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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삽( )은유교예법에따른상장례(喪葬禮) 도구로나무로틀을만들고그위에백포(白布)나두꺼운종이를붙여

그림을 그린 후, 자루를 달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禮記』에 따르면 삽은 주대(周代)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

록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朝鮮王朝實錄』이나『國朝五禮儀』, 『四禮便覽』에나타난삽의용례와크게차이가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회격·회곽묘에서 발견되는 삽의 발굴 사례 및 문헌 기록을 통

해그용례와제작방식, 시기에따른유물의특징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삽은신분에따라사용하는개수와그리는문양이다른데, 사대부가에서는주로‘亞’형의불삽 1쌍과구름문양

을그린화삽 1쌍을사용하 다. 삽의크기는너비가 2자[尺], 높이 2자[尺] 4치[寸]로 만들었는데초주지나, 저주지

로두번싸고, 세번째는연창지로쌌다. 그리고나서백저포, 마포, 무명, 공단등으로덮었다. 그양면에보불을그

리고구름변아(邊兒)에 운기를그리는데대개주사또는진사를사용하 다. 사대부가회격·회곽묘에서출토되는

삽은 광중에 부장된 것으로, 삽자루와 분리된 형태이다. 즉, 출토되는 삽은 발인행렬시 삽을 매달았던 5자 길이의

삽자루는태워없애고, 관의좌우에세워넣은것이다. 

출토 유물의 검토를 통해서도 제작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각(角)의 개수에 따라 각이 3개 달린

것과2개달린것으로대별된다. 먼저각이3개달린것(유형Ⅰ) 중에는나무통판을사용하거나대나무를납작하게

갈라, 바구니처럼엮은것도있다. 각이 3개인삽은비교적조선전기에집중되어있으며, 전체적인형태에비해그

제작방식이다양한편으로생각된다. 반면각이 2개달린삽의경우에는비교적정형화된제작방식이보인다. 직사

각형이나역사다리꼴로몸통부분을만든후, 2개의각이달린삽의윗부분을연결한형태이다. 다만상단면을곡선

(유형Ⅱ) 또는직선(유형Ⅲ)으로처리하는것이다르다. 이러한제작방식은각이 3개달린것에비해간단하며, 제

작기법상의차이는크지않다. 특히상단면을직선으로처리하는방식은오늘날까지도사용되고있다. 

분석에사용된 30건중묘주의몰년, 즉삽의제작연대가명확한것만선택하여분석한결과, 유형Ⅰ은 16세기

전반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어유형Ⅱ는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후반, 유형Ⅲ은 17세기전반부터 18세

기전반까지고르게분포하고있다. 요컨대삽의형태는유형Ⅰ에서유형Ⅱ로, 다시유형Ⅱ에서유형Ⅲ으로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는 변화의 시기로 유형 Ⅱ·Ⅲ이 혼재되어 있다.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

으나유형Ⅱ·Ⅲ은각이 2개인측면에서그형태가유사하다고볼때주목할만한전환기는 16세기중반이라고볼

수있다. 아마도유형Ⅰ은유형Ⅱ·Ⅲ에비해제작과정상공이더많이들어갈것으로생각되며, 후대로내려올수

록경제성의원리에따라삽의형태및제작방법도간소해진것으로보인다. 상장례의간소화경향은『宣祖實錄』에

예장(禮葬)이몇차례중지되는사건들을통해임진왜란이후에가속화된변화로볼수있다. 삽의경우이미 16세기

후반부터간소화되고있었으며, 심지어 18세기에는삽을따로제작하지않고구의(柩衣) 및관(棺)에직접그리는현

상까지 초래하 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단순화 되는 과정에도『禮記』의 삽 사용 규정은 지켜지고 있어, 그 의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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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합리적으로간소화되었음을알수있다. 

주제어 : 출토삽, 회격·회각묘, 보불문, 상장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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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은 유교 예법에 따른 상장례(喪葬禮) 도구로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백포(白布)나 두꺼운 종이

를 붙여 그림을 그린 후, 자루를 달아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인 시에는 상여의 좌우에서 들고 가며, 장지

(葬地)에 이르러 하관할 때에는 자루를 떼고 관과 함께

광중에넣는다. 따라서현전하는삽유물은고고학적발

굴을 통해 확인된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목곽과 목관

사이나회곽과목관사이에서발견된다. 이처럼삽이썩

지않고남아있을수있는것은조선시대사대부가무덤

이『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한 회격·회곽묘이기때문이다. 돌 대신석회를사

용하는무덤양식이태종~성종연간에걸쳐국가정책적

인차원에서권장되었다는1) 점에서주목할만하다.

『예기(禮記)』2)에 따르면 삽은 주대(周代)부터 사용

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조선왕

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나타난삽의용례와크게차이

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 귀족묘에서도 삽이 출

토될 가능성은 있으나, 석곽묘(石槨墓)의 구조상 온전

하게 남아있을 확률은 낮다. 게다가 대부분의 고려 귀

족묘군은개경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고, 당시에는화

장(火葬)이 유행하 기 때문에 삽의 전래 및 기원을 밝

히는데에는연구상의한계점을갖고있다. 이에 본고

에서는현존하는조선시대사대부가의회격·회곽묘에

서발견되는삽의발굴사례및문헌기록을통해그용

례와 제작방식, 시기에 따른 유물의 특징에 대해 고찰

하고자한다. 

회격묘는 고려 말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충주 단월동의 회곽묘 2기3)와 화성 송라리 1호분4)

의 고려묘에서 석회(石灰)를 사용하 다. 이후『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 6년(1406)5)에 이르러

사치스런 장례문화를 규제하기 위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종전의석곽묘를금하고회격묘(灰隔墓)를사용하

게한다. 이로써조선시대회격묘의전개가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태종 18년(1418)에는 종친 이하의 장

례에석곽묘가금지되고6), 세조 9년(1463)에는석곽을

I. 머리말

Ⅱ. 회격·회곽묘발굴과삽출토

<그림 1> 고종 국장행렬에 사용된 6부의 삽(1919)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1990).

『 원한 만남-韓國의 喪葬禮』. p.112.)

1 본고의 각주 5, 6, 8, 9 참고.
2 『禮記』. 檀弓上第三. “有虞氏之綏 夏后氏之綢練 殷之崇牙 周之璧 ”.
3 길경택·황정하,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吉俓澤·李善喆,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
4 尹世英·金右臨, 1995, 「華城 松羅里 墳墓群 發掘調査 報告」,『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

교중앙박물관. 
5 『太宗實錄』卷12 6年(1406) 閏7月 28日 乙酉條. “대신의 예장에 석실 쓰는 것을 허용하 으나…(중략)…《文公家禮》에 의거하여 회격만을 쓰고 석실은 쓰지

말자 하여 이를 따랐다(乞依《文公家禮》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6 『太宗實錄』卷35 18年(1418) 1月 11日 壬戌條. “종친 이하의 예장에는 석실을 없애고 회격을 쓰도록 하 다(宗親以下禮葬 除石室用灰隔).”



