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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고등교육은 과거의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 과학적 이해
를 토대로 합리적,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초점
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 형태 역시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교과 내용을 순서에 따라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에서 교사
와 학생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주제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상황들
은 단일교과 수준의 지식으로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많은 문제들이 복합
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한 해결책으로 결론지어지지 않는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
가 다반사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이러게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
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교육개혁으로서 기술 공학적 해결책을 과
학적 지식에 더하는 STEM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STEM에
ART를 더해 STEAM 융합 인재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2009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에도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
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
록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여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우리나라의 경우 PISA 2009에서 50개 국가 중 수학 1위, 과학 3위
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 결과를 달성했으나 정의적 영역인 자신감은 수학 43위,
과학 27위이며, 즐거움은 수학 43위, 과학 29위를 차지하며 수학, 과학은 이론,
주입, 암기식 교육으로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도 2010년도부터 꾸준히 STEAM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STEAM 융합교육은 전통적 단일 교과에 비해 실생활 위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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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과학-수학-공학-기술-예술 분야의 다양한 융합 수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10차시 내외의 짧은 기간의 일회성 STEAM 체험식 수업을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2010년부터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
표로 학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과학 복원을 주제로 다양한 교과동아리 학
생들과 STEAM 교사연구회,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해오고
있다. 융합 프로젝트는 일 년 정도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교사가 연구 주제를
설계하여 연구원 학생을 모집하여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모
형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자연/예술 계열의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통과학을 주제로 선정하여 연구 설계, 학생팀별 연구, 연구 융합, 복
원 설계, 작품화의 순서로 서로 협력하여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ㆍ인재 육성교육 실현해왔다. 2010년에는 융합교육과정으로 『변이중 화차
복원』을 연구하였으며, 2011년에는 하나고등학교와 함께 메타융합교육과정을
적용해 『수원 화성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중기 및 녹로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했다. 2012년에는 『조선의 물시계 자격루 복원』을 주제로 여러
교과동아리가 참여하는 STEAM 수업을 포함한 융합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전통 얼음창고 석빙고 연구』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STEAM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통과학 복원 연구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STEAM 융합 인
재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올해에는 전통 얼음창고 ‘석빙
고’를 주제로 학생팀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각 교과별로 학생들과 교사가 프
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개별연구에서 융합연구, 석빙고의 모형의 제작과 문제해
결등을 통해 과학과 기술 공학이 접목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전통 과학기술의 이해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단위학교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통과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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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모델 제시하고 이를 완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
다.
3. 용어의 정의
가. STEAM 교육(융합인재교육)

STEAM은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한 STEM(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hics)) 교육에 넓은 의미의
예술(Arts)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예
술이란, 미술, 음악과 같은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liberal arts(인문학), language
arts(언어 소통)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STEAM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통적 지
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 기술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실천적인 활동 역량
을 자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STEAM은 우리나라에서 융합인재교육으로 통칭하며 본교의 STEAM 연구
회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을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
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으로 정의하여 사용해 왔다..(백윤수 등, 2011)
나. 융합 교육과정

융합 교육과정이란 본교의 ‘수레바퀴 연구모형’을 말한다. 수레바퀴 연구모형
은 화법과 작문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 주제를 다양한 교과의 연구팀이
자신의 영역별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합하여 창의적인 발견을 이
루어내는 교육방식이다. 융합교육과정은 2007년 주제중심 통합 논술에서부터
발전되어 등장한 것으로 주제 중심 통합 논술 역시 하나의 공통 주제에 다양한
교과가 참여하여 논술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심주제에 대해 융합적 시각
을 제시하는 형태를 가진다. 2009년부터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 활동이 중요시
되면서 주제 중심 통합논술이 융합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고 본교에서는 화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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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2010년 『변이중 화차 복원』연구 및 2011
년『수원 화성 프로젝트』연구에 적용하였다(김평원, 2010).
다. STEAM 융합 프로젝트

융합 교육과정이 학생 활동 중심의 순수 연구활동에 가깝다면 STEAM 융합
프로젝트는 교사의 STEAM 교육 활동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중장기 주제 중심
의 연구 과정인 융합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여러 지도 교사에 의해 연구 주제
및 과정을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STEAM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
량을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모집된 학생 연구원으로 개별 연구,
융합 연구, 작품화 단계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하는 통합적인 연구 프
로젝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과정의 진로 교육 및 국어 교과 중심의 활
동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교과 동아리 학생 중심의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
이 포함된 STEAM 교수학습 과정이 포함된 학교 단위 프로젝트 연구과정으로
정의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인문/자연/예술 계열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접목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비일반계 고
등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 연구주제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연구팀은 모집을 통해 구성되었고 수업 및 연구 활동이 일과
시간이 아닌 방과후 시간등을 활용하였다. 즉, STEAM 융합 프로젝트는 정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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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STEAM 교육
가. STS 교육

1980년대 과학교육계에서는 과학, 기술, 사회, 인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 교육 사조를 받아 들였다. 이러한 교육 사조에
맞춰 등장한 교육 이론이 바로 STS이다. STS교육은 80년대 미국 과학 교육의
흐름으로 등장하였으며 종전의 학문중심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하락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생활과의 연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비판아
래 시작되었다. STS 교육은 Science, Technology, Society를 의미하며 과학이
단순히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닌, 기술과 사회 속에서의 과학임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부, 2010)
STS 교육의 등장 배경은 다음의 세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첫째, 학문중심 과학교육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등장하였다. 학문중심 교육과
정은 과학자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목적을 두다보니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모든 학생을 과학자로 만들 것인가?” 라는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 되
었다.
둘째, 학생들의 과학에서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평가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인 환경오염, 산성비, 인간성 상실 등과 같은 점이 현저해졌다는 점
이다.(최경희, 1996)
나. MST 교육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의 앞글자를 따라 명명
된 MST교육은 1993년 미국의 ‘The Project 2061’에서 수학, 과학, 기술의 세
교과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기술 교과의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LaPorte와 Sanders(1995), Pannabecker(2002)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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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통합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 STEM 교육

STEM이란 용어는 1990년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이효녕, 2011) 그러나 실질적인
STEM 교육 연구의 시작은 2000년 이후 미국의 PISA 및 TIMSS등 국제적인
과학, 수학 평가에서의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
이라는 우려가 STEM 교육 연구를 촉발시켰다. 2007년 Virginia Tech에서는
STEM 교육이 더 이상 각각의 교과 위주의 독립적인 노력으로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고 전재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합 교육을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결론하에 ‘통합적 STEM 교육(Integrative STEM Education)’을 재명명
했다. Sanders(2009)는 ‘통합적 STEM 교육’을 두가지 이상의 교과 사이에 내
용과 과정을 통합하는 교육 접근이라고 하였고 김진수(2012)는 STEM 교육에
는 반드시 기술과 공학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하였다. STEM
교육 연구 활동은 이후 국내외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김진수(2007)는
그림과 같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통합한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을 도
출하였다. 그림의 통합교육과정 모형은 다학문적 통합(모형1), 간학문적 통합(모
형2), 탈학문적 통합(모형3)에 해당한다.

모형1

모형2

모형3

<그림> STEM 통합교육과정 모형

문대영(2008)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수준에서 STEM 통합 접근의 사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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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STEM 통합
접근의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술학
■개념 : 자연 세계의 산물을 인간에
게 유용하게 변환하여 만드는데 필요
한 수단과 방법 및 시스템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

과학
■개념 : 자연 세계의 특성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학문
■탐구 방법
-기초 탐구(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통합탐구(문제 인식, 가설설정, 변
인 통제, 자료 해석, 질문 도출, 일반
화)
■지식 구조와 영역
-물리학(운동과 에너지)
-화학(물질)
-생물학(생명)
-지구과학(지구와 우주)

■탐구 방법
-원리와 과정의 탐구
-시스템의 개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결
-제작과 평가
■지식 구조와 영역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수송 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물 기술

STEM 통합
접근
공학
■개념 : 자연 세계의 산물을 인간에
게 유용하게 변환시키기 위하여 과학
적 원리와 기술적 방법을 응용하여
제품과 공정 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학문

수학
■개념 : 숫자와 기호를 사용
하여 수량, 도형과 구조, 공간,
변화 및 그것들의 관계를 다
루는 학문

■탐구 방법
-요구 조사
-설계(design)
-모델링(modeling)
-시제품(prototype) 제작

■탐구 방법
-계산
-측정
-추론
-논리와 이론화
-문제해결

■지식 구조와 영역
-기계,자동차,조선,항공우주,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공학
-컴퓨터공학
-건축,토목 공학
-화학,고분자,섬유 공학
-환경,자원,에너지 공학
-농수산,해양,생물 공학
-산업 공학

■지식 구조와 영역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기하와 도형
-측정
-함수
-확률과 통계

<표 > STEM 통합 접근의 개념 모형(문대영, 2008)

또한 문대영은 이 연구에서 STEM 통합 접근의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구안
하기 위해 그림의 STEM통합 접근의 교육 프로그램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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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TEM 통합접근의 교육프로그램 모형

이 모형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엮어 내는 통합 핵심 요소로서 주제, 문
제, 제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STEM 통합 접근의 활동 유형으로는 탐구프로젝
트 활동, 문제 해결활동, 창의적 설계활동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라. STEAM 교육의 배경
Virginia Tech의 대학원생이었던 Yakman은 2006년 STEM에 예술(Arts)까지
도 통합하자는 STEAM 교육을 제안하였다. 2007년 Yakman과 김진수가 국제학
술대회에서 바둑을 주제로 하여 STEAM 통합교육의 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STEAM교육을 통해 실생활과 관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흥미도 높아
지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수, 2011)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교육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동 STEAM 교
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STEAM에서 예술(Arts)란 좁은 의미에서는 미술 분야나 미술 교과로 한정할
수 있지만 융합적 교육이라는 틀안에서 Arts는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여할 필요
가 있다. 즉, find arts의 예술 분야외에도 liberal arts의 인문 교육 분야,
language arts의 언어 소통 분야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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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술 작품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이나 글과 같은 언
어적 행위로도 현재의 지식과 과거의 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에술
이 통합적 접근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박혜원, 2012). 본 연구에서도 Arts
의 개념을 단순히 교과의 미술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과학 문헌조사, 사회
적, 역사적 배경의 이해등과 같은 인문 소양까지 확장하여 이해하도록 했다.
마. STEAM 교육 연구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STEAM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양한 교육이론과 모형들이 나오고 있다.
Yakman(2008)은 STEAM 국제 세미나에서 그림과 같은 STEAM 교육을 위한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 STEAM 교육을 위한 피라미드” 모형(Yakman, 2007)

이는 다양한 학문의 내용영역의 통합을 통해 전인교육(holistic education)을 달
성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부의 학문영역에는 크게 과학, 기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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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학, 예술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영역에는 각 교과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
어 있다. 과학의 내용영역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생화학으로 보았으며 ,
기술의 내용영역은 전자기계 기술, 생산기술, 농업, 통신기술, 수송기술, 산업공
예, 동력 및 에너지, 정보기술로 보고 있다. 공학의 내용영역은 전기, 컴퓨터, 화
공, 항공, 기계, 산업, 재료, 해양, 환경, 유체, 토목으로 보았으며, 수학의 내용영
역은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미적분학 이론, 예술의 내용영역은 물리적 미술, 언
어, 교양, 철학, 심리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김진영(2012)은 ‘STEAM 교과의 개념, 탐구, 지식의 구조와 영역’에서 문대영
의 STEM 통합 접근 모형에 예술영역(Arts)을 추가하여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
다.
과학

기술학

공학

예술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개념 : 자연
세계의 특성과
원리를 발견하
고 탐구하는 학
문

■개념 : 자연
세계의 산물을
인간에게 유용
하게 변환하여
만드는데 필요
한 수단과 방법
및 시스템과 과
정을 다루는 학
문

■개념 : 자연
세계의 산물을
인간에게 유용
하게 변환시키
기 위하여 과학
적 원리와 기술
적 방법을 응용
하여 제품과 공
정 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학문

■개념 : 생활속
에서 느낌, 생각
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객관적
인 대상을 창작
하는 인간의 활
동이나 그 소산

■개념 : 숫자와
기호를 사용
하여 수량, 도형
과 구조, 공간,
변화 및 그것들
의 관계를 다
루는 학문

■탐구 방법
-기초 탐구(관
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통합탐구(문제
인식, 가설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질문 도
출, 일반화)
■지식
구조와
영역
-물리학(운동과
에너지)
-화학(물질)
-생물학(생명)
-지구과학(지구
와 우주)

■탐구 방법
-원리와 과정의
탐구
-시스템의 개선
-방법과 수단의
개선
-기술적 문제해
결
-제작과 평가
■지식
구조와
영역
-제조 기술
-건설 기술
-수송 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물 기술

■탐구 방법
-요구 조사
-설계(design)
-모델링
(modeling)
-시제품
(prototype) 제작
■지식
구조와
영역
-기계,자동차,조
선,항공우주,공
학
-전기,전자,정보
통신 공학
-컴퓨터공학
-건축,토목 공학
-화학,고분자,섬
유 공학
-환경,자원,에너
지 공학
-농수산,해양,생
물 공학
-산업 공학

■탐구방법
-기초탐구(미적
체험,
표현/관
찰, 기술, 분석,
해석)
-통합탐구(비평,
감상/관찰,
분
석, 해석, 판단)
■지식
영역
- 회화
- 조각
- 건축
-시
- 문학
- 무용

<표> STEAM 교과의 개념, 탐구, 지식의 구조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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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탐구 방법
-계산
-측정
-추론
-논리와 이론화
-문제해결
■지식
구조와
영역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기하와 도형
-측정
-함수
-확률과 통계

김진수(2012)는 STEAM의 유형을 학문 통합방식에 따라 크게 셋으로 분류하
였다. c-STEAM은 연계형(connection)으로 해당 교과시간에 담당 교사가 수업에
적용하는 프로그램형이다. I-STEAMㄸ므은 통합형(integrative) STEAM,
f-STEAM은 융합형(fusion) STEAM으로 이들 두 유형은 교과 시간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비형식적 교육등에 적용하는 유형이다.
c-STEAM
(연계형)

S-STEAM

T-STEAM

E-STEAM

A-STEAM

M-STEAM

i-STEAM
(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수업

f-STEAM
(융합형)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수업
<그림> STEAM 유형의 분류

김진수(2011)는 STEAM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PDIE절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PDIE절차모형은 준비(Preparatio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4단계모형이다. 이는 ADDIE 모형에서 준
비단계에 해당하는 분석, 설계 단계가 복잡하고 PDI 모형에서는 수업실행단계가
빠져 있어 이들을 보완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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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 모형

ADDIE 모형

PDIE 모형

(Mager 외, 1967)

(Seels 외, 1994)

(김진수, 2011)

P

D

I

Preparation
준비
Development
개발

Improvment
개선

A
D
D
I
E

Analysis
분석
Design
설계
Development
개발
Implementation
실행
Evaluation
평가

P

D

I
E

Preparation
준비
Development
개발
Implementation
실행
Evaluation
평가

<그림> STEAM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한 PDIE 모형 개발과정

백윤수 등(2011)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STEAM 교육으로 4C-STEAM 교육을
제안하고 정의하였다. 4C란 배려(Caring), 창의(Creaticity), 소통
(Communication), 융합(Convergence)를 의미하며 이것을 STEAM 교육 핵심역
량 4가지로 삼았다. 4C-STEAM 교육은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와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에 따
르면 창의적 설계는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지식, 제품, 작품과 같은 산출물을 구
성하기 위하여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인간의 가치추구를 위한 문제해결
또는 기술적 설계활동이라는 공학의 개념이 포함된다.
창의적인 설계는 주어진 상활에서 창의성, 효율성, 심미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또한, 감성적
체험은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
기 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백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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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또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유형뿐만 아니라
STEAM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때 고려할 구성요소도 필요
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수업모델 연구단은 STEAM 모델 개발시 고려
해야할 14가지 구성요소를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최정훈 등, 2011).
코드

내용

F1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의 인재 육성

F2

적시교육(Just In Time Education & Learning) 추구

F3

과학기술을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통합적인 사고)

F4

타 분야와의 소통 능력 배양

F5

융합시대에서 과학기술공학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대정신 반영

F6

과학기술공학과 사회시스템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연계한 과학교육

F7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공학인재 양성과 미래직업탐색을 교육

F8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위한 교육

F9

STEAM 교육의 핵심인 과학기술공학의 체계적 연계, 통합 및 융합 개념 반영

F10

창의적인 공학설계교육 개념 및 융합기반 학습 개념 도입

F11

Story-telling에 기반한 체계적인 개념이해와 연계를 위한 STEAM 교육 및 교재 개발

F12

발산적 사고를 위한 과학기술공학에 대한 다양성 교육 및 교재개발

F13

다양한 창의기법 도입과 창의적인 학습도구 활용

F14

과학기술공학 인성 및 윤리교육
<표> STEAM 수업시 고려해야할 Factor 14 (최정훈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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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수행법

주입식 교육을 배격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하며 학생 스스
로 계획하고 구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법으로 ‘학습이 곧 가
치 있는 삶 자체’라는 듀이의 사상을 토대로 Kilpatrick이 체계화한 방법에서 발
달되었다. 프로젝트법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
법을 지칭한다. 프로젝트학습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학
습(PBL ; Problem based learning)과 차이가 있지만 교과가 분화되기 이전인 유
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사용된다.(김평원, 2010)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 based earning)은 아동교육과 수행평가의 수준을
넘어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과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를 둘러싼 집
중적이 탐구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체계적인 교
수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특정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어진 주제 하에서 성취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으로 문제해결활동, 협동학
습, 성찰을 특징으로 한다.

프로젝트 수행법은 프로젝트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이 교육적으로 가공
된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교사가 주도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형
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한 교사가 학생들과 동등한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통합모형이다. 학생들은 실제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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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을 체험하면서 교과는 물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설계단계
연구

개별연구

주제선

과제선정

정

(교과위주)

교사 주도

다학문적
융합연구 단계

개별 연구 단계

학생
모집
교사

연구 진행
(교과 교사/
외부전문가)
학생위주

개별
연구
융합
단계

논문 공동 창작

교사

교사/소수팀

작품화 단계

재

디자인,

현

복원도

다
큐
멘
터
리

관
련
전
시
회

소수팀

<표> 프로젝트 수행법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의 설계(김평원, 2010)

3.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Co-op Co-op)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은 한 학급에서 정한 과제를 여러 모둠으로 구성된
학급 전체가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둠별로 협동학습을 하는 독특한 형태
의 협동학습이다(임지호, 2010).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co-op co-op) 수업 모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모둠
프로젝트 수업 모형과 과제분담학습(Jigsaw) 모형을 결합한 수업 모형이다. 프로
젝트(Project) 수업 모형은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과제 준비, 조사 활동, 최
종 보고서 작성, 발표 준비, 발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
하는 수업 모형이다. 얼핏 수업 모형의 절차를 살펴보면 기존 조별 발표식 수업
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과제를 완성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기존 조별 발표식 수업에 비해 프로젝트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학
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극대화시킨 점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 모형의 한
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습할 의지나 의욕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실천할 수 없다. 모둠 프로젝트(Team-Project) 수업의 경우, 모둠별
프로젝트 과제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적을 수 있고 모둠 안에서 일벌레 학
생이나 무임승차자 학생이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서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모둠 프로젝트
수업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목한 것이 바로 과제분담학습(Jigsaw)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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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과제분담학습 모형은 하나의 과제를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하나로 합쳐서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
이다. 이를 프로젝트 수업 모형에 결합하면 프로젝트 수업 모형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즉, 프로젝트 주제를 정한 다음 모둠별로 과제를 풀어나갈 때 개
인별로, 짝꿍별로, 모둠별로 과제를 분담하여 학급 전체 차원에서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단계

내용

학습 주제 선택

교사가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제
시한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학생 중심 학급 토론

학습 주제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 등을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통화여 정리하고 토론 작업을 통하여 학습 주제를 자기것으로
내면화한다.

모둠 구성을 위한
소주제 선택

학생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소주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선택한다.

소주제 정교화

소주제별로 모인 모둠에서 자기 소주제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소주제를 정교화하고 연구방향을 잡는다.

미니 주제 선택과 분업 소주제 안의 미니 주제를 정리하고 이를 모둠원들이 분담한다.
학생 개인이 자신이 맡은 학습과제를 학습하고 모둠 내 발표
준비를 한다.
각자가 학습한 결과를 나눈다. 발표 시 이끔이, 기록이 등의
모둠 내 미니 주제 발표
역할을 나누어 발표한다.
모둠별 발표 준비
모둠별로 학급 전체에 발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학습 자료를
및 학급 발표
제작하여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할 시간을 갖는다.
학생 자기 평가. 학생 동료 평가. 교사 평가 등의 다면적인 평
평가와 반성
가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개별 학습 및 준비

<표 >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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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설계
1. 대상 및 기간

STEAM 융합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양한 학문적 지식
이 기반되어야 하므로 교사 단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하
다. 본교에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미술 분야의 교사 7인이 연구회를 구성하
고 각각의 교사가 학생들을 모집하여 각 영역별 지도 및 융합 연구를 시행하기
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까지 계속 진행되어온 마포고의 STEAM융합 프로젝
트 연구 수업의 형태를 활용하였다.
STEAM연구 기간은 교사 연구회가 구성된 3월 말부터 STEAM연구회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12월까지로 한정하며 시간은 방과후 시간을 중심으로 개별 연
구를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6시에 모여 중간 점검을 해왔다.
2. 연구 계획

STEAM 융합 프로젝트 연구는 교사 연구회의 논의를 통한 중심 주제 설정,
각 팀별 학생(연구원) 모집, 개별 연구, STEAM 수업, 융합과정, 작품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시기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연구계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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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조직
STEAM 연구 조직은 과학중점부장을 총괄로 연구 책임자 1인과 협력 연구회 교사
6인 각 개별 연구팀원(학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연구팀의 분과별 교사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연구팀 구성>

Ⅳ. 연구의 실제
1.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본교는 2009년부터 융합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었기에 학생 모집 및 교
사 연구회 구성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학교차원에서도 STEAM연구와 같은 새
로운 개념의 수업 형태를 지향하는 상황이며 과학중점과정의 특성상 학생들 역
시 과제연구와 같은 학생 중심 연구에 익숙한 것이 특징이다.
2. 개발 프로그램

가. STEAM 융합프로젝트 주제 선정

융합 프로젝트 참여 교과의 교육과정, 학생의 흥미,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
여 수레바퀴 모형의 ‘바퀴축’ - 중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 수차례
의 교사 연구회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선정된 중심주제가 『석빙고』 였으며 주
제 선정 이후, 석빙고에 대한 문헌 기초 조사 및 기존 연구를 확인하던 중, 겨례
과학 연구회를 통해 2011년 공주 대학교 이찬희 교수팀이 석빙고에 대한 연구를

- 18 -

했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김지영 박사의 자문을 얻기로 하였다.
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개별 연구과제 선정

중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중심 주제의 하위 연구가 되는 개별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교사 연구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연구 주제를 교육과정을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단계

핵
심
개
별
연
구

작
품
화

교과

내용

연구 과제

인문/사회

고전 연구

수학+기술
+미술

아치구조의 역학

물리

공기 역학과 단열

화학

단열재의 특성

생물

빙고 내부의 항균

미술
미디어

디자인
다큐멘터리

고전 문헌 속의 빙고 기록 확인
조선시대 얼음의 사용처 및 사용량 확인
서빙고와 동빙고의 크기 위치 연구
빙고와 관련된 백성들의 생활 모습 유추
세계 각국의 아치구조 이해
아치구조의 심미성
아치구조의 역학적 이해
공기 흐름에 따른 냉각효과 이해
얼음 충전량에 따른 냉각효과
기타 단열 효과를 위한 설계 연구
석빙고 내부에 사용된 단열재의 특성 연구
신소재 단열재 활용 방안
석빙고 내부의 세균 연구
빙고 내부의 항균 메커니즘 분석
빙고 내부의 항균 확인 실험
실험을 위한 빙고 설계
포스터 제작 및 석빙고 모형 제작을 위한 설계
다큐멘터리 <석빙고 연구> 제작

<표 > 2013년도 『전통얼음창고 – 석빙고』 핵심 개별연구 목록

다. STEAM 수업 준비를 위한 STEAM 요소 확인

본교의 STEAM 융합프로젝트는 교사 중심의 STEAM 수업과 학생 중심의 프
로젝트 수행으로 나뉜다. 위의 개별 연구주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위한 것인
반면 지도 교사들은 프로젝트 수행과 별개로 중심 주제와 연관된 STEAM 수업
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교과 별 STEAM요소를
분별하였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모집되기 전인 3월 말에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
각 분야별 교수학습 지도안이 어떤 주제로 구성될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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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인문

주 제

STEAM 요소

A : 문헌 읽기 및 요약

고전 문헌 탐색 및 관련 자료 해석

논문 및 학술자료의 구성 이해

- 석빙고고(石氷庫考), 조선 실록 등

T : 석빙고 단면도를 통한 기술적인 이해
A : 빙고의 필요성

석빙고의 역사적 의의
사회

- 석빙고의 활용에 따른 백성들의 부역 활동 및
시대적으로 바뀐 실제 얼음의 활용처 등

물리

화학

석빙고의 물리적인 냉각원리
- 석빙고 설계도 분석, 바람의 역할과 열전달 원리
석빙고 재료의 단열 효과 연구

서민 생활에서의 빙고의 필요성
M : 얼음의 수요에 따른 빙고의 크기 유추
S : 공기흐름에 의한 냉각 원리 이해
T,E : 공기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설계 구조의
특성 이해
S : 재료의 물성 특성을 통한 단열 효과

- 단열제의 특성, 단열을 위한 신소재

단열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 이해

수학/

석조 건축물의 건축학적 구조 및 안정성

M,T :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건축구조

미술

- 석조 건축물의 구조, 하중 계산하기

E：각 석빙고들 건축방식 연구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장치의 설계

S :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아이디어

- 자연에너지 이용사례 연구

(브레인 스토밍)
E : 축소 모형 설계

생물

융합
융합

석빙고 축소모형 제작 연구

융합

석빙고 모형 제작 및 현대적 활용방안

<표>

A : 축소 모형 제작
S,E : 석빙고 모형 제작
A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STEAMjq을 위한 STEAM 요소 분석

라. 개별 연구자 모집

2013년에는 2012년과 다르게 동아리별로 학생 연구자를 모집하지 않고 모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각 교과의 담당 교사들은 개별 연구팀원으로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동아리별로 연구팀원을 모집하면 관련 분야의 이해와 관심이 많고
교사와의 친밀도가 높아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인해 프로젝트
수행이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2013년 STEAM 융
합 프로젝트에서는 학생 스스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구성을 하였다. STEAM 융합프로젝트가 4년차에 들면
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 2012년 융합프로젝트보다 연구팀별 인원이 다
소 늘어 최대 5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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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구주제

연구팀 구성

지도교사

고전 원문 속의 빙고 기록 연구

권용현, 김기훈

최명준

영화 속의 빙고, 오해와 진실

손지범

장환준

얼음 1정의 크기로 유추한 빙고의 실제 크기

유시연, 양성규, 현승철

아치 구조의 힘 분산 과정의 이해

백관우, 한성민

이지아

석빙고의 장빙 능력 확인을 위한 모형 제작 및 실험

이장원, 전제혁, 현주빈, 이규범,
박현규
박세환, 이두열, 강문석, 신명근,

석빙고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고찰

권용재

석빙고 내부의 미생물 처리 관련 메커니즘 연구

신동국, 김희찬, 최윤환, 임영수

아치구조의 이해와 건축기법의 발달과정 탐색

임지욱, 박세웅, 유창연

전통얼음창고 석빙고 – 영상 제작

박세웅, 김선민

안재익

황경성
현원석

권혜민

<표> 학생 연구팀 구성 및 확정된 개별 연구주제 목록

마. 수업모델 선정

STEAM 수업은 각 개별연구팀의 연구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개별 연
구에 도움이 되도록 주제가 선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연구의 진행과정과 순서를
맞춰야 했다. 수업은 교사가 담당 연구팀의 연구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고 가능하면 학생 연구원이 주제에 대애 연구한 것을 동료 연구원 및 교사
연구원에게 발표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앞에는
석빙고와 관련된 각 교과별 STEAM 요소들을 포함한 수업 단계가 포함되고
최종적으로 2∼3차시의 최종 융합 수업을 포함해야 하므로 수업 차시는 10차시
정도로 구성되었다.
바. 수업 지도안 작성

주제 중심 STEAM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총 8차시의 수업 지도안이 작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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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중 개별 연구가 따로 진행되므로 어떤 수업에는 그 교과에 해당하는 연
구팀이 이미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 수업이
진행될 때 물리연구팀은 수업 내용의 핵심 부분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물
리 연구팀 학생들은 수업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연구 내용을 수
업 말미에 소개하는 등 개별 연구와 STEAM 수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수업 지
도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STEAM 수업의 기본 틀에 맞게 수업마다 감성적 체험
부분을 도입하고자 노력했고 과학(S), 기술(T), 공학(E), 예술(A), 수학(M)의 모
든 개념, 내용, 탐구방법, 지식구조와 영역이 서로 연관되도록 STEAM 분야나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으나 실제 특정 과목에서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없었기
에 특정 요소만 들어간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수업 지도안 예시로서 6차시의 물리 수업 지도안을 아래에 달았으며 나머지
수업지도안은 부록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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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학 연구 프로젝트 교수학습 지도안(6/10)
과목

물리

수업차시

6/10

Ⅰ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_물리
(4) 에너지
힘과 에너지의 이용
유체에서 아르키메데스 법칙과 파스칼 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산업에 대한 이용을
안다.

학습목표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을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를 통해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실제 공기의 흐름
을 관찰한다.

③

㈏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본다.
Co

도입
(10분)

석빙고의 구조 설계도면에서 환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 학습목표 제시
석빙고의 구조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공기를 온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석빙고의 천장 구조가 공기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조별 토론을 통해 공기흐름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표한다.
 실제 공기흐름을 도면에 그려보고 실제 시연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모형을 제작하고 모형을 통해 공기흐름 실험을 시연한다.
CD

학습활동
(35분)

1. 조별 토론 :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 분석 (10분)

① 각 조별로 석빙고 단면 설계도를 배부
② 석빙고의 환기구의 위치를 고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따듯한 공기와 차
가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별 논의를 통해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한
다.
2. 조별 발표 (15분)
물리연구팀의 실험 시연 (10분)
- 아크릴로 제작된 실제 실험 모형에 색연기를 넣어 외부에서 불어들어가는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

ET

석빙고 구조물의 특징은
공기흐름을 통제해 냉각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활용한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의 소산물임을 언급한다.
일부 현대 건축에도 구조적 특성에따라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여 자연 에너지
를 활용하는 냉각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PPT

석빙고
도면

석빙고
모형 및
공기흐름
실험 준비

ET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PPT

물리연구팀은 실제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조별 연구시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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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제 중심 STEAM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적용

각 연구팀별 개별 연구는 4월 이후로 적용되었으며 교과 수업내에서가 아닌
방과후 수업을 활용하였다. 프로젝트 개별 연구는 각 연구팀별 교과실을 활용하
여 진행되었고 하위 주제별 소집단 구성 및 팀워크 형성, 하위 주제의 정교화(연
구계획서 작성), 소주제 선택과 분업, 개별 학습 및 준비, 소주제 발표, 소집단별
발표 준비(중간보고서 점검) 순으로 각장 진행하였다. 학생 연구자는 매주 목요
일(18:00～17:00) 까지 방과 후 수업과 연구 팀별 개별연구를 진행했다.
인문/미술연

수학연구팀

물리연구팀

생물연구팀

사회연구팀

월 17:00

월 17:00

월20:00

금 17:00

수 17:00

금 17:00

(가우스실)

(물리실)

(리소스)

(리소스)

(물리실)

(화학실)

구팀

화학연구팀

<표> 학생 연구팀 개별연구 일정

반면 STEAM 수업은 물리실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매주 목요일을 기준으
로 18:00~19:00 까지 1시간 동안 담당 교사와 STEAM 연구원 전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수업의 순서는 학습 지도안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방학 중
진행되어 연구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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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학생 개별 연구 모습

<그림> STEAM 수업 모습

아. 개별 연구를 통합하는 융합 연구

수레바퀴모형에서 최종 단계는 개별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각 내용을 통합하
는 융합 연구로 결론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융합프로젝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 단계인 1단계와 융합 단계인 2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2013년 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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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는 석빙고의 개별 연구를 통한 교과별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 연구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석빙고의 경우 이전의 융합 프로젝트와
다르게 각각의 연구를 통합하여 석빙고를 재현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융합을 연구 주제의 재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좀
더 다른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런 논의 끝에 잡게 된 융합 주제가 석빙고의 종
합적 전시물 제작이었다.
석빙고는 다른 전통 유물과 다르게 실존하지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
는 유물 중 하나이다. 빙고가 지금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빙
고에 적용된 과학 기술을 보면 의외로 훌륭하고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다. 개별 연구 결과 알게 된 각 영역의 과학 기술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어느정도 알려진 바는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나 전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 1년동안 석빙고를 연구한 겨레과학회에서도
이를 전시물로 만들어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현실에 우리 연구팀은 석빙고
모형을 제작하고 관련 포스터를 제작, 빙고와 관련된 책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
시물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융합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전시물은 최초에 물리팀이 실험을 위해 만든 아크릴 소재의 석빙고 모형을 기
본으로 미술팀이 여기에 디자인을 하여 실제 석빙고 모형처럼 만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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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팀은 이 전시모형 주위에 설치할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각 연구팀은 미
술팀의 기본 포맷에 맞춰 자신들의 연구를 요약한 내용을 작성하여 미술팀의 디
자인을 통해 최종 포스터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림> 각 연구팀별로 완성된 포스터

마지막으로 각 연구팀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빙고 이야기를 제작하
였다. 빙고 이야기는 개별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지만 딱딱하지 않도록 풀어 쓰기
위해 인문팀의 지도아래 각 연구팀이 같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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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종합 자료집 빙고이야기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석빙고 모형의 제작이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빙고 모
형은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렇게 하여 제작된 빙고의 모형은 경주 석빙고
를 모델로 하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빙고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연구팀 일부가 경주 석빙
고를 답사한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 미술팀과 영상팀을 중심으로 짧지
만 경주 석빙고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융합 연구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냈다.

