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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등동 회곽묘는 한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제작된 6기의 회곽묘가 발굴되었으며, 회곽묘 조성에 사용된 삼물

회의 다양한 제작 기법이 확인되었다. 삼물회의 제작 기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석회 원료와 제작 

기법 및 배합 방법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고문헌에는 석회의 원료 중 저품위 석회석을 사용한 기록과 배합 재료로 황

토와 백토, 기와 가루 등과 같은 석회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포졸란 물질 사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삼물

회의 다양한 배합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현 실험을 바탕으로 석회 원료, 배합 재료, 배합 비율에 따른 삼물

회 제작 기법 분석이 요구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석회를 다방면으로 사용하였으나 공급이 적고 기술적인 미숙함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

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대량 생산됨과 함께 석회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 16세기와 18세기 회곽묘 삼물회의 제

작 기법 분석을 바탕으로 고문헌에 기록된 배합비와 배합 방법들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회곽묘 삼물회는 시기

에 따라 석회의 품질이 변화하였고 배합 재료 또한 변화됨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곽

묘 삼물회의 배합 비율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였으며, 주례와 가례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합 방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

에 회곽묘 삼물회의 제작 기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지속적으로 구축된다면 회곽묘 편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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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시대 의궤와 실록 또는 가례에 따르면 회곽묘 조

성에 사용된 석회로는 삼물회가 사용되었으며 석회와 모

래, 황토 또는 백토를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삼물회는 전

문 기관에서 정해진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되었는데, 장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활용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서 배합 방법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삼물회의 제

작 기법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능묘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인 석회의 생산량이 저조하여, 

필요 시 소요량만큼 생산하여 사용되었다(이권영 2009). 

이러한 이유로 민가에서는 사용이 어려웠으며, 왕이 특별

히 공신에게 장례에 사용하도록 하사하기도 하였다. 장례

에 사용되는 삼물회의 배합 비율은 『주자가례』1와 조선 후

기 『산릉도감의궤 능묘조성』2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의

궤에서는 능묘조성에 삼물회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으

며, 배합 비율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석회는 석회석을 석회 가마에서 소성하

여 생산하였으며, 석회 가마에서 갓 소성된 석회석은 공

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소석회로 변환되

고 분말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석회는 조선 전기 경기도 양주와 강화에 한

정되어 생산되었으며,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초까지는 

경기도 외에 충청도와 황해도로 생산지가 확대되었다. 

18세기 중반에는 공인에 의해서 조달되기도 하였으며, 이

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는 황해도 금천 석회가 

조달되었다(이권영 2009).

조선시대 예산 목리유적 회격묘 조성에 사용된 석회

의 경우 소성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소성된 석

회석 입자들이 존재하였으며, 탄산화가 온전히 이루어지

지 않아 미수화된 소석회가 존재하였다(이찬희 2016). 이

1 주희 저, 임민혁 역, 2000, 『주자가례』, 예문서원, pp.11~24.

2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1757)』에서부터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神貞王后綏陵山陵都監儀軌, 1892)』에 이르기까지 삼물

회의 배합 비율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나타남.

와 다르게 안동시 정상동의 회곽묘는 목리유적 회격묘와 

근사한 건조 밀도와 공극률을 지녔지만 더욱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다(박형동 외 1999).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삼물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생산량과 조달 및 품질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시기별 삼물

회 제작 기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러나 배합 재료

로 사용된 황토와 백토의 경우 유기물이나 비정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삼물회의 배합 비율을 해석하는데 불확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피비로 제작된 삼물회의 과

거 배합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현 실험을 통한 검

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삼물회의 제작 

기법을 고찰하고 삼물회 제작 기술 재현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성남 고등동에서 발굴된 회곽

묘 조성에 사용된 석회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16~18세기 조선시대 삼물회의 제작 기법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Ⅱ. 문헌 연구

1. 삼물회 제작 기술

1) 석회 품질의 변화

『천공개물』과 『북학의』, 『임원경제지』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석회 제작 공정을 분류하면 석회 원료 선별 과

정과 소성 공정, 수화 공정, 배합 공정으로 나뉘게 된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석회석을 노천 채광하고 이를 소성하

여 석회를 생산하였지만, 소량만 생산되어 귀한 재료로 

여겨졌다.

일반적인 석회 가마의 발전 양상을 보면 간헐적인 

소성이 이루어지는 석회 가마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연속적 석회 가마로 발전하는 형태로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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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속적 석회 가마 소성 유무는 소성

된 석회석을 전면 작업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목탄과 석회석 부스러기 흔적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또한 소성부의 형태가 상부로 갈수록 좁아질 경우 

소성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간헐적 석

회 가마에서 주로 나타난다(Victor R. Rolando 1992).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시대 석회 가마는 15세기에서 

18세기에 운영된 가마들이며, 발굴 사례가 많지 않아 석

회소성기술의 발전 과정 규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석

회 가마의 유형이 여러 형태로 구분되고 소성부와 연소부

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되었으며, 소규모 석회 가마 유

구에서부터 대규모 석회 가마 유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다(송석중 2011).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의 석회 가마에서 

생산된 석회는 발전 단계로써 다양한 형태와 품질로 산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석회 모르타르의 성분 분석 결과 <그림 

1>3을 보면 석회 모르타르의 CaO와 MgO는 석회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전기에 주로 나타나

는 회격묘보다 후기에 조성된 회곽묘 및 성곽 여장 석회

모르타르에서 MgO를 함유한 석회석이 다량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다. MgO를 함유한 석회인 마그네시아 석회

나 고토 석회로도 불리는 돌로마이트 석회는 백운석을 

510~750 ℃에서 소성하여 생산하는데, 900 ℃ 이상에서 

소성될 경우 수화반응이 매우 느려지는 특징이 있으며, 

생석회 기반의 석회 모르타르 보다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다(Alison Henry and John Stewart 2012).

저품위 석회석이란 CaO 함량이 52 % 이하로 불순물

을 함유한 저순도의 석회석을 의미하며, 불순물로는 주로 

점토질 성분이나 산화 마그네슘을 함유한다. 저품위 석

3 이찬희, 어언일, 신숙정, 2017, 「조선시대 구리 갈매유적 회곽묘의 조성 및 강도 분석」, 『문화재』, Vol.50, No.2, pp.41~59.

