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March 2021, pp.120~137.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1.120

조선시대에는 5개의 궁궐이 있었다. 태조 4년(1395) 경복궁이 창건되고, 그 후 역사적 상황에 따라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 경덕궁(경희궁)이 추가로 중건되었다. 

궁궐은 당대 최고의 건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궁궐은 수차례 중건과 소실을 반복하며 조선왕

조 500여년 건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5개 궁궐의 발굴 현황을 검토하여 건물의 기초인 건물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중

에서도 특히 건물 기둥의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인 ‘적심(積心)’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궐 건물지가 가지는 궁궐·시

기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심의 편년을 통해 시기별 궁궐 건물 기초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적심은 총 23개 형식이 확인되는데, 전반적으로 5개 궁궐 모두 Ⅰ~Ⅴ 형식의 일정한 적심 축조 방식을 가지고 있

어 조선시대 궁궐 건물 기초 축조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4~17세기에는 일정하게 통일된 재료와 축조 방식(원형 잡석 적심(Ⅰ-1))이 주를 이루다가 18세기 정조대

를 기점으로 다소 다양해지는 양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세기 고종대에는 다양한 재료와 축조 방식 

으로 22가지 형식의 건물지 적심이 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궁궐 건물지 연구는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경복궁 건물지가 주가 되어, 임진왜란 후 중건이 중단된 

17~18세기 건물지의 편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궁궐의 건물지들을 함께 비교 검토함

으로써 14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궁궐 건물 기초 축조 방식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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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태조 4년(1395) 조선의 정궁(正宮)인 경복궁이 창건

되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읍 한양이 건설되었다. 

경복궁 정문 앞으로 중심도로와 의정부 등 관청이 배치되

었고, 경복궁의 동편에 종묘가, 서편에 사직단이 자리 잡

았다.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궁(離宮)이 건설되었다. 

태종 5년(1405)에는 창덕궁이, 성종 15년(1484)에는 

창경궁(昌慶宮)이 중건되었다. 임진왜란으로 궁궐들이 

소실되자 월산대군의 집을 왕의 임시 거처로 삼았는데, 

이는 점점 궁궐의 면모를 갖춰 경운궁(후대 덕수궁, 광해

군 3년(1611))이 되었다. 이후 광해군 9년(1617)에는 경

덕궁(후대 경희궁)이 창건되는 등 조선시대에 모두 5개의 

궁궐이 중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시대 궁궐은 대부분 훼철·변형

되는 수모를 겪는다. 당대 최고의 건축이자 최고의 기술

력을 대변하는 궁궐은 대부분 유적으로만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이러한 궁궐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복원이 시

작되었다. 이를 위해 1984년 창경궁을 시작으로 궁궐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의 기초 축조 기술

을 확인할 수 있는 궁궐 건물지 기초 유구(遺構)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비록 궁궐 건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

지만, 그동안 발굴된 궁궐 유적은 양호하게 남아 있어 상

부 건축물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동안 궁궐 유적에 대한 연구는 경복궁을 중심1으

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5대 궁궐에 

대한 건물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우선 그동안 조사된 44건의 조선시대 5

개 궁궐의 발굴조사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건물지 유

적을 총정리하고, 그 중 건물 기초의 가장 핵심이자 모든 

건물지에 공통으로 확인되는 유구인 ‘적심(積心)2’의 형태

와 축조 양상을 궁궐·전각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조

선시대 궁궐 기초 축조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

음은 물론 궁궐별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한편 5개의 궁궐과 각 전각들은 문헌 기록 등을 통해 

영건 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궁궐과 전각

은 조선이 창건되는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500여년간 

크고 작은 증축이 거듭된다. 발굴조사에서는 이와 더불어 

출토 유물 및 층위 등을 통해 건물지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대조하여 적심의 편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물지 편년을 통해 조선시대 궁

궐 건물 기초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 궁궐 영건 연혁

궁궐은 창건 이후 크고 작은 화재로 소실과 재건이 

반복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전각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궁궐 건물지 분석과 정확한 편년을 위해서는 각 건

물지의 중건 연혁을 확인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5개 

궁궐과 주요 전각의 중건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복궁(景福宮)

경복궁은 태조 4년(1395) 창건되었다. 명종 8년

(1553) 대화재로 16세기 중반 새롭게 건립된 전각들이 있

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고종 연간(19세기 중후

반)에 대대적으로 재건되었다. 

주요 전각들의 중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태종 11년(1411) 경복궁 안에 개천을 파고 명당수를 

금천으로 끌어들였고, 태조 12년(1412) 경회루를 세우고 

궐내를 수리하였다. 세종대에 오례(五禮) 등 각종 제도

를 정비하고 궐내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명명(세종 8년

1 최인화, 2008, 「景福宮 建物址의 考古學的 硏究-특히 積心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적심은 ‘지붕 물매를 잡기 위하여 메우는 잡목(표준국어대사전)’ 등을 뜻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건물의 기초 시설’을 뜻한다. 이 용어의 순화에 대한 여러 의견

이 있으나, 아직 정립되지 않고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적심’으로 통용되는 바, 본고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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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하는 등 경복궁의 제반 시설을 신설·정비하여 조

선의 법궁(法宮)으로서의 체제를 완비해나갔다. 

세종 9년(1427) 영추문을 중수하고, 세종 10년

(1428) 건춘문을 중건하였으며, 세종 13년(1431) 광화문

을 고쳐지었다. 세종 20년(1438) 흠경각과 선원전을 준

공하였으며, 세종 22년(1440) 교태전의 축조를 명하였다. 

세조 7년(1461) 경복궁을 수즙(修葺)하도록 하였으며, 세

조 8년(1462) 세자궁이 완성되었다. 

명종 8년(1553)에는 대화재로 강녕전, 사정전, 흠경

각 등 내전 일곽이 모두 불에 타 이듬해 대대적인 중건 공

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

으로 인해 궐내 전각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후 재건되

지 못하고 270여년간 공궐(空闕)로 남게 된다. 그동안에

도 영조 1년(1725) 숙빈의 사당인 칠궁(七宮)이 건립되었

고, 정조 18년(1794) 흠경각과 수정전을 보수하도록 명

하였으나, 순조 13년(1813) 수정전 행각은 화재로 소실된

다. 이후 고종 2년(1865) 4월 대대적인 경복궁 재건 공사

를 실시하여 정궁으로서의 위용을 되찾게 된다.

