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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LSMB) is a type of tomb in Joseon Dynasty, which made with so-called

‘Sammul’ (three material compound) that mixture of lime, fine sand and yellow ocher. This study divided the

tombs of the Gungri Site from Joseon Dynasty with layered wall and integrated wall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types, and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analysis to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making techniques.

Analytical samples were classified with lime-soil mixtures and soils, and interpreted the mixing characteristics of

Sammul based on types of tomb barrier. The tomb barrier which is directly effect to control the inner environment

was made with high content of lime. But the finishing or bottom layer were made with low content of lime.

Overall the LSMB with integrated wall has higher content of lime and physical property than the LSMB with

layered wall. The soil which was compounded as a Sammul and collected near the Gungri Site had similar with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fine sand and yellow ocher that

made as a Sammul, were used with soil that was distributed around the site. Meanwhile, large scale limestone

quarry is distributed near the site. Especially, Gungri Site has a possibility of material supply through water

transport, due to the sea route from Asan bay is connected near the site. Thu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ransportation of lime materials from nearby quarry.

Key words :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LSMB), Gungri site, Sammul (three material compound), lime, lay-

ered wall, integrated wall

회곽묘는 조선시대 묘제의 한 형태로서 석회, 모래, 황토를 혼합한 삼물을 이용하여 곽을 축조한 무덤이다. 이 연

구에서는 평택 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회곽묘를 대상으로 제작방식에 따라 층벽식과 통벽식으로 구분하여 재

료학적 및 제작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시료는 석회혼합물과 토양으로 분류하였으며 회곽의 제작방식에 따른 삼물의

혼합특성도 해석하였다. 회곽은 내부의 환경을 제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벽체에서 상대적으로 석회함량이 높

은 삼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마감하는 층이나 바닥에는 상대적으로 석회함량이 적은 저품질의 삼물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층벽식보다 통벽식 회곽에서 석회함량이 높으며 물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물의 혼합에 사용한

토양과 유구 주변의 토양이 광물학 및 지구화학적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물의 제조에 사용한

모래와 황토는 유구 주변에 분포하는 토양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궁리유적 인근에는 대규모의 석회암 산지

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아산만을 통해 유입되는 바닷길이 유적 인근까지 연결되어 수운 등의 방법을 통해 인근

산지에서 석회재료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어 : 회곽묘, 궁리유적, 삼물, 층벽식, 통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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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조선시대 초기의 사대부 묘역은 주로 석실와 석곽을

사용하였으며, 묘는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무덤을 지

칭하는 용어였다. 이러한 무덤형태는 발전을 거듭하면

서 다양한 제약을 받기도 하고 석회의 사용에 대한 권

장정책에 따라 점차 회곽묘로 정착되어 왔다. 조선왕

조실록과 국조오례의 등의 문헌에서는 회곽묘의 조성

방법과 생석회의 배급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역

시 세조의 광릉부터 회곽묘로 조성하였다.

이처럼 조선은 국가차원에서 회곽의 제작방법을 제

시하였으며 회곽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따라서

회곽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묘제로서 당시의 성리

학적 통치이념이 반영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왕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되었기 때

문에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이다(Kim, 2012).

회곽묘에 대한 연구로는 Kim(2007), Min(2008) 및

Kim(2013) 등에 의해 문헌자료 검토와 시대에 따른

형식 및 조성방법 등에 대한 인문학적인 보고가 있다.

최근 Kim(2006)과 Han(2010) 및 Shin(2016) 등은

회곽묘에서 확인된 피장자와 유골에 대한 해부학적 및

병리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회곽묘는 근

래에 들어 유구 및 출토 유물 등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회곽묘를 구성하고 있는 회곽자체에 대한 강도

분석은 Park et al.(1999)의 연구가 있으며, Lee et

al.(2016; 2017)은 회곽묘의 재료과학적 특성과 물성분

석 등을 수행하여 제작기술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앞

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평택 궁

리 2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회곽묘 가운데 대표적인 층

벽식 및 통벽식 회곽을 대상으로 재료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회곽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고,

회곽묘의 제작과정 및 재료의 산지를 해석하여 조선시

대 회곽묘의 제작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구축하였

다. 이 결과는 회곽묘의 재질과 제작기법 규명에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시료선택

궁리유적은 아파트 신축 및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하던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분묘

와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소성유구 등이 발굴되

었다(Hanya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7).

이 연구는 궁리유적의 조선시대 회곽묘 14기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을 보이는 3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곽

묘들은 제작방식에 따른 형태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Fig. 1). 연구를 위한 분석시료는 각 회곽묘의 회벽

및 바닥에서 석회혼합물을 수습하였으며, 인근의 토양

시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시료는 유형에 따라 LM(석

회)과 S(토양)로 구분하였으며 석회가 다량 포함된 바

닥면의 토양은 S로 분류하였다(Fig. 2).

시료는 수습위치에 따라 2-2 지점 25호 회곽묘, 2-1

지점 222호 및 223호 회곽묘로서 각각 A, B, C로 구

분하였다. 25호 회곽묘는 뚜렷한 층의 구분이 확인되

는 층벽식으로 6개의 층위 별 시료를 1점씩, 층과 층

사이의 경계면과 최상부의 석회혼합물을 각각 선택하

였다. 222호와 223호 회곽묘는 층의 구분 없이 통벽식

으로 구성되어 있어 벽체의 위치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분류하여 시료를 수습하였다(Fig. 1, 2). 또한

222호 회곽묘에서는 최상부와 그 상부의 마감층에서도,

223호 회곽묘에서는 바닥층, 최상부층 및 마감층의 시

료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Fig. 1. Field occurrences and sampling positions for

analysis of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in the Gungri

Site. (A) No. 25 tomb in 2-2 area. (B) Layered wall of No.

