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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료를 통하여 조선왕릉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분석한 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조선왕릉의 특징을 고려 왕릉, 조선

사대부 무덤과 비교하여 본 논문이다. 조선왕릉은 구조적으로 견고한 건축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에 수호를

상징하는 미술 장식을 넣어 오래도록 왕과 왕후를 수호하도록 기원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세종실록 오례의』와『국조오례의』가 남아 있어 이 사료를 통하여 조선왕릉의 내부는 석실이고, 외부는 병풍

석과 난간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조가 자신의 능에 석실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이후로 조선왕릉의 내부는

모두 회격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조선왕릉의 조성 과정을 작성한 사료는 조 때 편찬한『국조상례보편』이 있다. 이 책에는 조선왕릉을 회격으

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타나있다. 조선 후기에 조성한 왕릉의 병풍석은 십이지상을 새겼던 기존과 달리 모란을 새겨

넣는다. 모란은 궁궐의 장식화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조선왕릉에 모란이 나타난 점은 조선왕릉이 왕의 일상 공간이라는 인식이

반 된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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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무덤은그시대의의식주를반 하여만들었기때문에

무덤의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당대인의 의식주는

물론이고, 그시대의사상과문화에대해서연구할수있

다. 2009년에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조선왕릉은

조선을 통치한 왕과 왕후의 무덤으로, 조선의 사상과 왕

실문화를연구할수있다. 조선왕릉내부에는왕과왕후

의의복과식생활을알수있는부장품이있으며, 조선왕

릉구조를통하여당대인의건축술을추정할수있고, 그

리고 내부와 외부의 장식을 통하여 당시의 사상과 문화

를가늠할수있다.  

현재까지 조선왕릉에 대한 연구는 내부 구조 보다는

외부를 둘러싼 석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

대 왕릉을 지키는 석인상을 비롯하여, 불교의 향을 보

이는 장명등, 봉분을 둘러싼 십이지와 석수, 조선왕릉의

조경, 조선왕릉축조과정에대한연구등이전개되었다.

그리고기존의조선왕릉축조과정에대한연구 는사료

를바탕으로내부구조물을시각적으로재현하고건축적

인 특성을 분석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조선왕릉

내부 구조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조선왕릉의 내부와 외부를 꾸미는 장식

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선왕릉의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왕릉의 구조를 고려의 왕릉과 구체적으로 비교하

겠다. 또한 조선왕릉의 봉분을 두르는 병풍석의 구조 및

문양의변천과정을문헌을통하여고찰해보도록하겠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선왕릉의 실물 조사는 병풍석

의 해체 보수 사례와 조선왕릉 초장지의 발굴 조사가

진행된 정도이다. 1989년에는 태종 헌릉 병풍석을 해체

보수하 고, 1998년에는 태조 건원릉의 병풍석을 해체

보수하여 조선 초기의 왕릉 병풍석 구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2009년 문화재청에서 1515년에 조성된 장경

왕후 구 희릉 초장지를 발굴 조사하 고, 2011년부터는

1800년에 조성된 정조 구 건릉 초장지를 조사하고 있

다. 그러나 발굴 조사 사례는 모두 초장지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당시 능을 조 하 던 진행 과정과 변화

의요인을알수없었다. 

한편 2009년 조선왕릉전시관을 개관하면서 문헌에 기

록된 내용을 토대로 조선왕릉의 내부 구조와 축조 방법

을 상으로 재구성하 다. 본고에서는 조선왕릉전시

관에 상 하고 있는‘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상을바탕으로조선왕릉을조성하 을때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시각적으로 재현하기로 한다. 그

리고 사료에 기록된 조선왕릉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

고, 고려 왕릉 석실의 내부 구조와 비교하며, 유사한 시

대에 만들어진 조선 사대부 무덤과의 형식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석실의 내부와 외부를 꾸미는 장식의

의미를알아보도록한다.  

또한 조선 후기의 문헌에 나타난 왕릉 회격의 축조 과

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회격으로 조성된 사대부 무

덤과 비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왕릉 병

풍석 문양이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먼저 조선왕릉 중에서 내부를 석실로 조성한 사례를 문

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비슷한 시대의 석실 발굴 사례를

비교하여시각적으로복원해보도록하겠다.

조선전기『국조오례의』에기록된
봉분의구조

1. 조선왕릉 석실의 구성

내부를석실로조성한조선왕릉은1468년이전에조성

한 능에 해당되며 이는 곧 경순왕후 순릉, 태조 건원릉,

정종·정안왕후 후릉, 태종·원경왕후 헌릉, 문종 현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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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2009, 「조선전기 왕릉 석실 축조 연구」『대한건축학회지』제25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2010, 「조선왕릉 회격현궁(灰隔玄宮) 축조방법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안경호, 2009, 「조선 능제(陵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장경왕후 초장지(舊禧 )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통권 제116호(32 -
3),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우종, 2010, 「조선 능묘광중지회(壙中 地灰)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26호, 대한건축학회; 장기인, 1997, 『한국건축대계 7. 석조』, 보성각

조선왕릉전시관의 상물인‘조선왕릉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는조선왕릉전시관 T/F팀에서 만들었다. T/F팀은 임소연(국립고궁박물관), 김 희(국립문화재연구소), 안승배
(국립고궁박물관), 최 미(양평군청), 전나나(문화재청)로 조직되었으며, 조선왕릉내부와외부구조의시각화에는위사람들과공동으로제작하 다. 

02

01



5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장순왕후 공릉, 덕종 경릉 으로 총 7기에 해당한다

<표1>. 그리고1396년에조성하 던신덕왕후정릉과

1446년에 조성하 던 세종·소헌왕후 릉도 당시 문헌

에 석실로 조성하 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재의 정

릉과 릉은 후대에 천장하면서 회격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조선왕릉 42기 가운데 석실로 조

성된 사례는 6~7기로 많지 않고, 이를 발굴 조사한 사례

가전무하기때문에실물을직접조사하기에는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조선전기의문헌에왕릉석실구조를상

세히기록하 기때문에문헌을바탕으로조선왕릉의석

실구조를재현해보도록하겠다. 

조선 전기 석실의 내부 구조와 조성 과정을 기록한 문

헌은『국조오례의』와『조선왕조실록』등이 있다. 그 중

『세종실록』에는1420년원경왕후헌릉 , 1422년태종헌

릉 과 1446년 소헌왕후 릉 에 대하여 기록하 고,

『세종실록오례의』와『국조오례의』 에는조선왕릉중에

서도 합장릉으로 된 석실 구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

하 다. 본고에서는『세종실록 오례의』와『국조오례

의』두 사료에 공통으로 기술한 합장릉 형태의 조선왕릉

석실구조에대하여알아보겠다. 특히『세종실록오례의』

내용은 시기상 1446년에 조성하 던 소헌왕후와 세종

릉의 석실 구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료에

나온석실은현재존재하지않지만『오례의』에는조선왕

릉의표본이합장릉의석실이라고명시하 으며, 석실구

조를상세하게다루었기때문에재현하기가장적합하다.

『오례의』에기록된석실의조성과정을간추리면다음

과같다. 

우선 깊이 10尺(약 3m) 의 광을 판다. 광의 가로 너비

는 29尺, 세로 너비는 25尺 5寸이다. 석실은 두 개의 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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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의 첫 번째 비인 장순왕후는 1461년에 예종이 세자 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능으로 조성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대의 실록 기사를 통해서 장순왕후의
무덤이석실로조성되었음을알수있다(『睿宗實 』권1, 예종 즉위년(1468년) 9월 22일 무인). 

덕종은 1457년 세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셨고, 후에 덕종의 아들인 성종이 즉위하면서 왕으로 추존되었다. 하지만 1457년 당시에 덕종의 무덤을 석실로 조성하 다는 기사
가남아있다(『世祖實 』권9, 세조 3년(1457년) 10월 24일 갑인). 

태조의 첫 번째 비 신의왕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인 139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제릉 내부는
석실이아니라는기사가전해진다(『太宗實 』권14, 태종 7년(1407년) 10월 8일 무자). 

『世宗實 』권9, 세종 2년(1420년) 9월 16일(신사) 

『世宗實 』권17, 세종 4년(1422년) 9월 6일(경신) 

『世宗實 』권113, 세종 28년(1446년) 7월 19일(을유) 

『세종실록오례의』와『국조오례의』는완성된시기가다르지만‘치장’조의내용이일치하기때문에본고에서는두문헌을통칭하여『오례의』라고하겠다. 