고종 10년(1873) 경복궁의 화재로 자경전 등 400여

칸이 소실되는 한편 경복궁 북측에 건청궁이 건립되었

다. 고종 13년(1876) 경복궁 자경전, 자미당, 인지당이 중

건되었다. 또다시 화재로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등 내전 

전각 830여칸이 소실되었다. 고종 25년(1888)에는 강녕

전, 교태전, 자경전 등이 재건되었다.

2. 창덕궁(昌德宮)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창건되어 15세기에 지속적

으로 궐내를 정비한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17세

기 초~중반 광해군대와 인조대에 대대적인 재건이 이루

어졌다. 이후 18세기 정조대에 규장각 등 새로운 전각이 

건립되었다.

주요 전각들의 중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1399년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하였으나 태종 즉위 후 

1404년 7월 다시 한양으로의 천도를 준비한다. 이직과 신

극례를 한경이궁조성제조에 임명, 같은 해 10월 왕궁의 

위치를 정하고, 1405년 2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1405년 10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10월 25일 창

덕궁이라 이름 붙였다.

1411년 진선문과 석교를 건립하였고, 1412년 창덕

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준공하였으며, 1418년 인정전에 

대한 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세조 8년(1462) 주변 민가 

(73가구)를 철거, 후원을 확장하였으며 연산군이 즉위한 

1494년 후원을 더 가꾸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광해

군 2년(1610) 재건되었으나, 광해군 15년(1623) 인조반정

으로 다시 한 번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 

이후 인조 14년(1636) 옥류천 인근 태극정, 소요정, 

청의정이 건설되고, 인조 25년(1647) 인정전 동월랑, 승정

원, 선정전 등 314칸의 외전과 대조전, 희정당, 태화당, 보

경당, 정광루 등 내전 421칸 등 인조반정으로 소실된 건물

이 다시 중건되었다. 효종대에 대비를 위해 수정당, 만수

전이, 현종대에 집상전이, 숙종대에 제장각을 비롯한 청심

정, 영타정, 사정기비각, 능허정, 애련정 등이 중건되었다. 

숙종 30년(1704) 후원에 대보단이 건설되고, 영조 

그림 1 조선시대 5대 궁궐 현황도(한양도성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7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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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724) 다시 중수되었다. 정조 원년(1776) 2층 누각

인 주합루(위층)와 규장각(아래층)을 세웠다. 정조는 이

외에도 규장각과 함께 개유와, 열고관, 봉모당, 서고, 서

향각을 세워 그동안 수집된 임금의 자료와 도서류를 보

관,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전은 순조 3년(1803) 소실되었다가 그 이듬해 

재건되었으며, 순조 33년(1833)에는 대조전, 희정당 등이 

소실되어 1834년 재건되었다. 이후 순종 11년(1917) 대화

재로 침전 건물이 소실되어 순종 14년(1920) 경복궁의 건

물을 옮겨 재건하였다.

3. 창경궁(昌慶宮)

창경궁은 성종 15년(1484) 건립된 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17세기 초~중반 광해군대 및 인조대에 재건되

었다. 이후 17세기 말 현종대, 18세기 말 정조대, 19세기 

초 순조대에 일부 전각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주요 전각들의 중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창경궁은 세조, 추존 덕종, 예종 세 왕후의 거처를 

위해 수강궁 터에 지어졌다. 1483년 2월부터 지어 성종 

15년(1484) 9월에 완공되었다. 이때 지은 전각은 명정전, 

문정전, 수녕전, 양화당, 여휘당, 사성각, 환경전, 경춘전, 

인양전, 통명전 등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광해군 3년(1616) 명정전, 

인양전, 공사청, 문정전, 환경전, 홍화문 등이 중건되었으

나,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인조 원년(1623) 인조반정으로 

저승전 등이 소실되고, 그 이듬해 이괄의 난으로 통명전, 

양화당, 환경전 등이 소실되었다.

인조 11년(1633) 양화당, 통명전, 함인정, 환경전 

등이 중건되었다. 현종 11년(1670) 건극당이, 정조 1년

(1777) 자경전이, 정조 3년(1779) 월근문이 건립되었다. 

정조 14년(1790) 통명전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순조 30

년(1830) 환경전의 화재로 경춘정, 함인정, 숭문당, 영춘

헌, 오행각, 빈양문 등이 소실되었다. 

순조 34년(1834) 통명전, 여위당이 중건되었으나, 철

종 8년(1857) 선인문, 위장소, 주자소, 동북소부장청, 대

청판당 등 60여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고종 14년(1877)

에 수리하였다. 순종 즉위 이후 창경궁은 극심하게 훼손

되었는데, 일제는 1909년 창경궁 내 동·식물원을 만들고 

1909년 창경원으로 칭하며 궁궐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4. 경희궁(慶熙宮, 경덕궁(慶德宮))

경희궁은 광해군 9년(1617) 17세기 초 광해군대에 

창건되었다. 19세기 초 순조대에 대화재로 소실되고 다

시 재건되었다.

주요 전각들의 중건 역사는 다음과 같다.

광해군은 즉위 후 창덕궁을 꺼려 새로운 궁을 짓고

자 하였다. 먼저 인왕산 아래 인경궁(仁慶宮)을 지었으

나,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술사 김일룡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궁을 세웠는데, 그 궁

이 경덕궁(慶德宮), 지금의 경희궁이다. 

경희궁은 광해군 12년(1620) 완공되었는데, 당시 정

전, 침전, 동궁, 제별당, 나인 입주처 등 약 1,500칸의 건물

이 지어졌다. 그 뒤 숙종 19년(1693) 일부 중수하였으며, 

순조 29년(1829) 대화재로 회상전, 흥정당, 정시각, 집경

당, 융복전, 사현각 등 전각의 절반가량이 소실되었다. 

순조 30년(1830) 서궐영건도감(西闕營建都監)을 설

치하여 소실된 건물을 재건(~1831년)하였다. 철종 11년

(1860) 일부 전각의 수리가 있었으나, 철종 이후 실질적

인 왕궁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했다.   