 이찬희, 조지현, 김지영, 2016, 「조선시대 예산 목리유적 회격묘의 재질 및 제작 특성과 석회의 산지 해석」, 『보존과학회지』, Vol.32, No.4, pp.471~490.

 강산하, 이찬희, 2018, 「평택 궁리유적 조선시대 회곽묘의 재료학적 특성 및 제작 기법 해석」, 『자원환경지질』, Vol.51, No.1, p.59.

 김은경, 안선아, 문성우, 강소영, 2017, 「남한산성 여장의 사춤으로 사용된 조선시대 석회 모르타르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Vol.30, No.4, 

pp.179~186.

회석과 백운석을 이용하여 천연 수경성 돌로마이트 석회

를 생산하고 강도 보완을 위해 무기질 혼화재를 첨가하는 

등 친환경 석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

다(최문관 2018). 조선시대에 MgO 성분이 함유된 저품위 

석회석이 다량 사용된 것은 고품위 석회석이 다량 매장된 

충북·강원도 지역보다 가까운 위치인 황해도와 경기도에

서 산출되기 때문에 수급이 용이하였으며, 강도의 이점으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속적인 능묘조성과 성곽 축조 

과정에서 석회 생산 기술이 발달하여 높은 강도 발현이 

가능한 수경성 인자를 지닌 석회를 생산하게 된다. 남한

산성 봉암성 여장에 사용된 높은 강도의 석회 모르타르는 

점토질 석회석과 백운석질 석회석을 고온 소성하였을 때 

생성되는 수경성 인자를 지닌 석회이다. 이는 균질한 석

회 품질, 충분한 배합 과정 및 혼합수비 조절, 배합 재료

로 사용된 모래와 포졸란 물질인 황토 또는 백토, 최적의 

골재 비율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석회 모르타르임을 알 수 있다(이상옥 2019). 『화성성역

의궤』에서 화성 축조에 사용된 석회는 약 86,000석(石=6

斗)이며 주로 황해도 내 金川 등 5 곳에서 사용된 기록을 

그림 1 조선시대 석회 모르타르의 XRF 분석 결과(CaO-MgO 성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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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4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석회 품질이 향상

되고 대량 생산 체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석회 소성기술의 발전 양상

석회 가마의 구조와 소성된 석회의 품질, 석회의 수

경성 인자 유무를 바탕으로 석회 소성기술의 발전 양상을 

4 화성성역의궤, 계사 이문, 계축년 12월 25일.

5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槐山 儉承里 遺蹟』.

6 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牙山 龍頭里 외골 遺蹟』.

7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天安 龍谷洞 464-6番地 遺蹟 牙山 山陽里•冷井里遺蹟』.

8 중부고고학연구소, 2016, 『영월 주천리 유적』, 學術調査報告, 第34冊.

9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平澤 玉吉里 遺蹟』.

10 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牙山 龍頭里 외골 遺蹟』.

11 中原文化財硏究院, 2011, 『報恩 赤岩里 遺蹟』.

12 公州大學校博物館, 2009, 『靑陽 光大里 白磁生産遺蹟』.

1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坡州 堂下里 遺蹟』.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회 가마는 괴산 검승

리5, 대전 원신흥동6, 아산 산양리7, 영월 주천리8, 평택 옥

길리9, 용두리10, 보은 적암리11, 청양 광대리12, 파주 당하리

13 등이 보고되었으며, 약 12곳 정도가 조사되었다. 조선

시대 석회 가마는 공통적으로 도로에 인접하고 능선에 직

교한 형태로 위치하며 소성로가 상광하협의 형태를 지니

고 있다(송석중 2011).

조선시대 후기에 다수의 석회 가마 유구가 집단으로 

발굴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구부와 전면 작업장에

서 석탄과 목탄 흔적과 소성로에 할석이 존재하며, 연소

부와 전면 작업장이 평탄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량 생산을 위하여 석회석과 연료

인 목탄이나 석탄을 적층형으로 쌓아서 소성하고 이를 할

석으로 받치며 소성이 완료된 생석회를 전면 작업장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소성로 상부로 연료와 석회석을 투입하

는 연속적 소성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속적 

소성방식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석회 소성기술로 조선시

대 후기로 갈수록 석회 가마 유구에서 다수 나타나며, 수

직형 소성로를 조성함으로서 고온 소성이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석회 가마 구조뿐만 아니라 석회 모르타르에서도 석

탄 입자나 목탄 입자가 다량 관찰되는 것은 석탄과 목탄

이 석회석과 접촉식으로 소성되는 연속적 소성방식을 적

용하여 대량 생산한 생석회를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해준

다. 반면 전면 작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수직형 소성로에 

할석이 존재하는 조선시대 후기 석회 가마 유구들은 연료

그림 2  조선시대 후기 석회 가마의 소성기술 발전 양상. 할석+전면작업장 목탄흔

적+크기가 큰 소성로+평탄형 바닥, A: 보은 적암리(15c), B: 청양 광대리

(17~18c), C: 파주 당하리(17~18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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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석회석을 비접촉식으로 간헐적 소성하여 불순물을 최

대한 제거한 백색도가 높은 석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미장 공사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3) 삼물회 배합 방법

(1) 석회의 배합 유형

조선시대에는 삼물회와 삼화회, 유회, 수회, 양상도

회 등 다양한 용어의 석회가 사용되었다. 그중 축조용 삼

물회와 삼화회는 석회 모르타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회와 수회 그리고 양상도회는 석회에 유기물 첨가제를 

더하여 사용하는 미장용 석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

각의 용도에 맞게 석회의 배합 방법을 구별하여 사용하였

으나, 석회에 대한 기록은 수화 방법에 의한 차이만 나타

날 뿐 석회의 원료나 제작 기법에 따른 석회 유형 분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에는 소성된 석회석이 

물을 흡수하여 소석회로 변하면서 양이 두 배가 되었다

는 기록이 있다14. 또한 『임원경제지』에서는 석회를 사용

할 때 보통 갓 소성된 석회석을 공기 중에서 수화하여 분

말로 변한 소석회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소성 과

정에서의 불순물인 숙회와 석회 덩어리들을 수화 반응 후 

체 거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15 이러한 석회 유

형은 석회석이나 석회 퍼티 형태보다 비중이 작은 분말형

태인 생석회 또는 소석회가 운반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학의』에서는 바르는 석회를 제(齊)라 하여 3가지 

배합 방법에 따라 초제(初齊), 중제(中齊), 말제(末齊)로 

나누며 그 중 제(齊)에 사용하기 위한 석회를 연(湅)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신제(新齊)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는데 이는 5일간 숙성시킨 석회 퍼티를 의미하며, 장기간 

움을 파서 저장하고 숙성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16 

14 이문, 철종 8년,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 규장각.

