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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16~19세기 기록화의 공간 이용모습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裵 昶 鉉

指導敎授   田 鳳 熙

  본 연구는 전근대시기 한국 건축에서 보편적인 바닥형식으로 사용된 마루의 

이용방식을 살펴, 마루사용의 의미와 기거양식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의례를 목적으로 건립된 전각에서 

전돌과 마루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바닥형식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상에 주목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문헌을 통해 바닥형식과 기거양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으며, 동시기에 제작된 기록화를 통해 당대(當代)의 마루 이용모습을 확인

하였다. 

  그 동안 한국의 건축에서 마루가 사용된 공간에 대해 ‘해당 공간을 좌식 또는 

신발을 벗은 상태로 이용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은 거의 모든 경

우에 타당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절대적 인식은 그간 사찰 전각과 주택 등

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현대 한국주택 

내부에서의 탈화(脫靴)의 관습과 어우러져 마루의 이용방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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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를 절대적 좌식 또는 탈화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마루 설치 여부에 

따라 공간 이용방식의 추정을 가능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유교적 의

례를 위해 건립된 전각의 마루 이용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모순점을 가진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과연 마루라는 바닥형식

이 공간의 이용방식을 구속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다. 

  유교의례를 위해 건립된 전각의 바닥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전돌과 마루가 

혼재(混在)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혼재 양상은 마루의 좌식 이용방

식 및 의례 공간의 바닥형식 인식과 관련한 의문의 단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전각들에서 행해진 의례의 동선과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신발의 탈착이나 가

구의 사용형식에 있어서 마루를 완전한 입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유구(遺構)만을 통한 과거의 이해는 결국 현재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루의 이용 모습이 담겨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

화들은 당대의 마루 이용방식에 대한 분석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기록화를 통해 전각 마루의 이용방식, 즉 신발의 탈착여부나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루라는 바닥형식이 신발의 

탈착여부나 가구 사용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돌과 마루, 좌식과 입식으로 대별되어온 바닥형식과 기

거양식 사이에 절대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식 전통에서 유래한 유교 의례의 공간은 전돌의 바닥형식을 전제하

지만, 조선시대의 대성전, 객사의 정청, 진전이나 영전은 제향을 위한 전각의 

내부공간에 마루가 설치되어가는 변화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거의 모든 경우 전각의 내부에 마루가 깔리는 서원 사당의 경우와, 전각의 내부

에 더하여 전퇴의 공간에까지 마루가 깔리는 가묘(家廟)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

진다. 특히 가묘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복식(服飾)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가

면서 탈화의 공간으로 마루의 이용방식이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묘를 비롯하여, 개방형 전퇴의 공간에도 마루가 깔리는 경향을 조선후기의 

사묘건축인 칠궁, 신선원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각의 마루설치 

확대과정을 통해, 사묘건축의 전퇴가 바닥형식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

각해볼 수 있다. 특히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는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전퇴

의 내부와 같은 당(堂)으로 인식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창호에 의해 구분되었

다. 이러한 구분은 전각의 내부와 퇴의 바닥형식이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닥형식 변화와 관련한 일차적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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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렇게 분화된 개방형 전퇴의 공간은 전돌에서 마루로 바닥형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순서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닥형식의 분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편, 신발의 착용여부와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을 통해 기거양식을 입·좌식으

로 구분한다면, 조선시대의 마루는 완전한 좌식이나 입식의 이용방식을 비롯하

여 두 가지 기거양식이 절충적 모습을 보이는 이용방식의 복합적 양상을 보인

다. 이렇게 다양한 이용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마루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온돌과의 물리적 결

합관계,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틀

을 바탕으로 볼 때, 전각의 마루는 온돌과의 관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태로 볼 수 있고, 의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를 가지

는 공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각의 마루에서는 주로 

공적인 의례나 연회가 행해졌으며, 이러한 행사의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엄격한 

복식의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신발을 착용한 이용방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목조건축에서 마루는 전돌과 함께 의례적 공간인 전각의 바닥형

식을 구축하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전각에서의 마루는 조선 중·후

기에 이르러 기존의 전돌을 대체해가며 사묘건축의 내부, 전퇴 부분에까지 확대

되는 등 사용의 폭을 크게 넓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마루가 

특정한 이용방식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발을 신어야 하거나 입식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도 사용

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렇듯, 마루가 한국의 건축에서 보편적인 

바닥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딱딱하

고 강한 표면을 가진 마루의 물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主要語 : 마루, 기록화, 기거양식, 堂, 공간인식

學  番 : 201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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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흙, 나무, 돌 등의 바닥재료 또는 이러한 재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건물의 바

닥형식은 입식 또는 좌식으로 구분되어온 기거양식(起居樣式) 즉, 공간을 이용

하는 행태(行態)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건축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돌 바닥에서는 신발을 신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은 바닥형식과 이용

행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루는 주로 신발을 벗는 상황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닥형식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목조건축물 중, 특히 일부 건축형식의 바닥은 동일한 의례

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록화에 의하면,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의례나 연회의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기록화에서 그림 속 인물들이 마루가 깔린 공간에서 신발을 신는다

거나,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기록화의 묘사들은 마루를 통해서는 좌식, 전돌을 통해서는 입식의 이

용 방식만을 떠올리는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

치의 모습은 마루와 전돌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전각의 바닥형식에 대한 이해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주로 16~19세기에 활발하

게 제작되었던 기록화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의 마루 이용모습을 확인하고, 

전각의 바닥형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한국적 상황에서 마루가 갖는 의미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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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옥 마루의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은 주로 좌식의 기거양식

에 가까운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주택의 툇마루나 대청(大廳)은 지면 또는 

기단면(基壇面)과의 높이 차이는 존재하나, 외기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실내·

외의 구분이 모호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한국인은 일반

적으로 신발을 벗는다. 이렇게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 툇마루나 대청은 비록 

개방된 공간이지만 외부와의 비물리적(非物理的)인 경계를 가지게 되며, 신발을 

벗은 채 올라선 마루에서는 바닥에 직접 앉은 상태로 공간을 이용하게 되어 좌

식(坐式)의 공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기록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절대적인 마루 이용

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화에 의하면 등장인

물들이 실제로 의례나 연회의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 중 많은 경우에서 전돌이 아닌 마루가 깔린 전각(殿

閣)의 내부를 신발을 착용한 채로 이용하고 있거나, 입식(立式) 가구를 사용하

고 있는 인물들의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풍속도에서는 주택의 별당

이나 대청마루에서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와 같은 조선시대의 그림에는 전돌의 바닥에 직접 앉

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도 존재한다.1) 이러한 조선시대 그림의 묘사는 마

루를 통해서는 좌식, 전돌을 통해서는 입식의 이용 방식만을 떠올리는 현재의 

일반적 인식에 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특정한 의례나 행사만을 위해 건립된 건물들은 대체로 신발을 벗지 않는 의

례나 행사를 수용하기에 유리한 건축형식을 따르는 경향을 띤다. 특히 조선시대

에 행해진 의례의 다수를 차지하던 유교(儒敎) 의례는 중국의 예학(禮學)에 근

거한 규정을 수용하였는데, 따라서 조선의 예제(禮制)는 중국의 입식기거양식을 

원형적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의례의 규정을 원형적으로 지키기 위

해서는 입식의 기거양식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예에서도 전각의 바닥에 전돌을 사용하여 기단과 같은 높이로 마감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1) <태평성시도>의 가옥이나 인물의 복식은 매우 중국적이나, 풍속과 기물은 조선의 것

이 나타나 있어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조선후기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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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례를 위한 건물에 모두 전돌 바닥이 설치된 것은 아니었으며, 대표

적으로 향교의 대성전이나 진전(眞殿)과 같은 전각들은 전돌 바닥과 마룻바닥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궁궐에서는 편전(便殿)이나 동궁(東宮)의 정당(正

堂) 등의 전각에서 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의례와 연회가 수용

되었고, 관아(官衙)나 기로소(耆老所)3) 등에서도 많은 행사나 연회(宴會)가 펼쳐

졌다. 이 밖에도 연회(宴會)가 행해졌던 전각은 대부분의 경우 마룻바닥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전각에서도 역시 신발을 신은 채 연회가 진행되는 기

록화의 모습을 보면, 마루의 사용이 좌식의 기거양식(起居樣式) 또는 좌식의 이

용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인식이 조선시대의 실제적인 마루 이용 모

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바닥을 이용하는 행태와 복식(服飾)의 규정에 대한 상

관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교적 관점에서 신발까지를 포함한 복식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시되었으며, 조선왕조가 남긴 다수의 의궤에는 

다양한 의례나 행사를 위한 복식의 규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의례의 복식이 크고 작은 행사에 있어 가볍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루가 깔린 전각에서 입식의 의례를 행하는 상황은 복식을 갖추어

야 하는 예제(禮制)의 규정이 건물의 마룻바닥형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좌식의 이용 방식과 항상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신발

의 착용과 관련하여 마루의 공간이용 행태가 꽤 오랫동안 모순적인 모습으로 

지속되었거나, 일시적인 의례를 수용하기 위해 마루를 입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마루는 한국의 건축에서 좌식과 입식의 공간 이용방식, 생활과 

의례의 상황을 모두 수용하는 보편적 바닥 형식으로써 사용되고 있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의 대청에서 입식의 의례를 행한 사

례(事例)가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되는 것도 그동안 마루의 이용방식에 대한 생

각이 좌식의 기거양식에만 고정된 시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건물 내부의 바닥을 전돌로 마감한 곳은 주로 궁궐의 정전, 왕릉의 정자각, 덕수궁의 

중화전, 종묘의 정전과 영녕전, 동묘, 서울 문묘의 대성전등 많은 예가 있다. 본문에

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3) 기로소(耆老所)는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로 태종 초에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였고, 1428년(세종 10)에 치사기로소(致仕

耆老所)로 개칭되고 간략히 기로소라고 불렀다. 봄·가을 두 차례 기로연(耆老宴)을 열

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관직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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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이와 같이 착화(着靴)의 공간으로 이해되어 온 전돌의 바닥형식을 

탈화(脫靴)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마루가 대체해 간 조선후기의 경향에 주목

하였다. 그동안 한국건축에서 마루가 깔린 바닥의 경우, 실내에 출입할 때 신발

을 벗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주로 마루에 올라서기 전의 섬돌이었다는 점

에서 탈화(脫靴)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마루라는 바닥형식이 꼭 탈화의 사용을 전제했던 것

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나아가 기거양식과 관련한 마루의 이

용방식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기록화에 표현된 모습이 사실이

라면 조선시대의 마루는 입식의 기거양식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바닥형

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곧 현재까지의 인식보다 마루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마루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의례공간

만을 가진 독립적인 전각에 깔린 경우와 기능적인 측면만을 위한 건물에 설치

된 경우의 구분이 가능하며, 두 가지 측면이 절충된 유형의 건물에 설치된 경우

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루들은 설치의 높이 등의 물리적 형태나 사용의 

의미 또는 목적도 각각 달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건축에서의 마루의 보편적 사용의 예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마루의 인식과 이용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각 바닥형식으로서 마루

의 의미를 재고찰(再考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조선시대의 전각에서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건축유형은 진전(眞

殿), 영전(影殿) 등의 전각과 향교(鄕校)의 대성전(大成殿), 객사(客舍)의 정당 

또는 정청(正廳) 등이 대표적이다.4) 이들 전각은 각각 진전의례(眞殿儀禮), 석전

제(釋奠祭), 망궐례(望闕禮)와 같은 동일한 의례를 행하기 위해 건립된 것들로

써, 건축의 본질적인 건립목적은 같지만 바닥형식은 다르다는 점에서 전각 바닥

4) 사찰의 중심전각에 전돌이 깔렸던 공간을 마루가 대체하는 현상은 대체적으로 의례 

자체가 실내화(室內化)되며 좌식의 바닥형식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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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의례도 출전 제작시기 공간적 배경 소장처

1 과거은영연도 - 1580 의정부로 추정 일본양명문고

2 길주과시도 북새선은도 1664
　길주관아로 

추정
국립중앙 
박물관

3
권대운기로연

회도 - 1689
권대운주택

(남산)
서울대학교 

박물관

4 숭정전진연도 - 1710 경희궁 숭정전 국립중앙 
박물관

5 경현당석연도
기사계첩 1720

경희궁 경현당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6 기사사안도 　궁궐 
전각으로 추정

표 1-1 분석대상 기록화의 목록

형식과 관련한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원의 사당

(祠堂), 종가(宗家)의 가묘(家廟) 역시 제향(祭享)이라는 의례적 목적을 위해 건

립되었기 때문에 단청을 하는 등 전각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듯 유교의례를 수용하기 위한 전각의 바닥에 전돌이 아닌 마루가 설치되

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탈화의 목적만이 아닌 마루의 다양한 사용 목적을 고

찰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필수적이며, 조선시대에 건립된 전각의 대다수는 유교

의례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각의 바닥형식 변화의 해석에 대표성을 갖는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조선시대에 건립되어 특정한 의례를 행했으며, 

바닥형식에 있어 전돌과 마루가 혼재된 전각들 중 전체적인 변형이 심하지 않

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바닥에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한 곳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교의 대성전은 165개소, 객사는 17개소, 서원

의 사당은 33개소, 가묘는 30개소로 한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전각의 바닥형식 변화와 의례가 행해졌던 공간의 이용방식은 문

헌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추정과 유구(遺構)만으

로 당시의 공간 이용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기록화를 분석하여 전각의 

마루가 행례나 연회 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에 사용된 기록화는 바닥형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신발의 착용여부와 가

구의 사용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록

화는 장소적 배경에 따라 관아(官衙)의 행사를 기록한 것, 궁궐의 전각(殿閣)에

서 행해진 의례나 연회를 기록한 것, 또는 주택(住宅)에서 행해진 의례나 연회

를 그림으로 기록한 자료 30건으로,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의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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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진기사연회
도

갑진기사연
회첩

1724 궁궐 전각으로 
추정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8 영수각친림도
기사경회첩 1744

기로소 영수각 국립중앙 
박물관9 경현당선온도 경희궁 경현당

10 종친부사연도 - 1744 종친부청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11 영조을유기로
연도 영조을유기

로연·경현당
수작연도병

1765
기로소 영수각

서울역사박물관
12 경현당수작연

도
경희궁 경현당

13 영수각송 - 1765 기로소 영수각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14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1784 창덕궁 대은원 국립중앙 
박물관

15 수책도 문효세자책
례계병

1784 창덕궁 중희당 서울대학교 
박물관

16 낙남헌양로연
도

화성행행도 1795 화성행궁 
낙남헌

국립고궁박물관

17 제 7폭

봉사도 18세기

?

중국민족도서관18 제 16폭 창덕궁 희정당

19 제 18폭 ?

20 제 4폭 왕세자두후
평복진하도

병
19세기

창덕궁 인정전 고려대학교 
박물관21 제 8폭 창덕궁 중희당

22 곽분양행락도 - 19세기 
중반

상상의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23 입학도
왕세자입학

도첩
19세기 
초반

성균관 명륜당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4 수하도 창덕궁 시민당

25 회강반차도 - 연대미상 궁궐 전각으로 
추정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6 영고도 - 조선후기 상상의 장소
한양대학교 

박물관

27 의례도 - 연대미상 궁궐 전각으로 
추정

개인소장

28 소과응시부분 평생도 19세기 예조 국립중앙 
박물관

29 회혼례 평생도 조선후기 주택으로 추정
국립중앙 
박물관

30 제3면 월중도 19세기 영월 객사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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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는 전돌과 마루 사용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바닥형식이 어떻게 구분

되어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기거양식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인식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전각의 사례로는 진전과 영전, 문

묘와 향교의 대성전, 객사의 현황을 통해 유교적 의례와 바닥형식의 관계를 살

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전각 바닥형식에 대한 현재의 해석과 전근대시기 한국의 건축에서 

위계적 공간으로서 사용되었던 당(堂), 청(廳)의 관념적 인식을 자원(字源)과 용

례(用例)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록화를 통해 실제로 전각의 마루를 

이용했던 모습을 확인하여 공간의 인식과 바닥형식, 그리고 이용방식에 관한 관

계를 살피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바닥형식 변화의 양상과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사묘건축

의 전퇴공간에 마루가 설치되는 현상을 전돌과 마루의 바닥형식의 관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보편적인 바닥형식으로 사용되었던 마

루가 건축의 형식과 내재된 의미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해석

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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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과 전개 

       조선시대 전각의

 3장     공간인식과

          이용방식 

        

4장   전각 바닥형식의

     선택과 마루사용의 

            의미 

5장        결론                

표 1-2 硏究의 構成

배경, 목적, 

대상, 방법

가설

분석의 틀

바닥형식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

전돌       마루

마루의 의미

(관념적 인식)

기거양식과의 관계

(생활·문화적 배경)

기록화의 분석

(마루 이용의 모습)

       

바닥형식 변화의 양상

낮은 마루退의 의미

마루 이용방식과 특징

결론

분석

1. 마루의 보편적 

이용방식의 

기거양식적 

의미와 해석

2. 마루의 보편적

  사용 가능성과 

 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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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과 전개

2.1 전돌과 마루의 바닥형식 사용의 기원과 특징

2.2 조선시대 전각 바닥형식의 혼재 양상

2.3 조선시대 기거양식과 바닥형식의 관계

  목재는 자연에서 채취하여 간단한 물리적 성형을 거치면 바로 건축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성과 같은 2차적 가공이 필요한 벽돌이나 기와보다

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손쉽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목재는 흙바닥에서 막 진

일보한 건축물의 바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재료가 되었고, 특히 뜬 바닥 구축

의 합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목재의 바닥재료 사용의 기원은 최소한 고상식(高床

式)주거가 나타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석재의 경우, 자연에

서 바로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은 목재와 비슷하지만 단단한 물성으로 인하여 물

리적 성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석재는 목재에 

비해 건축의 재료로써는 사용의 폭이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5) 

  이후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2차 가공공정을 거친 벽돌과 기와가 사용되고, 전

돌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전돌과 마루는 각각 한국의 전근대시기 전각에서 대

표적인 바닥 재료로써 사용되었다. 전돌과 마루는 재료의 특성상 각각 신발을 

신고 벗는 이용 방식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특히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

의 확산과 더불어 입식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유교적 의례공간이 한반도에 전

래되면서 신발을 신는 공간의 바닥에 전돌 사용이 확산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객사의 정당, 향교의 대성전 등 유교적 의례공간을 비롯해 

진전 등의 여러 건축형식에서 마루가 사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실제의 건축 유

구들을 통해 전돌과 마루를 이용한 바닥형식 유형을 살펴보고, 기거양식과 관련

하여 바닥형식이 가지는 의미를 조선시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 목재가 건축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무렵에 석재는 크기에 따라 노지(爐

址) 주변에 경계를 만드는 등의 부수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고인돌 또는 선돌과 같은 

거석문화(巨石文化)를 이루는 정도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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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돌과 마루의 바닥형식 사용의 기원과 특징

  전돌은 전근대시기 한반도의 목조건축에서 특히 의례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물의 바닥을 구성하는 가장 주된 재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닥에 전돌이 설

치된 전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발의 착용과 더불어 의자 등을 사용하는 입식의 

사용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전돌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술적으로

는 기와가 생산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 볼 수 있고, 주로 궁궐이나 사찰의 주

요 전각 등에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것을 출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6) 

반면, 목재가 사용된 바닥형식은 수혈식 주거의 형태로부터 벗어난 고상식 주거

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거의 형태를 마루의 한 

기원으로 볼 수 있다.7) 따라서 전돌에 비해 마루는 그 사용의 장소가 비교적 

보편적이었고, 보다 생활의 측면에 가까운 바닥형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두 바닥형식의 시원적(始原的) 사용은 비교적 초기부터 설치의 장소가 

구분되었고, 특히 전돌은 주로 의례나 행사를 위한 전각에 한정되어 사용된 것

을 대부분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바닥에 전돌이 사용된 전각의 대표

적인 사례는 궁궐의 정전과 왕릉의 정자각이며, 비교적 지속적인 사용의 전개과

정을 살펴볼 수 있다.    

2.1.1 고대시기 마루의 사용과 전돌의 전래

  전술한 것처럼 마루와 전돌 사용시기의 선후관계는 마루의 경우가 시기적으

로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지면에서 바닥을 띄우는 뜬바닥식(高床式) 건

축의 경우 모든 바닥이 들어 올려진 반면, 주택의 일반적인 마루는 건물의 일부

에만 설치된다는 점에서 고상식 건축을 마루의 완전한 기원이라고 볼 수는 없

다.8) 하지만 여전히 목재를 바닥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과 지면과 떨어진 바닥

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상식 주거는 마루의 기원적 사용과 밀접한 연

6) 통일신라시대 전돌의 출토 예를 보면 그 출토지가 궁궐지와 사찰, 전탑지 및 가마터

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유홍도, 「통일신라시대 전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8, p.72

7) 전봉희 외,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60  

8) 전봉희 외, 같은 책, 2012, P.95 

   이 때문에 높은 위계적 의미의 마루의 어원과 관련한 북방 기원설이 대두된다. 논문

의 구성상 이에 관련한 내용은 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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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상식(高床式) 가형토기의 예 

(左)출토지 미상, 5세기, 경북대학교 소장 (右)창원 다호리유적 출토, 6세기 

,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고상식 주거와 관련한 유적 또는 유물은 크게 청동기시대에서 초기

철기 및 원삼국시대에 걸친 건축 유적과 고구려의 고분벽화, 낙동강 이남지역의 

가형토기로 나누어진다. 이 중 시기가 가장 앞선 청동기시대 고상식 건축의 유

적은 미사리 고대 39호 외 장천리와 검단리 등에 약 다섯 개소가 존재한다. 이

들은 모두 초석을 사용하지 않고 지면에 직접 기둥을 배열한 굴립주식(掘立柱

式)으로 된 점으로 보아 지붕에 기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상부

가구도 간결하여 비교적 경량의 지붕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9)

  한반도지역에서 발견된 고상식 가형토기는 대부분 3~6세기에 제작된 것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고 오직 낙동강 하류인 가야지역

에서만 출토되고 있다.10) 이들의 구조형식 역시 초가로 이루어진 경량의 지붕

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 주춧돌을 사용했을 가능성 보다는 기둥이 땅에 박혀있

는 굴립주식으로 추정된다.11) 이 시기 고상식의 가형토기들은 주로 창고를 원

형으로 제작된 조형물인데, 쌀이나 잡곡 등의 곡식류를 보관하거나 제주(祭酒)

등의 액체를 담는 용기로 사용한 후 부장하여 사후세계의 안락한 삶을 염원하

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토속적인 원시신앙의 대상으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9) 김도경, 「韓國 古代 木造建築의 形成過程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 釜山大學校 生産技術硏究所, 『伽倻建築』, 金海市建築士會, 1995, p.137

11) 이병건, 「한반도지역 고상식 건축과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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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분벽화의 고상식 건물, (左) 중국 길림성 집안시의 마선구 제1호분 벽

화의 부분 (中, 右) 평안북도 대안시의 덕흥리 고분 1, 2호 모사도 부분  

  한편, 고구려 지역의 고분벽화에서도 고상식 건축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13) 고분벽화는 실제 건물을 묘사해서 그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 지

방에는 지금도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가야지방의 가형토기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모두 우진각지붕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비슷한 형식의 건축이지만 

지방적 특징이 나타난 부분으로 보인다.14) 발견된 고분벽화의 제작 시기는 거

의 5세기 초에서 6세기의 것으로, 가형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뜬 바닥의 재

료는 목재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반도의 고상식 주거유적은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를 거

쳐 원삼국시대에까지 분포하고 있다.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고상

식 가형토기와 고구려지역의 고분벽화에서도 고상식의 뜬 바닥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들의 출토 시기는 주로 3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있다. 이들 유적과 유

물을 통해 볼 때, 이 시기의 고상식 건물은 주춧돌을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파 

기둥을 직접 땅에 세운 굴립주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붕

에는 기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돌 역시 아직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목재는 전돌이 사용되

기 이전부터 이미 바닥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돌이 한반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알려주는 최초의 자료는 태왕릉

12) 신인주, 「삼국시대(三國時代) 가형토기(家形土器)에 관한 연구(硏究)」,文物硏究, 

Vol.5 No.- [2001]  

13) 마선구1호분, 덕흥리 고분 1, 2호, 팔청리 고분의 벽화를 말한다.