조선왕릉의 축조에는 조척(營造尺)을 사용하 으며, 세종대 조척은 약 31.2㎝로 알려져 있으나(朴興秀, 1967년, 「 朝尺度에 關한 硏究」『대동문화연구』제4권, 성균관
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p.212.) 본고에서는편의상 조척을 30㎝로 계산하도록하겠다. 

10

09

08

07

06

05

04

03

연번 조성연대 묘호 능호 능 형식 비고

1 1398년경 경순왕후 순릉 단릉 『태종실록』에 순릉 내부가 석실이라는 기사가 있음

2 (1396년) 신덕왕후 (구정릉) 단릉
정동 지역에 위치하 을 때에는 석실이었으나 정릉동으로 이장하여

석실이 현존하지 않음

3 1408년 태조 건원릉 단릉 『태종실록』에 건원릉의 내부를 석실로 조성하기로 결정

4 1412~1419년 정종, 정안왕후 후릉 쌍릉 『태종실록』에 정종 후릉의 구조 및 조성과정 기술

5 1420~1422년 태종, 원경왕후 헌릉 쌍릉 『태종실록』에 헌릉의 구조 및 조성과정 기술

헌릉 근교에 있을 때 석실이었지만, 1469년에 릉을

6 (1446~1450년) 세종, 소헌왕후 (구 릉) 합장릉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이장하여 석실이 현존하지 않음

『세종실록오례의』, 『국조오례의』에 합장릉의 석실 구조가 자세히 기술

7 1452년 문종 현릉 동원이강릉 문종 현릉은 석실이고, 현덕왕후 현릉은 회격

8 1461년 장순왕후 공릉 단릉 세자빈 묘로 조성하 으나 내부는 석실

9 1457년 추존 덕종 경릉 동원이강릉 세자 묘(의묘)로 조성하 으나 내부는 석실

표 1 봉분 내부를 석실로 조성한 조선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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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서쪽 방이 왕이 묻히는 곳이고 동쪽 방이 왕후의

공간이다. 바닥석(문역석, 지석, 박석)의 깊이에 맞추어

땅을더파낸후에바닥돌을깐다. 

조선왕릉 석실의 벽면은 북우석( 隅石), 방석(傍石),

격석(隔石), 개석(蓋石)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석물은

모두 양끝을 규격에 맞게 요철을 두어 문이 들어갈 자리

를만들거나결구를만들게되어있다. 방석, 격석, 개석은

모두 석실의 문에 해당하는 문비석(門扉石)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어 잘라냈으며, 두 개의 북우석은 가운데 돌

인격석이들어갈수있도록맞추어잘랐다.

『오례의』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왕릉 석실의

모습을재현해보면다음과같다<그림1,  2>. 이가운데특

이할 만한 내용은 벽의 끝 면을 다듬어 결구로 이용하

고 이로 인하여 견고함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토

압으로부터 각 석재가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오례의』전의기록에서석실구조에대한설명을확인해

보면, 1420년에 한 석실에 한 명이 안장되는 헌경왕후 헌

릉의석실형식은이보다단순한모습을보인다. 원경왕후

헌릉의구조를설명한기록에는석실의평면적인치수를

나열하고 있다. 즉, 헌릉 석실이『오례의』석실에 비하

여단순하고, 결구가생략되어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오례의』에서묘사한조선왕릉석실의특징중하나는

석실상단에가치개석(加置蓋石)이라는세모모양의석물

이 있다는 점이다<그림 2>. 이 가치개석은 개석 틈 사이

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석물이라고 추정된

다. 1444년에도석실내부에물이들어가지않도록하고,

물이들어가더라도빠져나올수있는배수로를만들자고

건의한기록 이있기때문에석실내부에물이차는것

은가장큰위험요소 던것으로보인다.  

조선왕릉의석실은두겹의문이있다. 석실내부쪽으

로는 두 개의 문비석을 두고, 문비석에 자물쇠를 설치한

다. 그리고문비석앞으로한개의문의석을덧대는데자

물쇠 모양에 맞추어 파내도록 하 다. 그리고 석실 안

에 재궁을 비롯하여 명기와 복완을 넣은 후 산릉도감제

조(山 都監提調)가 석실의 문을 닫고, 의정(領議政)

과 사헌집의(司憲執義)가 이를 확인하여 내부 보안을

철저히하 다.

16

15

14

13

12

11

그림 1 조선왕릉 석실의 벽면 구성
(출처 : 문화재청,‘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림 2 조선왕릉 석실의 구조와 명칭
(출처 : 문화재청,‘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世宗實 五禮儀』「凶禮」, 治葬條; 『國朝五禮儀』「凶禮」, 治葬條
… 時至乃穿壙 深十尺 廣二十九尺 長二十五尺五寸 開南面以爲羨道 其石室 同 室以西上爲 制度 於隔石旁石隅石當處支石博石入排之地 加掘深二尺五寸 仍築其底之土
先排支石 … 於石室之內 布油灰於支石上@  次加博石 及門 石 後設隔石 於兩室間 次設 隅石 及旁石 隅石旁石相接處 皆鑿入大引釘 勿令退出 次設石 其四方皆置挾石 次
加蓋石各一於兩室之上 加加置蓋石一 於兩蓋石之間 次於隔石窓穴 以松黃腸板塞之 用沙土及石灰滓等淨物 塡於壽室內 以假門扉石橫置塞之 又用水灰塗隙 乃於兩室隅石旁石
門扉石之外各距四尺周回施板以三物堅築又升其板而漸築之…(각 석물의치수표기생략). 

김상협, 2008년, 「조선초기왕릉석실구조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24권 제8호, 대한건축학회, p.186. 

『世宗實 』권9, 세종 2년(1420년) 9월 16일 신사; 이에 대한시각적인설명은김상협위의논문(2008)에서 다루고있다. 

『世宗實 』권106, 세종 26년(1444년) 12월 12일 정사

『世宗實 五禮儀』「凶禮」, 治葬條; 『國朝五禮儀』「凶禮」, 治葬條

『世宗實 五禮儀』「凶禮」, 遷奠儀條; 『國朝五禮儀』「凶禮」, 遷奠儀條16

15

14

13

12

11

대인정(大引訂)

북우석( 隅石)

방석(傍石)

격석(隔石)

개석(蓋石)

문비석(門扉石)

가치개석(加置蓋石)

대인정(大引訂)

발을거는공간
북우석( 隅石)
방석(傍石)

격석(隔石)

개석(蓋石)

문비석(門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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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왕릉 석실과 고려 왕릉, 사대부 무덤과의

비교

『오례의』에 기록된 조선왕릉의 구조는 고려 왕릉 및

조선 초기 사대부 무덤과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조선

왕릉 석실과 고려 왕릉의 석실을 비교하겠다. 조선왕릉

석실 내부에는 재궁(관)을 놓는 자리에 석체( )를 둔

다<그림1>. 이렇게문헌에기록된조선왕릉석체의 모습

은 강화도에서 발굴 조사한 고려 왕릉의 석체와 비교가

가능하다<사진 1>. 석체는 석실 안에 재궁을 놓는 자리

를 표시하여 재궁의 위치와 부장품의 위치를 구분한다.

그러나 고려 왕릉에서는 석체를 4개 판석을 이용하여

조립하 는데 조선왕릉의 석체는 한 덩어리로 된 전석

(全石)을사용하는점이다르다. 

조선과 고려 왕릉의 석실은 축조 방식에서 또 다른 차

이점을 보인다. 강화도에 위치한 고려 왕릉 석실<사진

1>은석주를세우고벽면에여러개의작은돌을쌓아올

리는 형식이지만, 조선왕릉에서는 벽을 면석으로 다듬

어 사용하 다는 점<그림 1>이 다르다. 능은 아니지만

1456년경조성된조선전기사대부인노회신의묘에서도

석실의벽면을하나의돌로축조하 다<사진2>. 요컨대

고려 왕릉의 벽면은 작은 돌을 쌓아 축조하는데 반하여,

조선왕릉의벽면은전석을사용하여결구를맞추는모습

을보인다.

고려왕릉의석실과조선왕릉의석실의공통점은석실

의 문 안쪽에 발을 걸 수 있는 작은 홈을 마련한 점이다.

고려 왕릉인 가릉의 내부 사진을 보면 결구 사이에 움푹

하게패인홈을볼수있다<사진3>. 이부분은조선왕릉

에서도발을거는공간이유사하게나타난다<그림2>.