25 tomb. (C) No. 222 tomb in 2-1 area. (D) Integrated wall

of No. 222 tomb. (E) No. 223 tomb in 2-1 area. (F)

Integrated wall of No. 223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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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질 및 토양분포

평택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신

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하상을 따라 넓게 분포한다. 지

질계통은 시생대 지층의 하부 연천계와 중생대 화강암

류에 해당한다. 궁리유적 일대는 선캄브리아기 반상변

정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지역의 남쪽으로

는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넓게 피복되어 있다.

평택의 서부지역에는 석회암을 협재한 편암이 주로

분포하며 중립질에서 조립질로 이루어져 있고 엽리가

매우 복잡하여 구부러진 지층구조를 따라 다양한 모양

을 하고 있다. 평택의 동부에는 흑운모편마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구성암석은 석회암층을 포함한 호상

편마암이 가장 우세하다. 동부와 남부 일대에는 각섬

석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중립질이다.

궁리 일대의 토양은 퇴적양상에 따라 충적붕적층과

잔적층이 주를 이루며, 분포지형은 저구릉지와 구릉지

말미에 선상지와 곡간지가 있다. 퇴적양식은 잔적층의

Fig. 2. Representative analytical samples of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in the Gungri Site.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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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 붕적층이 좁게 이어지고 주변으로는 충적층과

충적붕적층이 확인된다. 연구대상 회곽묘가 확인된 지

역의 토양분포도를 살펴보면, 유구 주변으로 산성암을

모재로 하는 토양이 넓게 분포하며 표토는 미사질식양

토이고, 주변으로 미사질양토, 양토, 사양토가 나타난

다. 심토는 황색과 적색의 식질, 식양질 토양으로 주변

으로는 미사식양질을 비롯하여 미사사양질과 사양질의

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2.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회곽묘와 주변의 토양 시료를 대상으

로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학적 특

성을 규명하였으며, 회곽의 제작과정과 원료의 공급지

를 유추하였다. 연구대상 석회와 토양 시료의 정확한

색도 측정을 위해 Konica Minolta의 분광측색계 CM-

2600d를 사용하였다. 회곽과 토양의 자화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으며 기기는 ZH

Instrument의 SM-30을 이용하였다. 회곽의 내구성과

물성 파악을 위해 가비중과 공극률 및 흡수율을 구하

였다. 측정은 한국산업규격 KS L 4008 조건에 따랐다.

회곽묘 역시 유구의 일부로서 다량의 분석시편을 획득

하기 어려워 1cm×1cm×1cm로 절단하여 각각 2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획득하였다.

회곽묘와 토양의 광물조성과 미세조직 및 기질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박편을 제작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기기

는 Nikon의 SMZ1000 실체현미경과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현미경이다. 일부 회곽묘 시료를 대상으

로 석회의 미세조직과 정성분석을 위해 주사전자현미

경(SEM)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Oxford의 에너

지분산형 성분분석기가 장착된 JEOL JSM 6335이다.

현미경 관찰에서 확인되는 조암광물을 동정하고 정성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대상으로 Rigaku MiniFlex

600을 이용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조

건은 모두 CuKα에 전압 40kv, 전류 40mA로 설정하

였다.

한편 회곽묘의 축조과정 동안 열의 발생경로와 광물

의 상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TA Instruments의

DTQ600이 이용되었으며, 분석조건은 1,000oC까지이며

승온속도는 10oC/min이다. 분석에 사용한 표준시료는

α-Al2O3이다. 회곽과 토양 시료의 지구화학적 정량분석

은 지질시료 전문분석기관인 캐나다 ACTLABS에 의

뢰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와 질량분석기

(ICP-AES, ICP-MS) 및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물리적 특성

3.1.1. 색도분석

석회혼합물과 토양의 색 정보를 정량적으로 밝히기

위해 각 시료별 색도를 측정하였다. 색도값은 CIE

LAB 색 공간에 도시하였다. 특히 토양은 건조 전과

후를 모두 측정하여 색차를 산출하였다. 궁리유적의 석

회혼합물 시료는 전반적으로 회색계열로 확인되며 수

습 위치에 따라 a*와 b*의 차이를 보이나 모든 시료

에서 a*와 b*가 양(+)의 분포를 보였다.

층벽식 회곽묘의 LM-A7 시료는 높은 적색도와 황

색도를 나타냈다. 이는 삼물의 구성에서 토양의 비율

이 높기 때문이다. 통벽식의 222호 회곽묘는 마감층과

하부의 석회혼합물에서 64~66의 낮은 L* 값을 보이

며 최상부와 상부, 중부와 하부의 시료가 서로 유사한

Table 1. Studied samples for analysis of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in the Gungri Site

Sample

No.
Type

Origin

Site Location

LM-A1 Lime-soil mixture

2-2 

Site 

No.25

Tomb

Top layer

LM-A2 Lime-soil mixture 1st layer

LM-A3 Lime-soil mixture 2nd layer

LM-A4 Lime-soil mixture 3rd layer

LM-A5 Lime-soil mixture 4th layer

LM-A6 Lime-soil mixture 5th layer

LM-A7 Lime-soil mixture 6th layer

LM-A8 Lime-soil mixture Boundary layer

S-A1 Surface soil Surface soil

S-A2 Bottom soil Bottom layer

LM-B1 Lime-soil mixture

2-1 

Site 

No.222 

Tomb

Finishing layer

LM-B2 Lime-soil mixture Top layer

LM-B3 Lime-soil mixture Upper layer

LM-B4 Lime-soil mixture Central layer

LM-B5 Lime-soil mixture Lower layer

S-B1 Surface soil Surface soil

S-B2 Bottom soil Bottom layer

LM-C1 Lime-soil mixture

2-1 

Site 

No.223 

Tomb

Finishing layer

LM-C2 Lime-soil mixture Top layer

LM-C3 Lime-soil mixture Upper layer

LM-C4 Lime-soil mixture Central layer

LM-C5 Lime-soil mixture Lower layer

LM-C6 Lime-soil mixture Bottom layer

S-C1 Surface soil Surfac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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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를 나타낸다. 통벽식 223호 회곽묘는 시료의

층위가 낮을수록 a*와 b*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

되며, L*은 73~95로 넓은 분포를 보였다(Fig. 3). 따라

서 궁리유적 회곽묘의 석회혼합물은 전반적으로 층벽

식으로 제작한 회곽의 색도가 일정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토양은 건조 후에 a*와 b* 값이 모두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나, 일부 시료는 a* 값이 감소하였다.