영조 36년(1760) 경덕궁의 이름을 경희궁으로 바꾸

었다. 추존왕 원종의 시호와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1902년(광무 6) 전각의 부분적 수리가 있었으나, 1904년 

4월 큰 화재로 함녕전,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등이 불타

버렸고, 이후 함녕전, 즉조당, 석어당만 복구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고 경성중학교로 사용

되는 등 훼손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5. 덕수궁(德壽宮, 경운궁(慶運宮))

덕수궁은 17세기 광해군대에 ‘경운궁’으로 건립된 후 

19세기 말~20세기 초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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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이 되고 여러 전각들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덕수궁은 본래 세조의 큰손자이자 성종의 형인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살던 집으로, 임진왜란으로 피신했던 

선조가 돌아온 뒤 이곳을 임시 거처로 사용(1593년), ‘정

릉동행궁’이라 하였다. 선조 28년(1595) 궁의 동쪽과 서

쪽에 문을 세우고, 1597년 궁궐의 담을 쌓는 등 점차 궁역

을 넓혔다. 

1607년 4월에는 북쪽에 별전을 세웠으며 광해군 3년

(1611) ‘경운궁’이라 이름 붙였다. 같은 해 병조판서 이항

복이 궁장을 두르고 궁궐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1623년 3

월 인조반정 이후 침전 두 곳(즉조당, 석어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운궁의 가옥과 대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경운궁은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

신하고 태후와 태자비가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기며 다시 

궁궐의 모습을 갖춰나간다. 1897년 고종이 경운궁 수리

를 지시하였고, 같은 해 9월 대한제국 선포, 황제 즉위식 

이후 정궁이 되었다. 

1900년 1월 궁장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를 끌어왔으

며, 경복궁의 흥덕전을 경운궁으로 이전하는 등 선덕전

(함녕전), 보문각을 이축 또는 신축하였다. 1901년에는 

돈덕전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04년 대화재로 대

부분의 전각이 소실, 1905년 즉조당, 경효전, 함녕전, 석

어당 등이 중건되었다. 1906년에는 대안문을 수리한 뒤 

그 이름을 대한문(大漢門)으로 바꾼 뒤 정문으로 삼았다. 

1907년 순종 즉위 후 고종이 이곳에 거주하며 덕수궁(德

壽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0년에는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이 건립되었다.

Ⅲ.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 발굴 현황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4년 창경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발굴조사는 대부분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

는데, 정궁인 경복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복원 계획 하에 거의 매년 진행되고 있고, 다른 

궁궐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조 사 건을 제

외하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전체 조사 현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복궁의 발굴조사는 총 16건(1990~2020

년)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면적의 약 

45%(432,702.87㎡ 중 197,643㎡)가 조사되어 가장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다음으로 경희궁 13건(1985~2019

년), 창덕궁 8건(1995~2017년), 덕수궁 5건(2006~2016

년), 창경궁 2건(1984, 2016년) 등이 있다. 

5개 궁궐의 발굴 현황과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와 

유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조선시대 궁궐 발굴조사에서 건물 기초의 중심 시설

인 ‘적심’을 비롯하여 초석, 기단, 벽체시설, 구들시설 등 

건물지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담장, 문, 화

계기초, 월대, 우물, 어구, 수문 등 배수시설, 굴뚝, 연도 

등 배연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궁궐 건물 기초의 축조 수법

과 기술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Ⅳ.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  
분류와 편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5개 궁 발굴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건물 기둥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인 ‘적심’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적심은 유사한 속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

해 조선시대 궁궐 건물, 즉 목조 건물의 기초(적심)로 하

였으며, 취향교, 광화문(석축 기단), 돈덕전(근대 양식 벽

돌 건물지) 등 다른 구조의 건축물 적심은 제외하였다. 

또한 편년 연구를 위해 발굴조사를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해당 건물명을 파악할 수 있는 적심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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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시대 궁궐 발굴조사 현황

연번 궁궐명 조사지역 면적(㎡)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1

경복궁

(16건)

침전 지역 13,200 1990.5.~1991.7.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녕전지, 연생전지, 경성전지, 연길당지, 응지

당지, 교태전지, 함원전지, 흠경각지 등 선대/ 

고종 연간 건물지, 월대, 연도, 아궁이, 배수시설, 

우물 등

2 동궁 지역 6,611 1994.6.~11.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선당지, 비현각지, 배수시설, 함실, 연도 등

3 내사복 지역 330 1994.9.~10. 국립중앙박물관 연고지, 덕응방지 추정 건물지 2동, 배수시설

4 훈국군영직소지 4,290 1996. 국립중앙박물관 훈국군영직소지, 선대 건물지 4개소, 구들시설

5
태원전

권역

1차

70,000

1997.10.~1998.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영사재지 및 남행각지, 공묵재 북행각지, 동측

세답방지, 북측세답방지, 담장지, 배수로, 원형 

우물, 어구

2차 2000.11.~12.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전문화재연구원

3차 2001.6.~10. 중앙문화재연구원

6 건천궁 지역 4,780 2002.10.~12. 중앙문화재연구원
곤녕합지, 장안당지 및 행각지, 구들시설, 배연

시설, 배수시설, 담장지, 문지 등

7 녹산 지역 1,200 2003.10.~12.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어구 1기, 담장지 2기, 직처소 건물지

8 소주방지 4,000 2004.4.~2005.5.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외소주방지 및 복회당지와 행각지, 우물, 배

수시설, 담장지

9 흥복전지 4,000 2004.9.~2006.10. 국립문화재연구소
흥복전지와 부속행각지, 문지, 담장지, 집수정, 

암거배수로 등

10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10,000 2005.5.~2006.10. 국립문화재연구소
함화당·집경당 부속행각지, 선대 건물지 5동, 

담장지, 집수정 및 배수시설, 배연시설 등 

11 광화문 권역 59,152 2006.10.~2010.6. 국립문화재연구소
광화문 및 동서 궁장지, 용성문지, 협생문지, 

서수문장청지, 영군직소지, 봉의문지 등

12
흥복전지 주변

(영훈당 등)
7,400 2012.4.~2013.12. 국립문화재연구소

흥복전 권역 행각지 13동, 담장지 11기, 협문

지 5기, 구들시설 6기, 배수시설 7기 등

13
흥복전 주변 지역

(화계·담장)
10,400

2016.3.~6.