14) 이병건, 앞의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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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삼국시대의 전돌 사용 예 

(左)부여 무령왕릉 내부, (右)경북 안동시 출토 통일신라 시대의 전돌,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s.google.com) 

(太王陵)15)과 천추총(千秋塚)에서 습득된 고구려시대의 문자 전돌을 그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고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벽돌 외에도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기와나 명문벽돌의 출토를 통해 기술적으로 전돌의 제작이 가능

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제시대에는 문양전돌이 제작되었고 실제로 

무령왕릉 등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다. 한반도의 전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

량을 발휘한 시대는 통일신라기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

돌 제작기술을 흡수한 바탕에 당(唐)나라와의 교류라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통일

기의 초부터 매우 화려한 전돌 문화를 꽃피운 시기로 알려진다.16) 이러한 사실

로 미루어 볼 때, 전돌의 사용은 중국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크게 확대되었던 것

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는 특히 유약이 입혀진 전돌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전돌의 출

토지가 궁궐지, 사찰, 전탑지, 가마터로 점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

형의 전돌이 출토되는 것은 전돌이 일부 고급건축의 바닥 재료로써 사용 되었

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점토를 빚은 후 소성하여 만드는 전돌은 결국 기술적으로 기와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제작이 가능했으며, 특히 궁궐, 사찰 등의 전각 바닥에 사용

15)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위치한 고구려시대의 고분이다. 이 무덤의 주인으로는 광개토

왕, 장수왕, 고국천왕 등이 비정돼 왔는데, 출토된 유물과 무덤구조로 미루어보아 태

왕릉의 건립 연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가 우세하여 많은 이들이 광개토왕의 무

덤으로 보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유홍도, 「통일신라시대 전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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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삼국시대 말, 통일신라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당나라를 통해 본

격적으로 시작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강한 조적조 건축전통은 전돌의 사

용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소성기법에 있어서도 

중국과 동일한 방법이 보이고 있다.17) 이 시기를 전후한 전돌 또는 벽돌의 사

용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전탑과 모전탑 등의 유적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1.2 조선시대 전돌 바닥의 지속적·한정적 사용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돌은 삼국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궁궐이나 사찰 

등의 전각 바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돌은 모든 건물에 광범위하

게 사용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건축형식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조선시대에도 궁궐의 정전이나 정자

각 등에 전돌이 깔렸으며, 비교적 조선 후기의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운궁(慶運

宮) 덕홍전(德弘殿)에까지도 이어졌다.18)   

  조선시대 한양(漢陽)에 세워진 궁궐 전각 중 정전(正殿)은 모두 예외 없이 전

돌이 깔렸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1395년 가장 먼저 

경복궁이 창건되면서 지어진 근정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고종 연간에 중

건되었다. 근정전의 바닥은 창건 시부터 전돌이 깔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1885년에서 1920년 사이에 근정전 내부에 전돌 대신 시멘트 블록으로 전돌 

모양을 만들어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시멘트 블록에 전돌 같은 색을 

내기 위하여 흑연 등을 뿌려 검은색으로 처리하였다. 이 같은 변형은 1915년에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당시 경복궁의 많은 전각이 훼철되

거나 개조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19) 이후 1997년의 보수공사에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다시 전돌을 설치하였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의 바닥 역시 1908년 경 일인들에 의한 창덕

궁의 서양식 개조로 인해 쪽널을 이용한 마루가 설치되었으나, 원래는 창건 시 

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돌을 이용한 바닥 마감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0) 인정전은 1405년 건립 후, 1418년 규모를 늘리는 개건이 이루어졌

17) 유홍도, 앞의 논문, 2008, p.114-116

18) 경운궁은 1907년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를 한 뒤 덕수궁(德壽宮)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 문화재청,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2003, p.164

20) 문화재관리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98,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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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 바닥에는 지속적으로 전돌이 사용되었다. 

(左)경복궁 근정전 내부, (中)경희궁 숭정전 내부, (右)창경궁 명정전 내부,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s.google.com)  

고, 경복궁 근정전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선조조(宣祖朝) 

복구공사가 시작되어 광해군(光海君) 즉위년인 1607년 재건되었다. 하지만 

1803년 다시 선정전에서 시작된 화재로 전소된 후 1804(순조 4)년 다시 건립

되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소실과 재건의 과정에서도 전돌을 이용한 바닥마감

은  조선후기의 변형 전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광해군대에 지어진 경덕궁(慶德宮), 즉 현재의 경희궁(慶熙宮) 정전인 숭정전

(崇政殿) 역시 바닥 마감은 전돌로 되어있었음이 1958년부터 시작된 다섯 차례

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21) 현재 경희궁의 숭정전은 1990년대에 복원된 

것으로, 원래의 숭정전은 1926년 일제에 의하여 조계사로 이전되었다가 현재는 

동국대학교 안의 정각원(正覺院)이라는 법당으로 쓰이고 있다.22) 따라서 현재의 

숭정전은 정각원을 기준으로 하여 복원된 것이며, 바닥은 이전의 제도에 따라 

전돌이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경운궁의 정전인 중화전(中和殿)의 바닥과 창

경궁의 정전인 명정전(明政殿)의 바닥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전돌이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전돌 바닥 사용의 지속성은 왕릉의 정자각에서 더욱 분명하

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건축물 중 왕릉에 건립된 정자각은 단일한 기능을 가지

고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자각은 

정청(正廳)과 배위청(拜位廳)의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전돌을 바

닥 마감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릉의 정자각은 1397년 신덕왕후

(神德王后)가 승하(昇遐)하여 조선왕조의 첫 번째 흉례(凶禮)를 치르고, 산릉(山

陵)을 조성하고 정자각을 건립한 후, 1923년 조성된 숭인원(崇仁園) 까지의 비

교적 넓은 시기적 범위를 갖는다.23) 이 기간 동안 건립되어 현재까지 전하여지

21) 김홍식, 「숭정전지의 발굴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 건축역사연구 Vol.1 No.1, 1992

22) 서울특별시 중구, 『경희궁 숭정전 정밀실측보고서』, 2010, p.55-61

23) 최윤화, 「조선시대 陵園 丁字閣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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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조선시대의 정자각 바닥에는 모두 전돌이 설치되었다. 

(左)영릉 정자각 내부 (中)장릉 정자각 내부 (右)선릉 정자각 내부,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s.google.com)  

는 총 54개소의 왕릉 정자각의 바닥은 건립의 시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모

든 경우 전돌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궁궐의 정전, 왕릉의 정자각 외에도 전각의 바닥에 전돌이 사용되는 경

우를 중국풍 건물이나 소수의 궁궐 전각에서 볼 수 있다. 중국풍 건물로 볼 수 

있는 관왕묘의 바닥에는 대부분 전돌이 깔리는데, 이들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했던 명(明)나라 장수들의 요구와 명조(明朝)의 정치적 의도로 건립되기 시

작하였다는 점에서 건축형식의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분명한 영향관계를 갖는다. 

이들 중 대표 격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동묘 역시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의 

사신 만세덕(萬世德)이 신종(神宗)의 요청을 전해와 1601년(선조 34)에 건립되

었는데, 바닥에는 역시 전돌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4) 

2.1.3 전각 유형별 바닥형식 사용의 특징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 전각의 바닥에 전돌이 사용된 경우는 비

교적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사례는 유구를 통해서

도 나타나듯, 생활의 목적이 아닌 의식이나 의례를 위한 목적을 뚜렷이 가진 전

각이었다. 이러한 전각들에서 전돌 바닥이 설치되는 경향은 개항 이전까지 지속

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전각에서 전돌이 궁궐의 정전, 정자각, 종묘 등의 바닥에 한정적

으로 사용된 것에 비해 마루는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궁

궐의 편전, 침전 등 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에서 그 사례를 광범위하게 찾

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각에서는 공간의 이용방식과 목적에 따라 전돌과 

마루라는 다른 형식의 바닥을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한 예로, 궁궐의 정전 영

사학위논문, 2002, p.ⅶ

24) 국립문화재연구소, 『東廟의 建築』, 2004, p.12 및 실측도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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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형식 전돌 마루 전돌/마루

건축형식

궁궐 정전

왕릉 정자각

종묘

관아(청사)

궁궐 전각 중 다수

칠궁 등 조선후기의 

사묘건축

진전(영전)

향교 대성전

객사(정당)

특징

착화의 사용방식을 

염두에 둔 설치로 

이해되고 있음.

가장 보편적인 사용

의 예를 보임.

전돌과 마루의 사용이 경

우에 따라 혼재된 모습.

각 건축형식은 모두 동일

한 의례를 수용하기 위한 

건립목적을 가짐. 

대표적 사례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덕수궁 중화전

덕수궁 덕홍전

왕릉의 정자각

동묘, 남묘 등의

중국풍 건물 

경복궁 사정전

창덕궁 선정전

호조, 이조, 종친부 

등 관아의 대다수

칠궁

집옥재 등의 

일부 중국풍 건물

경기전(전돌)

화령전(마루)

서울문묘 대성전(전돌)

나주향교 대성전(마루)

팽성읍 객사 중대청(전돌)

전주객사 본천(마루)

표 2-1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 분석 

역에서는 거의 모든 관리들이 참여하는 조참(朝參)등의 대규모 의식이 치러진 

반면, 편전에서는 참여인원의 제한을 두고 상참(常參)등의 약식(略式) 조회가 행

해졌다. 따라서 이 두 전각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용의 방식 

또한 확연히 달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닥의 

경우에도 각각 전돌과 마루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건립된 전각의 바닥형식에 전돌과 마

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존재한다. 석전제를 위해 건립된 문묘 대성전과 

지방 향교의 대성전, 어진봉안과 관련한 의례를 행한 진전 또는 영전, 망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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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객사의 정당이 대표적으로 전돌 바닥과 마룻바닥이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전각은 모두 동일한 의례를 위해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이용방식

의 변화로 인해 바닥형식이 변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해서는 바닥형식이 혼재된 이유를 추정할 수 없다.   

  이렇듯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을 사용된 바닥형식에 따라 간단히 분류하면 표 

2-1과 같이 전돌 바닥이 깔린 것, 마룻바닥이 깔린 것,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

어 사용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각 바닥형식의 유형 중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진전, 향교의 대성전, 객사의 정당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건축물들은 각각 진전의례, 석전의례, 망궐례 등의 동일한 의

례를 수용하기 위해 건립된 공간에 전돌과 마루라는 상이(相異)한 바닥형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들 전각은 바닥에 전돌을 대신하여 비

교적 비슷한 성질을 가진 강회다짐이나 돌을 사용한 바닥 마감 방법을 사용하

지 않았으며, 이용 방식의 측면에 있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 

온 마루를 사용한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25) 이와 같이 전돌과 마루의 바닥

형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건축형식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다. 

      

25) 현재까지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돌과 마루의 일반적인 이용방식을 예상할 때, 가장 

분명한 차이는 신발의 탈착에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즉, 전돌이 깔린 공간은 신발을 

신고 이용하며, 마루가 깔린 공간은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등의 공간 이용방식의 차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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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시대 전각 바닥형식의 혼재 양상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궁궐의 정전이나 왕릉의 정자각, 종묘, 동묘 등의 

일부 중국풍 건축에서는 전돌을 이용한 바닥형식이 조선후기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개성의 문묘, 향교의 대성전

은 전돌과 마루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전각의 바닥형식이 

이와 같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인문·환경적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으나, 공자를 제향하는 의례인 석전제

(釋奠祭)를 행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진전이나 영전, 객

사의 정당과 정청에서도 역시 혼재된 바닥형식에서 동일한 의례를 행한다. 따라

서 위와 같은 건축형식은 공통적으로 같은 의례를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돌과 마루의 바닥형식 혼용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2.2.1 대성전의 바닥형식

  공자의 제향을 위한 문묘는 당(唐)의 영향을 받은 신라에서부터 존재하였으

며, 고려시대의 국자감의 설치와 함께 정비되었다. 특히 고려 후기 문묘 정비의 

전기는 1304년 대성전(大成殿)의 건립으로 볼 수 있는데, 대성전이라는 전호(殿

號)에서 볼 수 있듯 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문묘

제도는 크게 개정되지 않은 채 조선왕조로 이행되었다.26)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건립되기 시작한 대성전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지방

에 많은 수의 향교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조선시대의 대성전은 중국의 입식 기거양식에서 유래한 의례를 수용하

는 공간인데, 기본적으로 공자(孔子)를 비롯한 성현(聖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

(祭享)하는 것을 건립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어진을 봉안했던 진전류의 전각

보다는 상대적으로 봉안물(奉安物)이 습기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향교의 대성전 중 약 

2/3는 실내의 바닥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개방형의 전퇴(前退)를 둔 경우 

중, 퇴에도 마루를 설치한 곳이 안성향교 대성전을 비롯해 충청도와 전북 지역

을 중심으로 7개소가 남아 있다. 대성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공묘(孔廟)의 

바닥이 전돌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한국의 향교 대성전 실내와 퇴 공간에 마

루가 깔리는 것은 분명히 한국적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써 이해될 수 있다.27) 

26) 豊島悠果, 「고려시대의 문묘」, 韓國思想史學 第40輯,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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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대성전
강릉 향교 대성전

영천 향교 대성전

장수 향교 대성전

경주 향교 대성전

나주 향교 대성전

그림 2-6 향교 대성전(보물급)의 바닥형식 분포

  현재에도 서울 문묘의 대성전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향교 대성전에서는 봄·가

을에 각각 춘·추 석전제(釋奠祭)가 동시(同時)에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인을 제

27) 중국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의 공묘(孔廟) 대성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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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향교 대성전의 석전제(釋奠祭)는 현재까지도 바닥형식과 관계없이 신발까지의 

일습을 갖춘 복식으로 치러진다. (左)강릉향교 대성전(전돌바닥) (右)전주향교 대성전(마

룻바닥)의 석전제 모습, 이미지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향교석전』, 2011 

외한 헌관(獻官), 아헌관(亞獻官) 등의 의례 참여자들은 그림 2-7과 같이 신발

까지의 복식을 완전히 갖춘 채 대성전의 실내·외를 출입(出入)하며 규정된 예제

(禮制)에 의해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향교의 경우, 이렇게 바닥형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지방적 특징으

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배치나 전퇴의 개방 유무 등의 

건축적 형식에 그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지방과 개별 향교들의 특징을 규

명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8)

  이러한 지방적 특징은 향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성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도 그 일면(一面)을 파악할 수 있다. 원래 향교는 려말선초(麗末鮮初)까지 지

방의 관학(官學)으로 기능하였지만, 선조조(宣祖朝) 교관의 임용29)이나 향교에 

28) 향교의 지방적 특징에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문헌으로는 윤장섭 외, 「경기도 향교 . 

서원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Vol.3 No.1 [1987], 김지민, 「조선시대 

향교의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1), (2)」 :호남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Vol.2 No.2, 3 [1986], 김봉열, 신재억, 「경남 향교의 구성형식과 건축적 성격」, 

대한건축학회,Vol.7 No.3 [1991], 이달훈, 최생길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 

(Ⅱ) - 충북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호서문화연구, Vol.3 No.- [1983], 양진건, 

「朝鮮朝 濟州三邑 鄕校의 新刱, 重刱, 移建에 關한 硏究」, 敎育思想硏究, Vol.19 

No.- [2007]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개별 향교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          
29) 명종조(明宗朝)까지는 중앙 파견방식이었던 교관의 임용이 해당 지방으로 위임된 것

은 선조 1년(1568)부터로 볼 수 있다. 선조실록 1월의 기사에는 그 지방의 칭송 받

을 만 한 자를 교수와 훈도로 삼도록 조치한 기록이 있다. 김명우, 「조선시대의 향



22

출입할 수 있는 청금유생(靑衿儒生)의 결정권 등에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의 영

향이 절대화되며 그 운영과 기능에 지방색이 짙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다.30) 대성전의 바닥형식으로 전돌과 마루가 양립하는 양상은 이와 같은 관점

에서 지방적 특징의 하나로써 이야기 될 수도 있겠지만, 이용방식과 관련한 바

닥형식의 관점에서는 논의되어온 바가 없다.

  현존하는 향교 대성전과 서원의 사당, 주택의 가묘 중 적지 않은 수가 20세

기 이후 이건, 보수, 복원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기둥, 지붕부와 같은 구조부

와는 달리 바닥형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모습이 언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편년(編年)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경북 경산시의 

자인향교 대성전과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들어 시멘트몰탈 등으로 대성전 실내

를 마감하고 장판을 까는 등의 심한 변형을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

우, 이러한 보수·복원의 과정에서 과거의 바닥형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전국 향교 대성전 바닥형식을 분석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원래는 전돌이 일반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대성전의 바닥에 마루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한 시기는 양난으로 소실되었던 많은 수의 향교가 재건

되는 17세기경으로 생각된다. 17세기는 전반적인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소실되

었던 향교의 중건과 수리가 급증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의 향교재건은 지역 유

림에 의해 향촌이 장악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과 때를 같이한다. 특히 지역 유

림은 향교의 이건과 중수에 대한 논의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는데, 직접 예조에 

보고하여 이 같은 사안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유림은 향교의 운

영 뿐 아니라 영건행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전돌이 깔렸던 향교의 대성전에 마루가 깔리는 현상은 재건되

는 향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림세력과도 일정한 영향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림들의 본거지인 서원 사당이나 가묘에는 대부

분의 경우 마루가 설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설치된 향교 대성전의 바닥형식 중에는 개방형의 전퇴부분에 전

돌이 깔리고, 건물의 내부에는 마루가 설치된 유형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는

데, 지역적으로는 안성과 인천을 비롯한 충남, 호남의 광범위한 지역에 고루 분

포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의 대성전 중에는 그림 2-8과 같이 개방형의 

전퇴부분까지 낮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록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것

교 교관 : 예우와 파견중단시기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Vol.10·11 No.- [1998]에

서 인용.      

30) 박진철, 「朝鮮 後期 鄕校의 靑衿儒生과 在地士族의 動向  :  羅州 『靑衿案』 分析

을 中心으로」, 한국사학보, Vol.25 N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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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방형 전퇴에 낮은 마루가 설치된 대성전의 예. 

(左) 용담향교 대성전, (右) 진산향교 대성전,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s.google.com)

이 흥미로운데, 이 같은 사례는 회덕, 영동, 아산, 면천향교를  비롯한 약 7개소

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닥형식 사용의 측면에서 향교의 지역적 특징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강원도의 경우 수해로 유실되어 1959년 복구된 인제

향교 대성전을 제외하면 강릉, 양양, 삼척, 정선 등의 다른 모든 향교 대성전에

는 전돌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주도의 경우 개방형의 전퇴부분에 방전

(方塼) 모양의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가 확인한 전국 

165개 향교 대성전의 바닥형식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

다.31) 

 

 

31) 成均館, 『교궁대관校宮大觀-전국향교기문집』, 2001 에 의하면 성균관을 비롯하여 

전국에는 234개의 향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나, 변형이 심하거나 바닥형식을 확인

하지 못한 약 70여 개소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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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식 유형
바닥형식

(퇴+내부)

지역적 분포 

양상
주요사례

분포

(총 165개)

Ⅰ 전돌+전돌
강원도에 

다수 분포

서울, 수원, 

강릉, 제주 
33

Ⅱ 전돌+마루
전국의 

광범위한 

분포, 충남, 

호남에 

두드러짐

안성, 인천, 

나주, 장수 
74

Ⅲ 마루+마루
회덕, 영동, 

아산, 면천 
7

Ⅳ 전돌
경상도 동부 

전역과 

전주부 일대 

및 그 외 

지역에서 

소수 나타남

영천, 과천, 

여주, 대구 
14

Ⅴ 마루
경주, 보령, 

밀양, 울산 
37

표 2-2 전국 향교 대성전의 바닥형식 유형과 분포의 양상 

2.2.2 진전과 영전의 바닥형식

  진전이 처음 제도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고려 현종(顯宗, 992~1031)대 도성 

내에 원묘로 설치한 경령전(景靈殿)으로부터 기원하며32), 도성이었던 개성 부근

에 각 왕마다 원찰(願刹)을 두고 이곳에다가 왕 및 후비의 진영을 봉안하기 위

한 진전을 부설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진전의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존재 및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 초

기 진전의 제도는 국조인 태조의 어진만을 봉안하는 진전과 열조(列朝)의 어진

을 봉안하는 진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봉안의 제도 차이는 이후에도 지속

되며 일위진전(一位眞殿)과 열성진전(列聖眞殿)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위진전을 영전으로, 열성진전을 진전

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32) 김철웅,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Vol.32 No.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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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 또는 영전류의 전각은 기본적으로 임금의 초상(肖像)인 어진(御眞)을 봉

안(奉安)하였기 때문에 습기에 특히 민감하였다. 따라서 조선 초기 진전의 일반

적인 바닥형식이었던 전돌 또는 벽돌로 이루어진 바닥은 폐쇄적인 창호와 함께 

습기로 인한 피해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조선 초기 진전이었던 문소전(文

昭殿)의 북쪽에 위치했던 선원전(璿源殿)33)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록을 통해 어

진을 봉안한 전각에서 방습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선원전은 사면이 두텁고 아래는 겹으로 벽돌을 깔았고 위에는 판상(板

床)을 설치하였으며 함(菡)을 재궁(梓宮)만큼 크게 만들어 두텁게 여러

겹으로 쌓아서 갈무리하고 전문(殿門)을 굳게 닫아 양기(陽氣)가 통하

지 않으니, 비록 수백 근의 나무를 태운다 하여도 불기운이 어찌 제대

로 위로 통하겠습니까. 이러하므로 봉심할 때 함을 열면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퇴색하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중략… 그리고

전각의 서남쪽에 창문을 내고 철망을 설치하여 바람과 태양의 기운을

통하게 한다면 습한 기운을 피할 수 있겠으나 조종조(祖宗朝)에서 만

든 것이므로 감히 함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34)

  조선 초기의 진전들이 주로 바닥에 전돌을 설치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점차 마루가 깔리는 현상은 마루가 방습(防濕)의 측면에서 어진(御眞)의 보관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연중 습도가 가장 높

은 장마철의 경우 진전에서 특별히 잦은 봉심(奉審)과 포쇄(曝曬)를 행하였던 

것 역시 봉안된 어진을 원형의 상태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35) 특히 위의 기사

에 의하면, 바닥에 전돌을 깔았던 것을 이전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2-9와 같이 조선 초기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영전(影殿)인 경기전(慶基殿)

은36) 전돌 바닥인 것에 비해 조선 후기 정조의 영전인 화령전(華寧殿)의 바닥

33)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眞殿)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75에

서 선원전의 위치 인용 및 실록자료 참조. 

34) 『명종실록』, 3년 10월 10일   

   且璿源殿四面厚, 下鋪重甎, 上設板床, 作函大如梓宮, 厚裏數重, 以藏牢閉, 殿門陽氣不

通, 雖燒以數百斤之柴, 火氣何能上透乎? 是以奉審時開函, 霾氣觸人, 褪色之由, 良以此

也。 當初寫容, 未乾輒藏, 此尤易以褪色也。 久掛奉審之殿, 以竢徹乾而奉安, 則庶無此

患矣。 且於殿之西南面, 開窓設鐵網, 以通風日之氣, 則可辟霾濕, 而祖宗朝所創, 不敢擅

啓也。

35) 봉심은 봉안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고, 포쇄는 책이나 그림을 바람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6) 현재의 경기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광해군 6년(1614)에 중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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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조선 초기 영전(影殿)의 전돌바닥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마루로 대체되

는 경향을 보인다. (左)태조의 영전인 전주 경기전, (右)정조의 영전인 수원 화령전, 이미

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s.google.com)  

에는 마루가 깔려있다.    