이때 a*가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작은 시료는 육안관찰

에서 석회가 확인되었던 S-A2와 S-B2이다. 토양 시료

의 건조 전후 색차값을 산출한 결과, 표토에 비하여

시료 내의 석회비율이 높은 토양에서 낮은 색차를 보

였다(Fig. 3).

3.1.2. 전암대자율

회곽묘 조성에 사용한 재료의 미세자기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석재와 석기 및 토기와 벽돌의 태토를 대상으로 성인

적 동질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회격묘의 재질

분석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Uchida et al., 2007; Lee

et al., 2006; Yi, 2010; Jang, 2013; Lee et al., 2016).

이 연구에서는 시료별로 20회씩 대자율을 측정하여 최

소, 최대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다(Fig. 4).

연구대상 회곽묘들의 모든 석회혼합물은 0.06~0.66

(×10-3 SI unit)의 범위를 보였으며, 토양은 0.45~1.24

(×10-3 SI unit)에 분포하여 석회혼합물에 비해 토양의

전암대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작방식에

따라서는 통벽식으로 제작한 회곽묘의 일부에서 전암

대자율 분포가 다소 낮았다. 이는 석회의 혼합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일한 제작방법으로

조성되었더라도 삼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대자율 특성

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회곽묘의

제작방식과 관계없이 최소 및 최대값을 비롯한 전체적

인 대자율 범위는 모든 회곽묘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

였다(Fig. 4).

Fig. 3. Chromaticity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Fig. 4. Magnetic susceptibility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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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혼합물은 양생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부에 포함된

광물의 상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Lee et al., 2016;

2017). 특히 철을 함유한 광물은 소성과정과 냉각과정

을 거치면서 대자율 값이 미세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태토 자체가 함유힌 철의 함량과 소성온

도에 따라 달라진다(Kaare, 2001). 따라서 전암대자율

측정을 통해 재료의 태토와 기질의 성인적인 동질성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회곽은 삼물(석회, 황토,

세사)을 혼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광물학적 및 지구

화학적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해

석해야 한다.

3.1.3. 가비중, 공극률 및 흡수율

회곽을 구성하는 석회혼합물의 내구성과 물성을 판

단하기 위해 가비중과 공극률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회곽의 기능을 피장자의 손상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요소는 내부의 밀폐 정도이다. 따라서 비중

은 재질의 조밀함을 공극률 및 흡수율은 수분의 이동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를 각각 비교하였다. 비중

측정 결과, 전체 시료는 1.75~2.21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은 1.88로 산출되었다. 유구별로는 층벽식으로 제

작한 회곽묘의 비중이 1.8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벽식 회곽묘에서는 각각 1.97(222호)과 1.87(223호)

로 산출되었다.

공극률은 층벽식 회곽에서 평균 33.79%였으며, 통벽

식 회곽묘에서는 31.14~31.20%로 유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사한 평균값을 나타내며,

층벽식으로 제작한 회곽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흡수율 역시 층벽식 회곽에서 18.3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LM-A1 시료는 28.72% 높은 흡

수율을 보인다. 층벽식 회곽묘는 각각 13.05~18.98%

와 11.39~21.26%의 범위로 나타나며 15.71% 및

16.64%의 평균 흡수율을 보였다(Table 2).

유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감

층 및 최상부층과 지면과 가까운 하부에서 공극률과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중과 공극률 및

흡수율을 대상으로 각각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결과, 층

벽식으로 제작한 회곽묘 시료가 가장 밀집한 경향을

보였다. 비중과 흡수율의 상관도는 대부분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일부 시료가 상이한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최상부 또는 최하부의 시료이다. 한편 석회혼

합물의 공극률 및 흡수율의 상관도는 상당히 정비례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 5). 이와 같이 회곽의 전체적인

물성은 통벽식으로 제작한 회곽묘에서 상대적으로 치

밀하며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재료학적 특성

3.2.1. 산출상태와 조직적 특징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 석회혼합물 시료는 전반적으

로 기질이 치밀하며 석회, 세사, 황토의 삼물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수습 위치에 따라 혼합 정도의 차이

가 있다(Fig. 6). 층벽식으로 제작한 25호 회곽묘는 상

대적으로 삼물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육안으로도 다른 시료와 상이한 특성을 보였

던 LM-A7 시료는 기질에서 석회의 비율보다 세사와

황토가 높게 구성되어 토양과 유사한 조직특성을 보인

다. 토양시료는 거의 유사한 기재적 특징을 보이며 황

갈색의 황토 기질에 부분적으로 미세한 석영과 장석이

관찰된다.

통벽식 회곽묘 2기의 석회혼합물 역시 삼물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222호 회곽묘 시료는 수습 위

치에 따른 삼물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

며, 전반적으로 석회의 비율이 매우 높아 시료가 유백

색을 띤다. LM-B1과 LM-B5는 석회보다 세사와 황토

Table 2. Some physical properties of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and Figure 2

Sample

No.