2017.4.~1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흥복전 권역 행각 등 건물지 4동, 화계 1기, 암

거 1기, 배연시설 1기, 담장지 3기, 문지 3기 등

14 취향교지 440 2017.9.~1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목교 적심 3열, 목주 7열, 석조 암거 1기 등

15 계조당지 1,811 2018.4.~10.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건물지 1동, 담장지 1기

16 향원정 29.37 2019.9.~1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향원정 기초 및 온돌 

17

창덕궁

(8건)

인정전 외행각지 2,729
1995.6.~8.(1차)

1995.9.~12.(2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진선문지 및 서행각지, 정청지 숙장문지 및  

동남행각지 

18 규장각, 구선원전지 5,510 1999.7.~12.

(주)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 연구소

규장각지, 내각 및 규장각 문간채, 검서청지 및 

부속채, 봉모당지, 북측 책고/(선원전지)양지

당, 영의사, 남행각, 내재실, 북·동·서·진설청지/

(서궐내각사)옥당 문간채, 누상고, 약방지 등

19
반도지

(시발굴)
1,322 2001.4.~5. 중앙문화재연구원 사괴석석축, 주혈, 보시설 등

20
금천교 주변

(1·2차)
800 2001.9.~2002.4.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천교 바닥시설, 지정말목, 배수시설, 어구시설 

등

21 상방지 1,050 2002.4.~7.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상방과 행각 원형 잡석 적심, 우물, 배수시설, 

기단석렬 등

22 부용지 주변 140 2008.11.~2009.3.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물 2기

23 빈청지 주변 612 2010.8.23.~9.29.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석, 담장지, 축대 각 1기

24 비변사 주변 2,200 2017.9.21.~11.16. 성림문화재연구원

적심 건물지 2동, 고상식 건물지 2동, 적심 24
기, 입사 지정 8기, 담장 6기, 배수로 4기, 석렬 

2기, 집석 1기

25 창경궁

(2건)

명정전 지역

내사복시 지역

6,600
1984.8.~9.

1984.11.~1985.4.
국립문화재연구소

명정전~홍화문 동서남 월랑지, 진양문지, 숭문

당지, 문정전지 등

26 252.9 2016.10.18.~11.7. 한백문화재연구원 기단석축 1기, 배수로 3기, 구상유구 1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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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궐 건물지 적심의 형식 분류

우선 조사된 건물지에서 적심이 확인된 유적을 선

별하고,3 형태·재료·축조 방식에 따라 적심의 형식을 분류 

하였다.4 

적심이 확인된 발굴조사는 총 28건으로, 적심의 형

식은 우선 평면 형태에 따라 원형(Ⅰ), 말각방형(Ⅱ), 세장

방형(Ⅲ), 방형(Ⅳ), 그리고 통적심(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축조 방식과 재료, 그리고 축조 순서에 따라 23

연번 궁궐명 조사지역 면적(㎡)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27

덕수궁

(5건)

함녕전 북행각지, 

만희당지
1,000 2006.12.~2007.10. 고려문화재연구원

함녕전 행각 이전 박석, 추정박석, 석렬 등/ 

만희당 적심(50×60cm, 방형, 강회+마사토+

벽돌 및 자갈 등)

28 아관파천길 80(680?) 2009.4.22.~4.30. 국립문화재연구소
아관파천 담장, 중명전 담장, 환벽전 서쪽 담장 

기초 일부, 온돌초석건물지 1기

29 덕흥전 좌우행각지 200 2010.10.~12. 고려문화재연구원 담장 2기, 석렬 1기, 장대석렬 1기, 석군 1기

30 선원전지 10,000 2013.4.~2015.6. 동양문물연구원
흥덕전 및 천랑, 흥복전 및 전각, 배수시설,  

집수구 등

31 광명문지, 돈덕전지 761 2016.3.22.~7.11. 혜안문화재연구원
건물지 3 동, 기단석렬, 담장석렬, 배수시설,  

즙석유구 등

32

경희궁

(13건)

숭전전지 및 행각지 98,475 1985.8.~11.
단국대학교

박물관

숭정전지, 월대, 어계, 동행각지(동회랑 월랑지 

원형초석 2기), 서회랑 배수구 등

33 숭정전지 주변 - 1986.12.~1987.5.
단국대학교

박물관

추정 현모문, 숭정전 동행각지 담장지, 배수구, 

암천, 영렬천, 기단석축 등

34 숭정전지 및 주변 - 1988.12.~1989.5.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월대석, 어계

35 숭정전지 및 주변 - 1989.10.~12.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숭정전 동서월랑 초석월대일부, 숭정전 적심 

36 숭정전지 및 주변 - 1990.3.~5.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숭정문 앞 하월대, 화계 등

37 숭정전지 및 주변 - 1991.11.~1992.8.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북회랑지, 자정문지 좌측 기단석, 문지

38 자정전지 - 1993.11.~1994.2.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숭정전 북회랑지, 자정전지, 건물지 좌우 천랑지

39 자정전 회랑지 9,256 1995.7.~1996.1.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자정전지, 서회랑 초석, 태령전 회랑지

40 태령전지 429 1996.10.~1997.4.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교란으로 유구 미확인

41
서울시립박물관신축 

부지 내 유적
96,773

1994.6.~12.

/1995.3.~8.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건물지 2 개소, 우물, 담장지, 배수구, 어구,  

목재 유구 등

42
회상전, 집경당, 

융복전, 금천교

2,196
(실제 1,800)

1998.5.26.~11.16.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건물지 4기, 암거배수시설, 원형우물, 담장지, 

금천교 홍예 1개, 어도, 어구 일부

43 궁장지 1,536 2018.3.12.~3.21.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추정 궁장 기초 4개소

(한양 도성 성벽 추정)

44
위선당 권역, 홍화문지, 

개양문지, 도총대청지
3,425 2019.9.30.~7.1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조선~일제강점기 건물지 1 1 기, 어구 1 기,  

맹암거 3기, 수혈 1기

3 분석 대상지는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건에 한하여 경복궁 계조당지와 향원정은 제외하였다.