  진전이나 영전의 내부에 마루가 깔리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숙종(肅宗)대에 건립되어 숙종의 어진을 봉안했던 장녕

전(長寧殿)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녕전은 1695년

(숙종 21) 건립된 장녕구전(長寧舊殿)과 경종 즉위 후에 건립한 장녕신전(長寧

新殿)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장녕신전이 위치한 곳은 안개가 많이 생기는 습한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37) 장녕신전은 이러한 습기로 인한 어진의 피해를 막

고자 영정을 봉안한 정실(幀室)의 뒤쪽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온돌을 깔았고, 나

머지 내부 공간에는 마루를 깔았다고 보여 진다.

  정조(正祖) 원년(1776년) 창덕궁의 후원(後苑)에 설치되었던 주합루(宙合樓)

는 규장각(奎章閣)의 건물 중 가장 먼저 지어졌다는 점과 함께 하층에는 역대 

임금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등을 봉안하였고, 상층에는 정조 자신의 어진을 

봉안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규장각의 주합루가 당대 임금인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는 점은 주합루가 문치(文治)를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의 확

립과 왕권 강화를 위한 정조의 의도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장소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일반적인 진전의 공간구성은 봉안, 재실, 부

속공간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주합루 일원은 봉안과 제작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주합루와 이안각38)(移安閣)이 같은 영역 안에서 향(向)을 달리한 

37) 안선호, 앞의 논문, 2010, p.131

38) 주합루의 서편에 위치한 서향각(書香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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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건립시 주합루의 

기지(基址)가 험하였던 점, 건립의 장소가 협소하였던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39) 

  주합루의 이용 모습은 어진의 제작과 봉안의 의례, 봉심 및 포쇄 등의 의례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데, 규장각지(奎章閣志)의 어진봉안에 관련한 기록을 통해 

의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40) 주합루의 어진봉안에 관련한 의례는 

어진표제의(御眞標題義), 어진봉안의(御眞奉安義), 어진이봉의(御眞移奉義), 왕세

자 봉심어진의(王世子奉審御眞義), 각신 봉심어진의(閣臣奉審御眞義)등이 있다. 

이중 어진을 봉안, 봉심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어진 봉안의(御眞奉安義): 어진을 받들어 모시는 의식행사

당일에 전,현직 각신(규장각 관리)들은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이안각

(移安閣)전정(前庭)으로 나간다. 집사각신 4명은 서쪽 섬돌로 올라가서

각내에 들어가고 그중 2명은 어진궤자(御眞櫃子)를 받들어 정계(正階)

로 나오면 전,현직 각신들이 뒤따른다. 규장각 전정에 이르면 집사관은

정면 섬돌을 거쳐 동쪽 사다리로 올라가서 정문을 열고 각내에 들어가

서 어좌(御座)위에 펼쳐서 받들어 모신다. 집사관이 서쪽 사다리와 서

쪽 섬돌로 내려와서 재위자(在位者)와 같이 사배 예식을 거행한다. 전,

현직 각신들이 서쪽 섬돌과 서쪽 사다리로 올라 어좌 앞에 들어가서

어진을 봉심하고 함께 제자리로 내려와서 사배 예식을 거행한다. 집사

각신 4명은 서쪽 섬돌을 거쳐 서쪽 사다리로 올라가서 궤자에 어진을

환봉(還奉)한다. … 그리고 문을 닫아 자물쇠를 채우고 … 하략

b. 각신 봉심어진의 (閣臣 奉審御眞義): 규장각 관원이 어진을 보살피고 점검

하는 의식

시임수반(현직선임)은 서쪽 섬돌을 거쳐 서쪽 사다리로 올라가서 규장

각 문을 열어놓고 제자리로 내려와서 재위자와 같이 사배 예식을 거행

한다. 전,현직 각신들이 서쪽 섬돌과 서쪽 사다리로 올라가서 어좌 앞

에 나아가 궤자를 받들고 어진을 펼쳐 받들면 모두 제자리로 내려와

사배 예식을 거행한다. 다시 서쪽 섬돌과 서쪽 사다리로 올라 어진을

39) 다음의 기록에 의하면 건립 당시 주합루 터의 상황이 험난하였음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 정조즉위년, 3월 13일

   上謂允鈺曰, 御書閣基址, 何如? 對曰, 基址甚好, 而地形或高或低, 平其高下, 然後可能

均平矣。

40) a. b. 의례의 원문 해석은 이세열 역주,『규장각지』, 한국학술정보, 2011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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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각 전정

규장각 전정

그림 2-10 <奎章閣圖> 부분에서 추정한 규장각과 이안각의 전정

김홍도, 1776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궤자에 환봉하여 어좌에 안치하고 전, 현직 각신들은 나온다. 이어 시

임수반은 문을 닫아 자물쇠를 채우고 난 후 전, 현직 각신들이 서쪽

사다리와 서쪽 섬돌로 내려와 물러간다.41)

  먼저 a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진은 이안각에서 제작되었거나 봉안전 마지막으

로 머물러 있다가 주합루에 최종적으로 봉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

안각과 규장각의 전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편액이 건물의 앞면에 달린다는 점과 동궐도형에서 파악

하고 있는 건물의 향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림 2-10의 표기된 부분으로 생

각된다. 어진 봉안 시의 동선은 이안각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안각과 규장각

의 전정을 지나 주합루의 내부로 이어졌다. 그런데 의례의 참석자인 규장각신

(奎章閣臣)들이 어진을 옮겨 봉안하는 엄숙한 의례에 당연히 완전한 복식을 착

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발을 벗는 절차 없이 두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별다른 구

41) 期日 時原任閣臣 俱以常服入 就位 時任班首 陞自西階西梯 開奎章閣門 遂降復位 與

在位者行四拜 時原任閣臣 陞自西階西梯入 就御座前奉櫃子展 奉御眞俱降復位行四拜

訖 復自西階西梯陞 還奉御眞于櫃子 安于御座 時原任閣臣出 時任班首闔門下鑰着 時

原任閣臣 降自西階西梯 乃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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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閣臣奉審御眞義 의례 동선도 비고

상층

(주합루)

어진은 동쪽의 사다리, 

어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동선은 서쪽의 사다리를 

이용하였다. 

하층

(규장각)

西階의 해석에 따라 서쪽 

기단의 섬돌인 a. 또는 

정면 기단의 서쪽 섬돌인 

b. 의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표 2-3 宙合樓의 閣臣奉審御眞義 동선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분 없이 오간 것이 된다.

  다음으로 b의 기록을 살펴보면, 주합루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어진을 봉심하

기 위해 규장각신들은 총 2번에 걸쳐 주합루를 오르내리며 사배(四拜)를 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매번 섬돌(階)과 사다리(梯)를 올라갔

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사배례를 행했던 장소는 주합루의 내부가 아

닌 외부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례의 참석자들은 의례의 과정 

중 최소한 2번 이상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건물 외부의 흙바닥, 퇴의 마룻바닥, 각내의 마룻바닥을 거치게 된다. 하

지만 의례의 내용에 신발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주합루의 내·외부

를 거치는 동안 신발의 탈착(脫着)에 관련한 부분의 표기가 생략되었거나, 또는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발 착용여부의 구분 없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오간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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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의례 시 사용되는 자리의 예, (左)전주향교 대성전 석전제의 모습 (右)종묘

대제의 모습 이미지출처:(좌로부터)국립문화재연구소,『향교석전』,2011 / 구글 이미지

검색(http://image.google.com)

  규장각지의 모든 의례에서 각신들의 복식은 상복(常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관리들의 대표적인 관복으로 볼 수 있는 상복은 흑단령(黑團領)으로 알

려져 있는데,4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당시 주합루에서 실행된 의례의 복

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43) 그런데 일반적인 의례의 경우, 복식을 갖춰 입

는 규정은 옷은 물론 관모(冠帽)와 대(帶), 신발(靴)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주

합루에서 실행된 의례의 흑단령에는 흑피화(黑皮靴)또는 목화(木靴)를 신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신발의 경우 현재의 장화(長靴)처럼 목이 길다는 특성상 

각신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의례의 도중에 신발을 신고 벗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주합루는 상·하층의 각내(閣內)와 퇴(退)의 모든 부분에 마루가 깔려있다. 특

히 1층의 퇴 부분에도 마루가 깔린 점이 특징적인데, 만약 신발을 벗지 않고 1

층의 퇴 부분을 통과해야 했다면 전돌 바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마루가 깔린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마루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배치(背馳)된다. 다만 조선시대 조정의 전각 

마루 사용 모습을 기록한 문헌에서 자리를 뜻하는 節, 席, 鋪陳등의 사용여부를 

42) 이은주 외,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p.121  

43) 유재빈, 「조선 후기 어진 관계 의례 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2011 에서도 주합

루의 의례 시 규장각신의 복식은 흑단령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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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주합루의 1층인 규장각의 온돌은 장마철 습기로부터 어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칸의 온돌방은 오른쪽 도면에 표시된 두 곳에 위치한 아궁이에서 독립적

으로 운용되었다. (左)주합루의 배면 아궁이의 모습 (右)주합루 1층(규장각) 평면도, 사진 

및 도면출처: 좌로부터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촬영(2005.10),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확인할 수 있고44), 현행 전통의례의 모습으로 보아 주합루의 경우에도 자리를 

깔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규장각지에서는 자리와 관련한 

특별한 절차나 물목(物目)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신발까지의 완전한 복식을 갖춘 각신에 의해 어진이 이동하는 상황은 주합루

의 상하층간에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에 의하면 어진은 2층의 

주합루에 봉안되어 있다가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정기적으로 1층인 규장각의 

온돌방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이동은 규장각지에 규정된 의례 중 

어진이봉의에 의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역시 어진을 옮기는 

의식의 엄중함을 생각해볼 때, 임무를 맡은 각신들은 관(冠)에서부터 화(靴)까지

의 완전한 복식을 갖추고 이봉(移奉)의 예에 준하는 절차를 행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은 누하(樓下)의 난각(煖閣)에다 이봉(移奉)하

고 날마다 점화(點火)하여 습기(濕氣)를 방지한다.45)」

44)  『태종실록』12년 2월 3일

   “우리 조정에서 중국 제도에 의하여 교의(交倚)·승상(繩床)에 앉고 청당(廳堂)에 까는 

것은 모두 자리[席]를 쓰는데, 그 나오는 곳을 캐어보면 모두 민력(民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의 아문(衙門)의 침방(寢房) 외에는 자리를 

쓰지 말게 하소서.”

   我朝依中國之制, 坐以交倚繩床, 而廳堂之設, 皆用席, 原其所自, 皆出民力。 願自今京外

衙門寢房外, 毋用席。

45) 『정조실록』5년 9월 19일

    自五月至七月三朔, 則移奉于樓下煖閣, 逐日點火以防濕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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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평면형식 비고

장녕전

(1721)

移建후의 평면

후대에 삼면에 퇴 부설

(전돌)

안선호 추정안 참조

주합루

규장각

(1776)

上層 下層

화령전

(1801)

좌우 협실 부설(마루)

김동욱 추정안 참조

표 2-4 장녕전, 주합루, 화령전의 바닥형식 비교

  특히 강화행궁(江華行宮)과 화성행궁(華城行宮)에 건립된 장녕전(長寧殿)과 화

령전(華寧殿)은 주합루가 건립된 전·후시기에 세워진 영전(影殿)들로, 이들과의 

바닥형식 비교를 통해 주합루의 건축적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들 세 전각은 공통적으로 어진봉안을 위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심공간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퇴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장녕전의 경우 삼면의 퇴에 전돌이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46) 화령전의 경우에는 양 측면의 퇴를 막아 공간을 구획하고 마루를 깔아 

익실(翼室)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47) 이 중 동익실(東翼室)은 이안청과 연

46) <江華府宮殿圖>와 안선호, 앞의 논문, 2010 의 추정 평면에 의함.

47) 김동욱 외, 「화령전의 제례의식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14 

No.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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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복도각과 연결되어 있다. 

  중층(重層)건축의 상층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주합루의 마루는 뜬 바닥을 만드

는 방식으로의 사용 등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마루의 공간이

용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해야 할 점은 하층의 퇴 공간에도 마루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하층의 퇴는 앞서 살펴본 의례에서처럼 상층으로 오르는 통과동선에 해

당한다. 주합루의 규모인식에서 퇴 부분이 빠져있는 것48), 내진주열(內陣柱列)

과는 다르게 외진주열의 기둥은 방주를 사용한 점 등은 각내와 퇴 부분을 분명

히 다르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바닥형식에 있어서는 각내와 같은 형식

으로 마루를 깔았으며, 경회루와 같이 공간의 위계에 따라 마룻바닥 높이의 차

이를 두지는 않았다. 진전이나 영전 건물의 내부에서 전돌을 대체하며 깔리기 

시작했던 마루가 주합루의 경우에는 퇴 공간에까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년 창덕궁 후원에 조성된 신선원전은 조선시대의 진전 중 최근의 것이

며, 건립 후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유일하게 궁궐 내에서 진전의례가 행해진 장

소라는 점에서 의례와 바닥형식의 측면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신선원전은 총 

12개의 감실로 구성되었으며, 각 감실은 벽면으로 구분하였다. 감실 내부에는 

돗자리와 채요(綵繞)를 깐 용상(龍床)을 두었다.49) 

  신선원전은 다수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지어진 점, 단층의 전각이라는 점에

서 앞서 살펴본 장녕전, 화령전과는 각각 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장녕전 이후의 경우와 같이 내부에는 마루를 설치하였고, 더 나아가 주합루의 

경우와 같이 전퇴의 공간에도 마루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전퇴의 마루 공간은 

전각 내부와 같은 높이가 되었고, 기단에서 섬돌을 딛고 올라서도록 되어 있다. 

진전은 아니지만, 신선원전과 비슷한 시기의 전각으로 볼 수 있는 칠궁 역시 이

와 같이 마루 퇴를 가진 사묘건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 전각에서는 그림 

2-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둥이나 창호의 사용, 단청에 있어서도 

유사한 측면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48) 다음 규장각지의 서문에 의하면, 주합루는 상층은 누(樓), 하층은 헌(軒)이며, 여섯 

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奎章閣在昌德宮禁苑之北 上樓下軒凡六間

49) 국립문화재연구소, 『최후의 진전-창덕궁 신선원전』, 2010,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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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칠궁과 신선원전 마루 퇴의 형태적 유사성. 이미지출처: (左)구글 이미지검색 

(http://images.google.com) (右)국립문화재연구소, 『최후의 진전-창덕궁 신선원전』, 

2010, p.21  

2.2.3 객사 정당과 정청의 바닥형식

  객사는 건물의 중앙에 정당, 또는 정청과 좌·우의 양익헌(兩翼軒)을 갖는 독

특한 건축형식을 갖는다. 이러한 구성은 어느 정도의 법식과 권위가 필요한 건

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성균관 명륜당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50) 본 절에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객사의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

당 또는 정청의 바닥형식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객사의 유구(遺構)들은 일제 강점 시 학교나 면사무소 등

의 건물로 전용(轉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온전한 원형

으로 보기 어렵다.51) 현재 전돌 바닥의 형식은 안성객사 정청을 비롯한 3곳에

서 볼 수 있지만, 이 중 두 곳은 20세기에 복원되었거나 이건된 경우이고, 그나

마 팽성읍 객사 중대청(中大廳)만이 17세기 중엽에 중건된 경우이지만, 이마저

도 확실치 않다. 다만 조선시대의 기록화 중 <월중도(越中圖)>의 제 3면에 표

현된 영월(寧越)객사와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52)에 표현된 초

50)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73

51) 여상진, 앞의 논문, 2005, p.202

52) <동래부사접왜사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본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본이 



35

No. 명칭 건립시기 퇴칸의 
바닥형식

건물내부의 
바닥형식

비고

1 안성객사 
정청

조선초기(1995
년 복원)

- 전돌
조선시대 객사 중  

건립연대가 가장 빠른 
건물

2
팽성읍 
객사 

중대청

1489년
(17세기 중엽 

중건)
전돌 전돌 　

3 온온사 1649년 우물마루 우물마루 정청의 기둥은 원주, 
동·서헌은 방주를 사용함

4
문산관 
정당

1728년
(1979년 이건) - 전돌 대청댐 건설로 이건

5 회인인산
객사 

1655년
(1983년 

해체보수)
- 우물마루 　

6 부여객사 
정당

1704년
(1869년 중수)

- 우물마루 　

7
홍산객사 

정당 1836년 - 우물마루
전면에 문을 달지 않고  

실내를 개방함

8 서산객사 조선 후기 - 우물마루 중앙 3칸의 청에 궐패를  
모심

9 거제 
기성관

15세기
(20세기 

해체복원)
- 우물마루 창호나 벽체 없이 

통간으로  된 마룻바닥

10
장목진객

사

15세기
(조선후기 

중건된 것으로 
추정)

우물마루 우물마루
한일합방 후 면사무소로  

전용 (1914~1953)

11 창녕객사
미상

(20세기 이전) ? 흙바닥
1924년, 1988년 
이전으로 원형을 
유추하기 힘듬

12 다대포객
사 정당

17세기
(1825년 중수)

우물마루 우물마루
일제시기 초등학교로 
전용되었다가 1970년 

이건

13
전주객사 

본전
조선 초기

(1872년 개건) 우물마루 우물마루 　

표 2-5 객사 정당의 바닥형식 목록 

여상진, 앞의 논문, 2005의 전국 객사 목록을 바탕으로 조사

전해지며,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소장본은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모작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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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창 

무장객사 
정당

1581년
(1990년 

해체보수)
우물마루 우물마루

일제시기부터 면사무소로 
전용 되었다가 1990년 

보수

15
순창객사 

정당
1759년

(1981년 개건) - 우물마루

일제시기 초등학교의 
도서실과 교실로 

전용되었다가 1981년 
개수

16
순천 

낙안객사 
본사

1450년
(1857년수리) 

- 우물마루
일제시기 초등학교로 
전용되었다가 최근에 

새롭게 단장함

17 여수 
진남관

1599년
(1716년 재건)

- 우물마루 현재는 내부시설과 
벽체가 없어진 상태

량(草梁)객사의 모습을 통해 객사 정청의 바닥에 전돌이 깔렸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5와 같이 현재 남아있는 객사의 정당 바닥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물마루가 깔려있다.   

  객사의 정당이나 정청은 주로 왕의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지방의 수령이 매

월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던 공간이다. 이러한 망궐례는 임금

이 있던 궁궐에 직접 배알(拜謁)하는 것을 대신하여 봉안된 전패에 행한 공적

(公的)인 의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걸쳐 전배를 봉안했던 공

간인 객사의 정당, 정청은 꾸준한 중수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사의 정당이 전패를 봉안하고 망궐례라는 동일한 의례

를 위한 공간이었다면, 전돌과 마루의 바닥형식이 혼재된 이 같은 현상은 의례 

시 전각의 바닥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 특히 신발의 탈착 

여부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전돌과 마루의 사용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

는바, 바닥형식의 혼재된 현재의 양상만을 놓고 본다면 마루를 사용한 객사 정

당에서는 신발을 벗고 망궐례를 행하였는지 아니면 신발을 신은 채 마루에 올

라 의례를 하였는지 추정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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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월중도(越中圖)> 제3면, 영월객사, 19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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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시대 기거양식과 바닥형식의 관계

  한 문화권의 기거양식은 바닥의 재료 또는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목

재를 가공하여 만든 우물마루, 장마루 등이 좌식의 기거양식에 유리하며, 돌이

나 전돌 또는 강회다짐을 통해 만들어지는 석질(石質)의 바닥형식이 입식의 기

거양식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닥형식과 기거양식 사이의 밀접한 상

관관계에서 생성되어온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한국과 인접한 중국

과 일본은 모두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전근대시기의 일반적인 기거의 

양식은 사뭇 다르며, 사용되는 가구의 종류나 건물 내부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 

관습적 행동의 양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건물의 바닥형식에 있어

서도 각각 전돌, 온돌과 마루, 다다미를 특징적으로 사용한다는 분명한 차이점

을 보인다.      

2.3.1 기거양식의 차이와 바닥형식의 상대적 인식

  조선시대의 문헌과 기록화를 살펴보면,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룻바닥과 좌

식의 생활을 기본적인 기거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 비해, 동 시기 중국인들

은 전돌바닥과 입식의 생활 모습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행(使行)기록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봉사도(奉使

圖)에는 당대(當代) 청(淸)의 조선인식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그 중 제 16폭에 

기록되어 있는 청나라 사신53)과 숙종과의 다례(茶禮) 부분에서는 조선과 청의 

상대적인 공간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창덕궁의 희정당(熙政堂)인데, 건물은 전체적으로 

조선의 궁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工’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고, 숙종과 청

나라 사신은 전돌이 깔린 퇴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며 다례를 올리고 있다. 18

세기의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의 모습이 실제로 그림의 묘사와 같았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대의 일반적인 궁궐 전각의 모습과 19세기의 기록

인 동궐도의 묘사를 통해 볼 때, 봉사도의 희정당은 왜곡된 표현을 통해 실제와

는 다르게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 그림이 흥미로운 점은 공간인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바닥형식의 묘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화가가 직접 현장을 기록하지 못한 

53) 그림에 등장하는 청나라 사신은 1717년부터 1725년까지 총 4차례 조선을 다녀갔던 

아극돈(阿克敦)으로 전해진다. 출처: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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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左)<봉사도(奉使圖)> 제 16폭, 정여(鄭璵), 중국민족도서관 소장, 1725년 경 

(右)『동궐도』 희정당 부분,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1830년 경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써, 양국의 기거 양식적 인식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으

로 보인다. 사실 <봉사도>는 총 4차례 조선을 다녀갔던 청나라 사신이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725년 그려진 그림이다. 그리고 그림

의 화가 또한 사신 자신이 아니었던 점으로 보아,54) 사신의 이야기를 통해 청

나라에 머물던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중 

제 16폭은 “창덕궁 희정당의 당(堂)에 올라 다례를 하였다.” 정도의 정보를 가

지고 그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봉사도의 희정당은 정면에 양영(兩楹)이 

있고, 전돌이 깔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곧 전형적인 중국의 

당을 그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전각을 실제로 보지 못한 청나

라의 화가는 조선의 당 역시 중국과 같은 형태일 것이고, 바닥형식은 전돌로 이

루어졌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거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닥형식 표현의 상대적 차이는 동시

기 조선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의 화가가 그린 중국 건물의 바닥

형식은 전돌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의 화가들은 중국

의 바닥형식이 조선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중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이 공간을 이

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돌 바닥에 바로 앉는 모습이 

발견되며, 조선의 상황과 가까운 좌식의 이용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거양식의 상대적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다음 표 2-6의 그림들에서는 비교적 상세

54) 정은주, 阿克敦 《奉使圖》硏究, 美術史學硏究, Vol.- No.246·24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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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제작시기 공간적 배경 묘사내용 소장처

1 곽분양행락도 19세기 중반 중국의 주택

한국 화가가 그린 
중국 당 시대의 곽
분양(곽자의) 주택
의 상상도

서울역사
박물관

2 영고도 조선후기 상상의 배경

확실치는 않으나, 
곽분양행락도의 
다른 유형으로 
보기도 함

한양대학
교 박물관

3 태평성시도 조선후기 상상의 배경 이상적인 도성과 
도시를 묘사함.

국립중앙
박물관

표 2-6 전돌 바닥의 좌식 이용모습이 기록된 조선후기 회화의 목록

한 바닥형식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림에 등장하는 건물 바닥은 모두 전돌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회화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국의 영향

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는 그림의 소재와 표현방법에 있

어 중국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와 비슷하여 공개 당시 중국의 그림으로 알려

지기도 했다.  