Specific

gravity

Porosity

(%)

Absorption

ratio (%)

LM-A1 1.87 53.73 28.72

LM-A2 1.83 28.58 15.66

LM-A3 1.79 29.21 16.34

LM-A4 1.86 29.58 15.89

LM-A5 1.78 31.37 17.69

LM-A6 1.88 32.78 17.35

LM-A7 Unable to measurement

LM-A8 1.85 31.25 16.93

Mean 1.84 33.79 18.37

LM-B1 2.21 41.82 18.98

LM-B2 1.92 32.68 17.03

LM-B3 1.97 28.02 14.14

LM-B4 1.87 24.41 13.05

LM-B5 1.89 29.09 15.36

Mean 1.97 31.20 15.71

LM-C1 1.86 38.78 20.91

LM-C2 1.90 33.70 17.72

LM-C3 1.75 27.02 15.40

LM-C4 1.81 20.63 11.39

LM-C5 1.91 25.08 13.13

LM-C6 1.96 41.60 21.26

Mean 1.87 31.14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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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me physical propertie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Fig. 6. Representative stereoscopic microphotograph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56 강산하 · 이찬희

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육안관찰 결과와 동일하게 황

갈색을 나타낸다. 특히 LM-B2와 LM-B5는 아각형의

장석 및 석영 입자가 관찰되며, 상부에서 수습한 석회

혼합물에서는 적갈색의 황토 덩어리가 기질내에 포함

되어 있다(Fig. 6). 222호 회곽묘의 토양시료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적갈색 기질의 표토와 대비하여

회곽묘 바닥에서 수습한 S-B1 시료는 황갈색 기질에

석회가 일부 확인된다.

통벽식 223호 회곽묘의 석회혼합물은 두 회곽묘에

비해 세사 및 황토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모

든 석회혼합물에서 2mm 이상의 토양 덩어리가 관찰

되며, 전반적으로 황갈색 내지 갈색을 보인다. 마찬가

지로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석영과 장석 입자가 나타

나며 부분적으로 토양 기질에 포함된 운모도 관찰된다.

토양(S-C1)은 적갈색이며 주로 미정질 기질로 구성되

어 있어 기재적인 특징은 LM-C1, C4, C6에서 확인된

토양과 매우 유사하다(Fig. 6). 

편광현미경하에서 시료의 미세조직, 광물의 산출상

태와 치밀도 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삼물의 제작특

성에 따라 동일한 시료도 관찰지점에 따라 상이한 산

출상태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조성은 유사하였다(Fig. 7).

석회혼합물은 기질의 응집도 차이는 있으나 석회기질

과 토양기질을 바탕으로 석영, 장석 등이 확인되며, 부

분적으로 석회의 주요 구성광물인 방해석이 관찰되었다.

층벽식 회곽묘에서 수습한 석회혼합물은 대부분 방

해석이 관찰되었으며, 크기는 500μm에서 1mm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아각형의 석영, 장석 입자가 높은 비

율로 관찰되며 석회혼합물의 전반적인 조직은 치밀한

편이다. 반면 LM-A7 시료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치밀

하지 못하고 기질에 공극이 다수 확인되며 불투명 광

물이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토양시료는 황갈색의 기질에

원마도가 높은 세립의 석영결정이 확인된다(Fig. 7).

통벽식 222호 회곽묘의 석회혼합물은 최상부에서 수

습한 LM-B1 시료의 기질이 치밀하지 못하고 공극과

불투명 광물이 다수 나타난다. 222호 회곽묘에서는 상

대적으로 결정의 크기가 큰 방해석이 다수 확인되며,

대부분 각형 내지 아각형으로 석영 및 장석류에 비해

원마도가 불량한 것이 특징이다. 223호 시료는 토양기

질의 비율이 가장 높고 토양은 은미정질의 기질특성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석영과 장석류가 혼재되어 있고 분

급은 불량하며 아각형부터 아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원마도의 광물이 관찰된다(Fig. 7).

Fig. 7. Representative polarizing microphotograph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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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세조직과 광물조성

층벽식 회곽묘에서는 결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정

질 또는 미정질의 방해석 집합체가 확인된다. 또한 방

해석이 능면상으로 성장한 모습도 관찰된다. 회곽에는

대부분 세사와 황토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

인한 다양한 광물들이 관찰되며 EDS 분석에서 Si, Al,

Fe, O 등의 원소들이 검출된다(Fig. 8, Table 3). 통벽

식 222호 회곽묘는 높은 석회 함량과 함께 치밀한 석

회기질 및 방해석 결정이 관찰된다. 특히 기질에서는

미세공극이 발달하였으며 고령석이 보인다(Fig. 8D). 방

해석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 가운데 가장 다양한

결정형을 갖는 탄산염광물로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데, 이 회곽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방해석 결

정을 확인할 수 있다.

통벽식 223호 회곽묘에서도 미세한 공극들이 함께

관찰되나 기질은 치밀한 편이다. 방해석 결정 외에 규

산염 광물들이 곳곳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규산염광물

주위로 방해석 결정이 함께 성장한 모습도 확인된다

(Fig. 8E, 8F). 대부분의 광물은 다양한 크기와 능면상,

침상, 주상, 판상 등의 결정을 이루고 있다. EDS 분석

에서 Ca, C, O가 주를 이루어 방해석(CaCO3)으로 동

정되었으며 이 외에 Si, Al, O, C를 주성분으로 하는

결정이 확인되는데 이는 장석, 운모 및 점토광물의 영

향으로 판단된다(Table 3, Fig. 8).

X-선 회절분석 결과, 석회혼합물에서는 석영, 방해석,

석고, 운모, 정장석이 동정되었으며 미약하게 고령석의

회절선도 검출되었다. 석고(CaSO4·2H2O)는 회곽의 제

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였다기보다는 석회의 양

생과정이나 이후 이차적으로 생성된 광물로 판단된다.

토양 시료는 석회혼합물 시료와 거의 유사한 조성을

보이나 석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방해석과 석고 등의

회절선이 아주 미약하게 확인되었다(Fig. 9).

특히 222호 회곽묘 바닥층 토양에서는 가장 높은

방해석 회절선이 검출되었다. 이 시료는 육안관찰을 통

해서도 석회알갱이가 확인되었으며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해서도 500μm 내외의 방해석 결정이 관찰되었다.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미세조직

특징은 유사하며 통벽식으로 제작한 회곽묘에서 방해

석의 회절선이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토양 함량이 높

았던 223호 회곽묘에서는 고령석의 회절선이 강하게

검출되었다(Fig. 9).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and energy

dispersive spectrum of analyzed samples. (A, B) Samples

of No. 25 tomb. (C, D) Samples of No. 222 tomb. (E, F)

Samples of No. 223 tomb.