<그림> 새로 제작된 전시모형과 발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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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주 석빙고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활동 영상 제작

자. 작품화

작품화란 연구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작
품을 널리 알리는 과정이다. 2013년 석빙고 연구는 융합 연구에서 이미 작품화가
진행되었기에 작품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석빙고 융합 연구팀은 교내 성과 발
표회에서 이를 전시하고 개별연구 내용을 발표하는등 성공적인 전시회를 가졌다.

<그림> 교내 성과 발표회(2013.11.15.)

이후 창의재단 주관 2013 STEAM 성과 발표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및 영상을
전시하였다. 추가로 학교 리소스실에 전시물을 전시하고 앞으로 융합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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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계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차. STEAM 융합 수업

프로젝트 연구는 위의 작품화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프로젝트 연구와 따로
진행되던 STEAM 수업도 최종 융합 수업을 실시하였다. STEAM 수업의 최종
융합 수업은 빙고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창의적 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 일
상에 어떻게 연결시킬수 있는가를 보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마지막 융합 수업
은 각 연구팀이 제시한 빙고의 냉각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디자인 설계였다. 이미
개별 연구팀은 각 영역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 없이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내어 효과적인 냉각 설계 건축물의 디자인을 구
성할 수 있었다.

Ⅴ. 연구 과제의 결과
1. 검증 계획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 일반계 마포고등학교 1, 2학년 융합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학생 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표>와 같다.
[표 ] 연구 대상 선정
학년
1학년
2학년

계열
없음
과학중점계열(자연)
상경어문계열(인문)
과학일반계열(자연)
과학중점계열(자연)

합계

인원
5 명
5 명
4 명
2 명
12 명
28 명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과학중점학교이며 문과적 성격의 상경어문계열,
이과적 성격의 과학일반계열과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우수학교이다.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계열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5명과 과학중점계열
학생 10명이다. 2학년은 상경어문계열 4명, 과학일반계열 2명, 과학중점계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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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나. 연구 설계

본 연구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에 대한 자신감, 즐거움, 가치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융합프로젝트 방과 후 수업 전 관련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고, 융합 프로젝트의 작품화 과정까지 끝난 뒤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과 과학태도에 관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면 <표>와 같
다.
[표 ] 연구 설계
연구 대상(G1)

O1 O2

X1

O3 O4

X1 : 융합 프로젝트 교육
O1,O3 : 사전 / 사후검사(과학태도 검사지)
O2,O4 : 사전 / 사후검사(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 )

2. 검증 방법

본교는 전통과학 복원을 주제로 융합 프로젝트를 위해 28명을 선정하여 개
별 연구 및 주제 중심 STEAM 방과 후 수업, 융합 연구, 작품화 과정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수레바퀴 모형의 협동퍼즐모형을 실시하였다. 융합 프로젝트 후 학
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자신감, 즐거움, 가치 등의 정의적 영역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도구와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다.

가. 검사 도구
1) 과학적 태도 검사지(TOSRA)

과학적 태도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적 태도와 과학 흥미도 검사를
동일한 검사지로 사전․사후 2회 실시한다. 이 중 과학적 태도 검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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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RA(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 ; Fraser,1981)를 번안한 것을 선택하
여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 태도 검사지
(TOSRA : 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s;Fraser, 1981)의 70문항 중 20문항
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문항은 (1) 과학탐구에 대한 태도 (2) 과학적 태도의 수용 (3) 과학 수업
의 즐거움 (4)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5) 과학에 대한 직업적 관심 의 5가지
영역에서 각각 4개씩의 문항을 뽑아 총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5> 과학적 태도 검사지의 평가 범주별 문항구성
항목
과학탐구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과학에 대한 직업적 관심

문항번호
1, 6, 11*, 16*
2*, 7, 12*, 17
3, 8*, 13, 18*
4, 9*, 14, 19*
5*, 10*, 15, 20
(* 부정문항)

문항의 채점은 바람직한 태도를 표현하는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으며, 부
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항의 경우는 반대 순서로 채점하였다. 채점 후 각 영역
별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므로 태도 영역별 평균 만점은 5.0점이며, 이론상의
최저점은 1.0점이다.

2)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지는 2007년 TIMSS에서 수학, 과학 성취도와
수학,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측정한 문항지 중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 문항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번역하고 구성하여 2007년 국내에 적용된 문항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검사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개인이
과학 학습을 한느데 느끼는 자신감, 즐거움, 가치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가 범주에 따른 문항번호는 <표>와 같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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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표>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지의 평가 범주별 문항구성
항목
자신감
즐거움
가치

문항번호
1, 3*, 5*, 6
2, 4, 7*, 8
9, 10, 11, 12
(* 부정문항)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
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하였으며,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항의 경우는 반대
순서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나. 검증 방법

융합 프로젝트에 지원한 25명의 학생에 대해 과학적 태도 검사지(TORSA)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지(TIMSS)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평균
값에 의한 향상도 차이를 비교하였고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로 융합 프로젝트
후 학생들 타교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전통과학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3. 검증 내용
가. 양적 검사
1) 과학적 태도에 대한 결과

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과학적 태도
검사지(TOSRA)의 선택적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과학태도 검사지는 과학탐구에
대한 태도, 과학 태도의 수용, 과학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과
학에 대한 직업적 관심 각각 4문항씩으로 Likert 5척도 구성된다. 과학적 태도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한 평균의 변화는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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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태도 사전사후 검사 평균

과학적 태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전체 영역의 평균에서 3.35에서 3.56으로
상승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5개 영역에서도 모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
신이 평소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와 성취를 토대로 과학에 대한 직업적 관
심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결과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는 2007 TIMSS에서 수학,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측정한 문항지 중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과학에 대한 자신감, 즐거움, 가치를 각각 4문
항씩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사전과 사후 검사
를 실시한 평균의 변화는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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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사전 사후 검사 평균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전체 평균은 3.44에서 3.55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대답에서 자신감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이는 전시물 제작
및 바표 등을 통해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
해 얻어진 부분이라 판단된다. 반면 과학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낮아진 것은 이
번 융합프로젝트의 주제가 실제 활용되고 적용할 수 있는 소재라기 보다는 과거
의 전통의 기술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질적검사

양적 조사와 더불어 학생들의 STEAM 융합연구에 대한 평가와 이로 인한 과
학 및 전통과학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교내 성과 발표회후 시행된 인터뷰에서 1년간의 융합 연구에 대한 자신의 생
각 변화,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통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 석빙고 연구에 참여 전후의 자신의 변화등 7~8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던졌
다.
<2013년 11월 25일 1학년 과학중점과정 이규범>

연구자 : STEAM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한 소감은 어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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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학생 : 처음으로 연구에 참가해 뭘 해야할지 잘 몰랐지만 2학년 형들과 함게 여러 가
지 분야에서 석빙고를 자세히 알아가는 연구를 진행해서 좋았어요. 분야별로
팀을 만들고 연구해서 (각자) 무엇을 실험했는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다른 분
야 팀의 연구 내용으로 폭넓게 석빙고를 알수있어서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역사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사쪽의 이야기를 통해 몰랐던 내용을
재미있게 알게되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연구자 : 융합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학생 : 전통과학기술이 지금은 별로 크게 쓸모있거나 하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오늘날 건축등에 실생활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듣고 전통과학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융
합프로젝트를 하면서 교과서적인 전통과학 기술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알게되
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 : 석빙고 연구에 참여 전과 후에 자신의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 중학교와는 규모가 다른 실험을 실시해서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다른 실험에서
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이 아닌 좀
더 넓은 지식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 실험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실험을 보충해서 한 다른 실험을 통해 결과보다는 실험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 장기간의 프로젝트을 참여한 소감이나 의견은?
학생 : 연구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실험
할때는 반대로 정말 바쁜때도 많았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빙고에 대해 빠짐없이 배운 것 같고 앞
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장기간의 프로젝트인 만큼 앞
으로는 더욱 깊게 탐구할수 있도록 실험과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위 학생은 물리팀에 참여한 1학년 학생으로 처음에는 전통과학 기술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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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통과학 기술이 생각보다 훌륭하게 현재에 접목되어 활용된 사실을 깨닿
고 프로젝트 연구에 점차 열성을 보였던 학생이다. 인터뷰에서처럼 위 학생은 융
합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전통과학의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을 깨닿고 전통과학
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교 교과 수준을 넘는 실험 경험을
통해 자신감 및 학생 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도
교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학생 중심의 연구과정에서의 체계적이지 못한 연구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25일 2학년 과학중점과정 박세환>

연구자 : STEAM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한 소감은 어떠했는가?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학생 : STEAM 연구 동안 석빙고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팀에서 실시한 실험들을 통해 알게된 것고 많았고 그와 관련된 이론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은
점이 좋았고 단순한 연구가 아닌 석빙고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한 것 같아 뿌듯
했습니다.
연구자 : 융합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학생 : 이전부터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이 뛰어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번 연구에서 그
수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론들을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
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구자 : 석빙고 연구에 참여 전과 후에 자신의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 전에는 대부분 독자적인 탐구활동만 해서 역할 분담같은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 참여 후에 역할 분담이나 자료조사 등 공동 연구과정에 대해 좀 알
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고서 작성은 어
떻게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자 : 장기간의 프로젝트을 참여한 소감이나 의견은?
학생 : 어떤건지 잘 몰라 처음에는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연구에 익숙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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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무리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성과의 수준에 관계
없이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연구에도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위 학생은 화학팀의 팀장 역할을 했던 학생으로 초기에는 이런 탐구활동의 경
험이 적어 많은 고생을 한 학생이다. 또한 화학팀장을 맏고 있었지만 관련 지식
이 그리 많지 않아 초기에 실험 주제나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미숙한 모습을 많
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화학팀의 자체적인 역할 분담이
나 연구 과정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일 만큼 향상되었던 팀 중 하나이
며 인터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인도 자신감을 많이 갖고 다른 연구활동에 참여
의욕을 가지게 되는등 개인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여 준 학생이다. 또한 첫 질문
에 대한 대답처럼 이 학생은 융합 연구를 통해 화학 분야 한 분야만 아닌 전체
적인 지식의 습득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 두 학생처럼 다른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보면 전통과학
기술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점,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활동의 자신감
향상, 융합 연구를 통한 통합적 지식의 이해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드러났고 반
면 연구 자체의 비효율성, 공동 연구에서의 비협조성(무임승차자)등에 대한 부정
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오늘날 학교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인 STEAM은 앞으로의 학교가 지향해야할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통합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각 교과는 자신의 영역만 지키고 있는 것도 가능하겠
지만 이런 상아탑의 생각으로는 발전해가는 현대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융합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STEAM 융합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 연구회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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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석빙고라는 하나의 중심주제를 선정한 다음 인
문/예술/자연 계열의 학생들로 각각 개별 연구팀을 재구성하여 융합교육과정의 ‘수레
바퀴 모형’으로, 교사가 연구의 설계를 담당, 학생들은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프로
젝트 학습법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동
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을 결합한 ‘협동 퍼즐모형’의 융합 프로젝트 모형으로 프로젝
트를 진행시켰다. 각각의 개별연구는 석빙고에 대한 관련 7개 교과의 소주제를 선정
하여 개별연구가 진행되었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개별 연구팀의 연구가 진행되었
다. 융합 연구 결과로서 개별 연구들을 통하하여 ‘석빙고를 소개하는 전시물 만들기’
라는 통합 연구의 방향이 세워졌고 포스터 및 전시물, 관련 책자를 완성하고 관련
영상들을 제작하였다. 각 교사들은 연구팀을 지도하는 동시에 담당교과별 STEAM
수업을 구성하여 개별 연구팀의 연구 내용과 연계되는 수업을 구상하였고 총 8차시
에 해당하는 수업이 개별 연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융합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전시물등은 11월 15일 교내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하였고 STEAM 수업 역시 11월
말에 최종 수업을 마쳤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과학에 대한 과학적 태도(TORSA)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
역(TIMSS) 관련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과 과학적 태도의 평균은 모두 증가하여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나, 또한, 양적연구와 병행하여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조사에서 전통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 및 연구활동에 대한 자신감 향상
등이 보여졌고 융합적 지식 이해의 장점등을 언급한 반면 연구의 비효율성이나 팀원
간 비협조 문제 등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STEAM 융합연구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 이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연구와 STEAM 수업이 연계되는 전통과학 중심 프로젝트 수업 형태가 자리를 잡고
이 수업 형태가 다른 일반계 학교의 중장기 연구 모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2. 제언
STEAM 융합 프로젝트 연구sms 아직 완전히 형태를 잡고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
다. 아직 발전 중인 이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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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로젝트 수행법은 대학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과 기본지식을 학습시키기
위해 STEAM 수업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교과 수업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존의 수
업방식의 형태로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STEAM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상황제시, 창의적 설게, 감성적 체험 등의 STEAM 구성요소를 기획하고
평가하여야 하나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STEAM 수업의 연구가 더 진행되
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특성화고
에서는 학교급 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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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융합프로젝트 STEAM 수업지도안
[부록2] 융합 프로젝트 개별 연구보고서
[부록3] 융합 프로젝트 융합 연구 보고서

[부록1] 융합 프로젝트 STEAM

수업지도안

○ STEAM 융합프로젝트 수업지도안
전통 얼음창고 ‘석빙고’ 연구

프로그램명
적용학년/시기
관련과목

2학년 1학기 / 4월~

인문, 한국사,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미술

1.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과목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석빙고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 이해하기
 여러나라의 전통적 냉각 기술 알아보기
 다른 냉각기술을 적용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한국사
발전신라시대의
1차시 +세계지
과학기술
리

세계 각국의 여름철 얼음사용 기록에 대한 이야
기를 제시. 냉장고 없이 어떻게 여름에 얼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질문.
Co

전통적 냉각
기술의 이해

(2)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얼음 사용 기록을
찾아본다.
Tip!

세계 여러나라의 냉각관련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구상하기
CD

지역적 특성과 기후적 조건등이 달라도 적용가능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Tip!

ET

우리나라의 얼음골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

 기후 특성에 따른 석빙고 제작 환경 이해하기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석빙고의 필요성
(3) 기후환경의
변화
2차시 한국지리
(7) 다양한
우리국토

Co

석빙고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

석빙고는 왜 경상도에만 유독 많이 존재할까?

경상도의 지리적 특성을 얼음과 관련지어 조사해
보기
CD

신라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빙고들이 존
재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 빙고에 대해 생각해
본다.
Tip!

 아치형 석조 건축 장점 이해하기
 벡터의 이해와 활용
기하와
3차시
벡터
+물리

Ⅰ

Co

석빙고는 왜 아치형으로 만들었을까?

CD

아치구조 다리만들기

(4) 벡터

힘의 분산
(1) 시공간과
우주

컴퓨터 시물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치구
조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
Tip!

ET

실제 동일한 질량을 물체에 줄을 연결하여 힘의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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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을 직접 경험해본다.
 단열 실험 설계하기
 실험 결과값의 수치해석
Co

4차시

Ⅰ
Ⅰ

물리
+화학

(4) 에너지

단열과 단열재

석빙고는 어떻게 얼음을 보존했을까?

왕겨와 볏집, 톱밥, 화강암의 단열효과 확인하는
실험 설계하기
CD

Tip!

실험 설계시 변인통제등 실험의 조건을 알아본다.

실험에 쓰인 단열제와 얼음을 붙여놓고 온도변화
를 체험해본다.
ET

 세균이 번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본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변인들을 조사하고
설명한다.
석빙고 내부의 환경에 따른 세균 번식의 위험은
없을까?
Co

5차시

생물

(3) 항상성과
건강

세균과 항균작용

CD

석빙고 내부의 환경조사하기

주어진 석빙고 내부 환경 데이터를 세균 번식 조
건과 비교하고 석빙고 내부의 항균작용 원리를 조사해
본다.
Tip!

ET

조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보다.
석빙고의 구조 설계도면에서 환기구가 필요한 이
유는 무엇인가?
Co

6차시

Ⅰ

물리

(4) 에너지

유체의 흐름

석빙고의 환기구의 위치를 고려해서 외부에서 들
어오는 따듯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별 논의
CD

각 조별 석빙고 도면에 직접 공기의 흐름을 그려
보기 조별 발표하기
Tip!

 석빙고 모형을 제작하고 석빙고 주변의 환경
을 만들어 본다.
석빙고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모형 제작을 위해
꾸미는 방법들을 찾아본다.
CD

7차시

미술
+기술

모형제작

각 연구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석빙고의 구
조를 명확히한다.
Tip!

모든 연구팀들이 참여하여 실물 모형제작에 참여
한다.
ET

8차시

통합

작품화 및
최종발표

 각 연구팀이 제작한 보고서 및 연구 내용을 발표
평가한다.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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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최종 산출물 평가를 위해 발표를 준비

실물 모형을 토대로 각 연구팀이 실행한 개별연구
를 발표하고(ppt)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ET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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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학 연구 프로젝트 교수학습 지도안(1/8)
과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한국사/세계지리

수업차시

1/8

한국사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신라시대의 과학기술
세계지리 (2)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
1. 우리나라에서 석빙고가 만들어진 이유를 안다.
2.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냉각기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냉각 기술과 비교해본다.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고대 국가에서의 얼음 사용에 대한 기록 확인과 빙고의 필요성 이해하기
우리나라 여름철 얼음 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tip 고대 기록의 대부분은 왕족을 위한 내용이므로 그 외 일반 생활에서의 얼
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목표 제시
Co

도입
(10분)

○

PPT

1. 고대 국가에서 빙고의 필요성 이해한다.
2. 다른나라의 냉각 기술과 우리나라의 냉각기술을 비교하고 그 효용성을
알아본다.

 얼음골의 냉각 방식 이해하기
밀양 얼음골 관련 영상 관람 (복사냉각)
- 얼음골은 빙고와 같이 얼음상태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여름철 물을 얼음으로 얼
리는 역할을 한다.
- 조별로 얼음골의 냉각원리에 대해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연구노트에 기
록한다.

Co

학습활동
(35분)

ET

영상(다큐)
연구노트

 세계여러 나라의 냉각 방식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각 조별로 여러 나라의 냉각방식이나 얼음 보관 방법을 조사하게 한다.
- 조별로 같은 내용이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Co

연구노트

조사한 냉가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도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논의해 연구노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 되도록 지역적 특성과 기후적 조건이 달라도 적용가능한 방법을 고안해본다.

CD

ET

마무리
(5분)

각 조별로 대표 한명이 자신들의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냉장고의 냉장 원리는 조사한 전통적 냉각 기술들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
해본다.
> 오늘 활동을 정리한다.
> 차시 예고한다.

ET

지도상의
유의점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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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학 연구 프로젝트 교수학습 지도안(2/8)
과목
교육과정
학습목표

한국지리

수업차시

2/8

(3) 기후환경의 변화
(7) 다양한 우리국토
석빙고의 위치를 통해 석빙고에 필요한 지리적 특성을 확인한다.

한국지리

석빙고가 존재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알아본다.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현존하는 석빙고의 위치와 관련 사진 자료를 통해 석빙고의 지리적 위
치를 이해한다.
현재 남아있는 7개의 석빙고 관련 위치지도를 보여주고 각 석빙고에 대
한 사진 자료를 보여준다.
- 석빙고고(
) 에 수록된 석빙고 단면도를 통해 석빙고의 위치와 방향
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

Co

도입
(10분)

石氷庫考

○ 학습목표 제시

PPT
및 사진 자료

지리적 특성에 따른 석빙고의 위치, 방향 특성을 이해한다.
기후적 특성에 따른 석빙고의 위치를 이해한다.
 석빙고가 경상도에만 존재하는 아유에 대해 학생들간 토론을 실시한다.
Co

석빙고는 왜 경상도에만 유독 많이 존재할까?
- 북한에 있는 빙고를 제외한 6개의 석빙고가 경상도에 몰려 있는 이유에 대해
조별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tip

토론을 위해 조별 조사전에 아래의 논거들을 먼저 제시한다.

① 석빙고는 신라시대 축조되었고 이를 조선시대 개축한 것이다.
② 경상도의 지리적 특성이 석빙고를 제작하는데 유리했다.
학습활동
(35분)

ET

연구노트

조별 토론을 실시한다.

1. 경청하기
- 묻고 답하기
tip 논문 내용 전체를 아우를 필요는 없고 개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분
에 집중하여 발표하고 질문하도록 한다.
2. 연구노트에 정리하기
필요한 부분을 연구노트에 각자 정리하도록 한다.
ET

마무리
(5분)

조별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여러 주장에 대한 정설은 아직 존재하지 않
으므로 각자의 논거를 정리하고 각각의 주장을 다 기록하도록한다.

PPT

> 차시 예고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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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학 연구 프로젝트 교수학습 지도안(6/8)
과목

물리

수업차시

6/8

Ⅰ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_물리
(4) 에너지
힘과 에너지의 이용
유체에서 아르키메데스 법칙과 파스칼 법칙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산업에 대한 이용을
안다.

학습목표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을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를 통해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실제 공기의 흐름
을 관찰한다.

③

㈏

학습과정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본다.
Co

도입
(10분)

석빙고의 구조 설계도면에서 환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 학습목표 제시
석빙고의 구조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공기를 온도에 따라 흐르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석빙고의 천장 구조가 공기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조별 토론을 통해 공기흐름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표한다.
 실제 공기흐름을 도면에 그려보고 실제 시연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모형을 제작하고 모형을 통해 공기흐름 실험을 시연한다.
1. 조별 토론 :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 분석 (10분)
각 조별로 석빙고 단면 설계도를 배부
석빙고의 환기구의 위치를 고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따듯한 공기와 차
가운 공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조별 논의를 통해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한
다.
2. 조별 발표 (15분)

CD

학습활동
(35분)

①
②

물리연구팀의 실험 시연 (10분)
- 아크릴로 제작된 실제 실험 모형에 색연기를 넣어 외부에서 불어들어가는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

ET

석빙고 구조물의 특징은
공기흐름을 통제해 냉각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활용한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의 소산물임을 언급한다.
일부 현대 건축에도 구조적 특성에따라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여 자연 에너지
를 활용하는 냉각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PPT

석빙고
도면

석빙고
모형 및
공기흐름
실험 준비

ET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PPT

물리연구팀은 실제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조별 연구시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본 프로그램은 수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배포·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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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융합 프로젝트 개별 연구 보고서

개별 연구 보고서 차례

Ⅰ. 얼음 1정의 크기로 유추한 빙고의 실제 크기 유추
Ⅱ. 아치 구조의 힘 분산 과정의 이해
Ⅲ. 석빙고의 장빙 능력 확인을 위해 모형을 통한 실험
Ⅳ. 석빙고 내부의 미생물 처리 관련 메커니즘 연구
Ⅴ. 아치구조의 이해와 건축기법의 발달과정 탐색
Ⅵ. 석빙고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고찰
Ⅶ.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에서 나타난 빙고의 모습
Ⅷ. 고문으로 본 얼음의 저장과 활용

Report 1.
얼음 1정의 크기로 유추한 빙고의 실제 크기 유추
수학부 연구 보고서
유시연, 양성규

I. 연구 목표
➀ 얼음 1정의 크기를 알아보고, 그를 통해 서빙고의 크기를 유추해본다.
➁ 조선시대 한양의 얼음 하루 소비량을 계산한다.

II. 본문
1. 연구동기
수학체험부에서 처음 스팀에 대해 알게 되고 스팀에 참여 하게 되었을 때에는 막연히 수학에
관련된 주제를 잡고 진행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석빙고
와 수학이 연결되는 주제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신
라시대에 존재했던 석빙고와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서빙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석빙고의 작은 규
모와 달리 서빙고는 규모가 거대하여 석빙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얼음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한
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 터만이 남아있고, 그마저도 정확한 넓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수학
팀은 서빙고의 정확한 넓이를 계산하고, 더 나아가 서빙고의 넓이를 이용해 동빙고의 넓이 또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과거 서빙고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얼음의 하
루 사용량을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2. 연구 내용
1.) 이론적 배경
➀ 서빙고 채수 변화에 대한 문헌적 자료
얼음의 보관과 사용에 대한 문헌적 자료는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에 있지만 여기에는 서빙고의
위치, 규모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 용재 총화 및 장빙등록과 같은 특정 분야의
통계자료를 모아놓은 사료에만 자료가 드러남.
시기
임란 전

채수
8

주채관
군기시, 군자감, 예빈시, 내자시, 내섬시, 사섬

출처

용재총화

시, 사재감, 제용감
임란 후

6

공조,제용감,사복시,평시서,군기시,사재감

장빙등록

병란 후

3

사복시, 공조, 평시서

1644년

4

사복시, 공조, 평시서, 不明

1645년

5

공조, 사복시, 군기시, 사재감, 평시서

1670년

4

위의 5사(司)가 5년에 한 번씩 응역을 면제받음

19세기

6

군자감, 군기시, 예빈시, 내섬시, 사재감, 재용감

만기요람

<표 20> 서빙고의 채수¹⁾와 주채관²⁾의 시기별 변동자료

위의 표1)를 보면 서빙고의 채수는 계속해서 변화했다. 채란 건물을 의미하며 각 채에는 내부
빙실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빙실은 일반적으로 9칸, 많은 경우는 12칸으로 구성된다.
임란 후, 기존 8채였던 서빙고가 6채로 줄고, 병란 때에는 3채로 줄었다. 이를 통해, 난이 일어
난 후에 난의 폐해로 인해 채수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670년에 기존 5채였던 서
빙고가 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채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경우에도 채수에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후 점차 채수가 늘어 19세기에는 6채로 고착되었다.

내빙고

서빙고
동빙고

북고
1680

1808

합계

남고

18.084

공조

군기시

평시서

사재감

45.394

33.343

41.352

38.360

26.957

35.952

158.540

223.789

40.000

10.244

134.974

185.278

표2) 17세기 석빙고 얼음 저장량

17세기 내빙고에 26,000정, 서빙고에 150,000정 가량 있던 얼음이 19세기에 들어와 내빙고에
있던 얼음은 40,000정으로 증가하고 서빙고의 얼음은 135,000정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조선후기에 들어 사빙고¹⁾의 증가로 민간에 많은 얼음이 보급되어 관영빙고에서 얼음을 저장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유추 할 수 있다.

➁ 조선시대 도량 단위
조선시대에는 척근법(尺斤法), 척간법(尺間法), 척관법(尺貫法)이라고도 불리는 도량형 단위를 사용했다. 이
척근법은 동아시아권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처음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사
용됐는데, 길이 단위로 모(毛)와 리(厘), 푼(分), 치(寸), 장(丈), 척(尺), 간(間), 정(町), 리(里)등이 있으며, 넓
이 단위로는 평(坪)과 보(步), 정(町)등이 있다. 이러한 단위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2)

표1) ‘조선후기 장빙역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고동환)
1) 채수는 여기서 얼음 채집 량을 의미한다.
2) 주채관은 얼음 채집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 사빙고는 개인이 만들고 관리한 빙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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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이단위
단위

단위 설명

현대 기준

모(毛)

1리의 10분의 1

39.3m에 해당

리(厘)

1푼의 10분의 1

약 0.3mm에 해당

푼(分)

1치의 10분의 1

약 0.303cm에 해당

치(寸)

1척의 10분의 1

약 3.03cm에 해당

척(尺)

자’라고도 불림

약 30.3cm에 해당

장(丈)

1척의 10배

약 3.03m에 해당

간(間)

6척에 해당

약 181cm

리(里)

360보

393m에 해당

뼘

엄지와 중지를 쭉 폈을 때의 길이

길

길이, 높이, 거리의 단위로 쓰임

발

8~10자 정도에 해당

양쪽 팔을 끝까지 벌렸을 때, 손끝에서 손끝까지의 거리

2.) 넓이단위
단위

단위 설명

정(丁)

땅 넓이의 하나치 10단(보). 3000평

단(段)

논밭 넓이의 하나치 300평

마지기

한 말의 씨앗을 심을 정도의 넓이(200~300평의 넓이)

필(疋)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피륙을 세는 단위

평(平)

1평은 6자×6자(  )이다.

3.) 부피단위
단위

단위 설명

홈(合)

180ml (180 )

되(升)

10분의 1 말 10홈

말(斗)

10되로 18L

섬(暹)

10말로 18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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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본문
➀ 서빙고에 저장된 빙정의 수에 따른 서빙고 크기 측정
⑴ 얼음의 부피
- 한양의 서빙고에는 13만정(丁)의 얼음이 저장되어 있었다.(134.974 ~ 158.540)서빙
고는 총 8채로 이루어져 있는데(최소 3채, 최대 8채)3), 현재는 터만이 남아있어 확실
한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서빙고의 크기를 유추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선 먼저 서
빙고에 저장되어 있던 얼음의 양과 그 얼음 1정(丁)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정(丁)은 부피 단위의 정이 아니다. 얼음 덩어리의 개수를 의미하며
어떤 문헌에도 이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조선 후기 사빙고에서 민간
에게 파는 얼음은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데 이 역시 정(丁) 단위를 쓴다.
- 조선왕조실록에 얼음을 캘 때는 얼음 두께가 12cm이상(4치(寸)-촌이라고도 불림)이
되어야만 자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1908년 대한제국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편찬
한 <한국수산지>에서는 7촌 이상일 때 좋은 얼음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
면 최소 두께는 12cm, 보통은 20cm 이상 두께의 얼음을 보관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안동 석빙고가 있는 안동시에서 매년 안동 장빙제를 개최하는데, 이 장빙제에서는
얼음을 평균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무게 80kg으로 잘라서 장빙을 한다.
이때 얼음 크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  ×    
즉, 최소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계산을 통해 나온 크기를 기준으
로 서빙고에 저장된 얼음의 양을 계산해 보면 현존하지 않는 서빙고의 크기를 가
늠해 볼 수 있다.

그림 90) 안동 장빙제 행사에 자르는 얼음의 크기, 용재총화에 ‘하인이 없는 집은 얼음을 수
령하기 어려웠다.’ 라는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 얼음은 개인이 지고 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각 채는 9칸 ~ 12칸으로 빙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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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빙고의 크기 추정
서빙고에 장빙된 얼음을 18세기 기준 13만 4974정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기로 한다. 위에서


1정의 부피를 약 0.1  이라고 가정하는데 이 때 13만 정의 얼음 부피는 13000 이 된다.
얼음판의 높이가 최소 12cm(4촌)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두껍게 얼었을 때 얼음을
채취하므로 안동 장빙제의 예를 삼아 최소 30cm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음을
쌓아올리는 높이에 한계는 6정 정도 180cm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으로 빙고의 내부 면적을 계산해보면 13000 의 총 부피를 높이 약 2m로 나누었


다. 이때 필요한 면적은 6500  가 된다. 이 면적의 크기가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으로 계산해보면 1평은 3,3  이므로    ≒ 평 정도가 된다.
즉, 13만정의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빙고의 총 면적은 약 2000평 이상일 것이라 추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빙고 각 채가 200평 이상의 면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현재 옥수역 근처에 있었다는 동빙고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동빙고는 14칸으로 되어
있었고 동빙고의 한 칸이 서빙고 한 칸의 규모보다 배 이상으로 컸다는 기록(장빙등록)을 통해 동
빙고의 크기 역시 유추해 볼 수 있다.



서빙고는 한 채가 최대 1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서빙고 한 채의 크기가 약 800  이므


로, 한 칸의 크기는 66.7  가 된다. 동빙고 한 칸의 크기가 서빙고 한 칸의 배 이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를 통해 한 칸의 크기가 약 130  임을 알 수 있다. 동빙고는 총 14칸으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동빙고 전체의 크기는 1800  가 되며, 평으로 계산해보면    ≓ 평이 됨을 알
수 있다.

서빙고와 동빙고를 합친 총 2550평의 공간은 사실 빙고의 규모로 본다면 지나치게 큰 감이 있다.
실제 현존하는 석빙고들은 평균 30평정도의 내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현풍 석빙고도 35
평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위의 계산에 문제가 없다면 서빙고의 규모는 석빙고의 크기보다 약
100배는 넓은 규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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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동빙고 및 서빙고의 위치

서빙고 터

동빙고
터

➂ 조선시대 얼음 하루 소비량
서빙고의 얼음은 문무 관료들과 활인서의 병자들, 죄수들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얼음은 3월부터 나누어 주기 시작하여 8월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서빙고에 저장되어 있는
13만 5000정의 얼음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전부 쓰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약 180일 동안
하루에 약 750정의 얼음이 쓰인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서빙고의 얼음은 문무 관료들만 받을 수 있었고, 가끔은 3일에 한번, 4일에 한 번씩 반
빙할 때도 있다는 기록을 보면, 하루에 700정 가량의 얼음을 소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 생각하여 자료를 더 조사해 본 결과, 서빙고의 저장되어 있는 얼음 중 자연적으로 녹는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만 5000정 중 최대 자연적으로 3분의 2의 얼음이 녹아 없어진다
고 하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얼음은 최소 3분의 1인 4만정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180일
동안 4만정의 얼음을 매일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200개의 얼음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서빙고의 얼음은 나눠 주지 않아 이를 통해 당시 한양의 인구구
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얼음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했다고 한다. 그 예로, 여름철
얼음을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하면서, 얼음선을 통해 기존에 물고기를 포나 말린 상태로
제공하다가 보다 신선한 상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등이 있다. 이것은, 곧 민간 얼음 장사
치의 증가를 뜻한다. 얼음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얼음을 가득 실은 상태의 배를 운영하기 위
해서는 서빙고와 동빙고의 얼음 창고를 이용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기에 민간 장빙업자가 운영하
는 사빙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후기 국가로부터 공인된 공인 업자들의 모임인 빙계가 창설되어 나라에 얼음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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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민간에 얼음을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이 8개의 얼음창고에는 얼음 저장량이 100
만정 이상이 되는데, 카이스트의 고동완 교수의 “조선후기 장빙역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에 따
르면 이중 서빙고, 동빙고 등에 저장되는 얼음과 자연 손실분을 제외하고도 30만정 정도가 민간
에 유통된다고 한다. 이 얼음 1정의 가격은 1전에서 8전까지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
익이 약 20만 냥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다.

