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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陵·營建 軌 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건축공사의 석회에 한 연구
-석회의 생산·조달· 용을 심으로 -

이 권

(동명 건축 학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주제어 :미장재료,미장공법,석회,유회,수회,양상도회,삼물회,건조물문화재

1.서론

고 삼국시 로부터 조선시 에 이르기까

지 많은 물품이 국가의 통제를 받아 왔다.목

재,철물,단청재료를 비롯하여 석회도 그

의 하나 다.이는 희소성에 기인한 바 클 것

이고 군사용재로서의 쓰임새나 생산공정의 어

려움,신분상의 계를 표시하기 한 수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석회와 그 혼합재를 사용한 역사는 오래되

었다.유사 이 인 기원 7,000년 신석기시

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다.1)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문명의 태동지들과

련되어 있다.석회 사용이 발견된 유 은 지

배층의 무덤이나 성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다.무덤이나 성곽에 활용된 것은 석회의 뛰

어난 효능도 당연히 한 몫을 한다.

그러나 석회는 쉽게 획득될 수 있는 재료

가 아니었다.원료인 석회석의 채취에서부터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01-2007-000-20464-0)

1)송종택,「조선시 의 석회 사용」,세라미스트,제

12권,제1호,114〜115쪽,2009.3

고온으로 생석회를 구워내고 건축에 활용하기

까지에는 당시로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

다.그런 까닭에 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

르기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은 것이다.통제

상으로서의 석회는 그 효용성으로 인해 시

변화와 함께 차츰 그 쓰임새와 사용계층이

확 되어 갔다.용도의 확 는 재 소에 맞

는 새로운 공법의 개발을 제로 한다.

한편,조선후기는 빠른 변화의 시기 고,많

은 곳에서 그러한 변화가 반 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사회 변화는 왕릉이라고 하는 특

정 용도와 지배층을 해 개발·사용된 석회가

건축물과 하 계층으로 확 · 용되는 과정

에서도 잘 드러나리라 여겨진다.

그런 제 하에서 본고는 건축문화재의 보

수·복원을 한 기 작업의 하나로,산릉· 건

의궤를 심으로 한 당시 의 문헌을 통해 조

선후기 건축공사의 석회에 해 고찰한

것이다.연구 상을 조선후기 건축에 한

정한 것은 논제와 련한 기록인 의궤가

주도의 건축공사에 한 기록일 뿐더러,시기

상 조선후기의 것들만이 남아 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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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따른 것이다.2)

본 연구를 해 연구범 를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하여 고찰을 행한다.

첫째,석회의 생산에 한 것이다.왕릉을

포함한 건축물에 직 사용되는 석회 제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하는 석회

의 제조공정에 한 것이다.제조공정이 상품

의 유통과 용에 향을 미치는 기반 요소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둘째,석회의 조달에 한 것이다.생산된

석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 장에 조달되

는가 하는 것이다. 건 생산과 소비 체제

속에 있었던 조선시 에 수물품은 개 공

납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례 다.조선후기

에는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석회

조달방식에도 향을 미쳐 잘 반 되리라 믿

어지고,조달방식은 건축생산체제와 생산력에

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셋째,석회의 용에 한 것이다.석회를

왕릉을 포함한 건축물에 용할 때 구체 으

로 어떻게 용했느냐 하는 것이다.산릉공사

에 용·개발된 석회 혼합물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고,그것이 건공사로 확장되는 과정

을 고찰한다.건물 구성부 별 는 부재의

재질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핀다.

특히 어떤 특정 재료가 생산에서부터 조달,

용에 이르기까지 특정 시 와 한 지역에 국

한되어 개되는 닫힌 변증법 개과정이

아니라,문명교류사의 측면,즉 주변 세계와의

끊임없는 계 속에서 변화· 개되는 열린 변

증법 개과정을 석회라는 건축재료를 통해

고찰하고자 시도하 다.

이상의 고찰은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 시

2)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산릉 련 의궤는 『懿仁王后

山陵都監 軌(1601년)』로부터 『純宗孝皇帝山陵主監

軌(1923년)』에 이르기까지 략 90여종이 있고, 건

의궤는 『昌慶宮修理都監 軌(1633년)』로부터 『慶運

宮重建都監 軌(1906년)』까지 26종이 있다.

재 복원되지 않은 미장재료와 공법에 한

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뿐만 아니라,

통 건축재료 연구에 한 새로운 근방식

을 제공해 것이다.나아가 재 화두가 되

고 있는 친환경 건축재료로서의 개발 가능성

한 열어 놓으리라 확신한다.

2.석회의 생산

국 한양 천도와 함께 인 건축공사

가 시행되었다.종묘와 사직,경복궁과 창덕

궁,도성 등이 태종 에 이르러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었다.

투입된 물력 가운데 석회가 얼마 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다만 태조 4년에

충청도와 황해도에서 인력 1,200명을 징발하

여 강화도에서 석회를 굽도록 한 기록3)과,이

듬해 도성축조에 동원된 번와(燔瓦) 석회

꾼이 1,759명인 것4)으로 보아,신도건설로 엄

청난 석회가 생산되었음은 짐작된다.세종조

에,앞서 만든 도성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

수축하는 과정에서 석회 9,610석이 소요되는

등 조선 기부터 석회 생산이 이루어졌다.5)

석회의 원료로는 암석(嵓石)과 흑청석(黑靑

石)이 사용된다.6)석회석 가운데 청색이 가장

좋다7)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석(靑石)

도 그 하나일 것이다.이 석회석은 가마에

서 오랜 동안 고온으로 불을 떼어야 석회(생

석회)가 되는데,조선 기 석회 제조 가마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다

3)『태조실록 권8』,태조 4년 9월 17일

4)『세종실록 지리지』,「경도한성부」조

5)『세종실록 권15』,세종 4년 2월 23일

6)『세종실록 지리지』,「경기/강화도호부」조

7)송응성 ,최주 주역,『天工開物』,「소석/석회」

조, , 통문화사,서울,1997,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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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정조 4년(1780)북경을 다녀온 박지원의

일기를 통해 그 강이 악된다. 국의 가

마는 벽돌로 반 구 으로 만들고 크기도 마

음 로 조 하면서 종 모양을 한 데 반해,우

리나라 가마는 나무로 를 세우고 진흙을

발라 고착시켜 만들기에 ‘뉘어놓은 아궁이’라

할 정도로 일시 이고 제 역할을 못했다.8)조

선 기의 원시 가마제도가 어도 18세기

말까지 유지된 것이다.가마 속에 원료인 석

회석을 쌓아 놓고 불을 때는 데,땔감으로

국이 주로 매탄을 사용한 데 반해,우리나라

는 나무를 사용한다.이 때 국은 매탄과 석

회석을 교 로 쌓아 불길이 충분히 닿도록 하

다.9) 땔감의 차이가 조선 기부터 산림을

황폐화시키고,석회 산지로 땔감을 운반하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의 지출을 래한다.10)

이러한 가마제도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가마에서 생산되는 석회의 수량과 품질은

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11) 조원릉

산릉(1776)의 로서,구워낸 석회 518석 10

두를 정선했을 때 정회(正灰)가 423석 10두이

고,재회(滓灰)는 95석으로 약 18%를 차지한

다.12)정회는 순백색을 띤 좋은 질의 생석회

이고,재회는 구워낸 생석회를 빻아 체로 걸

러 남는 질이 낮은 것으로,불길이 제 로 닿

지 않았거나 좋지 않은 원석을 사용할 경우

생긴다.조선시 내내 석회 조달처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고 좋은 원석을 찾는 것13)도 이

8)박지원,『열하일기』,서유구 ,안 회 편역,『산

수간에 집을 짓고』,「가마 제도」, ,돌베개,경

기도,311〜312쪽,2005,재인용

9)송응성 ,최주 주역,앞의 책,249〜250쪽

10)『문종실록』,문종 즉 년 10월 10일/서유구 ,

안 회 편역,앞의 책,311〜312쪽,재인용

11)『문종실록 권6』,문종 1년 3월 3일조의 기록에

의하면,명나라 석회 가마 하나에서 30〜100석 생산함.

12)『[英祖]元陵山陵都監 軌』,삼물소 품목질 병신 3

월 11일

에 연유한다.그래도 가마의 제도상 부득이

발생하는 재회는 산릉의 경우 상 으로

요치 않은 곳에 사용된다.

·정조 에 청나라의 벽돌 가마제도를 본

받아 활용코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14)당시

실학자들에 의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

장도 많았지만,석회의 수량과 품질 등에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그 바탕에

는 임진·병자 양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지배층을 심으로 형성되었던 척외사상,특

히 배청사상이 크게 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편,가마에서 구워낸 석회는 ‘그 빛이 희

고 부드러워진’15)생석회로,강회(剛灰,强灰)

는 생회(生灰)라고도 한다.이 생석회에 물

이 더해지면 소석회(消石灰)가 된다.‘공기 속

에 두면 천천히 풍화되어 가루가 된다. 히

쓰고자 그 에 물을 부어도 역시 스스로 가

루로 변한다.’16)고 한 것이 그것이다.이러한

성질로 인해 조선 기에 통상 인 석회 생산

량은 그 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다.상시 으

로 사용하기 해서는 생산지에서 구운 생석

회를 운반하여 소비가 상되는 소요처에 보

을 해두어야 하는데,생석회는 자연 상태에

서 공기 의 수분을 흡수하여 소석회가 되

고,다시 공기 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석

회석으로 환원되는 성질이 알려져 있었을 것

이다.그래서 필요 시 마다 소요량을 생산하

는 방식을 취하고,이는 석회의 유통을 방해

하는 요소로 작용하 을 것이다.

13)『[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 軌』,계사 경신 11월

23일,동 26일,동 28일/『[正祖]健陵山陵都監 軌』,삼

물소 이문

14)『 조실록 권59』, 조 20년 7월 14일/『정조실

록 권16』,정조 7년 7월 12일

15)『문종실록 권6』,문종 1년 3월 3일

16)송응성 ,최주 주역,앞의 책,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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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석회의 조달

3-1.조선 기의 조달정책과 卜定17)

조선 기 건축공사의 석회 조달정책을

알려 직 인 기록은 거의 없다. 련 기

록인 의궤가 멸실되고 없는 까닭이다.다른

기록을 통해 살펴본다.

『경국 』에는 왕실이나 청에서 필요

한 물품을 생산하는 각종 장인들의 종류와 숫

자를 명시한다.그 가운데 석회를 생산하는

석회장은 京工匠이 배속된 30개 앙 청

선공감에만 불과 6명밖에 없다.18)더구나 지

방의 8개도에 소속된 鄕工匠 에는 석회장

이 없다.선공감이 토목 선을 담당한

앙 서이므로 도성 내 궁궐이나 청 등 건

축물의 연례 인 보수에 필요한 석회를 생산

하는 데 한정되었다는 의미이다.이는 석회의

생산량이 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석회

에 한 수요의 억제에 이 주어진 것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석회는 로부터 귀한 물품으로 인식되어

왔다.신라의 골품제도에 따른 신분별 가사규

제를 보여주는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

옥사조에는,‘진골계 부터 이하 모든 계층에

서 담장에 석회를 발라 치장할 수 없다’19)는

내용도 그러한 인식에 기인한다.