  조선 숙종(肅宗) 연간에 화명(畵名)이 처음 문헌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 <곽

분양행락도(郭汾陽行樂圖)>는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노년의 곽자의(郭子儀, 

697-781)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이다. 곽자의는 당나라 사람으로 안록산(安祿山)의 난을 평정하고 그 공

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져서 곽분양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는 관료로서 성공

적인 삶을 살았고, 장수를 누렸으며, 자손들 또한 번창하여 세속에서의 복을 마

음껏 누린 인물로 알려져 있어 후대에 부귀공명의 상징이 되었다.55) 이 그림은 

교화적인 내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부각되어 조선후기에 많은 수가 병풍으로 제

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간간히 구한말의 가족사진속 배경으로도 등장한다.56) 

현존하는 <곽분양행락도> 병풍들은 거의 대부분 19세기 말 이후의 것으로 보

이는데, 이 그림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는 당(唐)나라의 주택 또는 궁궐의 

전각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에 묘사된 모든 건물의 바닥에는 전돌이 깔려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당시 조선에 영향을 준 중국회화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57), 조선과 다른 중국 가옥제도(家屋制度)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55)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정보 (http://www.museum.go.kr)

56) 김홍남의 연구에서는 현재 약 40여점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홍남, 

「한국〈郭汾陽行樂圖〉연구」, 미술사논단 제34호 p.67-1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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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곽분양행락도>에는 전돌 바닥에서 의자를 사

용하지 않고, 직접 바닥에 앉아 있는 인물들의 묘사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묘사는 좌식의 공간 이용방식의 모습과 동일하며, 조선의 일반적인 

기거양식으로 인한 영향이 그림에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고도(英攷圖)>에서도 역시 건물내부

에 전돌 바닥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영조와 사도세자

의 미화된 이야기를 표현한 상상도로 보기도 하고58), 주 도상을 곽자의 부부가 

함께 축수연(祝壽宴)을 즐기는 장면으로 보기도 하여 <곽분양행락도>의 다른 

유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59) <영고도>에서도 모든 건물의 바닥형식 표현은 방

형의 전돌로 되어있으며, 전돌 바닥에서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앉아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전돌 바닥에서 좌식의 이용방식을 보이는 모순적 묘사는 조선후기의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앞서 살펴본 두 그림의 표현과 같이 전돌로 이루어진 바닥에서 의

자나 평상 등의 가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바로 앉아 있는 인물이 다수 등

장한다. 이 그림은 도상이 전체적으로 중국풍이 강하고,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

던 패루(牌樓)가 등장하며, 전형적인 중국 가옥의 형태를 띄고 있어 중국의 그

림으로 생각되었지만 조선의 기물이 다수 등장하고, 이러한 좌식의 기거양식 표

현으로 인해 현재에는 조선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60)

57) 곽자의를 대상으로 한 <곽분양행락도>풍의 그림은 청(淸) 중기의 <곽자의칠십대수

백관배수도> 등 중국에서도 여러 점이 전한다. 

58) 한양대학교 출판원, 『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전』, 1995, p.367

59) 김홍남, 앞의 논문, 2012, p.93-94

60) 이수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도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4, p.119



42

그림 2-16 <영고도>의 전돌 바닥과 좌식의 이용방식 표현, <곽분양행락도>, <태평성시

도>의 표현 역시 이와 동일하다. 이미지출처: <영고도(英故圖)>, 한양대학교출판원, 앞의 

책, 1995, p.366-367  

2.3.2 좌식의 기거양식과 마룻바닥의 관계

  입식과 좌식의 기거양식과 바닥형식에 관련한 묘사는 그림이 제작된 곳을 판

단할 때, 중국과 조선의 대표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될 만큼 관념적 구속력이 

강하다. 중국과 조선의 기거양식 차이에 대한 이러한 현재의 인식은 조선시대에

도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남긴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a)과 동 시대의 학자 서유구

(徐有榘)가 남긴 『임원경제지(林苑經濟志)』61)(b)를 통해, 이와 같은 당대의 인

61) 『임원경제지』는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榘, 1764-1845)가 의·식·주 및 문화생활 

전반의 지식을 1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수록한 서적이다. 250만 여 자 분량의 

31,697개 기사가 8,400여 개의 제목과 표제어로 구분되어 총 113권 54책의 방대한 

규모로 편찬되었다. 출처: 정명현, 「임원경제지 사본들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奎

章閣 34집, 2009,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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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풍속도와 문헌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후기의 마루와 좌식기거양식의 밀

접한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左)강희언(姜熙彦), 사인삼경(士人三景) 中 

<사인휘호(士人揮毫)>, (右)『林園經濟志』, 贍用志, 廳板 부분, 출처: 좌로부터 한국데이

터베이스진흥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983년 保景文化社 영인본  

식을 살펴볼 수 있다. 

a. “전결(田結)이란 명칭은 멀리 관자(管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신라(新

羅)에서부터 시행되어 고려(高麗) 때까지 이르렀으나 고친 적이 없는 우

리나라의 옛법이다. 중국(中國)은 경(頃)과 묘(畝)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는 결(結)과 부(負)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은 수레[車]를 이용하되 우리

나라는 짐[擔]을 이용하고, 중국은 의자(椅)에 앉되 우리나라는 자리(席)

를 깔고 앉으며, 중국은 친영(親迎)하되 우리나라는 숙부(宿婦)하는 것

은 각각 그 나라의 풍속을 편안하게 여겨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다.62)

b. 중국의 청헌(廳軒)에는 모두 벽돌을 깔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

나다. 그렇지만 습기를 끌어들이는 폐단이 있으므로 앉거나 누울 때 반

드시 의자나 평상(塌)을 사용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사람(東人)은

의자나 평상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거나 눕는다. 따라

62) 算田以結負。不以頃畝者。唯吾東有之。天下之所無也。唯近世行之。中古之所無也。

今有人議結負之法。乃元老宿德之臣。正色以難之曰。田結之名。遠自管子。行于新羅。

至于高麗。未之有改。吾東之古法也。中國以頃畝。吾東以結負。如中國利車。吾東利

擔。中國坐椅。吾東席地。中國親迎。吾東宿婦。各安其俗。不可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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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헌 (廳軒) 에는 모두 나무판자(木板)를 깔고 지면으로부터 한 두

자 정도 떨어뜨려 지면의 습기를 멀리한다.63)

  a와 b는 모두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거양식이 좌식임

을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벽돌로 이루어진 바닥 위

에서 의(椅)64)와 같이 높은 가구를 사용한 반면, 동인(東人)65)은 나무판을 깔고 

앉거나 누웠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중국과 조선의 상반된 기거양식은 

바로 입식과 좌식의 차이를 드는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바닥형식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의 입식생활에서는 전돌 또는 벽돌로 이루어진 바닥이 적합하고, 

조선의 좌식생활에서는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마룻바닥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중국과 조선의 기거양식이 다른 것

에서 기인한 바닥형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다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절대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의 기록들은 건축형식 중에서 특히 주택의 일상적 생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위의 기록들은 당시 조선의 상황

에서 중류층의 기거양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과 조선의 기거양식의 차이는 바닥형식의 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만을 대

표하고 있었던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까닭은 조선에서도 

방어용 성곽의 문루(門樓)와 같이 입식으로만 마루를 사용한 건축군(建築群)이 

존재했다고 생각되며, 주택의 경우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방식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외적 모습은 앞서 살펴본 전돌과 마루의 일반적인 사용모습과는 사

뭇 다른데, 대표적으로 마루를 입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건물의 성격

과 유구를 통해서 볼 때, 입식으로 마루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은 

관아(官衙)나 문루(門樓)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건물들은 건축의 목적상 입식사

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마루가 깔린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방어의 목적

으로 성벽 위에 건립된 문루는 마루 위에서 군사들의 지휘나 전시상황의 감시

를 위해 일상적인 입식 사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림 2-18은 문

경새재의 제 2관문인 조곡관(鳥谷關)의 모습인데, 문루의 주칸(主間)의 바닥에 

63) 안대희,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p.241 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64) 교의(交椅)또는 의자(椅子)를 줄여서 말함.

65) 중국과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동쪽인 조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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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문경새재 조곡관의 평면도(左)와 현황 사진(右) 도면출처: 문경새재 지표

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문경시 공편, 2004, 사진출처: 필자 촬영(2013. 03)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문루의 주칸에는 하부의 홍예구조로 인해 마루를 

설치한 이 같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조곡관 외에도 전국 대부분의 산성(山城)이

나 도성(都城)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사회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거양식은 모든 계층의 

구성원을 전부 포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상황과 계층의 선호에 따

라 일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예외의 상황을 가진다. 가까운 예로, 우

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상류층은 다수의 서민층과 구별되는 서구적인 시설 

설비 및 생활과 기거의 모습을 빠르게 수용하였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하의 계층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도 계층에 따른 기거양식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시

대에는 중국의 영향이, 근대화 시기에는 서구적 영향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시

대에 따라 모방의 대상을 다르게 설정했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림 2-19의 왼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에까지 오른 권대운(權大

運)66)의 기로연(耆老宴)을 기록한 그림으로, 연회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인물들의 

중국식 복색과 머리를 특징으로 본다. 이 그림의 장소적 배경은 서울 남산에 위

치한 권대운의 주택으로 알려져 있으며,67)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 주

택 내부의 별당(別堂) 정도로 추정된다. 연회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깐 것으로 

보이는 마루 위에 신발을 신고 오른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연회

의 모습은 오른쪽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郎官契會圖)>에서 보이는 좌식의 연

66) 조선의 문신. 자는 시회(時會), 호는 석담(石潭). 인종 때에 등제, 1680년(숙종 6)에 

남인이라고 쫓겨났으나 1689년(숙종 15)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갑술옥사 때에 삭출

(削黜)되어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전리(田里)에서 사망하였다. 출처: 『인명

사전』, 민중서관, 2002

67) 서울대학교 박물관,『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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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左)<권대운기로연회도팔폭병풍>부분, 1689,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右)<호조낭관계회도>부분, 155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구의 사용에 있어서 그 차이

가 분명하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중국풍의 연회를 한 것인지, 그림을 

중국풍으로 각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입식의 연회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닥형식의 예외적인 이용모습, 특히 마루의 입식 사용모습은 또 다른 주택을 

배경으로 한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20에서는 주택의 대청마루를 입식의

례에 사용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그림은 <평생도(平生圖)> 중 회혼례의 

부분으로써,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김홍도(金弘道)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의 경우, 혼례를 수용하는 공간이 마당임을 고려해볼 때, 대청에서 

회혼례를 올린 것은 상당히 독특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회혼례를 올리는 동안 비가 내리는 등 특수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

해 볼 수도 있지만, 그림의 상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 상황까지는 정확히 추정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대청에서 회혼례를 올린다는 점 외에도,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가(私家)에서 보계(補階)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흔치 않은 모습으

로 보인다. 보계는 보통 궁궐이나 관아 등에서 열리는 공적인 연회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가정에서 

보계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거양식 또는 양식으로 인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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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회혼례도(平生圖)>, 김홍도, 조선후기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좌식 생활의 모습은 마루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건축의 형식으로서는 주택, 계층적으로는 중류층의 생활

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마루라는 바닥형식 자체가 절대

적 규범을 가지고 입식 또는 좌식 사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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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방어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건물의 마루를 기록한 그림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산제승당(閑山制勝堂)>, 김윤겸, 18세기 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이미지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

재』, 2005,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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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시대 전각의 공간인식과 이용방식

3.1 전각 바닥형식에 대한 일반적 인식

3.2 마루 공간의 위계성과 바닥형식으로서의 인식

3.3 조선시대 전각 마루의 이용 모습

  공간(空間)은 사전적 의미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나 자리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특정한 장소(場所)로 정의된다.68) 즉, 공간은 크기나 형태에 있어 일

정한 기준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당(堂)과 같이 동일 문자로 지

칭되는 규범적 공간일지라도 실재(實在)하는 물리적 형태에 있어서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여지(餘地)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조선에 공통적으

로 존재했던 당은 영(楹)과 같은 의례공간의 규범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는 한

편, 조선의 당 바닥은 마루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므로 바닥 재료의 이질성이라

는 특수성을 동시에 갖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간의 이용방식은 바닥 

재료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두 나라의 전각에서 두드러지는 전돌과 

마루라는 바닥형식은 입식과 좌식이라는 각기 다른 기거양식과 당이라는 유사

한 공간인식의 이중적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장

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16~19세기의 기록화를 통해 조선시대의 바

닥형식과 기거양식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 조선의 전

근대시기(前近代時期) 문헌(文獻)에서 주로 의례공간을 지칭(指稱)하던 문자(文

字)들에 관한 고찰을 통해, 공간인식, 의례 공간의 이용 방식 및 바닥형식 간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69) 

68)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korean.go.kr)

69) 대표적으로 의례공간을 지칭하는 당(堂)과 청(廳), 퇴(退)의 사전적 의미는 청 시기

의 강희자전(康熙字典)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이미 여러 가지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의례가 일어나는 공간을 지칭할 때의 것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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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각 바닥형식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이 절에서는 전돌과 마루라는 바닥형식을 이해하는 현재적 관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동안 전각에서 마루가 깔리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주로 불교 사찰의 

중심건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불전의 바닥형식 역시 석굴 등과 같은 

곳에서 석재를 이용하는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전돌과 마루로 대별된다. 현재까

지 전돌을 깐 것이 확인된 주요 불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

사 대웅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의 고려시대 건물과 무위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등의 조선시대 불전이 있다.70) 

  특히 이 건물들 중에서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위사 극락전등에

는 현재 마루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화엄사 각황전에도 역시 최근에 

마루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찰의 전각에 마루가 깔리는 이러한 현상

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불 행위가 실내화 되면서 신도들이 보다 오랫동안 바닥

에 앉을 수 있도록 마루를 깐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71)  

  

3.1.1 사찰 전각 바닥형식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전돌이 깔린 바닥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마루가 깔린 공간은 신발을 벗은 상태로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은 주로 불

교 사찰의 중심 전각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온 것들이다. 실제로 17세기가 되면 

사찰 전각의 내부에 마루가 깔리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해석

은 예불 행위의 실내화라는 경향이 건축에 반영되어 사찰 전각의 바닥형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내 공간의 장식화 경향 역시 실내화 된 예

불행위로 인한 건축적 변화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건축사를 다룬 대부분의 통사류 서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강근의 연구(1994)에서는 바닥형식의 변화가 불전 내부에

서의 활동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의 경우 바닥전체에 전돌을 깔았으나 불단 앞 한 칸에만 한 단 높여 마루를 깐 

것을 전돌과 마루 사용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설명하여 마루 사용의 선례를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의 

경우 내부에서의 예불 행위를 위해 이동식 마루를 설치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70)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28 

71)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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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현재 중국과 한국의 불교 전각에서의 예불 모습. 

(左)중국 호남성 협산사(夾山寺) (右)韓國佛敎新聞 2013년 7월 5일의 기사 중 

있다.72) 그리하여 불전 내부의 불상 앞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발달하고 불전 안

에서의 법회가 많아지면서 내부의 바닥도 주거의 공간처럼 마루를 깔게 된 것

으로 주장한다. 

  사찰 전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바닥형식에 따른 일반적인 사용방식의 관점

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승려들이 예불의식을 행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각의 바닥형식 변화와 함께 실내의 

장식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평면적으로도 불단의 위치나 높이가 전각 

내부에 사람을 수용하기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창

호, 벽, 불벽의 구성 및 고주의 사용, 공포의 구성 등 많은 부분 역시 전각 내

부공간의 성격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해석에는 신발을 신고 벗는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불 행위가 실내화 되었다거나, 전각 내부의 마룻바닥에 

앉았다고 해서 꼭 신발을 벗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

만, 마루에서 신발을 벗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한, 사찰 전각에 

마루가 깔린다는 것은 내부에서 신발을 벗었을 것이라는 해석과 동일시될 수도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현재 사찰의 전각을 이용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불이 

실내화 되었다는 사실이 꼭 신발을 벗는 행위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전각의 내부에서 신발을 신고 일어서서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각의 내부에서 신

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예불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2) 이강근, 앞의 논문, 199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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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禮 : 儒敎

儀禮空間 : 堂

中國의 堂 : 전돌의 사용

朝鮮의 堂 : 전돌과 마루의 사용

그림 3-2 중국으로부터의 유교의례와 유교의례공간의 전래 

  또한, 유교의례가 입식의 기거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을 생

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유교의례의 공간은 중국의 건축 전통에서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건축은 조적조(組積造)의 강한 전통을 가지며, 특히 바닥형식은 

전돌을 이용해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일반적인 유교 의례공간의 이용방식은 전돌로 이

루어진 바닥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전각에는 마루가 설치되었다는 점인데, 결국 조선에서 원형적인 유교 의례를 행

하는 상황은 마루를 입식으로 사용하게 된 표 3-1의 B와 같은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      



54

3.2 마루 공간의 위계성과 바닥형식으로서의 인식

  마루는 그 형태와 쓰임새가 다양하며, 그 기원에 있어서도 남방기원설, 북방

기원설이 있다. 따라서 마루에 대한 해석과 견해도 다양하다. 그 중 특히 근대 

초기 한국의 주택을 연구하기 시작한 일본 학자들 중 후지시마 카이지로와 무

라타 지로가 각각 제시한 남방기원설과 북방기원설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은 이

후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74) 이렇게 시작된 두 갈래의 견해는 

이후 한국의 학자들에게 이어졌고, 각각 뜬바닥식 건축문화와 어원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결국 한국 주택에 있어 마루는 공간 형식상으로는 

뜬바닥식 건축과 연결되지만, 생활상의 기능과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성 공

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두 가지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75) 

  독립된 전각의 마루는 주택의 마루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온돌과 결합하며 마루가 사용된 반면, 전각은 온돌과 결합하

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마루가 사용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대성전이나 

진전, 객사의 정당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전각

에서 마루는 주택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물리적으로 매우 낮은 높이로 설치되

었다. 이들 전각은 영역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엄격한 공간 규범이 적용되는 당으로 지칭되어온 것으로 보아, 관념적인 공간으

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마루의 의미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어원과 위계적 의미로 사용

된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전각 마루에 대한 당대(當代)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    

3.2.1 마루의 어원과 위계적 성격으로의 사용

  마루는 한자어로 抹樓, 抹樓, 末樓 또는 瑪樓로 표기되는데, 순 우리말인 마

루를 한자에서 차음(借音)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루는 보통 바닥면

에 널을 깐 것으로 정의되며76), 영어로는 ‘wooden floor’로 표기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도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방을 마루로 기록한 경우를 다

74) 전봉희 외,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60

75) 전봉희 외, 앞의 책, 2012, p.95

76)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6-韓國建築辭典』, 보성각, 1993,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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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방에 깔린 마루를 지칭할 

경우에는 온돌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판방(板房)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는

데, 이 경우에는 말루의 차음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김남중에게 전교하기를, “수문장청(守門將廳) 뒤에 공터가 있으니 왕자

와 왕손이 입접(入接)할 곳으로 각각 마루(抹樓) 1칸과 온돌(溫突) 1칸

씩을 성복(成服) 전에 급히 제작하도록 색승지(色承旨)가 검칙(檢飭)하

라.” 하였다.77)

  조선시대에 마루가 위계적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되었던 경우는 주로 존칭의 

형태인 폐하(陛下), 전하(殿下), 합하(閤下), 저하(邸下)등과 같은 조어(措語)의 

형태인 말루하(抹樓下)로 표기되었다. 건축의 공간을 이용한 조어로써 존칭을 

만드는 방법에 마루가 포함된 것이 흥미로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그 뜻은 

여러 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말루하는 주로 귀인의 아내를 칭하는 말로 쓰

여 마노라 또는 마누라의 옛 뜻으로 알려진 바도 있으나, 귀인의 아내 뿐 아니

라 임금의 존칭인 ‘상감말루하(上監抹樓下)’등의 용어도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

는 대원군을 일러 ‘대원위말루하(大院位抹樓下)’라고 칭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볼 

때, 분명 이러한 용어들에는 마루의 위계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기록은 말루하가 대비(大妃)를 뜻하는 경우의 예이다.  

 

김씨가 말하기를, ‘듣건대 우리 말루하(抹樓下)께서 파빈(破殯)하기 전

까지 지탱할 수 있겠는가?78)

  이와 같이 마루가 위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마루의 어원과도 관련성을 찾

을 수 있다. 마루의 기원은 어원학적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산의 높은 

곳인 ‘마루’, 그리고 동물의 수를 세는 ‘마리’ 등과 같은 어원을 가지며, 퉁구스 

족의 유목 천막에서 입구 반대편의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malu’, ‘maro’와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마루의 기능이 기후를 조절하기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신

성함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보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79) 

77) 『承政院日記』, 인조 10년 6월 29일

    傳于金南重曰：“守門將廳後有空基，王子、王孫所接處各抹樓一間、溫突一間，成服前急急造作   

 事，色承旨檢飭。”

78) 『경종실록』, 2년 5월 20일

    則語次間金氏言 聞我抹樓下, 其能支破殯前乎?

79) 전봉희 외, 앞의 책, 201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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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당(左)과 청(右)의 字源

3.2.2 堂과 廳의 어원과 마루와의 관계 

  의례를 위한 공간 또는 의례가 일어날 수 있는 건물의 중심공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글자는 당과 청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전각의 공간 인식은 당과 청

의 자원에 대한 고찰과 사용례를 살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과 청은 모두 형성문자(形聲文字)로,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

분이 합하여 이루어졌다. 당은 土(흙)의 뜻과 尙(상)의 음이 합쳐진 것으로 중국 후

한대의 자서(字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의 풀이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이다. 흙의 뜻과 상의 음을 따른다.

殿也。从土尚聲。坣，古文堂。㙶，籒文堂从高省80)
   

  위의 내용에 따르면 당의 옛 글자(古字)는 坣, 㙶 등인데, 이 중 㙶 자는 높은 

관청이나 집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어원은 당이 대형 건축물이 출현한 뒤에 

생긴 명칭이라는 점81)과 높고 당당하며 웅장해 보인다는 것이라는 『석명(釋

名)』의 해석과도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한다.82) 당은 처음에는 기단을 의미하기

도 하고83) ‘당당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기도 했지만, 건물의 중심이 되는 

80)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殿也。殿者，擊聲也。叚借爲宫殿字者。釋宫室曰。殿，有殿鄂也。殿鄂卽禮記注之沂

鄂。沂，說文作垠，作圻。釋名釋形體亦曰。臀，殿也。高厚有殿鄂也。古音？聲，斤

聲，？聲互通。合音作幾，作畿。是以禮記彫幾謂有沂鄂。堂之所以偁殿者，正謂前有陛

四緣皆高起。沂鄂㬎然。故名之殿。許以殿釋堂者，以今釋古也。古曰堂。漢以後曰殿。

古上下皆偁堂。漢上下皆偁殿。至唐以後，人臣無有偁殿者矣。初學記謂殿之名，起於始

皇紀曰作前殿。葉大慶攷古質疑。博引說苑諸書以證古有殿名。要其所引皆漢人所作書

也。卽六韜亦豈眞周人書哉。从土。尙聲。徒郞切。十部。

81) 李允鉌, 이상해외 옮김,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p.83 

82) 堂猶堂堂高顯貌也, 殿殿鄂也

83) 『맹자(孟子)』, 진심하(盡心下) 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堂高數仞 榱 題數尺 我得志 弗爲也 

   / 몇 길 높이의 당과 몇 자 되는 서까래를  나는 뜻을 이루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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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뜻하기도 했다. 다음의 a와 b의 경우는 연좌(燕坐) 또는 왕좌(王坐)가 

놓여 일정한 격식과 의례가 기대되는 공간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a. 燕坐于华 堂之上。/ 연좌가 당 위에서 빛나다.84)

b. 王坐于堂上 / 왕좌는 당 위에 있다.85)

                                        
  당의 공간적 의미는 가옥(家屋)이나 궁실(宮室)의 제도를 설명하는 해설서나 

도형(圖形)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한 예로 조선 중종(中宗)대의 한자 

학습서였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궁택(宮宅)편에는 다음 c. 와 같이 당을 

실(室)이나 처마(簷,檐)등의 기준을 이용한 상대적 위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이 일정한 곳에 위치한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c. 前爲(室은 後爲), 又簷 階內曰. / 당은 실의 앞에, 처마와 계단의 안

에 위치한다.