이렇게 고려 왕릉과 조선왕릉에서 발을 거는 것은 이 무

덤이연도(羨道)가있는왕실의무덤이기때문이다. 고려

와 조선의 왕릉은 일반적인 수혈식이 아닌 횡혈식의 구

조이며 석실에 들어가는 문과 연도가 존재한다. 재궁을

현궁(석실 내부)에 넣는 의식인 천전의(遷奠儀)를 행할

때 문비석을 치우고, 석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

기위하여발을내릴수있게만들었다. 

또 다른 조선왕릉 석실의 특이점은 석실 벽면과 천장

에벽화가있다는점이다. 『오례의』의「흉례」‘치장’조에

는 석실 벽면에 사신도(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리

고, 천장에는 일월성신을 그렸다고 기록한다. 석실 천장

에 묵을 이용하여 천형, 일월, 성신, 은하를 그리는데 모

두 실제 별자리에 의거하여 그리도록 하 다. 해는 주색

으로 칠하고, 달과 성신, 은하는 분으로 그린다. 그리고

벽면에사신도를그리는데동쪽은청룡, 서쪽에백호, 북

쪽에는 현무, 남쪽은 주작을 그리며, 남쪽의 주작은 2개

의 문비석으로 되어 있기에 합쳐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

게 한다. 청룡과 백호 머리는 남쪽을 향하고, 현무와 주

작의머리는서쪽을향하게한다<그림2>.

조선왕릉 석실 벽면에 그린 사신도는 중국에서 전해진

사신도가고구려, 고려를거쳐조선까지 향을미치는부

분이다. 고구려고분벽화의사신도는단순히형상화된방

위신이아닌죽은자의세계를지켜주는우주적수호신19

18

17

문헌에는‘문안에발을내리는데문안상변좌우에작은갈고리를설치하여발을단다’고기록하 다. 
『世宗實 五禮儀』「凶禮」, 治葬條; 『國朝五禮儀』「凶禮」, 治葬條
…遂垂簾於門內門內上邊左右@  設小鉤懸之…. 

『世宗實 五禮儀』「凶禮」, 治葬條; 『國朝五禮儀』「凶禮」, 治葬條
…加於滿石上鑿處 其四面排石之內 炭末之上用本土堅築 未至滿石上邊五寸而止 中高四下乃於蓋石內面以墨用油烟墨畵天形日月星 銀河皆依 次日用朱月與星 銀河用粉畵
之其天象之外及四旁石皆以粉爲質東畵靑龍西畵白虎頭皆南向 畵玄武頭向西南則門扉兩石相合處畵朱雀分畵兩扉合成一形頭向西其四獸 頭從隔石窓下畵之…. 

전호태, 2005, 「6~7세기 고구려고분벽화와중국남북조미술의사신도」『고분벽화로본고구려문화』, 고구려연구재단, p.17.19

18

17

사진 1 강화 가릉의 석실 내부(고려, 1274년경,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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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려져 있다. 고구려 시대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고분벽화는 통구사신총, 오회분5호묘, 진파리4호분 등

이 있다. 고구려와 조선의 무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는 어려우나 사신도가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어 죽은 이

를 수호하는 전통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선왕릉에도 계

승됨을알수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장에 일월성신과 천상

이 그려져 있다. 무덤 천장에 천상을 그리는 모습이 고

구려 고분벽화, 고려 왕릉을 거쳐 조선 전기 사대부의

석실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고려 후기 공민왕과 노국공

주의현릉·정릉석실내부천장화에북두칠성과3성이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인 1456년경 조성된 노회신

묘에는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장에 천상이

그려져있다.

조선 전기에 조성한 사대부 무덤과 조선왕릉 석실의

벽화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노회신 석실의 개석에 그

려진 천상 그림<사진 4>은 희미하게 남아 있어 별자리

를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별자리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천형을 원형으로 파악하

기 때문에 사대부 묘나 조선왕릉은 모두 하늘을 원으로

그렸을 것이다. 노회신 묘의 천상은 해, 달과 북두칠성

정도만 육안으로 관찰되는데, 세부적인 성신은 생략하

다. 한편 조선왕릉에서는 석실의 개석에 천상 그림을

실제 별의 움직임인 전차( )에 의거 하여 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신 묘의 그림보다는 구체적이

었을것이다.

이처럼『오례의』에 기술된 합장릉의 석실 구조는 짜

맞추는구조로이루어져있으며, 내부에사신도와천상을

그려 치장하 다. 돌로 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 기

간이 4~5개월 정도로 길었다. 『오례의』의 내용처럼 만들

어졌던 구 릉은 1446년 3월 24일 소헌왕후가 돌아가시

면서 능조성을시작하 고, 같은해7월19일에재궁을

석실에넣었으므로 , 공사기간이약4개월정도 다. 24

23

22

21

20

사진 2 노회신 묘 석실의 구성(조선, 1456년경,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3 가릉의 석실 내부에 있는 걸개용 방형 홈
(고려, 1274년경,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1, 『 韓文化遺蹟發掘槪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원주 동화리노회신벽화묘발굴조사보고서』, p.48. 

주 18) 참조

『世宗實 』권111, 세종 28년(1446년) 3월 24일 신묘

『世宗實 』권113, 세종 28년(1446년) 7월 19일 을유24

23

22

21

20

사진 4 노회신 묘 개석의 일월성신(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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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전기의 석실은 오래 전부터

이어진 무덤 형식이며, 조선 왕실에서도 봉분의 내부가

석실이라는 점을 성문화하 다. 비록 이 시기에 조성된

조선왕릉의 석실 내부는 실물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

화도의고려왕릉과조선전기사대부묘의석실을통하

여비교가가능하 다. 기록에의한조선왕릉은 석실내

부에 재궁을 안치하는 석체를 설치하고, 문비석을 달았

으며, 문비석 안쪽에는 발을 걸 수 있도록 장치하 고,

벽에그림을그리는점등에서고려의전통을계승한다.

3. 병풍석의 구조적 특징과 문양

조선왕릉은 봉분 외부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러 능

의 권위를 드러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제작된 대부분

의 조선왕릉은 봉분 둘레에 병풍석(사대석)과 난간석을

두르지만, 조선 후기에는 대체로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둘 다. 조선왕릉 봉분에서 병풍석과 난간석이 있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표 2>. 이를 살펴보면, 15세기 전반까

지 병풍석이 있다가 1468년에 세조가 병풍석(사대석)을

설치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후 1496년 성종 선릉까지

병풍석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1494년 성종 선릉부터

1608년 선조 목릉까지 왕이 있는 능은 대체로 병풍석이

존재하 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능에서는 왕의 무덤에

주로병풍석이설치되었다고볼수있다. 특히석실로조

성한능은대체로로병풍석을함께설치하 다.

조선 전기의 문헌인『세종실록 오례의』와『국조오례

의』에는 병풍석, 난간석 설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 문헌을 통하여 병풍석과 난간석의 구조를 살펴보기

로 한다. 그리고 실제 조선왕릉에 있는 병풍석 문양의

변천과 병풍석 하단에 있는 외박석의 형태 변화를 알아

보도록한다. 

조선 전기 문헌인『세종실록 오례의』와『국조오례의』

에 기록된 조선왕릉의 외부 구조 및 조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면까지 흙을 채운 후 초지대석(初地臺石)

을 설치하여 병풍석의 하단부를 만들고, 그 위로 12개의

정지대석(正地臺石)을 두는데, 정지대석에는 복련을 새

긴다. 12개의 정지대석은 12개의 대인정으로 고정하여

물러나지 못하도록 한다. 정지대석 위로 병풍석의 단면

부인 면석(面石)과 모퉁이 부분인 우석(隅石)을 올린다.

면석과우석은모두12개로, 면석에는각방위의신을새

기고사방에구름문양을채운다. 총 24개인면석과우석

사이에는 24개의 대인정을 박아 고정한다. 면석과 우석

위에정지대석과반대로앙련을새긴12개의만석(滿石)

을 올리며, 만석 사이에 중인정을 두어 물러나지 않도록

한후, 그위로12개의인석(引石)을둔다<그림3>.

그리고 외박석 바깥으로 난간지대석( 干地臺石)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주(石柱)와 동자석주(童子石柱)를

세운 후 동자석주 위로 죽석(竹石)을 두른다. 이처럼

봉분주변으로난간석을두르는모습은마치궁궐의정전

을중심으로난간석을두르는모습과유사하다.