4 적심의 분류는 기존 경복궁 적심 분류 기준에 따르되(최인화, 2009, 「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문화재』 42권 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159~160), 새로운 형식은 일부 추가하였다. 다만, 오래 전 진행된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건물지의 배치 양상이나 칸수만 기록하고, 유구의 축조 방식이나 재

료,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보고서의 도면과 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들로 선별하여 평면 형태로만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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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적심의 형식과 축조 방식 등을 도면과 함께 기입

하고, 각 적심이 확인된 궁궐과 건물지명을 정리하면  

<표2>(최인화 2009:159)와 같다. 한편 궁궐과 전각별로 

확인된 적심의 형식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궁궐별 확인된 적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복

궁은 원형(Ⅰ), 말각방형(Ⅱ), 세장방형(Ⅲ), 방형(Ⅳ), 그

리고 통적심(Ⅴ) 등 모든 형식의 적심이 다양하게 확인되

었다.

창덕궁은 원형 잡석 적심(Ⅰ-1, Ⅰ-4)이 주를 이루며, 

그 밖에 방형 장대석 적심(Ⅳ-1), 말각방형 잡석 적심(Ⅱ

-1), 잡석과 강회를 채운 통적심(Ⅴ)이 일부 확인되었다.

창경궁은 원형 잡석 적심(Ⅰ-4), 방형 장대석 적심

(Ⅳ-1)이 확인되었다.

덕수궁은 원형 입사 적심(Ⅰ-3), 말각방형(Ⅱ), 방형 

장대석 적심(Ⅳ), 세장방형 적심(Ⅲ)이 확인되었다

경희궁은 창경궁과 같이 원형 잡석 적심(Ⅰ-4)과 방

형 장대석 적심(Ⅳ)이 확인되었다. 경희궁과 창경궁은 광

해군대(17세기)에 건립된 궁궐로 유사한 형식의 건물 기

초(적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Ⅰ-4 유형은 조

선 전기(14~15세기) 경복궁 건물지 등에서 확인되는 Ⅰ-1 

형식의 적심과 평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부 채움 방식

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Ⅰ-4 유형은 창덕궁 비변사나 경연청 조방지 

외에는 발굴조사 보고서상 평면형태 외 정확한 단면과 축

조 방식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추가로 자료가 확보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궁궐 건물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궁궐 모두 Ⅰ~Ⅴ 형식의 일정한 패턴의 적

심 축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적심의 크기나 재료, 

축조 순서 등의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서로 유사한 적심

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궁궐 건물 기초 축조 방

식에는 특정한 양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5대 궁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적심은 방

형 장대석 적심(Ⅳ)이다. 이는 긴 장대석 2~3매를 나란히 

혹은 방형에 맞게 놓아 건물 기초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하부는 장대석을 우물 정(井)자 방식으로 쌓거나 잡석 혹

은 와전편, 회백색 사질토를 채우는 등 궁궐과 전각에 따

라 다양하다.

셋째, 형식 분류상으로는 형태나 축조 방식 등이 유

사해 보이지만 석질과 석재를 다듬는 방식 등은 후대로 

갈수로 각진 형태를 띠는 등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궁궐 건물지 적심은 특정한 유형을 가지

고 각 궁궐·전각별로 상이한 축조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 편년

앞서 살펴본 궁궐 건물지의 적심은 발굴 조사 당시 

층위와 공반 유물 등을 검토하여 조선 전기·중기·후기 등

그림 2 건물지 기초 모식도(최인화, 2008)

벽체

초석

적심

초석
고임시설

사진 1 적심과 초석 발굴 현황(최인화, 2008), (경복궁 함화당 남외행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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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시대 5대 궁궐 건물지 기초, 적심의 형식 분류(최인화 2009: 159)

형식

구분

원형(Ⅰ) 말각방형(Ⅱ) 세장방형(Ⅲ)

Ⅰ-1 Ⅰ-2 Ⅰ-3 Ⅰ-4 Ⅱ-1 Ⅱ-2a Ⅱ-2b Ⅱ-3a Ⅱ-3b Ⅲ-1a Ⅲ-1b

도면

규모
(㎝)

지름 

80~310
지름 

80~100
지름 

100~120
지름 

100~200
120×120

120×120
(~130)

120×120 130×130 130×130
100~170

×240
120×210

~250

재료 잡석 잡석+기와
강회+

사질토
잡석+할석 잡석

잡석+

와전편

와전편+

(잡석+와전)

회백색 

점질토

(잡석+와전)

회백색 

점질토+

와전+할석

잡석+

와전편

와전편+

(잡석+와전)

축조 
방식

U 자 로  굴

광 , 잡석과 

황색 점토를 

번갈아가며 

쌓음

U 자 로  굴

광 , 잡석과 

기와편 , 사

질토 채움

U 자 로  굴

광, 

강회가 다량 

포함됨 . 황

갈색 사질토 

채움

3 0 ~ 5 0 ㎝

가량 U자로 

굴광 , 비교

적 큰 석재

를 원형으로 

두르고 , 내

부는 그보다 

작 은  할 석 

과  암 갈 색 

사질토 채움

U 자 로  굴

광, 잡석 채

움

U 자 로  굴

광 , 잡석과 

와전편을 채

움

Ⅱ - 2 a 와 

같 으 며 , 

그  상 면 에 

15~20㎝가

량 와전편을 

깜

Ⅱ-2a와 같

으며, 그 상

면 에  회 색 

점질토를 깜

U 자 로  굴

광, 

할석을 100
㎝가량 채우

고, 그 상면

에  와 전 편 

10~15㎝와 

회색 사질토 

10cm를 깜

Ⅱ-2a와 

같음

Ⅱ-2b와 

같음

건물지명

<경복궁>

침 전 지  조

선 전기 건

물지 , 훈국

군영직소지 

B~D , 자선

당·비현각

<창덕궁>

인정전 내외

행각지 , 진

선문 , 정청

문, 상방지

<경복궁>

태원전 권역

(영사재지)