태종조 이숙번이 “ 국에서는 석회를 배

에 발라 내구성을 증진시킨다고 하니 우리나

라에서도 충청·경상· 라 3도에 땔감이 많으

니 석회를 만들어 그 게 하자”고 건의하자.

17)장세경,『이두자료 읽기사 』, ,한양 학교

출 부,서울,78쪽,2001년,“공물이나 부역 따 를 부

과하는 것.”‘지정’이라 발음한다.

18) 『경국 권6』,「工典/工匠/京工匠·外工匠」,

장장이만 하더라도 군기시 130명,선공감 40명을 비

롯해 7개 앙 서에 총 190명이 배속된다.

19)이호열,「조선시 주택사 연구」, 남 학교 박

사학 논문,29쪽,1992에서 정리 재인용

태종이 말하기를,“석회의 용도는 넓다.궁실

을 꾸미는 것은 다만 미 을 하는 것이니

비록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분묘를 만드

는 데는 긴 하다”고 하면서 이숙번의 건의내

용에 한 사실 여부를 실험토록 하 다.20)

석회의 용도는 분묘나 건축 외에도 선박건조,

제지(製紙)등 다양하 으나,분묘의 경우에는

요하여 석회가 가능한 한 사용되지만,궁궐

이라 할지라도 요치 않은 곳에는 석회의 사

용이 억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 많은 인력과 경비의 소

요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성종조 헌릉 정

자각의 수리에 소요되는 석회 140석을 개성부

로 하여 생산하게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연기한 것21)에서 확인된다.조선

기의 많은 기록에서 왕실이나 신하,그 가

족의 장례 때 일정량의 석회 지 을 규정화하

다.22)그러한 기록은 세종 즉 년부터 보인

다.23)석회 1섬을 제조하는 데 경비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알 수 없다.유통과 생

산이 어렵고 귀 한 물품이었기에 특정 직

에 있었던 종친과 신하의 분묘를 만드는 데에

만 석회를 차등 지 한 것이다.

왕실의 수요 물품을 제작하거나 정례 인

건축물 수리에는 통상 으로 지방으로부터 올

라오는 常貢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 이다.

각 지방의 생산 특산물을 분류하여 상공으로

받아들이기 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산물」조이다.산물조에는 토의(土

20)『태종실록 권23』,태종 12년 5월 21일

21)『성종실록 권291』,성종 25년 6월 16일

22)『세종실록 권105』,세종 26년 7월 12일조와 동

권108,세종 27년 5월 16일조에 의하면,1품 에게는

60석,정2품은 50석,종2품은 40석,종친 정종3품은

40석,4품 이하는 30석으로 하 다.

23)『세종실록 권2』,세종 원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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宜),토산(土産),토공(土貢)이 있다.정기 인

상공은 토공(土貢)에 분류되는 데,석회는 두

책의 토공에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토

산에는 석회가 보이는 바,『세종실록 지리

지』 「강화도호부」조에 보이는 석회 원료인

암석(嵓石),『동국여지승람』 「경기/강화도

호부」조와 「경기/개성도호부/풍덕군」조에

보이는 석회가 그것이다.따라서 조선 기에

는 석회가 상공 물품이 아니었고, 앙에서

악해야 할 산출지역도 경기도 강화와 풍덕

두 군데 정도 던 것이다.석회가 상공 물품

에서 제외된 것은 앞서 언 한 바,석회의 물

성에 따른 것일 터이고,경기도를 염두에 둔

것은 조선 기만하더라도 부정기 인 별공으

로 석회 조달 시 원료 채득의 용이성,땔감의

풍부한 공 ,운반상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처

일 것이다.국 도성 수축 시,“충청도와 豊

海左右道의 丁夫 1,200명을 징발하여 강화도

에 보내 석회를 굽게 하 다.”24)는 내용도 그

러한 측면에서 이해된다.땔감이 많아 석회

제조가 가능한 충청·경상· 라 삼도의 거론25)

에도 불구하고,두 책의 산물조에 기록되지

않은 도 주요 수요처가 한양 인근인 데 따

르는 운반상의 문제가 고려된 것이다.

문종 즉 년의 한 기록에서,“천도 이래 석

회의 제조처로 경기도 양주와 강화만한 곳이

없고,능실의 보수 등 국용이 있을 경우 이

두 곳의 석회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26)고 한

다.조선 기 도성수축을 비롯한 궁궐,산릉의

조성 등 도성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인

건축공사의 소요 석회를 경기도 양주와 강화

에 주로 지정(卜定)하여 조달해온 것이다.양

주는 앞선 두 책에서 석회의 토산지로 빠져

24)『태조실록 권8』,태조 4년 9월 17일

25)『태종실록 권23』,태종 12년 5월 21일

26)『문종실록 권4』,문종 원년 10월 10일

있던 곳이어서 일부 락도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다른 기록에서 석회의 산출지로 거론되

는 경기도 장단(長湍)이 빠진 것도 같은 이유

이다.도성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해당지역과 가까운 곳에 지정하

거나 채득하여 사용한다.27)

이상으로부터 석회는 상공이 아닌 별공 물

품으로서,조선 기 건축공사의 석회 조

달 정책은 공사 시행 시 마다 공사 장 인근

의 산출지 도읍에 별공으로 지정 조달하는 것

이라고 결론지어진다.

3-2.조선후기 석회 조달의 양상

1)卜定 행과 물량 확보의 용이성

산출지 각 도읍에 지정으로 석회를 조달하

는 방식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도 그 로 유지

되었다.다음 표1을 통해 확인된다.표1은 조

선후기 산릉을 포함한 건축공사의 석회

조달방식과 그 내역을 존하는 의궤 기록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 임란 직후 의인

왕후의 산릉(1601)을 조성한 기록이다.석회

조달량은 실입된 2,830석보다 많은 3,500석으

로,경기·충청·황해도에 량 지정하여 조달한

다.임란 이후 참고할 기록이 없어 실입량보

다 많이 조달한 것이다.인조 8년(1630)의 선

조목릉천릉의 경우에도 3개도에 1,000석씩

분정·조달한다.28) 이후 인목왕후산릉(1632)을

비롯한 소 세자묘소(1645), 인 왕후산릉

(1701)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표1에서 강화부

와 개성부가 별도로 명시되나 경기도에 속하

고,인 왕후산릉(1701)에서와 같이 기록에 따

27)『문종실록 권8』,문종 1년 7월 24일,함길도 穩城

과 鍾城 두 읍성 축성 시 인근에서 석회를 번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성종실록 권280』,성종 24년

7월 16일,義州邑城 축성 시 30리 거리의 九龍淵에서

석회의 원료가 생산되니 채굴하여 구워 쓰도록 지시함.

28)『인조실록 권22』,인조 8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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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공사명

총 요량(實入) 조달방식

各所別
(1石=15斗, 6斗는 5斗  환산함)

합계 卜定 貿易 公儲

懿仁王后山陵
(1601, 穆陵) A:2,830, B:200(三物所取用), 

C:20(三物所取用)
2,830 경기· 청 각1,000

황해1,500

穆陵修改(1609) 800 주250, 강화250 京江燔造處300

仁穆王后山陵
(1632, 穆陵)

A:3,000, D:3(三物所取用)
B:?(三物所取用)
C:正灰6+滓灰35(삼물 )

3,000
경기400
강화·개  각300
황해·공청 각1,000

昌慶宮修理(1633) 507 460 42

昭顯世子墓所(1645) A:2,765, B:104, D:2
C:正灰6+滓灰35(삼물 )

2,877 경기400, 강화1,000, 공
청·황해 각750, 

昌德宮修理(1647) 640+? 강화900

昌德宮昌慶宮修理
(1652)

창덕1 :336, 창덕2 :154
창경1 :345, 창경2 :360 1,195 1,195

호조, 공
감, 공조

昌德宮萬壽殿修理
(1656) 1 :298, 2 :176, 3 :15 489 都廳上下150

공감334

永寧殿修改(1667) 2 :447, 3 :410 857 청300, 강화250

南別殿重建(1677) 2 :30, 3 :285 315 강화100 공감215

仁敬王后翼陵山陵
(1680)

A:2,744, B:100, C:5, D:5
2,854 황해 2,734 공감297

慶德宮修理(1693) 2,411

仁顯王后山陵
(1701, 辛巳, 明陵) A:1,756, B:100, C:300, D:4 2,160

청1,000,황해600,경기
300,개 200,강화400

宗廟改修(1725) 2 :394, 3 :412 806 청300, 강화200

仁元王后明陵山陵
(1757, 丁丑, 明陵)

A:1,663, B:108, C:270, D:15
잉여:93

2,056 戶曹貢人1,700

貞聖王后山陵
(1757, 丁丑, 弘陵) A:1,956, B:693, C:270, D:12 2,931 戶曹貢人1,700

莊祖永祐園墓所(1762) A:1,512, B:305, C:10, D:2.5 1,830

垂恩廟營建(1764) 회150,수회135,유회22 3두 307

英祖元陵山陵(1776) A:2,826,B:1,220,C:1,170,D:12 5,216 戶曹貢人2,826

景慕宮改建(1776) 회1,881, 수회288, 유회13 2,182

文孝世子墓所(1786) A:859, B:327, C:201, D:4 1,391

莊祖顯隆園園所(1789) A:900, B+C:600 1,500 金川郡1,500

文禧廟營建(1789) 1,002

華城城役(1796) 103,730 私商103,730

正祖健陵山陵(1800)
A:실입 누락, B:996
C:1,830, D:12

황해금천1,500 壯勇營600

仁政殿營建(1804) 2,145 황해2,145

貞純王后元陵山陵
(1805, 乙丑, 思陵)

A:실입 누락, B:(삼물 )
C:正灰1,590+滓灰630(삼물 ), 
D:滓灰12(삼물 )

금천900
호조900, 別
營 , 保 民 司 
각 240

獻敬惠嬪顯隆園園所
(1815, 乙亥)

A:810
B+C+D:690

1,500 금천1,500

顯穆綏嬪徽慶園園所
(1822, 壬午) A:750, B+C+D:滓灰750 1,500 금천900 戶曹京貢300

翼宗延慶墓所(1830) 금천1,500 삼 문 각90

西闕營建(1832) 正灰3,684, 滓灰180 3,864 황해3,000+기타

純祖仁陵山陵(1834) A:?, B:697.5, C:1,035, D:21 금천1,500

昌慶宮營建(1834) 5,400 금천·평산 각1,500

昌德宮營建(1834) 3,282 황해1,500

孝顯王后景陵山陵(1843) A:?, B:954, C:900, D: 금천1,500

文祖綏陵山陵(1846) 각 별 실입 누락 금천1,800

純元王后仁陵山陵(1857) 각 별 실입 누락 금천1,950

仁政殿重修(1857) 3,000 황해금천3,000

南殿增建(1858) 1,320 강화300 삼 문卜定
900

哲仁王后睿陵山陵(1878) 각 별 실입 누락 금천1,500

神貞王后綏陵山陵(1890) 각 별 실입 누락 금천·白川 합1,200

明成皇后洪陵山陵(1895) A:1,435, B:1,735, C·D:? 4,311 3,900

慶運宮重建(1907) 15,239 全量

[표 1]조선후기 건축공사의 석회조달내역 (단 :石=5斗,범례 A:삼물소 B:조성소 C:부석소 D:소부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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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해도는 平山군과 金川군이,충청도는 洪

州군과 牙山군이 별도 거명되기도 한다.어

든 이들 3개도에 지정한 것은 산릉 조성 지역

과 가까워 운반이 용이할 뿐 아니라,공사경

비를 일 수 있다는 이 때문일 것이다.다

만 조선 기와는 달리 충청도가 추가된 것은

물량확보의 시 성을 한 조처일 것이다.