                   

  한편, 청(廳)은 지붕의 뜻을 나타내는 广(엄)과 음을 나타내는 聽(청)으로 이루

어져,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 된다. 청(淸)의 『강희자전』에 수록된 청(廳)

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의 d. 와 같이 치관(治官)이 머무는 곳에 지붕을 더한 것

이라는 뜻인데, 현재 정부종합청사 등의 단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d. 廳，屋也。古者治官處，謂之聽。事後語省，直曰聽，故加广.86)

/청은 옥이다. 치관(治官)이 머무르는 곳이 청이 되었다. 후에 지붕

을 더한 것이 되었다.

   또한 다음의『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의 기록에도 기단의 의미를 가진 당이 

등장한다. 

   商人重屋, 堂脩七尋, 堂崇三尺 

   / 상나라는 중옥이 있으며, 당의 남북 길이는 7심 이고, 당의 높이는 석자다. 

   周人明堂, 堂崇一筵 
   / 주나라는 명당이 있으며, 당의 높이는 1연(九尺)이다.

84) 『诚 意伯刘 文成公文集』, 明· 刘基

85) 『孟子』·梁惠王上

86)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廣韻》他丁切《集韻》湯丁切《正韻》他經切， 音汀。《廣韻》廳，屋也。《集韻》

古者治官處，謂之聽。事後語省，直曰聽，故加广。《增韻》聽事，言受事察訟於是。漢

晉皆作聽，六朝以來，乃始加   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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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影印本 『훈몽자회(訓蒙字會)』,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 

궁택(宮宅)편의 당(堂), 1973 영인본 

  청의 자원(字源)은 그림 3-3의 오른쪽과 같이 갑골문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지붕의 의미로 쓰이는 상형(象形)인 엄(广)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일찍

부터 지붕이 덮인 공간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원(字源)적 사

실에 의하면, 중국에서 청은 본래 공간의 쓰임과 형태만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字源)적으로는 물리적 높이가 지면보다 

높은 공간을 지칭하였고, 의미적으로 의례공간의 규범적 특성을 가진다. 당이 

의례를 수용하는 중심공간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의례 

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양영(兩楹)과 동·서실(室)등의 물리적인 공간규범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규범의 구체적 규정들은 각종 의례서(儀禮書)의 문헌 

또는 도설(圖說)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진다. 특히, 의례도는 여러 시기에 걸

친 문헌별로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대부분의 공간형식과 각 공간의 명칭이 동일

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동안 규범적 인식에 따라 충실하게 전

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문헌 중에는 여러 종류의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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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례도설』의 정묘도(左) 와 『의례도』의 정씨대부사당실도(右) 

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도가 망라된 것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중국 청(淸)시기의 

장혜언(張惠言)87)이 송(宋)시기의 문헌을 보충하여 지은 『의례도(儀禮圖)』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당은 크고 높은 건물이나 기단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높은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의례를 수용하는 의미적 중심 공간을 지칭

하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헌과 도설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높이와 위계적 의미 때문에 당은 주로 오르는 곳으로 인식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문헌에서는 승당(昇堂)이라는 동작의 표현

으로 기록되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인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고전인 『논어(論

語)』선진(先進)편의 고사(古事)를 통해 당(堂)과 실(室)을 각각 오르고 드는 곳

으로 표현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子曰 由之瑟 奚爲於丘之門 門人不敬子路 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

/공자가 말했다. “자로의 악기(瑟)88)가 어찌 나의 집에서 연주되고 있

는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자로를 깔보았다.(不敬) 공자가 말했다.

“자로는 당에는 올랐지만(昇堂) 실에 들지는 못하였다.(未入於室)”

  자로(子路)는 공자(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본래 무뢰한이었는데, 공자의 

훈계로 입문(入門)하여 극진히 공자를 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출

87) 청나라 강소(江蘇) 무진(武進) 사람. 자는 고문(皐聞) 또는 고문(皐文)이고, 호는 명

가(茗柯)다. 가경(嘉慶) 4년(1799) 진사(進士)가 되고, 한림원(翰林院) 서길사(庶吉士)

와 편수(編修) 등을 지냈다. 출처: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88) 보통 거문고로 해석하지만 사실 거문고가 아닌 중국의 25현 악기를 말한다. 거문고 

금(琴)자와 함께 부부 사이의 정을 빗대어 금슬(琴瑟)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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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경복궁 집옥재의 내부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북궐도형에서는 청으로 표기

되어 있다. (左)경복궁 집옥재의 실내전경, (右)『북궐도형』의 집옥재 부분, 출처(왼쪽에

서부터)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p.30  『북궐도형(北闕圖形)』, 국립

문화재연구소, 2006 

신 때문에 공자의 다른 제자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공자는 자로의 학

문을 빗대어 ‘당에 올랐지만 아직 실에 들지는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며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곧 자로의 학문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당과 실의 비유는 학문의 수준을 표현하는 중국과 조선의 많

은 기록에 직·간접적으로 인용(引用)되고 있다. 한 예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인 기대승(奇大升)의 시문집인 『고봉집(高峰集)』에서는 퇴계 이황의 제

자들이 선생의 학문을 앞서지 못했다는 뜻으로 “선생보다 앞서 당실(堂室)에 이

른 자는 없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89) 조선시대에 널리 통용되었던 당상관

(堂上官)이라는 관직명을 비롯한 많은 의미적 용례로 미루어 보건대, 당은 분명 

쉽게 이를 수 없는 공간임과 동시에 오르는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조선의 당(堂)이 비교적 같은 성격을 가지고, 오르는 공간으로 인식되

는 것과는 달리 바닥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兩國)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

인다. 중국의 당 바닥이 모두 전돌로 마감되어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

하는 공간임에 비해, 조선의 당은 전돌로 이루어진 것과 마루로 이루어진 것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조선의 경우, 당의 표기(表記)를 통해서는 바닥형

식을 예상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경우 마루가 깔린 청(廳)과는 바닥형식의 관

점에서 볼 때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의 오른쪽과 같이, 청(廳)은 치관처(治官處)라는 자원적(字源的) 의

89)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則退陶之門。學者雖盛。殆未有先先生而堂室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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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함께, 『동궐도형(東闕圖形)』이나 『북궐도형(北闕圖形)』에서 방(房), 루

(樓), 고(庫)등과 함께 사용되며 주로 치소(治所)로 사용된 공간을 표기하는데 

쓰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궁궐의 유구를 통해서 볼 때 청은 거의 모

든 경우 마루가 깔린 양상을 보인다. 궁궐 내 대표적인 중국풍(中國風)건물로 

볼 수 있는 경복궁 집옥재(集玉齋)의 경우에도 청으로 표기된 공간은 마루가 깔

려있음을 볼 수 있으니, 청은 마루가 깔린 공간이라는 귀납적(歸納的) 전제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90) 따라서 청으

로 표기된 공간의 바닥형식은 어느 정도 마루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기

를 통한 바닥형식의 추정을 연구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91) 

  청의 대표적인 용례는 대청(大廳)인데, 재료적 특성을 가진 글자들의 조합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마룻바닥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92) 조선시대에도 특

별히 전돌이 깔린 청의 공간은 벽청(甓廳)이라고 하여 따로 칭하였던 점을 보

면, 청의 바닥형식을 마루로 인식하는 경향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벽

청(甓廳)은 조선에서는 실례(實例)를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나라의 가

옥(家屋)제도를 묘사하는 연행록(燕行錄)에 주로 등장한다. 다음의 기록1828년 

집필된 것으로 전해지는 『부연일기(赴燕日記)』의 내용이다.93)    

궁궐과 묘사(廟寺) 등처에는 밖에 패루(牌樓)가 있는데 역시 면장(面

墻)이 있고 면장에는 용(龍)과 사자 등의 무늬를 놓았으며, 혹은 채색

한 질그릇을 썼고 혹은 순수한 도기(陶器)도 써서, 채색한 기와와 조

각한 담장의 화려함이 비길데 없다. 비록 서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사

치를 한껏하니, 원래 막는 법이 없다. 옹대(甕臺)와 채루(彩樓)도 가끔

있으며, 집집마다 모두 벽청(甓廳)이 낮아서 우리나라 나무 대청(木井

大廳)의 크고 편리함만 같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94)

  

90) 안성객사나 팽성읍 객사의 경우 의례를 위한 중심 건물의 바닥이 전돌임에도 불구

하고 정청 또는 중대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91) 관련연구로는 김성준, 「17세기 이후 궁궐 실내 바닥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

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등이 있다.  

92) 張起仁, 『韓國建築辭典』, 普成閣, 2005, p.519 에서는 대청을 대청마루와 동일한 

용어로 보고, 1. 한식 건물에 있어서 바닥을 마루널로 꾸민 넓은 방, 2.관청·공공건물

의 마루를 깐 큰 방, 3. 사사집의 몸채 가운데에 있는 마루로 정의하고 있다. 

93) 『부연일기』는 작자 미상의 연행록(燕行錄)으로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사

본. 1828년(순조 28)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 이구(李球)의 의관 겸 비장(醫官

兼裨將)이 연경사(燕京使)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에 쓴 연행 기록이다. 출

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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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록에서, 벽청은 전돌이 깔린 중국의 접견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일반적으로는 대청의 재료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비해, 위의 기

록에서는 중국의 벽청에 대비되는 조선의 마루에 대한 표현으로 우물마루로 된 

대청(木井大廳)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조선시대에서부

터 청은 자연스럽게 마룻바닥의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래 관청의 공간만을 뜻하던 청은 언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인

지는 알 수 없지만 마루라는 바닥형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실제로, 문헌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청당(廳堂), 정청(正廳), 대청(大廳), 청사(廳

事), 청헌(廳軒) 등의 단어가 지칭하는 곳은 마루가 깔린 공간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95) 또한, 조선 중종 13년에 쓰여진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의 

양씨의양(楊氏義讓, 그림 3-7)편에는 청당(廳堂)을 대청으로 지칭하고 있다. 양

씨의양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위(魏)나라이다.    

  청 역시 당과 마찬가지로 오르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세종 연간에 예조에서 

올린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96)의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청에 오르는 의례

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청에 오르는 의례 및 기록은 다수 존재하

며, 대표적인 예로 다음 a, b의 두 기록을 소개하기로 한다.      

   

a. 납채(納采)에 주인이 갖추어 쓰고 일찍 일어나서 가묘(家廟)에 고하

고, 드디어 자제(子弟)로 사자(使者)를 삼아 성복(盛服) 차림으로 공주

(公主)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역시 성복하고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 청

사로 오르면(升廳事)97)... 후략

b. 원접사 이정구가 아뢰기를,

“평소 빈접(儐 接)하는 신하는 조사(詔使)와 서로 접견하는 예가 본시

94) 宮闕庙寺等處。外有牌樓。亦有面墻。面墻施以龍獅等繪。或用彩甆。或用純陶彩瓦雕

墻。華麗不比。雖庶人之屋。侈奢張大。元無防限甕臺彩樓這這有之。室皆甓廳。低陷可

恨。無如我國之木井大廳之軒然爽便矣。  

95) 청으로 불리우면서 마룻바닥이 깔리지 않은 극소수의 예외로 전돌이 깔린 객사의 

중심건물을 정당(正堂) 또는 정청(正廳)으로 혼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96) 왕녀(王女)가 시집가는 의식. 의식 차례는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동뢰

(同牢), 공주 현구고(公主見舅姑), 공주 현사당(公主見祠堂), 서 조현(婿朝見)의 순서로 

되어 있음. 출처:『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97) 『세종실록』, 17년 1월 23일

    納采: 主人具書, 夙興告于家廟, 乃使子弟爲使者, 盛服詣公主家, 主人亦盛服出(逆)

〔迎〕使者, 升廳事。...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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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廳堂의 대청으로의 해석, 『이륜행실도』, 조신(曺伸) 1518(중종13), 초간본 영인본

규례가 있어서 청위(廳上)에서 서로 접견하고 교의(交椅)에 마주 앉아

서로 대하는 사체가 대체로 빈주(賓主)의 사이와 같았습니다. 병란 이

후 중국 대소의 장관(將官)이 접반사(接伴使)를 배신(陪臣)이라 하여

비록 상신(相臣)을 사신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다만 섬돌(階) 위에서

절하고 보게 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뜰(庭)에서 보게 하였습니

다.98) … 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과 청은 단일 글자나 단어로써 건물의 의례 공간을 

지칭하는 언어로 병용(竝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과 청이 

98) 『선조실록』, 34년 11월 16일

   遠接使李廷龜啓 曰: ※平時儐接之臣, 與詔使相接之禮, 自有規例, 相見於廳上, 對坐於

交倚, 其相遇事體, 略如賓主, 亂後大小將官, 以接伴使爲 陪臣, 雖以相臣爲 使, 只得拜

見於階上,其餘則皆爲庭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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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으로 동일시되는 공간은 아니었다. 당과 청의 인식에 대한 상대적 관점의 

차이는 다음의 조선 숙종(肅宗) 때의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이 엮은 『산림경제

(山林經濟)』의 복거(卜居), 청당(廳堂)편에 잘 나타나 있다.

   

청 뒤에 부엌을 내서는 안된다.

화당의 응간은(畫堂應干) 짝수(偶數)를 쓰면 집안이 대체로 화목하다.

청만 있고 당이 없으면(有廳無堂)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온다.

안방을 나누어 청을 만들면 끝내 불리하고 청을 나누어 안방을 만드는

것은 무방하다.99)

  위 기록의 ‘청만 있고 당이 없으면 고아와 과부가 많이 나온다.’라는 구절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예(禮)를 경시(輕視)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

이 생길 수 있다.” 의 과장된 표현 정도로 보는 것이 실용적인 관점으로 서술한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을 대청

으로, 당을 사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 경우를 적잖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다

음의 『상변통고(常變通攷)』100), 통례(通禮)편을 통해서 한 예를 확인할 수 있

다.  

일찍이 하나의 가묘를 세우고자 하여, 작은 오가옥(小五架屋)의 뒤편 한

칸에 긴 감실 당(長龕堂) 하나를 만들고, 널빤지로 막아서 네 개의 감실

당을 만든다. 당에 위패를 모셔 두고, 당 밖에는 발을 드리운다. 소소한

제사를 지낼 때는 단지 그 곳에서만 하고 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위패를

밖으로 낼 것을 청하여 당이나 청에서(或堂或廳上) 지내도 괜찮다.101)

99) 원문의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DB를 참조하였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廳後不宜作龜頭。畫堂應干。須用偶數。則主家和睦。有廳無堂。孤寡難當。裏爲廳終
不利。柝廳爲裏則無妨。

100) 조선 후기의 학자 유장원(柳長源)이 『가례(家禮)』의 체재에 따라 상례(常禮)ㆍ변

례(變禮)에 관한 제설을 참조, 편찬한 책. 30권 16책. 목판본. 1830년(순조 30) 종증

손 치명(致明) 등 문인ㆍ후손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수 말에 치명과 이병원(李秉

遠)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

과

101) 원문의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DB를 참조하였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嘗欲立一家廟 小五架屋，以後架 作一長龕堂 以板隔截作四龕堂。堂置位牌，堂外，用

簾子。小小祭祀時，亦可只就其處，大祭祀則請出，或堂或廳上，皆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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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과 청은 단일글자나 글자의 조합을 이용하여 의

례 공간 또는 건물의 중심공간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었지만 분명히 다른 공

간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당과 청은 공통적으로 오르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

며, 이러한 표현은 물리적 높이와 중심 공간의 위계적 성격이 공간인식에 투영

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마루가 깔린 공간이라는 재료의 인식이 

내재되어 사용된 것은 당과는 다른 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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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선시대 전각 마루의 이용 모습: 16~19세기 기록화의 분석

  조선시대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계층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택에서도 

입식의 연회나 행사가 존재했고, 마루라는 바닥형식이 절대적으로 입식의 사용

을 제약하지는 않았던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래

는 바닥이 전돌로 이루어져 신발을 벗지 않는 입식을 전제로 한 의례 공간의 

바닥형식이 바뀌어 마루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대

한 예상이 가능하다. 

  첫째, 신발을 신고 치러졌던 입식 의례가 마루라는 바닥형식에서 기대되는 좌

식 이용방식에 따라 신발을 벗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에는 건물의 내·외부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벗는 번거로운 절

차가 추가되고, 자신이 신발을 벗어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102) 사묘건축의 의례동선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

기지만,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은 거의 모든 경우 다르다. 따

라서 의례의 동선이 바뀔 수 없다면, 행례의 참여자가 들어갈 때 벗어 놓은 신

발을 다른 누군가가 옮겨주어야만 맨발로 건물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입식의 의례가 마루라는 바닥형식에서 기대되는 사용모습을 따르지 않

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마룻바닥이 신발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마루의 관습적 사용 형태에 반하는 사용행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의 가능성이 있다. 이 중 마룻바닥의 오염 부담은 사실 의례 시 바닥에 

깔았던 자리103)에 의해 상당부분 경감(輕減)될 수 있다. 따라서 의례공간의 마

루가 주택의 마루에서 보이는 생활 관습적 사용과는 구분되어, 다른 모습으로 

사용 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다. 

  위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의 의

례를 기록한 그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의례시의 바닥 사용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시대의 기록화는 행사의 공간과 장면을 펼쳐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실감이 배제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104),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례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

102) 조재모, 「좌식공간관습의 건축사적 함의: 신발의 문제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

구, Vol.21 No.1, 2012 에서는 신발을 벗어놓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한국 건축의 공간을 해석하였다. 

103) 簟, 席, 鋪陳 등을 말한다. 

104)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1』, 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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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전 의례도 제작시기 공간적 배경 소장처

1 - 호조낭관계회도 1550 호조추정 국립중앙박물관

2 - 과거은영연도 1580 의정부추정 일본양명문고

3 북새선은
도

길주과시도 1664 길주관아 국립중앙 박물관

4 기사계첩 기사사연도 1720 기로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표 3-2 관아 마루의 이용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화 목록 

록화의 바닥형식 표현은 대부분 전돌과 마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의례

가 일어났던 전각의 장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구나 문헌 기록을 통한 부가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기록화의 장소적 배경은 크게 의정부(議政府), 예조(禮曹)등의 

관아와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등의 궁궐내의 전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전하는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화는 불과 몇 점이 되지 않고, 대부분 

16~19세기에 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자료상의 한계를 가진다.  

    

3.3.1 관아 청사(廳事)의 마루

  관아(官衙)는 조선시대의 문헌기록에서 관부(官府), 관청(官廳), 공아(公衙), 

관서(官署)라고도 표기되었으며, 특히 공해(公廨)라는 말은 국가적인 공무를 집

행하는 건물을 의미했다. 관아는 넓은 의미로 수령의 정청인 동헌(東軒), 국왕의 

위패를 모시는 객사(客舍), 고을 양반들의 대표자인 좌수와 별감이 있는 향청

(鄕廳), 아전들의 근무처인 질청(秩廳), 기생과 노비들이 사용하는 관노청(官奴

廳), 군사를 관장하는 군기청(軍器廳)등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아의 의미에 육조(六曹)나 종친부(宗親府), 의정부(議政府), 기로소(耆老所)등

의 관영 건물들까지를 모두 포함시키고자 한다.     

  관아의 행사나 의례를 기록한 그림은 일반적인 기록화의 분포와 비슷하여, 

이른 것으로는 임진왜란 전의 1580년에 그려진 <과거은영연도(科擧恩榮宴圖)>

에서부터 최근의 것으로는 19세기의 <평생도> 중 소과(小科)응시부분에 이르기

까지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 중 마룻바닥의 형식

과 입식의례와 관련한 모습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약 9점의 기록화의 공간

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로소에 관련한 기록화가 5점으로 가장 많고, 의

정부, 예조, 종친부 등 도성 내의 관아에서 치러진 의례의 기록이 3점, 길주관

아를 배경으로 한 것이 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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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진기사
연회첩 갑진기사연회도 1724 기로소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6 기사경회
첩

영수각친림도 1744 기로소 
영수각

국립중앙 박물관

7 - 종친부사연도 1744 종친부청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8

영조을유
기로연·경
현당수작
연도병

영조을유기로연도 1765 기로소 
영수각

서울역사박물관

9 - 영수각송 1765 기로소 
영수각

한국학중앙연구
원 장서각

10 평생도 소과응시부분 19세기 예조 국립중앙 박물관

그림 3-8 옛 지도상의 기로소 표기, (左)도성도(都城圖) 부분, 輿地圖, 18세기 중엽, 서

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右)수선전도(首善全圖) 부분, 19세기 중엽, 개인소장 

  기로소는 한성 중부 징청방(澄淸坊), 즉 지금의 광화문 교보빌딩 근처에 자리

하여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순조 2년(1909) 기로소 관제가 폐지되고, 

순조 4년 6월 기로소 건물이 정악전습소(正樂傳習所)로 전용된 후, 다음해 1월 

토지와 전각이 조선총독부에 인계되었다. 기로소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임

진왜란으로 일부 건물이 없어졌고 인조 때 다시 세워져 운영되다가 숙종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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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上) <영수각친림도> 부분, 기사경회첩, 174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下) <영수각송> 부분, 176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소하던 1719년에 비로소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105) 기로소는 영수각(靈壽閣), 

기영관(耆英館)등 여러 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졌는데, 이중 영수각은 어첩(御帖)

을 봉안한 중심건물로써 운영되었다.106) 

  전술한 것처럼 영수각에는 어첩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봉안(奉安)봉심(奉審)

등의 의례가 행해졌고, 영수각의 의례공간은 당(堂)으로 인식되었다.107) 따라서 

105) 『숙종실록』에 따르면 영수각은 1719년 6월에 완성되었다. 

106) 기로소의 연혁, 기능, 위치, 규모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용윤, 「朝鮮後期 寺刹에 

건립된 耆老所 願堂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회, 2005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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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과거은영연도> 부분, 작자미상, 1580년, 일본 양명문고 소장

이 공간은 주로 왕 또는 당상관 이상의 신하들이 출입하였다. 의례나 행사의 구

체적인 모습은 앞의 그림 3-9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행사 참여자들은 모두 관

(冠)에서부터 신발(靴)까지의 복식을 완전히 갖춘 모습이다. 『기사지』에는 영

수각은 1칸의 각(閣)에 4면에 퇴(四面前退)를 갖춘 것으로, 기영관(耆英館)은 2

칸의 방에 6칸의 마루(房二間軒六間)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왼쪽의 건물

이 기영관, 오른쪽의 건물이 영수각으로 생각된다. 기로소의 행사를 기록한 모

든 그림에서 두 건물의 마루 위로 오른 행사 참여자들은 신발을 벗지 않은 것

107) 『일성록』, 영조 41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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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左) <길주과시도>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64

                    (右) <소과 응시부분(평생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으로 보인다.  