<경복궁>

집경당 증축 

남행각지

<덕수궁>

흥덕전 및 

천랑

<창덕궁>

창덕궁 비변

사 , 경연청 

조방 , 규장

각 남행각 , 

검서청 부속

채, 영의사, 

동진설청지, 

약방

<창경궁>

명정전 동서

남월랑

<경희궁>

자정전 , 자

정문

<경복궁>

흥복전 소주

방지 , 함화

당 · 집경당 

선대 가 · 나 

건물지 , 훈

국군영직소 

선대 건물지 

A

<창덕궁>

동진설청지 

<덕수궁>

흥 덕 전  및 

천랑

<경복궁>

함화당 남 ·

서 · 남외행

각지 , 집경

당 동 · 북행

각지 , 집경

당 선대 다·

라 · 마 건물

지 , 흥복전

지,내소주방

지 , 외소주

방지 , 복회

당지

<경복궁>

복 회 당 지 , 

외소주방지

<경복궁>

태 원 전  북

측, 동측 세

답방지

<경복궁>

훈국군영직

소지

<경복궁>

집경당 북행

각지 , 내소

주방지 , 외

소 주 방 지 , 

복회당지

<덕수궁>

흥덕전 및 

천랑

<경복궁>

외소주방지, 

복 회 당 지 , 

복회당 동외

행각지

시기 14~15C 19C 19C 17C
14~15C, 

18C, 19C
14C, 19C 19C 19C 19C 19C 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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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구분

방형(Ⅳ) 통적심(Ⅴ)

Ⅳ-1 Ⅳ-2a Ⅳ-2b Ⅳ-2c Ⅳ-2d Ⅳ-2e Ⅳ-3a Ⅳ-3b Ⅴ-1 Ⅴ-2a Ⅴ-2b Ⅴ-3

도면

규모
(㎝)

70~130×

100~180
70~100×

100~120
70~100×

100~120
70~100×

100~120
70~100×

100~120
150~160×

150~160
100×90 100×80

깊이 

40~50
깊이 80 - - 

재료 장대석
장대석

+잡석

장대석

(잡석+

와전)

장대석+

회백색 

사질토

장대석, 

와전편, 

잡석, 

사질토, 

황색 점토

장대석, 방형 

석재(잡석, 

전돌편)

장대석
장방형, 

방형 석재

와전편+

잡석

와전편+

잡석

잡석+

와전편

회백색 

마사토

축조 
방식

U 자로 굴

광, 장대석 

2 ~ 3 매를 

井 자 식 으

로 2~5단 

가량 쌓음

(그 사이는 

할석과 황

색 점토로 

고정)

Ⅱ-1 형식

의 적심 상

면에 장대

석 2~3매를 

井자식으로 

1~2단가량 

쌓음

(그 사이는 

할석과 황

색 점토로 

고정)

Ⅱ - 2 a 형

식의 적심 

상면에 장

대석 2 ~ 3
매 를  井

자 식 으 로 

1 ~ 2 단가

량 쌓음

(그 사이는 

할석과 황

색 점토로 

고정)

U 자로 굴

광, 회백색 

사 질 토 를 

채우고, 그 

상면에 장

대석 2 매

를 1 단으

로 쌓음

(그 사이는 

할석과 황

색 점토로 

고정)

U 자로 굴

광, 사질토

(+황색 점

토 ) , 잡석

을 번갈아 

쌓고, 그 상

면에 와전

편, 사질토

를 채우고 

장대석 2
매를 놓음

30~40㎝가

량 U자로 굴

광 ,  잡석과 

전돌편을 채

우고 , 그 상

부에 방형 , 

장방형, 부정

형 석재 여러 

매를 1 단으

로 놓음

암 거 배 수

로 상면에 

장대석 3
매를 1 단

으로 놓음

목탄, 사질

토를 번갈

아 쌓은 탄

축부 위에 

장 방 형 의 

석재를 1단

으로 놓음

건물 기초

부 전체에 

잡석과 와

전편을 깔

고 , 그 상

부에 장대

석을 1 단

으로 쌓음

(잡석 20~

3 0 ㎝  위

에  와 편 

10~20㎝ 

깔거나 잡

석과 와전

편을 모두 

섞음)

건물지 모

양에 맞추

어 ㅍ자형

으로 굴광

하여 잡석

을 채우고, 

그 상면에 

와 전 편 을 

채움

적 심 열

에 맞추어 

ㄱ자로 굴

광하여 잡

석과 와전

편을 채움

초석이 올

라가는 부

분에 굴광

하여 회백

색 마사토

를 채움

건물지명

<경복궁>

침전지 후

기 건물지

( 강 녕 전 , 

경성전, 연

길당, 응지

당, 교태전, 

함원전, 흠

경각)

<창덕궁>

상방지

<경복궁>

태원전 영

사재 동행

각지, 태원

전 남행각

지, 공묵재 

북행각지

<덕수궁>

흥복전, 광

명문지

<경복궁>

건청궁 곤

녕합지

<경복궁>

건청궁 곤녕

합 서행각

지, 건청궁 

남행각지

<경복궁>

흥복전 중

행 각 지 , 

(중행각의) 

북행각지 , 

회광당, 광

원당

<덕수궁>

흥복전, 광명

문지

<경복궁>

내 소 주 방 

남행각지

<경복궁>

집경당 증축 

남행각지

<경복궁>

흥복전지

흥복전 북

행각지 중

행각지 동

행각지

<경복궁>

공묵재지

<경복궁>

복회당지

<경복궁>

곤녕합지

(樓 부분)

시기 15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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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별 적심 형식

궁궐명 전각명 적심 형식

경복궁

침전지(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교태전, 함원전, 흠경각 등)
원형 잡석(Ⅰ-1) : 조선 전기 건물지

방형 장대석(Ⅳ-1) : 조선 후기 건물지

동궁(비현각, 자선당) 원형 잡석(Ⅰ-1)

흥복전 및 주변

말각방형 잡석(Ⅱ-1), 말각방형 잡석와전편(Ⅱ-2a)

방형 장대석 와전 사질토(Ⅳ-2d)

통적심 잡석 와전편+장대석(Ⅴ-1) 

세장방형 잡석+장대석(Ⅲ)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원형 강회 사질토(Ⅰ-3) 

말각방형 잡석(Ⅱ-1), 말각방형 잡석와전편(Ⅱ-2a)

세장방형 잡석와전편(Ⅲ-1a) 

방형(장방형) 석재(Ⅳ-3b) 

태원전

(영사재, 공묵재, 세답방지 등)

원형 잡석(Ⅰ-2) 

말각방형 회백색 점질토 잡석와전(Ⅱ-3a) 

방형 장대석 잡석(Ⅳ-2a)

통적심 잡석와전편(Ⅴ-2a)

건청궁 곤녕합

말각방형 잡석 와전편(Ⅱ-2b)