그밖에 17세기의 창덕궁창경궁수리(1652),

녕 수개(1667),남별 건(1677),18세기

의 종묘개수(1725)등도 수량의 차이는 있

지만,충청도나 경기도의 강화에서 석회를 지

정 조달한다.지정을 통한 석회 조달은 18세

기 말 정조 연간의 장조 륭원원소(1789)부터

19세기 말 신정왕후수릉산릉(1890)에 이르기

까지 유지된다.창경궁 건(1834)과 신정왕후

수릉산릉(1890)두 공사에서 平山과 白川이

잠깐 거론되지만,황해도 金川 한 곳에 집

된다. 천이 산릉 조성지역과 멀지는 않지만,

조선후기 석회의 주된 조달처 던 경기도내

개성,강화,양주에 비한다면 멀어 운반상의

불리함도 수반되었을 터인 데도 1세기 동안

집 되는 것이다. 천 산출 석회석이 가장

품질이 좋은 데 따른 것이다.29)산릉에는 최

상 품질의 석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가마제

도의 부실로 滓灰의 발생률이 컸기에 부득이

원료라도 좋은 것을 사용코자 한 의도이다.

어 든 조선후기에 들어와 19세기 말까지

건축공사의 소요 석회를 가능한 한 산출

지 외도 지정으로 조달·유지코자 한 것은 모

든 경비를 산출지 각 도읍에 떠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많은 물량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에 기인한다.

2)私商·貢人 매입과 비용

사상(私商)매입은 민간 상인으로부터 석회

를 사들이는 것이다.조선후기 건축공사

29)『[正祖]健陵山陵都監 軌』,삼물소 이문

에서 석회의 사상 매입이 처음 드러나는 것은

17세기 목릉수개(1609)이다.수년 조성한

의인왕후산릉(1601)인 목릉의 병풍석을 비롯

한 석물의 틈이 벌어지고 정자각의 양상도회

가 손되는 등 수리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에

서 시작된다.소요 석회가 총 800석(1石=5斗)

인데,500석을 충주와 강화에 지정하고,나머

지 300석을 경강 번조처(燔造處)에서 매입한

다.30)그 사유나 매입가는 기록 부족으로 알

수 없다.사상 매입은 창경궁수리(1633)에서도

보인다.이 의 난으로 소실된 통명 등의

각 복구과정에서 각 각의 양상도회용 석

회 507석(1石=5斗) 460석을 매입하는데,

매입가는 常木 45필 17척과 (米)1석 5두이

다.31)木 1필의 값(代錢)이 2냥 5 이고 1

석의 값은 6냥이므로,32)석회 1석당 가격은

략 2 6푼이 된다.외도 지정으로 조달하

면 공사가 지연되기에,소요량이 많지 않을

경우 공사의 시 성을 고려하여 사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조선후기 동법 시행 이후

자재 조달의 실태를 보여 다.“ 부터 수

리공사에 당하면 소요 물품은 私儲에 給價하

여 取用하거나,해당 물품으로 되갚는 것이

상례이다”33)라는 기록이 확인해 다.

이후 사상 매입은 화성성역(1796)에서나 가

서야 나타난다.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화성성역에 소요된 석회는 모두 86,442석(1

石=6斗)이고 매입가는 총 8,211냥 9 9푼이

다.석회의 매입처는 황해도내 金川과 豊德,

30)『穆陵修改都監 軌』,을유 2월 6일,동 9일

31)『창경궁수리도감의궤』,「各處上下」,「各種彩色

雜物都合數」

32)『화성성역의궤』 권4감결 을묘 7월 9일조에 米1

升의 代錢을 4푼으로 규정하고 米1石=15斗=150升이므

로,米1石의 代錢은 6兩이다.『 支準折(가람고본)』,

「紬紵木 綿」조에 木1疋의 代錢은 략 2兩 5錢이다.

33)『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傳敎 임진 정월 22

일 도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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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처 수량 단가

金川 67,976석 2두 79% 6푼 8리

豊德 1,545석 2% 1 5푼 2리

平薪 4,425석 5% 1 7푼 2리

安山 6,013석 7% 1 8푼 7리

水原府 6,479석 4두 7% 2 2푼 6리

합계 86,442석 8,211.99냥

[표 2]화성성역(1796)의 석회 매입 (1石=6斗)

경기도내 安山과 水原府,충남 平薪 등 5곳이

다.이들 매입가가 가장 싼 곳은 천 6푼

8리/석,가장 비싼 곳은 수원부 2 2푼 6리/

석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성역이 이루

어지는 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비싸고

가장 먼 곳이 싸다.황해도 두 지역이 통

으로 석회 지정 지역이어서 석회가마와 인력

이 갖추어진 한편,땔감 공 이 에 의해서

이루어진 데34)따른 것이다.이에 비해,수원

부의 경우 석회 제조용 가마 조성 비용이 부

가된 데35)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체 소요

량의 약 80%를 가격이 싼 천에서 집 조

달한 것은 공사비용 축소의 일환이다.가격이

비 에도 수원부에서 석회 가마를 조성해가며

조달한 것은 성역의 소요 물량이 워낙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운반상 지체될 염려가 없으

며,때에 맞추어 공 이 가능해 공사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는 데 있다.

18세기 말 화성성역에서 사상으로부터 석

회의 량 매입이 가능했던 근 에는 민간의

수요가 많았던 데도 기인한다.민간의 분묘

조성 시 회곽의 사용으로 많은 수량의 석회가

요구된 것이다.조선 기만 하더라도 왕실과

특정 계층에게만 장례 시 일정량의 석회가 지

되고,36)나머지는 석회의 사용이 허락되지

34)『화성성역의궤』,계사,이문 계축년 12월 25일

35)『화성성역의궤』,이문 갑인년 3월 23일

36)『세종실록 권105』,세종 26년 7월 12일조와 동

권108,세종 27년 5월 16일조에 의하면,1품 에게는

않았다.37)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정1품 에

게 무려 규정의 5배인 300석을 지 하는 등

많은 폐단을 보인다.38)이는 조선 기부터 나

타나는 바,사 부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

지도 석회를 얻지 못하면 감히 매장을 못하고

화려함을 서로 다툰다고 할 정도 다.39)이러

한 석회에 한 민간 수요가 민간 석회상의

출 을 이끌고,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1세기 동안 사상 매입은 보이지 않다

가,19세기 말 명성황후홍릉산릉(1895)조성

시에야 다시 나타난다.소요 석회 1,437석

1,300석을 사상 매입으로 조달한다.40)본래 외

도 지정으로 석회 조달을 고려하 으나 추세

가 완 히 바 것이다.20세기 인 경운궁

건(1907)에서도 소요량 15,239석 량을 사

상 매입으로 조달한다.41)그 체 소요 물

량의 68%인 10,342석을 한양 西署의 석회상

金孝直 1인으로부터 매입 조달한다.42)1석당

(1석=15두)단가는 12냥이다.이는 앞서 화성

성역의 경우와 비교해 무나 높은 가격이다.

당시의 추세를 반 하여 상당히 시장경제체제

로 옮아갔음을 보여 다.공사가 한창 진행

이던 갑진년 4월 15일 한 기록에 의하면,

건공사에 사용할 석회를 황해도 개성부

천군에서 조달하는 데,이것이 사상 金昌源의

60석,정2품은 50석,종2품은 40석,종친 정종3품은

40석,4품 이하는 30석으로 하 다.

37)『 종실록 권20』, 종 9년 2월 28일

38)『 해군실록 권50』, 해군 4년 2월 16일/『승정

원일기』 효종 9년 7월 15일과 동 8월 11일 등

39)『 종실록 권20』, 종 9년 2월 28일/동 권57,

종 21년 7월 20일

40)『[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 軌』,품목 정유 1월 3

일,동 2월 12일

41)『경운궁 건도감의궤』,실입

42)『中和殿行閣三門所用物種價未撥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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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라고 명시한다.43) 천은 조선시 내내

석회 지정지 던 곳으로,20세기 에 들어와

서는 완 히 민 화한 것이다.어 든 석회의

사상 매입도 부족한 공사 산에서 지 되는

것이기에,가능한 한 자제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조선후기 산릉공사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貢人으로부터 석회가 매입되기도 한

다.공인은 국가로부터 貢價를 지 받고 官

物品을 조달하는 어용상인으로서 동법 시행

과 함께 등장하 다44).산릉공사에서 공인에

의한 석회 조달은 18세기 엽 조 연간에

집 으로 나타난다.정성왕후산릉(1757),인

원왕후명릉산릉(1757),장조 우원묘소(1762),

조원릉산릉(1776)이 그것이다.이들의 경우

산릉 조성에 필요한 석회의 부분이 호조 공

인으로부터 조달한다.그러나 이들의 경우에

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외도 지정 조달의 변형

된 한 형태로 보인다.『 貞聖王后 山陵都

監 軌』(1757,丁丑)의 기록에,“이번 공사는

신사년 등록에 의거하여 거행하되.- 략-근

년 등록 가운데 신미년(1751)과 임신년(1752)

등록을 서로 참고하여 거행하도록”,“본소 소

용 각종 잡물의 實入과 用還을 구별하여 뒤

에 기록하여 여쭈오며, 에 따라 減할 뜻

을 호조에 移文하도록”하는 내용이 있다.여

기서 ‘신사년 등록’은 『 仁顯王后 山陵都

監 軌(1701)』를 말하고,‘에 따라 減할

뜻을 호조에 移文’하라는 것은 산출지 각 도

읍에 지정하여 조달을 지시한 후,우선 손쉬

운 곳에서 빌려 쓰고 나 에 물이나 돈으로

되갚겠다는 의미이다.어느 방식이 선택되었

는지는 기록 부족으로 확인할 바 없다.