사용하는 자에대한제재를 강화하 다7). 그러나여전

히 사대부가에서는 석실이나 석곽묘를 선호하여 세

종·문종·세조·성종 연간에는 부의품(賻儀品)으로 석

회를지급하기도하 으며8), 세조의광릉(光陵)은유명

(遺命)에따라회격묘로조성되었다9). 이상의사실들을

통해서 조선전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회

격묘의사용이권장되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국조

오례의』10)가 완성된 1474년 이후에는 대부·사서인에

이르기까지 석실·석곽을 대체한 새로운 장제(葬制)로

서회격묘가정착되었다. 

『국조오례의』의 기록에는 조선전기의 회격묘의 축

조방법과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과

정은다음과같다. 먼저좁고깊게판묘광안에 2~3치

[寸]의 숯가루를 바닥에 깔고 다시 그 위에 삼물(三

物)11)을 깐 회곽의 한가운데에 목관을 놓는다. 이어 숯

과 삼물을 사방에 두르는데 얇은 판으로 막아 숯은 바

깥쪽으로, 삼물은 안쪽에 있게 한다. 삼물의 두께는 밑

과사방을같게하며, 곽의평면까지채워넣는다. 이러

한 조성 방식은『주자가례』의「작회격조(作灰隔條)」의

주(注)12)에 나오는 숯가루와 사회(沙灰)를 혈(穴)의 밑

바닥과 사방(四旁)을 서로 접하여 평평하게 쌓은 다음

석곽(石槨)을 안치하는방식으로, 『국조오례의』식과는

엄격히 다른 것이다. 아직까지 석회로 만든 석실 안에

석곽을넣은발굴사례는없었다. 

실제 발굴 사례에 있어서도 조선전기의 것은 경북

주 김흠조(金欽祖)의 합장묘 1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국조오례의』의 조성방식에서 숯가루를 뺀 것으로,

묘광안에관곽을안치하고삼물을관곽과묘광사이에

돌린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분묘에서는 조선전기

의조성법과차이가난다. 후기에는먼저광을파고삼

물로 회곽을 먼저 만든 다음 회곽의 내부에 목관을 안

치하는것이다. 그리고목관의천판(天板) 위에횡대(橫

帶)를 얹고, 천회(天灰)를 덮는다. 이 같은 조성방법은

『주자가례』의 방법과 유사하나 다만 석곽(石槨) 대신

목관(木棺)을 안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상의 용어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석곽대신 목관을 안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고, 실제『주자가례』식과 같은 발굴 사례

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김우림(金右臨)13)은 조

선전기『국조오례의』와같은형식을회격묘(灰隔墓)로,

후기 것은『주자가례』식에 의거한 회곽묘(灰槨墓)로

구분하고있다(그림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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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世祖實錄』卷30 9年(1463) 3月 9日 戊戌條. “석곽·수도를 썼다 하니 추국하여 바로잡고(하략)…(用石槨隧道 推鞫以啓)”.
8 『朝鮮王朝實錄』에는 부의품으로 석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세종 연간에 17건, 문종 연간에 4건, 세조 연간에 12건, 성종 연간에 28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후 연산군 연간에는 6건, 중종 연간에 9건, 선조 연간에 6건, 광해군 연간에 3건, 인조 연간에 5건, 헌종 연간에 2건, 숙종 연간에 2건이 있다. 조선 중기 이
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석회는 築城의 부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장례에 쓰는 석회는 부족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9 『睿宗實錄』卷2 卽位年(1463) 9月 22日 戊寅條. “대왕 대왕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석실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 으니…(중
략)…태비께서도 유교를 어길 수 없다 하 다(然而大行大王嘗敎, 石室有名無實 不可施用…(중략)…今者太妃亦曰 不可違敎)”.

10『國朝五禮儀』卷8 凶禮 士大夫庶人喪 治葬條.
11『世宗實錄』卷113 28年(1446) 7月 19日 乙酉條. “三物은 석회·세사·황토를 3:1:1로 섞어 누릅나무 껍질의 끓인 물로 타게 한다(三物內石灰三分 黃土細沙

各一分 和以楡皮煎水).”
金右臨, 2007, 「서울·경기 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99. “한약상에게 질문한 결과 누릅나무 껍질 삶은 물
은 점성이 강하여 삼물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12『朱子家禮』作灰隔條.
13 金右臨, 2007, 앞의 논문. pp.157~158.
14 이규훈·안보연, 2007, 「조선시대 사대부가 무덤과 제주고씨 선산분묘 조사」, 『考古織物Ⅰ-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복식연구』. p.45.

三物

숯

나무틀

1단계 : 묘광 바닥에 숯을 깔고
나무틀을 대고 三物(地灰)을 붓는다.

목곽
목관

三物

숯

2단계 : 그 위에 목곽과
목관을 놓는다.

목곽
목관

三物

숯

나무틀

3단계 : 나무틀을 대어 안쪽에 三物을
돌려 붓고, 바깥쪽에 숯을 채운다.

三物

숯

목곽
목관

4단계 : 三物이 굳으면 나무틀을
빼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목곽천판까지 쌓아 올린다.

三物

숯

목곽
목관

나무틀

天灰

5단계 : 천판 위로다시나무틀을대고
三物(天灰)을 채운다.

숯

목곽
목관

三物

天灰

6단계 : 회격의 외곽에 숯을 채우면
회격묘가 완성된다.

<그림 2> 『國朝五禮儀』식 회격묘의 조성방식



이상 전술한 조선시대 사대부층의 묘제에 대한 문

헌고찰과발굴사례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우선조선

초기에는 석곽묘나 석실묘를 사용하 으나 세조의 뜻

에 따라 그의 왕릉은 회격묘로 축조하는 등 국가의 적

극적인 장려책15)을 통해서 회격묘는 점차 사대부층의

묘제로정착되어간다. 17세기에는임진왜란이후물자

부족 등의 이유16)로 회곽묘가 보이기 시작하여 회격묘

와 회곽묘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회

곽의 조성방식은 거의 대부분 사례에서『주자가례』식

의회곽묘만확인되었다. 

한편조선시대회격·회곽묘발굴조사과정에서발

견된 삽은 현재까지 30건에 달한다(표 1)17). 대부분의

출토 삽은 광중의 목곽과 목관 사이나 회곽과 목관 사

이에서발견된다. 그러나목관의바깥쪽에위치하고있

기때문에회격·회곽묘의파묘과정중에삽틀이부러

지거나종이가찢어진것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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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고의 각주 9 참고.
16 본고의 각주 8, 46 참고. 
17 <표 1>에 수록된 묘주명과 생몰년은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 으며, 출처는 본고의 부록에 밝혀두었다. 또한 묘주의 몰년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정리

하고자 하 으나, 출토 연대가 추정이거나 불명인 것도 있다.