문헌에기록된조선왕릉병풍석의문양과실물을비교

하도록 하겠다. 병풍석 우석의 문양에 대한 문헌 기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실물도 변한다. 『세종

실록』에는1420년태종헌릉을조성할때병풍석우석에

저(靈杵)와탁(鐸), 우석하단에 지(靈芝)를새기도록

기록하 으며, 『국조오례의』에는 우석에 구름 문양을

새기도록하고있다. 

『세종실록』의기록처럼우석에 저와 탁을새긴조

27

26

25

석실인 조선왕릉 가운데 공릉과 경릉은 봉분 내부는 석실이지만, 봉분 외부에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세자와 세자빈인 상태에서 승하하셨기 때문에 능으로
조성하지 않고, 묘로 조성하 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릉과 경릉은 능호만 추존되어 있을 뿐이고 능의 예를 갖추어 새롭게 조성한 모습이 아니다(『成宗實 』권2, 성종1년
(1470년) 1월 22일 신축; 『成宗實 』권2, 성종1년(1470년) 1월 25일 갑진). 

『世宗實 五禮儀』「凶禮」, 治葬條 ; 『國朝五禮儀』「凶禮」, 治葬條
…先排初地臺石二十四 以正地臺石十二 置於初地臺之上 次以隅石十二 面石十二 置於正地臺石之上 次以滿石十二 置於隅石面石之上 又以引石十二 加於滿石上鑿處…以石柱
十二立於隅石之上次以童子石柱十二立於地臺石之上橫置竹石二十四於石柱之間童子石柱…(각 석물의치수표기생략).

『世宗實 』권9, 세종 2년(1420년) 9월 16일 신사
…外排地臺石十二 刻爲覆蓮 厚各一尺八寸 長各九尺 廣各三尺 地面石十二 下刻靈芝 上刻雲彩及十二地神@  雲彩分在左右 地神在中 每一石一神 高各二尺八寸 長各四尺八寸
五分厚各三尺隅石十二狀似石磬下刻靈芝上刻靈杵及鐸靈杵在左鐸在右高各二尺八寸長各三尺九寸厚各三尺….

27

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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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릉은 1396년 신덕왕후 구 정릉(현 청계천 광통교),

1408년신의왕후제릉, 1408년태조건원릉, 1412~1419년

정종·정안왕후 후릉, 1420~1422년 태종·헌경왕후 헌

릉으로 총 5기의 사례가 남아있다. 그리고『국조오례

의』처럼우석에구름문양만있는조선왕릉은1452년문

종현릉부터1608년선조목릉까지총7기가있다.

즉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 조성된 왕릉의 병풍

석 우석에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구이자 벽사의 의

미 를 지닌 저와 탁을 새긴다. 이처럼 조선왕릉에

저와 탁이 나타난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전기까지

불교가 왕실에 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인

의 삶에서 종교는 많은 향을 미쳐왔으며, 조선시대에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조선 왕실에서

도 불교가 주요한 종교로 작용하 다. 하지만『오례의』

로 국가의 의식을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유교가 큰 작용

을 했기 때문에 문헌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다수 배제했

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조선왕릉도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게되었다. 

조선왕릉우석에불교법구인 저와 탁이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는 조선왕릉이 고려 왕릉의 전통을 답습한

까닭이다. 조선왕릉의 병풍석 면석에 십이지를 새기고,

우석에 저와 탁을 새기는 것은 고려 후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현릉·정릉과유사하다. 고려후기공민왕은

본래 노국공주의 무덤을 조성하지 않고 불교식 화장을

고려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그리고 노국공주의 정릉

을 조성한 후에도 불공을 드리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고

려왕릉과불교는관련성이깊다. 불교의 향을받은고

려 후기 현릉과 정릉의 전통을 이어서 조선 초기에 조성

한왕릉에도불교의색채가이어진것으로보인다. 

또조선전기봉분의외부구조에서특이한점은외박석

30

29

28

조성연대 묘호 능호 능 형식
외박석 병풍석

비고형태 면석 우석

1 1408년 신의왕후 제릉 단릉 와첨상석십이지 저, 탁

2 1408년 태조 건원릉 단릉 〃 〃 〃 @

3 (1396년) 신덕왕후 (구정릉) 단릉 모름 〃 〃 청계천광통교로사용됨

4 1412~1419년 정종, 정안왕후 후릉 쌍릉 단면 〃 〃

5 1420~1422년 태종, 원경왕후 헌릉 쌍릉 와첨상석 〃 〃

6 1452년 문종 현릉 동원이강릉 단면 〃 구름 현릉은동원이강형식이며현덕왕후현릉에는병풍석이없음

7 1494년 성종 선릉 동원이강릉 〃 〃 〃 임진왜란때도굴되어새로조성하 으나옛석물을

8 1562년 중종 정릉 단릉 〃 〃 〃 사용하고, 부서진부분만부분수리

9 1565년 문정왕후 태릉 단릉 〃 〃 〃

10 1545년 인종 효릉 쌍릉 〃 〃 〃 쌍릉이지만왕의봉분만병풍석을두름

11 1567~1575년 명종, 인순왕후 강릉 쌍릉 〃 〃 〃

12 1608년 선조 목릉 동원이강릉 〃 〃 〃 @

13 1731년 인조, 인열왕후 장릉 합장릉 와첨상석 모란 연꽃 1649년에인조장릉을조성하 으나병풍석은 1731년이장하면서새로제작

14 1789년 장조, 헌경왕후 융릉 합장릉 〃 〃 〃 장헌세자(사도세자) 현륭원으로조성하 기때문에난간석은없음

15 1919년경 고종,명성황후 홍릉 합장릉 〃 〃 〃

16 1926년경 유릉 합장릉 〃 〃 〃 @

표 2 병풍석이 있는 조선왕릉

함경도에있는조선왕릉사진은『조선고적도보』가있으나이사진으로병풍석의문양을알아보기에한계가있다. 

문화재관리국, 1998, 『건원릉병풍석해체보수공사보고서』, p.53. 

『高麗史』卷八十九, 「 傳」卷第二, ‘魯國大長公主’. 30

29

28

순종,
순명효황후,
순정효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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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이다. 현재 조선 전기의 능 가운데 봉분을 두르는

외박석을기와모양의와첨상석으로조성한사례는1408

년 신의왕후 제릉, 1408년 태조 건원릉, 1420~1422년 태

종·원경왕후헌릉으로3기가있다. 이시기와첨상석의

모습은고려왕릉인공민왕과노국공주현릉·정릉과함

경도에 있는 조선왕릉에는 없는 사항이다. 와첨상석은

단면으로 된 외박석에 비하여 이음 틈새로 빗물이 스며

들지않는 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와첨상석은봉분쪽은높고, 봉분바깥쪽

으로 갈수록 낮게 설계되었으며, 기왓골의 높낮이를 고

려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하기 용이하지 않다.

와첨상석은 능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면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훌륭하지만 단면으로 만드는 외박석에 비하여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

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와첨

상석은조선전기에잠깐나타났다가사라지게된다. 

현존하는 조선왕릉 중에서『국조오례의』에 기록된

병풍석, 난간석, 외박석의 형태와 치수가 가장 유사한

능은 성종 선릉이다. 『국조오례의』에는 병풍석 중 면석

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6尺(약 180㎝), 2尺1寸(약 63㎝)

이며, 성종 선릉의 면석 크기는 각각 140㎝, 58㎝이다.

『국조오례의』에는 난간석 높이를 약 159㎝이고, 선릉

난간석 높이는 약 150㎝로 유사하다. 또한 각 석물에 새

겨진 문양의 기록도『국조오례의』의 기록과 성종 선릉

의모습이같다. 본래『세종실록오례의』가기록된시기

와유사한능은1446년에조성하 던구소헌왕후(세종)

릉이다. 당시 릉 내부는 석실이고 외부에는 병풍석

을 둘러『세종실록 오례의』와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을 것이지만 현존하지 않으므로 비교가 어렵

다. 그러다가 1494년에 선종 선릉을 조성하면서 다시

병풍석을 설치하는데, 선릉이『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직후 조성된 능이라서 외관을 문헌대로 조성하 으리

라추정된다.