15 서유구, 2005, 『임원경제지』, 안대회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섬용지」권, 돌베개, pp.302~303.

16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pp.1~384.

석회 퍼티 형태를 선호한 것은 미수화된 생석회를 수화시

키고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숙성 기간이 오래될수

록 밀실한 정도가 증가하여 평평한 전돌 표면에 부착력이 

증가하고, 줄눈 과정에서도 작업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Jessica Snow and Clare Torney 2014).

따라서 조선시대 석회 수화 방법으로는 갓 소성된 

석회석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자연적인 소석회 변환을 통

해 분말화를 유도하는 분말형 대기 수화 방법과 적정량의 

가수를 통해 분말 상으로 변환시키는 분말형 가수 수화 

방법, 계량된 소석회를 수침하여 퍼티 형태로 사용하는 

석회 퍼티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삼물회 배합 재료

『영건의궤』에서 흙을 다루는 연장 및 도구로는 흙의 

채취 후 걸러내는 마미죽사(체)가 있는데, 원재료의 따라

서 석회사, 황토사, 세사사, 탄말사 등 여러 종류의 체가 

있다. 삼물회를 다루는 전문기관인 삼물소에서는 원재료

에 대하여 전부 체를 쳐서 불순물을 고르고 일정한 입도 

이하의 크기를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토의 경

우 실트질이 대부분이라서 입도가 매우 작고 다양하다. 

모래의 경우 채취하는 위치에 따라서 입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골재는 포졸란 반응에 관여하고 기공율과 시

공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문헌 상에서 골재의 입

도분포나 세부적인 요소는 확인하기 어렵다. 황토의 경

우 점토질인 카올린과 할로사이트가 주성분인 고령토를 

이용하고, 모래의 경우 산에서 나는 모래와 호수 모래, 바

다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세사(細沙)를 선호하였다. 고문

헌에서는 배합 재료의 선별 기준과 각각의 용도를 구별하

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배합 재료가 조선시

대 삼물회의 물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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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중 모래에 대한 부분은 『북학의』에 상세히 기록

되어 있으며, 모래의 종류에 대한 분류와 선호하는 양상

을 기록하고 있다. 바다에서 나는 모래를 제일 상품으로 

여겼는데, 이는 알갱이가 고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염분이 포함된 바다 모래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석회에 사용하는 물의 경우는 샘물, 강물, 빗물을 이용하

였으며, 염분이 섞인 것은 쓰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17 이

는 염분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

나, 바다 모래를 선호하였던 기록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

한 고찰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바다 모래의 

경우 염분으로 인하여 철근 콘크리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만 철근이 사용되지 않는 과거의 석회 모르타르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래를 분별하는 방법을 보면 『북학의』에서 세 가지

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래입자가 각지고 흙과 불

순물이 적은 모래를 선호하였다.18 이는 현대에서의 좋은 

골재로써의 모래에 대한 기준인 불순물이 없고 각진 골재 

입자를 선호하는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백토는 현재의 고령토와 같은 물질이며, 백토와 황

토 모두 주성분이 점토광물(kaolinite, halloysite)로 구성

된 천연 포졸란 물질이다. 백토는 마사와 진흙과 구별 없

이 혼용되어 왔다. 1970년 후반까지의 수리 공사 사례를 

보면 석회와의 배합 골재로 진흙(또는 백토)을 주로 사용

하였으며, 1 : 3 배합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74년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서 처음 ‘마사’라는 용어가 사용

되었다. 1994년과 2005년에 개정되었던 문화재수리표준

시방서는 진흙(또는 백토)이 아닌 마사(풍화토)로 표기되

었으며, 표준품셈(1986년, 1998년)에는 백토로 표기되었

17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앞의 책.

18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앞의 책.

19 문화재청, 2012, 『전통건축물의 지붕 시공기법 연구』.

20 서유구, 2005, 『임원경제지』, 앞의 책.

21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발행한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 1999~2014, 고령토가 서울 인근과 전국 곳곳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매장량 고갈과 도시 개발이 진행

됨에 따라 광산의 위치와 매장량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다. 2012년에 개정되었던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은 ‘마사토’

로 표기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마사’는 차진 성질이 없는 

백토를 이르는 말로 ‘백토’를 대신한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19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에서 백토는 주변에

서 찾을 수 있으며 희고 점착력이 있고 벽에 바르는데 사

용되었으며, 한양산 백토가 우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고령토가 매장되어 있는 과거

의 매장량 조사 결과21와 일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문헌에 나오는 백토는 언급되는 물성과 지역

으로 보았을 때 현대에서 정의하는 고령토인 것으로 추

정된다.

의궤에서는 백토와 백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기와 가루(瓦屑)로 해석하기도 한다. 굽기 전의 마

른 기와를 백와(白瓦)라 해석하여 기와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인 백토(白土)를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 중기에는 백

와라는 용어로 기록하고, 후기에는 백토로 기록하여 소성 

전 백토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조영민 

2014). 그러나 북학의에서는 기와가루의 사용을 강조하

고 있으며, 계량 방법과 가공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백와(白瓦)가 기와 가루일 

가능성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박제가(朴薺家)의 『북학의(北學{議)』중 석회 배합 재

료에 대한 기록에서는 수고물창고의 바르는 물재(物材)로 

석회와 모래, 기와가 사용된 삼화회(三和灰)와 모래나 기

와 중 하나만 사용되는 이화회(二和灰)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장에 사용하는 삼화회에는 흙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견고하지 못하여 기와 가루가 좋았음이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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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이는 기와 가루가 강도 발현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인식되어 황토보다 더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황토를 공사장 인근에서 채취하였다

는 기록23이 있으며, 곳곳에 황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에서는 옹성(甕城)을 쌓는데 있어서 부득이 구

운 전돌과 찰지고 붉은 흙으로 쌓았으며, 충진재의 역할

로 부서진 기와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데,24 찰지고 붉

은 흙은 점토 성분을 함유한 황토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과 대량의 

석회가 요구되는 사용처에 삼합토 또는 삼물회의 배합비

를 사용하였다. 황토와 모래의 비율이 유사한 삼합토와 

삼물회는 모래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점토 성분이 함유되

어 점성으로 인한 초기 강도나 작업성이 향상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고대의 문헌과 국내의 황토 기준을 바탕으

22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앞의 책.