<그림 4> 변수(1447~1524)묘
외관과 내관 사이의 삽 출토 모습

(출처: 국립민속박물관(2000). 『원주변씨 출토유물 기증전-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p.69.)

<그림 5> 파평윤씨(?~1566)묘 삽 수습 장면
(출처 : 고려대학교박물관(2002).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Ⅰ. p.33.)

<그림 6> 광주 양산동 무연고(추정 16C) 
회곽 측벽에 붙어있는 삽

(출처 : 엔가드 부설 문화재연구소(2006).
『광주 양산동 회곽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pp.15~16.)

나무틀

三物

1단계 : 묘광 바닥에 숯을 깔고
나무틀을 대고 三物(地灰)을 붓는다.

나무틀

三物

2단계 : 나무틀을 대어 안쪽에
三物을 돌려 붓는다.

나무틀

三物

3단계 : 회벽이 천천히 굳고, 회벽
안쪽에 목관이 안치될 공간이 생긴다.

목관
三物

횡대

4단계 : 목관을 안치한 후, 
회벽 상단면에 횡대를 걸친다.

목관
三物

天灰
횡대

5단계 : 다시 나무틀을 대어, 
횡대 위쪽으로 天灰를 부어 회곽묘를 완성된다.

<그림 3> 『朱子家禮』식 회곽묘의 조성방식



중국의 고전『예기』의“삽( )은 관을 꾸미는 것으

로(棺飾也), 그 모양은 부채와 같으며(其形如扇), 관의

양쪽에 둔다(置棺之兩方者也)”라는 기록에서, 삽은 관

을 치장하는 도구로서 부채와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천자는 8부의 삽을, 제후는 6부의 삽을, 대

부는 4부의삽을사용한다고하여지위또는신분에따

라 삽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20). 『순자(荀子)』21)에도

“(죽은사람들은) 모두 삽을 두는데(皆有 ), 그 문장

에는 등급이 있다(文章之等)”라 하여 개수뿐만 아니라

삽에 그리는 무늬까지도 각각 달랐음을 말해 준다. 즉,

삽의 개수는 지위·계급에 따라 8·6·4·2부씩 두는

48 Yi, Seung Hae Mun Hwa Jae

1 인천 석남동(추정 15~16C 초) 인천 석남동 - - - 4 49 42/25

2 강릉김씨(추정 16C 초) 대전 이사동 - - - 片 - -

3 변수(1447~1524) 경기 양평 - - - - - -

4 정온(1481~1538) 경기 파주 - 1 1 - 34 54/23.5

5 청양 안심리(추정몰년 1468~1547) 충남 청양 2 2 2 - - -

6 일선문씨(추정몰년 1565 이전) 경북 안동 - 2 2 - 36 36/30

7 파평윤씨(?~1566) 경기 파주 - - - 4 49.5 40.5

8 이응태(1556~1586) 경북 안동 - 2 2 - 36 36/30

9 평산신씨(추정 16C) 경북 문경 - - - 片 - -

10 광주 양산동(추정 16C) 광주 양산동 - - - 2 - -

11 연안김씨(추정 16C 후반) 경기 양평 - - - 片 37 -

12 배천조(1532~?) 경기 이천 - 2 2 - 34~35 30/15

13 진주강씨(?~17C 초반) 충남 금산 - 2 2 - 35~36 35.5/14.5

14 이응해(1547~1626) 강원 원주 - 1 - - - -

15 고여우(추정 1530~1630) 충남 천안 - - - 4 42.8 47.5/27

16 신경유(1581~1633) 경기 광주 - - - 4 - -

17 진주하씨(1680~1645) 경북 달성 - - - 1 - -

18 고경행(추정 1590~1650) 충남 천안 - - 1 - 35 37/20

19 한산이씨(추정 17C 중반) 경기 파주 - - - 1 37 33

20 최원립(1618~1690) 전남 암 - - - 4 34 32/22.5

21 최숙(1636~1698) 경기 화성 - 2 2 - - -

22 호평 3지구 12호분(추정 17C) 경기 남양주 - - - 1 - -

23 의원군 이혁(1661~1722) 경기 하남 - 2 2 - 31 32.5

24 안동권씨(1664~1722) 경기 하남 - 2 2 - 37 31.5

25 창군 이직(1677~1746) 서울 상암동 - 1 - - 34 32

26 옥천조씨(미상) 전남 승주 - 2 - 2 32.5 34~36

27 호평 3지구 2호분(시기불명) 경기 남양주 - - - 1 - -

28 구포리 2-24호분(시기불명) 경기 화성 - - - 4 - -

29 무연고18) 미상 - - 2 - 38.5 43.5/20

30 무연고19) 미상 - - - 片 36 51.5/23

<표 1> 삽의 출토 현황

No 묘주명(생몰년) 출토지 보삽 불삽 화삽
분류
불가

크기(cm)

높이 너비(상/하)

18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9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20『禮記』禮器. 第十. “禮有以多爲貴者…(중략)…天子崩 七月而葬 五重 八 諸侯五月而葬 三重 六 大夫三月而葬 再重 四 此以多爲貴也”

喪大記. 第二十二. “飾棺 君龍 三池 振容 荒 火三列 三列 素錦 加僞荒 紐六 齊 五采 五貝 二 二 二 皆戴圭 魚躍拂池 君 戴六 披
六 大夫 二池 不振客 荒 火三列 三列 素錦 紐二 玄紐二 齊三采 三貝 二 二 皆戴綏 魚躍拂池 大夫戴前 後玄 披亦如之 士布 布荒 一
池 揄絞 紐二 緇紐二 齊三采 一貝 二 皆戴綏 士戴前 後緇 二披 用 ”.

21『荀子』第十九. 禮論. “皆有 文章之等 以敬飾之”.

Ⅲ. 출토삽의용례



것으로, 삽의종류에는문양에따라용삽(龍 )22), 보삽

( ), 불삽( ), 화삽(畵 )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7~10).

전술한 바와 같이 8부의 삽은 천자(天子)만이 사용

할수있는데23), 우리나라에현존하는실물은없고『명

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星皇后國葬都監儀軌)』의「발인

반차도」에서 용삽(龍 )을 포함한 8부의 삽 그림을 볼

수 있다(그림 13). 이것은 고종의 대한제국 성립과정24)

(1897년 10월)과직접적인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생

각된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국장(1897년 11월)25)은 황

제와황후의예를따라유례없이큰규모로진행되었고

수행인원만 해도 4,800여명, 등롱군(燈籠軍)만 해도

2,700명정도에이를정도 다. 정조국장에 1,400명의

수행인원과 2,330명의 담배군(擔陪軍)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과거 어떤 왕의 국장보다도 큰 규모 다고 할

수있다(그림 11). 