  1580년(선조 13) 의정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알성시(謁聖試)의 급제자에게 

국왕이 내린 은영연의 광경을 기록한 <과거은영연도>에서는 건물 내와 보계 위

에서 모두 입식의 가구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의례에서는 

대부분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과 대조해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의 정면 3칸의 건물 안에는 6인의 시험관들이 독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무용수들의 춤을 바라보고 있으며, 건물의 퇴 공간에는 대기 중인 

무희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한 줄씩 줄지어 앉아 있다. 건물의 뜰에 설

치된 보계에는 좌측과 우측에 무과와 문과 급제자가 각 38명, 12명 그려져 있

는데, 새로운 급제자 중에는 후에 조야(朝野)의 지도자가 된 이항복(李恒福, 

1556∼1618), 한술(韓述, 1540∼1616), 여유길(呂裕吉, 1558∼1619)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중의 <길주과시도(吉州科試圖)>나 <평생도(平生

圖)>중 소과응시부분은 공통적으로 과거시험이 치러지는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

다. 두 그림 모두 시험관이 위치한 건물의 마루를 입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이 보인다. <길주과시도>는 1664년 함경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문무 양과를 기

록한 것으로, 문과시험은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민정중(閔鼎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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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左)<종친부사연도>부분, 1744,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右)<숙천제아도> 中 종친부 부분, 1865, 미국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 소장

1628~1692), 어진익(魚震翼, 1625~1684)을 시험관으로 하여 길주 관아의 마

루와 마당에서 치러졌고, 조금 멀리 떨어진 마당에서는 짚으로 된 표적을 맞추

는 무과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108) 한편, <평생도>의 소과응시부분은 생원(生

員)·진사(進士)를 뽑는 소과 시험의 장면으로, 합격자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을 부여받았다. 이 소과 응시 장면의 전체적인 묘사는 시험장의 엄숙한 분위기

와는 거리가 먼데, 이 때문에 부정한 과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109) 

  하지만 의례나 연회 시 모든 관아의 마루를 입식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은영연과는 달리 종친부(宗親府)에서 열린 연회를 기록한 

1744년의 그림에서는 종친부 건물내부에 참석자들이 모두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영조의 기로소 입사(入社)를 기념한 진연(進宴)을 

마치고, 영조가 종친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준 사연(賜宴)장면을 그린 것이다. 

구도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시법(俯瞰視法)이 적용되어 있지만, 

38인의 참석자를 모두 그리기 위해 건물의 기둥을 높게 뽑아 올린 것처럼 묘사

하였다.110) 연회는 1744년 종친부의 관대청(官大廳)에서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후기의 문신 한필교(韓弼敎, 1807~1878)의 화집(畵集) <숙천제아도(宿踐諸

衙圖)> 중 종친부 부분에서 보다 사실적인 건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108) 송희경, 「한국미술산책-북새선은도」, 2012

109) 허인욱, 『옛 그림속 양반의 한평생』, 돌베개, 2010, p.405-408

110) 윤진영, 서인화, 『조선시대 연회도』, 민속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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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호조낭관계회도> 부분, 작자미상, 1550년 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의 시차는 약 120년가량인데, 건물의 규모는 각 정면 세 칸과 다섯 칸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1740년경에는 연회가 열렸던 장소인 세 칸의 대

청만 존재하였던 것인지, 그림에서는 좌우의 방이 생략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조선시대의 계회도에서도 역시 관아의 마루에서 좌식의 가구를 사용한 

연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계회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550년경

의 작품으로 전하는 <호조낭관계회도(戶曹郎官契會圖)>에서는 전체적으로 마루 

위에 자리를 깐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전·현직 낭관 8명이 좌식의 가구인 소

반(小盤)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좌측 상단의 인물이 무릎을 꿇은 부분에서 

신발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12의 좌측 상단 확대부분 참

조). 그림 속 인물의 복식은 이 시기 상복이었던 홍단령(紅團領)인 것으로 보이

며111),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소반을 앞에 둔 

111) 이은주 외,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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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다른 7명의 참석자들 모두 동일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단령을 착

용한 이후의 다른 계회도에서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기록화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관아의 마루는 공무 시 당상관이 주

로 입식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루에서의 연회는 입식 또는 좌식

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루의 사용모습을 그린 조선 초

기의 기록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지만, 다음의 두 조선왕조실

록 기사를 통해 통상적으로 관아의 마루를 사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 의장 법도(儀章法度)를 바루었다. 예조에서 상소하였다.

“국가의 의장 법도(儀章法度)가 위로는 조정의 제도를 따르고, 혹은 전

조(前朝) 때의 구제(舊制)를 인습(因襲)하였으니, 찬연(粲然)하여 차서

(次序)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 등이 조정의 제도를 보건대, 당상관(堂上官)은 교의

交倚에 앉고, 여러 낭관(郞官)은 당(堂)에 올라 접(接)해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조(前朝)에서도 전서(典書)는 발이 없는 평상(無足平床)에 앉

고, 여러 낭관(郞官)은 원의(圓議)를 당하면 당(堂)에 올라 남쪽 줄에 앉

되, 단석(單席)에 앉고, 의논이 끝나면 곧 나갔습니다. 지금은 여러 낭관

(郞官)과 당상관(堂上官)이 함께 교의交倚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니, 이

미 중국中國의 제도를 잃었고, 또 전조(前朝)의 구제(舊制)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당(堂)에 올라 남쪽 줄에 동쪽을 위(上)로

하여 단석(單席)에 앉게 하고, 당상관은 임시로 하좌(下坐)하게 하며, 의

논이 파하면 여러 낭관은 본청(本廳)에 내려와서 공무(公務)를 행하게

하소서. 또 교의(交倚)의 제도가 교상(交床)보다는 높[尊]사오니, 이제부

터는 각 아문(衙門)에 본품(本品)이 교상(交床)이 없는 자는 교의(交倚)

에 앉지 말고 승상(繩床)에 앉게 하소서.112)

b. “우리 조정에서 중국 제도에 의하여 교의(交倚)·승상(繩床)에 앉고 청당

112) 『태종실록』, 4년 5월 25일 

   正儀章法度。 禮曹上疏曰:

   國家儀章法度, 上遵朝廷之制, 或因前朝之舊, 可謂粲然有倫矣。 然其間制度, 尙有未備

者焉。 臣等伏見朝廷之制, 堂上官得坐交倚, 諸郞 不得升堂接坐 在前朝, 典書坐無足平

床, 諸郞 當圓議, 則升堂, 於南行單席而坐, 議畢卽 出。 今諸郞 堂上同坐交倚署事, 旣 

失上國之制, 又非前朝之舊。 自今應議事則升堂, 南行東上席坐, 堂上官權宜下坐, 議, 諸

郞 下本廳, 承行公務。 且交倚之制, 尊於交床, 自今各衙門本品無交床者, 不得坐交倚, 

許坐繩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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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堂)에 까는 것은 모두 자리(席)를 쓰는데, 그 나오는 곳을 캐어보면

모두 민력(民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서울과 외방의

아문(衙門)의 침방(寢房) 외에는 자리를 쓰지 말게 하소서.”113)

  a와 b는 모두 태종 연간의 기록으로, 당시의 조정 및 관아의 마루인 당과 청

을 이용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담겨있다. a의 기록에는 관아의 고급관리인 당

상관이 당에서 입식의 가구인 교의를 사용하는 것을 합당하게 보는데 반하여, 

그보다 하급관리인 낭관은 돗자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단석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구와 출입할 수 있는 공

간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에 의하면 이러한 당과 청의 마루에는 자

리가 깔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때문에 신발을 벗지 않고도 입식의 생활이 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마루위에 까는 자리의 수요가 많아 민력

의 수요가 심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장소에만 쓸 것을 

말하고 있다. 이후 후속기사의 부족으로, b의 의견대로 자리를 쓰지 않고 마루

를 입식으로 사용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히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던 조

선시대 관아의 마루는 계층에 따라 입식과 좌식 등 이용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3.3.2 궁궐 전각의 마루

  조선시대 기록화의 주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왕실의 행사는 궁궐의 전각이나 

마당을 그 배경으로 한다. 시대적으로는 거의 조선후기의 것들이며, 그 이전의 

기록화들은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란 후 혼란한 사회의 

재정비와 국가의 체제를 재정립하면서 행사가 자제되었고, 전문 화원의 손실로 

기록화의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14) 하지만 영조조(英

祖朝)에 이르러 다시 의궤(儀軌), 전집(全集)을 비롯해 많은 수의 기록화가 제작

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마루가 깔린 궁궐 전각의 사용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은 1720년의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를 시작으로, 19세기 초반의 

<왕세자수하도(王世子受賀圖)>에 이르기까지 약 10여점에 이른다. 

113) 『태종실록』, 12년 2월 3일

   我朝依中國之制, 坐以交倚繩床, 而廳堂之設, 皆用席, 原其所自, 皆出民力。 願自今京外

衙門寢房外, 毋用席。

114) 최윤철, 「조선 중기의 기록회화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지 제 4집 Vol. 

4, 2005,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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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전 의례도 제작시기 공간적 배경 소장처

1 기사계첩 경현당석연
도

1720 경희궁 
경현당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 기사경회첩 경현당선온
도

1744 경희궁 
경현당

국립중앙 박물관

3 영조을유기로연·경
현당수작연도병

경현당수작
연도

1765 경희궁 
경현당

서울역사박물관

4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1784 창덕궁 
대은원

국립중앙 박물관

5 문효세자책례계병 수책도 1784 창덕궁 
중희당

서울대학교 
박물관

6 화성능행도 낙남헌양로
연도

1795 화성행궁 
낙남헌

국립고궁박물관　

7
왕세자두후평복진

하도병 제 4폭 19세기
창덕궁 
인정전

고려대학교 
박물관

8 왕세자두후평복진
하도병

제 8폭 19세기 창덕궁 
중희당

고려대학교 
박물관

9 왕세자입학도첩 수하도
19세기 
초반

창덕궁 
시민당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0 - 회강반차도 연대미상
궁궐전각으로 

추정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 - 의례도 연대미상
궁궐전각으로

추정 개인소장

표 3-3 궁궐전각 마루의 이용모습을 볼 수 있는 기록화 목록 

  본 절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궁궐 전각을 배경으로 한 기록화는 경희궁

의 경현당을 배경으로 한 것이 3점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비교적 기록화를 충

실히 남겼던 기로회(耆老會)가 치러진 장소가 경희궁의 경현당 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현당은 인조(仁祖)3년 건립된 경희궁 동궁영역의 정당(正堂)으로, 

『궁궐지(宮闕志)』에는 주로 세자가 경서를 강독하고 하례(賀禮)를 받는 곳으

로 기록하고 있다.115)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자 외에도 임금에 의해 

강연과 인견 등의 목적으로도 다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로회의 연회도 

대부분 이곳에서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경현당을 배경으로 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화는 1720년에 제작된 기사계

첩(耆社契帖)에 포함된 <경현당석연도>이다. 이 계첩은 1719년 59세가 된 숙

종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왕의 입기로소(入耆老所) 

행사를 기록한 것인데, 경현당에서 열린 기로신에 대한 잔치를 기록한 것이 경

115) 신지혜, 「17~18세기 경희궁 동궁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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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서궐도안의 경현당 모습, 신지혜, 「17~18세기 경희궁 동궁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2 에서 재인용

현당석연도이다. 이 그림을 통해 보면 당시의 연회에는 기로신 뿐 아니라 문무

백관이 다수 참석했었고, 악단과 무동이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현당 대청 

중앙에는 어찬이, 오른편에는 왕세자의 시연위가 배치되었고116), 최규서117)(崔

奎瑞, 1650(효종1)∼1735(영조11)를 비롯한 10여명의 기로신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도 여느 궁궐 연향과 마찬가지로 보계(補階)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설치된 보계의 중앙부분에는 기로신(耆老臣)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데, 이들이 사용한 가구는 소반과 같은 좌식의 가구로 확인된다. 그 뒤로는 상

116) 왕과 왕세자를 그리지 않는 것은 궁중기록화의 일반적인 전통이다. 

117) 조선의 문신. 자는 문숙(文叔), 호는 간재(艮齋)ㆍ소릉(小陵)ㆍ파릉(巴陵), 시호는 

충정(忠貞). 본관은 해주(海州). 1723년 영의정에 올라 다음해 기로소(耆老所)에 들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가 치사(致仕)했다. 출처: 인명사전편찬위원회,『인명사전』, 

민중서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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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기사계첩 중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172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복(常服)을 입은 채 신하들이 신발을 신고 서 있고, 이와 같은 공간이용방식은 

경현당의 대청 위에 선 신하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왕세자위의 

남북에 앉은 여섯 명의 신하들은 신발을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앉은 것으로 확

인된다. 이 그림에서 왕과 왕세자, 기로신이 사용한 가구는 좌식으로 볼 수 있

지만, 복식은 신발까지를 갖춘 입식으로 볼 수 있다. 

  신발 착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입식사용의 양상은 1744년과 경현당에

서 치러진 영조의 입기로소 연회를 기록한 <경현당선온도(景賢堂宣醞圖)>와 

1765년의 <영조기로연·수작연도병풍(英祖耆老宴·受爵宴圖屛風)>에 묘사된 경현

당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744년의 행사는 촛불이 그려진 것으

로 보아 해가 진 이후에 열렸던 것으로 보이고, 행사의 참여자도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인다. 이 그림에 표현된 경현당의 모습은 1941년의 또 다른 경현당의 

모습이 담긴 <경현당도어필화재첩(景賢堂圖御製御筆和載帖)>118)과는 달리 동측

(東側)의 협칸(夾間)이 실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1741년과 1744년의 사이에 

경현당의 동측 협칸의 마루가 앞에는 퇴를 두고, 방으로 개조되었던 것이 아닌

118) 이 화첩(畵帖)은 경희궁(慶熙宮)의 경현당(景賢堂)에서 영조(英祖)가 승정원 승지 

및 홍문관 관원들과 더불어『춘추(春秋)』강독을 마친 것을 치하하면서 베푼 선온(宣

醞)을 기념할 목적으로 1741년 제작한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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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중 <경현당선온도>, 174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 생각된다. 이후의 경현당을 기록한 그림인 1765년의 <경현당수작연도>에도 

동측의 협칸은 전면에 퇴를 둔 방으로 묘사되어 있다. 

  창덕궁의 전각을 배경으로 한 그림 중 마루의 사용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은 문효세자(文孝世子) 보양청계병과 문효세자 책례계병의 수책도로 두 작품 모

두 1784년에 제작되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은 세자가 태어난 지 세 번째 해

인 1784년 1월 보양관(輔養官)들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행사를 그린 것으

로, 장소적 배경은 창덕궁의 대은원(戴恩院)이다. 대은원은 편전 영역의 행각으

로, 선정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119) 이 날의 행사기록은 『정조실록』 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원자(元子)와 보양관(輔養官)이 상견례(相見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대은

원(戴恩院)에 나아갔다. 원자가 동쪽으로 향하여 서고 보양관 이복원(李

福源)·김익(金熤)이 서쪽으로 향하여 서서 보양관이 배례(拜禮)하고 원

자가 답하여 배례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閣臣)·승지(承旨)·

사관(史官)이 입참(入參)하였다. 예가 끝나고서 선찬(宣饌)하고 보양관의

자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벼슬시키라고 명하였다.120)

119) 안휘준 외,『동궐도읽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5, p.44



80

그림 3-17 <문효세자보양청계병>부분, 178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그림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 시점으로 그려졌다. 이는 아마도 상견례(相

見禮)의 장소가 남향을 한 전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자위(世子位)를 가장 안

쪽에 그려야 하는 일반적인 화법을 지키기 위해 그림의 구도를 일부러 바꾸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그림에서 세자가 위치한 곳은 가장 

안쪽인 서쪽에서 동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두 보양관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세

자와 마주 위치했다. 보양관 외에도 이 행사에는 시·원임 대신과 각신, 승지 등 

여러 신하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 모두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대은원의 내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은원의 바닥은 마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따라

서 마루 위에서 행한 의례이지만, 신발을 벗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마루의 이용방식은 같은 년도의 그림인 <수책도(受冊圖)>에서도 동일하다. 이 

그림은 문효세자책례계병(文孝世子冊禮契屛) 중 한 장면으로, 창덕궁의 동궁 영

역에 위치한 중희당(重熙堂)의 마루를 배경으로 한다.

120) 『정조실록』, 8년 1월 15일

   辛丑/元子與輔養官, 行相見禮. 上御戴恩院. 元子東向立. 輔養官李福源、金熤西向立, 輔

養官拜. 元子答拜. 命時、原任大臣、閣臣、承、史入參. 禮畢宣饌, 命官輔養官子弟中一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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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왕세자두후평복진하도> 중 중희당부분, 187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창덕궁 중희당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기록화는 이 외에도 1879년의 <왕세자

두후평복진하도(王世子痘候平復陳賀圖), 그림 3-18>가 있다. 이 그림은 왕세자

(순종)의 천연두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한 행사를 그린 것인데, 보

계를 설치한 부분 외에도 중희당의 마루에서 행사의 참여자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밖에도 궁궐 전각에서 의례 시 신발을 벗지 않고 마루를 이용한 모습은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중 <왕세자수하도(王世子受賀圖, 그림 3-19)>, 

<회강반차도(會講班次圖, 그림 3-20)>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의례를 기록한 그림을 통해서는 많은 경우 신발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신발을 벗은 인물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

면, 의례의 공간이 된 궁궐 전각의 마루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

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9 왕세자입학도첩 중 <수하도> 부분, 조선후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3-20 회강처의 마루에도 신발까지의 모든 복식을 갖추고 오른 것으로 보인다. 

<회강반차도(會講班次圖)>부분, 연대미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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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록화 명칭 공간적 배경
가구의 
형식 

신발의 
탈착 
여부

복식의 
종류

모임의 
성격

1 평생도 
소과응시부분

예조 입식 착용 ? 공무

2 길주과시도 길주관아 입식 착용 홍단령 공무

3 과거은영연도 의정부추정 입식 착용 흑단령 연회

4 갑진기사연회도 기로소 좌식 착용 홍단령 연회

5 기사사연도 기로소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6 호조낭관계회도 호조추정 좌식 착용 홍단령 연회

7 종친부사연도 종친부청사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8 경현당석연도 경희궁 경현당 좌식 착용 홍단령 연회

9 영수각친림도 기로소 영수각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10 경현당선온도 경희궁 경현당 좌식 착용 홍단령 연회

11 영수각송 기로소 영수각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12 영조을유기로연도 기로소 영수각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13 경현당수작연도 경희궁 경현당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표 3-4 기록화에 나타난 관아와 궁궐전각 마루의 이용방식 

3.3.3 전각 마루에서 이용된 가구의 형식과 복식의 분석

  앞 절에서 관아와 궁궐 전각의 마루 이용모습을 살펴본 결과, 경우에 따라 입

식의 가구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좌식의 가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

구사용의 차이가 모두 마루를 배경으로 한 그림에서 살펴본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해보면, 전각에서의 가구 사용은 바닥형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전돌의 바닥에서는 의자를 사용하며, 마룻바닥에서는 좌식의 소반

을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은 실제로 조선시대의 의례나 연회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기록화를 바

탕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 신발의 탈착 여부, 복식의 종류, 모임의 성격 등

을 통해 관아와 궁궐전각 마루의 이용방식을 분석해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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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창덕궁 대은원 좌식 착용 흑단령 의례

15 수책도 창덕궁 중희당 좌식 착용 흑단령 의례

16 수하도 창덕궁 시민당 좌식 착용 흑단령 의례

17
왕세자 

두후평복진하도 
제 8폭

창덕궁 중희당 좌식 착용 예복/
흑단령

연회

18 의례도
궁궐전각으로

추정 좌식 착용 흑단령 연회

19 낙남헌양로연도
화성행궁 
낙남헌 좌식 착용 ? 연회

20 회강반차도 궁궐전각으로 
추정

좌식 착용 홍단령 의례

  위 표에 의하면, 입식의 가구를 사용한 것은 20개의 분석대상 중 세 건으로 

모두 과거시험에 관련된 기록화이다. 이들은 모두 관아의 전각을 공간적 배경으

로 하며, 주로 공무에 관련된 사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의와 승상 등 입식

의 가구를 사용하였다는 문헌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회나 의례의 경우, 조선전기의 <과거은영연도>를 제외하면 분석대상 중 모

든 경우에서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은영연을 기록한 

다른 그림이나 문헌자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은영연도는 연회의 

장소에서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확인된다. 앞서 ‘2.3 조

선시대 기거양식과 바닥형식의 관계’절에서 살펴본 <권대운기로연회도(그림 

2-19)>에서도 역시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연회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이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두 그림의 제작

연대가 비교적 이르기 때문에,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가능

하나,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발의 경우는 모임의 성격, 가구의 이용방식과는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착용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각에서 신발을 신고 벗는 문제는 전돌이냐 마루냐 

하는 바닥의 형식, 사용된 가구의 형식, 모임의 성격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을 갖추는 부분과 신발의 착용에 대한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생기는데, 기록화에 나타난 참석자들의 복식은 조선시

대의 단령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단령은 제복(祭服)이나 조복(朝服), 공복(公服) 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문무백

관의 기본적인 관복의 하나였다. 이 같은 단령 제도는 중국의 영향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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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호조낭관계회도>의 홍단령과 <문효세자보양청계병>의 흑단령

있는데, 고려 말 우왕 12년(1386)에 정몽주(鄭夢周)가 명나라에 가서 관복을 

청한 후 사모와 단령, 품대, 흑화(黑靴)를 사용하는 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1)     

  조선시대의 단령은 관리들이 입궐(入闕)할 때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옷으로, 

예를 갖춘 옷이기는 했으나 관복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옷이었다. 

