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각 금요강독회

2017. 06. 16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강독 - 현궁玄宮의 조성 1. -

이욱(왕실문헌연구실)

1.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奎 13586) 상, 하 2책
1776년(正祖卽位) 영조의 능 元陵의 조성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전체 2책이다. 내
용은 座目, 啓辭, 移文, 來關, 禮關, 甘結, 附 儀軌, 書啓, 論賞, 各所 三物所, 造成所,
爐冶所, 大浮石所, 補土所, 小浮石所, 輸石所, 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의 순이다. 총
4件이 제작되어 각각 春秋館, 禮曹, 江華府, 五臺山에 분상되었고, 규장각본은 오대산
사고본이다.(해제 참조)
2. ｢삼물소의궤｣
三物所는 三物(黃土, 細沙, 石灰)를 마련하고 壙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밖에
玄宮, 陵上閣, 隧道閣 등의 임시건물과 기계류의 제작과 설치를 맡았다. 담당 제원의
명단에 이어 각소 업무와 관련하여 도감에 禀한 내용을 모은 稟目秩, 필요 물품의 조
달과 인력 차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결질이 있다. 이어 이문질, 내관질, 실입질, 용
환질, 공장질 등이 이어진다.(해제 참조)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관질과 실입질 사이에 있는 日錄이다. 이 일록은
병신년 4월 15일부터 삼물소에서 주도한 작업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
해서 제작 왕릉 조성의 작업 과정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다.
3. 현궁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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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옹가
옹가는 능을 조성할 때 현궁玄宮 위에 설치하는 가건축물이다. 현궁을 파고 재궁梓宮을 내릴
때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옹가는 능에 세우면 능상각陵上閣, 원園에 세우면 원상각
園上閣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5. 강독(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삼물소의궤, [일록])
丙申四月十五日
一. 摠護使領議政 金陽澤 兼觀象監領事左議政 金尙喆 右議政 鄭存謙 都廳堂上工曹判書
李重祜 都廳副司果 李義鳳 本所郞廳濟用監判官 金載均 禮曹參判 金華鎭 相地官敎授 安
思彦 前主簿 朴象器 方外地師前僉使 金相鉉 幼學 金基良 柳東亨 以裁穴事出詣健元陵右
二岡 更加審定反覆啇確 裁穴亥坐巳向(丁亥丁巳) 分金艮兌得水巽破 立標中心 以小椽松木
爲之 裹以壯紙油紙 以細繩封裹 都廳書臣謹封 摠護使着銜 初覆以唐大沙鉢 再覆以陶器 又
以草席三立內圍排結裹 又以杻杷子三浮外圍排 以藁索細繩 向前封標 都廳書臣謹封 摠護使
着銜封標 後使本官定監色守直(壯紙油紙各二張 白紙三張 草席三立 長興庫 細繩三十把 繕
工監 唐沙鉢一立 沙器契 陶東海一坐 工曹 中心松木一介 鍊正小眞木九介 眞長木十二介
杻把子三浮 藁索三十把 鍤一部 光伊一部 斧子一部本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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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1776년 정조 즉위) 4월 15일
총호사 영의정 김양택, 겸관상감 영사 좌의정 김상철,

우의정 정존겸, 도청당상공조판서

이중호, 도청부사과 이의봉, 본소 낭청 제용감 판관 김재균, 예조참판 김화진, 상지관 교
수 안사언, 전주부 박상기, 방외지사 전첨사 김상현, 유학 김기량, 유동형 등이 혈처를 마
름하는 일로 건원릉 오른쪽 두 번째 언덕에 나아가 다시 살피고 반복하여 헤아려 혈처를
해좌사향1)(丁亥丁巳)로 하고, “간태득수손파”2)로 분금하였다. 중심에 표목을 세우는데 소
연송목小椽松木으로써 하였고, 장지壯紙와 유지油紙로써 싸고, 세승細繩으로 봉하여 싼
후 도청이 ‘臣謹封’이라 쓰고, 총호사가 착함着銜을 하였다. 그리고 먼저 당대사발唐大沙
鉢로 덮고, 다시 도기陶器로써 덮은 후 다시 멍석[草石] 3립立으로써 둘러치고 묶었다. 다
시 뉴파자杻杷子 3부部로써 바깥을 에워싸고 가는 새끼줄[藁索細繩]로 앞쪽을 봉하고 도
청이 ‘臣謹封’이라 쓰고, 총호사가 착함하여 봉표하였다. 그후 본관 정감색定監色으로 하
여금 지키도록 하였다.(장지와 유지는 각2장이고, 백지는 3장, 초석 3립은 장흥고에서 준
비한다. 세승 30파는 선공감에서 준비한다. 당사발 1립, 사기계沙器契, 도동이[陶東海] 1
좌는 공조에서 준비한다. 중심송목中心松木 1개, 연정소진목鍊正小眞木 9개, 진장목眞長
木 12개, 뉴파자 3부, 고삭 30파, 삽 1부, 괭이 1부, 부자斧子 1부는 본관에서 준비한다.)