한편 성종대 완성된『국조오례의』에는 조선왕릉 내

부는 석실로, 외부는 병풍석(사대석)을 두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1494년 성종 선릉은 내부는 회격으로,

외부는 병풍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물과 문헌이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릉의 외부와 내부가 문헌과

다른 이유는『국조오례의』가 세종대 편찬된『세종실록

오례의』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세조 이후로 금지되었던 석실을 성종대『국조오례의』

에그대로저술한것으로보인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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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화재관리국, 1998, 『건원릉병풍석해체보수공사보고서』, p.36. 

1468년 세조는유언으로사대석(병풍석)을 만들지말라고하 기때문에 1468년 세조광릉과 1469년 예종창릉에는병풍석이없다.

성종 선릉은 임진왜란으로 도굴되어 선조대에 다시 수리하 는데, 선릉 석물은 예전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 고, 훼손된 석물만 부분적으로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 다
(『仁祖實 』권49, 인조 26년(1648년) 윤3월 13일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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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국조오례의』에 기술된 병풍석,  난간석의 명칭 사진 5 태조 건원릉 병풍석에서 발견된 인정
(출처 : 문화재관리국, 『건원릉병풍석해체보수공사보고서』)

난간지대석( 干地臺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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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석(外博石)
정지대석(正地臺石)

면석(面石)
우석(隅石)

인석(引石)

만석(滿石)

봉분(封墳)

병풍석

난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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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의 난간석은 지대석 바닥에 꽂는 형식으로

결구를 만들었던 데에 반하여, 병풍석에는 토압으로 인

하여석재가 리지않도록대인정을많이사용한다. 『오

례의』에 기록된 대인정의 길이는 1尺2寸1分(약 36.3㎝)

이고, 중인정의 길이는 1尺4分(약 30.2㎝)이다. 대인정

은정지대석12개사이와면석과우석접하는곳24군데

에 사용하며, 중인정은 만석이 접하는 12군데에 사용한

다. 중인정은 1998년에 태조 건원릉 봉분을 수리하면서

발견되기도하 다<사진5>. 

요컨대 조선왕릉 봉분 내부의 석실은 목조 건물을 조

성하는 것처럼 결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고, 대인정과

같은 철물을 이용하여 이음새를 고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조선왕릉 외부에는 봉분 주변으로 병풍석과 난

간석을 두르고, 각 석물 사이에 인정을 사용하 다. 병

풍석의 문양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외박석의

모습도 달라져 조선왕릉의 형태를 규정한 문헌과 실물

이항상일치하지는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조선후기『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된봉분의구조

1. 회격의 조성 과정과 구성상 특징

조선전기의왕릉내부는석실이었지만1468년세조의

유언 이후로 왕릉 내부는 회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왕릉 회격의 조성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헌은 거의 없다. 즉『국조오례의』

에서는 조선왕릉 내부를 석실로 만들라고 규정하 으나

15세기 중반 이후 왕릉 내부는 회격으로 만들었고, 회격

이보편화된이후에도능제를구체적으로기록하지않았

기에 문헌을 통한 회격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

편 양란 이후에 조선왕릉은 외부를 꾸미는 문양이 달라

지고, 내부 구성이 정형화되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을 답

습하면서도 조선만의 유교 질서를 발현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조선 후기 조대에 들어서 문헌의 내

용과 실물이 같지 않으므로 현 실정에 맞도록 나라의 상

례와 장례 과정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술된 기록

이 조대인1758년에완성된『국조상례보편』이다. 

『국조상례보편』에기록된조선왕릉의조성과정을간

략하게 살펴보겠다. 이 책에는 조선왕릉의 봉분 내부를

회격으로 기술하 다. 조선왕릉에는 광을 두 번 파는데,

재궁이들어가는광을정광(正壙)이라하고, 부장품이들

어가는앞쪽의광을퇴광(退壙)이라고칭한다.

먼저 택지를 완료하면 정광을 팔 곳에 능상각(陵上閣)

을 만들어 두고, 지면에 금정기( 井機)를 설치한다. 금

정기를 설치하면 깊이 10尺(약 3m) 로 정광을 파고, 너

비와 길이는 각 재궁(왕을 안치하는 관)보다 3尺(약 1m)

씩크게한다. 이렇게재궁의크기에따라서광의너비도

달라진다. 땅을파면삼물을바닥에3寸(약10㎝) 채우고,

지면위로녹로( )를설치한다. 녹로는무거운재궁을

위아래로옮기는기구이다. 그리고정광위로2개의장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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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山 都監儀軌』에는 조선왕릉 조성에 대한 논의 사항, 행정 과정과 소요 물품, 제작자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이 나타나 있으나 조선왕릉의 내
부구조를규명한기록은아니다. 

정광正壙과퇴광退壙은내광內壙과외광外壙이라고칭하기도한다. 

조선 후기 조대사용된 조척營造尺은 30.8㎝보다 작을것으로추정된다( 宗峯, 2004, 「朝鮮後期度量衡制硏究」, 『역사와경계』53, 부산경남사학회, p.5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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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광에 외재궁을 내리는 기구 명칭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

금정기( 井機)

방목(方木)

횡교판
(橫橋板)

산륜목
(散輪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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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세로로 두고, 1개의 횡교판(橫橋板)으로 장강

아래쪽에 막아 고정시킨다. 그리고 장강 위로 5개의 네

모난 방목(方木)과 5개의 동그란 산륜목(散輪木)을 교대

로두어무거운재궁을끌수있도록장치한다<그림4>.  

외재궁이 능상각으로 들어오면 산륜목으로 굴려서 외

재궁을 정광 위로 올라오게 하고, 녹로의 끈으로 외재궁

을 들어 올린 후, 방목, 산륜목, 장강, 횡교판을 철거하여

외재궁을정광으로내린다. 남쪽이뚫린외재궁은정광의

남쪽으로 붙여서 퇴광을 팠을 때 재궁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외재궁을 내려놓으면 그 위로 3개의 횡대

판 을펼쳐두고<그림5>, 삼물을횡대판까지쌓는다. 삼

물이견고해지면다시그위로삼물을지면까지쌓는다. 

광 안에서 삼물이 다져지는 동안 난간석을 쌓는데, 우

선바닥에초지대석을깔고, 그위로모퉁이돌인우석과

면석인 난간지대석을 설치한 후, 우석 위에는 12개의 석

주를 세우고, 난간지대석 위에는 12개의 동자석주를 세

운다<그림6>. 금정기를치우고삼물을솥뚜껑형식으로

쌓아간다. 난간석은 퇴광의 자리를 남겨두기 위하여 남

쪽을비워놓고만든다. 

그리고 정광 앞에 퇴광을 파는데, 금정기를 설치하여

정광 깊이만큼 판다. 퇴광의 흙벽에는 휘장을 설치하고,

퇴광바닥에자리를펴서윤여( 輿)를설치한다<그림6>.

윤여는 무거운 재궁을 좌우로 옮기는 기구이다. 다시 녹

로를 퇴광이 있는 금정기 위에 설치하고, 발인하는 날 재

궁이 들어오면 녹로를 이용하여 재궁을 내린 후, 윤여를

이용하여 재궁을 외재궁 안으로 넣는다. 그리고 퇴광에

부장품을 안치하고 나면, 삼물을 퇴광에 가득 채우고 난

간석을 배치하여 봉분을 완성한다. 이렇게 조선왕릉의

회격은다양한도구를이용하여축조한것이특징이다.@

조선왕릉의 내부가 전기에는 석실로 조성하 다가 회

격으로바뀌게된것은유교의확산과관련이깊다. 조선

전기왕릉의내부가석실로조성되었던것은고대로부터

이어진 전통의 산물인 반면에, 조선 후기 왕릉의 내부가

회격으로바뀌게된것은『주자가례』의확산에서비롯된

것이다. 『국조오례의』가 작성되기 전에도『주자가례』에

따라서 내부를 회격으로 조성하려고 하 으나, 석실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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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대판(橫帶板)은 외재궁위로바로회(삼물)가 닿지않게하려는 조의의도로설치되었다(『英祖實 』권89, 조 33년(1757년) 5월 6일 병신).