III. 결론
얼음의 크기가 약  인 것을 통해 서빙고의 크기가 2000평 정도인 것으로 추측되고, 각 채
의 크기는 약 200평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의 크기가 30평임을 감안
하면, 석빙고 크기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계산에 맞다면 동빙
고의 크기는 약 550평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서빙고의 얼음은 3월부터 나누어 주기 시작하여 8
월까지 이어졌다고 하고, 서빙고에 저장되어 있는 13만 5000정의 얼음 중 약 3분의 2정도가 녹
았다고 하니, 하루에 약 200정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사빙고의 증가로 얼음저장량 또한 증
가하는데, 30만정 정도 민간에 유통된다는 자료가 있다. 얼음의 가격은 약 1전에서 8전까지 상승
하므로 수익이 약 20만 냥 이상 될 것이라는 추측 또한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얼음 사용량을 조사하면서 얼음은 신라, 고려 시대에는 왕족이나 일부 귀족들에게만 사
용되는 사치품이었는데, 조선후기로 가면서 얼음이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빙고들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서 조선후기로 갈
수록 얼음의가치가 떨어졌으며, 후기로 갈수록 우리와 같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감상문
유시연 - 처음 주제를 잡을 때에는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선생님들과
주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그 후 주제를 통해 우리가 했던 일들과 보고서 정
리를

마치고,

이번

과제를

마친

후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

좋았고,

완벽하게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다음에 다시 이런 과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더

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양성규 - 수학 팀에서 과제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작정 수학에 관련된
주제를 잡고 내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다보
니, 순수수학이 아니라 인문 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 당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이것이 진정한 융합연구라는 느낌이 들었고, 평소 서로 다른 과목이 연결
수 없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요령이나 자료를
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

될
조사하
한다.

현승철 -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석빙고의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바람과 함
께 사라지다’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았지만, 그것이 석빙고의 대한 정보 전부였습
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검색해보고 자료를 수집 해본 결과 석빙고는 단지 얼

- 7 -

음만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음식 또는 쉽게 상하는 것도 보관해오는 사실도 알게 되었
고, 석빙고 이전에는 서빙고, 목빙고, 동빙고등.. 여러 빙고도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
습니다. 또한 무려 13만장의 얼음도 저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다지 많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선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조의 지혜는
어무리 후손이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한들, 따라가지 못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런 지혜의 유산은 우리가 보존하고 다음세대의 후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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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
아치 구조의 힘 분산 과정의 이해
수학부 연구 보고서
백관우, 한성민

Ⅰ.연구 목표
석빙고 내부의 아치구조의 역학적 힘 분산 원리를 이해한다.

Ⅱ.본문
1.) 배경이론
(1) 힘을 나타내는 벡터
힘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막연히 여러 능력을 포함하여 사용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전기력·중력·핵력·구심력등 실제적인
작용으로 다룬다. 힘은 속도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 외에 작용하는 방향 및 방향을
지정해야 하는 양, 즉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힘이 한 곳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벡터에 특유한 덧셈방법을 취하게 된다.
또 질점을 볼 수 없는 넓이를 가진 물체인 경우에는 이밖에 힘이 작용하는 곳, 즉
작용점이 그 물체의 운동을 생각하는 데 문제가 된다.
벡터는 다음과 같이 화살표와 방향, 크기로 값을 나타낸다. (힘의 경우 작용점도 중요하다)

(2) 물체의 평형상태
물체의 평형상태라 함은 물체가 원래의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지 상태, 등속직선 운동 상태, 등속회전 운동 상태 등의 모든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여러 힘을 받고 있는 물체가 평형상태에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평형상태의 조건은
① 제 1 평형조건 : 선형적인 평형상태, 즉 정지 또는 등속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력의 합이 0 이 되어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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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F = 0
② 제 2 평형조건 : 회전적인 평형상태, 즉 정지 또는 등속회전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축에 관한 모든 힘의 모멘트, 즉 토크의 합이 0 이 되어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Στ = 0
- 질점(질량 중심점)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경우 제 1 평형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나 질점의 중심이 평형상태를 이루지 않고 특정 회전축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토크를 통한 회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크는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의 회전
방향을 가지며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와 질점이 받는 힘의 수직 벡터의 곱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토크는 질점의 받는 힘이 클수록, 질점과 회전축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3) 벡터의 합성
벡터합을 구하는 방법에는 도식법( 또는 작도법)과 해석법이 있다.

1) 도식법에 의한 벡터합성
[그림 1]과 같은 OA 와 OB의 합을 구해보자. 이들의 벡터합 또는 합력 R 은 [그림
2]와 같이 두 벡터를 한 쌍의 변으로 하는 평형사변형을 그려서 두 벡터가 만나는 점으로
부터 평형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림으로써 구한다. 이 대각선 벡터 R 은 두 벡터의 합으로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두 개 이상의 벡터들의 합력을 구할 때는 다각형법을 사용한다. 이것을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벡터 A의 화살표 끝에서 벡터 B를 그린다. 점 O 에서 벡터 B 의
작용점을 이으면 벡터 A와 벡터 B의 합력인 R′ 이 된다. 다시 벡터 A의 작용점과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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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화살표 끝에서 다시 벡터 C 를 그렸을 때 벡터 A의 시작점으로부터 벡터 C 의 끝
을 연결한 벡터 R 은 벡터 A , B, C 의 합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벡터합을
구할 수 있다.

2) 해석법에 의한 벡터합성
두 벡터의 합은 sine 과 cosine 의 삼각법칙을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두 벡터 A, B를 생각하자. 이 그림에서 합력
R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때 각 φ 는

(4) 아치구조의 이해
아치구조의 특징은 수직방향의 힘을 수평방향(횡압력)의 힘으로 바꾸는데 있다.
건축물의 구조에서 천장을 만들 때는 천장을 받치는 기둥으로 밑에 두어 수직 방향의
힘을 버틴다. 그런데 천장의 넓이가 넓어지면 기둥이 받치는 힘의 크기가 같더라도
기둥이 없는 부분은 수직방향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된다.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휘기
시작하면 위쪽은 압축 응력을, 아래쪽은 인장응력을 받는다. 인장력(끊어질 때까지의
힘)이 응력을 이기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진다.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든
천장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중간 부분이 무너지는 이유는 토크(모멘트)로 설명할
수 있다. 다리를 세울 때 중간 중간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다리 무게를 버티는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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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두더라도 다리 중간에 작용하는 모멘트(토크)를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 평평한 천장보다 삼각형 형태의 천장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이
이유는 천장의 기울어짐에 따라 힘은 수직과 수평으로 분산되고 수직방향의 힘 자체는
줄어들지 않지만 서까래끼리 밀어내는 수평방향의 힘이 수직방향의 토크를 상쇄한다.

<그림 104> 천장을 받치는 기둥을 회전축으로 천

<그림 103> 중력에 의한 토크(회전력)는 시

장의 무게중심 부분에 회전력(토크)가 발생한다.

계방향이지만 서까래에 의한 토크는 반시계

이 힘에 의해 천장이아래로 처진다.

방향이다.이 두 힘은 상쇄된다. 대신 기둥이
버티는 힘은 커진다.

이런 구조가 극대화 되어 있는 구조가 아치이다.

아치구조는 수직방향의 힘을 수평방향으로 분산시키고 이 힘을 양쪽 끝으로 전달하여
무게를 지탱하게 한다. 아치구조는 여러 건축물에서 많이 쓰이지만 의외로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인다.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의 바닥은 오목한모양이다. 일종의 아치구조인데
이렇게 만들면 쓰러지지 않을뿐더러 내용물로부터 받는 무게나 팽창력을 견딜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는 우리 발바닥에도 아치구조가 있다. 평균적인 남성의 경우 약 700N의
무게로 발을 지탱한다. 이 무게를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나누지 못하면 발바닥부분이
집중적으로 힘을 받아 매우 아플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발을 가진 사람은 오래 걷지 못
한다.

2.) 연구내용
(1) 홍예구조의 힘의 분산
석빙고의 아치구조에 힘의 분산 과정은 구조
설명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치구조의 힘 분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석빙고의

홍예구조를 최대한 단순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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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으로

홍예구조가 양면 대칭 구조라고 가정하고 한쪽 면의
아치만 분석을 했다.
석빙고의 경우 홍예석 및 토양 까지 포함하여
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홍예석 무게보다 크다.

기본적인 계산을 위해 토양의

무게를 제외하고

홍예석의 무게가 다음 홍예석에게 미치는 힘의 크기만
기로

수직으
그러나
순수
분석하

한다.
홍예구조의 가장 위쪽 홍예종석은 쐐기모양으로 양쪽 1번 홍예석에 무게를

분산시킨다. 홍예석은 총 8개(홍예 종석까지 포함하면 9개)의 돌로 구성되므로 홍예석
사이에 각도는 10°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홍예 종석 무게의 절반을 1번 홍예석이 감당해야하므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1번 홍예석에 작용하는 힘은


    (   홍예석
sin  

1개의 질량,   중력가속도)

2번 홍예석은 1번 홍예석이 받는 힘에 1번 홍예석의 무게를 추가로 받는다. 이때
힘의 합성은 벡터 합으로 나타내어지고 각도는 앞서와 같이 10°로 꺾여나가면 2번
홍예석이 받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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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힘은 수직 방향에 대한 힘으로 수평방향의 힘은 따로 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힘이 더해지면 각 홍예석이 받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sin ×

이때  는 아치 구조가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홍예석의 숫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게가 마지막 홍예석에는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홍예석의 수직방향의 힘을 옆의 홍예석으로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홍예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마지막 기둥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체 홍예석 무게가 되어 힘의 이득은 없는 것이 된다. 단순히 수직,
수평방향의 힘의 구조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은 토크이다. 위의
배경이론 서까래가 서로 미는 힘을 통해 토크를 상쇄한 것처럼 홍예석과 홍예석이
서로 미는 힘을 통해 수직방향의 토크가 상쇄된다.

(2) 홍예석의 개수와 홍예구조의 관계
만약 홍예석과 다음 홍예석 사이의 각도를 최소화 하여 아치구조의 하부 면적을
최대화 하면 어떻게 될까?
홍예석과 홍예석 사이의 각도는 위 식에서 분모의 sin   의   로 결정된다. 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x의 값을 크게 하려면 마지막 홍예석이 수직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 n의 값도 따라서 커진다. 즉, 홍예의 내부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홍예의 개수를 늘려야한다.
단순히 힘의 분해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만들 경우 가장
위쪽의 홍예석은 평편한 천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직방향의 힘을
수평방향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작아져 수직방향의 힘에 의해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 위쪽 천장을 구성하는 돌의 무게가 가볍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돌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 휨 모멘트가 충분히 상쇄되지 않아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토크의 크기를 계산하여 화강암 구조물의 아치 구조를 계산하는 것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는 화강암의 인장강도에 대한 버틸 수 있는 모멘트의 최대 크기를
계산해야한다. 사실 화강암은 인장강도가 12mpa이므로 어지간한 압축력은 버틸 수
있다. 즉, 화강암이 깨져 홍예가 무너지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3) 수평방향으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
마지막으로 아치구조의 안정성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한 수평방향의
힘 이다. 아치구조상 힘은 아례 돌로 내려갈수록 더해지고 커져간다. 천장 부분의
토크를 상쇄시킨 수평방향의 힘은 아래 홍예로 내려갈수록 더해진다. 그림에서 8번
홍예석까지의 수평방향으로 밀리는 힘은 결국 9번 벽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벽석은
수평방향의 힘을 모두 받쳐야한다. 만약 벽석이 이 힘을 버티지 못하면 아치구조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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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아래쪽으
로 분산된 수평방향의
힘, 아래쪽의 홍예석이
수평방향의 힘을 버티
지 못하여 옆으로 밀려
난다.

위쪽 홍예석은

수직으로 떨어진다.

위의 상황에서 수평방향으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홍예석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분력 중 수평방향의 힘을 더하면 된다.



9개의 홍예석을 가정할 경우 1번 홍예석은 홍예종석으로부터    의 수
tan



평방향 분력을 받고 이후 홍예 2번석 부터 중력으로부터의    의
tan ×
수평방향 힘이 추가된다. 이 힘은 수직방향의 힘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더해져 가기
때문에 홍예석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커진다.



    
tan




 
tan × 


석빙고의 경우 고분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벽석 바깥쪽은 거대한 흙을 덮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 흙은 벽석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석빙고와 같이 벽석이
밀리지 않도록 된 구조라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홍예구조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강화문 서문 (문화공보부,1978)

일반적인 성문의 홍예 경우 그림처럼 하단부의 돌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쌓고
밀리지 않도록 사다리꼴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하단부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
남원 오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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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 다리 역시 홍예와 홍예 연속적으로 두어 서로가 서로를 밀게 만든다.

Ⅲ.결론
홍예구조는 신라시대부터 꾸준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축구조이다. 무거운 돌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만들 때 무거운 돌의 무게를 버티게 하기 위해 수직방향의 토크(모멘트)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건축 기법이다. 실제 역학 계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제 석빙고의 돌 무게를
직접 대입하여 안정성 및 한계치를 계산해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정도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물리적인 힘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연구 중에 알게 된 사실 중, 아치구조는 고대 건축물 어디서나 등장하는 건축기법으로
돌을 활용한 건축물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아치구조는
로마나 동남아시아의 아치건축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석굴암은 아예
아치구조를 발전시킨 입체적 돔 형태까지 발전시키는 등 우리 조상들은 건축기술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구조역학 등의 어려운 건축공학 기술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의
건축기술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다.

※ 감상문
백관우 - 평소에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수학 팀으로 스팀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처
음에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 모임에서 설명을 듣고 주제를 잡기 시작했
을 때 생각이 잘 나지 않아 순조로운 진행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나 팀원들과 선생
님들이 함께 뭉쳐서 주제를 잡고 연구 방향을 잡아 석빙고에 관한 배경지식을 배우

게

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았던 것은 단지 수학파트

만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분야를 합쳐 진행해 나가며 넓은 지식

을 알게

되어 좋아하던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번

석빙고 연

구를 하며 느낀 점과 배운 점이 많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여

또 다시 참여

완성되고 훌륭한 보고서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성민 - 융합과학에서 수학을 생각하여 석빙고의 복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신기하
게 느껴졌다. 처음에 수학으로 어떻게 하면 석빙고 복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듣고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해하고

더

자세히

알아가고

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융합과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계
가 되었다. 수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서 좋은 작품
실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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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생
기

을 더

Report 3.
석빙고의 장빙 능력 확인을 위해 모형을 통한 실험
물리부 연구 보고서
이장원, 전제혁, 현주빈, 이규범, 박현규

I. 연구 목표
총체 연구의 내용인 석빙고의 장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가해본다.

II. 본문
1) 실험 목표
① 내부를 향으로 채워 석빙고 안에서의 공기의 이동 방향을 알아본다.
② 안으로 불어 넣는 바람의 세기를 달리하여 온도 변화를 비교해 본다.
③ 얼음이 양에 따라 모형 석빙고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 얼음의 양과 장빙 능력의 상
관 관계를 알아본다.
④ 석빙고 모형에 흙을 둘러쌓아 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실험 내용
① 실험 준비물
석빙고 모형, 아크릴 판, 휴대용 선풍기, 왕겨, 얼음, 디지털 온도계, 향, 스카치 테이
프, 박스 테이프, 우드락, 자,
※ 석빙고 모형 제작 과정
⑴ 문화재관리국의 석빙고고 연구 자료에 있는 경주 석빙고의 설계 모양을 참조하여 길이
의 비율을 최대한 맞춘 채 구글 sketchu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축소하여 제도 한다.
- 오른 사진은문화재관리청 석빙
고고에 있는 경주석빙고에 대한
자료로서 경주석빙고에 대한 대
략적인 평면도가 나와 있다. 이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은 축소 모
형을 구글 sketchup 프로그램으
로 3D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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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3D설계도를 부품도로 분해 및 제도하여 자른 후 부품사이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스카
이프와 클로로폼으로 접착시킨다.

⑶ 석빙고 모형 밑을 왕겨를 깔아 밑의 각도를 맞추고 진흙과 석고로 지하 조건의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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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② 실험 과정
⑴ 테이프와 진흙으로 석빙고를 밀폐시켜 공기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막는다.

⑵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지점에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한다.

⑶ 석빙고 앞에 벽을 만들고 선풍기를 설치하여 하강기류(와류)를 만든다.
※ 와류 : 중심 주위로 입자가, 여기서는 공기가 도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의 석빙고는
앞에
형성되고

돌로
이때

된

벽이

형성된

있어
와류가

바람이

불어오면

풍속을

느리게

석빙고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석빙고

문

앞에

안으로

와류가
들어가

는 풍속이 낮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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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내부를 향으로 채운다.

⑸ 입구에 바람을 불어넣어 공기의 흐름을 알아본다.

※ 여러 번의 실험을 해 보았으나 향이 실온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
아 가볍기에 석빙고 모형 내부에서 공기가 흐르는 정도의 관찰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석

빙

고 모형 입구에서 들어온 와류가 천장 돌출부에서 아주 약간 멈춘 후 환기구멍을 따라 나

간

것이 미세하게 관찰 되었다. 이로 보아 천장 돌출부는 석빙고에 들어온 바람의 속력을
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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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⑹ 안으로 불어넣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여 온도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

실험조건 : 30초마다 측정, 바람이 약할 때, 단위 ℃
측정기 1번

측정기 2번

측정기 3번

0s

17.1

17.8

17.3

30s

17.0

17.7

17.3

60s

17.1

17.6

17.3

90s

17.1

17.7

17.3

120s

17.1

17.8

17.3

150s

17.1

17.8

17.3

180s

17.2

17.6

17.4

210s

17.2

17.7

17.4

240s

17.2

17.7

17.3

실험조건 : 30초마다 측정, 바람이 강할 때, 단위 ℃
측정기 1번

측정기 2번

측정기 3번

0s

17.3

17.8

17.3

30s

17.2

17.8

17.4

60s

17.2

17.9

17.4

90s

17.3

17.9

17.5

120s

17.3

17.9

17.5

150s

17.3

18.0

17.3

180s

17.3

17.8

17.3

210s

17.3

17.8

17.3

240s

17.3

17.8

17.3

※ 바람이 불면서 측정기 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내부의 온도를 외부와 똑같게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측정기 2번의 온도가 측정기 1번과 3번의 온도 보다 약 0.5℃ 정도 더 높게
측정 되었다. 측정기 1번과 3번은 각각 석빙고 모형의 앞쪽아래와 뒤쪽 아래에 있었고 측정기 2
번은 환풍구에 있다. 이로보아 석빙고 모형에서는 바람이 불면 위가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아마도 바람의 세기는 약할 때와 강할 때의 각 지점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바람이 강할수록 차이가 크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 실험은 얼음이 없었으므로 결론에 포함
될 수 없어 얼음을 넣어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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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디지털 온도계는 in과 out의 두 가지 온도를 한 번에 측정한다. 여기서 in온도는
측정기 내부 온도를 보여 준다. 측정기에 코드를 연결하여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했으므로
out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했다.
⑺ 얼음의 양을 달리하여 온도변화 차이를 비교해 본다.
※ 석빙고 모형의 내부 부피는 56550㎤이다. 이때 얼음의 무게는 1㎤ 당 0.9g 이므로 56550
㎤ 는 50895g이므로 대략 50kg정도의 얼음이 빙고 모형 안에 들어 갈수 있다. 석빙고가 평소에
30%, 40%, 50% 정도가 채워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얼음을 모형 안에 15kg, 20kg, 25kg
일 때 각 각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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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작 실험 해보니 15kg만 넣어도 얼음과 얼음 사이의 공간 때문에 석빙고 모형의 부
피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그래서 50%, 40%, 30% 보다는 15kg, 10kg, 5kg 단위로 끊어 얼음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도 얼음의 부피로 포함 하여 실험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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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의 얼음을 석빙고 모형 안에 넣을 때,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7.0℃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0.8

14.1

0.1

60s

11.5

14.0

0.1

120s

11.8

14.0

0.1

180s

12.1

14.0

0.1

240s

11.7

13.8

0.1

300s

12.5

13.6

0.1

360s

12.4

13.6

0.1

420s

12.0

13.6

0.1

480s

12.1

13.6

0.1

540s

11.8

13.8

0.1

600s

12.1

13.8

0.1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7.1℃

측정기위치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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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위치2번

TRIAL :

2

측정기위치3번

0s

10.8

13.8

0.1

60s

11.1

13.5

0.0

120s

11.5

13.5

0.0

180s

11.8

13.3

0.0

240s

11.7

13.4

0.1

300s

11.6

13.4

0.1

360s

11.3

13.3

0.1

420s

11.0

13.4

0.1

480s

11.6

13.4

0.1

540s

11.1

13.4

0.1

600s

11.6

13.5

0.1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6.9℃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9.8

14.1

0.1

60s

9.8

14.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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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s

10.4

14.1

0.1

180s

10.9

14.0

0.1

240s

10.8

14.2

0.1

300s

11.1

14.2

0.1

360s

10.5

14.1

0.1

420s

11.1

14.1

0.1

480s

11.0

14.1

0.1

540s

10.5

14.1

0.1

600s

10.8

14.1

0.1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6.9℃

TRIAL :

2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0.8

13.8

0.1

60s

11.0

14.0

0.1

120s

10.8

14.0

0.1

180s

10.7

13.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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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s

10.8

13.8

0.1

300s

10.8

13.8

0.1

360s

11.0

13.8

0.1

420s

11.0

13.8

0.1

480s

11.4

13.7

0.1

540s

11.0

13.7

0.1

600s

11.0

13.7

0.1

※ 10kg의 얼음을 석빙고 모형 안에 넣을 때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7.2℃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6

14.4

0.2

60s

13.7

14.3

0.2

120s

13.5

14.2

0.3

180s

13.6

14.1

0.2

240s

13.5

14.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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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s

13.5

13.9

0.2

360s

13.4

13.8

0.2

420s

13.5

13.8

0.3

480s

13.3

13.9

0.1

540s

13.3

13.8

0.2

600s

13.6

13.8

0.3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6.5℃

TRIAL :

2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6

13.8

0.3

60s

13.8

13.7

0.3

120s

13.8

13.7

0.2

180s

13.7

13.8

0.2

240s

13.7

13.8

0.2

300s

13.7

13.8

0.2

360s

13.6

13.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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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s

13.6

13.8

0.2

480s

13.7

13.8

0.2

540s

13.7

13.8

0.2

600s

13.7

13.8

0.2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6.4℃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6

13.5

0.3

60s

13.6

13.5

0.3

120s

13.6

13.6

0.3

180s

13.6

13.6

0.3

240s

13.7

13.6

0.3

300s

13.7

13.5

0.3

360s

13.7

13.6

0.3

420s

13.6

13.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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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s

13.7

13.5

0.3

540s

13.7

13.5

0.3

600s

13.7

13.5

0.3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6.9℃

TRIAL :

2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8

13.8

0.1

60s

13.8

13.8

0.1

120s

13.8

13.7

0.1

180s

14.0

13.8

0.1

240s

14.0

13.8

0.1

300s

14.0

13.8

0.1

360s

14.0

13.7

0.1

420s

14.0

13.8

0.1

480s

14.0

13.8

0.1

540s

14.0

13.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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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s

14.0

13.8

0.1

※ 5kg의 얼음을 석빙고 모형 안에 넣을 때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6.3℃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5

13.8

4.9

60s

13.4

13.8

5.0

120s

13.4

13.8

5.0

180s

13.4

13.6

5.1

240s

13.6

14.0

5.2

300s

13.7

14.0

5.3

360s

13.7

14.0

5.4

420s

13.7

14.0

5.5

480s

13.8

14.2

5.4

540s

13.6

14.1

5.4

600s

13.6

14.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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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6.8℃

TRIAL :

2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8

14.6

0.7

60s

13.4

14.4

0.8

120s

13.5

14.2

0.8

180s

13.4

14.2

0.8

240s

13.4

14.1

0.8

300s

13.5

14.1

0.8

360s

13.3

14.2

0.8

420s

13.3

14.2

0.8

480s

13.3

14.2

0.8

540s

14.0

14.4

0.8

600s

14.0

14.4

0.8

D :

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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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6.5℃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13.7

14.1

5.2

60s

13.6

14.0

5.0

120s

13.4

13.8

4.9

180s

13.3

13.7

4.8

240s

13.0

13.7

4.9

300s

13.0

13.8

4.8

360s

13.1

13.9

4.7

420s

13.3

14.0

4.9

480s

13.4

14.1

5.0

540s

13.5

14.1

4.8

600s

13.3

14.2

4.7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7.1℃

TRIAL :

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3.7

14.6

0.8

60s

14.1

14.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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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s

14.0

14.1

0.8

180s

14.0

14.1

0.8

240s

14.1

14.1

0.7

300s

14.1

14.1

0.8

360s

14.2

14.1

0.8

420s

14.3

14.1

0.8

480s

14.3

14.1

0.7

540s

14.3

14.1

0.7

600s

14.2

14.0

0.8

⑻ 석빙고 모형에 흙을 둘러쌓아 온도변화 차이를 알아본다.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약할 때, 실온 13.1℃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0.3

11.5

0.1

60s

10.3

11.3

0.1

120s

10.7

1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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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s

10.6

11.0

0.1

240s

10.4

10.9

0.1

300s

10.5

10.9

0.1

360s

10.5

10.8

0.1

420s

10.5

10.9

0.1

480s

10.2

10.9

0.1

540s

10.4

11.0

0.1

600s

9.8

11.1

0.1

D :

600s

60s 마다. 바람이 강할 때, 실온 12.4℃

측정기위치1번

측정기위치2번

측정기위치3번

0s

10.0

11.0

0.1

60s

9.3

11.1

0.1

120s

8.9

11.4

0.1

180s

9.7

11.1

0.1

240s

10.5

1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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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s

10.2

10.8

0.1

360s

10.6

10.4

0.1

420s

10.8

10.3

0.1

480s

10.8

10.0

0.1

540s

10.6

10.0

0.1

600s

10.1

10.3

0.1

※ 바람이 약하게 불 때 측정기 2번 위치와 1번 위치 간의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보였으나 바
람이 강할 때는 측정기 위치 2번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아마도 너무 바람을 세게 불어넣
어 주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 석빙고 모형 안에 15kg의 얼음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얼음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차이가 확
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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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결과 분석
⑴ 바람의 세기에 따른 온도변화 그래프
- 다음 그래프는 진행 한 실험들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온도
차이가 제일 잘 보였던 15kg을 기준으로 하였다.
- ⊿T = 측정기 위치 2번의 온도 -

측정기 위치 1번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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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세기에 따른 온도 차이
4.5
4.0
3.5
3.0
온
도

약 1번

2.5

약 2번
2.0

차
이

강 1번
1.5

강 2번

1.0
0.5
0.0
0s

60s

120s 180s 240s 300s 360s 420s 480s 540s 600s
진행 시간

※ 그래프 분석
⑴ 전반적으로 바람이 약할 때가 바람이 강할 때보다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바람이 약해지면 모형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의 양이 적어져 모형 안에서 바람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때 바람이 강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며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고

볼 수 있다.
⑵ 약 1번, 강 1번, 강 2번을 살펴보면 처음에 온도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실험 전 내부의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은 후 온도를 측정하여 그런 것 같다.
⑶ 앞부분과 비교하여 뒤쪽은 공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하며 진동하며 움직인다.
- 아마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모형 내부에서 온도가 바뀌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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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얼음의 양에 따른 온도변화 그래프

얼음 양에 따른 온도차이
4.5
4.0

15kg 약 1번

3.5

15kg 약 2번
15kg 강 1번

3.0

15kg 강 2번
온
도
차
이

2.5

10kg 약 1번

2.0

10kg 약 2번

1.5

10kg 강 1번
10kg 강 2번

1.0

5kg 약 1번
0.5

5kg 약 2번

0.0

5kg 강 1번

-0.5

5kg 강 2번
0s

60s 120s 180s 240s 300s 360s 420s 480s 540s 600s
진행 시간

※ 그래프 분석
⑴ 전반적으로 얼음의 양이 많을 때가 온도의 차이가 크다.
- 측정기 1번 위치의 온도는 일정하나 얼음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얼음의 양이 장빙 능력, 여기서는 모형 안에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차가
운 공기가 갈리는 현상,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⑵ 5kg의 온도차이가 10kg의 온도차이보다 약간 더 크다.
- 실험의 오차 일 수 있으나 아마도 10kg일 때 얼음의 양이 많아 입구의 온도에 영
향을 준 것 같고 5kg일 때는 얼음의 양이 적어 입구의 온도에 영향을 10kg보다 상
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⑶ 5kg과 10kg에서 온도차이가 음수가 나왔다.
- 온도차이가 음수라는 말은 측정기 2번의 온도가 측정기 1번의 온도보다 높다는 것
을 뜻한다. 이 말인즉슨 들어온 공기가 석빙고 내부에 있는 얼음에 의해 냉각된 후
공기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고로

얼음의

양이

적으면

장빙효과가

낮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⑶ 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 변화 그래프
- 온도차이가 제일 큰 15kg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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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유무에 따른 온도차이
3.5
3.0
2.5
2.0
온
도

약, 흙 없음

1.5

강, 흙 없음
1.0

차
이

약, 흙 있음
0.5

강, 흙 있음

0.0
-0.5
-1.0
0s

60s 120s 180s 240s 300s 360s 420s 480s 540s 600s
진행 시간

※ 그래프 분석
⑴ 전반적으로 흙이 있을 때가 흙이 없을 때 보다 온도차이가 크다.
- 흙이 있을 때가 흙이 없을 때보다 공기의 갈림이 더 적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흙이 있어서 내부가 더 차갑게 유지 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
면

흙이

있을

때의

측정기

1번,

측정기

2번의

온도가

흙이

없을

때의

측정기

측정기 2번의 온도보다 낮다. 또한 측정기 1번이 위치한 입구는 흙이 쌓여 있지 않
며 측정기 2번은 흙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환풍구 부분이여서 이러한 측정값이

1번,
으
나온

것 같다.
⑵ 흙이 있고 바람이 강할 때 그래프의 편차가 너무 크다.
- 모형 안에 넣는 바람의 세기가 너무 세서 모형 안에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이러한 측정값을 보이는 것 같다.
⑶ 바람이 약하고 흙이 있을 때의 그래프가 흙이 없을 때의 그래프보다 일정하다.
- 흙이 모형 내부의 온도를 보다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T = 측정기 위치 2번의 온도 -

측정기 위치 1번의 온도

석빙고는 입구에 바람이 불면 하강기류와 와류가 생겨 모형 내부의 공기 정체 현상을 최소화
시킨다. 이때 모형 안에 흐르는 공기는 덥고 습한 공기일수록 위로 올라가는 성질에 의하여 환기
구 쪽으로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가 모이게 된다. 그렇다면 입구의 온도에서 환기구의 온도를 뺐을
때 그 값이 양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환풍구 쪽에 온도계를 설치하였다. 반대 방향인 바닥 쪽으로 설치했으나 (측정기 위치 3
번) 얼음과 너무 가까이 있기에 공기의 분리 현상에 영향을 받더라도 얼음에 비하여 미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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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배제하고 계산하였다.
⑷ 최종 분석
- 얼음의 양이 흙이 없을 시석빙고 모형 내부의 온도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온도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칠 것이다. 왜냐하면 흙을 쌓으면 측정기 1번, 측정기 2번 온도가 모두 하강하기 때

문

이다.
- 흙이 석빙고 모형 내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 준다. 흙은 장빙 효과 보다는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④ 실험 결론
이 실험을 통하여 석빙고 얼음의 양, 흙의 유무, 들어가는 바람의 세기에 따른 장빙 능력을 알
아보았다. 그중 얼음의 양이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였으나 흙이 있음으로 해서 온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얼음의 양과 흙의 유무 둘 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바람의 세기는 강한 바람 일수록 온도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석빙고 내부에 약한 바람
이 불수록 장빙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⑤ 인용된 논문 및 자료
- 석빙고의 장빙원리와 자연에너지 활용기술 : 국립중앙과학관
- 석빙고의 자연에너지 이용 : 공성훈(계명대), 조국환(선린대)
- 석빙고, 전통과 과학이 빚은 묵직한 유물 : AURIC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경주석빙고 내부의 생물 분포에 관한 연구 : 윤윤경(숙명여대 자연과학연구소)
- 石氷庫考 :

孫永植(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과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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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4.
석빙고 내부의 미생물 처리 관련 메커니즘 연구
생물부 연구 보고서
신동국, 김희찬, 최윤환, 임영수

Ⅰ. 서론
- 석빙고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은 ‘냉장고’ 이다. 실제로 얼음은 석빙
고에 저장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는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의 부분에

생

물학 적인 의문점이 생겨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 석빙고의 얼음을 식용으로 활용한다.
2.) 석빙고의 얼음을 한약재로 활용한다.
3.) 석빙고의 얼음을 시체의 방부제 역할로 이용한다.
- 석빙고는 1월부터 8월까지, 얼음이 녹기 쉬운 기간에 얼음이 녹는 것을 방
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냉각기간으로, 텅 빈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때

신

기하게도 내부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보다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한다.

이

는 외부의 공기는 차단하되, 내부의 공기를 온기를 위쪽으로, 냉기를 아래

쪽으

로 머무르게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러

한 온

도, 습도 조절능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바

로 생

명체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림 155 경주석빙고의 생물학적 오염

그림 156 현풍석빙고의 생물학적 오염

※ 그림1과 2는 현재 석빙고들의 보관상태의 문제성을 보여준다. 물론 기나긴
세월 또한 이러한 오염에 일조 하였다고 보나, 4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어
떠한 방법으로 내부의 청결함을 유지하였는지가 의문이다. 아무리 얼음이 들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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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온도가 낮아 생물이 번식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균류의 포자
같은 경우 얼음 정도의 저온에서 살아남아, 약재나 시채의 방부재 역할을 할 때
충분히 재번식이 가능하다. 또한 ‘안동 석빙고’와 같은 특정 석빙고의 경우에는
국왕에게 바칠 은어를 저장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식품 같은 경
우에는 더더욱 위생관리가 중요시 된다.