23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계사경신 12월8일,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三物所總要, 병오 5월 2일.

24 선조실록 선조 39년 11월 2일.

25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앞의 책.

로 판단하였을 때 조선시대 황토의 성분은 우리나라 전역

에서 볼 수 있는 점토 광물을 기반으로 한 풍화토를 의미

하며, 주된 광물 성분은 카올린 광물인 황토를 사용하였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삼물회 배합 방법

고문헌에 나타난 삼물회 배합비는 1斗를 기준으로 

재료의 공극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삼아 배합하여 사

용하였다. 또한 석회가 생석회인지 소석회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량 방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비교적 상세한 계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북학의』

에서는 ‘가마에서 막 나온 회’를 확에서 빻아서 볕에 건조

시키고 계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25 ‘가마에서 막 나온 

회’를 생석회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이는 생산 공정과 조

달 과정을 보면 소성 후 갓 나온 석회석은 공기 중에서 수

화되어 자연스럽게 분말화되거나 또는 가수하여 분말화

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때 생석회의 대부분은 소석회로 

변환된다. 따라서 ‘가마에서 막 나온 회’의 의미는 장기간 

방치되어 탄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화 

반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순수한 분말 상태의 소

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 방법에서 각각

의 재료를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계량 방법에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삼물회 또는 삼화회, 삼화토, 삼회물 등으로 다양하

게 불리는 삼물회는 주로 회곽묘와 능묘조성에 사용되었

으며, 강도가 요구되는 기초다짐이나 축조용으로도 사용되

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가례』의 기준인 석회(石灰)·세

사(細砂)·황토(黃土 또는 白土)의 비율을 3 : 1 : 1 로 기록되

어 있지만 『사례편람』은 석회(石灰)·세사(細砂)·황토(黃土 

표 1 조선시대 삼물회 배합 재료의 특성

구분 배합 재료의 특성

기와 가루

조선시대에는 배합 재료로 기와 가루를 사용하였으며, 기와 

가루는 확에서 빻아 입도 크기에 따라 부스러기와 중간 가

루, 잔 가루로 구분하여 사용함

황토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점토 광물을 기반으로 한 풍

화토를 의미하며, 주된 광물 성분이 카올린족인 붉고 찰진 

황토를 사용함

백토

고령토를 의미하며. 도자기와 기와・전돌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 재료로써 점성을 지니고 포졸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

음. 주된 광물 성분이 카올린 광물이나 다량의 장석류를 함

유하고 백색을 띰 

삼물회

조선시대 의궤와 실록에서 언급되며 삼물소에서 삼물교합

식에 의거하여 배합한 석회로 석회와 모래, 황토 또는 백토

가 배합 재료로 사용됨. 유사한 성격을 지닌 용어로 회삼물, 

삼화회와 삼화토가 있으며 주로 강회다짐이나 능묘조성 또

는 축조용으로 사용됨

모래

문헌에는 세사(細沙)로 기록되며, 조선시대에는 각지고 이

물질이 없는 모래 중 바다 모래를 상품으로 여겼으나 염분 

제거가 요구되었음

응회암

서양에서는 로마시대부터 화산재로 이루어진 응회암의 부

스러기를 천연 포졸란으로 사용함. 조선시대에는 배합 재료 

중 모래<기와 가루<응회암 부스러기 순으로 대체하여 사

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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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白土)의 비율을 3 : 2 : 1 로 규정하여 다른 배합 비율이 

사용되었다(안경호 2009). 『상례보편』에는 석회(石灰)·세

사(細砂)·황토(黃土 또는 白土)의 비율이 1 : 1 : 1 로 기록되

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합 비율들은 부피비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재료들의 분말도와 수분 함량 등과 같

은 재료 상태에 대한 기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의궤에 기록된 삼물교합식은 능묘를 조성하면서 곽

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삼물회의 배합 방법이다. 삼물교합

식26에 따르면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는 정회 15斗 세사 

5斗 황토 5斗 물 6, 7승으로 배합하였으며, 19세기 초중반

에는 정회 15斗 세사 7斗 황토 5斗 물 3, 4승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정회 15斗 세사 10

斗 황토 5斗 물 3, 4승으로 배합하면서 세사의 양이 늘어나

고 물의 양은 동일한 3, 4승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물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배합 비

율에서 석회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삼물교합식에 기록된 정회는 분말형의 소석회가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사는 바다 모래와 산모래가 선

호되었으며 각진 입자를 지니고 불순물이 적은 모래를 사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토와 백토는 점성을 지닌 카올

린족 점토 광물을 포함한 재료로 짐작된다. 계량의 단위

는 두(斗)로 부피 단위로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재료가 동

일한 부피 단위로 계량되었기 때문에 삼물회 배합 재료의 

상대적인 배합비를 환산해낼 수 있다. 삼물(소석회, 모래, 

황토)에 대한 부피 비중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질량 배합

비(wt %)의 유추가 가능하다. 삼물회를 제작하기 위한 물

26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1757)와 사도세자묘소도감의궤(思悼世子墓所都監儀軌, 1762)에서는 삼물교합식에서 삼물회의 배합비를 

정회 15斗 세사 5斗 황토 5斗 물이 5~6升이 사용되었으나,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1776)에서는 동일한 배합비에 물이 6~7升이 사용되었

다.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莊獻世子顯隆園園所都監儀軌, 1789)에서는 물의 양이 기록되지 않다가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800)와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1805)에서는 3~4升으로 줄어든 물의 양이 기록되었다. 혜빈현륭원원소도감의궤(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

軌, 1816)에서는 물의 양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孝明世子延慶墓墓所都監儀軌, 1830)와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純祖仁陵山陵都監儀

軌, 1835)에서는 3~4升이 사용되었다.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1843)와 익종수릉산릉도감의궤하(翼宗綏陵山陵都監儀軌下, 1846)

에서부터 세사의 양이 늘어나 5斗에서 7斗로 변하였으며 물의 양은 동일하게 3~4升이였다.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1855)와 순조

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1856),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1857), 철인왕후예릉산릉도감의궤(哲仁王后睿

陵山陵都監儀軌, 1880), 신정왕후수릉산릉도감의궤(神貞王后綏陵山陵都監儀軌, 1892)에서는 세사의 양이 7斗에서 10斗로 변하였으며 물의 양은 3~4升이였다.