Table 3. SEM-EDS compositions (wt%)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8

No. Si Al Ti Fe Ca Mg Na K Cl C O

A1 5.79 2.44 - 0.25 34.95 - - - - 10.60 45.96

A2 0.58 0.56 - - 25.49 - - - - 14.40 58.97

B1 0.31 8.26 - 0.48 22.43 - - - 0.99 5.40 62.13

B2 7.30 6.76 - 0.17 15.11 0.53 - 1.87 - 13.00 55.26

B3 12.76 13.52 - 1.32 0.14 0.18 - 0.74 - 10.01 61.32

C1 5.75 3.37 - 1.58 15.21 - - 0.59 - 19.85 53.66

C2 9.74 8.55 - 3.75 1.79 3.17 - 1.04 - 11.47 60.50

C3 1.13 0.98 - 0.27 25.68 0.58 - - - 11.85 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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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열적 특성

석회가 혼합되어 있는 일부 바닥 토양(S-A2, S-B2)

을 대상으로 석회 가공당시의 반응열과 삼물 혼합에

따른 반응열, 수분 접촉시 발열상태 등을 추적하기 위

해 시차열분석과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회혼합

물은 석회 뿐 아니라 다량의 황토 및 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성분에 포함된 점토광물의 영향으로 인해

100~200oC의 저온영역에서 흡열피크가 나타난다. 이는

유기물과 흡착수의 증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Fig. 10).

X-선 회절분석에서 고령석 피크가 검출되었던 일부

Fig. 9. Representativ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Q;

quartz, Ca; calcite, G; gypsum, K; kaolinite, M; mica, O; orthoclase.

Fig. 10. Representative DTA and TG pattern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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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에서는 400~525oC 부근에서 중량이 감소하

면서 흡열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고령석이 메타카올

린화되는 과정에서 결정수가 탈수되면서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토양시료 및 토양의 함량이 높은 석회혼

합물에서는 석영의 상전이로 인해 573oC 부근에서 예

리한 흡열피크가 나타난다. 토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석

회혼합물에서 800oC 이전에 흡열피크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탈탄산반응에 따라 탄산칼슘이 발생한 것으

로 이 구간에서는 모두 흡열피크가 발생했으며 시료마

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중량감소가 함께 진행된 것

을 보인다(Fig. 10).

궁리유적 회곽묘의 석회혼합물 역시 흡열피크가 나타

난 지점에서 중량감소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이는 탄산

가스가 방출되는 동안 CaO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또

한 석회의 비중이 높을 때 중량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

고, 토양보다 석회혼합물에서 더 많은 중량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석회혼합물은 700~800oC

에서 높은 중량감소를 보이며 동시에 흡열피크가 나타

나기 때문에 모두 탈탄산화가 진행된 방해석의 영향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곽의 제작에 사용한 석회는 석

회암을 소성하여 제작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900~1,000oC에서 발열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

사 및 황토에 포함된 점토광물의 재결정작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Fig. 10).

3.3. 지구화학적 특성

3.3.1. 주성분원소와 거동특성

석회혼합물은 SiO2가 22.74~67.45wt%, Al2O3와

Fe2O3가 각각 4.78~16.48wt%와 1.36~3.81wt%의 조성

을 보였다. 석회의 구성성분인 CaO는 2.18~37.49wt%

의 넓은 함량이 확인되었다. 또한 MgO가 0.29~

5.81wt%, K2O가 0.69~4.50wt%의 함량을 보이며 이 외

주성분 원소들은 1.00wt% 내외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 작열감량(LOI)은 유기물, 수분, 탄소함량 등을 의

미하며 석회혼합물에서는 6.18~15.99wt%의 범위를 보

였으며 시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Table 4). 회곽묘 주

Table 4. Major element compositions (wt%)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No.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LM-A1 46.30 10.06 3.81 0.05 1.09 16.09 0.18 1.62 0.41 0.07 10.80 90.49