그림 157 현재 현풍석빙고의 손상원인, 분포도

[그림 144]은 현재 현풍석빙고의 손상원인들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석빙고 내부
는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며, 외부와 통풍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체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크며 암석표면에 생물막이 형성되면
오염물의 침착이 더욱 잘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표면의 기공률과 수증기 확산율,
열전도율 등을 변화시켜 암석의 물리화학적인 손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 유추해 볼 때, 석빙고 내부는 생물번식을 방지하기위한
메커니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는 ‘석빙고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위생유지

를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점이 석빙
고 내부의 위생유지에 도움이 되었던 것인지 연구를 해 보기로 하였다.
- 43 -

Ⅱ. 본론
1.) 실험진행
- 석빙고는 흙속, 그리고 얼음의 기화로 인해 어느 정도의 습도가 충분한
상황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석빙고는 얼음을 배치하기 이전에 왕겨와 볏
짚, 여러 식물의 이파리 등을 바닥에 배치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추측하였고

정말

이러한

배치물품

들이 항균효과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 실험과정
(1) 실험설계
※ 준비물 : 배양기, 배지, 면봉, 카메라, 곰팡이, 대장균, 알코올램프
1.)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지 4개를 준비하고, 왕겨, 녹차가루, 볏짚을
준비한다.(단, 볏짚은 미리 잘게 잘라둔다.)
2.)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도록 알코올램프를 발화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3.) 4개의 배지를 각각 볏짚배지, 왕겨배지, 녹차배지, 대조군, 등으로
정해놓고

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배지에

분무기로

수분을

보급해

준다.
4.) 일정시간이 지나면 각 배지에 항균물질이 존재한다고 예상되는 재
료들을

투하하고,

파라필름을

이용하여

밀봉해

둔다.

(여기서

올램프가 발화된 상태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5.) 4개의 배지를 완성시킨 뒤에, 배양기에 넣어 그 변화를 관찰한다.

그림 158 실험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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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배지 준비과정

알코

그림 160 볏짚배지

그림 164 녹차배지

그림 6 배지 밀봉과정

그림 167 배양기 외부

그림 161 배양기내부2

그림 165 왕겨배지

그림 162 배양기 내부

그림 166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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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예상
우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녹차가루가 가장 항균작용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얇게 분산되어있는 왕겨가 그 다음을 잇고, 별다른

특

징이 눈에 띄지 않는, 잘게 만들기도 힘들었던 볏짚이 가장 효율이 작을 것

이

라 예상하였다.
(2) 실험분석
1.) 10시간 경과 후
- 대조군
조그마한 콜로니를 생성될 정도로
배양된 상태이다. 사진에서 관측 가
능한 것처럼 콜로니가 마치 분무기
를 뿌린 것과 같이 고루 퍼져있으
며, 응집되어있는 정도 또한 비슷하
다.
- 볏짚
좌측 볏짚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대장균이 대조군과 같은 부위에 존
재하였다.그러나
부위에는

볏짚이

대장균이

존재하는

침범하지

않았

고, 곰팡이로 의심되는 검은 물질이
군집을 생성하고 있었다.

- 왕겨
겉보기로는

가장

말끔하게

보이는

배지가 왕겨였다. 실제로 왕겨의 근
처에는

대장균이

드물게

관측되었

다. 그러나 볏짚과는 다르게 다른
종류의 세균이나 균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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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겨
우리가 예상한 결과와는 완전히 다
른 결과가 나왔다. 가장 어정쩡한
항균효과가 나타난 것이 녹차였다.
대장균의 분포도 차이가 거의 없었
고, 다른 특별한 결과 또한 나타나
지 않았다.

※ 10시간 결과 정리
항균 효과의 강력한 정도를 비교하자면 볏짚, 왕겨, 녹차 순으로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볏짚에서는 ‘누룩곰팡이과’ 로 추정되는 청록색의
미확인 군집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세력이 미미해 곰팡이 인지 이
물질인지 구별할 수 가 없으며 그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2.) 20시간 경과 후
우선 대조군의 변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콜로니의 크기가 조금 커
지고 점점 콜로니들이 서로 결합하는
경향이 보였다.

- 볏짚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다. 각 볏짚
주변을

대장균의

콜로니라고

여겨지

지 않는 회색의 다른 세균류가 여러
층 둘러싸고 있었다.

또한 이전의

검정색의 물질 또한 크기가 커져 여
전히 대장균의 침입을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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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겨
듬성듬성하게

대장균이

분포하고

있는 경향이 그대로 조금 더 발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배지들과는

다르게 콜로니의 크기가 조금 컸
다.

- 녹차
대조군 배지에 녹차가루가 얹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
였다. 녹차가 입자가 작아서 오른
쪽 사진 상으론 깨끗해 보일지는
몰라도 별다른 항균효과는 존재하
지 않았다.

3.) 30시간 경과 후
- 우선 전체적으로 대조군의 콜로니
변화는 미미했다. 원 대장균의 콜로
니의 모양과 동일한 동글동글하고
점성이 있는 콜로니가 존재하였다.
다만 다른 배지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 녹차
20시간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콜로
니와 균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녹차에 의하여 연둣빛

으로 물

든 부분에는 콜로니가

생겨나지 않았

다. 오히려 물결모

양으로 밀려나가는

모양으로, 어

떠한 항균처리가 되어있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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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

- 왕겨
갑자기

볏짚에서

발견된

분류와

비

슷한 종류로 보이는, 확산형, 층 형
식의 콜로니가 대장균을 누르고 번식
하기 시작하였다. 다소 누런색을 띄
는 이 세균은 길게 서로 이어져 있
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고초균의

일

종으로 추정된다.

- 볏짚
왕겨와 마찬가지로 고초균의 일종으
로 추정되는 콜로니가 볏짚주변을 둘
러싸고 있었다. 20시간대와는 다르
게

좀 더 발전한 모양이며 이 볏짚

의 콜

로니로부터 이 세균류가 고

초균이라

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

게 되었다.

2.) 실험결과
30시간가량의 배지 배양은 석빙고 내부의 항균 메커니즘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우선 볏짚과 왕겨 등에서 나온 겹층형의 콜로니는, 고초균의 콜
로니로 추정된다.

그림 182 고초균 배양시의 콜로니 모양

그림 181 청국장 발효에 필수적인 고초균

고초균은 간균과의 호기성 세균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비 병원성 세균’
이다. 특히 공기, 마른풀, 하수 등에 존재한다. 막대모양의 간균으로 편모가 존재
하여 활발히 운동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균체의 중앙에 원형, 또는 난원형의
아포를 형성한다. 보통의 배양기에서도 잘 발육하며, 회백색의 크고 긴 취락을 형
성하며 그 주위는 방사상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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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볏집과 겨에서 발견된 세균이 고초균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백
색의 크고 긴 취락을 형성하며, 활발히 운동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여러 곳으로
퍼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배지에서 관측이 가능했던 세균 또한 이러한 특
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 고초균은 석빙고의 위생관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석빙고는
부패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병원균에 대한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 병원성 세균’으로 먹어도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부터 메주나 된장을 이용할 때 이 고초균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볏짚을 이용하여 보관하였고 이는 현재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고초균은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산을 배출하는 기본적인 성질
을 지니고 있으나, 청국장이 발효되면서 내뿜는 물질과 중화되어 그런 좋지 않은
성질은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청국장은 유기산을 배출하는 고초균의 특성을 잘 사용한 예로, 소화
와 변비, 피부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83 고초균을 이용하는 예-메주

그림 184 고초균을 이용하는 예- 청국장

2013년 5월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슈퍼박테리아연구센터 류충민, 김광선
연구원 팀은 세균이 내는 냄새가 다른 세균에 영향을 주고 항생제 내성도 이 때
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얇은 접시에 세균을 키우는 영양물질을
붓고, 중간을 막아 한쪽에는 된장냄새가 나는 ‘고초균’을, 다른 한쪽에는 ‘대장균’
을 각각 자라도록 한 다음, 고초균에서 나는 냄새가 대장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했다 연구진은 고초균에서 나는 냄새를 풍긴지 6시간만에 대장균의
160개 유전자의 발현이 급격하게 변했으며 그 중 운동성 관련된 유전자와 스트레
스저항성 관련 유전자가 특이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대장
균은 고초균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일체의 움직임을 멈춘다는 결과를 얻어 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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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석빙고 내부의 위생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석빙고
속에 들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하여 석빙고에 얼음을 배치하기 이
전에 배치하는 왕겨와 볏짚, 여러 식물의 이파리 등에 있는 고초균이 석빙고 내부
의 위생유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인중 하나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었다.

Ⅲ. 결론
과거 신라시대부터 얼음을 비롯한 여러 냉동 보관이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해 왔
던 석빙고는 단순히 얼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보다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
내부의 공기는 잘 순환하며 습도를 유지하되, 외부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 온
도, 습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는 석빙고. 여러 약재로도 사용되며,
시신의 부패방지용으로도 이용이 되었던 얼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위생은 필
수 불가결한 항목이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생물부에서 연구한 결
과 우리조상은 정말 특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

다. 바로 ‘세균을 이용해서 세균을 물리치는’

방

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요즈음, 즉, 현대에도 ‘EM’이라는 이름

하

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군

의

이용방법 들 중에 하나이다. 실제 이 ‘EM’은

정

화작용, 항균작용, 미백효과, 악취제거 등의

용

도로 실생활에도 널리 퍼져 사용되고 있다.

더

군다나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

기

그림 185 널리 이용 되고 있는 EM의 예

때문에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산업기반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가 실험을 통해 발견한 ‘고초균’, 즉 'bacillus subtilis' 라는 발효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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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현재도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 예로서 바로 위에서
언급한 메주와 같은 식품군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것
들을 알고서 사용했을까? 라는 점이다.
보통 얼음을 보관할 때 왕겨나 볏짚을 넣는 이유는 ‘단열효과’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실재로 화학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볏짚과 왕겨들의 단열효과
들은, 현재 여러 화학단열재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단열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단열용을 위한 벽면, 즉 얼음을 둘러
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과 벽면에도 고루 왕겨와 볏짚을 배치하였다. 이는 우
리 조상들이 위생보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러
한 방법들 중에서 석빙고와 가장 잘 어울리는 볏짚과 왕겨를 위생용도로 이용하
였다고 추측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연구를 통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그 원리에 대하여 탐구해보
았다. 결론적으로 ‘볏짚’과 ‘왕겨’는 이러한 위생과 단열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볏짚과 왕겨를 발전하는 우리 현대사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때까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이 많이
쇠

퇴하였으나, 점점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을

위

하여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값싼 가격으로 따뜻하고

튼

튼한 집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러한

볏

짚과 왕겨를 이용한 ‘스트로베일하우스’라는

건

물이 그들 중 하나이다. 이를 우리가 연구한

생

물학적 방면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자연적

으

그림 186 볏짚과 왕겨를 이용해 만든 집

로 해로운 세균도 차단하며, 자연적인 강수와

온도로 주기적으로 그 번식정도 또한 조절이 가능한 훌륭한 건축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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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5.
아치구조의 이해와 건축기법의 발달과정 탐색

미술부 연구 보고서
임지욱, 박세웅, 유창연

I. 연구 목표
➀ 석빙고에 사용된 홍예구조(아치구조)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➁ 전 세계의 고대건축물에 사용되었던 아치구조를 알아본다.
➂ 우리나라의 석조건축물의 홍예구조를 알아본다.

Ⅱ. 본문
1) 홍예구조
① 홍예란?
무지개형태 구조물로서 다리 및 석빙고, 석상의 개구부에 쓰였던 건축
구조를 뜻하는 용어이다.
② 궁륭천장이란?
반원모양의 천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③ 홍예구조의 발생
홍예와 궁륭천장은 나일 강 하류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습지대에
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원전 약 3000년 전 부터 근동의
축가들은 햇볕으로 말린 흙벽돌을 이용하여 홍예나 궁륭천장을 만

건
들어

왔다.
④ 홍예구조의 시작
언제인진

정확하게

모르나

낙랑고분의

궁륭천장과

개구부의

홍예에

서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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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홍예구조의 발전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에 영향을 줌, 각 분묘에 궁륭천장과 홍예로
발전하게 되었다.
⑥ 건축방법
바닥을 전돌(전통벽돌)로 두 장 두께로 하되 상면을 사문형의 문양으
로 깔고 둘레의 벽은 전돌을 가지고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쌓는데 3

단

을 가로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전돌을 세워서 1단 쌓는 방법을 교대

로

사용하여 상부에 올라가면서 차차 내부로 기울어지도록 하여 궁

륭천장

을 만들었다.
⑦ 사용된 곳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고분,

석빙고,

성문,

석교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⑧ 사용 방법
양쪽의 벽에서 중앙으로 향해 벽돌을 홍예 형으로 쌓아 올리거나 끝
부분의 벽에 걸치게 한 홍예에 차례차례로 홍예벽돌을 붙여가는 것

이

였다.
⑨ 홍예의 건축적 정의
홍예란 경사를 이루게 하거나 곡선의 형태로 축조된 조적조를 통
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단일의

평면에

존재하는

간격을

서로

연결하

는데 사용되는 건축적 수법이다.
⑩ 홍예의 3가지 작용
구조적으로 덮고, 지지하고, 버틴다.
⑪ 홍예의 자연적인 형성과정
홍예구조물은 필연적으로 쐐기 형태의 기계적인 속성에 의존하여
일반적으로

홍예석이라

불리는

쐐기

모양으로

생긴

돌,

또는

을 옆으로 연속적으로 쌓아나가면 홍예가 형성된다.
※ 홍예의 종류
(1)반원형 홍예 :

원호의 중심이 홍예기석 바닥의 연결선상에 있는 홍예

(2)포물선형 홍예 : 원호의 중심이 홍예기석 연결선위에 있는 높은 굽
(3)말굽형 홍예 : 포물선형 홍예에서 원호가 선단석 상부까지 계속되는 홍예
(4)타원형 홍예 : 원호의 중심이 홍예기석 바닥의 아래에 있는 홍예
(5)기타 : 원호의 중심이 2개 이상이거나 특이하게 변형된 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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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돌

2) 외국의 홍예구조
➀ 로마의 건축물
홍예구조를 건축에 가장 많이 사용한
국가 중 하나는 로마Rome이다. 당장 로
마하면 생각나는 콜로세움도 아치구조
를 사용한 대표적인 석조건축물이고, 로
마의 상수도 과학기술의 상징인 수로교
도 아치구조를 채택한 건축물이다.

로마 수로교
로마의 수로교는 로마의 고도로 발
달한 실용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서 가장 오래된 것은 로마의 아피아
수로교로 B. C 350년에 건설된 석
조 아치 수로교이다. 로마제국의 수
로체계는 지금까지 토목공사에서 대
단한 위업으로 남아 있다. 순수한
돌로만 제작되었으며 석회 성분이나
콘크리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이는 고대 로마의 건축기술을
대변하는 것 이다. 전체적으로 매

▲#1. 로마 수로교와 오늘날 광역상수도 급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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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긴 경사로이며 중력을 이용해 수원에서부터 사용처까지 물을 운송한다. 이러한
수로교는 대부분 2중, 3중 아치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다리와는 다르게 눈이 쌓여도 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설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무게를 충분히 분산시키기 위함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자제의 절약까지 겸한 매우 효율적인 설계라고도 할 수 있다.

콜로세움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
(Amphitheatrum Flavium)
이며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직경 188
~156m, 높이 48m의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플라비우스 왕조인 베스파시아누스
가 착공해 그 다음세대에 완공되었다.
수용인원은 약 5만 명이며 하단으로부
터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원
주가 아치를 끼고 늘어서 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일련의 아치와, 아치로 덮여 있는 통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차형 궁륭groin vault을 기본으로 한다. 외벽은 총 세 겹으
로 되어 있어 외부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온전하게 남아 있다. 콜로세움 역
시 48m나 되는 벽의 하중과 5만 명의 관중들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치구
조가 최선의 구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콘스탄티누스의 아치
312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서로마 통일
을 기념하여 원로원이 건조하여 315년
봉헌하였다. 본래는 가운데의 아치만 있
었으나 후에 양 옆에 작은 아치가 추가되
었다. 지금은 없지만 원래 맨 위에 콘스
탄티누스 황제의 황금동상이 있었다. 다
른 아치와(사진2)와 비교해봤을 때 헤드
부분이 월등히 두꺼운 걸 알 수 있는데,
헤드의 장력과 동상의 무게까지 더해진다
면 옆으로 벌어지는 힘을 견디기 힘들 것
이다. 따라서 비잔티움 건설양식에서 아치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교대
橋臺를 설치한 것처럼 양 옆에 추가아치를 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다리의 양단에서 상부구조와 뒷면의 토압(土壓)을 지지하는 하부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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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비잔티움의 건축물
홍예(arch)구조를 사용한 로마Rome의 건축 양식을 이어받아 발전한 건축양식으
로 로마의 콘스탄틴(A. D. 324~37)황제가 A. D. 330년에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천도하고 동로마 제국이 시작된 때로부터1453년까지 동로마 지역에서 전개된 건
축양식을 말한다. 비잔틴문화를 배경으로 로마 건축에 동양적인 건축요소를 혼합
한 건축양식이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터키에 위치한 성 소피아 성당(Hagia
Sophia)이

있다.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티움의 건축과 아치구조, 정사각형과 원형의 돔(펜덴티브 돔), 그리고 모자
이크 장식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소 피아 성당의 벽
과 기둥은 대리석으로 돔과 볼트, 바닥은 모자이크의 대표적인 건물이자 최대 규
모의 성당이다. 건축가 안테미우스와 이시도루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바실리카
식 장축형 평면구성과 동로마의 중앙 집중식 평면 구성을 성공적으로 통합되었고,
주공간인 중앙돔 하부의 신랑과 부공간인 반구형 돔 하부의 후진과 측량 등의 공
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 벽돌로 제작된 직경 30m의 중앙 돔은 펜
덴티브와 주위의 반구형 돔에 의해 지지크로 치장되어 내부공간이 매우 화려한
성 소피아 성당은 로마의 돔 지붕과 아치는 계승했지만, 비잔티움 건축가들은 여
기에 매우 중요한 변형을 가했다. 돔 지붕의 크기는 판테온의 지붕과 거의 같지
만, 로마인들은 둥근 벽 위에 둥근 돔 지붕
을 얹는 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처리했다.
그러나 비잔티움 건축 양식의 흥미로운 특
징은 돔 지붕을 정사각형의 구조물 위에 얹
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비잔티움의 건축
가들은 아치와 교대橋臺를 교묘하게 끼워
맞추었다. 또한 로마와 같이 소수의 커다란
피어를 써 많은 기둥을 세우는 것을 피했
다. 콘크리트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개
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하였다. 주두위에 더
넓은 면적의 부주두를 첨가하여 이중주두를
사용하였다 벽체의 상부나 돔 또는 내면을
모두 유리 모자이크로 덮었다. 조형이나 조
각, 다른 조작 거의 없이 벽면 전체를 모자
이크로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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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펜덴티브 돔(Pendentive Dome)
정사각형에 외접하는 반구를
정사각형의 4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절단한
후 반구의 수직절단면은 반원형의 아치가
되고 남은 반구는 4점에 의해 지지된다.
반구를 다시 4개의 반원형 아치의 정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상에서 절단한다. 결국
수평면상의 원과 수직면상의 4개의 아치에 의해 4개의 삼각형 포물면을 형성,
이상각형 포물면의 부재를 펜덴티브 돔이라고 한다,
- 볼트
아치는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2차원 면 요소이다. 이것을 늘어트려 3차원
공간으로 만든 것이 볼트vault이다. 볼트의 구조적 강점은 둥근 천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아치의 장점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면 된다.
- 바실리카식 장축형 평면구성
입구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장축 주축으로 하여 평면을 구성한 것이다.
- 중앙 집중식 평면 구성
집중형 평면 또는 유심형 평면이라고 한다. 중앙에 대형 돔을 가설하고 돔의
하부공간을 신랑으로 이용하고 대형돔 주위에 소형돔을 가설하고 하부공간을
측랑으로 이용한다. 대형돔을 지지하는 아케이드와 열주가 신랑과 측랑을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평면은 중앙의 대형 돔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는 그리스
십자형의 형태이다.

※ 참고 그림
1) 로마네스크 성당을 건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거운 지붕을 지탱하는 것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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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잔티움에서는 돔 지붕을 네 개의 육중한

교대로 지탱하도록 했다.

▼#2 앙코르와트 축소모형

➂ 캄보디아의 건축물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역시 입체아치
(돔)구조를 사용한 대표적인 석조건축
물이다. 로마의 경우 역시 그러하였지만
거대 석조건물의 문제점은 지붕을 어떻
게 덮느냐, 인데 지붕으로 덮을 돌이 얇은 경우 중앙이 힘을 못 받아 부서질 가능
성이 있고, 그렇다고 돌을 두껍게 하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력이
강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많은 고대국가에서 19세기 후반 철골과 콘
크리트 등의 재료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구조적으로 하중을 가장 잘 버티
는 아치 형태를 널리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오로지 석제로만 제작되어지는 건축물
에는 문제가 있다. 석제와 석재의 이음매를 통해 빗물이 샐 수도 있고 무거운 지
붕이 아치를 지탱하는 양 기둥을 밀어내는 힘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치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크메르인들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앙코르 특
유의 코벨아치9corbel arch)를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다만 이 코벨아치는 벽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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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엇갈리게 올려야하기 때문에. 돔의 전체 높이가 높아지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반원의 중
심으로 벽돌이 향하는 일반적인 아치
와는 달리 벽돌이 수직으로 쌓여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후 나올
우리나라 홍예(arch)의 역사 부분에
서 발전단계 4, 5 보다는 2.3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12세기에
건립된 앙코르와트가 그보다 몇 세기
도 더 전에 지어진 로마나 신라시대,
비잔티움양식 보다도 발전단계가 느
렸다는 것은, 아치 구조가 국가사이
의 교류를 통해 전파되었다고 보기보
다는, 각 국가에서 문화, 기후, 기술
적 특성,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

Ù#3 앙코르 유적의 코벨아치

인다. 즉, 타국에서 아치 구조를 보고
자국의 문화로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오히려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당시 기술로서는 불가피
하게 선택했어야 하는 구조였다는 것
이다.
전쟁이나 도굴, 또는 의도적 훼손,
그리고 자연적인 풍파에 의해 앙코르
▲#4 반원형 아치
와트에서 사용되어진 목제는 흔적만
남아있고 벽돌도 사용되었다고는 하
나, 대표성이 없어 사실상 라테라이
트laterite와 사암砂巖만이 현재의 앙
코르와트를 구성하고 있다. 라테라이
트는 산화철과 알루미늄이 풍부한
흙으로서 땅속의 젖은 상태에선 마
치 진흙처럼 부드러워 가공이 쉽지
만 일단 공기와 접하면 굳어져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흙이다. 그러나
풍화에 쉽게 흉해져 사람의 눈에 보
이는 곳은 사암으로 외벽을 마감했
▲힌두신화의 내용이 그려져 있는 벽면의 부조
다. 외벽 안의 도서관과 사원 건축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커다란 힘에 견뎌야
하는 기단과 바닥, 계단 및 옹벽 부분엔 기본적으로 라테라이트를 이용하여 축조
하였다. 그러나 힘을 받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엔 역시 사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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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덮었다. 라테라이트를 사용하기 어
려운 상부 구조물은 힘에 저항하는 부분
까지도 사암으로 축조 되었다.

롤레이 사원
롤레이 사원 역시 라테라이트와 사암으
로 지어졌다. 이 사원은 유사아치 방식으
로 지어졌는데 학자들도 왜 이 정도 기술
력이 있던 크메르인들이 어째서 아치방식
이 아닌 유사아치방식을 썼는지는 모르겠
다고 한다. 다만 크메르 왕국 초기 유적이

<그림 205> 롤레이 사원

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본다.

3) 홍예의 발달과정
(1) 평아치
건축물을 지을 때 최초로 사용되었던 방
식. 기둥과 보로 연결되는 구조로 부터 출
발한다.

러한 구조를 서양에서는 평아치

▲석빙고

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홍예라고 부르지 않는다.

(2) 내쌓기 방식
크게 자른 돌을 이용하여 안
쪽으로 내쌓기의 방법으로 구
축된다. 이러한 방법은 홍예형
식의 최초의 단계로(비록 장병
형의 돌을 이용해서 쌓아 원호와
같은 곡선을 형성 못함에도)기둥

과 보의 단계에서 발전하여 더
욱 넓은 폭을 유지할 수 있다.
(고구려, 백제의 고분에서 많이
볼 수 있음) 축조방법으로는 적정

한 높이까지 벽을 설치하고 그

▲장수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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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의지하여 조금씩 안쪽으로 내쌓기를 하다가 가장 윗부분에서는 큰 판석을
덮는 것이다.(내쌓기를 할 땐 조금씩 밖에 내밀수가 없다. 따라서 개구부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없다.) 당시 천장의 축조 방법은 사각형의 4모퉁이를 사선으로 석재를 올

려 귀를 접어 올리다가 가장 위에는 큰 판석을 덮어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이 발전하여 석굴암과 같은 돔 구조에 이용되었다.)

(3) 가공 내쌓기방식
내쌓기방식과 같으나 안쪽을 가
공하여 자연스러운 홍예형태로 접
근하였다. 석재가공기술이 발달로
크게 자른 정방형에 가까운 석재
로 내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
방형의 석재를 내부 쪽으로는 사
선으로 가공하여 쌓아올리면 입면
의 형태가 안쪽으로 기운 사선의
형태가 되며 그 위에 길게 자른
장방형의 석재를 올려 마감했다.
이 형태 또한 완전한 원호의 형태
엔 가깝지 않지만 위(2)의 경우보
다는 접근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진주성 암문

이는 원호의 홍예가 출현하기 바로 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할석쌓기방식

사회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단위석재의 크기도 점
차로 작아지면서 할석을 쓰
게 됨. 할석은 잘 다듬지 않
은 자연석에 가까운 석재이
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석
재의

규모가 축소되어 막

대한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도 운반이 가능해졌다. 홍예
의 축조방법은 자연석에 가
까운 할석을 좌우에서 동일
하게 축조하여 정상부에서
홍예종석 없이 마감하였다. 또한 홍예석도 자연석으로 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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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남박다리

(5) 일반적인 홍예구조
이 형태는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홍예의 형태이다. 가장 완전한 형태
의 홍예로 조선시대에 축조된 다리, 성문에서 많이 쓰였다. 다듬은 홍예석을 이용
하여 홍예를 축조하는데, 비계를 설치하고 좌우에서 동일하게 홍예석을 쌓다가 마
지막에 홍예종석을 박아 넣는다. 축조방법은 홍예 좌우에 다듬은 무사석을 쌓는
것으로서 무사석이 단부를 원호의 형태로 가공하여 홍예의 바깥둘레와 긴밀히 물
리도록 하였다. 이때 부형무사의 경우 하부를 원호의 형태로 가공하여 홍예종석과
긴밀히 물리게 함.
(6) 석빙고의 홍예구조의 특징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6개의 석빙고는 모두 경상도에 존재하는데 , 내부 구조는
홍예구조를 띄고 있다. 석빙고의 홍예구조는 (5)의 일반적인 홍예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석빙고의 축조가 대부분 조선시대 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Ⅲ. 결론

㉠ 홍예구조는 무지개형태 구조물
다리 및 석빙고, 석상의 개구부에
쓰였던 건축구조를 말한다.
㉡ 홍예(아치)구조는 우리나라만의
고유 건축방식이 아니다.
㉢ 아치구조는 전 세계의 고대 건
축물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
으로 로마의 수로교나 콜로세움, 비
잔티움의 성 소피아 성당, 캄보디아

▲숭례문

의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사원들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아치구조의 발달단계는 5단계로 나눠진다.
㉤ 평아치를 시작으로 장수왕릉과 같은 내쌓기 방식, 진주성 암문과 같은 가공
내쌓기 방식, 진도 남박다리와 같은 할석쌓기 방식을 거처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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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구조의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의 홍예구조는 이와 같은 방식이다.
㉦ 석빙고에 쓰이는 홍예구조도 이 방식을 활용한다.
㉧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석빙고의 축조연대를 조선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물론 신라시대의 축조물 중에 석굴암이나 청운교 홍해다리와 같이 시대를 앞
선 홍예구조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홍예구조는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보기 보다는 건축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대경 석조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 각 나라에서 아치구조의 발달 과정을 통해 건축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었고
어느 수준까지 발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아치구조는 고대에도 쓰이고 지금도 쓰이지만 미래에도 쓰일 효율적이고 예
술적인 건축방식이다.

(4) 출처
#1.http://kids.britannica.com
#2 wikipedia.org
#3 JSA
#4 Edward Allen

참고문헌
석조문화재 시공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Technique of the
Stone Cultural Property – 정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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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6.
석빙고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고찰
화학부 연구 보고서
박세환, 이두열, 강문석, 신명근, 권용재

Ⅰ. 연구 목표
석빙고가 얼음을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단열에 대해 알아
보고, 단열재로 쓰인 왕겨와 볏짚의 단열 성능에 대해 연구한다.

Ⅱ. 본문
1) 이론적 배경
- 단열재란
<사전적 의미>

단열 : 열이 통하지 않도록 막음. 또는 그렇게 하는 일.
단열재 : 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 열이 전도되기 어
려

운 석면, 유리 섬유, 코르크, 발포 플라스틱 따위를 쓴다.
위와 같이 단열재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열을 보존하거나 외부 환경과의 열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쓰이는 재료를 의미한다.
즉, 현대에 단열재라는 말은 관적으로
물질들 중 단열 효과가 큰 특정 물질들만
이르게 되었지만,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
땐 단열을 의도로 사용한 재료라면 어떠한
물질이든 단열재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
다.

<그림 212> 얼음과 얼음 사이 벽 구석구석에 볏짚과 왕겨를
활용하여 단열효과를 준다.

※ 단열의 원리

기본적으로 열의 이동은 에너지의 이동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
이 있다. 이를 ‘열전도’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에 의해 열에너지는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연속적으로 전달된다. 열전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진동이다. 분자 내 전자 혹은 원자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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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에 의해 진동하면, 그 옆의 분자가 부딪혀 마찬가지로 진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열전도는 고체>액체>기체 순서로 전달속도가 빠르다.

2) 석빙고에 사용된 단열재
- 볏짚과 왕겨
석빙고에서는 얼음을 왕겨나 볏짚으로 덮어서
보관했는데, 이것이 아이스박스 역할을 해서 얼음
을 그냥 뒀을 때보다 5배 정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볏짚과 왕겨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열재이고 친환경 적인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
볏짚은 벼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로서 줄기안의
체관에 공기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왕겨는 질량이 작고 껍질안
쪽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단열재로써 적합하다.
<그림 213> 다공성 구조의 볏짚 단면, 물관과 체

- 화강암과 석회

관이 보인다.

석빙고의 큰 몸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 중 에는 화강암과
석회의 비중이 크다. 화강암은 자체의 열전도율은 큰 편이
라 단열재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조달하기 쉽다는 장점 때
문에 사용되었다. 석회는 열전도율이 낮아 화강암 구조 위
에 덮어 외부로 부터의 열을 차단하고 습기와 물도 차단하
였다.

<그림 214> 화강암의 단면도

- 두꺼운 흙과 잔디
석빙고의 외부는 두꺼운 흙과 잔디로 뒤덮여있다. 석빙고 위
에 흙을 덮은 것은 단순히 외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전도율
이 낮은 흙을 석빙고 구조위에 덮음으로서 전도열을 차단하고,
그 위에 잔디를 심어 복사열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키기 위해서
이다.

<그림 215> 표토층의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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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날 사용되는 단열재
앞서 말했듯 단열재는 고체>액체>기체 순으로 전달속력이 빠르다 이러한 성질에 따라
내부에 공기층이 많은 물질이 단열재로서 우수하다.

- 톱밥
톱밥의 원재료는 나무이다. 나무 같은 식물
자재는 식물의 특징인 물관, 체관 등의 관들
과 셀룰로오스 구조로 인해 단열재로 쓰일 때
매우 공기층이 많다. 즉, 매우 우수한 천연 단
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6> 실험용 톱밥

-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으로 만
든 고분자 화합물로, 제조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물질에
기포를 만들어내는 발포제를 첨가해 만들어낸다. 보통 단
열의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단열효과
가 뛰어나다.

4) 1차 실험

<그림 217> 스티로폼

- 실험 목적
석빙고에 사용되었던 왕겨와 볏짚이 오늘날 자주 쓰이는 톱밥과 단열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 실험 물품과 실험 조건
수조 3개, 얼음 3kg, 디지털 온도계, 같은 양의 왕겨, 볏짚, 톱밥
※ 실험을 진행한 물리실의 온도는 21~22도 정도로 동일했다.
※ 실험을 하는 동안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이 단열 성능이나 온도 변화에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물을 배출시키기에는 복잡하고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진행하였다.

-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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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크기의 수조 3개에 같은 양의 얼음을 채운다.
2. 같은 두께와 양의 왕겨와 볏짚, 톱밥을 각각 따로 수조의 얼음위에 채운다.
3. 온도계를 단열재 위에 두어서 3분 단위로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 통제 변인 : 단열재의 두께, 얼음 양, 실험실 내의 온도, 온도계 위치
※ 조작 변인 : 측정 단열재의 종류

<그림 219> 톱밥 실험

<그림 218> 볏짚 실험

- 실험 결과
왕겨

톱밥

벼

초기 온도

23.6

22.6

24.4

3분

22.8

20.3

21.7

6

21.9

18.8

20.1

9

21.1

17.8

19.6

12

20.3

17.3

19.3

15

19.5

17.0

19.1

18

19.2

16.8

18.9

21

18.5

16.4

18.7

24

18.2

16.3

18.6

27

17.8

16.1

18.5

30

17.3

16.1

18.5

- 실험 한계
잔 얼음이라서 볏짚과 다르게 왕겨나 톱밥이 얼음사이로 들어가게 되어서 실험상 오류
가 발생함. 또한 긴 묶음으로 되어있는 볏짚과 자잘한 왕겨와 톱밥의 양 차이가 조절이
힘들다. 온도계의 위치에 따라서도 실험 결과가 달라지고 측정 도중에 열을 가진 사람의
손이 온도계 근처에 존재하게 되어도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됨.

4) 2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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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5

20
왕겨
15

톱밥
벼

10

5

0
초기
온도

3분

6

9

12

15

18

21

24

27

30

- 실험 목적
석빙고의 단열재로 쓰인 왕겨의 두께에 따른
단열 성능을 비교해보고, 1차 실험에서 긴 묶음
으로 되어 있는 볏짚이 왕겨나 톱밥과 비교할
시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서 잘게 자른 볏짚, 왕겨, 톱밥의 단열 성능을
비교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전 실
험에서 잔 얼음으로 실험하였을 때 얼음 사이로
왕겨나 톱밥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 실험에서

<그림 221> 톱밥이 얼음 사이로 들어갔다. 또한 물
도 빠지지 않았다.

는 통 얼음을 사용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자 했다.

- 실험 물품
수조 4개, 얼음 4정, 온도계, 일반 볏짚, 왕겨,
톱밥
※

실험을

진행한

물리실의

온도는

<그림 222> 통 얼음을 사용하는 실험

21~22도 정도로 동일했다.
※ 실험을 하는 동안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이 단열 성능이나 온도 변화에 영향
을 줄 수 있지만 물을 배출시키기에는 복잡하고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진행하였다.