단령은 주로 사용되는 색에 따라 흑단령, 홍단령, 잡색단령 등으로 나뉘고, 문

헌기록에는 주로 상복(喪服)과 시복(時服)으로 표기된다.122) 앞에서 살펴본 기

록화를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의례의 경우 흑단령,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홍단령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각 마루의 이용방식 분석에 있어 복식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모든 단령제

도의 일습(一襲)에 검은 신발, 즉 흑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령보다 급

이 높은 예복, 제복의 경우에도 국상(國喪)의 경우가 아니라면 검은색 신발인 

흑화를 신었다.123)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록화의 신발은 단령 이상의 복식을 

121) 이은주 외, 앞의 책, 2005, p.52

122) 이은주 외, 앞의 책, 2005,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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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左)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등장 인물의 흑단령 일습, (中)『악학

궤범』의 흑피화, (右)『사례집요』의 목화, 이미지출처: 문효세자 보양청

계병 中 필자 편집/ 이은주 외, 앞의 책, 2005, p.171

착용한 경우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화의 묘사는 단령을 

입는다는 것이 공적인 장소에서 사모를 비롯한 품대, 흑화를 자의적으로 벗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다수의 의궤(儀軌)에서도 이 같은 

복식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일상적인 상복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규정은 

존재하였지만, 국가적 의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되

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의례의 장소로 사용되는 전각에 마루가 깔려

있는 상황일지라도 신발을 벗지 않고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발을 벗지 않고 전각의 마루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발로 인해 마루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마루 위에 자리를 깔았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분투(分套)라고 불리는 덧신의 종류를 이러한 경우에 사용했을 

것이다. 분투는 짙은 색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가 30c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덧신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124) 분투는 숙종대(肅宗代)에는 서

123) 국상의 경우에는 색이 하얀 백화(白靴)를 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4) 이은주 외, 앞의 책, 2005,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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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 『임하필기(林下筆記)』의 덧신 사용에 대한 기록

민들에게 금지되었고, 18세기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져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125) 하지만 분투는 문·무관 관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여겨졌고, 박지원의 비판에서도 당시 양반들이 수레를 타고도 

신발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화(靴)에 분투를 신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아 

꼭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까지 분투를 착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투는 신발의 오염을 막기 위한 기능적 역할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임하필기(林下筆記)』의 기록에서 오염을 막기 위한 

분투의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의 장약관(掌藥官) 박시량(朴時亮)이 일찍이 공회(公會) 때에 진

창길을 만나서 대분투(大分套)에 가죽신을 받쳐 신었고, 부자 역관 장현

(張炫)이 집을 지으면서 덧서까래[附椽]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국법에서

금하는 것이었다.”126)

125) 이은주 외, 앞의 책, 2005, p.175

126) 원문의 이미지 및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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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각 바닥형식의 변화와 마루사용 보편화의 의미

4.1 조선시대 전각 바닥형식의 변화 과정

4.2 마루설치의 보편화 과정과 마루退의 사용

4.3 조선 중·후기 마루의 이용방식과 특징

  조선시대 전각의 바닥형식 사용에 대한 분석은 특히 유교적 의례를 행했던 

전각에서 중국적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전돌의 공간을 마루가 대체해 가는 경향

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바닥형식 변화의 경향은 전각의 내부에서부터 시

작되어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前退)에까지 확산되는 마

루의 설치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궁궐 내에 지

어진 중국풍 건물의 당과 전퇴의 공간에도 마루가 깔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 전돌을 마루가 대체해가는 한국적 상황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127) 

기록화의 묘사를 통해 확인한 바, 전각의 마루는 신발을 벗기 위해서였거나 마

루에 앉기 위해 깔렸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전각에서 마루 사용

의 목적이 다른 경우의 마루와는 달랐던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전각 마루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과 마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이 제기(提

起)된다. 이 장에서는 바닥형식의 변화 양상과 마루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사묘건축의 마루 퇴(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건축에서 마루의 사용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27) 경복궁의 집옥재(集玉齎), 경운궁의 흠문각(欽文閣), 함유재(咸有齎)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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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선시대 전각(殿閣) 바닥형식의 변화 과정

  전각의 바닥을 구성하는 대표적 바닥형식은 크게 전돌바닥과 마룻바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바닥형식은 시기에 따라 사용의 

빈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는 마루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시기적인 요인에 따라 특정한 바닥형식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기

도 하고,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다수의 사찰 전각 건립, 조선 

초기에는 향교와 객사 등 유교건축의 확산이 전돌 바닥의 사용과 관련되며, 양

난이후 소실된 많은 전각들의 재건 상황은 전각에서의 마루 사용과 일정한 관

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후기가 되면 마루의 사용은 더욱 확대되

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향을 위한 사묘건축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

러진다. 특히 이러한 특징을 서원의 사당과 종가의 가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1.1 마루 설치의 보편화 과정 : 서원 사당

  기와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궁궐과 사찰 등의 전각에 전돌 바닥이 사용된 

것은 전돌의 출토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궁궐과 사찰 등에는 

전돌 바닥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

시대의 주요 사찰 전각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28) 이후 전돌의 사

용은 조선 초기 유교건축의 확산과 더불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돌은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유교적 의례공간의 바닥형식을 

구축해야 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의 대표적 국

가 제사시설인 종묘(宗廟)의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 역시 바닥에 전돌이 

설치되어 있다. 종묘의 규모와 제도를 설명하는 다음 기사에 의하면, 종묘에서 

신위(神位)를 모신 중심공간을 석실(石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

선초기의 문헌에 석실은 주로 왕릉에서 관이 안치되는 곳을 지칭하는 사례로써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석실이라는 명칭은 종묘가 신위를 모신 전각이라는 점에

서 의미적인 의도로 쓰였는지, 구축의 재료 때문에 이와 같이 지칭하였던 것 인

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이유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128)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3.1.1 사찰 전각 바닥형식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이

해’ 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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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묘(太廟)의 대실(大室)은 7간(間)이며 당(堂)은 같게 하고 실(室)은 따

로 하였다. 안에 석실(石室) 5간을 만들고 좌우의 익랑(翼廊)은 각각 2

간씩이며, 공신당(功臣堂)이 5간, 신문(神門)이 3간, 동문이 3간, 서문이

1간이었다. 빙둘러 담장을 쌓고 신주(神廚)가 7간, 향관청(享官廳)이 5간

이고, 좌우 행랑이 각각 5간, 남쪽 행랑이 9간, 재궁(齋宮)이 5간이었

다.129)

  

  앞서 언급한 가능성 중, 만약 석실이라는 표현이 구축의 재료 때문이라면, 구

체적으로 바닥에 전돌을 깔았기 때문인지, 감실이 위치한 후퇴칸(後退間)의 벽

에 벽돌을 쌓아 만든 것 때문인지 역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창건당시 

종묘의 바닥에도 현재와 같이 전돌을 깔았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왕릉을 조

성할 때와 같이 돌을 깔았던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돌이나 전돌을 사

용하여 감실을 조성했던 것은 추정할 수 있으며, 마루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묘의 경우와 같이 당을 함께 쓰고, 실을 분리한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를 

도설(圖說)로 표현하고 있는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사당감실지도(祠堂龕室

之圖)에서는 당(堂)과 실(室)의 바닥이 전돌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130) 

『가례집람』은 편찬이후 예학(禮學)에 대한 기본 경전이 되었고, 이후의 사림

세력 중 특히 기호학파의 예학을 선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131) 이후 김장생

과 그의 아들 김집은 부자는 문묘에 종사(從祀)되었고, 조선유학사에서 그 예학

적 위상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저술은 사림들의 예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당감실지도의 도설 역시 사림들의 사당제도

에 참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적 사당시설인 종묘와 대표적 예학서인 『가례집람』의 경우를 볼 때, 사

당에서 전돌을 이용한 바닥형식은 원형 또는 참조의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129) 『태조실록』, 4년 9월 29일

太廟太室七間, 同堂異室。 內作石室五間, 左右翼室各二間, 功臣堂五間, 神門三間, 東

門三間, 西門一間, 繚以周垣。 外有神廚七間, 享官廳五間, 左右行廊各五間, 南行(廓)

〔廊〕九間, 齋宮五間。

130) 가례집람은  1599년(선조 32)에 조선 중기의 학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가례(家禮)』의 내용을 증보하여 해설한 책으로 아들 김집(金集)이 교정을 보았고, 

1685년(숙종 11)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131) 황의동, 「기호유학에서 金長生, 金集의 성리학적 위상」, 大同哲學, Vol.53 N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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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祠堂龕室之圖의 전돌바닥 표현

이미지출처: 慶星大學校 韓國學硏究所 編著, 『韓國禮學叢書-5. 

家禮輯覽-家禮輯覽圖說』, 民族文化, 2008.  

하지만 지방 사림들의 선현제향(先賢祭享)의 공간이었던 서원 사당의 바닥형식

은 많은 경우 전돌 바닥이 아닌 마루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유교적  

의례공간의 바닥형식 변화와 관련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표 4-1에 의하면 조사대상 서원의 사당 33개소 중 개방형 전퇴를 가지지 않

는 12개소에서는 모두 사당의 내부에 마루를 설치하였음을 볼 수 있고, 개방형 

전퇴를 갖는 나머지 21개의 사례 중 14 개소에 마루가 설치되었다. 전퇴와 전

각 내부에 전돌 바닥을 깐 경우는 충렬서원과 파산서원 사당의 단 두 곳에 불

과하나, 이마저 20세기에 들어 복원되었거나 완전히 재건된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에 마루를 설치한 것은 사당의 대표적인 바닥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원 사당의 의례과정을 통해 마루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생긴다. 다음은 『도산서원의절(陶山書院儀節)』 중 총칙(總

則)의 기록인데 이를 통해 사당의 내부에 출입하는 과정을 추정해볼 수 있다. 

사당 안을 돌아 나옴 : 모두 사당 안에 들어갈 때는 동쪽 계단으로 올

라가서 기둥 밖을 따라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쪽 협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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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의 의례동선

이미지출처: 전봉희 외 『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21 

나와 기둥 안을 따라, 기둥 밖으로 꺾어 돌아 동쪽 계단으로 내려온

다.132)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는 개방형 전퇴를 가진 유형의 사당이다. 전퇴의 바

닥은 전돌이고, 사당의 내부는 마루가 깔려있다. 그런데 의절(儀節)의 내용을 표

현한 그림 4-2에 의하면, 의례의 참석자들은 모두 사당의 중문으로 들어가 동

협문으로 나온다. 일반적인 바닥형식의 이용방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중문의 

밖에 신발을 벗어두고, 내부의 마루로 들어가 행례를 마친 후 동문을 통해 나와 

중문 앞에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신발의 탈착에 관한 행위가 일

어나기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의례의 동선임을 알 수 있다. 

  예학의 절대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림들의 제향공간인 서원의 사

132) 원문의 해석은 金時晃, 「韓國의 祠堂 制度에 대하여」, 동양예학회, Vol.2 No.-, 

199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廟內周旋: 凡人廟內, 升自東階, 循楹外入中門, 出自東來門, 循楹內折旋楹外, 下東階.

『陶山書院儀節』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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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건립연대 위치 제향인물 전퇴 내부

1 화산서원 1631년
(1971년 복원)

경기 포천시 　 - 우물마루

2 회연서원 1627년 경북 성주군 정구 - 우물마루

3 화암서원 
1610년

(1993년 이건) 충남 보령시 이지함 - 우물마루

4 도동서원 1604년 대구 달성군 김굉필 - 우물마루

5 운계서원 
1654년

(1932년 중건) 경기 양평군 　 - 장마루

6 묵계서원 
(청덕사)

1705년 경북 안동시 김계행 - 우물마루

7
금오서원 
(상현묘)

1570년
(1602년 재건) 경북 구미시 길재 - 우물마루

8 노강서원 
1695년

(1968년 재건) 경기 의정부 　 - 우물마루

9
정읍 

무성서원 
(태산사)

1483년
(1844년 중건) 전북 정읍시 최치원 - 우물마루

10
병산서원 
(존덕사) 1613년 경북 안동시 유성룡 - 우물마루

11 서악서원 
1561년

(1616년 재건) 경북 경주시 김유신 - 우물마루

12 옥산서원 
(체인묘)

1573년 경북 경주시 이언적 - 우물마루

13 우저서원 
1648년

(1834년 중건) 경기 김포시 　 강회다짐 강회다짐

14
수림서원 
(흠덕사) 1856년 경남 고성군  배현경 강회다짐 강회다짐

15
필암서원 
(우동사)

1590년
(1624년 재건) 전남 장성군 김인후 강회다짐 강회다짐

16 덕봉서원 
1695년

(1976년 중건) 경기 안성시 　 강회다짐 강회다짐

17 남계서원 1522년 경남 함양군 정여창 강회다짐 우물마루

표 4-1 전국 서원 사당의 바닥형식 유형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는 등 바닥형식의 변형이 심한 사례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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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흥암서원 
(흥암사) 1702년 경북 상주시 송준길 강회다짐 우물마루

19 심곡서원 
1649년

(1970년대 
복원)

경기 용인시 조광조 강회다짐 우물마루

20 문헌서원 1594년
(1891년 복원)

충남 서천군 　 강회다짐 우물마루

21
소수서원 
문성공묘 1542년 경북 영주시 이황 강회다짐 우물마루

22 자운서원 1615년
(1969년 복원)

경기 파주시 이이 강회다짐 우물마루

23 용연서원 1691년 경기 포천시 　 강회다짐 우물마루

24 돈암서원 1634년
(1881년 이건)

충남 논산시 김장생 강회다짐 우물마루

25
신항서원 
(구현사)

1570년
(1659년 재건) 충북 청주시 이이 강회다짐 우물마루

26 덕천서원 
1576년

(1602 중건) 경남 산청군 　 전돌 우물마루

27 노강서원 
1675년

(1781년 중수) 충남 논산시 　 전돌 우물마루

28 예림서원 
(육덕사)

1567년
(1974년 중건)

경남 밀양시 김종직 전돌 우물마루

29 도산서원 
(상덕사)

1574년
(1970년 보수)

경북 안동시 　 전돌 우물마루

30 파산서원 
1568년

(1966년 복원) 경기 파주시 　 전돌 장마루

31 충렬서원 1576년
(1911년 복원)

경기 용인시 정몽주 전돌 전돌

32 도천서원 1461년
(1975년 재건)

경남 산청군 　 전돌 전돌

33
회연서원 
(향현사) 1627년 경북 성주군 정구 우물마루 우물마루

당에 전돌이 아닌 마루가 깔린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

도 제한된 조건에 의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전돌의 표현이 가례에 관련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바 전돌 바닥의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와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전돌을 

사용하지 못했을 기술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서원 사당의 내부에 마루가 깔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룻바닥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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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상황에서도 의례의 절차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행례

의 동선만을 가지고 신발을 벗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용방식을 단언할 수는 없

지만, 신발을 벗은 채 의례를 행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모순적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바닥형식의 변화가 신발의 탈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

리라 보인다.    

  전돌 바닥의 원형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온전히 중국식의 의례를 행했던 향

교 대성전의 바닥에 마루가 깔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 역시 의례를 행하는 데 

불가함이 없어야 했을 것이고, 이는 곧 양난이후 소실된 대성전 재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림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을 한 이유로 볼 수 있

다.133)

  결국 서원의 사당은 전각의 바닥형식으로써 마루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전

각 내부의 마루 설치 경향을 잘 보여준다는 점, 전각의 건립주체가 되는 사림과

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3) 향교에 미친 재지사족들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2.2.1 대성전의 바닥형식’ 

절에서 다루었다.



그림 4-3 전돌과 마루사용의 통시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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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건립연대 위치 전퇴 내부

1 보은 선병국가옥 20세기 초 충북 보은군 - 우물마루

2 이웅재 고가
16세기경

(19세기 말 중건) 전북 임실군  - 우물마루

3
송용억(송병하)가
옥 17세기 중엽 대전시 대덕구 흙바닥 우물마루

4 함안 무기리 주씨
고가 

18세기
(19세기 중건)

경남 함안군  강회다짐 ?

5 어계 생가 15세기 경남 함안군  강회다짐 ?

6 함안 무기연당 18세기
(19세기 중건)

경남 함안군  강회다짐 ?

7 거창 갈계리 임씨
고가 

1507년 경남 거창군 강회다짐 강회다짐

8
동춘선생(송준길) 
고택  1624년 대전시 대덕구 강회다짐 우물마루

9 한규설 대감 가옥 
1890년대

(추정) 서울시 중구  강회다짐 우물마루

표 4-2 전국 주요 종가 가묘의 바닥형식 유형

4.1.2 전각 마루 이용방식의 변화: 가묘

  가묘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른 의례 실천의 공간으로서, 종법적 예제

의 정비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조선초기부터 가묘제도는 적극 추진되었고 가묘

건립은 법적으로 강제되었다. 하지만 조선초기에는 사당에서 지내는 사시제(四

時祭)보다는 산소에 가서 지내는 묘제(墓祭)가 더 성행하는 등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134) 가묘제의 실천과 종법적 제사승계에 대한 논의는 16~17세기 예

학자들의 담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가묘제가 실질적으

로 정착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볼 수 있고, 조선후기가 되면 가문마다 가묘

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다.135)     

  이러한 가묘의 경우, 마루의 사용양상이 절대적으로 드러난다. 가묘를 마루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상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퇴의 공간에 마루

를 설치한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원의 사당은 대부분의 경우 전

퇴의 공간에 강회다짐으로 마감을 하거나 전돌을 깔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확

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134) 권오영, 「조선조 사대부(士大夫) 제례(祭禮)의 원류와 실상」, 民族文化論叢, Vol.46 

No.-, 2010   

135) 김윤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Vol.14 N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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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정희선생 고택 1750년 경 충남 예산군  강회다짐 우물마루

11
죽산 안씨 
연창위 종가 

1500년
(1971년 복원) 경기 양주시 강회다짐 장마루

12 윤증선생 고택 18세기 초 충남 논산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13 중원 윤민걸 고가 19세기 중반 충북 충주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14 영동 성위제가옥 20세기 초 충북 영동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15 아산 건재 고택 조선후기로 추정 충남 아산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16 보성 이범재가옥 20세기 초 전남 보성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17 나주 홍기응가옥 1892년 전남 나주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18 제월당(송규렴) 1676년 대전시 대덕구 우물마루 우물마루

19 영광 신호준가옥  1856년 전남 영광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0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1510년
(19세기 중건) 경기 안성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21 구례 운조루 1766년 전남 구례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2 채원병가옥 20세기 초 전북 군산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23 남원 죽산박씨종가 19세기 전북 남원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24 영광 연안김씨 종가 1886년 전남 영광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5 영광 이규헌가옥 1895년 전남 영광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6 정병호가옥 조선중기
(19세기 중건)

경남 함양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7 장흥 위계환가옥 1937년 전남 장흥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8 해남 윤씨 녹우당 
18세기 이건 및 

중건 전남 해남군  우물마루 우물마루

29 정읍 김동수가옥 1784년 경 전북 정읍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30 아산 외암리참판댁 조선후기 추정 충남 아산시  우물마루 우물마루

  위의 표 4-2에서도 볼 수 있듯, 가묘는 대부분의 경우 개방형 전퇴가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방형 전퇴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서원의 사당이 대부분 전각의 내부에는 

마루를 설치하였지만 전퇴의 공간은 전돌을 깔거나 강회다짐으로 마감을 하였



100

그림 4-4 현재 가묘는 탈화(脫靴)의 이용 방식을 보인다. (재령이씨 갈암 이현일 종가

의 길제 모습), 이미지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종가의 제례와 음식 5』, 김영사, 

2005

던 것에 비해, 가묘는 전퇴의 공간에까지 우물마루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가묘는 일반적으로는 전각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주택의 공

간에 있고, 전각이라고 불릴 만큼 위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묘는 

분명 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의례만을 위한 의미적 공간으로 지어졌

다. 집을 짓는 순서나 배치에 있어서도 다분히 위계적인 성격을 띠며, 경우에 

따라서 단청을 한 곳도 적지 않다.

  현재 가묘의 마루를 이용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경우와는 다르다. 가묘의 

바닥에는 자리가 깔려있지만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에 오르는데, 가례의 복식 규

정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정에서 지내는 제례의 종류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사의 대상에 따라 기제사(忌祭祀), 세일사(歲

一祀), 시조제(始祖祭), 선조제(先祖祭), 이제(禰祭), 상중제례(喪中祭禮)로 나눌 

수 있고, 제사의 장소에 따라 사당제례(祠堂祭禮), 정침제례(正寢祭禮), 묘제(墓

祭)로 구분할 수 있다.136) 각 종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중 사당에서 

의례를 행하는 경우는 사당제와 약식 의례인 차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인 기제, 사시제 등은 제청(祭廳) 또는 대청에서 지내게 되고, 묘제는 묘소

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제례의 공통적인 모습은 사당이나 대청, 묘소에

136) 마유리 외, 「종가(宗家)의 제례복식(祭禮服飾)에 관한 연구」, 服飾, Vol.58 No.1 

,2008,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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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관직의

유무

擊蒙要訣

(1577)

家禮輯覽

(1599)

四禮便覽

(1844)

기제

(忌祭)

조이상

有
흑색사모, 옥색단

령, 백색각대
삼베옷, 흰띠 흑청색 적삼

無
흑색립, 옥색단령, 

백색띠

부모

有
백색모자, 옥색단

령, 백색각대
삼베옷, 흰띠

흑청색 사모, 흑

청색 베적삼, 베

각대無
백색패랭이, 옥색

단령, 백색띠

기타 有
흑색립, 옥색단령, 

흑색띠
삼베옷, 흰띠 흑색적삼

사당제

(祠堂祭)
단령, 직령 -

심의

(연거복의 종류)

사시제

(四時祭)

有 사모, 단령, 품대
- 심의

無 단령, 실띠

묘제

(墓祭)

흑색갓, 백색옷, 

흑색띠
- 심의

복식규정 변화의 경향   세분화 되고 엄격함    ⟹  단순화 되고 간소함

표 4-3 조선시대 예서(禮書)의 제례복식 규정

마유리 외, 앞의 논문, 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서 모두 신발을 벗은 채 의례를 행한다는 점이다. 유교 중심적 의례로 볼 수 있

는 제례가 가정에서 치러질 때에는 복식의 규정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조선시대의 예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1577』, 『가례집람(家禮輯覽),159

9』,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에는 각기 다른 제례의 복식이 규정되어 있는

데, 조선 중기와 후기의 복식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 4-3에 의하면, 『격몽요결』에서는 관직의 유무, 제례의 대상 등에 

따라 복식의 색과 종류를 구별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가

례집람과 사례편람에서는 색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고 삼베옷, 적삼 등을 이용하

는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까지는 비교적 엄격하였던 복식의 기준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완화의 단계는 단령에서 삼베옷(麻衣), 다시 적삼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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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사당 가묘

대표적 

평면 유형

바닥형식의 

특징

거의 모든 경우 전각 내부에 

마루가 설치됨

거의 모든 경우 전각 내부와 

전퇴에 마루가 설치됨

마루의

이용방식

착화의 이용방식

(경우에 따라 탈화의 사용방식을 

보이는 곳도 있다.)

탈화의 이용방식

복식의 규정 비교적 엄격함 비교적 간소함

표 4-4 서원 사당과 가묘 바닥형식의 유형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묘에서 마루의 사용은 크게 확산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복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마루의 사용이 증가하였는지, 마

루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복식의 규정이 변화하였는지의 인과관계를 판

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묘의 마루사용 양상과 함께 복식의 규

정도 간소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가묘의 탈화의 이용방식은 조선 

후기까지 의례의 복식규정이 철저히 지켜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전각들의 마루

이용방식과 가장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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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단청이 되어 있는 함양 일두고택 사당의 모습.

이미지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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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개방형 전퇴(前退)를 둔 사당(祠堂)의 예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검색(http://image.google.com)

4.2 마루설치의 보편화 과정과 마루退의 사용

  조선시대의 목조건축물로 대상을 한정할 때, 퇴는 모든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건물의 양쪽 끝에 위치한 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

다. 일반적으로 퇴라고 지칭한 칸은 다른 칸에 비하여 기둥사이의 간격(柱間)이 

좁게 설정된 경우가 많았고,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137)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건물에 따라 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도 존재한다.138) 

  퇴는 사묘(祠廟)건축의 의례공간에서도 다수 사용되었는데, 이 절의 논의에서

는 특히 의례공간의 전퇴(前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의례공

간에 전퇴를 둔 것은 전체 사례의 약 65%에 이를 만큼 사묘건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139) 

   

4.2.1 사묘건축 전퇴(前退)의 공간적 범위

  의례를 수용하는 공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과 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그 중 사묘건축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의례공간을 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퇴의 공간적 범위는 당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당제도의 

대표적의 유형인 동당이실(同堂異室)제는 당을 같이 쓰고 신위(神位)를 모시는 

감실(龕室)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때 당은 공간적인 범위에서 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당이실제는 퇴의 공간도 함께 사용한

137) 숙종 연간에 편찬되어 조선시대 각 궁궐 전각의 명칭·연혁 등을 적은 궁궐지(宮闕

志)에 의하면 근정전의 양쪽 끝 칸을 퇴칸(退間)으로 기록하고 있다. 

138) 퇴의 일반적인 정의는 김도경, 『영건의궤』 中,「건축 형식과 용어의 표기」, 동

녘, 2010, p. 641의 내용에 따른다. 

139) 전봉희 외, 『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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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그림 4-7 전퇴의 공간적 범위, 영의 기준에 따라 퇴는 영내 또는 영외가 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당상의 공간에 포함된다. 도면출처: 『최후의 진전-신선원전』, 국

립문화재연구소, 2010, p.135-137을 바탕으로 필자 편집 및 표기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과 같이 전퇴를 개방한 사묘건축의 유형에서는 전퇴의 공간이 시각

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개방된 퇴의 영역은 창호나 문의 구분에서는 

외부에 속하지만 의미적 공간의 범위에서는 여전히 당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헌기록상의 당은 양영(兩楹)을 기준으로 영내(楹內)와 영외(楹外)로 구분된다. 

사묘건축에서 영을 정면을 기준으로 할 때 제 1열의 기둥으로 볼 경우(a) 퇴는 

영내의 공간에 속하게 되고, 제 2열의 기둥으로 볼 경우(a’) 영외의 공간에 포

함된다. 