보문은 도끼문양으로, 황제가 입는 12장복(章服)에

서 황제의 결단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해석된

다. 보삽( )은 천자를 포함하여 제후(諸侯)나 왕[君]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 중에서 보삽의

사용은『세종실록(世宗實錄)』의「오례(五禮)」(그림 7),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의「반차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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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明星皇后國葬都監儀軌』卷之四 開國五百四年乙未十月日別工作儀軌 造作秩. “龍 扇八部所入(釵丁十六介 小圓環兩排具十六介以上 染 各房所用)”.
23 8부의 삽 중 천자에게만 허용되는 용의 문장(文章)은, 복식에 있어서도 천자의 곤룡포에만 쓸 수 있었다. 『禮記』禮器. 第十. “禮有以紋爲貴者 天子龍袞 諸侯

大夫 士玄衣繡裳”이라 하여 천자는 용문이 수놓아진 곤룡포를, 제후는 보문을, 대부는 불문을, 사는 현의에 수를 놓은 의례용 치마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24 고종이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룬 것은 고종이 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황후 역시 왕후에서 명성황후로 추존
하여 명예 회복을 시킨 뒤 다. 또한 고종은 발톱이 5개인 오조룡(五爪龍) 보(補)가 달린 곤룡포를 착용하기도 하 는데, 역대 조선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가
사여한 사조룡(四爪龍) 보가 달린 곤룡포를 착용했었다.

25 황후의 국장은 경운궁으로 환어한 지 9개월 뒤인 1897년에 치러졌다. 서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장례는 10월 15일, 발인은 11월 21일, 하관은 11월 2일
이었다. 의궤는 국장이 끝난 11월 22일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1898년 5월 20일에 완료되었다. 의궤 또한 황후인 까닭에 4, 5건이 아닌 7건을 만들었다. 

천자(天子) ○ ○ ○ ○ 각 1쌍씩 총 8부 16부

제후(諸侯)·왕[君] × ○ ○ ○ 각 1쌍씩 총 6부 12부

대부(大夫) × × ○ ○ 각 1쌍씩 총 4부 -

사(士) × × × ○ 각 1쌍씩 총 2부 -

<표 2> 지위·신분에 따른 삽의 문양과 개수

지위·신분
삽의 문양 그림

삽의 개수
실제 제작하는 삽의 개수

(실차, 예차)용삽 보삽 불삽 화삽

<그림 7> 『世宗實錄』
「五禮」 (1454)

<그림 8> 『正祖國葬都監儀軌』
(1800)

<그림 9> 『四禮便覽』
(1844)

<그림 10> 『明成皇后國葬都監
儀軌』 (1898) 



림 11), 그리고『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의 1896년경복

궁에 모셨던 명성황후의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을 경

운궁으로 옮기는「빈전 이봉26) 경운궁시 반차도」(그림

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성황후 국장 시 8부의 삽을

사용한것과대조적으로, 경운궁으로빈전을옮기는의

례에는 6부의 삽을 사용하 는데, 이것은 대한제국 선

포 이전의 왕후의 예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

지로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1919년 고종의 국장(그

림 1)에서도 6부의삽을사용하고있다. 

『세종실록』과『정조국장도감의궤』에 나타난 보삽

(그림 7, 8)을 비교해 보면, 조선초기에는 대칭구도의

도끼문양이었으나 조선 후·말기에 이르러 단독형의

도끼문양으로 단순·정형화되고 있다. 출토 보삽으로

충남 청양 안심리 무연고(추정몰년 1468~1547)에서 1

건이확인되었는데(그림 14), 목관의머리쪽부터보삽,

불삽, 화삽의순서로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3쌍의삽

이 확인된 유일한 발굴사례이다. 그 모양은 단독형의

도끼문양이었다. 따라서도끼문양의변화는적어도 16

세기전반이전일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이분묘는묘

주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피장자의 정확한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출토 삽의 수가 국장(國葬)

에 해당되는 3쌍인 것으로 미루어 피장자의 신분이 상

당히 높았거나27), 신분에 따른 삽의 사용 규정을 따르

지않은경우로해석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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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正祖國葬都監儀軌』발인 시 6부의 (1800)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2005). 

『국역 정조국장도감의궤 2』. p.233.)

<그림 13>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발인 시 8부의 (1897)
(출처 : 한 우(2001).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p.245.)

<그림 12>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
빈전 이봉 시 6부의 (1896)

(출처 : 한 우(2001).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p.107.)

26 1896년 명성왕후 빈전 이봉 행사는 왕후의 예에 따라, 1897년 국장 행사는 황후의 예에 따라 치 고, 두 행사는『明星皇后國葬都監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27 실제 발굴 사례 중에서 왕실의 친족인 의원군 이혁(1661~1722), 창군 이직(1677~1746)의 경우에는 2쌍(4부)의 삽을 사용하 다. 본고의 <표 1> 참고. 

<그림 14> 청양 안심리무연고(추정몰년 1468~1547) 출토 보삽
(출처 : 공주대학교박물관(2006). 

『청양 안심리 복식ㆍ지류유물』. p.31.)



대부(大夫)가 사용할 수 있는 불삽( )은 흔히 아

삽(亞 )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주자가례』, 『국조오

례의』및 조선시대『의궤』등의 문헌에는 불삽( )으

로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에도

“아삽(亞 )은 불삽의 잘못 일컫는 말28)”이라고 적고

있다. 강희남29)은 불삽의 아형(亞形)이 중국 당조에 들

어온 경교(Nestorianism)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삽을 부장하는 풍속은 일찍이 주대, 한대에

도존재하 고, ‘亞’는‘고대의묘실(墓室)을위에서내

려다본모양’을본뜬상형 자30)라는점에서묘실, 즉

관(棺)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좋은

곳으로인도해달라는뜻을담고있다. 한편 화삽은주

로구름문양을그려넣기때문에운삽이라고도한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무덤에서는 불삽과 운삽 2쌍,

즉 4부삽이가장많이발굴이된다. 『사례편람』31)에는

대부(大夫)는 불삽과 운삽을 쓰는데, 사(士)는 다만 운

삽 1쌍만 사용한다고 하여 출토된 삽의 개수는 문헌기

록의규정을반 하고있다. 그러나발굴과정에서확인

된불삽과운삽의순서는일정치않다. 삽의 문양이허

용되는 등급에 따라 4부, 불삽은 관의 머리쪽 좌우에

두고, 화삽은 발쪽 좌우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외인경우도적지않다. 심지어부장용삽을따로제

작하지 않고 관을 덮는 구의(柩衣)에 불삽과 화삽을 시

문한 유물(그림 16), 관과 광중에 붉은 색으로 직접 그

려 넣은 것도 있다(그림 17, 18). 이러한 방식은『정조

실록(正祖實錄)』32)과『순조실록(純祖實錄)』33)에서도 보

인다(그림 15).