LM-A2 44.50 8.64 3.12 0.04 0.70 21.28 0.23 1.73 0.33 0.06 8.85 89.47

LM-A3 53.16 8.86 2.21 0.04 0.74 17.00 0.28 2.20 0.26 0.07 7.19 92.01

LM-A4 55.40 8.75 1.97 0.04 0.74 17.13 0.29 2.37 0.20 0.03 7.52 94.44

LM-A5 50.84 7.90 2.27 0.04 0.74 18.66 0.26 2.01 0.25 0.06 9.25 92.26

LM-A6 51.51 8.31 1.48 0.04 0.56 18.90 0.26 2.17 0.16 0.03 12.66 96.09

LM-A7 67.45 16.48 1.85 0.03 0.29 2.18 0.42 4.50 0.16 0.05 6.18 99.59

LM-A8 41.99 6.23 2.10 0.04 0.67 24.57 0.23 1.58 0.26 0.03 13.65 91.35

S-A1 56.50 23.91 5.87 0.02 0.49 0.28 0.07 2.46 0.54 0.05 10.32 100.50

S-A2 43.46 28.56 9.31 0.03 0.64 0.48 0.08 1.76 0.92 0.07 14.34 99.65

LM-B1 22.74 4.41 1.37 0.02 0.91 37.49 0.13 0.69 0.19 0.04 21.00 88.99

LM-B2 36.55 4.64 1.36 0.02 1.11 31.23 0.18 1.02 0.24 0.03 11.77 88.16

LM-B3 42.27 5.63 1.67 0.03 1.05 27.21 0.25 1.36 0.29 0.03 10.21 90.00

LM-B4 34.14 6.29 2.00 0.02 0.98 31.48 0.19 1.24 0.28 0.07 13.01 89.68

LM-B5 37.70 6.10 1.79 0.02 0.95 31.11 0.25 1.32 0.26 0.05 13.72 93.27

S-B1 61.19 17.04 6.60 0.06 0.82 0.39 0.19 2.28 0.89 0.14 9.70 99.30

S-B2 60.87 16.28 6.04 0.05 0.72 3.27 0.15 3.35 0.91 0.14 8.13 99.92

LM-C1 53.01 6.70 2.07 0.03 5.57 15.46 0.19 1.69 0.25 0.01 8.03 93.01

LM-C2 41.78 6.03 2.03 0.03 4.51 21.41 0.17 1.41 0.27 0.03 13.13 90.81

LM-C3 41.00 4.85 1.95 0.04 5.81 23.72 0.15 1.18 0.21 0.04 9.50 88.44

LM-C4 37.56 4.78 1.64 0.03 4.11 25.04 0.19 1.37 0.17 0.02 15.99 90.90

LM-C5 43.41 4.82 1.56 0.03 4.35 23.69 0.22 1.53 0.19 0.04 15.05 94.87

LM-C6 44.95 7.05 2.37 0.04 2.89 20.93 0.22 1.77 0.31 0.08 15.48 96.09

S-C1 58.91 19.19 7.69 0.06 0.78 0.18 0.12 2.17 1.04 0.11 9.89 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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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과 바닥층의 토양은 SiO2가 43.46~61.19wt%,

Al2O3가 16.28~28.56wt%를 보였다. 또한 MgO가

0.49~0.82wt%, K2O가 1.76~3.35wt%이다. 특히

CaO는 0.18~3.27wt%의 조성을 보여 석회혼합물에 비

해 현저히 낮으며 LOI는 8.13~14.34wt%로 나타나

석회혼합물과 토양에 큰 차이는 없다(Table 4). 

회곽의 구성에 사용한 물질과 토양의 재료학적 동질

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성분 원소의 함량을 Nockolds

(1954)가 제시한 일반적인 화성암의 평균조성으로 표

준화하였다. 이 결과, 석회혼합물과 토양은 일부 광물

의 풍화정도에 따라 작은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였다(Fig. 11). 석회혼합물 중 LM-A7 시

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료의 CaO 함량이 15wt% 이

상의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높은 부화계수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석회재료에 의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LM-A7

시료는 다른 석회혼합물에 비해 CaO 함량이 상당히 결

핍되었고 오히려 회곽묘의 바닥층 토양과 유사한 CaO

부화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삼물을 혼합하여 조

성하는 회곽의 제작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3.2. 미량 및 희토류원소와 거동특성

궁리 회곽묘 석회혼합물 및 토양의 미량원소 분석결과

에서는 Ba, Zr, Sr, Rb 등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특

히 토양에서 Cr과 Rb의 함량이 두드러진다(Table 5).

모든 시료의 미량원소의 함량을 Govindaraju(1989)가

제안한 화성암의 평균 미량원소 조성을 기준으로 표준

화한 결과, 수습 위치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회곽묘 모두 유사하다. Ba과 Zr은 부화

되었거나 부화에 인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Be, Cd,

Co, Rb, Sr 등은 결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

로 Rb과 Sr은 CaO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이들 원소가 광물 내에서 Ca를 치환하고 있

어 용해작용 시 Ca와 함께 용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원소가 부화된 경향은 석회혼합물의 높은 CaO

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11).

희토류 원소는 특징적인 거동특성을 보여 암석 및

토양의 성인과 산지해석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궁리 회

곽묘에 사용한 석회혼합물과 토양은 전반적으로 경희

토류에서 중희토류 원소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패턴

을 보이며 일부 시료에서 Eu의 결핍이 두드러진다. 특

히 토양에서 경희토류 원소(La, Ce, Nd, Sm)가 크게

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Eu를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

여 음의 기울기를 보인다. 모든 회곽에서 부화와 결핍

의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경향이 일

Fig. 11. Normalized geochemical variation patterns of major (A) and minor (B) element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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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통벽식 회곽묘

의 석회혼합물은 시료 간에 거의 유사한 거동특성을

나타내었다(Table 6, Fig. 12).

 

3.3.3.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거동특성

주성분과 미량원소 중에서 호정 및 불호정성의 특성

을 갖는 원소에 대해 Pearce(1983)가 제시한 원시 맨

틀조성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거동특성을 검

토하였다. 이 결과, 석회혼합물과 토양의 호정 및 불호

정원소 역시 미세한 부화와 결핍 정도를 보였을 뿐 거

의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회곽묘를 조성하

며 사용한 재료들이 거의 유사한 모암과 동일한 풍화

경로를 거친 토양임을 의미한다. 모든 시료는 전반적

으로 Ba과 Zr 등에서 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Sr과

Ce은 시료의 수습 위치와 유형에 따라 부화되거나 결

핍되는 양상이 모두 나타났다.

특히 이동성이 높은 원소(Sr, K2O, Rb, Th, P2O5,

Y, Yb)는 전반적으로 부화계수가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

며, 거의 동일한 거동특성을 보인다(Fig. 12). 이처럼

궁리 회곽묘의 석회혼합물과 토양이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거의 동일한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종류의 석회원

료와 토양이 회곽의 구성에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석회를 제외한 토양구성물질은 유적 인근

의 풍화토가 직접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4. 고  찰

4.1. 제작기술 검토

궁리유적 회곽묘는 제작형식에 따라 크게 층벽식과

통벽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벽식 회곽은 한 층을

강회로 단단하게 회다짐 하고 그 다음층은 모래를 섞

은 회를 쌓아 번갈아 가면서 층층이 회다짐하여 벽을

축조한 형태이다. 이때 회의 함량과 양생에 따라 곽의

형태가 잘 남아있기도 하나 정연하지 않고 유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통벽을 제작한 경우는 목곽

을 설치한 후 묘광과 목곽 사이에 한 번에 삼물을 부

어 회곽을 제작한 형태이다(Min, 2008). 층벽식 회곽

Table 5. Some minor element compositions (ppm)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No. Ba Be Cd Co Cr Cu Hf Ni Pb Rb Sc Sr Th V Y Zn Zr