- 실험 과정
1. 동일한 크기의 수조 4개에 같은 양의 얼음을 채운다.
2. 수조 밑바닥부터 얼음의 두께를 포함한 두께의 길이가 12cm인 일반 볏짚,
왕겨, 잘게 자른 볏짚과 16cm인 왕겨로 수조의 얼음 위에 채운다.
3. 온도계를 단열재 위에 놓고 3분 단위로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 통제 변인 : 얼음의 양,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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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변인 : 볏짚의 크기, 단열재의 두께

- 실험 결과
12cm

12cm

12cm

16cm

잘게 자른 볏짚

일반 볏짚

왕겨(12)

왕겨(16)

초기 온도

22.0

21.8

21.5

22.7

3분

20.9

19.4

20.3

22.4

6

18.5

17.3

18.9

21.9

9

17.8

15.9

17.7

21.1

12

17.3

15.6

17.1

20.8

15

17.1

15.3

16.7

20.1

18

16.8

15.2

16.4

19.7

21

16.8

15.1

16.1

19.4

24

16.6

15.1

15.9

19.1

27

16.6

15.0

15.8

18.7

30

16.4

15.0

15.8

18.6

실험 결과
30
25
20

잘게 자른 볏짚

15

일반 볏짚
왕겨(12)

10
왕겨(16)
5
0
초기
온도

6

12

18

24

30

- 실험 한계
실험 도중에 온도계가 쓰러지는 바람에 온도계 위치가 달라져서 약간의 결과상의 오류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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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비교 및 실험 분석
1차 실험 결과로는 왕겨와 볏짚이 톱밥보다 단열 성능이 약간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단열 성능을 나타내는 열전도율은 볏짚과 왕겨
가 0.04W/m°C~0.05W/m°C 정도이고 톱밥은 0.06W/m°C정도라고 한다. 단열재로 널리
쓰이는 톱밥보다 낮은 열전도율은 볏짚과 왕겨가 실험에서 알아낸 것처럼 뛰어난 단열재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려준다. 0.04W/m°C의 열전도율은 현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의 열전도율(k:0.03W/m°C)보다 약간 작을 뿐이다. 그렇다면 왕겨와 볏짚
은 왜 단열 성능이 좋은 것일까? 답은 단열재의 구조에 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스티
로폼이나 폴리스티렌과 같은 단열재의 단열 효과가 뛰어난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많
은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겨와 볏짚은 식물의 일부로써 식물의 특징인 물
관, 체관 등의 관들과 셀룰로오스 구조로 인해 많은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다. 1차 실험에
서는 볏짚이 왕겨나 톱밥과 비교할 시에 틈이 많아서 동등한 조건이 아니지만 석빙고에
는 볏짚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왕겨와 볏짚이 다른 조건이어도 실제 석
빙고에 사용되었던 대로 실험하였기에 석빙고에서의 왕겨와 볏짚의 단열 성능을 알 수
있었다.
2차 실험에서는 단열재의 두께에 따른 단열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과 볏짚을 잘게 잘라서
왕겨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단열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같이 하였다. 두께
에 따른 단열성능의 차이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물질의 열전도량 Q는 다음과 같다.
     
   


두께에 반비례하고 면적과 온도차, 시간에 비례한다. 위 실험에서 16cm(수조 밑바닥부
터 얼음의 두께를 포함한 두께의 길이)두께의 왕겨는 12cm 두께의 왕겨와 2~3도 정도
의 온도 차이가 났다. 16cm 두께의 왕겨를 단열재로 사용한 얼음은 다음날 실험을 정리
하다가 30%이상이 남아 있는 걸 발견할 정도로 왕겨의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단열재의
두께가 열전도량 공식처럼 두께에 따라 단열이 잘된다는 것을 직접 알아볼 수 있었다.
볏짚을 잘게 잘라서 왕겨와 비교한 실험에서는 잘게 자른 볏짚이 왕겨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현재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볏짚의 열전도율은 왕겨의 열전도율보다
약간 낮다. 하지만 1차 실험 결과에서는 볏짚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왕겨와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틈이 많아서 왕겨가 약간 단열 성능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래서 볏짚을 왕겨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잘게 잘라서 단열 성능을 실험한 2
차 실험에서는 볏짚이 같은 두께, 온도, 얼음의 양일 때 왕겨에 비해 단열 성능이 약간
뛰어났다.
실험과 연구되어 있는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위의 실험들은 문제점도 여럿 가지고 있었지
만 비교적 옳은 결과가 나왔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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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에 사용되었던 왕겨와 볏짚은 훌륭한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다면 톱밥보다 뛰어나
고 스티로폼과 맞먹는 단열 효과를 가진 왕겨와 볏짚이 오늘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
볏짚과 왕겨는 옛날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일조를 해왔다. 지붕 위로 올라가 가난한 농사
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줬으며 우
리가 연구한 것처럼 석빙고에서도 단열
재로서 얼음을 오랜 기간 동안 녹지 않
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현대 건축에서도 잘 알아주는 단열
재인 왕겨와 볏짚은 친환경 건축을 대표
하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집을 왕겨와 볏짚을 활용
하여 짓는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전남 무안으로 귀촌한 김재갑·차승경씨 부부가 자신들이 지은 볏
짚주택 앞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큰 사진) 강화의 박

보일까. 그 사람들은 왕겨랑 볏짚이 단열 용환씨가 볏짚주택의 목재 골조를 세우고, 그 안에 볏짚을 다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까? 이 넣은 뒤, 다시 2층 골조를 올려 세우는 모습. (오른쪽 위부터)
번 우리 연구를 통해 왕겨랑 볏짚의 단 -한겨레 뉴스 인용
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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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에서 나타난 빙고의
모습
인문 역사부 연구 보고서
10415 손지범

Ⅰ. 서론
작년 초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개봉 되면서 사람들이 빙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전 신기전 영화나 앞으로 개봉될 예정이라는 거북선 이야기 등 우리
조상의 과학 문물을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의 개발은 전통과학의 우수성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신기전 화차의
경우 영화에서는 극적효과를 위해 검증 없이 오늘날의 다연장 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소
개 되면서 조상의 과학적 문물을 제대로 소개하기보다는 허황된 이야기로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실제 2009년 마포 융합연구에서 실제 신기전은 행주산성의 경사면에서 발
사하였고 정확성이 영화 수준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위협용,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인문연구팀은 석빙고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빙고가 실제 기록에 대한 검증 없이 활용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연구주제를 잡았다.

Ⅱ. 본론
- 영화 속의 석빙고
코미디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감독 김주호)는 조선시대 ‘얼음 역사’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영화 무대는 권력에 혈안이 된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은 물론 상권까지 손에
쥐고 흔드는 조선 후기, 좌의정 조명수는 국가의 얼음 관리권을 사빙고로 넘기고, 자기
일파와 친인척을 동원해 얼음 가격과 유통망을 쥐락펴락한다. 조명수가 정적인 우의정에
게 역적죄를 뒤집어씌워 사지로 내쫓자 덕무는 조명수를 골탕 먹일 묘안을 떠올린다. 바
로 조명수가 장악한 서빙고의 얼음을 통째로 털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 덕무는 한양 최고의 돈줄이자 사빙고 운영자인 수균(성동일 분)에게 지지를
얻어내고 무예(오지호 분), 도굴(고창석 분), 화약(신정근 분), 운송(김길동 분), 변장(송종
호 분), 잠수(민효린 분) 등 각 분야 최고의 ‘꾼’을 모아 서빙고에 든 얼음 3만 정을 털기
위한 대작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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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속 석빙고의 오해와 진실
(1) 석빙고와 서빙고
영화는 빙고를 소재로 삼았지만 후반부로 가
면서 빙고 보다는 빙고 안에 숨겨진 비밀의 방
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바뀌어 빙고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
는 빙고의 몇몇 장면은 영화 전반부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인데 영화 시작 인트로에 담긴 빙고의
영상부터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빙고와 서빙고의 혼동이다.

<그림 226> 영화 속 석빙고

석빙고는 빙고의 소재를 지칭하는 반면 서빙고는 빙고의 장소와 관청을 아우르는 말이
다.
아래 조선왕조실록을 보자.
『“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 이극달(李克達)·첨정(僉正) 윤수천(尹壽泉)·사재감 직장(司宰
監直長) 민효손(閔孝孫)·부정(副正) 김철손(金哲孫),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 송수정(宋壽
正)·한종(韓倧), 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홍사순(洪士淳)·판관(判官) 최옥명(崔玉明), 내섬
시 직장(內贍寺直長) 최칭(崔偁)·부정(副正) 조서종(趙瑞鍾),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 정
인후(鄭仁厚)·군자감 정(軍資監正) 정광세(鄭光世),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 김희(金熙)·판
관(判官) 우윤공(禹允功),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 권헌(權憲)·사섬시 정(司贍寺正) 정난
손(鄭蘭孫), 서빙고 별제(西氷庫別提) 임원선(任元善)·별검(別檢) 양윤(梁潤)은 얼음을 저
장할 때 빙정(氷丁)을 혹은 반밖에 갖추지 아니하였고, 혹은 치수[寸數]를 고르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은 허술하게 하였고, 혹은 수량(數量)을 덜어서, 쌓아 저장하는 데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죄율(罪律)이 장 80대를 속(贖)바치는 데 해당됩니다. 예조(禮曹)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모두 파직(罷職)하소서.”[성종 24년]』
서빙고가 빙고의 소재가 아니라 ‘서빙고 별제’ 라는 관직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 “의주 부윤 홍억(洪檍)이 금령(禁令)을 범한 우리 나라의 사상(私商)을 수색해 붙잡아
먼저 참(斬)한 후에 계문(啓問)하였는데, 임금이 보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에게 말하기
를,
“과연 과단성(果斷性)이 있기는 하지마는 나는 매우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
하니,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옛날에 고요(皋陶)는 죽여야 한다고 하고 황제는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德)과 법을 지키는 도리를 아울러 행해야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끝내 석연치 않게 여겼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빙고(氷庫)에 들어가는 재목(材木)은 허비되는 것이 매우 많은데, 만약 석빙고(石氷庫)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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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면 오랫동안 비용을 줄이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청컨대 내빙고(內氷庫)부터 시작
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영조 45년]』
라는 석빙고로 개축하려 했던 기록이 있다. 이로보아 영화의 시작부터 고증이 전혀 안된
내용으로 시작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2) 얼음사이에 단열재 및 입구의 모습
두 번째 오류는 빙고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석빙
고는 얼음의 보존을 위해 입구를 최소화 하여 한사람이
겨우 들락 말락 할 정도로 작은 입구를 가지고 있다. 서
빙고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없으니 그림과 같은 큰 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는 기본
적으로 입구를 작게 해야

하고 여닫는 일도 최소화해

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음의 보관 상태가 문제이다.

<그림 227> 영화 속 석빙고의 입구

얼음을 보관할 때는 얼음과 얼음 사이에 단열효과를 위해 볏짚, 왕겨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실제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단열재를 다음해를 위해 남기라는 명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3) 사헌제 모습

영화에서는 강에 얼음이 얼기 전 사한제를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
신록에 따르면,
『“사한제(司寒祭)는 12월 월령(月令)에 있고, 얼음을 간직[藏氷]함은 매양 11월에 있사
오니,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옵건대, 송(宋)나라 원풍(元豊) 연간(年間)에 상정소(詳定
所)에서 말하기를, ‘《희녕사의(熙寧祀儀)》에는 맹동(孟冬)4287) 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
한제(司寒祭)를 지낸다.’ 하였고, 국조 사령(國朝祀令)에는 춘분일(春分日)에 빙고(氷庫)를
처음 열고, 계동월(季冬月)4288) 에 얼음을 간직하며, 사한제를 북교(北郊)에서 지낸다. ’
고 하였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르기를, ‘옛적에는 해[日]가 북륙(北陸)에 있어
야 얼음을 저장하고, 서륙(西陸)에 조적(朝覿)하여야 얼음을 낸다. 저장할 때에는 검은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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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영화 속 사헌제 모습

소[牡牛]와 검은 기장[秬黍]으로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고, 얼음을 낼 적에는 복숭아나무
활[桃弧]과 가시나무 화살[棘矢]로 그 재앙(災殃)을 없앤다. ’고 하였으니, 옛적의 사한제
는 오직 얼음을 저장할 때와 얼음을 낼 때에만 행하고, 맹동(孟冬)에는 얼음에 대한 일이
없으면 응당 제사하지 아니하며, 그 제사 의식은, ‘맹동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를 지
내는 것은 마땅히 파하여 없애고, 오직 계동(季冬)에 얼음을 저장하면 빙정(氷井)에 사한
제를 지내되, 생(牲)은 검은 숫양[牡羊]을 쓰고, 곡식은 검은 기장을 쓰며, 중춘(仲春)에
빙고를 열면 염소만 쓸 따름이라.’ 하였으니, 그러하오면, 옛적의 사한제는 그 시령(時令)
에 따라 하는 것이옵니다. 이 뒤로는 사한제가 11월 월령(月令)에 실려 있으나, 기후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너무 이르고, 혹은 너무 늦어서, 얼음을 저장하는 것도 혹 10월
과 12월에 있으며, 또 비록 11월에 있을지라도 기일을 예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얼음을

저장할 때를 당하여 날을 택해서 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 30년]』
라고 되어있다. 영화에서는 얼음이 얼기 전에 사한제를 지내게 되어있지만, 실제 기록에
서는 얼음을 저장할 때 사한제를 지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4) 얼음 채빙 모습

얼음을 강가에서 채취하는 것, 이것을 채빙이라고 한다. 장빙은 음력 날짜와 날씨, 강의
얼음의 두께와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달에 기후(氣候)가 봄같이 따뜻하여 지맥(地脈)이 풀려 퍼지고, 강의 얼음이 잠깐

동안 얼어 햇빛만 보면 바로 녹아 없어져서 채빙(採氷)19159) 할 수 없었다.”[성종 18
년]
“비가 왔다. 예조가 아뢰어 사한제(司寒祭)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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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빙고(氷庫)에 얼음을 채우는 일을 물

<그림 231> 영화 속 얼음 채빙 모습

리도록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비까지 와 강이
얼어붙지 않았기 때문에 예조가 이렇게 청한 것이다.”[현종 4년]
“사한제(司寒祭)를 거행하고, 비로소 얼음을 빙고(氷庫)에 들였다.”[현종 4년]』
이는 얼음 채취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동빙고(東氷庫)와 내빙고(內氷庫)의 얼음을 다시 저장하라고 명하였다. 처음 얼음을 저
장할 때 날씨가 따뜻했으므로 얇은 얼음으로 구차하게 채웠다. 이때에 이르러 몹시 추워
강의 얼음이 다시 굳게 얼었는데, 상이 동빙고의 얼음은 바로 제사에 쓰일 얼음이라 하
여, 이 명이 있게 되었다.”[현종 11년}
라고 되어있다. 이는 음력 날짜에 맞추어 장빙을 실시하였지만, 얼음의 두께가 너무 얇아
다른 얼음으로 대체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5) 얼음의 사용
냉장기술이 발달되기 전인 조선시대에는 얼음의 공급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체부패
방지, 열병환자의 치료, 제사얼음의 사용 등에 쓰였을 것이다. 영화에도 보면 백수련(민효
린 분)의 대사 중 아이들 열병에 얼음만한게 없다는 대사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의 열병 앓는 사람들이 이제 한더위를 당하였사오니, 그들에
게 부순 얼음[碎氷]을 주도록 하옵소서.”[세종 16년]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藥)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
(病)이 날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내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
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계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
도록 하라.”[성종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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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영화 속 얼음 사용

이는 얼음이 신분에 관계없이 활인원의 거지부터 전옥서의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상류
층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속에 나오는 “전옥서의 죄
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얼음을 왜 못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아이들 열병에 얼음만한게 없
습니다.” 라는 대사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동빙고(東氷庫)와 내빙고(內氷庫)의 얼음을 다시 저장하라고 명하였다. 처음 얼음을
저장할 때 날씨가 따뜻했으므로 얇은 얼음으로 구차하게 채웠다. 이때에 이르러 몹시 추
워 강의 얼음이 다시 굳게 얼었는데, 상이 동빙고의 얼음은 바로 제사에 쓰일 얼음이라

하여, 이 명이 있게 되었다.”[현종 11년]』
이는 얼음의 두께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랐으며, 얼음의 품질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
에 거래가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 주(註)에 이르기를, ‘벌빙(伐氷)하는 집은 경대
부(卿大夫) 이상의 상사나 제사에 얼음을 쓰는 자이라.’ 하였고, 《좌전(左傳)》에, ‘옛적
에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저장하여 조정 녹위(祿位)의 접빈 식사[賓食]와 상
사·제사에 쓴다.’ 하였는데, 지금 종친(宗親)과 대신의 상사에는 얼음 접시를 쓰는 것을
허락하고 오직 시제에는 얼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중

춘·중하·중추·중동의 초하루 시제(時祭) 중에 5월·8월의 더운 때에는 얼음 한 장씩 주시
옵소서.”[세종 31년]
“해마다 6월에 70세 이상 당상관(堂上官)에게 얼음[氷]을 내려 주되, 3일마다 한 덩어리
씩을 주어라.”[세조 2년]』
여기서 당상관이란 왕이 국지를 내리거나 정 3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를 말한다. 이
것으로 보아 얼음이 지금의 연금제도와 같은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속에서 실제 고증과 맞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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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사람들이 혼동하는 석빙고와 서빙고에 대해서는 석빙고는 목
빙고와 같이 빙고의 재질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서빙고는 서빙고 별제 라는 직책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한제는 얼음이 얼기 전이 아니라 얼음을 채취할 때 올린다
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실만으로 이 영화는 실제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런 사실은 불확실한 고증이 이루어 졌을 때,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역사적 고증이 틀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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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8.
고문으로 본 얼음의 저장과 활용
인문 역사부 연구 보고서
20201 김기훈 20705 권용현

Ⅰ. 서론
(1) 연구동기
더운 여름철 우리는 냉장고만 열면 얼음을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냉장기술은 근대에 들
어와 알려진 기술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여름철 얼음을 얻었을까? 아니, 그보다도
얼음을 구할 수는 있었을까? STEAM연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 여름철에도 얼음을 보관하고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름철까지 그 얼음을 보관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석빙고에 대해 연구하기에 앞서 우리 조상들의 기록 중
에 얼음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로 얼음이 활용되었는지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2) 연구목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문 조사를 통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얼음을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했는
지 알아봄으로써 이후에 석빙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도
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3) 연구대상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을 비롯한 여러 고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할 예정이다.

(4) 연구방법
우리 연구에 필요한 각 고문들의 원문과 해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
련 서적을 참고하기도 한다.

(5) 연구방향
단순히 조상들의 얼음의 저장과 활용에 대해서 정보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최종 연구 대상인 석빙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계속해서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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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얼음에 대한 기록
1.) 삼국시대의 기록
◎ 삼국유사
⇒ 第三弩禮王
朴弩禮尼叱今.(一作儒禮王.) 初王與妹夫脫解讓位. 脫解云. 凡有德者多齒. 宜以齒理試之. 乃
咬餠驗之. 王齒多故先立. 因名尼叱今. 尼叱今之稱, 自此王始. 劉聖公更始元年癸未卽位.(年
表云. 甲申卽位.) 改定六部號. 仍賜六姓. 始作兜率歌. 有嗟辭, 詞腦格. 製黎耜及藏氷庫. 作

車乘. 建虎十八年. 伐伊西國滅之. 是年高麗兵來侵.
⇒ 제3대 노례왕(弩禮王)
박노례이질금(朴弩禮尼叱今; 유례왕儒禮王이라고도 함)이 처음에 매부(妹夫)인 탈해(脫解)
에게 왕위(王位)를 물려주자 탈해는 말했다.
이오.

그러니 잇금을 가지고 시험해 봅시다."

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왕위에 올랐다.
것이다.

"대개 덕이 있는 사람은 이[齒]가 많은 법
이리하여 떡을 물어 시험해 보니 왕의 이

이런 일로 인하여 왕은 잇금[尼叱今]이라고 한

이질금(尼叱今)이란 칭호는 이 왕 때부터 시작했다. 유성공(劉聖公) 갱시(更始)

원년(元年) 계미(癸未; 23)에 즉위하여(연표年表에는 갑신甲申년에 즉위했다고 함) 육부
(六部)의 이름을 고쳐서 정하고 여섯 성(姓)을 하사했다. 이 때 비로소 도솔가(兜率歌)를
지었으니 차사(嗟辭)와 사뇌격(詞腦格)이 있었다.

또 비로소 보습과 얼음을 저장하는 창

고와 수레를 만들었다. 건호(建虎) 18년(42)에 이서국(伊西國)을 쳐서 멸망시켰다. 이 해
에 고구려(高句麗) 군사가 침범해 왔다.

◎ 삼국사기 본기(지증왕)
⇒ 新羅本紀第四.
<智證>麻立干·<法興王>·<眞興王>·<眞智王>·<眞平王>.
六年, 春二月,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 始於此.

冬

十一月, 始命所司藏氷, 又制舟楫之利.
⇒ 6년 봄 2월, 왕이 직접 국내의 주와 군과 현을 정하였다.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
를 군주로 임명하였다. 군주라는 칭호는 이에서 시작되었다. 겨울 11월, 처음으로 소관

부서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고, 또한 선박의 이용을 제도화 하였다.

◎ 일본서기
⇒ 日本書紀卷第十一 大鷦鷯天皇 仁德天皇
仁德天皇六二年（甲戌三七四）

是歲。額田大中彦皇子獵于鬪鷄。時皇子自山上望之。瞻野

中有物。其形如廬。仍遣使者令視。還來之曰。窟也。因喚鬪鷄稻置大山主。問之曰。有其野
中者何

矣。啓之曰。氷室也。皇子曰。其藏如何。亦奚用焉。曰。掘土丈餘。以草蓋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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敦敷茅荻。取氷以置其上。旣經夏月而不。其用之。卽當熱月漬水酒以用也。皇子則將來其
氷。獻于御所。天皇歡之。自是以後。每當季冬必藏氷。至于春分始散氷也
⇒ 빙실은 땅을 1장(1丈: 약 3m) 정도 파고, 구덩이 바닥에 이엉이나 억새를 깔고 그 위
에 얼음을 두고 얼음 위에도 풀을 덮어놓는다.

2.) 고려시대의 기록
◎ 고려사절요 제4권 - 정종 용혜대왕 병자 2년(1036)
⇒ 夏四月 以立夏節 進氷 制曰 今年不早熱 其待五月 進氷有司奏日在北陸而藏氷西陸而出

之獻羔而啓之.藏之也周用之也徧則無愆伏凄苦之灾故凡用氷之法自春分至立秋而盡若於五月
始進則有乖古法非所以調陰陽也請以立夏進之從之
⇒ 여름 4월 입하절(立夏節)에 얼음을 올리니, 제하기를, “올해는 일찍부터 덥지는 않으
니, 5월이 되거든 얼음을 올리라." 하였다. 유사가 아뢰기를,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빙고(氷庫)에 저장하였다가 해가 서륙(西陸)에 있을 때 꺼내는데 헌고(獻羔)하고
빙고를 엽니다. 저장할 때 주밀히 하고 쓸 때 두루하면 더위나 추위의 재앙이 없는 것이
니, 무릇 얼음을 쓰는 법은 춘분 때 시작하여 입추가 되면 끝납니다. 만일 5월에 가서야
비로소 얼음을 올리면 옛법에 어긋나 음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니, 입하절(立夏節)에 올
리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고려사절요 제16권 - 고종 안효대왕 계묘 30년(1243)
⇒ 十二月 崔怡 於西山私伐氷藏之 發民輸氷 民甚苦之
⇒ 12월에 최이가 사사로이 얼음을 캐어 서산(西山)의 빙고(氷庫)에 저장하려고 백성을

풀어서 얼음을 실어 나르니 그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3.) 조선시대의 기록
조선시대의 빙고 기록은 유실되지 않았기에 쉽게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
실록에 빙고의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 조선왕조실록
⇒ 太祖 13卷, 7年(1398 戊寅 / 명 홍무(洪武) 31年) 1月 9日(丁巳) 2번째 기사
氷始堅, 藏之。

얼음이 비로소 두껍게 얼어 저장하다.
⇒ 太宗 28卷, 14年(1414 甲午 / 명 영락(永樂) 12年) 11月 25日(甲子) 1번째기사
甲子/命各司奴藏氷, 以代圻民之役也。

경기 백성들의 역을 대신하여 각사 노비에게 장빙(藏氷)하도록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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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 10卷, 2年(1420 庚子 / 명 영락(永樂) 18年) 12月 27日(辛酉) 3번째기사
賜酒二百甁于藏氷軍。 氷不堅合, 故合丁藏之。 上王以氷庫去豐壤甚遠, 輸者苦之, 乃於離
宮之東, 別作氷庫, 以革其弊

술 2백 병을 장빙군에 내려 주다.
⇒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4月 26日(戊午) 3번째기사
賜氷于讓寧大君褆每日一丁, 自五月至七月而止。

양녕 대군에게 얼음을 내려주게 하다.
⇒ 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7日(癸卯) 5번째기사
兵曹據京畿監司關啓: “船軍國之藩籬, 役且艱苦。 請自今藏氷及國家大事外, 勿幷役使, 以爲
恒式。” 從之。

선군에게 얼음 저장하는 일이나 국가 대사 이외에는 역사시키지 말게 하다.
⇒ 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0月 16日(辛巳) 7번째기사
司憲府啓: “藏氷乃燮調愆伏之事, 可於諸處藏之, 然役重民勞, 故只爲供上國用、使臣支應藏
之。 今義禁府因循前朝弊法, 稱爲囚人供給, 每年役都府外藏氷, 勞弊不小, 請禁止。” 從
之。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더위의 탈에 대비하는 일이니 여러 곳에 저장하는 것이 옳겠지
만, 일이 크고 백성이 수고롭기 때문에 다만 나라의 소용에 바치는 일과 사신 뒷바라지
에 쓰이는 일을 위해서만 저장하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고려 때의 폐단스럽던 법을 그
대로 따라서 죄수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는 부역으로
써 노역의 폐가 적지 않으니, 금지하기를 청하옵니다.”
⇒ 世宗 57卷, 14年(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7月 18日(甲戌) 10번째기사
江原道監司啓: “使臣經過諸郡, 請藏氷支待。” 上曰: “予亦常謂使臣咸吉道之行, 齎氷奔走,
其弊不貲, 欲於道邊州縣, 藏氷以供, 今有是啓, 宜允之。”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사신이 경과하는 여러 고을에 얼음을 간수하게 하여 대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상시 생각하기를, 사신이 함길도에 갈 때 얼음을 싸 가지고 분주(奔走)히 가
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길가의 주현(州縣)에 얼음을 간수하여 지공(支供)하고
자 하였는데, 지금 이 계주(啓奏)가 있으니 마땅히 윤허(允許)할 것이다.”
하였다.
⇒ 世宗 61卷, 15年(1433 癸丑 / 명 선덕(宣德) 8年) 8月 9日(己丑) 6번째기사
命罷聞慶縣藏氷。 先是, 以銀口魚薦新, 特令藏之, 其後所進之魚, 朽爛不用, 故罷之。

문경현에 얼음 저장하는 곳을 혁파하였다. 이에 앞서 은어(銀魚)를 천신(薦新)하기 위하
여 특별히 저장시켰는데, 그 뒤에 진상한 생선이 썩어 문드러져서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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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宗 65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7月 2日(丁丑) 2번째기사
禮曹啓: “永寧殿、宗廟秋享大祭犧牲, 當熱時無氷, 恐其有臭。 今後永寧殿、宗廟每一室, 各
進氷一丁, 七月朔望祭, 亦依此例施行, 永爲恒式。”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녕전(永寧殿)과 종묘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는 더운 때가 되어서 희생(犧牲)을 쓰는
데 얼음이 없으면 냄새가 날까 두렵사오니, 금후로는 영녕전과 종묘에 1실(室)마다 각각
얼음 1장[丁]씩을 올리게 하고, 7월 삭망제(朔望祭)에도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옵소서.”
⇒ 世宗 85卷, 21年(1439 己未 / 명 정통(正統) 4年) 5月 25日(壬申) 3번째기사
前中樞院使鄭欽之病劇, 傳旨:
自今月三十五日至七月晦日, 每一日賜氷一丁。

전 중추원 사(中樞院使) 정흠지(鄭欽之)가 병이 중하므로 전지하여, 금월 25일부터 7월
그믐까지 매일 얼음 1정(丁)을 주게 하였다.
⇒ 世宗 86卷, 21年(1439 己未 / 명 정통(正統) 4年) 7月 26日(壬申) 2번째기사
議政府據禮曹呈啓: “奉傳敎旨: ‘宗親大臣禮葬時用氷盤, 已立法矣, 而正從二品用氷盤之法未
立, 其磨勘以聞’。 臣等參詳, 去乙卯年受敎: ‘宗親大臣功臣禮葬用氷盤, 自初喪至大斂, 每一
日用氷二十丁。 五月望前八月望後半之’。 自今正從二品, 五月望後、八月望前自初喪至大
斂, 亦用氷盤。 正二品每一日給氷十五丁, 從二品給十丁。”
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傳)한 교지(敎旨)를 받들매, ‘종친(宗親)과 대신(大臣)의 예장(禮葬) 때에 빙반(氷盤)을
쓰는 것은 이미 입법(立法)하였으나, 정2품·종2품에 빙반(氷盤)을 쓰는 법은 입법(立法)하
지 않았으니, 마감(磨勘)하여 아뢰라.’ 하셨으므로, 신 등이 지난 을묘년에 수교(受敎)한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보니, ‘종친·대신·공신의 예장에 빙반을 쓰되, 초상(初喪)에서 대렴
(大斂)까지 매일 얼음 20정(丁)을 쓰고, 5월 보름 이전과 8월 보름 이후에는 반으로 한
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2품·종2품에게 5월 보름 이후 8월 보름 이전에 초상에서
대렴까지 역시 얼음을 쓰게 하여, 정2품은 매일 15정을 주고, 종2품은 매일 10정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世宗 110卷, 27年(1445 乙丑 / 명 정통(正統) 10年) 12月 10日(己酉) 1번째기사
己酉/江原道監司李先齊啓: “每朔月令薦新及朔望進上生魚肉, 夏月累日之程, 易致朽爛, 甚爲
不可。 請於嶺東江陵ㆍ高城、嶺西原州ㆍ春川等處藏氷, 生魚肉薦新時, 使得用氷, 不至壞
爛。” 下禮曹。 禮曹報議政府: “四處藏氷爲難, 江陵、春川兩處, 酌一年所用藏氷。 咸吉道
及江原道歙谷旁近州縣薦新, 皆從金城到京, 竝許藏氷。” 政府啓: “令其官隨番人吏, 每一處
只藏百錠, 毋得轉輸, 以供使客。 違者, 以敎旨不從論罪。” 從之。

강원도 감사 이선제(李先齊)가 아뢰기를,
“매달 월령(月令) 천신(薦新)과 삭망(朔望)에 진상(進上)하는 생어육(生魚肉)이 하월(夏月)
의 여러 날 노정(路程)에 부패하기가 쉬우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청하옵건대, 영동(嶺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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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릉(江陵)·고성(高城)과 영서(嶺西)의 원주(原州)·춘천(春川) 등지에 얼음을 저장하여,
생어육을 천신(薦新)할 때에 얼음을 쓰게 하여 썩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 예조(禮曹)에 내렸다. 예조에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기를,
“네 곳에 얼음을 저장하기는 어려우니 강릉(江陵)·춘천(春川) 두 곳에만 1년 쓸 것을 짐
작하여 얼음을 저장하고, 함길도와 강원도(江原道)

흡곡(歙谷)

근처의

주현(州縣)의

천신(薦新)은 모두 김성(金城)으로 좇아 서울에 이르니 아울러 얼음 저장하는 것을 허락
하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그 관(官)의 번(番)을 따르는 인리(人吏)로 하여금 매양 한 곳에 백 덩어리만 저장하게
하여, 다른 곳으로 수운(輸運)하여 사객(使客)을 접대하는 데에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교지(敎旨)를 좇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世宗 122卷, 30年(1448 戊辰 / 명 정통(正統) 13年) 11月 9日(辛卯) 1번째기사
辛卯/禮曹啓: “司寒祭在十二月月令, 而藏氷則每在十一月。 謹稽古制, 宋元豊中, 詳定所言:
‘熙寧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國朝祀令, 春分日開氷, 季冬月藏氷, 祭司寒於北郊。’
《春秋》《左傳》曰: ‘古者, 日在北陸而藏氷西陸, 朝覿而出之。 其藏之也, 黑牡秬黍; 以享
司寒, 其出之也, 桃弧棘矢, 以除其災。’ 古者司寒, 唯以藏氷啓氷之日, 孟冬非有事於氷, 則
不應祭享。 其祀儀, 孟冬選吉日, 祭司寒, 宜從寢罷。 唯季冬藏氷則享司寒於氷井, 務牲用黑
牡羊, 穀用秬黍, 仲春開氷則但用羔而已。 然則古者祭司寒, 隨其時令而爲之。 今後司寒祭,
載諸十一月月令, 然氣候不齊, 或太早或太晩, 藏氷亦或在於十月十二月。 且雖十一月, 不可
預定日期, 必當藏氷之時, 擇日以祭。”
從之。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한제(司寒祭)는 12월 월령(月令)에 있고, 얼음을 간직[藏氷]함은 매양 11월에 있사오
니,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옵건대, 송(宋)나라 원풍(元豊) 연간(年間)에 상정소(詳定所)
에서 말하기를, ‘《희녕사의(熙寧祀儀)》에는 맹동(孟冬)4287) 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
제(司寒祭)를 지낸다.’ 하였고, 국조 사령(國朝祀令)에는 춘분일(春分日)에 빙고(氷庫)를
처음 열고, 계동월(季冬月)4288) 에 얼음을 간직하며, 사한제를 북교(北郊)에서 지낸다. ’
고 하였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르기를, ‘옛적에는 해[日]가 북륙(北陸)에 있어
야 얼음을 저장하고, 서륙(西陸)에 조적(朝覿)하여야 얼음을 낸다. 저장할 때에는 검은 숫
소[牡牛]와 검은 기장[秬黍]으로 사한제(司寒祭)를 지내고, 얼음을 낼 적에는 복숭아나무
활[桃弧]과 가시나무 화살[棘矢]로 그 재앙(災殃)을 없앤다. ’고 하였으니, 옛적의 사한제
는 오직 얼음을 저장할 때와 얼음을 낼 때에만 행하고, 맹동(孟冬)에는 얼음에 대한 일이
없으면 응당 제사하지 아니하며, 그 제사 의식은, ‘맹동에 좋은 날을 택하여 사한제를 지
내는 것은 마땅히 파하여 없애고, 오직 계동(季冬)에 얼음을 저장하면 빙정(氷井)에 사한
제를 지내되, 생(牲)은 검은 숫양[牡羊]을 쓰고, 곡식은 검은 기장을 쓰며, 중춘(仲春)에
빙고를 열면 염소만 쓸 따름이라.’ 하였으니, 그러하오면, 옛적의 사한제는 그 시령(時令)
에 따라 하는 것이옵니다. 이 뒤로는 사한제가 11월 월령(月令)에 실려 있으나, 기후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너무 이르고, 혹은 너무 늦어서, 얼음을 저장하는 것도 혹 10월
과 12월에 있으며, 또 비록 11월에 있을지라도 기일을 예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얼음을
저장할 때를 당하여 날을 택해서 제사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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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그대로 따랐다.
⇒ 世宗 124卷, 31年(1449 己巳 / 명 정통(正統) 14年) 5月 26日(乙巳) 3번째기사
議政府申: “《大學》伐氷之家註云: ‘伐氷之家, 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左傳》: ‘古者
日在北陸而藏氷。 朝之祿位賓食喪祭, 於是乎用之。’ 今宗親及大臣之喪, 許用氷槃, 獨於時
祭, 不得用氷未便。 堂上官以上四仲朔時祭內, 五月八月熱時, 則賜氷一丁。”
從之。