27 박제가, 2011, 『북학의(北學議)』, 앞의 책.

의 양은 배합 재료와 배합 비율에 따라 변화 정도가 심해 

흐름성 평가(Flow test)를 통하여 작업성이 확보 가능한 

물의 양을 바탕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삼물의 재료인 모래와 황토, 백토 이외에도 『북학의』

의 기록에 따르면 기와 가루가 주된 배합 재료로 이용되

었다. 기와 부스러기 2 : 모래 1 : 석회 1로 조합하여 사용

되는 초제(初齊)가 있으며, 중간 가루 2 : 석회 1로 한 것

을 중제(中齊), 잔 가루 3 : 석회 2로 배합하는 말제(末齊)

가 그것이다27. 기와 부스러기는 메타카올린의 요소와 유

사한 포졸란 특성을 지닌 배합 재료이며, 일반적으로 첨

가제 용도로 소량 첨가하는데 『북학의』에서는 축조용 석

회에 다량의 기와 부스러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난

다. 또한 배합 과정에서 추제는 죽의 형태로 사용하고 축

제의 경우는 묽은 죽의 형태로 사용하는 등 각각의 쓰임

의 용도를 달리하였다.

Ⅲ.  성남 고등동 회곽묘 삼물회 제작 
기법

1. 분석 대상

회곽묘 6기에 대하여 삼물회의 배합비와 배합 재료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곽묘 6기 중 9호를 제외한 

4, 6, 7, 8, 10호는 모두 회격묘이다. 회곽묘 6기는 성남 고

등동 공공 주택 지구에서 발굴되었으며, 가문의 족보 등 

기록물을 바탕으로 4호묘는 임진왜란 시 활약하였던 우

성전(1542~1593)의 친부인 우언겸(1509~1573)의 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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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28 그러나 발굴과정에서 동혈동곽(同穴同槨)

으로 가운데에 회벽을 막은 합장묘 형태의 18세기 양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동반 발굴된 비문과 묘비의 양

식을 바탕으로 16세기로 추정되는 나머지 조선시대 중기 

사대부묘인 회격묘와 회곽묘29에 대해서는 비교적 불순물

이 적고 균질한 표면을 지닌 석회 모르타르 박락 파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1) 모르타르 재현 실험

문헌 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조선시대 삼물회의 배

합 재료와 배합 방법으로 모르타르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

다. 제작한 모르타르 시료의 성분 비율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인 성남 고등동 회곽묘 삼물회의 배합 비율을 분석하

였다.

과거의 석회 모르타르는 계량 단위인 1斗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부피비로 제작하였으며, 재료로 사용되는 

석회의 경우 다양한 품위의 석회석이 혼용되어 사용되

28 김웅신, 전주연, 김범준, 한민수, 이민혜, 2019, 「성남 고등동 주택지구 출토 회격묘 과학적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제22집, p.54.

29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 「성남 고등 공공 주택지구 내 문화재 발굴 조사 약식보고서(최종)」, pp.74~78.

었다. 석회석의 불순물 함량에 따라서 석회의 성분 조성

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품위 석회석과 고품위 석회석으

로 제작한 석회를 구분하여 시료 제작에 사용하였다. 따

라서 점토질을 함유한 저품위 석회석을 소성하여 제작

하는 천연수경성석회(NHL)와 고품위 석회석을 소성하

여 제작하는 기경성석회를 구분하여 비교군으로 설정하

였다.

시료 제작에 사용된 배합 비율의 경우 장례에 지속

적으로 사용되었던 의궤의 삼물회 배합 비율과 『북학의』

와 『상례보편』의 삼물회 배합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비교

군으로는 질량비를 기준으로 하는 근·현대 시멘트 모르

타르 배합 비율을 사용하여 시료를 제작하였다.

배합에 사용된 고품위군 석회는 고품위 석회석으로 

제작된 칼슘 석회 기반의 생석회를 소석회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으며, 저품위군 석회는 저품위 석회석을 고온에서 

소성하여 제작한 천연수경성석회(NHL 5)를 사용하였다. 

소석회는 B사의 생석회(CaO)에 충분한 가수 환경을 조

성하여 소석회(Ca(OH)2)로 수화시켰다. 생석회에 충분

히 물을 가하고 발열 반응이 종료된 후 24시간 동안 침지

된 상태로 유지시켰으며, 이후 상부의 물을 제거한 후 건

조기에서 105 (±5) ℃도로 48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천연

수경성석회의 경우 정제되어 제품화된 S사의 NHL5를 사

용하였다. 천연수경성석회는 Silica 13 %의 점토질 석회

석을 고온소성하여 제작되었으며, 수경성과 기경성의 성

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세사의 경우 ISO 표준사를 사용

하였으며, 백토는 합천에서 생산되는 고령토(halloysite

질) 황토는 합천 황토(kaolinite, halloysite질)를 사용하였

다. 각 고문헌에 기록된 배합 비율을 바탕으로 제작한 재

현 시료의 배합 방법은 <표 3>과 같다.

2) 미세 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

석회 모르타르를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한 후 200, 

사진 1 4호 회곽묘 내부. 사진 2 회곽묘 단면 층 구조.