43)『경운궁 건도감의궤』,訓令,갑진 4월 15일

44)德成 外志子,「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 -貢人硏究

의 前提作業으로」,歷史學報 제113집,1987년,1쪽/金

東哲,「朝鮮後期 貢人硏究」,韓國硏究叢書 제63집,

1993년,73쪽

한편,『萬機要覽』 財用篇에 나타난 석회

의 조달 서는 호조로서,조선 기의 別貢을

조선후기에 別貿의 형태로 조달한다.45)호조

별무는 各司有元貢別貿와 各司無元貢別貿,

各廛契別貿로 구분된다.그 석회의 취 처

는 각사무원공별무의 선공감이 유일하다.선

공감 소속 공인이 원공에는 없던 것을 별무로

사서 바치고 공가를 지 받던 물품은 석회 외

에 13종이 있다.46)하지만 선공감 공인으로부

터 사들인 석회량과 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

다.그런데 『 支準折』 「灰石土」조에 석

회 1석(1석=5두)의 공인 매입가는 3 3푼이

다.47)이는 화성성역의 사상 매입가에 비해

게는 1.8배,많게는 5.8배나 높다. 조

연간의 산릉공사에서 호조 공인으로부터 사들

인 석회량이 략 1,700석과 2,800석이므로,

돈으로 계산하면 게는 561냥이고 많게는

924냥 정도가 된다.이는 산릉 하나를 조성하

는 데 들어간 총 경비 58,870냥에 비교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다.48)그럼에도 조선후기

건축공사에서 공인으로부터 매입을 삼가하

는 것은 높은 단가에 기인한다.부득이 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인 매입을 삼가하여 가능

한 한 공사비 지출을 이고자 한 것이다.

45)『萬機要覽』 財用編 3,戶曹貢物條

46)『萬機要覽』 財用編 3,戶曹貢物/各司無元貢別貿/

繕工監條,“馬尾篩,竹篩,草把子,草飛乃,薍簾, 簟,

柏子板,水靑木,强鐵,灰,阿膠,細繩,加乃杖夫,杻繩”

47)『 支準折(가람고본)』,「灰石土」條에 석회 1石

=5斗이고,이 무역가는 산릉 조성과 궐 내외 제처에

용된다.

48)『[英祖元陵]山陵陵都監 軌』,계사질 병신 3월 14

일 都監別單조에 의하면,총 경비는 5,000兩,米

4,600石,木197同,正 14同으로 책정된다.『화성성역

의궤』 권4감결 을묘 7월 9일조에 米1升의 代錢을 4

푼으로 규정하고 米1石=15斗=150升이므로,米1石의 代

錢은 6兩이다.『 支準折(가람고본)』,「紬紵木 綿」

조에 官木1疋의 代錢 2兩5錢,正 1疋의 代錢 2兩3錢5

分으로 규정하고 木1同=50疋이므로,木1同의 代錢은

125兩, 1同의 代錢은 117.5兩이 된다.이를 용하여

돈으로 환산한 총 경비는 58,870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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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출 은 조선후기 동법 시행과

련된다.조선 기에 부정기 인 국가 행사의

소요 물품을 각도 산출지에 직 물로 조달

을 지시하 다. 동법 시행 이후에는 米 나

돈으로 납을 하면 해당 諸宮과 各司는 그

것으로 소속 공인으로 하여 해당 물품을 사

서 바치게 하는 것으로 바 것이다.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반에 걸쳐

건축공사의 석회 조달에서 공인의 역할과

비 은 미미하고, 조 연간의 일시 인 상

으로 그 역할이 한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산릉을 비롯한 궁궐,사묘 등 부정

기 으로 이루어지는 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소요 석회는 우선 산출지 각도에 지정 조달하

는 별공이 조선후기에도 여 히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경향은 표1을 통해 일부 공

인이나 사상 매입을 통하는 경우와 公儲의 비

축물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 으

로 19세기 말 신정왕후수릉산릉(1890)까지 유

지된다.다만 석회의 지정 조달 지역이 조선

기에는 경기도 양주와 강화에 한정되던 것

이,조선후기 17세기 부터 18세기 까지

경기도 외에 황해도와 충청도로 확 되고,18

세기 반 조 연간에 공인을 통한 조달이

일시 으로 있다가,18세기 말 장조 륭원원

소(1789)부터 19세기 말까지 황해도 천 한

지역에 집 되는 형태로 진행되며,20세기

후에야 민간 석회상에게서 으로 매입하는

행태로 환되었다고 결론지어진다.

4.석회 혼합재의 용도별 용

4-1.유회(油灰)

1)유회의 래

유회는 석회(생석회)+법유(들기름)+휴지(종

이여물)로 이루어진 석회 혼합재다.49)석회에

천연 식물성 기름이 섞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

다.유회의 직 인 기록은 조선 기 세종 4

년(1422)산릉제도의 규정에서 나타난다.

“산릉제도(山陵制度),- 략-축조의 차

례는 먼 북우석(北隅石)을 하나 놓은

다음에 양방석(兩旁石)각 두 개를 놓

고,이어 문의 양 가로 입석(立石)두

개를 양방석(兩旁石)의 남쪽에 배치한

다.문지방돌(門 石)하나를 양편에 있

는 입석의 사이에 놓고,틈이 있는

로 유회(油灰)로 메운다.북우석 양

방석의 밖에는 잡석으로 단단하게 채우

는데,돌의 높이에 이르러 그친다.다음

에 덮개돌(盖石)두 개를 올려놓는데,

두 쪽의 연합한 데에는 유회로 메우고,

가치개석(加置盖石)한 개를 그 에

놓는다 무릇 연합한 데에는 모두 유회

로 메운다 .- 략-문을 닫고 문의석

(門倚石)하나를 문비석(門扉石)밖으로

덧붙이고 유회로 틈난 데를 바른다.”50)

“능실(陵室)의 제도,- 략-유회를 지

석(支石) 에 펴고,그 다음에 박석(

石)과 문지방돌(門 石)을 더한다.무릇

두 돌이 닿는 곳에는 모두 유회로 발라

채워서 빈틈이 없게 한다.”51)

왕릉을 조성하는 법식을 규정하면서 석부재

와 석부재가 맞닿는 모든 곳에 유회를 채워

합토록 한 것이다.석재 합부 사이의 빈

틈으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기 해서다.

이를 정리 명문화한 것이 『세종실록 권134』

의 「五禮/凶禮 式/治葬」조와 성종 6년

(1475)에 간행된 『國朝五禮 異』 등이다.

조선 기의 산릉제도가 고려 후기의 것,특

히 공민왕릉의 제도를 잇고 고제연구(古制硏

究)를 통해 이루어졌음은 잘 알려져 있다.52)

49)이권 ,「조선후기 건축공사의 회미장재와

공법에 한 연구」,건축역사연구,제18권,4호,2009

년 8월,64-65쪽.

50) 세종실록 권17,세종 4년 9월 6일

51) 세종실록 권113,세종 28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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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에서 본다면,유회의 사용은 조선왕조

훨씬 이 부터 있었음이 틀림없다.석회를 식

물성 기름과 혼합 용한 사례로서 5세기의

고구려 벽화고분이 알려져 있다.53)여기에 사

용된 식물성 기름은 오동유로 추정된다.건성

유는 건조과정에서 산소를 흡수하여 합·경

화하고 도막을 형성해 습기와 미생물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특성을 갖는다.오동

유와 석회를 혼합한 桐油灰로 船材인 나무

의 틈을 막는 데도 사용하는 바,54)방수성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세종 연간에 唐船을

모방한 선박건조과정에서 유회를 사용한 것

이55)이를 입증해 다.유회에 사용된 기름은

조선후기 의궤 기록에서는 ‘法油’로 표기되나,

굳이 들기름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56)들

기름이나 오동유는 건성유로서 동일한 성질을

갖는 까닭이다.57)

유회의 구성분 조선후기 의궤 기록에서

‘休紙’로 표기되는 종이여물은 석회 모르타르

의 균열을 막고 바탕재와의 착성도 높이기

한 첨가물이다.앞서 든 고구려 벽화 고분

이나,7세기 말에서 8세기 에 조성된 것으

로 추정되는 일본 나라 의 高松塚에서도 식

물성 섬유질 여물을 석회와 혼합하여 사용한

52)김상 ,「조선 왕릉 석실 능상구조의 변천에

한 연구」,명지 박사학 논문,37쪽,2007

53)채미 ,「고구려 벽화무덤의 바탕재에 한 고찰-석

회 모르타르를 심으로」,고구려연구 제9집,52쪽,2000

54)송응성 ,최주 주역,앞의 책,250쪽

55) 세종실록 권52,세종 13년 4월 5일

56)김장생,『사계 서 제29권』,「家禮輯覽/喪禮/治

葬」/정약용,『여유당 서』,「第三集/禮集/第七卷/喪

禮四箋/棺二」.한국고 번역원 편,한국문집총간 검색

57)ⓒ 두산백과사 EnCyber&EnCyber.com,들기름

은 들깨기름이라고도 한다.들깨에는 40∼45%의 기름

이 들어 있는데,기름을 구성하는 지방산 리놀 산

이 49% 정도로 가장 많고,리놀 산 33%,올 산 11

%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그 성질로 보아 건성유에

속하므로 공기 의 산소와 쉽게 결합하여 굳어진다.

사례가 보고된다.58)조선후기에 보이는 유회

의 구성분이 어도 삼국시 부터 기본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건축공사에서 유회의 용도가 산릉

의 석실이나 석곽에서 석재간의 빈틈을 수

하게 틀어막아 우습의 침투를 방지하는 한편,

지상에 노출된 병풍석을 비롯한 난간석,죽석

등의 합에도 사용되고,정자각 등 건축물의

계단이나 섬돌,월 ,기단 등 석물의 쌓기

는 합59)에도 사용된다.빗물이 석재의 빈틈

에 침투·결빙되어 틈을 벌어 트려 해당 구조

물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처다.

그런 에서 본다면 근년까지 천여년 이상

을 온 하게 견뎌 남아 해진 삼국시 석탑

의 경우에도 석재간 합에 석회 혼합재인 유

회가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사용 재료에

한 보고가 미비하여 확인이 어렵다.516년

에 조성된 국 북 시 永寧寺 목탑의 하

부 석조기단에서 상하의 석재를 견고하게 고

정시키는 데 회반죽이 사용되었다는 보고서의

기록60)을 통해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물

론 여기에서 언 한 회반죽이 구체 으로 어

떠한 구성분인지에 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

지 않아 확인할 바 없다.이에 해서는 차후

더욱 정치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2)유회의 용

유회의 용을 정성왕후산릉(1757)의 사례

를 통해 살펴본다.산릉에서 유회의 소요처는

삼물소, 부석소,소부석소가 장하고 있는

석물이다.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삼물소의 경우 유회는 석실을 구성하는 大

58)채미 ,앞의 논문,59쪽

59)『비변사등록』,인조 26년(1648)윤3월 1일,“宣陵

의 馬石 1좌는 턱이 깨진 곳을 油灰로 붙여서 지 까

지 그 로 두었다 합니다.”

