Since then, vine patterned Chogak was a significant decoration technique for the 

Cheomcha of  traditional wooden construction for a long time. 

Because Jeongjagak is a structure that was continuously built between the en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ransition of  Cheomcha-Chogak over time can be seen through Jeongjagak 

architecture. The early Cheomcha-Chogak presents stems that climb up (Upbound-type) towards the headpiece on 

a column, while stems of  Chogak later reversed direction to descend (Downbound-type) from the headpiece. This 

study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and reasons for the change, with a focus on the findings above, and identified 

a new type of  Chogak that is unrelated to the direction type and was adopt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Upbound-

type to Downbound-type. The new type appeared when the Jeongjagaks for the Royal Tomb of  Kyeongjo and those 

of  the Injo were built, and it matches with the transitional period wherein lotus vanishes from Hwaban-Chogak. 

The study also inferred that the direction change of  Cheomcha-Chogak stems wa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vine 

patterned Chogak, carved with a two-stepped inner Ikgon, into both upward and downward from the headpiece, 

and this led to the changes that manifested as the inside of  Choikgong being the Downbound-type Chogak and the 

variegated vine patterned Chogak of  Choikgong affecting the direction of  Cheomcha-Chogak.

This is the follow-up study of  “A Study on the Hwaban-Chogak of  the Neungwon-Jeongjagak,” a paper 

published in 2018, and is limited in n that Cheomcha, the focus of  the research, is just one of  the construction 

elements of  Jeongjagak. The entirety ofChogak cannot be understood only by observing Cheom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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