표 2 성남 고등동 회곽묘 삼물회 수습 위치

구분 수습 위치 구분 수습 위치

4-A
4호

좌측묘 상단 8-A
8호

정면 상단 중앙

4-B 우측묘 상단 8-B 정면 상단

6-A
6호

좌측 하부 9-A
9호

정면 상단

6-B 우측 중간 안쪽 9-B 좌측 하부

7-A
7호

정면부 좌측 상부 10-A
10호

좌측 상부

7-B 좌측면 하부 10-B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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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200, 1500, 2000, 4000 mesh의 순서로 연

마제(DP-spray 3㎛, 1㎛, Struers)를 사용하여 연마하였

다. 모르타르 단면에서의 입자 및 수화물, 공극 양상을 관

찰하기 위하여 광학 현미경(Smz18, Nikon, Japan)을 이

용하였다. 10배의 접안렌즈와 0.65배~20배의 대물렌즈

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실체 현미경은 전체 층위학을 

조사하고 배합 재료를 관찰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3) 삼물회 배합비 분석 방법

석회 모르타르의 경우 석회의 유형과 품질에 따라

서 다양한 결정상으로 수화 반응과 탄산화 반응을 거쳐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 양상 분석이 요구되었

다. 또한 배합 재료로 사용되는 황토와 모래, 기와 가루

에 대한 구별을 위하여 X선회절 분석을 이용한 성분 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절 분석기(Rigaku 사, miniplex 600)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Cu target을 이

용한 Cu kα x선(λ=1.5418Å)을 사용하여 40㎸, 15㎃, 

Speed 10 deg/min, Step 0.02deg로 계측하였으며, 분석 

범위는 10∼90°이다.

배합 비율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WD-

XRF(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주원소 SiO2와 Al2O3, 

Fe2O3, CaO 그리고 강열감량에 대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

하였다. Powder type의 WD-XRF 분석의 경우 소량의 시

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모르타르에 

대한 대표성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교

차 검증하기 위하여 Mylar Film으로 감싼 300mesh 이하

의 석회 모르타르 분말을 무작위 넓은 반경(직경 15mm, 

8-position) 분석이 가능한 P-XRF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비파괴 성분 분석 방법인 P-XRF는 석재 풍화 연구

에서 분말 시료 정량화와 암편 시료 정량화를 통하여 보

정치를 적용하고 불확도를 개선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

표 3 고문헌에 기록된 배합 비율과 석회의 품위에 따른 배합 방법

구분
부피비(by vol%)

소석회 세사 황토 백토 기와 가루

고품위군

기경성석회

소석회

의궤 18세기
HL1 3 1 1

HL2 3 1 1

의궤 19세기
HL3 3 2 1

HL4 3 1 2

근현대(질량비)

HL5(1:1) 73.95 26.05

HL6(1:2) 58.67 41.33

HL7(1:3) 48.62 51.38

상례보편 18세기
HL8 1 1 1

HL9 1 1 1

북학의 18세기
HL10 1 1 1

HL11 1 1 2

저품위군

천연수경성석회

NHL5

의궤 18세기
NHL1 3 1 1

NHL2 3 1 1

의궤 19세기
NHL3 3 2 1

NHL4 3 1 2

근현대(질량비)

NHL5(1:1) 62.25 37.75

NHL6(1:2) 45.19 54.81

NHL7(1:3) 35.47 64.53

상례보편 18세기
NHL8 1 1 1

NHL9 1 1 1

북학의 18세기
NHL10 1 1 1

NHL11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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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리나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XRF 분석기

(Portable XRF Analyzer, Vanta C-series, USA)를 이용

하여 토양 분석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된 분석 방법인 

Geochem mode로 진행하였다. Geochem mode의 분

석 조건은 튜브 전압이 10-40 ㎸이며 광원으로 사용되는 

타깃은 로듐(Rh)을 사용하였다. 전원의 경우 18V의 전

력 변압기와 전류 변경 전압 100-240 VAC, 50-60 Hz, 70 

W max가 조건으로 사용되었으며, 디텍터는 Silicon Drift 

Detector로 측정시간은 Beam 종류에 따라 30초로 총 2회 

측정하였다. P-XRF 분석의 경우 WD-XRF의 표준 시료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확도를 줄이기 위하여 각 

원소별 User Factor 보정값을 설정하여 오차 범위 ±1%가 

되도록 보정하였다.

3. 분석 결과

1) 회곽묘 석회 모르타르 배합 재료 분석

6기의 회곽묘 석회 모르타르에 대한 X선 회절 분

석을 실시하였다. 4호의 좌측묘(4-A)와 우측묘(4-B)의 

석회 모르타르는 카올린족(Kaolinite)의 유무와 장석류

(Microcline)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9호와 10호

는 카올린족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6, 7, 8호는 카올린족

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석영 피크나 비정질 물질 또

는 유기물 존재에 따른 요인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운모

족을 함유하고 있으며, 회곽묘에 따라 염물질 계통(석

고-gypsum, 탄산염-vaterite, aragonite)의 차이가 나타나

는데, 이는 배합 재료가 아닌 매몰 이후 이차 생성된 염으

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와 칼슘 이온 농도에 따라서 탄

산염 광물의 형성은 변화되며, 칼슘 이온이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많아질 경우 바테라이트(vaterite)가 합성되어 

나타난다(윤혜온·김수진 2004).

각 호별로 모두 개별적인 성분 특성(점토류, 감람석, 

장석류 유무)이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방법으로 배합

되지 않고 배합 재료와 배합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호 좌측묘(4-A)에서 검출된 Mullite의 

경우 소성된 점토 광물에서 나타나는 결정상으로 소성기

와 부스러기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Mullite

의 회절 피크 강도가 매우 낮고 주변 피크에 의한 중첩으

로 인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미세 조직 관찰을 통하여 각각의 회곽묘에 사용된 

배합 재료 양상을 분석하였다. 4호의 좌측묘(4-A)는 우

측묘(4-B)에 비하여 황색 미립 점토 입자와 장석 및 석영 

입자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4

호의 우측묘(4-B)는 좌측묘(4-A)에 비하여 공극에 자리 

그림 3 회곽묘 석회 모르타르의 X선회절 분석 결과(4호, 6호).

그림 4 회곽묘 석회 모르타르의 X선회절 분석 결과(7호, 8호).

그림 5 회곽묘 석회 모르타르의 X선회절 분석 결과(9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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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석회 응집물이 다량 관찰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오

래된 소석회를 사용하였거나 충분한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석회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6, 7, 10

호는 유사한 미세 조직과 입자 및 결정상 양상이 나타났

으며, 8호의 경우 석영 입자가 우세하고 백색질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4호와 9호의 경우 쪼개짐 특성을 지닌 

황갈색의 결정 입자가 관찰되어 감람석으로 추정되었

다. 공통적으로 골재 입자의 크기는 2mm 이하로 구성되

어 있으며, 흑색 판상적층 구조를 지닌 흑색 입자와 단면

이 고결화된 흑색 또는 갈색 입자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

아 기와 파편과 석탄 및 목탄 조직으로 판단된다.