『세종실록』, 『주자가례』, 『국조오례의』에 그려진

화삽의 운기 문양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세종실록』의 구름 문양은 보불문과 마찬가지로‘양사

상배(兩巳相背)’구도34)(그림 7)인데, 아직까지구름두

점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화삽은 발굴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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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안동권씨(1664~1722)묘, 출토 구의 및 삽
(출처 : 경기도박물관(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47.) 

<그림 16> 조선후기 구의(柩衣) 336×68㎝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1990). 

『 원한 만남-韓國의 喪葬禮』. p.82.)

28 張三植, 1988, 『大漢韓辭典』. 集文堂. p.54. 본고에서는 문헌기록과 사전에 의거하여 불삽으로 쓰고 있음을 밝혀둔다. 
29 강희남, 1968, 「운아삽(雲亞 )이 가지는 意義-그리스도교 토착화 면에서의 小論」, 『大韓基督敎書會』제12권 7호. pp.144~146.
30 민중서림 편집국(편), 2004, 『漢韓大字典』제 2판. 民衆書林. p.138. 

亞의 字源 - 象形. 고대의 墓室을 위에서 본 뜸. 선조의 무덤을 만들어 제사지내는 다음 세대를 의미해서인지, ‘버금 가는 것’의 뜻을 나타냄.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硏究所, 2000, 『漢韓大辭典(1)』. 2쇄. 檀國大學校 出版部. p.740. 

31『四禮便覽』卷之五. 造大轝 條. “ 二 大夫所用以木爲匡方二尺(周尺)兩角高角廣二寸高四寸合高二尺四寸衣以白布或厚紙用紫色畵爲亞形其緣畵雲氣 畵 二
大夫士所用制同 但畵爲雲氣緣亦如之 以竹爲 長五尺俗刻木爲荷葉狀而緣漆設於 頭以承 ”
卷之五. 圖式. “大夫用 雲 各一雙 士只用雲 一雙”.

32『正祖實錄』卷28 13年(1789) 10月 7日 己未條. “집사되는 자가 세 겹으로 된 구의를 덮고 명정을 그 위에 씌웠으며, 보삽, 불삽, 화삽을 구의 좌우에 그렸
다(執事者以三重棺衣覆冒之 銘旌加於其上 于棺衣左右).”

33『純祖實錄』卷7 5年(1805) 2月 13日 丁卯條. “경신년에 이르러서는 대내에서 홍황단을 내린 것을 인하여 금물로 보불과 구름을 그려 구의에 꿰매어 썼다
(至庚申 則因內下紅黃緞 金 雲 縫於柩衣上入用矣).”

34『世宗實錄』卷17 4年(1442) 9月 6日 庚申條. “불삽이 둘. 그 제도가 보삽과 같이 불을 그리는데, 불의 모양은 양사상배(兩巳相背)가 되고, 변두리는 위와 같
다( 形兩巳相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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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번째, 『주자가례』에나타난구름의문양은, 소용

돌이 치고 있는 구름이 상승하고 있는 형태(그림 19)로

청양 안심리 무연고(추정몰년 1468~1547)나 배천조

(1532~?)·고경행(추정 1590~1650) 등에서 확인되었

다. 두 번째 구름 문양의 삽들은 주로 16~17세기 중반

에 집중되어 있고, 18세기 이후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국조오례의』에서나타나는 X자형구도(그

림 20)의 구름문양은 조선전기부터 18~19세기에 걸쳐

오늘날까지도이어지고있으며(그림 21)  출토삽중가

장많은구름모양이다.

삽은 단순히 관을 치장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의

례주소(儀禮註疎)』「사상편(士喪篇)」에는“삽자( 者)는

소이초량(所以招凉)”이라 하여‘시신을 서늘하게 하는

것’으로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과거의 장례는 적어도

3~7개월 동안 치상을 하 기 때문에, 가급적 온도를

낮추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삽은 상여(대여·견여)에

서광중으로관을옮길때삽을옆에서들어관을가리

는, ‘가리개’의용도로도사용되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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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경남 김해 이우섭선생 유림장(2007년)
(출처 : 중앙일보 2007년 8월 6일자 25면)

<그림 19> 『朱子家禮』 <그림 20> 『國朝五禮儀』

35『世祖實錄』卷10 3年(1457) 11月 18日 戊寅條. 發引儀. “충의위에서 갑으로 재실을 가린다(忠義衛以 障梓室)”
卷10 3年(1457) 11月 18日 戊寅條. 發引班次儀. “화삽, 불삽, 보삽 각 2부는 대여의 좌우에 나누어 선다충의위가 들어쥔다( 各二分立於大轝左右忠義衛擎執)”
『英祖實錄』卷21 5年(1729) 1月 26日 辛未條. “섭상례가 앞을 인도하며 삽을 받들고 그 삽으로 재실을 가렸다(攝相禮前導 捧 以 障梓室)”.

<그림 17> 충남 천안 출토 홍석모(1781~1850) 묘역 목관 및
광중에 그린 삽

(출처 : 金右臨(2007). 「서울·경기 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p.169.)

<그림 18> 서울 사당동 여흥민씨(1586~1656) 묘역 광중에
그린 삽

(출처 : 경기도박물관(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사당동 흥곡공파 일가』. p.11.)



1. 삽의 제작

국장도감에서는 국장의 관례에 따라 3개의 방(房)

을 두어 상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삽은일종의흉물로서, 삽을제작하는곳은3방(三房)이

었지만그렇다고반드시직접제작한것은아니었다36).

『정조국장도감의궤』의기록에는 국장에 사용되는 삽은

실차(實差)와 예차(預差)에 대비37)하여 원래의 쓰임보

다 2배수로 제작하지만(표 2), 「발인반차도」에서는 실

차에쓰이는 1건의삽만보인다. 

사대부의회격·회곽묘발굴에서확인되는출토삽

은 광중에 부장된 것으로, 삽자루와 분리된 형태이다.

즉, 출토되는 삽은 발인행렬시 삽을 매달았던 5자[尺]

길이의 삽자루는 태워 없애고, 관의 좌우에 세워 넣은

것이다. 한편 문헌에 나타난 상장례의 풍속에는‘행로

(발인행렬)에사용된삽을불태웠다38)’는내용이있는

데, 발굴조사를 통해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장에비해규모가작은사대부가의상장례이므로, 사

용되는삽은예차(預差) 없이 실차(實差)에 쓸 1건만제

작하 던것으로생각된다. 그리하여발인시에는삽자

루가 달려있는 삽을 들었고, 산릉에 이르러 광중에 넣

을때는삽자루를뗀나머지를부장하 을것이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는 삽의 제작과정에 대한 내

용도있다. 고례에따라, 그크기는너비가2자[尺], 높이

2자[尺] 4치[寸]로 만들었다. 초주지나, 저주지로 두 번

싸고, 세 번째는 연창지로 쌌다. 그리고 나서 백저포39),

마포, 무명, 공단40) 등으로덮었는데, 그양면에보불을

그리고 구름 변아(邊兒)에 운기를 그렸다. 그림은 대개

주사 또는 진사를 쓰고(그림 22~24), 니금(泥金)을 개

어 금칠을 하기도 하 다. 문헌에는 삽에 자수41)를 놓

기도하 다고하지만현전하는사대부가출토삽중에

는금칠이나수를놓은삽이확인된적없고, 대개는먹

선또는주사의흔적만확인된다.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제작과정을 유추할 수있다.