LM-A1 601 1 <0.5 10 28 25 8.0 12 22 40 7.8 132 17.4 34 20 38 397

LM-A2 671 1 <0.5 8 34 17 7.6 10 18 30 6.2 396 13.8 28 20 31 268

LM-A3 679 1 <0.5 7 19 18 7.0 9 20 70 4.2 144 9.0 18 14 26 269

LM-A4 680 1 <0.5 4 16 5 5.3 7 20 30 3.4 126 7.2 15 16 22 262

LM-A5 676 1 <0.5 6 36 9 7.0 8 21 80 4.4 164 9.8 24 15 26 292

LM-A6 563 1 <0.5 3 40 9 4.2 6 22 70 2.6 201 5.8 16 10 19 186

LM-A7 568 3 <0.5 1 46 6 2.0 6 50 110 3.2 64 7.4 14 12 34 80

LM-A8 546 <1 <0.5 5 49 7 6.4 8 15 50 4.2 273 8.1 20 18 22 327

S-A1 677 2 <0.5 10 99 17 6.7 23 34 160 14.4 23 31.3 53 29 74 263

S-A2 473 3 <0.5 8 76 18 11.4 30 42 160 19.3 33 49.6 73 41 123 421

LM-B1 345 1 <0.5 4 16 7 4.9 6 8 20 2.9 405 5.8 17 13 17 264

LM-B2 404 <1 <0.5 5 24 4 9.1 8 9 70 2.8 274 5.0 19 13 16 417

LM-B3 518 <1 <0.5 5 24 5 9.4 10 9 20 3.5 373 5.4 26 13 19 430

LM-B4 537 <1 <0.5 5 25 5 5.8 7 13 60 4.1 450 9.4 17 16 24 294

LM-B5 556 <1 <0.5 4 44 4 6.7 7 13 30 3.5 504 8.6 18 14 20 334

S-B1 630 2 <0.5 15 68 20 12.2 29 33 120 14.1 50 29.8 71 36 85 553

S-B2 1,110 2 <0.5 20 67 14 11.3 17 33 140 12.3 120 34.8 38 40 86 484

LM-C1 588 <1 <0.5 6 23 9 6.0 9 13 50 4.0 61 7.8 30 21 22 271

LM-C2 476 <1 <0.5 8 20 22 5.9 9 11 50 4.1 125 8.6 29 15 23 255

LM-C3 477 <1 <0.5 6 26 8 6.9 7 13 20 4.1 145 10.1 24 17 23 279

LM-C4 492 <1 <0.5 3 18 6 5.8 7 9 50 2.8 135 6.6 22 10 18 238

LM-C5 578 <1 <0.5 2 16 10 7.3 8 10 20 2.8 132 5.7 21 12 18 353

LM-C6 599 1 <0.5 6 34 9 6.4 9 14 70 4.6 109 9.6 24 19 27 235

S-C1 603 3 <0.5 16 64 21 14.6 27 36 90 15.0 40 36.7 73 37 89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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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Normalized geochemical variation patterns of rare earth (A), compatible and incompatible (B) element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Table 6. Some rare earth element compositions (ppm)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No. La Ce Nd Sm Eu Tb Yb Lu

LM-A1 32.4 86 19 3.8 0.9 0.7 2.2 0.20

LM-A2 26.1 57 31 3.2 0.8 <0.5 1.6 0.18

LM-A3 21.4 49 17 2.5 0.7 <0.5 1.3 0.11

LM-A4 17.3 33 18 2.1 <0.1 <0.5 1.1 0.11

LM-A5 20.7 47 18 2.5 0.7 <0.5 1.5 0.17

LM-A6 15.3 29 13 1.9 0.5 <0.5 1.0 0.10

LM-A7 19.6 40 17 2.3 0.6 <0.5 1.2 0.23

LM-A8 18.6 36 13 2.2 0.6 <0.5 1.4 0.12

S-A1 60.3 284 50 7.7 1.1 <0.5 3.5 0.44

S-A2 88.1 168 82 10.6 2.2 <0.5 4.6 0.56

LM-B1 19.8 31 14 2.3 0.6 <0.5 1.0 0.12

LM-B2 13.3 28 7 1.5 0.5 <0.5 1.0 0.10

LM-B3 14.9 30 12 1.8 0.6 <0.5 1.3 0.09

LM-B4 26.9 54 26 3.2 0.6 <0.5 1.8 0.17

LM-B5 21.4 42 22 2.4 0.5 <0.5 1.4 0.10

S-B1 61.8 153 63 7.3 1.4 <0.5 3.4 0.45

S-B2 108.0 156 88 11.8 1.8 1.9 4.3 0.48

LM-C1 15.6 33 17 1.9 0.5 0.6 1.1 0.15

LM-C2 20.6 45 29 2.5 0.6 <0.5 1.4 0.14

LM-C3 24.5 42 25 2.9 0.6 <0.5 2.0 0.21

LM-C4 13.6 40 6 1.9 0.3 <0.5 0.5 0.11

LM-C5 19.7 29 17 2.0 0.6 0.6 1.1 0.15

LM-C6 23.9 58 24 3.0 0.7 <0.5 1.7 0.21

S-C1 61.5 192 60 7.8 1.4 <0.5 3.5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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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는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물의 조성은 동

일한 것으로 보이나 표면이 거칠다. 통벽으로 구성되

어 있는 회곽묘는 상대적으로 회벽 표면이 매끈하다.

모든 회곽묘에서 숯 다짐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는 바닥으로부터 약 2cm 두께로 삼물을 조성한

흔적이 있다.

삼물 중 석회는 조성과 조직적 특징으로 보아 석회

암을 소성하여 얻었을 것으로 보이며, 회곽을 구성하

는 석회혼합물의 위치별 함량과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주성분 원소를 대상으로 도시하며 Fig. 13과 같다. 석

회의 주재료인 CaO는 회곽 상부 및 바닥층에 비해서

벽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

벽식 회곽묘에서 전반적으로 CaO 함량이 20wt% 이상

의 높은 분포를 보인다. SiO2와 Al2O3는 CaO와 반비

례하는 경향이 있다. 층 사이에 조성된 삼물은 다른

층에 비해 높은 CaO 함량이 나타났다. 특히 층벽식

회곽묘 최하부의 층은 모래가 다량으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SiO2, Al2O3, K2O의 함량이 높다.