2) 회곽묘 삼물회 배합비

조선시대 회곽묘 삼물회에 대한 형광X선 성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칼슘산화물(CaO)과 골재(SiO2, Al2O3, 

Fe2O3, MgO)의 상대적인 함량비를 바탕으로 재현 실험

하여 도출한 모르타르 배합 성분 비율과 비교 분석하였

다. 성남 고등동 회곽묘 6기의 삼물회는 의궤에서 제시하

고 있는 삼물회 배합 비율 <그림 6>중 18세기의 소석회 

3 : 세사 1 : 황토 1(HL1, NHL1)과 19세기의 소석회 3 : 세

사 2 : 황토 1(HL3, NHL3)의 재현 실험 성분비 사이값으

로 나타난다. 동일 유적에 조성된 회곽묘 간에 배합 비율

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MgO 성분과 배합 과정에서

의 불균질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MgO 함량의 

경우 12 wt%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9호 회곽묘를 제외

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2~12 wt%로 함량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된 석회의 선별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석회석을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백운석질 석회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품위가 낮은 

석회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D

E F

G H

I J

K L

사진 3   조선시대 회곽묘 모르타르 현미경 관찰 결과(x10), A: 4호 좌측묘 상단, 

B: 4호 우측묘 상단, C: 8호 정면 상단, D: 8호 정면 상단, E: 6호 좌측 

하단, F: 6호 우측 중단, G: 9호 정면 상단, H: 9호 좌측 하단, I: 7호 정면 

상단, J: 7호 좌측 하단, K: 10호 좌측 상단, L: 10호 우측 중단 .

사진 4  공극내 재결정화된 석회 응집

물 (4호, ×100).

사진 5  포졸란 반응에 의한 석탄 입자 

주변 석회 띠(6호, ×100).

사진 6  고결화된 기와 가루 입자(8호, 

×100).

사진 7  석탄 입자와 점토 입자(10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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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RF를 이용한 배합비 비교 분석 결과 <그림 7>에

서는 CaO의 함량이 12~37 wt%, Al2O3의 함량이 5~6 %의 

범주로 나타나며, 황토의 지시 원소인 Fe2O3이 함유되어 

있다. 4, 6, 9호는 시료 간의 배합비 차이가 나타나며, 7호

와 8, 10호의 배합비는 근사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P-XRF 

성분 분석 결과 또한 의궤에 나타나는 삼물회 배합 방법 

중 황토를 재료로 사용하고 소석회를 기반으로 하는 배합

비인 18세기의 소석회 3 : 세사 1 : 황토 1(HL1, NHL1)과 

19세기의 소석회 3 : 세사 2 : 황토 1(HL3, NHL3)의 재현 

실험 성분비 사잇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P-XRF를 이용

한 배합비 분석에서는 6호(6-A, 6-B)에서 골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례 보편 배합비인 소석회 1 : 세사 1 : 황토 

1(HL8)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난다.

Ⅳ. 회곽묘 삼물회 제작 기법 고찰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로 사용되는 회곽과 회격 구조

는 문헌상의 기록과 많은 실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시

그림 6  재현 모르타르와 회곽묘 모르타르 XRF 성분 분석 결과 비교 분석. 그림 7 재현 모르타르와 회곽묘 삼물회 P-XRF 성분 분석 결과 비교 분석.

표 4 XRF를 이용한 배합비 분석 결과

Sample name
Elements (wt %)

SiO2 Al2O3 Fe2O3 CaO MgO total

4-A 

18c

54.87 8.55 4.03 27.51 5.05 100

57.79 9.01 4.24 28.97 100

4-B 
45.08 6.82 3.49 37.51 7.10 100

48.52 7.34 3.76 40.38 100

6-B 

16c

59.86 9.55 3.11 21.90 5.57 100

63.40 10.11 3.30 23.20 100

7-B 
50.06 6.88 2.91 37.03 3.12 100

51.67 7.10 3.00 38.23 100

8-B 
54.55 9.18 4.09 29.51 2.66 100

56.04 9.44 4.20 30.32 100

9-A 
43.71 6.73 2.71 34.74 12.12 100

49.73 7.66 3.08 39.53 100

10-B 
56.60 8.23 3.54 29.34 2.29 100

57.93 8.42 3.62 30.03 100

HL1 
18c

53.23 9.81 3.26 33.70 100

NHL1 52.02 8.13 2.54 37.31 100

HL3 
19c

66.47 7.03 2.34 24.16 100

NHL3 63.13 6.24 1.95 28.68 100

표 5 P-XRF를 이용한 배합비 분석 결과

Sample name
Elements (wt %)

SiO2 Al2O3 Fe2O3 CaO total

4-A
18c

71.64 4.89 2.47 21.00 100

4-B 65.03 4.92 2.17 27.88 100

6-A

16c

74.58 4.96 2.00 18.46 100

6-B 79.71 5.93 1.69 12.67 100

7-A 69.64 4.67 1.80 23.89 100

7-B 68.11 4.09 1.66 26.14 100

8-A 68.63 4.47 2.10 24.8 100

8-B 70.03 4.81 2.22 22.94 100

9-A 64.94 4.93 1.87 28.26 100

9-B 57.54 4.27 1.72 36.47 100

10-A 72.60 4.64 2.11 20.65 100

10-B 72.40 5.45 1.98 20.17 100

HL1
18c

52.92 6.93 2.61 37.54 100

NHL1 54.99 6.20 2.09 36.72 100

HL3
19c

73.24 4.79 1.45 20.52 100

NHL3 74.62 5.31 1.20 18.87 100

HL8
18c

80.20 6.77 1.78 11.25 100

NHL8 73.58 9.86 2.92 13.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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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묘제 형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우림 

2007). 그러나 발굴된 회곽묘 조성 재료인 삼물회의 배

합 비율에 대한 평가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동일 지역에서 발굴된 16세기와 18세기로 추정되는 

회곽묘 삼물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고문헌의 삼물

회 제작 기법을 고찰하였다.