방형 장대석 사질토(Ⅳ-2c) 

통적심 회백색 마사토(Ⅴ-3)

훈국군영직소지
원형 잡석(Ⅰ-1)

말각방형 회백색 점질토 와전 할석(Ⅱ-3b), 말각방형 잡석(Ⅱ-1)

소주방지(내·외소주방지, 복회당)

말각방형 잡석와전편(Ⅱ-2a, Ⅱ-2b)

세장방형 잡석와전편(Ⅲ-1a,Ⅲ-1b)

방형 장대석(Ⅳ-3a)

통적심 잡석와전편(Ⅴ-2b)

창덕궁

인정전 내·외행각지 원형 잡석(Ⅰ-1)

진선문 원형 잡석(Ⅰ-1)

정청문 원형 잡석(Ⅰ-1)

규장각 및 문간채 원형 잡석(Ⅰ-4)

검서청 부속채 원형 잡석(Ⅰ-4)

영의사 및 남행각
원형 잡석(Ⅰ-4)

방형(Ⅳ) 장대석

동진설청지
말각 방형잡석(Ⅱ-1)

원형 잡석(Ⅰ-4)

서진설청지 통적심 잡석강회(Ⅴ)

약방의 동행각 원형 잡석(Ⅰ-4)

상방지
원형 잡석(Ⅰ-1)

방형 장대석(Ⅳ-1)

창덕궁 비변사, 경연청 조방 원형 잡석(Ⅰ-4)

창경궁

명정전 동서남월랑 원형 잡석(Ⅰ-4)

진양문 방형(Ⅳ) 장대석

숭문당 원형(Ⅰ)

덕수궁

흥덕전 및 천랑

원형 강회사질토(Ⅰ-3)

말각방형 잡석(Ⅱ-1)

세장방형 잡석와전편(Ⅲ-1a)

흥복전 방형 장대석 잡석(Ⅳ-2a)

만희당 말각방형(Ⅱ) 강회+마사토+잡석

광명문지
말각방형 장대석 할석전돌편(Ⅳ-2a)

방형 장대석 할석전돌편(Ⅳ-2e)

경희궁
숭정문 방형(Ⅳ) 장대석

자정전, 자정문 원형 잡석(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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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등 과학적인 자료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와 함께 문헌 기록을 대조하

면, 해당 전각의 영건 연혁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발굴조사 결과와 문헌 기록을 토대로 

연대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적심을 대상으로, 시기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5개 궁궐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 적

심은 조선 전기 14세기부터 조선 말기 20세기 초까지 시

기별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복궁의 적심만으

로 편년하였을 때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240여년간 

중건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17~18세기 건물지의 편년

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다른 궁궐의 건

물지 적심들을 함께 비교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궁궐 건물지 편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만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었던 원형 잡석 적심들이 18세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인

되고, 방형 장대석 적심이 19세기 고종 연간 재건 시뿐 아

니라 18세기부터 등장한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건물지(적심) 편년을 통해 확인되는 특징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18세기 건물지의 적심은 대부분 원형 잡석 

적심(Ⅰ-1, Ⅰ-4)이 주를 이룬다. 그 외의 적심은 드물게 

방형 장대석 적심과 말각방형 잡석 적심, 통적심(잡석+강

회)이 축조되었다.

둘째, 19세기 이후에는 원형 잡석 적심은 거의 나타

나지 않고, 말각방형 잡석 적심 등 22가지 여러 형식의 적

심이 축조된다. 특히 고종대(19세기)에는 평면 형태상으

로 세장방형 적심과, 재료상으로 입사 지정 적심이 새롭

게 등장한다. 

셋째, 위의 변화는 정조대(18세기 중후반)를 기점으

로 나타난다. 정조대에 중건된 궁궐 전각은 창덕궁의 규

장각 등이 있는데, 이 건물지에 말각방형 잡석 적심(Ⅱ-1)

과 잡석과 강회를 섞은 통적심(Ⅴ)이 처음 등장한다. 

넷째, 고종대(19세기)의 적심은 그 전 시기에 비해 

형태와 재료, 축조 수법이 모두 다양해지는데, 특히 앞 시

기보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전

기에는 일정한 잡석과 장대석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갈색 

점질토를 석재 사이에 충진한다. 그러나 고종대에는 잡

석도 다양한 석재와 깨는 방식을 사용하며, 와전편, 회백

색 사질토, 마사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채워 넣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경복궁의 경우 조선 후기 고종 연간 적심은 와

전편을 함께 넣어 축조한 것이 전체 47%, 그 밖에 강회

나 마사토를 사용하여 축조한 적심이 전체 12%를 차지

하는 등 약 60%의 적심이 석재 외 재료를 혼합하여 축조

되었다.

다섯째, 축조 수법 또한 조선 전기 원형 잡석 적심, 

방형 장대석 적심의 경우 한 단씩 깊이 1m 내외로 견고히 

쌓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조선 후기에는 굴광 깊이 

약 50cm 내외로 잡석, 와전편 등의 재료를 한꺼번에 채우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섯째, 건물지 적심의 크기 또한 후기로 갈수록 

작아진다. 태조 연간의 원형 잡석 적심은 상단 직경 평

균 210~230㎝, 세종 연간의 적심은 직경 평균 105~165

㎝, 고종 연간의 방형 혹은 말각방형 적심은 직경 평균 

70~120cm로 확인된다. 적심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와도 

관계가 있지만, 같은 건물지 내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이 

확인되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차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궁궐 건물지 기초는 

14~17세기에는 일정하게 통일된 재료와 축조 방식이 조

선시대 궁궐 중건에 두루 적용되다가 18세기 중후반 정조

대를 기점으로 약간의 다양성을 보인 후 19세기 고종대에

는 궁궐과 전각마다 모두 다른 다양한 축조 방식을 채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별 건축 양식이 변하듯 건물의 기초 축조 

방식 또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궁궐은 당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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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 기초, 적심의 편년(14~20세기)

영건 연대 적심 형 도면 (평면) 건물지명

14세기 태조 4년(1395) 원형(Ⅰ-1)

경복궁(침전지, 

훈국군영직소지 

조선 전기 건물지)

15세기

태종 5년(1405)

태종 11년(1411)

원형(Ⅰ-1)

방형(Ⅳ-1)