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대학(大學)》의 ‘벌빙지가(伐氷之家)’ 주(註)에 이르기를, ‘벌빙(伐氷)하는 집은 경대부
(卿大夫) 이상의 상사나 제사에 얼음을 쓰는 자이라.’ 하였고, 《좌전(左傳)》에, ‘옛적에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저장하여 조정 녹위(祿位)의 접빈 식사[賓食]와 상사·
제사에 쓴다.’ 하였는데, 지금 종친(宗親)과 대신의 상사에는 얼음 접시를 쓰는 것을 허락
하고 오직 시제에는 얼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미편하오니,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중춘·
중하·중추·중동의 초하루 시제(時祭) 중에 5월·8월의 더운 때에는 얼음 한 장씩 주시옵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3月 17日(丙辰) 7번째기사
上曰: “氷庫每歲改造有弊, 可擇人差遣, 使之監督, 牢實改造, 俾無屢改之弊。”

임금이 말하기를,
“빙고(氷庫)1823) 를 매년 고쳐 짓는 것은 폐가 있으니, 사람을 골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튼튼하게 지어서 여러 번 고치는 폐단을 없게 하라.”
하였다.
⇒ 文宗 10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11月 27日(辛酉) 1번째기사
辛酉/視事。 都承旨李季甸啓: “生員累年居館, 老不中第者, 乃於月講考分數圓點多少, 京官
敍用, 載在《續典》。” 上曰: “如此之輩, 卽令禮曹磨勘以啓。” 又曰: “藏氷, 國家重事, 今
氷庫官吏, 不謹看守, 或費用他處, 有違於法令, 禮曹立廢黜官吏之法, 又嚴糾罰看守之人, 以
懲其後。” 初因人獻議, 欲免甲子年以後, 無子孫物故人還上, 議諸政府。 至是政府啓: “雖無
子孫, 亦有代耕田土者, 何必輕易蠲減?” 上曰: “無子孫物故人宿債, 雖有代耕者, 非己所貸之
物, 使督充償, 未安於心。 若其蠲減, 則必有受惠者, 更議以啓。”

정사(政事)를 보았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생원(生員)으로 여러 해 성균관(成均館)에 있으면서 늙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바로 월강(月講)에서의 분수(分數)와 원점(圓點)3145) 이 많고 적음을 고찰하여 경관(京
官)으로 서용(敍用)하는 것이 《속전(續典)》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무리를 즉시 예조(禮曹)로 하여금 마감(磨勘)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 빙고(氷庫)의 관리들이 간수(看守)
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곳에 허비하여 쓰므로 법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예조
(禮曹)로 하여금 관리를 폐출(廢黜)3146) 하는 법을 세우게 하고, 또 간수하는 사람을 엄
하게 규찰하여 벌을 주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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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의 헌의(獻議)에 의하여 갑자년3147) 이후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
의 환상(還上)을 면제하고자 하여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정부에
서 아뢰기를,
“자손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또한 전토(田土)를 대신하여 경작(耕作)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쉽게 견감(蠲減)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이 없이 사망[物故]한 사람의 묵은 빚은 비록 대리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
라도 당자가 빌린 물건이 아니니, 보충하여 배상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마음에 편치 못하
다. 만약 겸감한다면 반드시 혜택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端宗 11卷, 2年(1454 甲戌 / 명 경태(景泰) 5年) 5月 19日(己巳) 2번째기사
議政府啓: “謹按《豳風》《七月詩》曰: ‘二之日, 鑿氷沖沖。’ 註云: ‘食肉之祿、老、病、
喪, 浴氷無不及。’ 《大學》: ‘孟獻子曰: 「伐氷之家, 不畜牛羊。」’ 註云: ‘伐氷之家, 卿大
夫以上喪祭用氷者也。’ 然則古者大夫以上之家, 氷無不藏, 而食祿之家, 亦皆用氷。 今國家
氷庫所藏有限, 頒賜不敷, 非特老病喪, 祭不得用而已, 無以節陽氣之盛, 遂致愆伏之患, 實爲
闕典。 自今依古制, 大夫以上及各司能藏氷者勿禁, 且諸道物膳進上諸邑, 近水無弊可藏者,
監司磨鍊以啓。” 從之。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빈풍(豳風)》 《7월시(七月詩)》 2394) 에, ‘섣달엔 탕탕 얼음을 뜬
다.’ 하였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고기를 먹는 녹(祿)을 타는 집과 노인이나 병자나 상
제(喪祭)에나 목욕하는 데에는 얼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대학(大
學)》에는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얼음을 떠서 두는 집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는
다.’라고 하였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얼음을 떠서 두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으로
서 상제(喪祭)에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대부(大夫)
이상의 집에 얼음을 저장하지 않은 집이 없었고, 녹(祿)을 먹는 집도 또한 모두 얼음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국가의 빙고(氷庫)에 갈무리되어 있는 얼음이 한계가 있어서 반사(頒
賜)하는 것이 넉넉지 못하여 특별히 노병 상제(老病喪祭)가 아니고서는 얻어 쓸 수 없으
며, 양기(陽氣)의 성(盛)함을 절제(節制)함이 없으면, 드디어 건복(愆伏)의 근심을 이룰 것
이니, 실로 궐전(闕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해서 대부 이상 및 각사(各司)
로서 능히 얼음을 갈무리할 수 있는 자는 금하지 말고, 또 여러 도(道)의 물선(物膳)을
진상하는 모든 고을로서 물에 가까운 폐단 없이 얼음을 갈무리할 만한 곳을 감사(監司)
가 마련(磨鍊)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世祖 4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5月 16日(甲申) 3번째기사
傳旨禮曹曰: “每年六月, 賜七十歲以上堂上官氷, 三日各一丁。”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해마다 6월에 70세 이상 당상관(堂上官)에게 얼음[氷]을 내려 주되, 3일마다 한 덩어리
씩을 주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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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祖 8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6月 22日(甲寅) 5번째기사
承政院奉旨馳書于敬差官趙季砰曰: “今送魯山君油籠一、蓑衣二、氈衫二及侍婢油籠十事, 可
一一傳付, 且令諸邑連續進氷。”

승정원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차관(敬差官) 조계팽(趙季砰)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노산군(魯山君)에게 유롱(油籠) 1, 사의(蓑衣) 1, 전삼(氈衫) 2와 시비(侍婢)에게 유
롱(油籠) 10벌을 보내니, 일일이 전(傳)하여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잇달아 계속하여 얼음을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 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12月 11日(丁丑) 1번째기사
丁丑/上聞藏氷諸事疎虞, 命左承旨柳子煥、同副承旨尹欽, 分往東、西氷庫, 糾檢能否。

임금이 얼음을 갈무리하는 여러 가지 일이 소우(踈虞)하다는 말을 듣고, 좌승지 유자환
(柳子煥)·동부승지 윤흠(尹欽)에게 명하여, 동빙고(東氷庫)·서빙고(西氷庫)에 나누어 가서
그 잘잘못을 규찰하여 검색(檢索)하게 하였다.
⇒ 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12月 14日(庚辰) 4번째기사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都觀察使曰: “今年冬暖氷薄, 氷庫所藏甚少。 令水邊諸邑, 就陰崖氷
厚之地, 多藏之, 具數以啓。”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금년에는 겨울이 따뜻하고 얼음이 엷어서 빙고(氷庫)에 갈무리한 것이 매우 적다. 이제
물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그늘지고 비탈져 얼음이 두터운 곳에 나아가서 많이 갈무리
하게 하고, 수량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12月 22日(戊子) 1번째기사
戊子/時日暖氷消, 召左議政申叔舟、兵曹判書金師禹、禮曹參判曺孝門、漢城府尹黃孝源等議
藏氷事, 卽以師禹爲京畿巡察使, 孝源副之, 往廣州、渡迷、月溪等處, 曺孝門往楮子島藏氷。

이때에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녹으니, 좌의정 신숙주(申叔舟)·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사
우(金師禹)·예조 참판(禮曹參判) 조효문(曹孝門)·한성부 윤(漢城府尹) 황효원(黃孝源)을 불
러 얼음을 갈무리하는 일을 의논하고, 곧 김사우를 경기 순찰사(京畿巡察使)로, 황효원으
로 부사(副使)를 삼아서 광주(廣州)·도미(渡美)·월계(月溪) 등지로 가게 하고, 조효문(曹孝
門)은 저자도(楮子島)에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게 하였다.
⇒ 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12月 26日(壬辰) 2번째기사
命宣傳官金孝祖往長湍, 審氷厚薄, 司僕判官柳睠往廣州, 檢察藏氷事及軍人多少。

선전관(宣傳官) 김효조(金孝祖)에게 명하여 장단(長湍)에 가서 얼음이 두터운지 얇은지를
살피게 하고, 사복 판관(司僕判官) 유권(柳眷)이 광주(廣州)에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는 일
과 군인(軍人)의 많고 적음을 검찰(檢察)하게 하였다.
⇒ 世祖 40卷, 12年(1466 丙戌 / 명 성화(成化) 2年) 10月 18日(丙辰) 2번째기사
命戶曹判書盧思愼、禮曹判書姜希孟往氷庫, 糾檢藏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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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여 빙고(氷庫)에 가서 간수
한 얼음을 살펴 검사하도록 하였다.
⇒ 世祖 40卷, 12年(1466 丙戌 / 명 성화(成化) 2年) 12月 1日(戊戌) 1번째기사
戊戌朔/命銀川君穳、玉山君躋、毛山都正僖, 往氷庫, 檢藏氷事。

임금이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모산 도정(毛山都正) 이희
(李僖)에게 명하여 빙고(氷庫)에 가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 世祖 44卷, 13年(1467 丁亥 / 명 성화(成化) 3年) 11月 7日(己巳) 3번째기사
禮曹啓藏氷事目曰: “一, 預定諸氷室, 伐氷處軍人, 毋得彼此相爭。 一, 伐氷處, 縱橫設太緪,
以防陷沒。 一, 水邊多積柴, 如有凍傷人, 隨卽燃火溫之。 一, 定醫員二人, 如有凍傷及病者,
隨卽救藥。 一, 諸司官吏, 或不親檢察者, 或其所管人有凍傷者、墜溺者, 本曹堂上若郞官摘
姦, 非功臣議親, 論以違制, 直斷其罪。” 從之。

예조(禮曹)에서 장빙 사목(藏氷事目)을 아뢰기를,
“1. 여러 빙실(氷室)을 미리 정하고, 얼음을 뜰 곳에서 군인들은 피차 서로 다투지 말게
할 것.
1. 얼음을 뜨는 곳에는 종횡으로 태긍(太緪)8131) 을 설치하여 함몰(陷沒)하는 것을 방지
할 것.
1. 물가에 장작을 많이 쌓아서, 만약 동상(凍傷)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을 지펴서 따
뜻하게 할 것.
1. 의원(醫員) 2인을 정하여 만약 동상(凍傷)하거나 병드는 자가 있으면 즉시 약으로 구
료(救療)할 것.
1. 여러 관사(官司)의 관리로서 혹은 친히 검찰(檢察)하지 않는 자나, 혹은 그 관리(管理)
하는 사람이 동상에 걸리는 자가 있거나, 실추(失墜)하여 물에 빠지는 자가 있으면 본조
(本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이 적간(摘姦)하되, 공신(功臣)과 의친(議親)이 아니
면 제서(制書)를 어긴 죄로써 논하여 그 죄를 직단(直斷)할 것.”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世祖 44卷, 13年(1467 丁亥 / 명 성화(成化) 3年) 11月 14日(丙子) 1번째기사
丙子/兵曹啓曰: “內氷庫已畢修理, 請移役軍八十五名于外氷庫。” 傳曰: “此外更無他軍可以
藏氷乎? 如此祈寒, 旣役於此, 又役於彼, 獨何罪耶? 用他軍藏氷可也。”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내빙고(內氷庫)가 이미 수리가 끝났으니, 청컨대 역군(役軍) 85명을 외빙고(外氷庫)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이들 이외에 다른 군사는 장빙(藏氷)할 수가 없는가? 이와 같은 기한(析寒)에 이미 이곳
에서 역사(役事)했는데, 또 저곳에서 역사한다면 홀로 그들만 무슨 죄가 있는가? 다른 군
인을 써서 장빙(藏氷)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 世祖 44卷, 13年(1467 丁亥 / 명 성화(成化) 3年) 11月 28日(庚寅) 4번째기사
氷庫官員來啓曰: “近者日暖氷不堅, 請姑停藏氷役。” 命遣注書趙益貞于西氷庫, 兵曹正郞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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叔蓁于東氷庫審視, 若不堅則罷役。 益貞等復命曰: “臣等當夜觀氷, 氷堅, 第恐當午日暖則融
解。 故令曰: ‘午前藏之, 午後停役。’” 上又令禮曹, 當午更視之。

빙고 관원(氷庫官員)이 와서 아뢰기를,
“근자에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니, 청컨대 장빙(藏氷)의 역사(役事)
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주서(注書) 조익정(趙益貞)을 서빙고(西氷庫)에 보내고, 병조 정랑(兵
曹正郞) 박숙진(朴叔蓁)을 동빙고(東氷庫)에 보내어 살펴보게 하여, 만약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았으면 역사(役事)를 파(罷)하게 하였다. 조익정(趙益貞) 등이 복명(復命)하기를,
“신 등이 마땅히 밤에 얼음에 보니, 얼음이 단단하였으나, 다만 대낮이 되어서 따뜻해지
면 얼음이 녹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오전(午前)에 장빙(藏氷)하고 오후(午後)에는 역
사(役事)를 정지(停止)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니, 또 임금이 예조(禮曹)로 하여금 대낮이 되거든 다시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 成宗 8卷, 1年(1470 庚寅 / 명 성화(成化) 6年) 11月 27日(辛丑) 1번째기사
辛丑/院相申叔舟啓曰: “東冰庫爲供佛而設, 避城中開川汚流, 伐氷於淵波昆, 輸來幾行二十
里, 人甚苦之。 今聞楮子島近處, 水淨氷厚, 距氷庫, 不過八九里。 令禮曹, 往審便否。” 傳
曰: “可。”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동빙고(東氷庫)는 공불(供佛)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성중(城中)의 개천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을 피한 것인데, 얼음을 연파(淵波)에서 떠내어 한꺼번에 덩어리로 실어 오는
데는 거의 20리를 가야 하므로, 사람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지금 듣건대 저자도(楮子
島) 근처가 물이 깨끗하고 얼음이 두꺼우며, 빙고(氷庫)와의 거리가 8, 9리에 지나지 않
는다고 하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가서 편의(便宜)한 여부를 살펴보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옳다.”
하였다.
⇒ 成宗 62卷, 6年(1475 乙未 / 명 성화(成化) 11年) 12月 10日(乙酉) 8번째기사
禮曹啓: “今冬暖無氷, 謹按《杜氏通典》云: ‘其藏氷也, 用黑牡、秬黍, 以享司寒。’ 又云:
‘祭法曰: 「禳祈於坎壇, 祭寒暑也。」’ 註云: ‘寒暑不時, 則或穰之, 或祈之, 寒於坎, 暑於壇
也。’ 前此我國不行祈禳之祭, 故其制不可考。 請依司寒祭, 備黍、稷、稻、梁、脯、醢、
豕、腥, 而又加幣帛, 差獻官於司寒壇行之。” 從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금년 겨울은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상고해
보니, 거기 이르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데에는 흑모(黑牡)와 거서(秬黍)를 사용하여 사한
(司寒)에게 제사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법(祭法)에 가로되, 감단(坎壇)에서 양기
(禳祈)하고 한서신(寒署神)에게 제사(祭祀)한다.’ 하였으며, 주(註)에 이르기를, ‘차고 더움
이 제때에 하지 아니하면 혹은 양(禳)을 하고 혹은 빌되, 한신(寒神)은 감(坎)에서, 서신
(署神)은 단(壇)에서 〈제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는 우리 나라에 기양(祇
禳)의 제사를 거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히 상고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
한제(司寒祭)에 의하여, 서(黍)·직(稷)·도(稻)·양(梁)·포(脯)·해(醢)·시(豕)·성(腥)을 갖추고,
또 폐백(幣帛)을 더하며, 헌관(獻官)을 사한단(司寒壇)에 보내어 이를 거행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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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그대로 따랐다.
⇒ 成宗 62卷, 6年(1475 乙未 / 명 성화(成化) 11年) 12月 14日(己丑) 5번째기사
下書忠淸、黃海、平安、江原道觀察使曰:
今冬暖, 恐不得藏氷。 想深山窮谷, 必有堅凝處, 卿令都事, 巡審取藏之。

“이번 겨울은 따뜻하여 장빙(藏氷)을 할 수가 없다. 생각건대 심산(深山) 궁곡(窮谷)에는
반드시 단단하게 언 곳이 있을 것이니, 경(卿)은 도사(都事)로 하여금 순심(巡審)하여 구
해서 저장하게 하라.”
하였다.
⇒ 成宗 62卷, 6年(1475 乙未 / 명 성화(成化) 11年) 12月 15日(庚寅) 5번째기사
禮曹啓: “謹按古者, 祭天於圓丘, 祭地於方澤, 取陰陽之義也。 然後世合祭天地於圓丘, 而方
澤之制無聞焉。 《禮》云: ‘相近於坎壇, 祭寒暑也。’ 註者以相近或讀爲禳祈, 或讀爲祖迎,
則其說固可疑。 而暑於壇, 寒於坎, 亦註者推義類而言也。 然言其義而不言其制度, 後世但
祭司寒於壇, 而祭坎之制亦無聞焉。 古禮之不可行於後世者, 其類甚多。 今我國藏氷、開氷
時, 設壇而祭司寒, 亦祈告之義也。 然無冬溫祈禳之例, 故考舊制亦無其說, 今就祈司寒壇,
似違於禮。” 傳曰: “今行祭後, 更定之。”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옛것을 살펴보건대,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원구(圓丘)에서 하고, 땅에 제사 지내
는 것은 방택(方澤)에서 한다고 한 것은 음양(陰陽)의 뜻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
(後世)에는 천지(天地)를 원구에서 합제(合祭)하고 방택의 제도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상근(相近)을 감단(坎壇)에서 하는데, 한서신(寒署神)에게 제사를 지
내는 것이다.’ 하고, 주석(註釋)을 낸 자는 상근(相近)을 혹은 읽기를 양기(穰祈)라 하고,
혹은 읽기를 조영(祖迎)이라 하였으니, 그 설(說)은 진실로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서신(署神)은 단(壇)에서 제사지내고 한신(寒神)은 감(坎)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주석을 낸 자가 뜻을 미루어 비슷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말하면서 그
제도(制度)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세(後世)에는 다만 사한신(司寒神)을 단(壇)에서
제사지내면서, 감(坎)에서 제사지내는 제도도 또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고례(古禮)를 후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심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장빙
(藏氷)과 개빙(開氷)을 할 때에 단을 설치하고 사한신(司寒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한 기고(祈告)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따뜻한데도 기양(祈穰)하는 예(例)가 없기
때문에 구제(舊制)를 상고해 보았으나 또한 그 설(說)이 없으므로, 이제 사한단(司寒壇)에
나아가 빌게 한 것은 예(禮)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제사를 행한 뒤에 다시 이를 정하게 하라.”
하였다.
⇒ 成宗 210卷, 18年(1487 丁未 / 명 성화(成化) 23年) 12月 29日(甲午) 2번째기사
是月, 氣候暖如春, 地脈融洩, 江氷暫合, 見晛輒澌, 不得藏氷。
成宗康靖大王實錄卷第二百十

이달에 기후(氣候)가 봄같이 따뜻하여 지맥(地脈)이 풀려 퍼지고, 강의 얼음이 잠깐동안
얼어 햇빛만 보면 바로 녹아 없어져서 장빙(藏氷)19159)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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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宗 211卷, 19年(1488 戊申 / 명 홍치(弘治) 1年) 1月 1日(丙申) 4번째기사
冬月, 江氷不堅。 至是令司宰監副正鄭叔墀伐氷于廣州芚彌、月溪等處。

겨울에 한강이 얼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정숙지(鄭叔墀)에게
명하여 광주(廣州)·둔미(芚彌)·월계(月溪) 등지에서 얼음을 채취하게 하였다.
⇒ 成宗 211卷, 19年(1488 戊申 / 명 홍치(弘治) 1年) 1月 7日(壬寅) 3번째기사
分遣右副承旨慶俊、同副承旨柳允謙于東西氷庫, 審視氷丁厚薄及藏氷之狀。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준(慶俊)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유윤겸(柳允謙)을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나누어 보내어서 빙정(氷丁) 의 많고 적음과 얼음을 저장하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 成宗 211卷, 19年(1488 戊申 / 명 홍치(弘治) 1年) 1月 8日(癸卯) 2번째기사
分遣史官河潤、姜渾于東西氷庫, 審視氷丁厚薄。

사관(史官) 하윤(河潤)과 강혼(姜渾)을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에 나누어 보내어
서 빙정(氷丁)의 많고 적음을 살펴보게 하였다.
⇒ 成宗 219卷, 19年(1488 戊申 / 명 홍치(弘治) 1年) 8月 9日(庚子) 2번째기사
御經筵。 大司諫權仲麟啓曰: “祭享與供上無異, 而用氷則有異。 祭享氷藏於東氷庫, 供上氷
藏於西氷庫, 與諸司頒氷混處, 其於臣子奉上之心何如? 請移西氷庫一梗於東氷庫, 以供進上
之用。” 上顧問左右, 特進官柳輊啓曰: “仲麟之言似或有理。 但東氷庫伐氷處甚遠, 人巭甚
重。” 上曰: “移之有弊以西氷庫一梗, 別藏進上氷可矣。”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대사간(大司諫) 권중린(權仲麟)이 아뢰기를,
“제향(祭享)과 공상(供上)은 다름이 없는데 얼음을 쓰는 데는 다름이 있어, 제향에 쓰는
얼음은 동빙고(東氷庫)에 저장하고 공상(供上)에 쓰는 얼음은 서빙고(西氷庫)에 저장하여
여러 사(司)에 반사(頒賜)하는 얼음과 섞어서 두는데, 그 신자(臣子)로서 성상을 받드는
마음에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서빙고(西氷庫)의 한 매기[梗]를 동빙고(東氷庫)로 옮겨
서 진상(進上)하는 데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진관(特進官) 유지(柳輊)가 아뢰기를,
“권중린(權仲麟)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동빙고(東氷庫)는 얼음을 뜨는
곳이 심히 멀어서 사람의 공덕이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옮기는 것이 폐단이 있으니, 서빙고(西氷庫)의 한 매기에 진상(進上)하는 얼음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成宗 290卷, 25年(1494 甲寅 / 명 홍치(弘治) 7年) 5月 29日(丙辰) 5번째기사
上以日候甚熱, 獄中囚繫者多, 其救療之狀, 令注書、史官同內官考驗于義禁府、典獄。 義禁
府無氷丁、六和湯, 典獄無氷丁。 傳曰: “其問之。” 義禁府啓曰: “五月受氷, 橫看不載, 玆
不啓請耳。 六和湯則三報戶曺, 迄不輸送耳。” 傳曰: “如此酷熱, 囚繫獄中, 若不救藥, 必致
生病, 要須得情, 以其罪罪之可也, 不之救藥, 以致於死, 可乎? 自今五月十五日以後, 觀日候
啓請受氷。 戶曺當該官吏, 令憲府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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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獄中)에 갇힌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구료(救療)하는 상황을
주서(注書)·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내관(內官)과 같이 의금부(義禁府)와 전옥(典獄)을 고험
(考驗)27714) 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는 빙정(氷丁)과 육화탕(六和湯)이 없었으며, 전옥
에는 빙점이 없었다. 전교하기를,
“그것을 하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5월에 얼음을 받는 것은 횡간(橫看)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계청(啓請)하지 않았
을 뿐입니다. 육화탕은 호조(戶曹)에 세 차례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송(輸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혹독한 더위에 옥중에 갇혀 있는데 약(藥)으로 구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병
(病)이 날 것이다. 요컨대 모름지기 실정을 알아 내어 그 죄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하겠지
만, 약으로 구료하지 않아 죽도록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5월 15일 이후부터는 날씨를
관찰하여 얼음을 받도록 계청하고, 호조의 해당 관리는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
도록 하라.”
하였다.
⇒ 燕山 54卷, 10年(1504 甲子 / 명 홍치(弘治) 17年) 6月 20日(己卯) 7번째기사
下氷機及盛器曰: “氷釋水滿, 則必至盛溢, 可於其中穿穴, 使之流下。”

빙기(氷機) 및 성기(盛器)를 내리고 이르기를,
“얼음이 녹아서 물이 차면 반드시 넘을 것이니,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흘러내리게
하여야 하리라.”
하였다.
⇒ 燕山 54卷, 10年(1504 甲子 / 명 홍치(弘治) 17年) 7月 6日(甲午) 3번째기사
傳曰: “禮曹請加頒氷。 氷雖多貯, 然宮中染藍之物多, 氷必多用, 其勿加頒。”

전교하기를,
“예조(禮曹)가 더 반빙(頒氷)하기를 청하였는데, 얼음은 비록 많이 저장되어 있으나 궁중
에 남빛 물들일 물건이 많아서 반드시 많이 쓰리니, 더 반사(頒賜)하지 말라.”
하였다.
⇒ 燕山 56卷, 10年(1504 甲子 / 명 홍치(弘治) 17年) 10月 20日(丁丑) 6번째기사
禮曹判書金勘啓: “東氷庫專爲祭享, 而今入標內。 請給軍人及氷凍前移西氷庫之左。” 傳曰:
“可。”

예조 판서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동빙고(東氷庫)는 오로지 제향(祭享)을 위한 것인데, 지금 금표 안에 들었으니, 청컨대
군사를 주어 얼음이 얼기 전에 서빙고(西氷庫) 왼쪽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中宗 19卷, 8年(1513 癸酉 / 명 정덕(正德) 8年) 12月 9日(癸卯)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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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分遣注書李挺豪、檢閱朴命孫于東、西氷庫, 摘奸藏氷勤慢。

주서(注書) 이정호(李挺豪)와 검열(檢閱) 박명손(朴命孫)을 동·서빙고(東西氷庫)에 나누어
보내어 얼음 저장의 근태를 적간(摘奸) 하게 하였다.
⇒ 中宗 76卷, 28年(1533 癸巳 / 명 가정(嘉靖) 12年) 12月 9日(丁丑) 1번째기사
丁丑/傳于政院曰: “近來日候寒煖無常, 今則稍寒。 及時藏氷事, 言于禮曹。” 政院以禮曹意
啓曰: “藏氷, 古例, 氷厚四寸, 始可藏。 今則氷不厚, 姑待大寒, 雖不至四寸, 而三寸五六分,
則藏之何如?” 傳曰: “知道。”

정원에 전교하기를,
“요즈음 날씨가 춥고 따뜻한 것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추워졌으니 이때에 얼
음 저장하는 일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정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두께가 4촌(寸)이 되
어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음이 두껍지 않으니 우선 아주 춥기를 기
다려 비록 4촌이 못되더라도 3촌 5푼(分)만 되거든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明宗 4卷, 1年(1546 丙午 / 명 가정(嘉靖) 25年) 8月 2日(丙戌) 2번째기사
上御夕講。 特進官金光準曰: “臣嘗以禮曹參判, 奉審于文昭殿, 則神位前各設高床, 床下有木
盤, 又以銅盤盛氷, 而加於木盤上, 所謂照氷也。 氷銷流注, 鋪筵淋漓, 經霾盡腐, 出入之際,
泥土交濺, 雖易以新筵, 便卽皆然。 事神之道 與事生不同, 照氷之義, 甚爲未安。 冬月別無
辟寒之具, 而只於夏月如是, 可謂虛文。 且氷夫之役甚苦, 載輸之際, 材殫力竭, 以至流散, 以
非禮之事, 貽弊於民。 今方講求民瘼之時, 使民得受一分之惠, 幸甚。” 傳曰: “議于大臣。”

상이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김광준(金光準)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예조 참판으로 문소전(文昭殿)을 봉심(奉審)405) 하다 보니, 신위(神位) 앞
에 각기 높은 상(床)이 설치되고 상 밑에는 목반(木盤)이 있는데 동반(銅盤)에 얼음을 담
아 이 목반 위에 놓았으니, 이것이 소위 조빙(照氷)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아
흘러서 자리에 흥건하고 묵은 흙먼지가 부패되어 출입하는 즈음에 진흙이 질척거리므로
아무리 새 자리로 바꿔 놓아도 곧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신(神)을 섬기는 도는 생존
한 이를 섬기는 일과는 같지 않은데, 조빙의 의의는 매우 미안합니다. 겨울에는 별로 추
위를 막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여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허례 허식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빙부(氷夫)의 일이 매우 고되어 얼음을 수송하는 즈음에 재력(材力)이
탕갈되므로 백성들이 각처로 유산(流散)하기에 이르니, 예(禮) 아닌 일로써 백성을 주는
폐가 적지 않습니다. 민폐를 알아내 구하려는 때인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조그만 은혜라
도 받게 한다면 큰 다행일까 합니다.”
하니, 대신과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 宣祖 14卷, 13年(1580 庚辰 / 명 만력(萬曆) 8年) 7月 7日(甲戌) 3번째기사
正言柳德粹來啓曰: “國家藏氷, 計一年用度, 定其梗數。 若該官用心典守, 則萬無不足之患,
而今者西氷庫官員, 慢不省事, 頒出之際, 委諸下吏, 致有偸竊之弊。 夏月未過, 用之幾盡, 四
班及宗室例頒之氷, 啓請不給, 物情猶以爲未便。 今又至於分定各官, 此雖出於不得已, 其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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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典守之罪, 不可不懲。 西氷庫當初次知官員, 請命罷職。 外邑氷丁上納之際, 該司官吏, 必
有刁蹬作弊之事, 請令吏曹十分檢察, 俾無猥濫之弊。” 答曰: “依啓。”

정언 유덕수(柳德粹)가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소장하는 얼음은 1년 용도를 계산하여 고정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관(該官)이 마음을 써서 전수(典守)한다면 절대로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인데 지금 서빙
고(西氷庫)의 관원이 태만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얼음을 반출할 때 하리(下吏)에게만 맡겼
으므로 도둑맞는 폐단까지 불러서 여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
하여 서반 및 종실에게 반사해 줄 얼음을 주지 말자고 계청한 것만도 물정이 온당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또 각 고을에 분정(分定)까지 하였으니,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
서 나왔다고는 하나 전수를 삼가지 못한 죄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빙고에서
처음에 담당했던 차지 관원(次知官員)을 파직하게 하고, 외읍(外邑)의 빙정(氷丁)이 상납
할 때에 해사의 관리들이 반드시 고의로 애를 먹이는 폐단을 만들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충분히 검찰하여 외람된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光海 171卷, 13年(1621 辛酉 / 명 천계(天啓) 1年) 11月 9日(丙午) 1번째기사
辛酉十一月初九日丙午(禮曹啓曰: “國家藏氷之法, 非不嚴密, 而紀綱解弛, 詐僞成風, 各梗藏
氷之際, 內疎外密, 而曰已畢藏氷矣。 諸上司下人, 無數出去, 公然作弊, 氷庫之官, 無風力可
檢, 無氣力可制, 以致許多工役, 歸於虛僞, 每於夏末, 分定外方中外皆困, 極爲寒心。 自今以
後, 藏氷始役, 則本曹堂上, 有/間或輪回往見, 郞廳逐日相遞, 出往着檢, 俾無各梗詐僞虛疎之
患。 令憲府逐日出送禁亂, 上司下人作弊者, 隨捉隨刑, 各梗不謹色官, 本曹隨現請罷, 本曹
之官目所未及, 則令氷庫官員牒報, 一一罷職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예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장빙(藏氷)에 대한 법이 매우 엄밀하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거짓이 풍조를 이루
어 각 경(梗)에 얼음을 저장할 때 바깥쪽으로는 촘촘하게 쌓아놓고 속은 엉성하게 하여
놓고는 이미 장빙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 상사(上司)의 하인이 무수히 드나들며 버젓이
폐단을 일으켜도 빙고를 맡은 관리는 검속할 위풍도 없고 제지할 기력도 없어 허다한 공
역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6월 외방에 분정할 때면 온 나라
가 모두 고달프게 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얼음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본조
의 당상이 간혹 순번을 돌아가며 가서 살피고 낭청은 매일 서로 교대하며 나아가 단속하
게 하여 각 경(梗)에 거짓이나 허술함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헌부로 하여금 매일 금난
사령(禁亂使令)을 내보내 폐단을 일으키는 상사의 하인을 잡는 대로 처벌하고 각 경의
근실치 못한 담당 관리도 나타나는 대로 본조에서 파직을 청하며, 본조의 관리가 미처
목격하지 못한 것은 빙고의 관원으로 하여금 첩보하게 하여 일일이 파직시키는 일을 승
전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光海 85卷, 6年(1614 甲寅 / 명 만력(萬曆) 42年) 12月 23日(辛丑) 1번째기사
辛丑/兵曹啓曰: “藏氷糜費, 罔有紀極。 募立使令, 一日食十數斗, 爭者如麻, 加以爲官者, 爲
曆書等物用之, 不啻狼藉。 當此公私匱竭之日, 一綿一粒, 皆是生民之膏血, 豈容狼藉虛費至
此乎? 加以積氷之際, 專不如法, 凌人掌氷之義, 蔑如矣。 此豈古人藏之周, 用之徧之道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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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軍行私之弊, 不可不嚴禁, 令本曹郞廳, 不意摘奸, 如有奸濫者, 當該官從重推考之意, 捧承
傳申明知委何如?” 從之。