출토된 유물은 각(角)의 개수에 따라 각이 3개 달린 것

과 2개 달린 것으로 대별된다. 먼저 각이 3개 달린 것

중에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유물에는전남승주옥천

조씨(미상), 인천 석남동 무연고(추정 15~16C 초), 광

주 양산동 무연고(추정 16C), 충남 금산 진주강씨(추정

?~17C 초반) 묘 출토 삽이 있다. 이중 가장 간단한 제

작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전남 승주 옥천조씨 출토 삽

(표 3의Ⅰ-ⓒ)이며, 이것은나무통판으로위에는 3개

의각을만들고, 나무판의겉에천을두르고문양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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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기불명출토 삽, 온양민속박물관소장

<그림 23> 이응해
(1547~1626년)묘 출토 삽

<그림 24> 이직
(1677~1746년)묘 출토 삽

36『明星皇后國葬都監儀軌』卷之四 造作秩. “이번에 본방에서 거행하지 못했다(今番則本房不爲擧行)”.
3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국역 정조국장도감의궤 3』. 민속원. pp.98~99.
38 위의 책. p.99. “무덤 속에 넣지 않는 물건은 행로에서 쓰는 물건과 함께 산릉에 도착해서 불태웠다(不用件 與行路件到 山陵燒火).”그러나『 廟都監都廳

儀軌』, 『明聖王后國恤儀軌』, 『仁宣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文孝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正祖國葬都監儀軌』, 『明星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등의 소화질(燒火
秩)에서 삽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39 위의 책. pp.98~99.
40『高宗實錄』卷27 27年(1890) 5月 3日 辛未條. “광중의 삽선은 공단으로 대내에서 지어 주라고 명하다(壙中 扇 命以貢緞 自內製下)”.
4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앞의 책.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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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넣었다. 광주 양산동무연고출토삽도매우특이한

데, 나무 통판 대신 대나무를 납작하게 갈라, 바구니처

럼엮었다(표 3의Ⅰ-ⓓ). 마찬가지로위에는 3개의각

이있다. 인천석남동무연고출토삽과충남금산진주

강씨묘 출토 삽은 나무 통판 대신 나무살대를 엮은 방

식(표 3의 Ⅰ-ⓐ 또는 ⓑ)이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

사하게 보이지만, 살대를 엮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인천석남동무연고출토삽의경우에는이음부분에결

구를내어끼워맞추는동시에나무못을사용하여단단

하게 고정하 다(그림 25). 반면 진주강씨 출토 삽은

암단추와 같이 삽 틀의 한쪽 끝을 벌린 후, 다른 삽 틀

을끼우고나무못대신초본류로단단하게묶었다(그림

26). 이상각이 3개인삽은비교적조선전중기에집중

되어있으며, 전체적인형태가유사한것에비해그제

작방식이다양한편으로생각된다.

반면 각이 2개 달린 삽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형화

된 제작방식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파주

파평윤씨(?~1566) 묘 출토 삽(표 3의 Ⅱ-ⓐ)과 경북

달성 진주하씨(1680~1645) 묘 출토 삽(표 3의 Ⅲ-ⓐ)

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직사각형이나 역사다리꼴로

삽의 몸통부분을 만든 후, 2개의 각이 달린 삽의 윗부

분을 연결한 형태이다. 다만 상단면을 곡선 또는 직선

으로처리하는것이다르다. 이러한제작방식은각이 3

개 달린것에비해간단하며, 제작기법상의차이는크

지 않다. 특히 상단면을 직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오

늘날까지도사용되고있다(그림 21). 

2. 유형 분류

『세종실록』, 『주자가례』, 『국조오례의』에 보이는

조선 전기 삽은 3개의 각이 나있는 것이, 『정조국장도

감의궤』의「발인반차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

의 삽은 2개의 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내용과 출토 유물의 제작과정을 토대로 현재까지 출토

된 삽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며

다음의 <표 3>과같다.  

먼저유형Ⅰ은『주자가례』나『국조오례의』에서보

던 3개의 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인천

석남동 무연고(추정 15~16C 초)·경기 양평 변수

(1447~1524)·충남 청양 안심리무연고(추정몰년

1468~1547)·전남 승주 옥천조씨(미상)·광주 양산동

무연고(추정 16C)·경북안동일선문씨(추정몰년 1565

년 이전)42)·충남 천안 고여우(추정 1560~1630)와 고

경행(추정 1590~1650)의묘에서출토된삽이있다. 그

리고비록삽틀밖에출토되지않았지만, 경기도양평

연안김씨(추정 16C 말)의 것도 여기에 속할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실제 충남 청양 안심리 무연고에서 출토

된 삽은 초본류를 사용하 는데 삽틀은 훼손되고 다만

삽 한지만 수습되었다. 삽 한지의 형태는 유형 Ⅰ이며

삽에그려진그림의내용은보삽, 불삽, 화삽으로, 문헌

과일치하고있다. 

유형 Ⅱ는 삽의 상단 면이 의 모양인 것이다. 이

와 같은 형태는 경기 파주 파평윤씨(?~1566)·경북 안

동 이응태(1556~1586)와 일선문씨(추정몰년 1565년

이전)·강원원주이응해(1549~1626)·전남 암최원

립(1618~1690)·경기도 남양주 호평 3지구 12호분(시

기불명)에서 출토된 삽이 있다. 또한 대전 보문산에서

출토된강릉김씨(추정 16C 초)의삽은틀만남아있었는

데 직선형의 대나무 틀과 함께 형의 틀이 있어 유형

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출토 삽들은 모두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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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선문씨의 분묘에서는 모두 2쌍의 삽이 출토되었는데, 그 형태가 각기 다르다. 유형Ⅰ, 유형Ⅲ이 각각 1쌍 출토되었다.

<그림 25> 인천 석남동
무연고(추정 15~16C 초) 
출토 삽틀 연결 방식

(출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p.155.)

<그림 26> 진주강씨(?~17C
초반)묘 출토 삽틀 연결 방식
(출처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考古織物Ⅰ-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복식연구』. p.59.)



면이 오목하게 둥 려져 있으나 삽 틀을 엮는 방식과

재료에서조금씩차이가난다. 가는대[竹]를엮어만들

어진것도있고, 막대틀을못으로연결한것도있다.