창덕궁(인정전 내·외행각지, 

진선문, 

정청문, 상방지)

세종 11년(1429)

세종 20년(1440)
원형(Ⅰ-1) 경복궁(자선당, 교태전)

성종 15년(1484) 원형(Ⅰ-1) 창경궁 명정전

16세기 해당 없음 

17세기

광해군 원년(1609)

광해군 8년(1616)

광해군 12년(1620)

인조 25년(1647)

방형(Ⅳ) 장대석

원형(Ⅰ-4) ,

창덕궁(약방의 동행각)

창경궁(명정전 동서남월랑)

경희궁(숭정문, 자정전, 자정문)

창덕궁 비변사, 경연청 조방

효종 6년(1665)
원형(Ⅰ-4)

방형(Ⅳ) ,
창덕궁(영의사 및 남행각)

18세기

정조 원년(1776)

원형(Ⅰ-4)

말각방형(Ⅱ-1)

통적심(Ⅴ)
, ,

 통적심(잡석+강회) 

창덕궁

(규장각 및 문간채, 

동진설청, 서진설청)

경종(1720~1724) 원형(Ⅰ) 창경궁(숭문당)

정조 19년(1795) 원형(Ⅰ-4) 창덕궁(검서청 부속채)

19세기

고종 2년(1865)

고종 4년(1867)

고종 5년(1868)

원형(Ⅰ-2, Ⅰ-3)

말각방형(Ⅱ-1, Ⅱ-2a, Ⅱ-2b, Ⅱ-3a)

세장방형(Ⅲ-1a, Ⅲ-1b)

방형(Ⅳ-2a, Ⅳ-2b, Ⅳ-2d, Ⅳ-3a, Ⅳ-3b)

통적심(Ⅴ-1, Ⅴ-2a, Ⅴ-2b)

, , 경복궁

(침전지 조선 후기 건물지, 

흥복전 및 함화당·

집경당 행각지,

 태원전지, 소주방지) 통적심 : 

고종 10년(1873)

원형(Ⅰ-4)

말각방형(Ⅱ-2b)

방형(Ⅳ-2c) 

통적심(Ⅴ-3)

  통적심(회백색 마사토) : 건청궁 곤녕합

고종 34년(1897)

원형 입사기초(Ⅰ-3)

말각방형(Ⅱ-1)세장방형 할석(Ⅲ-1a)

방형(Ⅳ-2a, Ⅳ-2e) 
, , , ,

덕수궁(흥덕전 및 천랑, 

흥복전, 광명문지)

20세기 순종(1901~1910)
말각방형(Ⅱ)

강회+마사토+잡석
덕수궁 만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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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법도에 따라 건축 양식이 규정되어 있었던 바, 그 기

초에 해당하는 건물지(적심) 또한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

해볼 수 있다. 

특히 정조대에는 수원화성 등 다양한 축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토목·건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전과 다른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거중기 등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여 건축에 활용하였는데, 궁궐의 기초 또

한 당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에 대한 배경과 상세한 내용은 문헌, 고건축, 

고고학 분야 및 당시 주변국의 건물 기초 축조 방식 등 다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건물지 축조 방식의 변천 양상은 당시 왕권의 

변화와 전쟁, 정변 등 사회적 상황, 재료 수급을 위한 경

제적 환경 등과도 연관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맺음말

조선시대 5개 궁궐의 발굴 현황을 모두 정리하고, 궁

궐 건물지 적심의 형식과 편년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 연

구를 통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궁궐 건물지 편년이 

가능하였다.

특히 14~17세기 통일된 건물지 축조 방식(원형 잡석 

적심, 방형 장대석 적심)이 18세기 정조대를 기점으로 다

소 다양해지는 양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

세기 고종대에는 21가지의 다양한 건물지 적심이 축조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궁궐은 수차례 중건과 소실을 반복하며 조

선왕조 500여년 건축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 건물의 축

조 시기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물지 또한 이러한 편년 작업을 통해 비교

적 명확한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될 수 있

다. 이는 영건 연대가 불확실하거나 기록에 나타나지 않

는 궁궐 전각들의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비교 자료로

도 활용해볼 수 있다.

또한 동시기 다른 건물, 즉 관아, 읍성, 사찰 등과 비

교, 축조 방식과 연대 등을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궁궐 건물지 연구는 사실상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

진 경복궁 건물지가 주가 되었다. 다른 궁궐의 발굴조사 

자료가 많지 않고, 그 기록 또한 충분하게 남아 있지 않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었다. 그러나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에서 확인된 발굴 자료

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궁궐 건물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발굴 자료가 축적되면 더 세밀한 

조선시대 궁궐 건물지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이를 토대로 궁궐별 차이뿐 아니라 전각별 

차이와 시기별 축조 수법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당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 궁궐 외 건

물지와의 비교 분석 등 보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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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five palaces built during the Joseon Period. Gyeongbokgung Palace was the first one, founded 

in the 4th year of  King Taejo (1395), and depending on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Changdeokgung Palace, 

Changgyeonggung Palace, Gyeongungung Palace (Deoksugung), and Gyeongdeokgung Palace (Gyeonghuigung) 

were also built. 

The palaces represent the best architecture of  the time. In addition, the palaces of  the Joseon period have been 

rebuilt several times, so they contain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the Joseon period over the last 500 years. 

In this paper, all the excavations of  five palaces in the Joseon Period were surveyed, and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s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Jeoksim (foundations of  buildings 

under cornerston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lace by period. Accordingly, the changes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 foundations of  the palaces were studied.

There are a total of  23 types of  Jeoksim. All five palaces have a certain type ( I~V) of  construction technique,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ertain pattern in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foundations of  palace 

buildings in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Jeoksim was mainly built by certai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I-1) during the 14th to the 

17th century, but new types of  Jeoksim were built in the palaces starting from the 18th century,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e 19th century, when King Gojong sat on the throne, the Jeoksim was built in various shapes, 

materials, and in 22 types of  construction methods.

Up to now, research on the remains of  palaces were mainly conducted on the Gyeongbokgung Palace, so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foundations of  17th-18th century buildings, where reconstruction had stopped after 

the Imjin War in 1592. However,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transition periodsstheir features 

periods of  palace building foundation construction from the 14th to the 20th century by comparing the remains of  

five palace build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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