병조가 아뢰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비용의 낭비가 그지없습니다. 모집한 사령(使令)들에게 하루 열두어 말
의 곡식을 녹으로 주니 다투는 자가 삼대처럼 빽빽하고, 게다가 벼슬한 자들은 역서(曆
書) 등의 물건 때문에 쓰는 비용이 낭자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간의 비용이 탕갈
한 때를 당하여 한 치의 면포와 한 톨의 쌀알도 모두 백성들의 고혈입니다. 어찌 함부로
써서 허비하는 것이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얼음을 저장할 때 전혀 법대로 아니함
으로써 능인(凌人)으로서 얼음을 관장하는 의의가 전무합니다. 이 어찌 옛사람이 저장하
기를 주밀히 하고 쓰기를 널리하던 도리이겠습니까. 군(軍)을 감하고 사리를 탐하는 폐단
을 엄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조의 낭청으로 하여금 불시에 적간하게 하여 만약 외람
된 짓을 한 자가 있거든 해당 관원을 중죄로 추고할 뜻으로 승전을 받아 거듭 밝혀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에 따랐다.
⇒ 仁祖 7卷, 2年(1624 甲子 / 명 천계(天啓) 4年) 12月 22日(壬寅) 4번째기사
江上居民焚西氷庫, 遣中使、史官摘奸。 江上民自在廢朝時, 因藏氷雇役, 取利偸食國穀, 今
因禁抑奸濫, 怨其失利, 乘夜燒焚。

한강 가의 주민들이 서빙고(西氷庫)를 불태웠으므로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 적
간(摘奸)하였다. 강가의 주민들은 폐조 때부터 얼음 저장하는 고역(雇役)을 기화로 이득
을 취하며 국고의 곡식을 훔쳐 먹어 왔는데, 이제 간사하게 외람한 짓하는 것을 금단하
자, 이득을 놓치게 된 것을 원망하여 밤을 틈타 불을 지른 것이다.
⇒ 顯宗 7卷, 4年(1663 癸卯 / 청 강희(康熙) 2年) 12月 15日(戊申) 1번째기사
戊申/雨。 禮曹啓, 請退司寒祭及藏氷之役, 上曰可。 時日氣甚暖, 天又雨, 江氷不合, 故禮
曹有是請

비가 왔다. 예조가 아뢰어 사한제(司寒祭) 및 빙고(氷庫)에 얼음을 채우는 일을 물리도록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비까지 와 강이 얼어 붙
지 않았기 때문에 예조가 이렇게 청한 것이다.
⇒ 顯宗 18卷, 11年(1670 庚戌 / 청 강희(康熙) 9年) 1月 8日(丙申) 2번째기사
時冬暖, 不得伐氷, 至是始命藏氷。 而功役倍重, 募軍價米, 太半不足, 禮曹請令賑恤廳相助,
上從之。 蓋以賑廳多有留儲, 曾於凶歲助價, 有例也。

이 당시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을 떠낼 수가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얼음
의 저장을 명하였다. 그런데 공역이 배나 들고 모집한 일꾼들의 가미(價米)가 태반이나
부족하였으므로, 예조가 진휼청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는
대개 진휼청에는 저축된 것이 많이 있었고, 일찍이 흉년에 가미를 보조했던 전례가 있었
기 때문이다.
⇒ 顯宗 18卷, 11年(1670 庚戌 / 청 강희(康熙) 9年) 2月 1日(己未) 3번째기사
命東氷庫及內氷庫改藏氷。 初藏氷時, 日氣和暖, 以薄氷苟充。 至是寒甚, 江氷復堅, 上以東
氷庫, 乃祭享所用, 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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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빙고(東氷庫)와 내빙고(內氷庫)의 얼음을 다시 저장하라고 명하였다. 처음 얼음을 저장
할 때 날씨가 따뜻했으므로 얇은 얼음으로 구차하게 채웠다. 이때에 이르러 몹시 추워
강의 얼음이 다시 굳게 얼었는데, 상이 동빙고의 얼음은 바로 제사에 쓰일 얼음이라 하
여, 이 명이 있게 되었다.
⇒ 顯宗 20卷, 12年(1671 辛亥 / 청 강희(康熙) 10年) 12月 29日(丙午) 1번째기사
丙午/時冬月已盡, 而日氣常溫, 江氷將合而復解, 東西氷庫, 伐氷之役, 皆於水上背陰處, 持船
取來, 物力有倍於常年。

이때 겨울철이 이미 다가고 날씨도 항상 따뜻하여 강의 얼음이 얼려다가 도로 풀렸기 때
문에 동빙고와 서빙고에서 저장하는 얼음을 다 강의 그늘진 곳에서 배로 가져오니 물력
이 여느 해보다 배나 들었다.
⇒ 肅宗 14卷, 9年(1683 癸亥 / 청 강희(康熙) 22年) 11月 12日(己卯) 1번째기사
己卯/上特命除今年列邑稅豆之半, 都民各戶減藏氷米。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올해 각 고을의 세(稅)로 바치는 콩의 반을 면제 하게 하고, 도민
(都民)의 각호(各戶)에 얼음과 쌀을 감(減)하여 저장하게 하였다.
⇒ 肅宗 35卷, 27年(1701 辛巳 / 청 강희(康熙) 40年) 12月 29日(辛巳) 1번째기사
辛巳/禮曹啓曰: “看審水上, 則背陰及江水注會處, 間有凝合之氷, 亦不堅固, 有難以此藏置,
而立春已迫, 前頭日氣, 終不寒嚴, 則些少凝合之氷, 亦將消融。 曾在庚戌、壬子, 亦有船運
藏氷之事, 今亦依此, 令各司主梗官, 隨便伐取, 船運藏置。” 傳曰: “允。”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물 위를 살펴보니, 음지(陰地)를 등진 곳과 강물이 흘러 모이는 곳에 간혹 응결된 얼음
이 있으나, 또한 견고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저장해 두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입춘(立
春)이 이미 박두하여 앞으로 날씨가 끝내 심하게 춥지 않다면, 사소(些少)하게 얼어붙은
얼음도 또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일찍이 경술년11018) 과 임자년11019) 에도 또한 얼음
을 배로 운반하여 저장한 일이 있으니, 지금도 이에 의하여 각사의 주채관(主梗官)에게
편의대로 벌취하고 배로 운반하여 저장해 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 英祖 64卷, 22年(1746 丙寅 / 청 건륭(乾隆) 11年) 12月 2日(癸亥) 1번째기사
癸亥/奉常寺啓言: “東庫藏氷, 專爲祭用, 厚薄、長、廣, 皆有尺量。 在前本寺郞廳, 專營其
事, 與水庫官, 眼同看檢, 伐取於大江之中, 依其尺量納庫, 故氷不消瀜, 且甚淨潔。 近年忽自
本庫主管, 下吏弄奸, 不準尺量, 苟充入庫。 請更依當初定式, 使本寺專管擧行。” 上可之。

봉상시에서 아뢰기를,
“동고(東庫)에 저장한 얼음은 오로지 제사에만 쓰는 것이므로 두께와 길이, 그리고 너비
에 모두 규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시의 낭청이 이 일을 전관하여 빙고관(氷庫官)과
함께 직접 검사를 하며, 한강 가운데에서 얼음을 규격에 맞게 떠다가 빙고에 들여 놓았
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고 또 아주 정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갑자기 본
빙고에서 주관하면서 하리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규격에도 맞지 않는 얼음으로 구차히 빙
- 97 -

고만 채우고 있습니다, 청컨대 당초의 정식대로 본시에서 전관하여 거행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純祖 6卷, 4年(1804 甲子 / 청 가경(嘉慶) 9年) 12月 26日(辛巳) 1번째기사
辛巳/冬暖無氷。 禮曹因仁祖丙戌、顯宗己酉、肅宗己巳已例, 請畿內沿峽邑合氷處, 別爲藏
氷, 從之。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다. 예조에서 인조(仁祖) 병술년, 현종(顯宗) 기유
년, 숙종 기사년의 전례(前例)에 근거하여 기내(畿內)의 강이나 골짜기가 있는 고을의 얼
음이 언 곳에 따로 얼음을 저장토록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2) 고문에 등장하는 얼음 기록에 대한 분석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
이 두 기록들을 통하여 얼음보관 창고 기술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
다. 실제 현존하는 모든 석빙고가 신라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및 가야등지에서는
얼음 창고가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석빙고는 입구에 “숭정 기원후 재신유 8월 이기개축(移基改築)”이라 새겨져 있
다. 이것으로 미루어 1741년(영조 17)에 이곳을 개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전부
터 이미 빙고가 있었고 아마도 지역적 위치를 보았을 때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빙실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석빙고 내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구려에 대한 빙고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
로 보아 고구려는 북방지역의 차가운 기온으로 여름에도 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의 기록
고려시대에도 빙고가 자주 활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
대로 추정컨대 여름철이 되면 궁궐에 의무적으로 얼음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최이의
기록을 보면 개인적인 빙고를 건축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인력이 동원
되었다는 것을 보면 목빙고가 아닌 석빙고였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선시대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은 많은 양의 얼음 사용 기록을 적고 있는데 얼음을 사용한 목적이 단순
히 양반들의 유희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더위를 이겨
내는 용도, 즉 실내냉장을 위해 쓰인 건 물론이고, 음식을 저장할 때 부패를 막고 맛을
더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여름철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으며, 제사에 쓰이거나 절에 공양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그리
- 98 -

고 한 가지 특별한 용도로는 궁중에서 쪽물을 염색하는 데에도 얼음이 쓰였다고 기록되
어있다.
특히 그 중 의료의 목적으로 쓰인 얼음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 하빙(夏
氷)이라고 하여 ‘여름철 얼음은 기운이 대단히 차가워 번열이 나는 것을 식혀준다’고 했
다. 즉 얼음을 사용하여 열사(熱邪)를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위에서 찾은 고문들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조선왕조실록 중에도 특히 세종 때 얼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의 즉위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과 관리들을 위해
임금이 노력한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

우리가 찾은 고문 기록 중에 세종실록 기록에는 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는 부역을 금하게 하는 기사가

있는데, 즉 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미 도성 안에는 태조 5년 서빙고와 동빙고, 내빙
고의 빙고가 건축되어 있음에도 도성 밖에 얼음을 따로 저장한 것은 얼음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마도 초기 서빙고는 우리가 현재 아는 것처럼 13만정의 얼음을 보관하는 큰 규모가 아니었을 것
이라 짐작된다.
세종 때 도성밖에 얼음을 저장하는 부역을 금한 이후 단종실록에 각 고을에 얼음을 저장할 만한 장소를 찾
게 한 것을 볼 때 얼음 창고 관리 문제도 초기에는 국가 중심의 얼음 창고 관리에서 점차 고을 얼음 창고에
대한 규제가 풀려 나중에는 사빙고를 두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빙고에 대한 기록은 순조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실록외에도
1881년(고종 18)의 ＜동궁마마 가례시 기명발기＞에 얼음전용의 빙도(氷刀)에 대한 언급이 있고 김칫독을
얼음이 들어 있는 궤 속에 넣어 저장하는 저빙궤(菹氷櫃) 이야기가 나오는 등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선의 마지막 왕실까지 얼음이 보관되고 상납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1910년 부산에서 인조제빙이 시작(『고려이전한국식생활사(食生活史)연구』(이성우, 향문사, 1978), [네이버
지식백과] 얼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되었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빙고의 사용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빙고들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해체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을까 추정된
다.(실제 서빙고는 1898년 사라진다) 현재 서빙고 터에는 표지판만 남아있어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의
모습은 사라진 상태이다.

Ⅲ. 결론
이렇게 여러 고문들의 기록을 통해 과거에 조상들이 얼음을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였
는지 알아보았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자료는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들긴 했지
만 그래도 얼음을 그때부터 벌써 저장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자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씬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만큼 별거 아닌 것처럼 여
겨지는 이 얼음이 사실은 다방면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조상들도 그걸 알고
일찍부터 그것을 보관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옛날 문헌들에서 얼음에 대한 자료들 좀 찾는다고 석빙고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점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읽기 힘든 한자들로 이루어진 고문들을 해석
하는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과거 조상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고, 석빙고라는
오늘날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탄생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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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연구는 석빙고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도 달성
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 하나를 더 달성하게 되었다. 바로 삼
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고려사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문들에 대한 인
식의 변화이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고문들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지만, 이
번 기회를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
딱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상들의 친근한 삶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리고 앞으로도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할 땐 이러한 고문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확
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 마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때 쓴 일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석빙고에 대해 다른 분야 아이들과 함께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할 텐데, 이렇
게 그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선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정 가
운데에도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그분들의 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간다면 이 프로젝트가 끝날 쯤엔 적어도 석빙고
와 관련된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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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얼음 창고‘석빙고’
- 종합 연구보고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빙고 이야기 (인문연구부 이야기)
고전 속에 나타난 빙고의 기록 (인문연구부 이야기)
조선시대 얼음의 사용처 (인문연구부 이야기)
빙고 규모의 이해 (수학연구부 이야기)
빙고의 얼음이 녹지 않도록 구성된 구조 (물리연구부 이야기)
얼음의 양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달라진다. (물리연구부 이야기)
볏짚과 왕겨를 통한 단열효과 (화학연구부 이야기)
석빙고 안의 얼음은 식용, 약용으로 쓸 수 있을만큼 깨끗했을까?
(생물연구부 이야기)
석빙고는 홍예구조 역학적 분석 (수학연구부/미술부 이야기)
홍예구조의 발달과정을 통한 기술 변천사 (미술연구부 이야기)
서빙고 속에 숨겨진 어두운 사실 (인문연구부 이야기)
과학기술의 집약체 석빙고

‘바 람 과 함께 사 라 지다 .’ - 빙 고 이 야기
총명함은 타고났으나 우의정의 서자요, 잡서적에 빠져 지내던 ‘덕무(차태현)’. 얼음 독점권
을 차지하려는 좌의정 ‘조명수’에 의해 아버지가 누명을 쓰게 되자 그의 뒤통수를 칠 묘안
을 떠올린다. 바로 서빙고의 얼음을 통째로 털겠다는 것! 한때 서빙고를 관리했지만 조명수
일행에 의해 파직당한 ‘동수(오지호)’와 손을 잡은 덕무는 작전에 필요한 조선 제일의 고수
들을 찾아 나선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2, 감독 김주호)는 조선시대 서빙고에 저장된 얼
음을 훔치기 위해 벌어지는 기막힌 일들을 역사적 사실과 적절히 결합하여 코믹하
게 그려내고 있다. 서빙고에 저장된 13만4974장의 얼음을 묘사하기 위해 들어간
CG는 조선시대 서빙고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한다.

<그림 238>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012.)

그런데 정말 조선시대 아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얼음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
었을까? 우선 먼저 영화에 등장한 빙고는 실제 서빙고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짚어야
겠다. 영화에 잠깐 나온 빙고의 외형은 서빙고가 아닌 경주 석빙고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석빙고는 경주(보물 제66호), 안동(보물 제305호), 창녕(보물
제310호), 현풍(보물 제673호), 청도(보물 제 323호), 영산(사적 제169호), 해주석
빙고(북한 국보문화유물 제69호) 등 총 7기이며, 모두 조선 후기에 축조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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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경주 석빙고

5)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66호로 지정되었다. 길이 18.8m, 홍예(紅霓) 높이 4.97m, 너
비 5.94m이다.
남북으로 길게 조영하고, 출입구는
남쪽에 있는데 너비 2.01m, 높이
1.78m이다. 여기에서 계단을 따라
실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빙실의
밑면도 외부의 형태와 같은 직사각
형으로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밑바닥은 경사져 있으며, 바닥 중앙
에 배수구가 있어 내부의 물이 이
경사를 따라 외부로 배출된다.
<그림 239> 경주 석빙고

내부는 연석(鍊石)으로 5개의 홍예를 틀어 올리고 홍예와 홍예 사이에 길쭉한 네모 돌
을 얹어 천장을 삼았다. 벽은 직사각형의 작은 석재로 정연하게 쌓아올렸고, 밑부분은
장대석을 연결하여 지대석(址臺石)을 삼아 견실하게 축조하였다. 천장에는 3곳에 환기
구멍을 마련하여 외기와 통하게 하였는데, 조각한 돌로 구멍을 덮어 비와 이슬을 막고
있어 다른 석빙고와는 달리 정연한 양식과 축조를 보여 주목을 끈다. 환기 구멍은 중심
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시설하였는데, 이것은 입구가 남쪽에 있으므로 안으로 내려가는
층계가 몇 단 있어서 그만큼 자리[房]를 차지하고 얼음창고의 주실(主室)은 좀더 깊이
들어간 내부의 북쪽에 있는 까닭이다.

석빙고 옆에는 석비가 있어 축조연대
를 알 수 있는데, ‘崇禎紀元後再戊午’
는 1738년(영조 14)에 해당하고, 다
시 입구의 미석(楣石)에 ‘崇禎紀元後
再辛酉移基改築’이라 새겨져 있어, 축
조한 지 4년 만에 현위치에 옮겨 개
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쪽으
로 약 100m 되는 곳에 옛터로 전하
는 자리가 있다.
<그림 240> 경주 석빙고 입구의 머릿돌

5) 두산 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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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동 석빙고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05호로 지정되었다. 길이 12.5m, 너비 6.1m, 높이 5.4m이
며, 재료는 화강석이다. 얼음을 저장하려고 만든 창고이다.

조선시대인 1737년(영조 13)에 축조한
이 석빙고는 낙동강에서 많이 잡히는 은어
를 국왕에게 진상하기 위해 축조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초 석빙고는 안동시 예안면
(禮安面)에서 낙동강 상류를 따라 개설된
청량산행 도로로 1.2㎞ 정도 되는 산기슭
에 있었다. 예안현 읍지인 《선성지(宣城
誌)》에는 조선 영조(英祖) 때 이매신(李梅
臣)이 현감(縣監)으로 부임하여 3년 동안
재임하던 중 녹봉을 털어 석빙고를 지었다
<그림 241> 안동 석빙고 입구 모습

고 기록되어 있다. 산기슭에 있으며 남북
으로 길게 축조하였는데 입구를 북쪽 옆으

로 가설한 것이 특이하다. 봉토(封土)도 완전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고분 같다. 안
으로 계단이 있고 중앙에 물이 강으로 흐르도록 만든 배수로가 있다. 4개의 홍예(虹霓)
를 세워 천장을 지탱해 주고 있으며 천장 곳곳에는 환기 구멍이 있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게 되자 1976년 안동시 도산면(陶山面) 서부리(西部里)에 있던 것
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이다.

- 104 -

3. 창녕 석빙고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10호로 지정되었다.
화강석제로 빙실(氷室)의 크기는 길이 11m, 폭 3.6m, 높이 3.7m이다. 창녕군 교육청
바로 앞 개천 건너편에 언덕처럼 보이는 축조물이 곧 석빙고인데 봉토도 거의 완전하여
겉모양은 큰 고분처럼 보인다. 표면의 높이는 5.4m, 전체 길이는 13m이다. 빙실의 입구
는 남쪽에 설치하였는데, 좌우에 장대석(長大石)을 3단씩 쌓아서 벽을 축조하고 그 위에
1매의 장대석을 놓아 미석(楣石)을 삼았으므로 입구는 방형을 이루고 있다. 내부는 연석
(鍊石)으로 4개의 홍예(紅霓)를 틀어 올리고 홍예 사이에는 장대석을 옆으로 건너질러
쌓아올려서 천장을 구성하였으며, 그 사이의 천장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구가 설치되었
다.
이 석빙고는 내·외 각부 구조가 경주나 안동의 석빙고와 동일한데 그 규모는 약간 작
다. 석빙고 남쪽에 석비 1기가 유존하는데, 이 비문에 보면 당시의 현감(縣監) 신후서(申
侯曙) 등이 1742년(영조 18) 2월 초하루에 역사를 시작하여 그 해 4월에 끝마쳤다고 되
어 있다.

4. 현풍 석빙고
보물 제673호. 1980년 지정. 길이 11.5 m, 높이 2.5 m, 너비 4 m.
이 석빙고는 동네 바깥에 있는 소구릉과 그 옆을 흐르는 계천(溪川) 사이에 축조되었다.
입구는 북쪽을 향하며, 화강석을 직사각형으로 연석(鍊石)하여 4개의 홍예(虹霓)를 틀어
올리고, 홍예 사이에는 직사각의 판석을 걸쳐 천장과 측벽(側壁)을 만들었다. 입구는 장
대석으로 틀을 만들고 자연석으로 나머지 벽을 쌓아올렸으며, 후벽은 잡석만으로 두꺼운
벽을 만들었다. 외형은 적석과 점토로 마치 고분처럼 둥글게 뒤덮었으며, 구조형식은 청
도 · 창녕 · 경주 · 안동 등에 있는 석빙고와 같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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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도 석빙고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323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빙고로 빙실의 크기는 길이 14.75m, 너비 5m, 홍예 높이
4.4m이고 재료는 화강석이다. 얼음을 저장하려고 만든 창고이다.
석빙고는 동서 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입구는 서쪽이며 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홍
예(虹霓) 4개가 남아 있다. 구조는 직사각형인데, 내부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바닥이
경사지고, 바닥 중앙에 배수구가 있어 경사를 따라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내부는 연석(鍊石)으로 4개의 홍예를 틀어올리고 잡석으로 구석의 벽면과 홍예와 홍예
사이의 벽을 쌓았다. 측벽 위에서 홍예에 걸쳐 '八'자 모양으로 얹은 장대석과 천장을 구
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이 남아 있고 천장에는 환기 구멍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여겨
진다.
석빙고 입구 좌측에 신축 당시의 석비(石碑)가 세워져 있는데, 그 표면에 씌어 있는
비문에 따르면, 축조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으며, 그밖의 소요 인력과 물자를 대충 짐
작할 수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비를 세운 날짜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
는데 '계사오월초육일립(癸巳五月初六日立)'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인 1713년(숙
종 39)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석빙고 가운데 축조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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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산 석빙고
1969년 2월 28일 사적 제169호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2월 23일 보물 제 1739호
로 승격되었다.
문쪽이 높고 그 반대쪽이 낮은 봉분형이다. 봉토 주변에는 자연석을 쌓아 둘레돌[護
石]을 돌렸고 봉토 정상에는 두 곳에 구멍이 있는데 배기공(排氣孔)인 듯하다. 문은 지
표(地表)에서 한 단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 석계(石階) 끝에 있으며 옹벽(擁壁)은 큼직
한 돌 세 벌을 쌓아 주변을 정리하였다. 거칠게 다듬은 거대한 돌로 벽을 쌓고 세 틀의
홍예를 바깥쪽으로 내어 판석을 덮어 공간을 차단하였고 앞뒤 벽은 그에 따라 축조되었
다. 현감(縣監) 윤이일(尹彛逸)이 창축하였다고 한다.

7. 해주 석빙고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계동의 광석천(廣石川) 얼음을 겨울
에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공급하던 지하 얼음창고로, 고려 초기에 축조되고 1735년(영조
11)에 개축되었다.
내부를 화강암으로 쌓고 그 위에 흙과 석회를 다져 덮었다.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암으
로 1.4m 안팎의 사이를 두고 12개의 무지개형 골조를 세우고 그 사이에 큰 판돌을 대
서 기찻굴 모양의 천장을 만들었다. 그 위에 흙과 석회를 다져 덮고 잔디를 입혀 무더운
여름철의 태양열을 막았다. 바닥에는 위로 갈수록 점점 높게 판돌을 깔았다. 내부 길이
28.3m, 너비 4.5m, 높이 6m이다.
위로부터 무거운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견고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내부의 용적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천장을 궁륭형식으로 쌓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안팎의 구조가 거
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경주 석빙고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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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존재하는 해주 석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6기는 모두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석빙고의 축조 연대에 대해의문을 갖는 연구자들이 있다.
경주 석빙고 출입문 이맛돌에는 영조 17년(1714년)에 개축되었다는 명판6)이 새겨
져 있어 영조시대에 개축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석빙고가 경상도에
집중된 것을 보아 원래 신라시대 축조되었던 석빙고들이 조선시대 개축되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고 전 속 에 나타 난 빙 고의 기 록
우리나라의 빙고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부터 시작된다.

“ .... 또 비로소 보습과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수레를 만들었다. ... ”
-'삼국유사’ '제3대 노례왕’
“.... 겨울 11월, 처음으로 소관 부서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하게 하고,....”
-삼국사기 본기’ (지증왕)

삼국유사에 나온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느 장소에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얼음을 보관할 필요성과 얼음을 보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
6) 「崇禎紀元後再壬戌二月初一日女四月初十日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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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게다가 삼국사기를 보면 얼음 보관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까
지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일본의 역사를 기록한 일본서기에도 우리나라 빙고의 기록이 일부 있다. 인덕천
황 62년조에 나오는 기록에 ‘빙실은 땅을 1장 정도 파고, 구덩이 바닥에 이엉이나
억새를 깔고 그 위에 얼음을 두고 얼음 위에도 풀을 덮어놓는다.’고 되어있다.
고려시대에도 빙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해가 북륙(北陸)에 있으면 얼음을 빙고(氷庫)에 저장하였다가 해가 서륙(西陸)에 있을
때 꺼내는데 헌고(獻羔)하고 빙고를 엽니다.... ”
- 고려사절요

“....

제4권 정종 용혜대왕 병자 2년(1036)

사사로이 얼음을 캐어 서산(西山)의 빙고(氷庫)에 저장하려고 백성을 풀어서 얼음을
실어 나르니,....”
- 고려사절요 제16권 고종 안효대왕 계묘 30년(1243)

고려사 절요에 따르면 얼음은 4월부터 빙고를 열어 임금에게 올리며 입추(음력 7
월 7일)까지 진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종대의 기록에는 당대 최고 권력자였
던 최이(최우)가 사사로이 빙고에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알리는 상서가 기록되어 있다. 얼음이 왕과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으
로 활용된 것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조선왕조실록 세종 7년의 기록에는 고려
부터의 관습인 죄수들에게 얼음을 제공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사헌부의 상소가 올라
와있다. 여름철 의금부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사료이면서 고려시대의 얼음 사용이 초기에는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한 용도였다
가 점차 다양한 곳의 필요에 따라 얼음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의
기초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보다 빙고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
을 찾아보면 태조 7년 얼음 저장을 명하고 태종 15년, 16년에 장빙(얼음을 빙고에
보관하는 것)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상소와 장빙을 철저히 하라는 태종
의 지시사항 등 얼음 보관에 임금마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7) <신라본기>에는 서기 505년 지증왕 6년 겨울에 해당 관서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토록 했다고 하고, 얼음 창고
를 관리하는 빙고전이라는 관청을 두고 대사 1명, 사 1명의 관원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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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시대 얼 음 의 사용 처 에 대해 서

세종 16년 활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상소가 올라온다.

“..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의 열병 앓는 사람들이 이제 한더위를 당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부순 얼음[碎氷]을 주도록 하옵소서... ”
-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11일(병진)
4번째기사

성종 25년 임금과 신하간의 대화에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 임금이 날씨가 매우 덥고 옥중(獄中)에 갇힌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구료(救療)하는 상
황을 주서(注書)·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내관(內官)과 같이 의금부(義禁府)와 전옥(典獄)을
고험(考驗)27714) 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는 빙정(氷丁)과 육화탕(六和湯)27715) 이 없
었으며, 전옥에는 빙점이 없었다. ....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5월에 얼음을 받는 것은

횡간(橫看)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계청(啓請)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육화탕은 호
조(戶曹)에 세 차례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송(輸送)해 주지 않았습니다......”
- 성종 290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5월 29일(병진) 5번째기사

앞서 고려시대부터 감옥에 갇힌 이들이 여름의 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얼음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이를 확실하게 명시해 놓
았다. 경국대전 예전(禮典) 반빙[頒氷]편에 매월 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고 이
와 함께 활인서(의료), 의금부(감옥), 전옥서에 얼음을 내려주도록 기록되었다.

“..매년 여름철 마지막 달에 각 관청과 임금의 집안사람, 문무 당상관,시제(時祭) 때에는
또 내준다. 내시부 당상관, 맡은 직무는 없으나 70살 이상이 된 당상관들에게 얼음을
나누어준다. 활인서(活人署)의 환자, 의금부, 전옥서의 죄수들에게도 내준다. . ”
- 경국대전 예전(禮典) 반빙[頒氷]편

- 110 -

경국대전에 의해, 여름에는 종친과 관리에게 빙표를 하사하고, 이 빙표를 빙고에
가져가면, 얼음을 내어주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얼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
이 아닐뿐더러 제사에 사용되는 등 중요한 곳에만 사용되었다. 이런 얼음을 활인서
에 제공한 것은 얼음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쓰이기 때문이었다. 동의보감에
는 물의 종류를 33가지로 나누면서 여름 얼음을 하빙8)이라고 하며 몸에 열이 날
때 쓰인다고 했다. 즉, 해열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조 선시 대 의 빙고

이렇듯 얼음의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얼음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얼음을
보관해야하는 양도 많아졌는데 조선시대의
빙고인 서빙고는 현재 터만 남아있을 뿐 존
재하지는 않는다.
조선시대의 빙고는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
되는 얼음을 저장하는 동빙고와 귀빈이나
관료들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
하는 서빙고,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궁궐

에 만든 내빙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57>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태조 5년(1396년)
동빙고 ·서빙고(西氷庫)를 설치, 이를 예조

조선시대 8채의 움막집 형태로 지어

졌던 얼음창고 터, 이 얼음은 궁중과 백관들이 사용
하였다.

(禮曹)에 속하는 아문(衙門)으로 하였다. 동
빙고의 위치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당시 한강 연안의 두모포(豆毛
浦)였으며, 저빙량(貯氷量)은 1만 244정(丁)이다.
서빙고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파출소 근처였으며, 저장 얼음은 13
만 4974정(丁)에 이르러 이 얼음은 궁중 내의 각 전(殿)과 관아에 공급하고 또한
백관(百官)에게 벼슬에 따라 차이를 두어 배급하였다.

8) 하빙(夏氷, 여름 얼음). 몸에 열이 몹시 나고 가슴속이 답답하며 괴로운 번열(煩熱)을 제거한다. 여름에 얼음을
먹으면, 잠깐은 시원하나 오래되면 병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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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빙고

서빙고
동빙고

북고
1680

1808

남고

18.084

합계
공조

군기시

평시서

사재감

45.394

33.343

41.352

38.360

26.957

35.952

158.540

223.789

40.000

10.244

134.974

185.278

여기서 말하는 정(丁)의 크기는 어떤 문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음
두께가 12cm이상(4촌)9)이 되어야만 자를 수 있었고 안동시에서 매년 행사하는 장
빙제에서 얼음을 평균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무게 80kg로 잘라 장빙하는
것을 볼 때 얼음 한 정의 부피는

 ×  ×  
즉, 최소 0.1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크기를 기준으로 서빙고에 저장된 얼
음의 양을 계산해보면 현존하지 않는 서빙고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서빙고에


장빙된 얼음은 13만 4974정이다. 위에서 우리는 1정의 부피가 약 0.1  이라면 13만 정의
얼음 부피는 13000 이다. 이 얼음을 석빙고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그림 258> 안동 장빙제, 얼음 1정(丁 )의 크기를 가
늠해 볼 수 있다.

얼음판의 높이가 최소 12cm(4촌)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두껍게 얼렸을 때, 얼
음을 체취하므로 안동 장빙제의 예를 삼아 최소 30cm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면 얼음을 쌓아올리는 높이에 한계는 6정 정도 180cm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가정으로 빙고의 내부 면적을 계산해 보자.


13000 의 총 부피를 높이 약 2m로 나누면 6500  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 면적의 크기

9)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두께가 4촌(寸)이 되어야만 저장할 수 있
습니다.”(조선왕조실록, 중종 76권, 28년(1533 계사 / 명 가정(嘉靖) 12년) 12월 9일(정축)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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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익숙하지 않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으로 계산해보면 1평은 3,3  이므로
   ≒ 평 정도가 된다.

즉, 13만정의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서빙고의 총 면적은

약 2000평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2000평의 공간은 사실 빙고의 규모로 볼 때 지

나치게 큰 느낌이 있다. 실제 현존하는 석빙고들은 평균 30평정도의 내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현풍 석빙고도 35평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위의 계산에 문제
가 없다면 서빙고의 규모는 왠만한 석빙고의 크기보다 약 100배는 넓은 규모를 가
진다.
그런데 1994년 9월 4일 경향 신문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팀이 서울
마포 현석동 옛나루터 부근에서 서울에 유일한 석빙고 흔적을 찾았다는 기사10)가
게제된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여러 사빙고 중 하나의 터로 짐작하는 이곳은 8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규모는 7백 50평에 달하는 꽤 큰 규모를 보여준다. 사
빙고의 크기가 7백 50평에 달하니 관영 빙고인 서빙고의 크기 역시 그 정도 규모
나 혹은 그 이상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서울 한복판에 얼음을 보관할 창고 2000평...