60)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한 일 고 사지비교

연구(1)-목탑지편-』,문화재청,90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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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석물

유회

석회
(1石=15斗)

법유 휴지

삼물소 석실 소용 석물 3石 4斗 12斤

부석소 능상의 석물 90石 8斗 7升 20斤

소부

석소

정자각 등
시설물의 1,164개

소석물
4石

2斗 2升

5合
7斤

합계 97石
14斗

9升 5合
39斤

[표 3]정성왕후산릉(1757)의 역소별 유회 사용 내역

석물61)을 합하는 데 사용된다.석실의 석재

합부가 많지 않아 유회용 석회 소요량도 3

석에 불과하다. 부석소의 경우 유회는 능상

에 놓이는 석물62)을 합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 석물은 수량도 지 않지만 큰 규모의

석물로서 이들을 고정시키려면 90석이나 되는

많은 유회가 소요된다.소부석소의 경우 유회

는 건물을 비롯한 문,우물,다리,어로,담장

등 소 시설물63)의 1,164개 석물64)을 합

하는 데 사용된다.석물의 수량이 많은 데 비

해 유회용 석회 소요량은 4석에 불과하다.정

성왕후산릉(1757)에 총 소요된 유회는 석회

97석,법유 14斗 9升 5合,휴지 39근으로,석

회만 두고 보더라도 산릉 체 소요량 2,277

석의 4%에 불과하다.

건축물의 경우 유회의 소요량은 일정치 않

다.신건, 건,수리,칸수 등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사용되는 석물의 종류나 수량이

61)傍石,隅石,隔石,礴石,門倚石,門閾石,蓋石,加置

蓋石 등

62)魂遊石,鼓石,下博石,長明燈臺石,蓋石,文武石,馬

石,虎石,羊石,面博石,隅博石,石柱,童子石,竹石,望

柱石,望臺石,籠臺石,下博石,加簷石 등

63)丁字閣,碑閣,水剌間,守僕房,安香廳,典祀廳,參奉

廳,執事廳,行廊,紅門,大門,中門,庫間,臼間,廁間,

御井,禁川橋,瘞坎,神路,御路,下輦臺,欄干,曲墻 등

64)柱礎,簷階石,古莫石,月臺石,階石,風石,鵝里石,

橋石,地防石,花階石,層橋石,闊只石,長臺石,隅石,星

石,山神牀石 등

달라지기 때문이다.일례로 창덕궁만수 수리

(1656)만 하더라도 신건한 건물은 만수 ,춘

휘 ,행각 등 총163칸이고,수리한 건물이 총

104칸이다.65)이들 건물에는 계석(階石)2,765

와 주 247개를 비롯한 각종 석재 7,410개와

박석 9,433립이 사용된다.66)이들 석물을 합

하는 데 들어간 유회는 모두 석회 84석,법유

5석 1두 1승,휴지 46근 27냥 5 이다.67)그

만수 단일 건물의 유회 소요량은 석회

30석,법유 2석,휴지 2근 13냥이다.

그러나 총 소요량에 비해서 유회는 왕릉을

비롯한 시설물의 형식을 지탱해주는 데 없어

서는 안 될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유회의

사용 공법이나 시공이 불량하여 담당 리를

치죄하고 인 보수에 임하는 등 많은 공

력이 소요되기도 한다.그 가운데 하나가 들

기름의 혼합량과 련을 가졌다.제릉(齊陵)과

장릉(長陵)에서 회를 바른 곳이 흘러내려

로 떨어지는 바,이는 유회에 들기름을 넣

고 찧을 때 들기름을 게 넣고 정 하게

찧지 않은 탓이라 한다.68)특히 능상 석물에

회를 바를 때 석회와 들기름,종이여물을 혼

합하여 충분히 찧도록 지시한다.69)그 혼합식

은 석회 5말에 들기름 8되,종이여물 5냥이다.

이는 조선후기 건의궤에 보이는 유회 혼합

규정70)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컨 창덕

궁만수 수리(1656)에서 유회 혼합식은 석회

1말당 들기름 2되,종이여물 3 으로 규정하

65)『창덕궁만수 수리도감의궤』 1·2·3소 조성질

66)『창덕궁만수 수리도감의궤』 1·2·3소 각양석물실입질

67) 각주 참조

68)『各陵修改謄 』,계축(1733)2월 21일,「齊陵等

陵上塗修改未久有 官吏拿問」조

69)『各陵修改謄 』,계축 5월 22일,「咸鏡道各陵殿

奉審書啓修改」조

70)이권 ,앞의 논문,69쪽,표2.조선후기 건축

의 유회 조성 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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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각릉수개등록』에서 규정한 석회 1말당,

들기름 1.6되,종이여물 1냥과는 차이가 크다.

이는 고종 연간의 세입규정을 담은 『탁지

』,「회석토」조의 유회 혼합식인 석회 1섬

당 들기름 5되,종이여물 3냥과도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따라서 조선후기 건의궤에 보

이는 유회의 혼합식이 동일 공사 내와 시 에

따라서도 달랐던 71)을 감안하면,시행착오

를 거치면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 든 산릉 석실에 용된 유회가 조선후

기에는 능상의 석물,정자각 이하 제 시설

물의 소석물, 건공사의 석부재 합으로

확장· 용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4-2.수회(水灰)

1)수회의 래

수회는 석회(소석회)+종이여물+들기름+풀

로 이루어진 석회 혼합재로서,건축물의 내외

바닥이나 화방벽,굴뚝,담장 등에 쓰이는 방

(方甎)의 교착 는 용으로 사용됨이

밝 진 바 있다.72)생석회에 물을 뿌려 소석

회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수회에 한 기록도 유회와 마찬가지로 조

선 기인 『세종실록 권134』 「오례/흉례의

식/치장」조와 성종 6년(1475)의 『국조오례

의고이』에서 이미 나타난다.산릉 조성에서

수회로 묘실의 석재 빈틈을 이어 바르도록 명

시한다.이 기록만으로는 앞서 살핀 유회의

용도와 구별이 쉽지 않다.『국조상례보편』

에 따르면 수회는 작은 구멍이나 가는 빈틈을

메우는 퍼티 역할을 하는 유회와는 달리,산

릉공사에서 석함 속에 복완(服玩)이나 명기

(明器)를 담고 난 뒤 남는 빈 공간을 채우는

71)앞의 각주 참조

72)이권 ,앞의 논문,65-66쪽

데 사용된다.73)

유회의 구성분에 풀 이 더해진 수회의 사

용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조선

기의 산릉제도가 고려 후기의 산릉제도를 잇

고 있어,수회의 사용은 조선왕조 훨씬 이

부터 음이 틀림없다.5세기 말 고구려 벽화

고분의 바탕재에 물성 재료인 삼화토,건조

진제인 무명이,식물성 재료인 본과 함께

식물종·수성고착제의 하나로 찹 풀물이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74)이로 미루어 볼 때,풀

을 석회 혼합재의 구성분으로 사용한 역사

가 어도 삼국시 부터임이 확인된다.풀

의 분질이 증발 건조하여 막을 형성하고 바

탕재에 고착되는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석재가 아닌 방 의 교착 는 용으로

수회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14세기 (1313년)원나라 王禎이

술한 『王氏農書』에 석회,벽돌 분말,오

동유,부탄(莩炭),백선니(白善泥),찹 풀,종

이여물을 섞어 벽돌벽에 바르는 법제회니법

(法製灰泥法)이 소개되고,75)청나라 石成金의

『多能集』에 석회와 종이여물,찹 풀을 섞

어 담장에 바르는 분장법(粉牆法)이 소개된

다.76)석회에 종이여물,찹 풀을 혼합하여 벽

돌벽이나 담장에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조선시 이 부터 음

을 알 수 있다.이러한 바탕 에서 조선 기

왕릉 석실에 사용된 수회는 조선후기에 다른

용도로 확장· 용된다.

2)방 깔기·쌓기용 수회

방 으로 성곽을 쌓거나 건물의 내외 바닥

에 사용한 역사가 오래이기에 그 교착재로 수

73)『國朝喪禮補編 권2』,「遷奠 /諸具/石灰」

74)채미 ,앞의 논문,53,54,89쪽,2000

75)서유구 ,안 회 편역,앞의 책,233쪽

76)서유구 ,안 회 편역,앞의 책,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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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활용한 것도 오래일 것이다.확인 가능

한 기록에 따르면,선조 29년(1601)의인왕후

산릉과 인조 6년(1632)인목왕후산릉 조성 시

찬궁(欑宮)바닥에 방 을 깔면서 석회를 사

용한다.77)여기에서 언 된 석회가 수회이다.

인조 23년(1645)소 세자묘소를 조성하면서

정자각 찬실(欑室)의 바닥에 방 을 깔며 수

회가 사용되어 확인된다.78)인조 22년(1644)

大報壇의 담장,단의 윗면과 4면,어로(御路)

와 향로(香路)에 방 을 깔거나 쌓는 과정에

서도 수회가 사용된다.79) 건공사의 경우 창

덕궁창경궁수리(1652)에서 굴뚝(煙家)의 교착

에 수회가 사용되는 등 이후 다양한 사례가

기록된다.

이들 산릉 건공사에 사용된 수회는

개 석회,들기름,종이여물,찹 풀을 그 구

성분으로 한다.그런데 산릉의 정자각이나 비

각에 사용된 수회는 그 구성분을 달리 한다.

련 의궤 기록 조성소조에는 정자각이나 비

각의 축 방(築中防)에 들어간 품목을 명시하

고 있다. 컨 “築中防所入 半甎二訥 石灰

十六石 休紙一斤十一兩 粥米二斗七升”과 같

은 기록이 그것이다.여기서 ‘축 방’이란

방 아래,두 기둥 사이에 돌이나 벽돌,방 을

두텁게 쌓아 만든 덧벽으로 일종의 화방벽을

일컫는다.산릉 정자각이나 비각의 축 방에

는 주재료로 반방 이 사용되고,그 교착재로

석회,종이여물,찹 풀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들기름이 빠져 있다.이는 조선후기

체를 통틀어 철종 8년(1857)순원왕후인릉

산릉까지 동일하다.들기름이 빠진 석회 혼합

재의 경우에도 “비각 방내 수회 네 곳도

77) 『[懿仁王后]山陵都監 軌』,造成所/『[仁穆王后]

山陵都監 軌』,造成一所

78)『[昭顯世子]墓所都監 軌』,조성소

79)『大報檀謄 』,壇所別工作手本秩 10월 21일,10월

29일,11월 20일,11월 27일,12월 15일

박락했으니 고칠 일”80)라고 하여 수회라고 지

칭한다.산릉이든 건이든, 그 사용처가

바닥,벽,담장 어느 곳이든 같은 재료 방 의

교착재인 수회의 구성분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들기름이 방습과 방수에 효과가 커서

세찬 비바람이 닿는 정자각이나 비각에 효과

이었을 것이라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그

런 때문인지 고종 15년(1878)철인왕후

릉산릉에서는 정자각과 비각의 축 방용 수회

에 들기름이 부가된다.81)일부 산릉공사의 경

우 축 방용 수회에 백토가 부가되는 등 다양

한 시도가 있었다.82)좀 더 온 한 재료와 공

법을 찾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어 든 산

릉 정자각이나 비각의 축 방에 사용된 수회

를 제외하고는 석회,들기름,종이여물,찹

풀이 수회의 구성분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방 용 수회의 구체 공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 3년(1725)종묘개수에