『國朝喪禮補編』卷2, 治葬, 
治葬(原書石室之制今改爲灰隔石物制度亦多減損故不得逐段刪補因受敎新出儀註 用舊文) 
… 在先 局內及 葬則是日先 告祭乃作 上閣閣南作隧道閣安 井機於域內時至遂穿壙深十尺長廣度外梓宮之外各距三尺唯南一壁姑留本土穿壙旣畢作灰隔先鋪三物於壙底
築實厚三寸乃設『於壙上用二長 縱置壙口左右又用一 防於二長 之南頭用方木五橫鋪於二長 之上用散輪木五錯鋪於方木之間又用散輪木五聯鋪於壙南橫橋板之外然後安外
梓宮于其上摠護使山 都監提調 廳長生殿提調奉審解 執事者以巾進長生殿提調奉巾進拭外梓宮用粉標蓋板上下正中仍進安於當壙散輪上時至以 纏於外梓宮上下而環
轉 稍升之卽徹壙上所排方木散輪木長 橫 之屬復轉 漸漸下之安於壙內乃鋪橫帶板三於蓋板上其東西 三面下三物築實厚與橫帶板齊復實以三物堅築之滿 井而止…
井機天灰上塡三物堅築形如覆釜之半厚二尺五寸而止又築本土於其上至剡圓而止蓋以莎土乃拓退壙基址於正壙之南安 井機於其上乃穿壙訖旁皆設 去油芚 開假下隅板將正

下隅板合以試之復用假板合之姑設紙帳障隔之其內設席二重置輪轝於其上以爲羨道設 於 井機之上入安梓宮後乃於退壙實以三物而堅築之滿 井而止蓋四方石於其上仍排初
地臺石次置 干下地臺石次置隅石次塡三物築其覆釜之半築本土蓋莎草一如正壙合成剡圓 高從 干下地臺石內面而上十二尺次置石柱次置童子石柱次置竹石周回連排其相接處
皆用油灰彌之 干一面長七尺七寸凡十二面周回九十二尺四寸東西 三面 以垣墻高三尺四寸 墻下設二階墻內設石羊四東西各二石虎四 二東西各一皆外向南設三階 干下地
臺石之南七尺許掘地深五尺用三物築底厚一尺五寸以油灰暫途誌石內面四邊勿令侵近字畵卽以蓋石相合又途油灰於兩石合縫之隙以銅鐵繩束之橫縮各一置於掘地之中其四方及上
面以三物徐徐堅築厚一尺五寸後以本土塡築埋之又於退壙之南正中置石牀一其左右竪石望柱中階正中近 設長明燈左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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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광 안 외재궁 위로 횡대판을 올리는 모습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

그림 6 퇴광과 난간석의 구성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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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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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子石柱

횡대판
(橫帶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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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한동안이어갔다. 민간에게『주자가례』가보편화

되면서 일반 무덤은 회격을 이용하게 되었다. 회격은 공

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석실보다는 경제적이고, 공

정시간을훨씬단축시킨다.@ 

『주자가례』에는 무덤 내부를 회격으로 만들라는 내용

을담았고, 이책은조선전기에왕실과사대부에확산되

었다. 이후김장생(1548~1631)의『가례집람』이편찬되

었는데 이 책에는 일반 사대부의 무덤 조성 과정이 도설

과 함께 실려 있다. 특히 녹로를 이용하여 관을 내리는

모습<그림 7>과 회격 구조에 대한 도설<그림 8>이 있어

회격으로 만든 묘와 능을 비교할 수 있다. 『가례집람』의

그림에서는 조선왕릉처럼 금정기 위에 녹로를 설치하여

관을 내리는 모습이 있는데, 능에 비하여 녹로가 단순한

형태이지만녹로가왕실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사용되

었다는점을알수있다.@ 

그리고『가례집람』에는 회격 구조에 대한 도설도 있

다. 이 도설에는 관 주변으로 역청(瀝靑)을 3寸(약 10㎝),

회격을2寸(약6㎝), 삼물을2~3尺(약60㎝~1m), 숯을3寸

(약 10㎝) 두께로만들게되어있다<그림8>. 조선왕릉

이 외재궁 바깥에 3尺(약 1m) 두께로 회를 채우는 것에

비하면묘의회가좀더작다는점을알수있다. 

이렇게사대부의묘와조선왕릉은녹로를이용하여관

을 내리는 점이나 회를 관 바깥으로 둘러싸는 공통점이

있지만, 묘와능의공간구성에서가장큰차이점은수혈

식(竪穴式)과 횡혈식(橫穴式)이라는 점에 있다. 묘는

『가례집람』의 도설<그림 7>처럼 바로 관을 내리는 수혈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능<그림 6>은 관(재궁)을

정광으로 바로 넣지 않고, 퇴광(연도 혹은 수도)을 통해

서 아래로 내린 후 윤여로 다시 넣는 횡혈식 구성이다.

조선시대에 횡혈식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것은 왕실에서

만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시대 무덤에 퇴광을 두는 것은

천자의 예라고 하여 사대부 집안에서 퇴광을 사용하면

벌을내리는경우가있었다. 퇴광은관을 어넣는공

간이되며, 부장품을두는공간이되기도한다<그림6>. 

다음으로 조선 후기 왕릉의 회격 구조와 실제 회격의

발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왕릉 가운데 현대

에 능을 직접 발굴한 사례는 전무하고, 다만 1515년에

조성하 던 장경왕후 희릉 초장지(初葬地) 만 최근에

발굴 조사되었고, 1800년에 조성하 던 정조 건릉 초장

지는현재발굴조사중이다. 그중에서도희릉은재궁이

있는상태에서발굴된왕릉은아니지만조선왕릉의회격

구조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장경왕후

희릉 초장지는 조선 후기의 회격 구조로 분류할 수 없으

나15세기에완성된『오례의』의구조를부분적으로계승

하 고, 18세기에편찬된『국조상례보편』에기술된회격

구조의근간이라고볼수있다. 

장경왕후희릉초장지의내부에는회두께가34㎝정도

로8차례에나누어다졌으며외부에숯가루를두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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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實 』권15, 태종 8년(1408년) 5월 24일 임신

안경호, 2009, 「조선 능제( 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 장경왕후초장지(舊禧 )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통권제116호(32-3), 한국학중앙연구원, p.307 재인용

‘수혈식’,‘횡혈식’이라는용어는고대고분을지칭하는용어로현대에연구자들이다수사용하는용어이다. 조선시대에는이러한명칭이널리이용되었다고보기어렵지만,
서술의편의상고고학용어를사용하도록하겠다. 

『世祖實 』권30, 세조 9년(1463년) 3월 9일 무술; 『宣祖實 』@  권20, 선조 19년(1586년) 12월 11일 신미

중종의 비인 장경왕후는 1515년에 인종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당시 왕이었던 중종이 장경왕후 희릉을 서울시 서초구 헌릉 지역에 조성하 다. 1537년에 장경왕후 희릉이
암반 위에 조성되었다는 논의가 일자(『中宗實 』권84, 중종 32년(1537년) 4월 23일 신미) 희릉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지역으로 천장하 다. 이 때 기존의 석물과 회격
은그대로두고, 왕후가 안장된재궁을이동하 다. 따라서 현재장경왕후희릉초장지는 1515년에 조성된능의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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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가례집람』에 그려진 녹로를 이용하여
관을 내리는 그림

그림8『가례집람』에실린
회격과 덮개를
그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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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둘러쌓았다. 여기에서 회격 바깥으로 숯을 두

르는모습<사진6>은조선전기의『오례의』에기술된내

용이고, 조선 후기『상례보편』에는 실리지 않았다. 기본

적으로 숯은 해충을 막고,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오례의』에서는석실바깥으로5寸(약 15㎝)정도

숯을두르게하 다. 김장생(1548~1631)의『가례집람』에

서도숯을두르게하 다. 이렇게무덤내부에숯을두르

는 것은 조선 전기『국조오례의』와 장경왕후 희릉 초장

지, 김장생의『가례집람』에서확인할수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조대에는 숯을 두르지 않게 하

는데, 이는숯이회격에서큰작용을하지못하 던것과

관련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김장생의『상례비요』에서

는 묘를 조성할 때 필요한 기물을 언급하면서‘탄말(炭

末)인 숯가루를 지금은 쓰지 않기도 한다’고 기록하

다. 김장생의『가례집람』에는 숯을 사용하고, 『상례비

요』에서는 숯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7세기부터 묘 내부에 숯을 잘 사용하지 않

게되었다고여겨진다. 