병신 5월 22일
一. 平明 都監堂上都廳 及本所郞廳敦寧府判官 李耉永 掌樂院主簿尹羲厚 齊會陵上 瓮家
基址尺量磨鍊 地平鍊正後 莎土匠等率役夫 穿瓮家柱穴 限三尺而止. 奏時官奏辰時 立瓮家
柱十八株(各實長十四尺 入地三尺 丈夫一尺二寸) 逐柱排 掛道里十八株(十七株 各長七尺三
寸式 長道里一株 長十四尺六寸 此則瓮家門上橫排者也). 道里之上 掛上春椽十九株(長三十
二尺 每道里各掛一株 而至於門前長道里 則正中穿穴 加掛一株 故春椽之數乃爲十九株也)
掛椽旣畢. 其上湊處 以生葛索合結 仍以鍊正 眞長木二百三十介 層層橫結(上春椽時 用大
小獐山登床捧持乃3)等諸具 先立左右春椽各二株 於瓮家立柱之內 而其上端湊合於一處 結
以葛索 間間以眞長木橫結 如虹蜺層橋之狀 又以下端馬蹄孔 各掛於左右道里丈夫上 然後其
餘十五株則依次排掛) 又以生葛索 橫揷於春椽眞長木之間 每佐非堅結 未及蓋覆 日暮姑停

병신년 5월 22일
날이 밝자 도감당상 도청과 본소 낭청 돈녕부판관 이구영李耉永, 장악원 주부 윤희우尹羲

1) 해좌 사향(亥坐巳向) : 북서쪽을 등지고 남동(남쪽에서 동쪽으로 30도 기운방향)을 바라보는 방향
2) 득수파수(得水破水) : 묘자리의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즉 청룡과 백호의 외부, 또는 좌판(坐版)의 주
령(主嶺) 밑에서 묘자리의 맨 앞을 흘러가는 물을 말하는데, 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득수(得水)라 하고
빠지는 곳을 파수(破水)라 한다.
3) 받지랑[捧持乃] : 받지랑[奉地乃]과 동일어가 아닐까 추정한다. ‘받지랑대(>바지랑)’은 지금의 ‘바지랑
대’를 일컫는다. 받지랑대는 빨래줄을 받치는 장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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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 등이 모여 능에 올라갔다. 옹가 기지를 척량하여 마련하고 땅을 고르고 연정(鍊正)4)한
후에 사토장 등이 역부를 인솔하여 옹가의 기둥(을 세울) 구멍을 3척 깊이로 판 후 그쳤
다. 주시관이 진시(辰時)를 알림으로 공가의 기둥 18주를 세웠다.(각각의 실제 길이는 14
척이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3척이며 장부가 1척 2촌이다). 기둥을 차례대로 늘어세운 것
에 도리 18주를 건다. (18주는 각각 7척 3촌씩이다. 장도리 1주는 길이가 14척 6촌이다.
이것은 옹가 문 앞쪽에 가로로 배열하는 것이다.) 도리 위에 추녀목 19주를 걸어 올린다
(길이는 32척이다. 매 도리마다 각각 한 그루씩 건다. 다만 문 앞의 장도리에는 정중앙의
혈처에 한 그루를 건다. 그러므로 추녀의 수가 19주이다.) 추녀를 거는 것을 마치면 그 위
에 모여지는 부분을 생갈生葛로써 합쳐 묶은 후 바르게 고른다. 진장목眞長木5) 230개를
층층이 가로로 묶는다.(추녀를 올릴 때 대•소장산大小獐山, 등산登床, 받지랑[捧持乃]을 사
용하여 먼저 좌우에 추녀 각 2주를 옹가 기둥 안쪽에 세운다. 그 상단을 한 곳에서 모아
서 합친 다음 칡줄[葛索]로 묶는다. 사이사이에 진장목으로써 가로로 묶는데 무지개다리
형상과 같이 되게 한다. 또 하단의 말굽 모양의 구멍을 좌우 도리의 장부 위에 각각 걸어
둔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주도 차례대로 걸어서 배열한다.) 또 칡줄로 만든 동아줄을 추
녀와 진장목 사이에 삽입하여 매 좌비佐非마다 견고하게 묶는다. 덮개까지 미치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멈췄다.