서 정 5칸 바닥에 방 을 깔며 매칸당 소요

수회는 20석으로 하고,석회 1석당 들기름 5

홉,풀 1되 5홉,종이여물 1냥 5 으로 책정

한다.83)이는『탁지 』에서 규정한 수회 1

섬 소입 들기름 3홉,풀 1되 5홉,종이여물

1냥 5 84)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다른 것은

같으나 들기름의 배합량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석회 혼합재와 마찬가지로 시 의 변화

와 함께 차츰 정착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한편,방 을 바닥에 깔 때 항상 그 교착재

80)『各陵修改謄 』,무자 2월,「健元陵丁閣兼告」

81)『[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 軌』,조성소 품목 무인

8월 4일

82) 『[莊祖永祐園]墓所都監 軌』, 조성소 품목질/

『[英祖]元陵山陵都監 軌』,조성소 품목질 병신 3월

11일/『[翼宗]延慶墓所都監 軌』,조성소 품목 경인 7

월 2일

83)『종묘개수도감의궤』,품목질 병오 3월 11일

84) 支準折  「灰石土」條



산릉·영건의궤 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관영 건축공사의 석회에 관한 연구  37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양상
도회

건물명 용도

용

화 ,함녕 ,경효 정 ,침 ,편

흠문각 불명

화문,光明門,敦禮門 各殿의 正門

미

용

즉조당,석어당, 명당,
복당,함유재,양이재,

주요 건물

경효 내삼문과 삼문,
함희당 四角門과 木只門,
建極門,鳳陽門,延光門

·소문

화 ,함녕 ,경효 ,
명당,석어당, 복당,

함희당 각각의 행각
행각

경효 내재실,어재실,
이안청, 배설청

齋室

德慶 ,三祝 ,攸好室, 후궁 처소 등

宮內府,侍講院,太醫院,
秘書院,公事廳,內班院,
長房處所,藍輿庫間

왕실 리 부서

[표 4]경운궁 건(1906)의 건물별 양상도회 용 내역

로 수회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컨 종

묘개수에서 정 내 바닥의 방 에는 수회를

사용하지만,제기고를 비롯한 공신당 내 바닥

방 에는 모래만을 사용한다.85)이는 건물의

계를 고려한 조처이다.

3)양상도회(樑上塗灰)용 수회

양상도회는 기와를 쌓아 축조한 지붕마루의

표면에 석회 혼합재를 바르는 작업으로서,오

늘날의 양성 바름과 동일하다.86)이 양상도회

에는 수회가 사용된다.그래서 개는 ‘樑上

塗灰’로 기록되지만,의궤 기록에 따라서는

‘樑上塗灰次水灰’, ‘樑上塗水灰’, ‘樑上塗灰

水灰’,‘樑上水灰’등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양상도회 기록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懿仁王后]山陵都監 軌(1601)』이다.87)공

사가 선조 33년(1600)에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어도 16세기에는 석회 혼합물로 지붕마

루를 처리하는 공법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석회를 비롯한 들기름,풀 (膠粘米),

종이여물이 기록되어 있어 양상도회용으로 수

회가 사용되었음은 확인 가능하다.이러한 공

법이 산릉공사에서 석함을 채우던 수회를 원

용한 것인지,혹은 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인

지는 재로서는 알 수 없다. 건공사에서

지붕마루에 양상도회용 수회를 사용한 것이

인조 7년(1633)창경궁수리이어서 산릉의 정

자각 뿐 아니라 궁궐의 건축물에서도 이미 양

성 바름에 수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산릉 정자각에 용된 양상도회용

수회공법이 궁궐건축물로 옮겨갔는지도 확인

이 안 된다.이는 차후 국 등의 사례를 살

85)『종묘개수도감의궤』,품목질 병오 3월 11일

86)이혜원·정정남,「 건의궤에 나타난 양상도회의

의미와 기법」,『한국건축역사학회 2006춘계학술발표

회자료집』,310쪽,2006

87)『[懿仁王后]山陵都監 軌』,「各所應行條件/造成

所/所用雜物」

피는 더욱 정치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산릉공사에서 양상도회가 용된 건물은 정

성왕후산릉(1757)까지만 해도 정자각 뿐이고,

조원릉산릉(1776)부터 이후 비각에도 확

용된다.주요 건물에만 용한 것이다. 계

를 고려한 조처일 것이다.

건공사의 경우로 궁궐,사묘에서 양상도

회가 용된 건물을 살피고자 한다.건물 용

도별 양상도회의 용 여부를 고찰하기 한

것이다.그런데 궁궐공사의 경우 단일 건축물

을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용도

별 양상도회의 용 여부를 단하기 어렵다.

이는 의궤 기록의 편제방식상의 문제로 리

역소별 시설물을 나열하고 시설물 체에 소

요된 수회량을 통틀어 기재하고 있는 까닭이

다.88)다른 의궤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다.다

88) 로서,『창덕궁수리도감의궤』,「3소/仁慶宮撤毁

材瓦石子等及雜物秩, 新造秩/造成間閣及各樣雜物實入

秩」에 의하면,3소는 인경궁의 특정 각과 행각,월

랑,문,측간 등 총 136칸을 옮겨 보경당,태화당,소덕

당,행각,월랑,문,측간 등 총 111칸을 조성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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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도회
건물명 용도

용
正宇,移安廳 제단, 패 안

神三門,中三門,外大門 심 3칸 삼문

미

용

中排設廳,祭器庫,祭官
房,齋室,香大廳,典祀
廳,守宮廳,守僕房,

보조 시설

각종 1칸 문과 문 門

[표 5]수은묘 건(1764)의 건물별 양상도회 용 내역

만 20세기 경운궁 건(1906)의 경우 이에

한 좀 더 소상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 시

설물 용도별 양상도회의 용 여부를 고찰할

수 있다.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양상도회가 용된 건물은 화 ,함녕 ,

경효 ,흠문각, 화문, 명문89),돈례문이

다.이들은 용도 불명의 흠문각을 제외하고

正殿,침 ,편 과 그 정문으로 쓰이는 시설

물들이다.그 밖에 양상도회가 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몇몇 주요 건물을 비롯하여 문과

문,행각,재실,후궁 처소,왕실 리 부서

가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양상도회는 왕이

직 거처하는 건물과 정문에만 용하여

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사묘의 경우 정 을 비롯한 재실,이안청,

향청, 사청,제기고, 문, 문,행각 등 다

양한 시설물들이 배치된다.이 경우에도 정

을 제외하고는 양상도회가 용된 시설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앞서 궁궐에서와 같이 기

록 편제상의 문제이다.그 가운데 기록이 분

명한 수은묘 건(1764)을 로서 살펴본다.이

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사묘에서 양상도회가 용된 건물은 정 ,

이안청,신삼문,외 문으로 왕과 귀신만이 출

입하는 곳이다.왕이 제사를 모시는 데 필요

한 보조시설물과 신하와 종들이 사용하는 시

맡는데,여기에 소요된 석회,풀 ,들기름,종이여물은

총량만을 명시한다.

89) 재 移轉 복원된 명문에는 양상도회가 없다.

설물에는 양상도회를 하지 않는다.양상도회

가 계 표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양상도회는 지붕마루의 보호나 빗물

의 침입 방지보다는 건물의 권 를 표시하기

한 상징물로서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어진다.

다음은 산릉이나 궁궐,사묘의 각 시설물에

소요된 양상도회용 수회량을 살펴본다.정성

왕후산릉의 로써,정자작 5칸에 소요된 수

회는 석회 80석(1石=15斗),풀 (粥米)1석,

종이여물 15근,들기름 4두이다.이는 이후 다

른 산릉공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용된다.정

조 즉 년의 조원릉산릉부터는 비각에도 양

상도회가 용되어,비각 1칸에 소요된 수회

는 석회 12석(1석=15두),풀 6두,종이여물

8근,들기름 1두이다.비각에 사용된 양상도회

용 수회가 많지는 않지만 산릉의 석회 총 소

요량을 다소 증 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

4-3.삼물회(三物灰)

1)삼물회의 래

삼물회는 “석회,세사,황토를 혼합한 벽바

름 미장재”로 정의된다.90) 석회를 심으로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에 삼물회라 부르

고,삼물,회삼물,삼합토(三合土) 는 삼화

토(三和土)라고도 한다.

삼물회에 한 기록은 세종 4년 태종의 능

을 조성 시 산릉제도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다.“석실의 바닥 빈 곳에는 석회,모

래,황토를 이겨서 채우게 되는데 회가 3푼

이면,두 가지는 각각 1푼씩 넣는다.,다져

쌓은 두께가 2척이 되도록 한다.”91)고 하여

삼물회의 사용처와 재료,혼합식에 해 언

하면서 ‘삼물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후 세종 28년에는 석실의 바닥과 바깥 네

90)장기인,『신편 한국건축 계4,한국건축사 』,재

,보성각,서울,377쪽,1996

91)『세종실록 권17』,세종 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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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개석 상부에까지 삼물로 채워 다지도록

하면서,구체 으로 ‘삼물’이라 호칭한다.92)

그런데 5·6세기경의 고구려 벽화고분의 벽

바탕층에서 황토 신에 토,석회,모래 세

가지를 혼합한 삼물이 발견되는 것93)으로 보

아,삼물회를 건축에 사용한 역사가 어도

삼국시 부터 음이 확인된다.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됨이 보고된다.한 로 키

스탄의 간다라 불교 유 이 산재한 지난 왈리

데리(Jinnan WaliDheri)5·6세기 벽화편의

마감층에서 석회,모래, 토의 혼합재료가 발

견된다.94)석회와 모래, 는 여기에 특정 흙

을 섞어 건축재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원 로

마시 에도 있었다.기원 30년경 쓰여진 것

으로 알려진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석회를 沸化시킨 후 재료는 다음과 같

은 비율로 조합한다.산모래(山沙)를 사

용할 경우는 모래3,석회1의 비율로 혼

합하고,강모래 는 바다모래(海沙)의

경우는 모래2,석회1의 비율로 혼합하

는데 이것이 정한 비율이 된다. 한

강모래 혹은 바다모래에 구운 벽돌 분

말을 1/3의 비율로 첨가하여 조 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욱 좋은 배합이 될 것

이다.”95)

여기서 언 하는 ‘구운 벽돌 분말’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토 는

92)『세종실록 권112』,세종 28년 5월 13일

93)한경순,「고구려 고분벽화와 유럽벽화의 비교 연

구-벽화 제작기술을 심으로」,고구려연구 제16집,

233〜234쪽,2003

94)안병찬,「간다라 지난왈리데리 출토 벽화와 우리

나라 벽화의 제작기법 비교」,강좌미술사 제26호,925

쪽,2006

95)비트루비우스 ,M.H.Morgan편역,오덕성 역,

『建築十書』,「제5장 석회석」, ,기문당,서울,

58쪽,1985

황토 성분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그런

제 하에서,조 용 회미장재이어서 그 혼합비

가 다르긴 하지만,조선시 삼물회의 구성분

과 차이가 거의 없다.비트루비우스가 언 한

석회 혼합재가 물과 혼합하여 경화할 경우 돌

과 같이 단단해진다96)고 한 에서도 삼물회

의 경화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석회와 모래,황토 는 토 세 가

지를 혼합하여 건축에 활용한 것은 동서양과

고 을 막론하고 있었고,문명교류를 통한 한

반도 유입의 가능성도 보여 다고 하겠다.