조선왕릉의 봉분 내부를 볼 수 있는 사진은 대한제국

이후에도볼수있다. 1926년당시순종유릉의내부를보

여주는 사진이 있어 조선왕릉 정광의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다. 『순종국장록』에 수록된 사진에는 유릉의 퇴광

에서정광을바라보는사진이있다<사진7>. 이사진에는

정광에서 외재궁의 남쪽 부분인 하우판(下隅板)을 비추

고있으며, 외재궁바깥으로회격이겹겹이쌓여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조선 후기에 조성된 왕릉 내부

는 회격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왕릉의 내부가 석실에서

회격으로 변화하는 까닭은 세조의 유언이 가장 크게 작

용하 으며, 또한『주자가례』의 보편화와 관련이 깊다.

석실로무덤을조성할때는역부가6천명이었는데회격

으로 바뀌면서 역부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 이처럼 회

격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이 훨씬 단순하고 기

간이단축되기때문에널리확산되었다.

2. 병풍석의 구조적 특징과 문양

조선왕릉은 세조 유언을 전후로 많은 변화가 나타난

다. 1468년 세조는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무덤은 석실로

만들지 말고, 외부에 사대석(병풍석)을 두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다. 그래서 세조 광릉 이후의 조선왕릉 봉

분 내부는 모두 석실 대신 회격으로 변하 지만, 조선왕

릉 봉분의 외부에 모두 병풍석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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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호, 2009, 「조선 능제(陵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 장경왕후초장지(舊禧 )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통권제116호(32-3), 한국학중앙연구원, p.324. 

申義慶 長生, 『喪禮備要』「治葬」, 葬之具 …炭末今或不用. 

정종수, 1994, 「朝鮮初期喪葬儀禮硏究」,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p.144. 

『睿宗實 』권3, 예종 1년(1469년) 1월 3일 무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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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진 6 장경왕후 희릉 초장지의 회격, 1515년경 사진 7 순종 유릉의 하우판, 1926년(출처 : 『순종국장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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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조선 후기의 상장례 절차와 능의 조성과정을 기술

한『국조상례보편』(1758년 완성)에서는 조선왕릉의 봉

분에 난간석만 두르는 것으로 기술하 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조성된조선왕릉중에는병풍석과난간석이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문양은 전대의 십이지신과 다른 점을

보인다. 본고에서는먼저『국조상례보편』에기술된난간

석의 구조를 파악해보고, 조선 후기의 조선왕릉 병풍석

의문양변화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난간석을설치하기전에초지대석을설치하고, 난간하

지대석(속명은 면박석이며 오목하게 홈을 만들어 동자

주를 끼운다) 12개와 우석(속명은 우박석으로 오목하게

홈을만들어석주를끼운다) 12개를둔다. 초지대석과난

간하지대석, 우석 사이에 지석을 두고, 그 사이는 삼물

(회와 모래를 섞은 물질)로 메운다. 석주 12개와 동자석

주 12개를 지대석 위에 새운다. 죽석 12개는 각 난간석

사이, 동자석위에세운다.

『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된 난간석은 석주와 동자석주,

죽석으로이루어져있다. 난간석을끼우기위해서는모서

리돌인 우석과 평평한 면석을 지대석으로 삼아 배열한

후에 각각 석주와 동자석주를 끼우고, 석주 사이에 죽석

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그림 9>. 대부분의 조

선 후기 왕릉은 난간석으로만 둘러져 있으며, 위 내용에

맞추어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국조상례보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현

존하는 조선 후기 병풍석 문양과 와첨상석의 모습에 대

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병풍석은기능성보다는장식성

을위한것이며, 능과묘를구분하는장치이다. 1468년

세조의유언이후로는조선왕릉에병풍석을세우지않았

지만, 1494년 성종이 돌아가시고 성종 선릉을 조성하면

서 병풍석이 다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성종이 돌아가신

후 능의 내부와 외부 구성을 문헌대로 따를지 세조의 유

언대로 따를지 논의가 되다가 결국 내부는 세조의 유언

을 따라 회격으로 조성하고, 외부는 문헌대로 병풍석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성종 선릉의 병풍석은『국조오

례의』의병풍석내용을그대로따르고있으며선릉의석

물크기도문헌대로제작하 다.

양란 이후 조선왕릉에 병풍석을 만든 사례는 많지 않

은데, 조선 후기에 병풍석을 두른 현존하는 사례는 인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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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喪禮補編』권2, 治葬, 
…築其底先排初地臺石[俗名掩石其南面所設石待下梓宮後乃設而 干下地臺石隅石石柱童子柱竹石亦同]仍將 干下地臺石十二(俗名面博石上鑿凹以受童子柱]隅石十二[俗名隅博
石上鑿凹以受石柱)相間連排初地臺石及 干下地臺石隅石之間相接處各置支石其石間用三物堅築以石柱十二立於隅石之上次以童子石柱十二立於地臺石之上(立於石柱之間]橫置
竹石十二於石柱之間童子石柱之上[兩端各接於石柱仰覆蓮 之間)…. 

『중종실록』에서정광필은사대석이군신의무덤을구분짓는요소라고설명한다. 
『中宗實 』권69, 중종 25년(1530년) 8월 28일 을유
…鄭光弼等又啓曰前者遠擇葬日者以其日寒時升遐而俟其日暖也此則葬期逼於寒時葬事不可不速爲故啓之且莎臺石事國初草創時欲別其君臣之禮故爲之而其後則不爲世祖大王…. 

『燕山君日記』권2, 연산군 1년(1495년) 1월 1일 을유

김민규, 2009, 「조선 왕릉장명등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p.7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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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국조상례보편』에 실린‘박석 위에 난간석을 올린 그림’ 사진 8 인조·인열왕후 장릉 병풍석, 173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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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장조 융릉, 고종 홍릉과 순종 유릉이 있다<표 2,

3>. 숙종과 조대에는조선왕릉의규범을축소하고간

략화하 기때문에병풍석을조성하지않지만1731년

조대에예외적으로인조장릉에병풍석을새로제작한다.

원래 1635~1649년에 조성된 인조와 인열왕후를 모신 장

릉에는병풍석이있었는데, 병풍석에뱀이있어인근으로

천장하게된다. 천장하면서 조는장릉의병풍석을예

전것을사용하지않고, 새로만들라고명한다. 특히

조는 장릉의 병풍석을 옮겨서 다시 사용하면 맞지 않을

것을염려하여병풍석을새롭게제작할것을명한다.

조선 후기에 제작한 4기의 조선왕릉의 병풍석은 모두

모란과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1731년에 조성한 인

조장릉병풍석<사진8>에서비롯된것이다. 인조장릉을

천장하면서병풍석을다시만들기로정한후에홍치중(洪

致中)이 말하길‘조선왕릉에 병풍석이 나타난 근원은 공

민왕릉으로, 공민왕의 현릉 병풍석에 인물이 그려져 있

고, 불교에서 사용되는 제도가 사용되니 실로 미안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모두 모여서 의논해보니 구름 문양이나

혹은 화초를 그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이에 따라

조가병풍석에화초를그리도록하 다. 따라서조선

후기에는조선왕릉병풍석의기원을고려후기공민왕과

노국공주의현릉·정릉에서비롯된것으로보았으며, 현

릉·정릉의우석에새겨진불교식법구를부정적으로여

겨 새로 제작하는 병풍석은 기존과 달리 장식적인 화문

(花文)을선택한것이라고볼수있다는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란이 선택된 것은 궁중미술의 성격이

반 된 결과이다. 궁중에서는 사당, 빈전, 혼전, 정

자각 등에서 모란병풍을 사용하 으며, 왕과 왕후의

주변에 모란병풍을 설치하 기 때문에 조선왕릉의 주

변에 모란을 새기는 것은 궁중생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왕릉의 병풍석과 궁중의 모란병풍은 모

두‘병풍(屛風)’이라는점에서유사성이있다.@ 

다음으로조선후기왕릉의외박석에대하여알아보겠

다. 양란 이후에 조성된 조선왕릉의 외박석은 모두 와첨

상석으로 되어 있다. 와첨상석은 15세기 전반에 만든 조

선왕릉에도 있지만 15세기에는 기왓골을 실물처럼 나타

내지는 않았으며 단순한 결구를 통해서 빗물의 유입을

막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실제 기와

처럼 생긴 와첨상석이 다시 생기게 된다. 와첨상석에 대

한상세한내용은1789년장헌세자현륭원(현장조융릉)

을조성하면서기록한의궤에전해진다. 