음복위(飮福位)는 당(堂)위, 영 밖(楹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140)

  위의 기록 중 영은 a 또는 a’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묘건축의 경우, 의

례에서 음복의 위치로는 퇴칸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영을 a’ 로 해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을 제 1열의 기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

고, 지붕 상부구조와 연관한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어떤 기둥을 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영은 형태적으로는 둥근 기둥을 말하며, 사각의 기둥인 

방주(方柱)보다 높은 위계의 의미를 가지는 공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사묘건

14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례(序例), 길례(吉禮)편의 재계조(齋戒條) 중 진전의

례가 속해 있는 소사小祀의 내용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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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조선후기 진전인 신선원전 전경(左)과 방주로 구성된 신선원전의 퇴칸(右), 이

미지 출처: 『최후의 진전-신선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14, 21 

축에서 주로 사용된 둥근 기둥을 영으로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의미적으로

는 영이지만 예외적으로 방주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 예로 조선후기의 진전인 

신선원전(新璿源殿)의 경우 모든 기둥에 방주를 사용하였고, 다른 사묘건축에서

도 정면을 기준으로 제 1열을 원주로, 제 2열을 방주로 구성한 경우를 다수 찾

아볼 수 있다.141) 따라서 사묘건축의 영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영의 

기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에 상관없이 퇴는 당의 공간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의례공간의 전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에 속한 공간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당상의 영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만약 퇴를 영외의 공간으로 본다면,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공간은 이런 당

상영외(堂上楹外)의 공간이 창호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2.2 퇴의 구분과 바닥형식의 분화

  퇴(退)가 당 위의 공간이지만 창호나 문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양영(兩楹)이 의례공간을 나누는 선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궁궐

의 주요 전각인 삼전(三殿)142)과 같이 개방형 전퇴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전열

141)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眞殿)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4-6의 분류에 따라 진전은 조선 역대 왕들의 영정(影幀)인 어진(御眞)을 모신 전각

을 말하며, 하나의 어진을 모신 일위(一位) 진전은 영전(影殿)으로 칭한다.

142) 정전(正殿), 편전(便殿), 침전(寢殿)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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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사당의 개방형 전퇴는 다른 전각에서는 의미적인 영(楹)의 선적(線的) 구분이 창

호에 의해 물리적으로 극대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좌로부터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선정전, 

저경궁의 평면도. 도면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형 Ⅰ Ⅱ Ⅲ

바닥형식

특징 원형적 전돌 바닥의 형식 바닥형식의 분화 마루 사용의 보편화 

표 4-5 사묘건축 전각의 내부와 전퇴의 바닥형식 유형

의 고주(高柱)를 남겨 영내와 영외의 공간을 구분하였다.143) 이렇게 남긴 영을 

잇는 선적 구분은 실제로 편전에서 행하던 조강(朝講), 주강(晝講), 석강(夕講)등

의 경연(經筵)과 소대(召對), 차대(次對)시 신분에 따른 위치와 의례시의 동선을 

규정하는 엄격한 근거가 된다.144)  

  사묘건축의 퇴 공간이 창호나 문에 의해 내부의 공간과 명확히 구분됨에 따

라 바닥을 만드는 재료에 따른 바닥형식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

었다. 실제로 사묘건축에서는 여러 가지의 형식의 바닥 재료가 혼재되어 사용되

었으며, 특히 퇴칸(退間) 바닥의 경우, 기단의 연장으로서 돌을 까는 경우, 중국

의 고례에 따라 전석을 까는 경우, 마루를 가설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용례가 

보인다.145) 

143) 전봉희 외, 앞의 책, 2006, p.186    

144) 전봉희 외, 앞의 책, 2006,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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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전각의 마루와 보계의 높이, 궁궐의 의례시 사용된 보계(補階)는 건물의 기단 

또는 마루의 높이와 일치하도록 설치되었기 때문에 청판(廳板)을 깐 바닥의 밑에는 구조

가 되는 부분의 모습이 보인다. (左)영수각친림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1744, (右)왕세

자두후평복진하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1879의 부분 

  이렇게 혼재된 바닥 재료의 양상을 단순화하여 재료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누

어 보면, 크게 마루와 전돌이라는 두 가지 분류로 단순화할 수 있다. 퇴칸 바닥

의 경우에도 역시 마루와 전돌의 두 가지 바닥 재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혼재된 

양상 중, 내부에는 마루를 설치하고 퇴의 공간은 강회다짐이나 전돌로 마감한 

경우를 바닥형식이 분화되었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퇴와 

내부공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인식됨으로써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의 퇴칸과 내부에 전돌과 마루라는 각기 다른 바닥 재료를 사용한 경우

는 바닥형식이 달라지면서 두 공간 사이에 물리적인 높이 차이가 생긴다. 퇴의 

공간이 의례를 위한 단순한 대기 장소는 아니므로 이런 높이 차이는 사실 의례

의 수용에 그리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건물의 내부와 퇴

칸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는 내부와 퇴칸을 출입하는 동작이 수월하다. 조선시대

에 의례공간의 확장을 위해 일회적으로 설치하였던 보계(補階)를 기단의 높이나 

전각의 마루높이와 일치하도록 높이고, 임시로 만든 계단을 통해 올라서 진입하

도록 한 것은 바로 의례 시 공간사용의 편의성과 관련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145) 전봉희 외, 앞의 책, 2006,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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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퇴의 바닥 재료나 형식은 결국 건물 내부의 것에 맞추어가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선 후기 사묘건축의 퇴칸에 내부와 같은 마루의 가설

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도 이 같은 의례시의 편의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146) 이에 더하여, 사묘건축의 퇴칸에 낮은 마루가 가설되는 이유가 전각 

내부에 설치된 낮은 마루의 높이와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정해 볼 때, 사

묘건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마루퇴가 전각의 바닥형식 변화에서 가

지는 의미는 분명해진다.147)    

  사묘건축은 비교적 동일한 방식의 의례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바닥

형식의 분화나 재료의 혼재된 양상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퇴칸의 바닥이 마

루인 경우, 마룻바닥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감안한다면, 

퇴칸에 올라설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등 의례의 절차가 달라져야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바닥형식에 따라 의례가 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6) 조선후기의 사묘건축에서 마루 퇴가 늘어나는 경향은 전봉희 외, 앞의 책, 2006, 

p.142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147) 전각의 마루는 온돌과 결합하여 높게 설치된 주택의 마루와는 달리, 비교적 물리적

인 높이가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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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선 중·후기 마루 이용방식의 의미와 특징 

  조선시대의 마루는 건축형식으로는 주택을 비롯하여 진전, 대성전, 객사 등의 

전각과 서원의 사당, 가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고, 특히 신발의 탈착

에 관한 문제나 가구의 사용 형식에 있어 입식과 좌식의 이용방식을 모두 수용

하였던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사용의 가능성은 마루가 조선 

중기 이후 전돌로 이루어진 의례 공간의 바닥형식을 대체하며 의례공간의 바닥

형식으로써 자리매김 하는 것에 적지 않은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루는 대체로 사용되는 건축형식에 따라 이용방식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

다. 주택 대청의 마루, 누정(樓亭)의 마루, 관아의 마루, 사찰 전각의 마루, 사묘

건축의 마루 등은 건립의 목적이나 공간 사용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간 이용방식의 차이와 더불어 

공간의 위계적 특성 역시 마루의 구분적인 인식에 필요한 기준이 된다. 이를테

면 동일한 좌식의 기거양식으로 이용된 같은 주택의 툇마루와 대청마루가 같은 

마루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공간의 위계적 성격의 차이로 인한 인식

의 차이가 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우물마루는 깨끗한 바닥면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며 딱딱한 물성을 가

진다. 특히 우물마루가 딱딱한 바닥이라는 특징은 장마루를 주로 사용하는 일본

의 경우와 가장 뚜렷이 비교되는 차이이기도 하다.148) 이러한 물성은 각각 신

발의 탈착, 가구사용의 형식이라는 기거 양식적 측면에서 밀접한 의미를 가지

며, 마루가 어떻게 한국의 건축에서 좌·입식의 이용방식을 폭넓게 수용하며 보

편적 바닥형식으로 역할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4.3.1 이용방식에 따른 기거양식과 마루의 구분

  마루의 이용방식은 신발의 착용여부와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곧 기거양식의 분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데, 다음 4-6의 표에서와 같이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

(Ⅰ)와 신발을 벗고,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Ⅳ)는 각각 입식과 좌식의 공

간이용 방식이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입식

의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Ⅱ)와 신발을 신고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Ⅲ)

는 두 가지의 기거양식이 혼합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절충

148) 전봉희 외,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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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 착용 여부

착용 미착용

가구의 

형식

입식

Ⅰ

(완전한 입식의 기거양식,

기록화에서 확인한 전각의 

마루 사용모습 )

Ⅱ

(현재 아파트 거실의 

일반적인 사용모습)

좌식

Ⅲ

(기록화에서 확인한  

전각의 마루 사용모습)

Ⅳ

(완전한 좌식의 기거양식,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기거양식)

표 4-6 이용방식에 따른 기거양식의 유형과 판단

적 모습들 중 기록화의 모습에서 확인한 조선시대 마루의 사용모습은 Ⅲ의 유

형과 가깝고, 현재의 아파트 거실의 사용모습은 Ⅱ의 유형과 가깝다. 구체적으

로의Ⅰ 유형은 전돌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상황으로, Ⅳ의 유형은 온돌을 중심

으로 한 한국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마루라는 바닥형식은 Ⅰ에서 Ⅳ유형까지의 

모든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마루의 설치가 신발의 탈착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용되는 가구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마루의 이용방식은 마루와 결합한 온돌과의 관계,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요인들은 각각 좌식의 기

거양식과 공간인식의 측면에서 마루의 이용 방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온돌과 결합한 마루는 의례의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생활에 대응하는 공간 형

식이 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합은 순전히 의례적인 기능만

을 가진 궁궐의 편전, 사찰의 주불전, 향교와 서원의 사당 보다는 궁궐의 침전, 

관아의 동헌, 향교의 명륜당 등과 같이 공공 기능을 가진 반주거(半住居) 건축

에서 광범위하게 발견 된다.149) 이와 같이 온돌과 마루가 결합한 건물에서의 

마루 이용방식은 온돌의 이용방식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돌과의 결합 양상이 마루의 좌식 이용방식과 관계를 갖는다면 마루의 위계

적 공간규범의 성격은 동일한 이용방식의 모습을 보이는 마루의 의미적 구분과 

관계를 가진다. 주택이나 법당을 따로 지을 수 없는 소규모의 사찰이나 암자(庵

149) 전봉희 외, 앞의 책, 2012,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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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과의 관계

종속적 독립적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

강함

신발을 벗는 

높은 위계공간의 마루

(주택의 대청, 

인법당의 불당)

신발을 신는 

높은 위계공간의 마루

(향교 대성전, 진전, 객사 

정당)

약함

신발을 벗는

낮은 위계공간의 마루

(주택의 툇마루 등)

신발을 신는

낮은 위계공간의 마루

(누정의 마루 등)

표 4-7 온돌과의 관계, 위계성에 따른 마루의 분류

子)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인법당(因法堂)의 경우 공간의 연결

을 위한 툇마루나 중심 공간의 마루 모두 신발을 벗는 다는 점,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등 같은 유형의 공간 이용방식을 보이지만, 위계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인식된다. 따라서 마루를 온돌과의 관계,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 표 4-7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온돌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전각과 누정

은 이용방식에 있어 특히 신발의 탈착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반

면,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주택이나 인법당의 마루는 온돌로 인한 

좌식의 이용방식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적 의례인 종가의 제사가 대청에서 치러지는 경우 신발을 벗는 것은 비

교적 간소화된 복식의 규정으로 인한 이유와 함께 온돌과의 결합으로 인해 대

청의 이용방식이 좌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가례의 모습은 결국 온돌과 분리된 전각의 성격에 가까운 가묘의 마루 이

용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심 공간의 마루를 구성하는 방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의도적으로 온돌과 결

합시킨 경우와, 의도적으로 온돌과 분리한 경우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사찰의 인법당과 객사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객사의 경우, 정당

은 익사(翼舍)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진 객사의 정당은 지붕이나 마룻바닥

의 높이를 조금 더 높임으로써 위계적 성격을 드러내며, 바닥형식의 종류와 이

용방식의 구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생긴다. 즉, 정당과 익사를 붙여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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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루라는 동일한 바닥형식이 공간에 따라 다

양한 이용 방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미적으로도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해인사 홍제암(海印寺 弘濟庵)에서의 경우와 같이 인법당에서 불상을 

모신 중심공간의 마루는 온돌, 통행을 위한 툇마루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주택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대청의 공간을 전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생활의 공간인 요사채와 불상을 모신 전각이 결

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법당의 마루는 동일한 모습의 이용 방식을 보이

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마루가 결합된 것이므로, 누마루, 툇마루 등과는 

의미적으로 구별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표 4-7의 의미상의 구분이 각 영역들 간에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관아와 같은 건축형식의 경우, 물리적으

로는 온돌과 결합하였지만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보면 온돌방과 붙어 있는 관아의 청사는 주택의 대청과 비슷한 영

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지만 관아의 청사는 착화의 공간, 주택의 대청은 탈화

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일반적인 이용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예외의 경우

로 존재한다. 

4.3.2 마루의 물성과 입식가구 사용의 가능성

  기거양식은 신발의 탈착 여부를 비롯해 이용되는 가구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

고, 조선시대의 마루는 이러한 기거양식에 있어 입식과 좌식의 이용 중 어느 한 

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한국적 상황

에서 마루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마루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유리하다는 점과 함께 딱딱한 성질을 함께 가지는 바닥형식이라는 

점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마루는 전돌이나 흙바닥에 비해 깨끗한 바닥면의 상태를 유지하기에 유리하

다. 바닥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바닥면에 직접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돌이나 흙바닥의 경우는 이러한 측

면에서 바닥에 직접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신

발의 탈착에 관한 문제는 바로 깨끗한 바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된 바닥면의 사용은 바닥에 직접 앉거

나 눕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기거의 행태는 좌식의 가구 사용을 촉발시

킨다는 점에서 좌식의 기거양식이 자리 잡기 유리한 선결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좌식의 기거양식에서 비롯한 주거문화에서 깨끗한 바닥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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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조선시대에도 경우에 따라 신발을 벗은채 깨끗한 마룻바닥에서 침상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김홍도,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부분, 1801, 리움미술관 소장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되는 가구가 입식으로 바뀐 한국

과 일본의 현대 주택에서도 거실보다 낮은 높이의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방법

을 사용하여 깨끗한 바닥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우물마루는 폭 30센티미터 내외, 길이도 30~60센티미터 내외의 판재

를 조밀하게 연결하여 온돌과 같이 표면이 매우 딱딱한 성질을 갖는다.150) 따

라서 경우에 따라 좌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에도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아의 청사에서 입식 가구를 

사용했던 것, 주택의 대청마루에서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장면을 기록한 그림

(그림 4-11) 등은 마루에서 입식 가구의 사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물성을 가진 다다미가 깔린 공간은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좌식의 가구만을 사용한다. 또한 전돌이 깔린 바

닥은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에 그리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사용한

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과 바닥

형식의 물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전각의 바닥형식과 기거양식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의 상황은 인접한 중국, 일

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중국은 신발을 신고 의자 등의 가구를 사

용하는 완전한 입식의 기거양식을 바탕으로 전각이나 정당의 바닥은 거의 전돌

150) 전봉희 외, 앞의 책, 201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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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左)중국의 사합원 정당 복원모형과 (右)일본 료칸 거실의 모습 

이미지출처: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촬영(2007. 11)/日本霧島国際ホテル 홈페이지

중국 일본 한국

바닥형식 전돌 다다미 마루

가구의 형식 입식 좌식 입식/좌식

신발 착용의 여부 착화 탈화 착화/탈화

이용방식의 성격 절대적 입식 절대적 좌식 상대적 좌식/입식

표 4-8 중국, 일본, 한국 전각의 바닥형식과 이용방식의 비교

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전각이나 접견공간에서 신

발을 벗고, 최소한의 좌식 가구를 사용하는 완전한 좌식의 사용모습을 보이며, 

바닥형식으로는 다다미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앞의 3장에서 조선시대의 기록화나 풍속화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마루 

이용모습은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상황, 신발을 신고 좌식의 가

구를 사용하는 상황, 신발을 벗고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상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돌, 일본의 다다미와 같이 입식이나 좌식의 

이용모습이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깨끗하고 딱딱한 물성은 마루의 이용 방식

에 있어 입식과 좌식의 보편적 이용이 가능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마

루 공간에서 비교적 크고 무거운 입식의 가구가 사용될 수 있었던 상황 역시 

딱딱한 마루의 물성으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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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전근대시기의 한국 건축에서 보편적인 바닥형식으로 사용된 마루

의 이용방식을 살펴, 마루사용의 의미와 기거양식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전돌과 마루사용의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는 전각 

건축물들의 유구를 대상으로 바닥형식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조선시대의 기록화

를 통해 당대의 인식과 마루 이용모습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한국의 건축에서 마루가 사용된 공간에 대해 ‘해당 공간을 좌식 또는 

신발을 벗은 상태로 이용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해석은 거의 모든 경

우에 타당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절대적 인식은 그간 사찰 전각과 주택 등

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현대 한국주택 

내부에서의 탈화(脫靴)의 관습과 어우러져 마루의 이용방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  

  마루를 절대적 좌식 또는 탈화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마루 설치 여부에 

따라 공간 이용방식의 추정을 가능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유교적 의

례를 위해 건립된 전각의 마루 이용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모순점을 가진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마루라는 바닥형식이 과

연 공간의 이용방식을 구속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의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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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의례를 위해 건립된 전각의 바닥에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전돌과 마루가 

혼재(混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혼재 양상은 마루의 좌식 이용방식 및 의례 공

간의 바닥형식 인식과 관련한 의문의 단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전각들에서 행

해진 의례의 동선과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신발의 탈착이나 가구의 사용형식

에 있어서 마루를 완전한 입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유구(遺構)만을 통한 과거의 이해는 결국 현재의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루의 이용 모습이 담겨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

화들은 당대의 마루 이용방식에 대한 분석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기록화를 통해 전각 마루의 이용방식, 즉 신발의 탈착여부나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루라는 바닥형식이 신발의 

탈착여부나 가구 사용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돌과 마루, 좌식과 입식으로 대별되어온 바닥형식과 기

거양식 사이에 절대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식 기거양식에서 유래한 유교적 의례의 공간은 전돌의 바닥형식을 

원형으로 하지만, 향교의 대성전, 객사의 정청, 진전이나 영전의 바닥은 조선후

기로 갈수록 전각의 내부에 마루가 설치되어가는 변화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전각의 내부에 마루가 깔리는 서원 사당의 경우와, 전각

의 내부에 더하여 전퇴의 공간에까지 마루가 깔리는 가묘에 이르러 더욱 확실

해진다. 특히 가묘의 경우, 복식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가면서 탈화의 공간으

로 마루의 이용방식이 변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묘를 비롯하여 전각의 내부와 함께 전퇴의 공간에도 마루가 깔리는 경향은 

조선 후기의 사묘건축인 칠궁, 신선원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전각

의 마루설치 확대과정을 통해, 사묘건축의 전퇴가 바닥형식과의 관계에서 가지

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는 공간적 범위에 있

어서는 내부와 같은 당(堂)으로 인식되었지만, 창호에 의해 물리적인 구분이 극

대화되면서 바닥형식이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분화된 

개방형 전퇴의 공간은 전돌에서 마루로 바닥형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순서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닥형식의 분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편, 신발의 착용여부와 사용되는 가구의 형식을 통해 기거양식을 입·좌식으

로 구분한다면, 조선시대의 마루는 완전한 좌식이나 입식의 이용방식을 비롯하

여 두 가지 기거양식이 절충적 모습을 보이는 이용방식도 나타난다. 신발을 벗

고,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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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완전한 형태의 입·좌식 기거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신발을 벗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신발을 신고 좌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모습은 두 가지 기거

양식의 절충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이용방식을 통해 마루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

능하다. 구분의 요소는 온돌과의 물리적 결합관계, 위계적 공간규범의 성격과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틀을 바탕으로 전각의 마루를 살펴보

면, 온돌과의 관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독립적인 상태로 볼 수 있

고, 의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를 가지는 공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의례나 연회가 행해졌으며, 이러한 행사

의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엄격한 복식의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신발을 착

용한 이용방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목조건축에서 마루는 전돌과 함께 의례적 공간인 전각의 

바닥형식을 구축하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전각에서 마루의 사용은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기존에는 전돌이 주로 사용되었던 일부 사묘건축의 내

부, 전퇴 부분에까지 확대되며 사용의 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

은 결국 마루가 이용방식에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신발

을 신거나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는 공간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점

이 주목된다. 이렇게 마루가 보편적 바닥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깨

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딱딱하고 강한 표면을 가진 마루의 물성과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근대시기 한국의 목조건축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마루라는 바닥

형식과 이와 관련한 이용방식을 조선시대 전각의 경우에 국한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각의 마루 이용모습은 그동안 좌식에만 무게를 두고 이

해되어온 마루의 이용 방식에 관한 의미를 재고찰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마루의 사용을 좌식의 이용모습이나 기거양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보다 넓은 해석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좌식 

기거양식과 마루의 관계, 한국에서 마루가 보편적 바닥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

던 이유, 마루설치의 변화 경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는 유구에 

대한 현재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이해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기록화 등의 그

림 자료를 통한 당대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의 분

석에 충실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

하였다. 모두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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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loor types and 

usage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pavilion during Joseon dynasty. It is 

worth noticing the dichotomous aspect of using different materials for 

the floor, such as wood and brick panels, each expected for different 

usage patterns. Meanwhile,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usage patterns 

and the floor types have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each other. This 

perspective eventually generated a biased view that a wooden floor, 

called Ma-ru, is suitable for stepping on the floor barefoot. This 

unconditional cognition remains to the present usage pattern of Korean’s 

lives.

     However, the presumption of the usage pattern from the building of 

the past has an obvious limit that is current perspectives' influence. In 

this regard, record paintings of Joseon dynasty could be immediate 



II

grounds to clarify whether the cognition is true or not in the period.    

     Descriptions of the painting indicate various usage patterns of 

wooden floor, showing the attendees of ceremonies wearing shoes and 

using chairs. So it reveals that there is no absolute rel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wooden floor and usage pattern with bare foot. 

This extended usage pattern of wooden floor can be understood as one 

possible premise of a widespread tendency of wooden floor during 

Joseon Dynasty.

     Confucianism construction is based on the cultural custom of China 

where people wear shoes inside and use brick panels for the floor 

materials. When this norm was brought to Joseon, the material gradually 

changed from brick to wood(Ma-ru) until the end of Joseon period. So, 

the major issue became how to use the changed floor type while the 

ceremonial procedures and regulations remained the same. 

     Pavilions such as the memorial hall for Confucianist services to 

honor distinguished scholars and statesmen and the head family houses 

are good examples to show the changed floor type in the later period of 

Joseon dynasty. In the case of the shrine in head family houses, wooden 

floor is set up throughout the inner part of the buildings and front 

ceremonial space(前退) which was typically left open and uncovered. 

This type of pavilions with wooden floors could become the last step of 

the floor transition process from brick to wood.

     Though the material and form look similar, a wooden floor of 

Joseon dynasty(Ma-ru) was used for various ways from the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such as the style of furnitures and user’s 

trimmings including shoes. While the floor of pavilions, such as shrines, 

represents the usage pattern of wearing shoes, the floor of main 

building of houses show the usage pattern of taking off shoes on the 

floors. In other words, the determinant of usage pattern was not the 

property of wooden floor.     

     Consequently, wooden floors(Ma-ru) replaced the brick panels at 

many pavilions without a tangible change in their usage patterns. The 

property of wooden floor of Joseon dynasty(Ma-ru) which converged 

into two main features could enable this universal change of floo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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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advantage of wood is that it can be kept cleaner than brick or soil 

even when used with shoes. Therefore, wooden floors could be easily 

applied regardless of the housing types, either house or pavilion, where 

ceremonial events or daily life activities took place. The other feature is 

the solidity of wooden floor made through Korean traditional way. Hard 

surface of Korean traditional wooden floor(Ma-ru) even allowed to use 

relatively heavy furnitures.

                 

  

Keyword : Floor Type, Usage Pattern, Record Painting, Wooden Floor, 

Ma-ru,   

Student number : 201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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