2)삼물회의 용 특성과 양상

삼물회의 구성분 모래는 석회 모르타르

가 건조되는 동안 모르타르 성분 물질의 축소

상을 제거해주고,습기의 손실도 효과 으

로 막아 뿐 아니라,회반죽을 단단하게 경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토 는 황토의 경

우 가소성은 좋으나 건조수축률이 큰 단 을

갖는다.그러나 석회와 혼합할 경우 작은

토 입자와 결합하여 고결화되는 이온 교환 작

용과 포졸란 반응 등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함수비의 하,콘시스턴시의 개선,강도의 증

가 등 공학 성질의 개선이 이루어진다.97)

토 는 황토에 석회와 모래를 혼합한

삼물에 다른 재료가 첨가되기도 한다.세종

28년 능실(陵室)의 제도를 언 하는 과정에서,

왕릉 석실의 지석(支石)사이에 삼물로 메워

서 쌓으면서,느릅나무껍질(楡皮)끓인 물을

섞어 사용하도록 한 데서 확인된다.98)느릅나

무의 껍질즙이 방수성과 단열성을 높여 다99)

96) 각주 참조

97)여재호 외,「석회 혼입 토의 강도 특성」,경북

농학지,제18권,62쪽,2000

98)『세종실록 권113』,세종 28년 7월 19일

99)과학백과사 종합출 사 편집부,앞의 책,89〜91쪽

에 의하면,느릅나무껍질에는 35%의 기름산,20〜30%

의 목질소,약간의 섬유소,펙틴질,탄닌질이 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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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삼물회에 첨가된 것이다.이는

이후 『세종실록 권134』의 「오례/흉례의식/

치장」조와 성종 6년(1475)의 『국조오례의고

이』에서 항식으로 규정된다.삼물회에 느릅

나무의 껍질즙을 혼합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동안 지속된다.조선후기 첫 산릉공사인 의인

왕후산릉(1601)에 따르면,“三物交合 石灰三

分 黃土細沙 各一分, 黃土細沙和合楡根

皮”100)라고 하여 삼물회에 느릅나무의 뿌리와

껍질,정확히는 그 즙을 섞는다는 내용을 보

이고 있는 까닭이다.

삼물회의 구성분들이 갖는 이러한 성질은

일 부터 알려져 있었다.태조의 건원릉 조성

시 『문공가례』 「작회격(作灰隔)」의 주

(注)101)를 인용하면서,산릉 석실의 외곽을 삼

물회로 다져 쌓아 돌보다 튼튼하게 만들어 나

무뿌리,곤충,물,도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

터 왕릉을 보호하고자 한다.느릅나무의 껍질

즙에 해서도 “느릅나무의 속껍질[白皮]을

물에 담구었다가 그 즙을 석회와 섞어 고르면

그 단단하기가 돌과 같다”102)고 하여,그 성

능에 한 사 인지를 확인시켜 다.앞서

느릅나무의 껍질즙이 방수성과 단열성을 증진

시킨다고 한 바 있다.땅 속에 석실을 조성하

긴 하지만,돌은 단열성에서 취약 을 보여

결로 상에 따른 석실 내부 천정화의 박리 원

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에 한 해결

책으로 고안된 것이다.풍수상 수분이 석실

된 코르크층이 있어,뛰어난 방수성과 보온성을 띠고,

바람과 수분,햇볕에 강한 성질을 띤다고 한다.

100)『[懿仁王后]山陵都監 軌』,各所應行條件 삼물소

소용잡물조

101)『태종실록 권16』,태종 8년 7월 9일,“회(灰)는

나무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방지한다.석회는 모래를

얻으면 단단해지고,흙을 얻으면 들러붙어서,여러 해

가 되면 굳어져서 석(塼石)이 되어,개미와 도 이

모두 가까이 오지 못한다.”

102) 일성록 ,정조 10년(1786)7월 20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시된 것

도 한 이유일 것이다.

삼물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릉 석실

외에도 여러 곳에 활용된다.능상의 석물,

곡장(曲墻),건물의 기 지정이 그것이다.

조선시 산릉공사에서 곡장을 비롯한 大

석물의 기 에 삼물회를 애 부터 사용한 것

은 아닌 듯하다.앞서 살핀 세종조의 「오례/

흉례의식/치장」조와 성종조의 『국조오례의

고이』 등에서 이들 석물의 기 에 삼물회

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조선후

기 18세기 엽인 조 연간에 가서야 확인되

는 까닭이다.즉 조 33년 『[仁元王后]明陵

山陵都監 軌(1757)』의 부석소條에,“곡장

뒷면의 토질은 단단하므로 땅을 1자만 후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삼물회로 다진다.”

로 기록하고,혼유석을 비롯한 장명등,문석,

무석,망주석,마석,호석,양석에 해서도

“그 놓일 자리 터(基址)를 2자〜4자 5치까지

내고 먼 달고질 한 뒤 2자에 이를 때까지

삼물회로 차례로 다진다.”고 기록한다.103)그

러나 그 이 의 기록에서는 “문무석과 마석이

놓일 자리의 지정(地正)은 통틀어 하나의 창

고를 만들듯이 길이 20자,나비 11자,깊이 8

자로 땅을 내고 잡석과 흙을 메워 5차례 다

진다.”와 같이 기록한다.104)

산릉에서 이러한 시기별 기 공법의 변화는

공종별 석회의 소요량에도 반 된다. 석물

을 취 하는 부석소와 정자각을 비롯한 건

물을 다루는 조성소에서 그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 두 역소(役所)의 석회 소요량을 몇몇 사

례를 들어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에서 부석소의 석회 소요량은 인 왕

103)『[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 軌』, 부석소/품목질

정축 4월 2일

104)『[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 軌』,大浮石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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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공사명 부석소 조성소

昭顯世子墓所(1645) 正灰6+滓灰25 104

明宗康陵山陵(1659) 正灰12+滓灰77 89

仁顯王后山陵(1701) 300 100

貞聖王后山陵(1757) 270 1,083

英祖元陵山陵(1776) 1,170 1,219

正祖健陵山陵(1800) 1,830 ?

貞純王后元陵山陵

(1805)

正灰1,590

+滓灰630
?

純祖仁陵山陵

(1834)

正灰1,335

+滓灰1,140
?

[표 6]조선후기 산릉의 역소별 석회 소요량 (단 ;石=5斗)

후산릉(1701)부터 앞선 명종강릉산릉(1659)보

다 3배 이상 늘어난다. 부석소의 석회 소요

처는 능상의 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병풍

석과 지 석,박석 등의 석물,그 주 에 독립

해서 놓이는 문무석 등의 석물이다.이들

석물을 배설(排設)하는 데는 삼물회와 유회가

사용된다.유회는 석물과 석물의 합부에만

사용되므로 그 소요량은 극히 다.삼물회는

흙과 맞닿는 석물의 하부나 측면에 사용된다.

분 주변 석물의 측면에 사용되는 삼물회의

소요량은 조선후기를 통틀어 거의 변화를 보

이지 않는다.석물의 하부에 사용되는 삼물회

의 소요량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즉 인

왕후산릉(1701),즉 숙종 연간 산릉공사부터

석물의 하부 기 공사에 삼물회 다짐공법이

본격 으로 용된 것이다.

물론 명종강릉산릉(1659)까지 유지되어온

석물의 하부에 잡석과 흙으로 섞어 다지는

기 공법이 인 왕후산릉(1701)에서 갑자기

삼물회 다짐공법으로 바 것은 아니다.인경

왕후익릉산릉(숙종 6년,1680)에서와 같이 일

부 석물의 경우 잡석과 흙을 혼합하여 다진

뒤 삼물회로 다시 다져 마감하는 기 다짐공

법이 용된 바 있다.105)

105)『[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 軌』,大浮石所條,“長

明燈排設掘地四尺初次撻固雜石塡土杵築三次托石三箇排

置 立而以支鐵及靑石撑補又以三物灰杵築二次”

인 왕후산릉(1701)에 용된 삼물회 기

다짐공법은 정례화되어 이후 조 33년(1757)

의 정성왕후산릉과 인원왕후명릉산릉에 그

로 용되며,이는 부석소의 석회 소요량에

도 반 된다.정조 즉 년에 펼쳐진 조원릉

산릉(1776)에서 부석소의 석회 총 소요량은

1,170석106)으로,인 왕후산릉(1701)이나 정성

왕후산릉(1757)에 비해 4배나 많다.이는 능

상의 토질이 연약하여 모든 석물의 기 를 더

깊이 서 다진 데 따른 것이다.107)

따라서 산릉의 석물의 기 공사에서,숙

종 연간을 기 으로 하여,그 이 에는 잡석

과 흙을 섞어 다지는 기 공법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삼물회 다짐 기 공법을 사용한 것

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표6에 보이는 조성소의 석회 소요

량 변화를 통해 시기별 건물 기 공법의 변화

에 해 살펴본다.

산릉 조성소에서 석회가 요구되는 곳은 정

자각,비각,재실 등의 건물에서 지붕마루의

양상도회,벽체의 축 방용 수회,기 지정의

삼물회이다.표6에 따르면 인 왕후산릉(1701)

까지 조성소의 석회 소요량은 100석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정성왕후산릉(1757)부터

10배 이상 격하게 확 된다.그 원인은 양

상도회와 축 방용 수회가 용되는 건물은

한정되고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기 공법의

변화와 련된 것이다.

인 왕후산릉(1701)의 경우 양상도회용 석

회 80석,축 방용 석회 16석이 요구되고,기

지정용 석회는 없다.그래서 기 지

정에는 잡석과 흙이 사용된다.정성왕후산릉

(1757)의 경우 양상도회용 석회 80석,축 방

용 석회 11석이 요구되는 데 더하여,정자각

106)본래 390석(1석=15斗)이나 1석=5斗로 환산한 값

107)『[英祖元陵]山陵都監 軌』,大浮石所 품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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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 석회 270석(1石=15斗),즉 1석=5두로

환산하여 810석이 더 요구된다.여기에는 기

둥 석과 월 각각의 지정에 들어간 석회(1

석=15斗)120석과 31석,즉 1석=5두로 환산한

360석과 93석이 포함된다.이에 해 “정자각

면과 좌우의 첨계(簷階)가 있는 곳은 흙을

메워 다져 쌓은 후 계석(階石)을 배치하더라

도,지형이 본디 온 치 않아 흙을 집어넣고

례 로 쌓아 다진 다음 석물을 배치할 경우

장차 기울어져 무 질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회삼물로 메워 쌓은 뒤에라야 기울어져 무

질 염려가 없을 것이다.”108)고 그 이유를 밝

히고 있다.산릉 건물과 기둥 석,월 등의

지정에 삼물회 다짐공법이 용된 것이다.이

후 시기의 다른 산릉공사에서도 동일하게

용된다.