유럽에서의 석회 가마 발전 과정을 보면 간헐적 석

회 가마에서 연속적 석회가마로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서 그레이팅이나 할석, 전면작업장의 목탄과 석회석 부스

러기와 같은 흔적들이 나타나고, 석회 가마의 구조적 변

화가 나타난다. 또한 소성부의 형태가 상부로 갈수록 좁

아질 경우 소성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간헐적 석회 가마나 산업 혁명 시기의 대량 생산 로터리 

가마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초기의 지속적 석회 가마 형

태는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지니며 반대로 지나

치게 좁아질 경우 소성된 석회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불길

이 역류할 수 있다(Victor R. Rolando 1992). 조선시대의 

석회 제작 기술은 전기에는 다양한 구조의 석회 가마가 

나타나지만 소성로가 작고 계단형 구조를 지닌 석회 가마 

유구가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화력이 약하

고 소량만 생산하는 간헐적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석회 가마의 소

성로가 커지고 소성로의 할석과 전면 작업장에서의 목탄 

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 대량 생산으로의 

발전 양상을 보인다.

고대 수경성 모르타르의 벽돌 조각 입자에 대한 미

세 조직 관찰에서 벽돌 조각 입자의 이온이 치환되는 현

상을 바탕으로 수경성 석회의 사용 유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Johannes Webera et al 2019). 성남 고등동 회

곽묘의 석회 모르타르에는 석회 응집물이 다량 관찰되며, 

수경성 인자나 장석류 또는 석영 입자의 이온 치환 현상

이 관찰되지 않아 수경성 석회가 사용되지 않은 점으로 

판단하였을 때 석회석이 저온에서 고르지 못한 소성이 이

루어졌고 석회의 품질이 좋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

곽묘 삼물회 미세 조직에서 석탄 입자나 목탄 입자의 존

재는 석회석이 연료와 적층형으로 층층이 쌓여 소성되었

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회곽묘 삼물회에서 Mg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나며 각 회곽묘 간에 비율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

용된 석회석과 백운석질 석회석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석회의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석회의 수급이 일정하지 않은 다양한 생산지

에서 공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배합 재료에서

도 일부 회곽묘에서만 감람석 결정이 나타나는 차이로 보

았을 때 재료의 수급이 일정치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

다. 또한 회곽묘 삼물회에서 기와 가루와 파편이 관찰되

어 나타나는데, 이는 16세기에도 기와 가루의 효용성이 

인지되어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현 실험을 바탕으로 회곽묘 삼물회 배합 비율을 

추정하였을 때 『가례』와 18세기 『의궤』에 기록된 배합 비

율인 3:1:1(석회:세사:황토)과 『사례편람』과 19세기 중반

의『의궤』 배합 비율인 3:2:1(석회:세사:황토)의 중간 비율

로 나타난다. 그러나 회곽묘 삼물회의 배합 비율이 각기 

편차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배합 방법이 일정하

지 못하였거나 배합 재료의 품질이 좋지 못하였음을 의미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곽묘 조성에 기준이 되는 의

궤의 삼물회 배합 비율에 근사한 값을 지닌 것으로 판단

하였을 때 사대부 장례 절차시 제작 기준에 준하여 삼물

회를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각각의 

배합 재료가 삼물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후 회곽묘 삼물회의 제작 

기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선시대 회곽묘

의 편년 연구와 석회 제작 기법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조선시대 삼물회 제작기술을 규명하고자 성남 고등

동 출토 회곽묘에 사용된 삼물회의 배합 재료 및 배합비



4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고문헌 및 선행연구고찰을 통한 삼물회 배

합비를 추론하여 모르타르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종

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고문헌의 기록에서 삼물회 제작 기술과 석회의 

조달 과정을 바탕으로 배합 방법을 추정하였다. 삼물회

는 배합 시 분말형의 공극을 포함한 부피비를 기준으로 

배합되었으며, 석회는 석회 가마에서 생산된 분말형의 소

석회가 사용처에 공급되었다. 조선시대 삼물회의 배합 

재료의 경우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도 크기와 지역별 품

질 및 가공 방법을 세분화하여 사용하였다.

2. 조선시대 16세기와 18세기로 추정되는 회곽묘 삼

물회에 대한 제작 기법 분석을 진행하였다. 6기의 회곽묘 

삼물회는 석회의 품질이 좋지 못하며 모두 개별적인 성분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방법으로 배합되지 않고 

배합 재료와 배합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 회곽묘 삼물회에서 Mg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백운석질 석회석으로 제작된 석회가 혼재되어 사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합 재료로는 모래와 황토가 사

용되었으며, 기와 가루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동일 지역 각각의 회곽묘는 석회 모르타르의 광물 조

성과 배합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 삼물회 배합 

방법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삼물회에 대한 재현 실험을 통한 성남 고등동 회

곽묘 삼물회의 배합 비율 비교 분석 결과 가례, 사례 편

람, 의궤에 명시되어 있는 삼물회 제작 기법인 소석회 3 : 

세사 1 : 황토 1의 배합 비율과 소석회 3 : 세사 2 : 황토 1

의 배합 비율의 중간값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회곽묘의 삼물회가 문헌상의 배합비에 준하여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본 논문은 저자의 2019년도 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시료제공과 편의를 베풀어 주신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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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Mix Ratio of Lime Mortar used in 
Joseon Dynasty Seongnam Godeung-dong Barrier 
Tombs

In order to clarify the lime-based building method used in the Joseon Dynasty, lime materials, production 

techniques, and mixing methods recorded in ancient literature were examined. In ancient Joseon Dynasty literature, 

the use of  low grade limestone as a raw material was recorded, and the use of  pozzolanic materials such as 

Hwangtoh, white clay, and roof  tile powder as mixing aids to enhance the strength of  lime was recorded. In addition, 

various lime hydration and mixing methods were recorded, and based on re-experiments carried out with regards 

to this, a physical property evaluation was deemed to b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types of  raw lime 

materials, lime hydration methods, and mixture ratio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lime was used for various aspects, 

but frequent problems were experienced due to lack of  supply and poor production techniqu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ime production techniques developed along with mass produc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Hoegwagmyo lime mortar in the 16th and 18th centur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found that 

mixing ratios and the methods described in the ancient literature had been applied. It was confirmed that the mixing 

ratio differed depending on mixing materials and lime quality. Since the mixing ratio of  Hoegwagmyo lime mortar 

changed over time and it was produced strictly on the basis of  a guidebook, it is believed that if  continuous scientific 

analysis of  the Hoegwagmyo lime mortar production method were carried out, this would be helpful for ascertaining 

the chronological methodology of  Hoegwag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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