정조는자신의아버지인장헌세자(사도세자, 장조)를추

존하면서서울시휘경동지역에있었던무덤을경기도화

성시 현 지역으로 이장한다. 장헌세자 현륭원(후에‘장조

융릉’으로 추존)의 외관은 병풍석을 두르고, 외박석으로

와첨상석을두었으며, 난간석은만들지않아능과원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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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년에 만들어진 선조 목릉의 봉분에 병풍석이 있는데, 이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시점이지만, 병자호란이 시작되기 전의 시기이다. 대체로 목릉의 조성 시기를 조선
후기로볼수있으나선조목릉병풍석의문양과형식은전대에만들어진명종강릉병풍석과유사성을보이므로본고에서는목릉을조선후기로분류하지않았다. 

『英祖實 』권29, 조 7년(1731년) 4월 10일 임인

『長 遷奉謄錄』 조7년(1731년) 신해 5월 17일
@@@@@…上曰屛風石 可用舊石…洪[致中]曰舊石添補修爲苟艱而雖新造用之工役亦不大 矣. 

『承政院日記』 조 7년(1731년) 6월 5일 병인
@@@ @石物長廣十二方分排之際應有不足之患且屛風石年久傷缺處頗多恐不合移用其他石物可以移用者別單中區別書入之意敢啓 傳曰知道. 

『承政院日記』 조 7년(1731년) 6월 22일 계축
致中曰英 石物奉審則不用屛風石只設 干石當初屛石之不爲排設未知何故而諸 寢屛石起畵最初見樣出於前朝恭愍王 此蓋元時石工所造云起畵人物終近佛寺遺制實爲未安諸
議皆以爲畵以雲氣或花草爲宜云此言誠有見矣今則何之爲之乎 上曰以花草起畵可也. 

『國朝喪禮補編』4책, 「 좌조」, 1758년, 
@ @ @ @…小 牀牀內四貼五峯屛風內喪則牧丹屛殯宮牧丹屛內外喪同]牀巾 領紅巾…. 

『純元王后仁 山 都監儀軌』권 1, 「 關」, 1857년,@ 
@@ @ @ @丁字閣排設諸具四面白紬甲帳四浮; 壁設牧丹屛風左右壁設甲帳前面分閤設紅 帳仰帳不足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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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인조·인열왕후@
장릉

1789년
장조·헌경왕후@
융릉

1919년경
고종·명성황후@
홍릉

1926년경
순종·순명황후·순정
황후 유릉

표 3 조선 후기에 조성된 조선왕릉 병풍석과 와첨상석 모습



67 Jeon, Na Na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

간적모습을보인다. 이때정조는현륭원에병풍석과와첨

상석을두르는이유가 조대에인조장릉을새로옮기면

서 장릉의 병풍석과 와첨상석을 만들었음 에 근거를 두

었다. 특히현륭원에와첨상석을둔이유가보기에아름답

고정성을다하기위함 이라는것을밝혔다. 따라서조선

후기 왕릉의 외박석이 와첨상석으로 나타난 것은 장식적

인기능이확대된것으로볼수있다. 1731년인조장릉의

병풍석과 와첨상석의 형태는 1789년 장헌세자 현륭원(장

조 융릉)으로 이어졌으며, 대한제국이 쇠망한 이후 고종

홍릉과순종유릉에도그전통을잇는다<표3>.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후기에 조성한 능은 회격의 견

고함과능제의간소화로인하여병풍석을많이제작하지

않았고, 병풍석을 설치하는 경우 면석의 문양은 모란을

새겨불교적인색채를다수배제하고장식성을극대화하

다. 이러한능제의모습이성문화되어 조대인1758년

에 완성된『국조상례보편』에 조선왕릉의 외부는 난간석

만두르고병풍석은언급되지않는다.@ 

맺음말

이상으로조선시대문헌을통하여조선왕릉의봉분구

조를 시각적으로 구성하 다. 조선 전기『세종실록 오례

의』와『국조오례의』의 사료를 통하여 조선왕릉의 내부

는 석실이고, 외부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조선왕릉과고려왕릉, 조선시대사대부묘

의 구조를 통하여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조선 전기의 석

실은 벽화를 그리고 석체를 두는 등 고려 왕릉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목조건축의결구방식을사용하여견고

함을드러낸다.@ 

15세기전반까지조선왕릉내부는석실이고, 외부에는

병풍석과난간석을두르지만세조의유언이후로내부는

모두 회격이 되었고, 병풍석 설치를 금지하 다. 15세기

후반부터조선왕릉외부에종종병풍석을둘 는데다만

왕의 능만 주로 병풍석을 세웠으며, 『국조오례의』에 기

술된구조를따르려는경향을보인다.

양란이후에도조선왕릉의내부는계속회격으로만들

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없었다. 다만

조대『국조상례보편』에 조선왕릉 내부를 회격으로 조성

하는 과정과 봉분 외부에 난간석만 설치하는 내용이 나

타나있다. 한편 조선 후기 왕릉은 대부분 병풍석을 두르

지 않지만 양란 이후에 조성된 인조 장릉, 장조 융릉, 고

종 홍릉과 순종 유릉만 병풍석이 있다. 기존의 병풍석에

는 십이지신을 새겼던 데에 반하여 이때에는 병풍석 면

석에 모란을 새겨 넣어 궁궐의 생활 문화를 조선왕릉에

적용하 다. 

조선왕릉의 내부가 석실에서 회격으로 바뀌는 시기는

15세기이며, 『주자가례』의 향을 받고, 세조의 명에 의

하여 회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선왕릉의 외부를 두

르는병풍석문양이십이지에서모란으로바뀌는시기는

18세기이며, 왕과 왕후 주변에 두르는 모란 병풍이 조선

왕릉으로 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조선왕

릉의 내부와 외부가 변모하는 점은 유교 문화의 확산과

관련이깊다.

본고에서는왕실의례서인『국조오례의』와『국조상례

보편』에 기록된 조선왕릉의 구조와 조성방법에 대하여

고찰하 다. 앞으로조선후기에조선왕릉의조성과정을

기록한『산릉도감의궤』를 연구하고, 조선왕릉의 역사,

건축사, 미술사적 요소를 면 하게 고찰하여 미진한 부

분을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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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隆園園所都監儀軌』권3, 「浮石條」1789년 8월 16일
…八月十六日有旨今日始考各 石物制度 爻多有 差大體則同至於屛風 干石寧 以後皆命勿用昭儉之聖德非 仰認而幸亥遷 旣有仍舊用之之已例似因舊長 石物用屛風石
故耳今欲效盡誠之意且據遷 時仍用之例屛風石及瓦 裳石雖用之 干石則祛之此蓋爲遵受敎 敢如式也此後 役萬一 識予本意之如此謬引今番之例用屛風 干瓦 裳石等物
則是自予違越受敎也屛風石所關各種石物切勿 用以此傳敎詳載戶禮曹謄 仍又揭板於長生殿東西庫新園設合園之制冗前後石物排設處甚狹窄今玆考出之擧專爲是耳屛風石….@ 

『日 』정조13년(1789년) 8월 16일 기사
…瓦 裳石之今番特用專爲觀美兼寓盡誠….

6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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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inner and outer structure of royal tombs that were built during the Joseon Period.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relevant historical records and they were restored through visual composition in order to
compare the features of Joseon royal tombs with those of Goryeo royal tombs and common tombs of the Joseon
Period.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are structurally solid and contain a variety of artistic ornaments that
symbolize guardian de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o protect the owners of the tombs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such as Sejong sillok oryeui (Five Rites of State from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Gukjo oryeui (Five Rites of State), it is presumed that the inner structure of royal tombs dating back to the early Joseon
Period consisted of a stone chamber and that the byeongpungseok and nanganseok were built outside of the tomb.
However, ever since King Sejo left it in his will not to make a stone chamber in his tomb, the royal tombs began to
follow a new pattern, a burial pit outside the coffin filled with lime powder.

Gukjo sangnye bopyeon (Supplement Book of the State Funeral Rites), which was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is a book that shows how the royal tombs were formed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book explains in detail
how lime powder was used to fill the burial pit of royal tombs. The byeongpungseok us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were engraved with peony flowers, while those previously made were engraved with twelve spirit warriors.
Peony designs were frequently used to decorate the items of royal families, and the use of peony designs in tombs
reflects the idea of regarding the royal tombs as an everyday living space for the deceased.

Key Words_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Lime Tomb, Stone Chamber, Inner Structure of the Royal Tombs, Byeongpungseok

Jeon, Na N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Royal palaces & Tombs Management Division

Received : 2012. 01. 13 ·Revised : 2012. 03. 05 · Accepted : 2012. 03.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