丙申五月二十三日
一. 平明 都監堂上 都廳 本所郞廳 齊會陵上 以中草芚一百二十六番 蓋覆瓮家春椽上 而其
最上頭春椽合湊處 則以進獻六油芚一番蒙覆. 又以進獻六油芚二番 各作窓於左右兩柱間 以
爲瓮家內明朗之地 生葛索十八巨里 結裹於最上頭春椽合湊處 仍爲垂下於各柱木 以鎭風捲.
又自道里以下柱木中腰以上 以中草芚二十四番 圍排. 柱腰以下 則以浮飛乃二十浮圍排 又
以白木帳(典設司) 仰遮於瓮家內上面 以防風埃 所承塵者也 瓮家畢役 仍作隧道閣二間半
始役穿柱穴六處 限三尺五寸而止 立柱六株(各長二十尺內 入地三尺五寸 丈夫一尺) 先掛二
間道里八株(各長十五尺)及椺三株(各長二十二尺) 椺上又排從椺各一株(各長十三尺)仍爲上樑
又以半間道里四株(各長十五尺) 連接於瓮家前面道里上 又爲上樑而未及畢役日暮姑停.

병신년 5월 23일
날이 밝자 도감당상, 도청, 본소낭청이 모두 능에 모였다. 중초둔中草芚6) 126번番으로 옹
가의 추녀 위를 덮었다. 최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추녀 합주처에는 진헌육유둔進獻六
油芚7) 1번으로 덮었다. 또 진헌육유둔 2번으로 각각 좌우 양쪽 기둥 사이에 창문을 만들
4) 연정(鍊正) : 창이나 칼 등의 병기를 단련(鍛鍊)하여 정비하거나 혹은 석재(石材) 등을 다듬어 반듯하
게 함(한국고전용어사전)
5) 진장목(眞長木) :물건을 받치는 데 쓰이는 굵고 긴 참나무 막대. (한국고전용어사전)
6) 초둔草芚 : 띠ㆍ부들 같은 풀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
7) 진헌육유둔進獻六油芚: 중국에 예물로 바치는 여섯장 짜리 기름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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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옹가 내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갈의 동아줄 18거리로써 꼭대기 추녀가 모
이는 곳을 묶어 싼 다음 각 기둥나무로 내려서 풍권風捲을 막았다. 또 도리에서부터 아래
기둥목의 중간 허리 위에까지를 중초둔中草芚 24번으로 돌아가며 둘렀다. 기둥 허리 아래
는 부비내浮非乃 24부浮로 에워쌌다. 또 백목으로 만든 휘장(전설사에서 준비한다)을 옹
가 내 윗면에서부터 올려 쳐서 바람을 막았으니 소위 승진承塵8)이란 것이다. 옹가를 만드
는 것이 끝나면 수도각 2칸반을 만들었다. 기둥의 구멍 6개를 파기 시작하여 3척 5촌의
깊이가 되면 그쳤다. 기둥 6주를 세웠다(각각 길이가 20척이고 땅에 들어간 부분이 3척 5
촌이며, 장부가 1척이다.) 먼저 2찬 도리 주(각 길이 5척)과 보椺 3주(각 길이 22척)를 걸
었다. 보 위에 또 종보從椺를 각각 1주씩(각 길이는 13척이다) 배열하여 상량上樑으로 삼
았다. 또 반칸 도리 4주(각 길이는 15척이다)을 옹가의 전면 도리와 연결시키고, 또 상량
을 만들었으나 일을 마치기 전에 날이 저물어 그만두었다.

8) 승진 承塵 : 천장에 반자처럼 치고, 지붕의 안쪽에서 떨어지는 먼지나 흙 따위를 받는 돗자리나 피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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