다만,여기서 짚고 넘어갈 은 앞서 인

왕후산릉(1701)에서, 석물의 기 공사에 삼

물회 다짐공법이 처음으로 용된 데 반해,

정자각 건물의 기 에는 삼물회 다짐공법이

용되지 않았다는 이다.그러다가 50

여년이 지난 정성왕후산릉(1757)에 가서야 건

물에까지 삼물회 다짐공법이 확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시 체를 통틀어 능상 왕릉의 석실

과 분에 용된 삼물회 다짐공법이 능상의

석물의 기 공법으로 확 되고,다시 산릉

건물의 기 공법으로까지 확장되어 간

것이다.이는 통치자에게 있어 능상 왕릉의

석실과 분이 무엇보다 요시 되었겠지만,

그 개발된 공법이 건축물로 확장되는 과정을

따랐다는 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삼물회 다짐공법은 산릉공사에 한정되지 않

고,18세기 말 성곽공사에 용하려는 시도에

까지 확장된다.정조 18년(1794)에 시작된 화

108)『[貞聖王后]山陵都監 軌』,조성소 품목질,정축

2월 16일

성성역이 그것이다.화성을 쌓을 재료를 무엇

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곽의

외면을 삼물회로 쌓을 경우 장단 에 해 언

한다.109)성곽의 외면 즉 주재료로 벽돌이

냐 삼물회냐 돌이냐를 논의하면서 돌로 결정

되긴 했지만,성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벽돌

을 비롯한 삼물회도 이곳 곳에 사용된다.

삼물회 다짐공법이 용된 곳은 4문루의 홍

개 ,동서남북 4문루의 기 지정,옹성의

쪽 바닥 등이다.110)그 논의 과정에 참여한

자들은 잘 알려진 로 정약용을 비롯한 사

부들이다.그들은 옛 문헌에 한 고찰과 산

릉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직 참여하면서 삼

물회의 물성에 해 깊은 통찰을 갖고 있었

다.그러한 이 그들의 문집에 잘 나타나 있

다.정약용이 집짓는 법에 해 논하면서 삼

물회 기 다짐공법을 언 한다.

“건물의 터를 쌓는 법식은 우리나라 풍

속에 구덩이 속에 기와 자갈(瓦礫)을 우

선 채우고 이어 다진 다음 석을 놓는

데,이는 좋은 법식이 아니다.구덩이를

고 삼화토(三和土)[즉 석회,모래,황

토다.민간에서는 이를 세 가지 물질을

섞은 것(三物交合)이라 이른다.]를 다져

쌓으면 여러 달이 안 되어 돌이 된다.

그런 다음 기둥 석을 앉히면 원히

기울거나 내려앉는 병폐가 없다.[谷山의

政 111)에 삼화토를 썼는데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조 도 이 가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112)

앞서 밝혔듯이 여기서 언 한 삼화토가 삼

물회로,건물에 용되어온 기존 기와 자갈(瓦

109)『화성성역의궤 권1』,어제성화주략

110)『화성성역의궤 권수』,도설

111)여기서 곡산의 정당이란 다산이 정조 21년(1797)

부사로 부임했던 황해도 곡산부의 아 政廳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12)정약용,『 猶 全書』/第五集政法集第二十七卷/

牧民心書/工典六條/繕廨工典第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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礫)기 다짐공법을 삼물회 기 다짐공법으로

바꾸어 지방 청의 기 에까지 확 · 용한

것이다.18세기 엽 산릉의 정자각 기 공법

에 용된 삼물회 다짐공법이 18세기 말에는

외지 청건물의 기 에까지 된 것이다.

조선 기 왕릉 석실에 사용된 석회가 이후

사 부 묘실에 되고,이어 조선후기에는

일반 백성의 묘를 조성하는 데에도 사용된 사

실로 미루어 볼 때,당 조선 기 왕릉 석실

에 용된 삼물회 다짐공법이 시 를 거치며

아래로 되는 과정을 통해 어도 사 부

의 건물 기 에까지 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차후 더욱 정

치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삼물회의 세부 용기법을 살펴본

다. 재 건조물 문화재수리 시 용되고 있

는 공법과도 련을 갖는 까닭이다.

삼물회의 배합이 석회,모래,황토 세 가지

물질을 각각 3∶1∶1로 혼합하는 에서는

세종조 산릉 석실에 규정된 공법이 조선 말기

모든 곳에까지 그 로 유지· 용된다는 에

서는 같다.다만 산릉의 석실의 경우 여기에

느릅나무껍질의 즙을 혼합한 이 차이이다.

삼물회의 구성분 석회는 산지에서 구워낸

생석회를,황토는 공사장 근처의 것을,모래는

한강 노량진에서 나오는 것을 산릉 역소로 운

반해 쓴다.113)황토와 모래는 바짝 말려 체

로 거르고,석회도 체로 거르는데,황토와 석

회는 덩이를 빻아 거른다.114)걸러진 분말 상

태의 삼물 각각을 3∶1∶1로 다시 혼합하여

체로 거른 다음,물을 섞어 재차 체로 걸러

사용한다.115)이 때 분말 상태로 혼합된 삼물

113)『[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 軌』,계사 경신 12월 8

일/『文孝世子墓所都監 軌』,三物所 總要,병오 5월12일

114)『[明宗康陵]山陵都監 軌』,삼물소 雜物秩

115)『[正祖]健陵山陵都監 軌』,삼물소 各 見樣

에 섞는 물의 양은 계 에 따라 달리 용된

다.116)물과 혼합된 삼물회는 다시 찧어 숙성

시켜 사용된다.이와 같이 조선시 삼물회에

용된 세부기법은 오늘날 건조물문화재 수리

공사 시 용되는 공법과는 달리 재료분리의

방지와 함수량 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합리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5.결론

건축문화재의 보수·복원을 한 기 작업

의 하나로,산릉· 건의궤를 심으로 한 당시

의 문헌을 통해 조선후기 건축공사의

석회에 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석회의 생산에 한 것이다.석회의

생산은 조선 기부터 있었고,필요 시 마다

석회의 원료가 산출되는 곳에 가마를 만들어

생산되었다.석회의 생산공정에 해서는 조

선 기부터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조선후기

까지 당시 의 국에 비해 가마의 제도가 미

비하여 석회의 생산력과 품질이 떨어졌다.이

는 배청사상에 의한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어

진 것과 계된 것이었다.

둘째,석회의 조달에 한 것이다. 건

축공사에서 조선왕조 석회 조달의 기본정책은

산출지 외도 지정 공납에 있었다.조선후기 일

부 공사에서 민간 상인이나 공인으로부터 사

쓰고, 앙 서의 비축 물량을 활용하기도 하

다. 동법 시행과 함께 수물품을 사 쓰는

추세로 바 것을 반 하고,공사의 시 성을

고려한 조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건축공사에서의 석회 조달은 기

본 으로 산출지 외도 지정에 의한 공납이 여

116)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 軌』,삼물소 감결/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 軌』,삼물소 내 정축 7

월 16일/『[正祖]健陵山陵都監 軌』,삼물소 各 見樣

등에 의하면,석회 15斗를 기 으로 혼합한 물의 양은

3〜8升으로 달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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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지되었다.이는 물량확보의 용이성,공

사경비 지출의 축소,최상 품질의 확보를 고려

한 조처 다.조달처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은 운반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개선되지 못

한 가마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셋째,석회의 용에 한 것이다.석회 혼

합재로는 유회,수회,삼물회가 있었다.당

산릉에서 유회는 석재의 좁은 틈을 메우는 교

착재와 방수재로,수회는 석함의 빈 공간을

채우는 채움재로,삼물회는 흙과 맞닿는 석재

의 상하좌우에 다져져 석실 보호용 구조재로

사용되었다.조선후기로 오면서 시 은 달랐

지만 이들 석회 혼합재의 용도는 확장되었다.

유회는 산릉에서 능상의 각종 석물,정자각

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의 소석물,궁궐과 廟

의 석재 교착재로 확장· 용되었다.수회는 담

장·壇·굴뚝·지붕마루를 쌓거나,주요 시설물의

바닥에 까는 방 과 기와의 교착재로 확장·

용되었다.삼물회는 산릉에서 능상 석물과

곡장,정자각과 비각의 기 지정으로 확 되

고,나아가 궁궐과 성곽,지방 청의 기 지

정으로까지 확장· 용되었다.이들 석회 혼합

재는 조선왕조 산릉에 처음으로 개발· 용된

것이 아니라,좁게는 고려·삼국시 의 왕릉,

넓게는 국 등 각 문명권에까지 끈이 닿아

있었다.왕릉,궁궐,廟 등의 건축물에

한 석회 혼합재의 용은 용 상물의

계와 권 가 고려된 것이었다.특히 그러한

이 외 상 잘 드러난 것이 양상도회 다.

본 연구를 통해 석회의 생산에서부터 건축

에의 용에 이르는 과정이 특정 시 와

지역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공간 속에서 발 ·

개되는 것이 아니라,문명의 교류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큰 틀 속에서 발 · 개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한 흐름이 방해받

는 특정시 는 건축생산성의 향상을 해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 다.

조선시 의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석회 혼합

재의 세부기법은 오늘날 건축문화재 수리·복

원을 한 한 거를 마련해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건축에 용 가능한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의 개발 가능성도 제시해 다 하겠

다.이에 해서는 차후 더욱 정치한 실험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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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ntheLimeofGovernment

ConstructionsBasedontheAnalysisof

ConstructionReportsintheLateofJoseon

Dynasty(17〜19c)
-Emphasizedontheproduction,provision,andapplicationoflime-

Lee,KweonYeong

(AssociateProf.,TongmyongUniv.)

Abstract

Thehistory tohaveused limein building construction wasmuch long without

distinctionoftheEastortheWest.Theancientnationsofkoreanpeninsulahadused

limeasconstructionmaterial.Thewitnesswasdiscoveredinthekings'tombsoffif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15〜19c), what applied several developed lime

compoundstothekings'tombshavebeenrecordedin'Sanleong-Uigwe(山陵 軌)'&

'Yeonggeon-Uigwe(營建 軌)'ofthosedaysdocuments.Therefore,thispaperisto

examinethewholeproceduresfrom theproductandprovisionoflimetoitsapplication

throughthosedaysdocuments.

Followingconclusionshavebeenreachedthroughthestudy.Threelimecompounds

tobedevelopedforthekings'tombswasextendedlyappliedtoresidentialgovernment

buildingsstepbystepwithinthecurrentoftime.Thesecompoundstobeusedinthe

kings'tombsoftheJoseondynastyhadbeencorrelatedtothoseoftheancientnations,

whichwerenationsofkoreanpeninsulainnarrow range,chineseandorientnationsin

broad range. These compounds have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as the

environmental-friendly building material.And these compounds should provide a

standard specification forconservation & restoration ofthetraditionaland cultural

properties.Icouldconfirm thatthewholeprocedureshadnotbeendevelopedwithin

limited space-timeofthespecified nation & period,butwithin interactionsofthe

nations & periods.In the periods which disturb its interaction,the expansion of

productivityinbuildingconstructionwasinterfered.

keywords:LimePlasterMaterial,LimePlasterWorkTechnique,Lime,OilCompound

Lime(油灰),StarchCompoundLime(水灰),Ocher-SandCompoundLime(三物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