회곽묘의 층위별 주성분 함량 분포를 보면, 삼물은

기본적으로 석회와 세사 및 황토를 혼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CaO, Al2O3, SiO2가 높은 함량을 보인다. 또한

각 층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혼합하

였기 때문에 각 원소의 함량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회곽은 직접적으로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식물의

뿌리나 동물 등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석회의 함량비를 높여 제조하

였으며 회곽 상부에 사용한 마감층은 상대적으로 모래

의 함량을 높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을 직

접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 회곽은 석회함량이 높

은 고품질의 삼물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마감하는 층

은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석회를 혼합하여 삼물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재료의 산지해석

우리나라의 석회암 분포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조선

누층군에 속하는 두꺼운 지층을 형성하여 황해도, 평

안도, 함경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방에 널

리 분포한다. 또한 매장량이 많고 품질이 비교적 우수

하여 예전부터 강회(CaO)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현

재의 시멘트 공업이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석회암의 산지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

람, 임원십육지 등의 고문헌에도 자세히 조사 및 기록

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석회석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Song, 2009).

회곽묘에 사용한 석회의 산지추정으로는 인근의 석

회암 산출지를 탐색하는 방법과 문헌에 기록된 석회암

산지 가운데 궁리유적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조사하

는 방법이 있다. 궁리 일대에서 확인된 석회석 광산은

없으나 편마암이 지질을 구성하고 있어, 이 사이에 협

재되어 있는 석회암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1976년도 광산기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광산에서 석회석을 생산하였음을 알

Fig. 13. Schematic diagram of major element contents by layer of lime-soil mixture on tomb barrier in Gungri Site.



64 강산하 · 이찬희

수 있다. 포승 일대의 지질을 살펴보면, 선캄브리아기

편마암 사이에 호상석회암이 협재하며 석회질 편암과

석회질 편마암 등이 함께 분포하고 있다.

아산시 대동리 일대와 중방리 일대, 당진시 월곡리

일대에도 석회암이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궁리유적으

로부터 직선거리 2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이 뛰어나나 명확한 기록이 없어 석회암의 원산지로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고문헌에 기록된 석회석의 산지 중에 평택

은 확인되지 않으나 생산기록이 있는 안성, 당진, 아산,

예산 등이 평택과 인접해있다(Fig. 14). 

특히 평택지역은 아산만을 통해 유입되는 바닷길이

아산호와 안성천을 거쳐 내륙으로 들어오고 진위천과

서정리천을 통해 궁리유적까지 유입되므로 수운 등을

통한 물자의 이동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14).

일반적으로 산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석재의 분포와 양 뿐 아니라 운반거리 및

당시의 기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의 사회 및 경제적 수준과 함께 유통체계 등을 고려했

을 때 원거리에서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에 명확한 원산지의 규명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5. 결  언

1. 회곽묘는 묘광에 회곽을 조영한 다음 관을 안치

한 형태의 무덤이다. 이때 회곽은 삼물을 사용하여 조

성하며 삼물은 석회, 세사, 황토로 구성된다. 이 연구

에서는 평택 궁리유적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회곽묘를

제작방식에 따라 층벽식과 통벽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석회혼합물을 대상으로 유적 인근에서 수습한

토양과 비교하여 재료학적 특성과 제작기술을 해석하

였다. 궁리유적 일대는 석회암을 포함하는 선캄브리아

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로 구성되어 있

다. 토양은 산성암을 모재로 하는 미사질 식양토이며,

심토는 적색의 식질 및 식양질 토양이다.

2. 층벽식 및 통벽식 회곽에서 각각의 석회혼합물 재

료는 석회, 세사, 황토로 모두 동일하나 유구와 층위에

따라 혼합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색상은 전반적으로 회

색계열로 층벽식 회곽묘에서 색도값이 가장 밀집된 분

포를 보인다. 토양은 기질에 석회함량이 많을수록 건

조 전후의 색차가 작게 나타난다. 회곽의 전체적인 물

성은 층벽식에 비해 통벽식에서 우수하며 치밀도와 강

도도 높고 석회함량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회곽은 모두 유사한 광물조성과 미세조직적 특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위에 따른 차이 뿐 아니

라 동일한 조성방식 내에서도 유구에 따라 차이가 확

인된다. 특히 방해석 결정이 회곽의 전반에 걸쳐 나타

나며 그 형태는 능면상, 침상, 주상, 판상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석회혼합물에서

석영, 운모, 정장석 등이 검출되었으며 방해석, 석고,

고령석 등의 회절선이 확인되었다. 토양에서는 석영,

장석, 운모 등의 검출되며 육안으로 석회결정이 확인

된 것과 동일하게 방해석의 회절선이 나타났다. 열분

석 결과, 2차례에 걸쳐 중량감소가 관찰되며 중량감소

율은 석회의 함량이 많을수록 더 높았다.

4.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에서도 석회혼합물과 유구의

토양은 거의 유사한 성인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회

곽묘에서 수습한 시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종류의 석회원료와 토양을 회곽의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궁리유적에서 확인된 회곽

묘는 모두 벽체와 바닥에서 숯 다짐은 발견되지 않고

통벽식 회곽묘의 바닥층에서만 약 2cm 두께로 삼물을

조성하였다. 석회혼합물의 층위별 함량변화를 보면, 하

부층과 마감층에서 낮은 CaO 함량이 나타났다.

5. 회곽 내부의 환경을 제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벽체에서 상대적으로 석회함량이 높은 삼물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마감하는 층이나 바닥에는 상대적으

로 저품질의 삼물을 사용하여 회곽을 조성하였다. 궁

리유적 일대에서 석회석 광산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근

에서 석회암 광산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궁

리유적으로부터 직선거리 25km 이내에 대규모 석회암

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궁리는 아산만을 통

Fig. 14. Possible provenance interpretation for limestone

quarries around the Gungri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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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입되는 바닷길이 유적 인근까지 연결되므로 수운

등의 방법을 통한 물자이동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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