마지막으로유형Ⅲ은양끝에 2개의각이난것으

로 유형 Ⅱ과 비슷하나 곡선형태가 아니다. 경북 달성

진주하씨(1680~1645)·경기도 화성 최숙 43)(1636

~1698)·경북문경평산신씨(추정 16C 말)·경기도파

주 비무장지대 한산이씨(추정 17C 중반)와 무연고로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 3지구 2호분·화성 구포리 2-24

호분(시기불명)에서 출토된 삽이 것들이 유형 Ⅲ에 속

한다. 이상실제회격·회곽묘에서출토된삽을유형별

로정리하 다(표 3).  

3. 시기별 변천과 의미

앞의 <표 3>를 통해 유형 Ⅰ이 유형 Ⅱ·Ⅲ에 비해

서시기적으로 16세기중반이전에집중되어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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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南楊州 好評·坪內 宅地開發地區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Ⅰ)-朝鮮時代 墳墓群-』. 畿甸文化財硏究院·韓國土地公社. 화
성 구포리 1-1호분은 수성최씨 최숙(崔 )의 분묘이다. 

<표 3> 삽의 유형분류 및 출토 사례

유

형

Ⅰ

유

형

Ⅱ

유

형

Ⅲ

Ⅰ-ⓐ Ⅰ-ⓑ Ⅰ-ⓒ Ⅰ-ⓓ

인천 석남동 무연고(추정15~16C
초) 출토 삽

변수(1447~1524)·정온(1481
~1538)ㆍ청양 안심리 무연고(추정
몰년 1468~1547)ㆍ연안김씨(16C
후반)ㆍ진주강씨(?~17C 초반)ㆍ고
여우(추정 1530~1630)ㆍ고경행(추
정 1590~1650) 묘 출토 삽

옥천조씨(시기불명)·일선문씨(추정
몰년 1565이전)·배천조(1532~?)묘
출토 삽

광주 양산동 무연고(추정 16C)

출토 삽

Ⅱ-ⓐ Ⅱ-ⓑ Ⅱ-ⓒ Ⅱ-ⓓ

파평윤씨(?~1566)·호평 3지구
12호분(추정 17C) 출토 삽

일선문씨(추정몰년 1565이전)· 이
응태(1556~1586)묘 출토 삽

이응해(1549~1626)·강릉김씨(추
정 16C초)·이응해(1547~ 1626)
묘 출토 삽

신경유(1581~1633)·최원립
(1618~1690)묘 출토 삽

Ⅲ-ⓐ Ⅲ-ⓑ

경북 달성 진주하씨(1680 ~1645)
묘 출토 삽

평산신씨(추정 16C)·한산이씨(추정
17C중반)·최숙(1636 ~1698)·의
원군 이혁(1661~1722)·안동권씨
(1664~1722)· 창 군 이 직
(1677~1746)·호평 3지구 2호분(시
기불명)·구포리 2-24호분(시기불
명) 출토 삽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 1, 3>에서는 연대가 불분

명한 것이 많아서 시기별 삽의 변화상을 살펴보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표 4>는현재까지출토된삽중에

서 묘주의 생몰년, 즉 삽의 제작 연대가 명확한 것44)만

추출한것이다.  

<표 4>에서도 보이듯이, 유형 Ⅰ은 16세기 중반까

지, 비교적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유형 Ⅱ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유형 Ⅲ은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난다. 특히 경북 안동 일선문씨(추정몰년 1565년

이전)의 묘에서 유형 Ⅰ·Ⅱ의 삽이 각 1쌍씩 출토되었

다는 점과 현재까지 유형 Ⅱ의 삽의 상한이 16세기 중

후반이라는점은주목할만하다. 또한 16세기후반부터

17세기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16세기 후반에는 유형

Ⅰ·Ⅱ가, 17세기 중후반에는 유형 Ⅱ·Ⅲ의 삽이 동시

에나타나고있다.

요컨대 삽의 형태는 유형 Ⅰ에서 유형 Ⅱ로, 다시

유형Ⅱ에서유형Ⅲ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

다. 그 첫 번째 전환기는 16세기 후반이고, 두 번째 전

환기는 17세기중후반인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 이

유는 삽의 제작과정, 즉 재료와 엮음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형 Ⅰ은 가는 대나무 살대[細竹]를 엮어 세

개의각을만드는반면유형Ⅱ·Ⅲ과같은경우에는가

는 나무 살대 대신 막대 틀에 못을 사용하여 2개의 각

을 만든다. 아마도 유형 Ⅰ은 유형 Ⅱ·Ⅲ에 비해 제작

과정상 공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후대로

내려올수록 삽의 형태 및 제작방법은 간소해지는 경향

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삽의 형태 변화는 분

묘 조성 방식의 변화45)와도 접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유형Ⅰ로분류되는 13건의삽중에서진주

강씨(추정 ?~17C 초반) 1건을제외하면모두회격묘에

서 출토되지만, 이에 비해 유형 Ⅱ는 회격묘와 회곽묘

에서균등하게발견되며, 마지막으로유형Ⅲ은조선후

기회곽묘에서확인된다. 

이상의상장례의간소화경향은『선조실록』에예장

(禮葬)이 몇 차례 중지되는 사건46)들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가속화된변화로볼수있다. 삽의경우이미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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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선문씨·청양 안심리 무연고 출토 삽은 묘주의 몰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표 4>에 포함하 다. 
안동대학교박물관, 2002,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42. 일선문씨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남편 이명정이 사망한
1565년 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대학교박물관, 2006, 『충남 청양 안심리 복식·지류유물』. p.38, 43. 묘주는 40대의 여자이며, 다라니가 찍힌 한지의 내용 끝부분의‘成化四年 戊子’
를 통해 이 묘가 1468년 이후에서 1547년을 넘지 않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45『國朝五禮儀』의 회격묘에 비해서 후기의『朱子家禮』식의 회곽묘는 전기에 비해 보다 간소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후퇴한
것은 아니었다. 

46『宣祖實錄』卷62 28年(1595) 4月 18日 庚申條. “난리를 겪은 이후에는 예장을 예에 따라 거행할 수가 없었다(經亂以後 禮葬不得依例擧行矣)”.
卷107 31年(1598) 12月 6日 丁巳條. “난리가 일어난 뒤로 예장에 관계된 일을 일체 정폐하여…(하략)(亂離以後 凡干禮葬 一切停廢)”.
卷131 33年(1600) 11月 12日 壬子條. “변란 후로 공가의 물력(物力)이 탕진하여 폐지하고 시행해오지 않았다(而亂後公家 物力蕩敗 廢而不行)”.
卷139 34年(1601) 7月 22日 丁巳條. “예장을 정폐(停廢)하고 우선 약간의 모양이라도 갖추게 된 뒤에 시행하게 하소서(請禮葬停廢 姑待稍存貌樣後施行)”.

3 변수(1447~1524) 경기 양평 ■
4 정온(1481~1538) 경기 파주 ~16C 2/4 ■
5 청양 안심리(추정몰년 1468~1547) 충남 청양 ■
6 일선문씨(추정몰년 1565이전) 경북 안동 ■ ■
7 파평윤씨(?~1566) 경기 파주 ~16C 4/4 ■
8 이응태(1556~1586) 경북 안동 ■
14 이응해(1547~1626) 강원 원주

~17C 2/4
■

17 진주하씨(1680~1645) 경북 달성 ■
20 최원립(1618~1690) 전남 암

~17C 4/4
■

21 최숙(1636~1698) 경기 화성 ■
23 의원군 이혁(1661~1722) 경기 하남 ■
24 안동권씨(1664~1722) 경기 하남 ~18C 2/4 ■
25 창군 이직(1677~1746) 서울 상암동 ■

<표 4> 출토 삽의 시기별 유형 검토

No 묘주명(생몰년) 출토지 시기 구분
유형

Ⅰ Ⅱ Ⅲ



기 후반부터 간소화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18세기에는

삽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구의(柩衣) 및 관(棺)에 직접

그리는 현상까지 초래하 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단순

화 되는 과정에도『예기』의 삽 사용 규정은 지켜지고

있어, 그의례의형식은합리적으로간소화되었음을알

수있다. 

삽은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개수와 그리는 문양이

다른데,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는 주로‘亞’형의 불삽

1쌍과구름문양을그린화삽 1쌍을사용하 음을문헌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6세기 후

반에 이르면 회격에서 회곽으로 분묘의 조성방식이 바

뀌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부장되는 삽의 형태도 바뀐

다. 일반적으로 상장례의 풍속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다. 그러나 삽의 경우, 임진왜란 전부터 조금씩 변화되

기 시작하다가 17세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작된

삽이출현하는등과도기적인양상이나타난다. 심지어

18세기 이후에는 삽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구의(柩衣)

나 관(棺), 광중(壙中)의 회벽에 직접 그린 경우도 있었

다. 즉, 삽의 형태 및 제작방법은 두 차례의 변화를 거

치면서 후대로 갈수록 합리적으로 간소화되는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임진왜란과 18세기이후대두된실학

의 향으로인해더욱가속화되었다.  

사실 그동안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

의 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 체계

적인 발굴조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장작

업중에긴급으로조사하는경우가많아유구조사가소

홀해지거나출토유물의손상을초래하고있다. 이는문

중이나이장작업을하는사람들이파묘에대한부정적

인 인식과 시신 미라나 출토 유물에 대한 중요성을 간

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산성토양인우리나라에서출토되는유기질의출토유물

은더없이중요한자료임을잊어서는안된다. 또한 조

선시대분묘에서발굴되는삽이외의상장례제구에대

한 체계적인 조사과정과 학술적 연구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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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평윤씨(?~1566)

8 이응태(1556~1586)

9 평산신씨(추정 16C)

10 광주 양산동(추정 16C)

11 연안김씨(16C 후반)

12 배천조(1532~?)

13 진주강씨(?~17C 초반)

14 이응해(1547~1626)

15 고여우(추정 1530~1630)

16 신경유(1581~1633)

17 진주하씨(1680~1645)

18 고경행(추정 1590~1650) 

19 한산이씨(추정 17C 중반)

20 최원립(1618~1690)

21 최숙(1636~1698)

22 호평 3지구 12호분(추정 17C)

23 의원군 이혁(166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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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p( , a funeral fan) is a funeral ceremonial object used in association with a Confucian

ceremonial custom, which was crafted by making a wooden frame, attaching a white cloth or

a thick paper onto it, drawing pictures on it, and making a holder for a handle. According to

Liji(Records of Rites), Sap was used since the Zhou Dynasty, and these Chinese Sap examples

are no big different than the Korean Sap examples, which were described in Joseon Wangjo

Sillok(Annals of the Joseon Dynasty), Gukjo Oryeui(the Five Rites of the State), and Sarye

Pyeollam(Handbook on Four Rituals). This study explored Sap excavated in lime-filled tombs

and lime-layered tombs of aristocrats dating back to Joseon, as well as their historical

records to examine Sap’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examples, manufacturing methods,

and use time.  

The number and designs of Sap varied according to the deceased’social status aristocrats

used mainly one pair of 亞-shaped Bulsap, and a pair of Hwasap with a cloud design depicted

on it. A Sap was wrapped twice with Chojuji paper or Jeojuji paper, and for the third time

with Yeonchangji paper. Then, it was covered with a white ramie, a hemp, a cotton, a silk

satin, etc. Bobul(an axe shape and 亞-shape design) was drawn on both sides of Sap, and a

rising current of cloud was drawn at the peripheral area mainly with red or scarlet pigments.

Sap, which were excavated from aristocrats’lime-filled and lime-layered tombs, are the type

of Sap which were separated from its handle. These excavated Sap are those whose long

handles were burnt during the death carriage procession, leaving Sap, which later were

erected on both sides of the coff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excavated relics can be inferred by examining them. The

excavated relics are classified into those with three points and those with two poin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oint. Of the three-point type(TypeⅠ), there is the kind of relic

that was woven into something like a basket by using a whole wood plate or cutting bamboo

into flat shapes. The three-point Sap was concentrated comparatively in the early half of

Joseon, and was manufactured with various methods compared with its rather unified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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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In the meantime, the two-point Sap was manufactured with a relatively formatted

method; its body was manufactured in the form of a rectangle or a reverse trapezoid, and

then its upper parts with two points hanging from them were connected, and the top surface

was made into a curve(TypeⅡ) or a straight line(TypeⅢ) differentiating it from the three-

point type. This manufacturing method, compared with that of the three-point type, is

simple, but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e three-point type manufacturing method. In

particular, the method of crafting the top surface into a straight line has been used until

today.  

Of the examined 30 Sap examples, those whose production years were made known from

the buried persons’death years inscribed on the tomb stones, were reexamined, indicating that

typeⅠwas concentr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ypeⅡ spanned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to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and typeⅢ spanned from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he shape of Sap is deemed to

have changed from typeⅠ to typeⅡ and again from typeⅡ to type Ⅲ In the 17th century,

which was a time of change, typesⅡandⅢcoexisted. Of the three types of Sap, typesⅡandⅢ

re similar because they have two points; thus a noteworthy transit time is thought to have

bee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TypeⅠcompared with types Ⅱ and Ⅲ is thought to have

required more efforts and skill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as time passed, the shape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Sap are presumed to have been further simpl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conomy. The simplification of funeral ceremonies is presumed to have been

furthered after Imjinwaeran(Japanese invasion of Joseon, 1592~1598), given that as shown in

the Annals of King Seonjo, state funerals were suspended several times. In the case of Sap,

simplification began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and even in the 18th century,

rather than separately crafting Sap, Sap was directly drawn on the coffin cover and the

coffin. However, in this simplification of form, regulations on the use of Sap specified in Liji

were observed, and thus the ceremony was rationally simplified. 

KeyWords : Excavated Sab(funeral fan), Lime-filled Tomb, Lime-layered Tomb, Bobul(an

axe shape and 亞-shape design), Funeral Ceremonial O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