이 규모를 고려해서 영화에서는 석

빙고 내부에 빙실이 8개가 있다고 하고 주장하고 각 빙실의 규모도 군사들이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로 표현했다. 실제 서빙고터에 남아 있는 기록에도 움막형
태의 8채 빙고가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영화적 상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간과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서빙고는 목조 건물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빙고가 목조건물임을 알 수 있는 기사가 몇몇 있다.
“빙고(氷庫)1823) 를 매년 고쳐 짓는 것은 폐가 있으니, 사람을 골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튼튼하게 지어서 여러 번 고치는 폐단을 없게 하라.”
- 문종 6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3월 17일(병진) 7번째기사

“...한강 가의 주민들이 서빙고(西氷庫)를 불태웠으므로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
적간(摘奸)하였다.... ”
- 인조 7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12월 22일(임인) 4번째기사

목조로 만들어진 서빙고는 매년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빙고를 수리하는 병사가
10) 1994년 9월 2일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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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필요했다. 성종은 빙고를 수리하는 군사가 800명이나 되어 너무 하다고 500
명으로 감하도록 지시한다.
“빙고(氷庫)를 수리하는 군사 8백 명이 너무 많지 아니한가? 적당하게 감하고자 한다.”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서(注書)를 보내어 공역(攻役)을 가서 살피게 하고 3백 명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 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17일(기사) 3번째기사

빙고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순조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 더 이
상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실록 외에도 1881년(고종 18)의 ＜동궁마마 가례시 기명
발기＞에 얼음전용의 빙도(氷刀)에 대한 언급이 있고 김칫독을 얼음이 들어 있는
궤 속에 넣어 저장하는 저빙궤(菹氷櫃) 이야기가 나오는 등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
더라도 조선의 마지막 왕실까지 얼음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기록
에 의하면 서빙고는 동빙고와 함께 1896년(건양 1)에 폐지되었다.

빙 고 의 얼음 이 녹 지 않도 록 구 성된 구 조
한여름까지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실내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
다. 실험을 위해 구입한 얼음도 여름철 상온(실내온도 25℃)에서 반 정도가 녹는데
1시간정도가 걸린다. 특히 얼음의 특징은 녹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잠열(융해열
79.72cal/g)에 의해 더욱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 축조된 석빙고 모두가 이 녹은 물
을 재빨리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닥에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그림 261> 경주 석빙고 구조와 단면도 (1994, 문화재 관리국) : 석빙고 하
부는 녹은 얼음물이 재빨리 빠질 수 있도록 경사각이 존재한다. 가장 낮은
쪽에는 배수로가 자리하고 있다.

- 114 -

경주 석빙고의 경우 단면도를 통해 확인된 경사각은 약 5° 정도로 가파른 경사
는 아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내려가기에는 충분한 각도이며 특히 석빙고의 바닥은
잔자갈과 토양으로 매끄럽게 되어 물이 쉽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한 바닥 의 끝에는 배수로가 있어 물이 고이지 않고 외부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
들었다.
위의 그림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석빙고의 내부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5m, 외
부에서 보는 석빙고의 높이는 3m 남짓이다. 즉 석빙고는 반지하 구조로 되어 있는
데 이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강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활용
하기 위함이다. 석빙고 내부에 들어온 따듯한 공기는 석빙고 위쪽의 환기구를 통해
빠져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62> 석빙고 내부의 공기흐름과 구조의 이해

<그림 263> 석빙고 환기구, 더운 공기를 배출한다.

<그림 264> 환기구를 안쪽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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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의 이 외부 환기구에 대한 연구는 일부 건축공학과 교수님들에 의해 실시되
었다. 계명대학교 공성훈 교수팀은 석빙고 내부의 기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유체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류분포를 시뮬레이션 했다11). 그 결과 입구부분의 공
기 와류현상과 하강 현상이 현저히 드러났다고 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위쪽 환기구
을 막고 실시했을 경우에는 내부의 공기가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는 정체 현상이 일
어나는데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얼음이 녹지 않고 더 단열이 잘 될 것 같지만 내부
의 습기도 정체되므로 습도에 의한 얼음의 녹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
하다. 즉, 석빙고는 꼭꼭 막아둔다고 얼음이 보관되는 구조가 아닌 환기구을 통한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얼음을 녹지 않게 보관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리 연구팀은 석빙고의 구조에 따른 석빙고 상하의 온도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림 267> 실험을 위한 모형 제작,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통한 모형 스케치

11) 경주 석빙고 자연에너지 이용 기술(공성훈, 조국환 한국 생태환경 건축학회 논문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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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아크릴을 활용한 모형 제작 및 실험 준비 모
습

석빙고 모형12)에 들어가는 공기가 온도에 따라 상하로 나뉘는 모습을 확인하려했으
나 공기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 석빙고 모형의 환기구 및
바닥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공기의 흐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
했다.
12) 실험 모형은 아크릴을 소재로 하였으며 알려진 석빙고의 모형을 같은 비율로 축소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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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0s

17.1

17.8

17.3

30s

17.0

17.7

17.3

60s

17.1

17.6

17.3

90s

17.1

17.7

17.3

120s

17.1

17.8

17.3

150s

17.1

17.8

17.3

180s

17.2

17.6

17.4

210s

17.2

17.7

17.4

240s

17.2

17.7

17.3

표 82 내부의 얼음 충전없이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274> 얼음의 충전 없이 온도의 변화 측정, 입구의
온도에 따라 환기구의 온도가 바뀐다. 바닥면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온도분포를 보인다.

물리실험 팀의 자료에 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따듯한 공기는 실제 모형에서도
아래쪽보다 위쪽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부에 얼음이 없음
에도 평균적으로 환기구와 바닥사이에는 0.5℃의 온도차이가 유지되었으며13) 얼음
이 들어갈 경우 이 온도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보여주었다.14)

실험1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0s

9.8

14.1

0.1

30s

9.8

14.1

0.1

60s

10.4

14.1

0.1

90s

10.9

14

0.1

120s

10.8

14.2

0.1

150s

11.1

14.2

0.1

180s

10.5

14.1

0.1

210s

11.1

14.1

0.1

240s

11

14.1

0.1

<그림 275> 모형 입구는 외기의 영향을 받아 온도 변화가 수시

표 84 모형 내부에 얼음을 50% 충전한 실험결

로 있디만 내부와 환기구의 온도는

과

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변화가 크지않다. 내부환경

실험 모형은 실제 석빙고 보다 규모 면에서 현저히 작기 때문에 실제 석빙고에서
13) 모형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얼음이 없어도 환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온의 공기가 불어나가는 현상을 통
해 온도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4) 모형 입구와 환기구 사이에 온도차이는 약 2℃정도로서 내부의 냉각현상에 의한 공기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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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6> 경주 석빙고의 입구 모습 와류를 형성하기위한 ㄱ 자형 바람막이 구조가 있다.

석빙고 구조를 보면 모든 석빙고는 입구가 ㄱ자형으로 바람막이 형태를 띠고 있으
며 이 구조 역시 공기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물리연구팀은 모형 입구 앞에 실제
석빙고들과 동일하게 ㄱ자형 벽을 만들어 공기가 흐르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ㄱ자
형 입구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회전시켜 와류로 만든다. 와류가 되면 공기는
그 속도가 늦춰지고 석빙고 입구로 유입되는 공기는 온도에 따라 위아래로 나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만약 이 ㄱ자형 입구가 없었다면 얼음이 녹
는 속도는 더 빨라 질 수 있다. 실험은 이러한 결과를 잘 보여주었다.

얼음 충전량

50%

측정 위치
시간
바람이 강할 때
(와류가

모형입구

환기구

30%
바닥

모형입구

환기구

바닥

실험1

11.9

13.8

0.1

13.7

13.5

0.3

실험2

11.4

13.4

0.1

13.9

13.8

0.1

실험3

10.6

14.1

0.1

13.5

14.0

0.2

실험4

11.0

13.8

0.1

13.7

13.8

0.2

형성되지

않음)

바람이 약할 때
(와류가 형성)

<표 85> 얼음 충전량 50%의 실험 결과에서 외부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들어가면 입구와 환기구 사이의 온
도차이가 2℃ 정도가 되지만 외부의 바람이 약하게 들어가면 온도 차이는 3℃이상으로 커진다.

실험 결과 바람이 강할 경우는 입구에 형성된 와류가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앞에서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 가림막의 역할을 하게 된
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마치 에어커튼처럼 내외부의 공기 간섭을 최소화 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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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는 화강암으로 축조되는데
화강암을 주재료로 쓰는 이유는 홍
예보라고 불리는 아치형 내부 석벽
에 가해지는 압축력을 견디기 위해
높은 강도와 내구력을 가진 화강암
이 선택된 것이다. 화강암은 석빙
고의 주변에서 모두 쉽게 산출되는
것으로 석빙고 축조 때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옮기기도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화강암의 큰 문
제는 단열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위해 석빙

<그림 277> 석빙고의 홍예구조, 화강암으로 쌓아올린다.

고는 화강암의 외부 석벽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 잔디를 깐다. (열 전달율은 화강
암 1.87, 진흙 0.6으로 화강암이 3배 정도 높다. 열전달율이 높다는 것은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디의 역할은 복사에 의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이다. 흙이나 돌은 열을 보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용량이 크다. 도심지가 한 여름 열섬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콘
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열을 복사하여 방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열
이 온도 상승의 주범이 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여름철 천연 잔디와 콘크리트 간
의 기온 차이는 평균 1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15)

석빙고 연구와 관련은 없지만
도심지 건물 옥상에 잔디를 심는
것도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석빙고의
내부에 얼음 녹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이처럼 공기 흐름을
위한 구조적 특성과 단열 효과를
위한 외부 조성 환경 때문이다.

<그림 278> 많은 건물들이 옥상정원을 통해 열섬현상을 감소시
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림은 시카고 시청의 옥상정원

15) 하절기 잔디면의 복사수지 관측 (정임수외 2명, 한국태양에너지 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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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음의 양 에 따 라 녹는 정 도 가 달라 진 다.

충남대 장동순 교수16)는 석빙고가 반지하 냉동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메커니
즘을 분석했다. 석빙고 내부에 단열재로 사용한 볏짚이나 갈대의 존재 여부 및 얼
음의 충진량이 얼음의 녹는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두가지 변인에 따른 얼음의
녹는량을 분석했다.
얼음의 충진량이 50%인 경우 짚이 없을 때는 석달 후 얼음량 감소가 6.4%, 여섯
달 후 38.4%가 되는 반면, 짚이 있을 경우 석달 후 얼음량 감소는 0.04%, 여섯달 후
얼음량 감소는 0.4%에 불과했다. 얼음 충진량이 100%인 경우 짚이 없을 때는 석달
후 얼음량 감소가 9.2%, 여섯 달 후 51.8%로 절반 이상이 감소한 반면, 짚이 있을
경우 석달 후의 얼음량 감소는 2.8%, 여섯달 후에는 18.4%나 되었다. 얼음의 양과
볏짚의 유무에 따라 얼음 저장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물리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얼음의 양에 따라 온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
였다.
실험5) 얼음 충전량 50%
실험1

실험2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0s

9.8

14.1

0.1

10.8

13.8

0.1

30s

9.8

14.1

0.1

11.0

14.0

0.1

60s

10.4

14.1

0.1

10.8

14.0

0.1

90s

10.9

14.0

0.1

10.7

13.8

0.1

120s

10.8

14.2

0.1

10.8

13.8

0.1

150s

11.1

14.2

0.1

10.8

13.8

0.1

180s

10.5

14.1

0.1

11.0

13.8

0.1

210s

11.1

14.1

0.1

11.0

13.8

0.1

240s

11.0

14.1

0.1

11.4

13.7

0.1

표 87 얼음 충전량 50%일때의 실험결과

16) 電算熱流體 技法에 의한 석빙고 및 전통가옥의 공학적 해석 (장동순 외3명, 한국정신과학학회 제8회 1998년
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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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5) 얼음 충전량 20%
실험1

실험2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모형 입구

환기구

바닥면

0s

13.5

13.8

4.9

13.8

14.6

0.7

30s

13.4

13.8

5.0

13.4

14.4

0.8

60s

13.4

13.8

5.0

13.5

14.2

0.8

90s

13.4

13.6

5.1

13.4

14.2

0.8

120s

13.6

14.0

5.2

13.4

14.1

0.8

150s

13.7

14.0

5.3

13.5

14.1

0.8

180s

13.7

14.0

5.4

13.3

14.2

0.8

210s

13.7

14.0

5.5

13.3

14.2

0.8

240s

13.8

14.2

5.4

13.3

14.2

0.8

표 89 얼음 충전량 20%일때의 실험결과

실험의 결과는 얼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구와 환기구 사이의 온도차이가 커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내부의 냉각정도가 클수록 상하간 온도차이
가 커져 따뜻한 공기는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빙고에 저장된 얼음은 춘분에 열어 제공하기 시작하며 추분, 대략 8월까지 제공
된다. 얼음을 최대한 녹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얼음을 최대한
많이 채워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겨울철 얼음을 장빙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거나 일꾼들을
사기도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이 장빙 과정이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
인다. 세종은 장빙군들에게 8백병의 술과 천 6백마리의 고기를 내렸고 세조는 얼음
을 저장하는 장빙고 역군들을 위한 규목을 제정하는 등 역군들을 달래기 위한 다양
한 방법을 제시했다.
“술 8백 30병과 생선[魚] 1천 6백 50마리[尾]를 장빙고(藏氷庫) 역군에게 내리었다...”
- 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1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1. 여러 빙실(氷室)을 미리 정하고, 얼음을 뜰 곳에서 군인들은 피차 서로 다투지 말게 할
것.
1. 얼음을 뜨는 곳에는 종횡으로 태긍(太緪)(-밧줄) 을 설치하여 함몰(陷沒)하는 것을 방
지할 것.
1. 물가에 장작을 많이 쌓아서, 만약 동상(凍傷)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을 지펴서 따
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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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醫員) 2인을 정하여 만약 동상(凍傷)하거나 병드는 자가 있으면 즉시 약으로 구
료(救療)할 것.
1. 여러 관사(官司)의 관리로서 혹은 친히 검찰(檢察)하지 않는 자나, 혹은 그 관리(管
理)하는 사람이 동상에 걸리는 자가 있거나, 실추(失墜)하여 물에 빠지는 자가 있으면
본조(本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이 적간(摘姦)하되, 공신(功臣)과 의친(議親)
이 아니면 제서(制書)를 어긴 죄로써 논하여 그 죄를 직단(直斷)할 것.”
-

세조 44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11월 7일(기사) 3번째기사

그럼에도 얼음을 나르는 일이 쉽지 않았는지 장빙역을 피하려는 자가 많아 중종은
다음과 같이 빙고 주변의 부민들에게 장빙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명을 내렸다.

“.... 빙고(氷庫)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고역을 꺼려서 타역(他役)으로 투속(投屬)하므로
그 폐단이 없지 않으며, 지금 빙부 중에는 모자라는 자가 많아서 30명이나 된다.’ 하였
으니, 관장하는 각부(各部)를 시켜 근방에 사는 사람을 찾아서 모자라는 대로 충정하도
록 하라. 이제부터 빙고 근방에 사는 사람을 타역에 충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사(法司)에
고하되, 법사에 고하지 않고 헐한 역에 투속하였다가 뒤에 드러나면 그 부(部)의 관원을
치죄(治罪)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3월 30일(을축) 1번째기사

얼음을 나르는 일이 고되어 강가에 사는 남자들은 겨울철만 되면 다른 일로 빠지
려고 노력하거나 도망갔다는 이야기다. 한강 주변의 젊은 남자들은 겨울철만 되면
가출하여 젊은 여자들이 겨울철에 생과부가 된다고 하여 '빙고청상'이라는 말이 생
겨나기까지 했다.

볏 짚과 왕 겨 를 통한 단 열 효과
오늘날 더 이상 빙고는 얼음 창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6기의 석빙고는 이제 조
상들의 유물로서만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안동 석빙고가 있는
안동시에서는 매년 조상들의 장빙 과정을 재현하는 안동 장빙제를 연다.
장빙제를 위해 사람들은 톱을 들고 얼음위에서 원하는 크기로 얼음을 잘라 소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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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싣고 안동 석빙고를 향한다. 얼음과 얼음 사이에 볏짚과 왕겨를 넣고 층층이
쌓아올린 얼음벽을 만들면 장빙과
정을 끝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지금이야 보여주기 위한 장빙행사
이므로 볏짚이나 왕겨가 많이 필요
하지는 않지만 서빙고 크기의 빙고
는 그 사정이 달라진다.

장동순 교수는 보조 단열재로서
볏짚과 갈대를 사용 하는 것이 얼
음의 녹는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조선시

<그림 281> 얼음과 얼음 사이 벽 구석구석에 볏짚과 왕겨를
활용하여 단열효과를 준다.

대의 기록에도 빙고에 들어갈 볏짚을 매년 거두는데 거름으로 쓸 볏짚마저 거둬들
인다고 빙고에 쓰이는 볏짚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것을 상소하는 기
록이 있다.17)
화학연구팀은 실제 볏짚과 왕겨의 단열효과를 검증했다. 화학팀의 검증에 의한 볏
짚의 단열효과는 오늘날 주로 쓰이는 단열재인 스티로폼과 비슷할 정도로 훌륭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열재는 열을 전달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 속에 빈 공간이 많을수록 효과
가 좋다. 네오폼이나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티렌) 같은 물질이 단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내부의 기포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볏짚도 유사한 내부 기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릿짚이 가운데에 구멍 하나만 크
게 뚫려있는 빨대 모양인데 비해 볏짚은 크고 작은 구멍들이 여럿 모여 있는 다공
성 구조다.
이 볏짚의 다공성 구조가 단열효과에 강점을 준다. 초가지붕이 양철지붕이나 돌
지붕보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짚의 단열재 역할 때문이다. 선
조들은 볏짚으로 돗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역시 내부 공간이 많아 푹신하기 때
문이다.
단열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은 바로 열전도율이다. 열전도율이란 두께가 1미터인
재료의 열전달 특성이며 단위는 W/m K 혹은 Kcal/m℃ 로 표현된다. 또 두께가 1
미터에서 줄거나 늘면 열관류율로 나타낸다. 즉, 열전도율은 단위두께(1m)에 대한
열적특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재료의 두께가 모두 1미터라
17) 조선왕조 실록,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9월 5일(기해)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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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열전도율로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볏짚의 열전도율은
스티로폼(k:0.03W/m°C)의 열전도율과 비
슷한 k:0.04W/m°C이다.
계명대학교의 신동수 교수는 볏짚보다는
왕겨나 톱밥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
기도 했다. 아무래도 볏짚은 농사를 위한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 민간에서 공
출해 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왕
겨나

톱밥(k:0.059W/m°C)도

단열효과는

볏짚 못지않았다. 이들 재료의 단열적인

<그림 282>
다공성 구조의 볏짚 단면, 물관과 체관이 보인다.

성격 역시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팀은 왕겨, 톱밥, 볏짚의 단열 효과를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했다.
최초에는 구입하기 쉬운 잔 얼음에 볏짚과 왕겨 톱밥으로 외부 처리를 하고 온도
의 변화를 관찰했다. 얼음에 의해 외부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는 정도를 비교하여
각각의 단열효과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림 285> 세가지 단열재료에 대한 단열 실험 곡선
온도차이에 의한 열의 이동을 단열재들이 방해한다.

볏짚과 톱밥의 경우 온도의 하강 곡선이 완만해지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왕겨의
단열효과는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분석결과 잔 얼음이 녹으면서 왕겨가 얼음
사이로 스며들어 단열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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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실험팀은 잔 얼음이 아닌 실제 석빙고 내부
의 얼음과 같은 통얼음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표와 같았다.

<그림 288> 볏짚과

왕겨의 단열 능력 비교, 왕겨

와 볏짚의 단열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왕겨층이 두꺼우

<그림 289> 스트로베일 하우스 시공 기법, 압축 볏
짚인 스트로베일을 활용한 건축

면 두꺼울수록 단열효과는 올라간다.

친환경 중심의 건축 재료를 찾는 현대 건축에서 아직은 스티로폼과 같은 합성 단
열재가 우세하지만 왕겨 및 볏짚을 활용한 친환경 단열재에 대한 특허들이 계속 올
라오고 있고 점차 사용량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한
다는 에코셀 공법에서는 왕겨를 벽체에 활용하여 공기정화 및 조습 기능까지 활용
하고 스트로베일 공법에서는 압축 볏짚을 활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
건축물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건축 방식이 접목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학팀의 연구 결과는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소재들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열재 및 보습재로서 볏짚과 왕겨를 활용하여
단열효과를 누렸음을 알려준다. 석빙고에서 얼음이 녹지 않고 여름철까지 버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천연 단열재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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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 안의 얼음은
식용, 약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했을까?
현존하는 석빙고들은 보관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고 유물의 이전 과정 중 원래의
위치와 환경이 달라져 예전처럼 빙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다. 경
주 석빙고 내부의 미세조류에 관한 연구18)에 의하면 현재 경주 석빙고 내부는 미
세조류와 시아노세균, 지의류, 이끼류 등이 분포하는 등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
다.
그런데 이 석빙고 안에는 물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생선의 냉장이나 얼음 조형물
제작등에 쓰이는등 경제 발전과 양반들의 사치에 쓰이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식용 및 약용을 위한 얼음이 보관되었다. 생물팀에서는 조선시대나 그
이전시대에 보관된 얼음의 식용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석빙고는 약 8월쯤이면 내부의 모든 얼음을 소진하고 12월 얼음이 다시 얼 때까
지는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 시기에는 얼음에 의한 냉각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
히려 외부보다 온도와 습도가 세균 및 각종 이끼류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찬희 교수팀의 연구19)에 의하면 현풍석빙고의 경우, 내부의 연간 평균 기온과
상대습도는 12.6℃, 94.1%, 외부는 각각 14.8℃, 65.8%로써, 기온은 내부가, 상대
습도는 외부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현풍석빙고 내부의 미기후는 기온과 상대습도
모두 외부에 비해 변동 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일정한 환경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여름철까지 냉기를 장
기간 보존하여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낮은 수분 증발
율과 장기간 유지되는 높은 상대습도
는 미생물의 생장을 활성화해 손상도
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생물팀은 이에 얼음이 식용으로 사용
되도 괜찮도록 하는 항균 매커니즘이
<그림 291> 얼음이 없는 석빙고 내부는 오히려 생물들이
번식하기 좋은 서식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은 내부에 초록
색 이끼가 낀 빙고의 모습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석빙고 내부
의 항균 가능성을 확인했다.

18) 경주석빙고 내부의 생물 분포에 관한 연구 (윤은경,
19)현풍석빙고의 미기후 분석에 통한 손상요인 해석과 보존환경 평가(이찬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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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팀이 집중 한 것 또한 볏짚과 왕겨이다. 볏짚은 전통 조상들의 먹거리와 관련
하여 종종 등장한다. 지금도 어지간한 시골에 가보면 된장의 원료가 되는 메주를
띄운다. 메주를 띄울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볏짚이다.
볏짚으로 만든 끈이 메주에서 중
요한 이유는 볏짚 마디에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인 고초균과 프로
테아제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
문이다. 고초균의 발효를 통해 메주
나 청국장이 만들어진다. 고초균 자
체가 미생물인 세균이므로 얼핏 생
각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을 것
처럼 보이지만 고초균은 먹어도 되
<그림 292> 메주를 띄울 때, 볏짚을 쓰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볏짚에 사는 고초균은 우리에게 이로운 세균이

는 비 병원성 세균이다. 재미있는

다. 메주 사이에 보이는 검은색 덩어리가 바로 고초균(바실러

것은 고초균이 번식하게 되면 상대

스균)이다.

적으로 병원성 세균인 대장균 등의
활동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림 293> 고초균의 현미경 사진

지금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올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
구진들은 고초균이 발생된 된장과 청국장의 특정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다
른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특이한 냄새성분이 다른 세균의 운동성을 저해한
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에 개제했다. 이른바 세균으로 세균을 잡는 방식이다. 이
와 같이 미생물로 미생물을 잡는 방제를 미생물 방제라 하여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
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석빙고에 활용된 볏짚과 왕겨는 단열효과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
나쁜 세균의 번식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생물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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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볏짚과 왕겨를 대장균이 들어 있는 배지에 넣
고 대장균의 활동이 억제 되는지 직접 실험을 실시
했다.
배양기를 통해 배양된 대장균의 번식 속도는 매우
빨라서 반나절이면 콜로니를 형성한다. 볏짚과 왕
겨를 넣은 배지에서는 그림과 같이 대장균의 활동
이 억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빙고 자체의 차
가운 기온과 왕겨 볏짚의 생물학적 방제 효과에 의
해 얼음은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세균들의 증식이

<그림 295> 콜로니(균주)가 형성된 대장
균

<그림 296> 일반적으로 향균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녹차 가루, 주변에 대장균 콜로니가 사라진다.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97> 예상했던 대로 볏짚은 고초균의 번식으로 대
장균 균주가 밀려난다.

<그림 298> 왕겨에 의한 대장균 콜로니 억제, 누런색의
다
른 세균이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볏짚의 세균과 비
교를 통해 이 세균도 고초균으로 판단된다.

<그림 299> 대장균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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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빙고에 적용된 조상의 기술이 쓸모없는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예라할 수 있다. 이처럼 석빙고에 적용된 기술의 유용성은 그 구조에도
있다. 바로 아치구조, 홍예구조이다.

홍 예구 조 (아 치구 조 ) 역 학 적 분석
석빙고의 사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홍예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예구조란 아치형 천
장을 말한다. 마치 그 모양이 무지개 같다고 하여 홍예라고 쓴다. 신라시대 건축물
부터 조상들의 전통 건축물들은 홍예구조가 특히 많다. 홍예구조는 우리나라만의
건축 구조는 아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건축물에서도 홍예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 세
계사에서 홍예구조는 나일강 하류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습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보고있지만 기원전 약 3천년 전부터 근동의 건축가들은 햇볕으로 말린 흙벽돌을 이
용하여 홍예와 비슷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들어 왔다.

<그림 301> 로마의 수로교

<그림 303> 로마 콜로세움

로마 수로교와 오늘날 광역상수도 메커니즘

<그림 304> 앙코르와트, 앙코르 와트의 홍예구조는 내쌓
기 방식의 홍예로 반원형으로 올라가는 벽돌이 아닌 수직
으로 쌓이는 벽돌구조이다 따라서 천장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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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구조는 그 아름다움과 함께
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
이다. 현대 건축에서도 아치형
다리 등에서 홍예구조를 쓰고 있
다. 석빙고의 경우 홍예 구조는
아름다움의 목적 보다는 실용적
목적을 주로 한다. 홍예구조는
기본적으로 힘의 분산이 가능하
고 중간 기둥이 필요 없기 때문
에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석빙고의 홍

<그림 305> 창녕 석빙고의 모습, 홍예와 홍예사이에 장대석이 놓

예구조는 전체 천장을 다 홍예

여있다. 이러한 구조는 내부의 면적을 더 넓게 만든다.

구조로 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병렬로 홍예구조를 설치하고 그 사
이사이에 자연석 모양의 장대석을 설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장점과 중간에 공기가 빨려 나갈 수 있는 환풍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다. 석빙고들은 이 장대석 위에 다시 잡석과 자갈을 채우고 진흙과 석회를 섞어 일
정 두께 이상을 유지하였다.
홍예구조의 힘이 어떻게
분산되는지에 대한 논문은
건축학 쪽에서 다양하게 연
구되고 있다. 특히 석빙고
의 홍예구조에서 하중(무게,
힘)의

전달

메커니즘

연

구20)에서는 석빙고의 홍예
구조가 장대석으로 이루어
진 외부 홍예와 장대석을
받치는 내부 홍예석의 이중
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중 홍예석의 힘 흐름이 3
가지 메커니즘으로 발생한
다.
석빙고의 화강암들은 빙고 위의 봉토로부터 힘을 받는다. 또한 홍예구조의 맨 위
20) 석빙고 구조물의 하중 전달 메커니즘 분석(이종구외 5명,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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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제외한 아래쪽 석재들 역시 그 위쪽 석재로부터 힘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힘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데 이때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응력이다. 응력이란 어떤 재료에 힘이 가해졌을 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 의
미한다. 응력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pa로 나타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1
기압은 1013hpa(1.013 ×  pa)이다. 이 압력은 1  당  N에 해당하는 힘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응력을 넘어서는 힘을 받으면 재료는 파괴된다. 이 재료가 파괴되기 위한 응력의
최대치를 인장강도라고 한다. 석빙고의 축조재료로서 굳이 열전달율이 높아 단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강암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강암은 인장강도가 12Mpa에
달하는 인장강도가 높은 물질이다. 즉 12Mpa(1.2 ×  pa)

이상의 응력을 받지 않

는 이상 깨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석빙고의 하중 전달메커니즘을 분석한 이종구의 논문에서는 화강암의 밀도 26.5
   을 적용하여 실제 창녕석빙고를 모델로 각 홍예석이 받는 힘의 크기를 분석하

였다.
홍예석이 좌우 대칭임을 감안해 한쪽면의 화강암 총 11개가 받는 응력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았다.

<그림 308>

홍예석을 위쪽부터 번호를 매겨 11번 벽석까지 받는 힘을 분석한 차트

하중 분배법은 이종구 논문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고

ADINA는 건축 설계에서

활용하는 전문 프로그램의 예측값이다.

가장 위쪽의 화강암 즉, 1번 석재는 당연히 가장 작은
응력을 받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큰 응력이
가해지는데 가장 큰 응력이 1Mpa을 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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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팀은 물리 모델링 실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홍예 구조의 하중을 실험하였다.
홍예구조의 수직방향 힘은 수평방향으로 전환되어 마지막 홍예석에 집중되며 홍예
구조 옆의 버팀구조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림 309> IP(interactive physics) 프로그램으로 본 아치구조의 붕괴과정

이것은 석빙고의 홍예구조가 위쪽의 토양과 석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보다는 공간을 확보를 위한 건축 구조임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이 철근과 콘
크리트를 활용하여 넓은 천장을 만들 수 있는 건축기술이 없는 시절 넓은 천장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홍 예 구조 의 발 달과 정 을 통한 기 술 변 천사
우리나라의 홍예구조물들을 분석한 정명섭의 논문에 의하면 홍예의 구조는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구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를 얹어 공간을 만드는 구조이다.(다음 그림의 1번 구조이다.) 그러나 보
의 역할을 할 충분한 크기의 석재를 구하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우므로 최초의
홍예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쌓기 기술이 발달한다.(2번) 이 모양은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에서 나타나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장군총은 이 내쌓기 방
식으로 조성되었다. 위에서 본 앙코르 와트도 내쌓기 방식의 홍예구조를 갖는다. 홍
예 구조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이유는 돌의 가공 기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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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아치구조가 발달되는 과정, 석빙고의 아치구조는 5번의 기술이다.

돌의 가공이 가능해지면서 내부의 장방형 석
재들을 사선으로 잘라 모양을 내게 되고(3번)
사회 경제적 발달이 진행되면 이제 고분등을
만들일은 없어지고 성벽이나 다리등을 만들면
서 효과적인 건축 구조를 찾게 되는데 이에 가
장 적합한 구조가 홍예구조이다. 대규모 건축
이 아닌 이상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기 어렵
고 이에 따라 큰 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자연석이나 잘게 자른 돌(할석)들을 활용하는
4번 형태의 홍예구조가 등장한다. 이때의 홍예

<그림 313> 홍예구조를 건축하는 방법, 내

는 사다리꼴 모양의 홍예석이 들어갈 필요 없

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비계위에 돌을 쌓아 올

이 잔 돌들을 쌓아 올려 홍예구조를 완성한다.

려간다.

홍예구조가 등장하기 바로 전단계인 셈이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다리와 성문은 대부분 5번 형태의 홍예구조를 가진다. 이 형태
가 가장 완전한 형태의 홍예이다. 홍예구조를 축조할 때는 잘 다듬은 홍예석을 이
용하여 홍예를 축조하는데 비계(목제로 만든 내부 받침)를 설치하고 좌우에서 동일
하게 홍예석을 쌓아오다가 마지막에 홍예종석(쇄기모양의 중심 홍예석)을 박아 넣
는다.
우리가 연구한 석빙고는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의 홍예이다. 이것은 최소한 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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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조선시대에 현재 모양대로 축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통일신라시대
의 석굴암과 불국사의 청운교는 현재 홍예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었고 이 기
술이 조선시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석빙고의 신라건축설도 무시할 수
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장 빙역 에 관 련된 어 두 운 사실 들 ...

석빙고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에 놀라지 않
을 수 없었지만 반대로 석빙고 속에 숨겨진 어두운 사실들 또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초기에는 얼음을 채취 장빙 보관하는 장빙역의 고역이 너무 커서 겨
울철만 되면 다른 역을 신청하거나 도망가는 강가 남자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빙고
청상처럼 빙고는 귀족과 왕족, 양반들에게는 중요한 일상생활 품을 제공하는 역할
을 했던 반면 일부 민초들에게는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었다.
정조와 같은 몇몇 임금들은 이러한 장빙역의 어려움을 가엽게 여겨 많은 조치를 취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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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부속(府屬)한 도부외(都府外)로 하여금 매년 장빙(藏氷)·둔절결(屯田結)·어량
(魚梁)을 역사시키니, 비록 농사철이나 매우 날씨가 찬 때를 당하더라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비록 분번(分番)한다고 하나, 집에 있는 날은 적고 입역(立役)하는 날이 많으
니,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장빙·둔전(屯田)·어량(魚梁)의 폐단을 없애고, 4번(番)
으로 나눔으로써 그 역사를 관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옳다.”하고, 이어서 승정

원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윤5월 26일(신사) 2번째기사
“...... 얼음을 뜨고 실어나를 적에 드는 민력(民力)은 고용(雇用)하고, 배와 말은 세를 내
어 쓰게 함으로써 무릇 백성에게 노역(勞役)시키는 일에 관계된 것은 일체 침학하는 일
이 없게 하라. 시후(時候)가 조화를 잃어 추위를 당하여도 얼음이 얼지 않은 것은 오직
내가 부덕한 탓인데, 거듭 이 때문에 백성들을 곤핍(困乏)하게 한다면 더욱 어떻게 수성
(修省)하는 본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중략)......서빙고(西氷庫)에서는 각전(各殿)의
진상(進上)을 6월·7월에는 반을 감하고 4월·5월·8월에는 3분의 2를 감하게 하라. 이밖에
응당 봉진(封進)해야 되는 달은 우선 모두 봉진을 정지하게 하고, 기타 각항의 응당 빙
정(氷丁)을 써야 하는 곳에도 이에 견주어 액수를 줄이도록 하라......(중략)...... 내빙고의
얼음에 대해 금년에는 한 조각의 얼음이라도 절대로 강호(江戶)의 백성들에게 침징(侵
徵)하는 일이 없게 하라.”
- 정조 6권, 2년(1778 무술 / 청 건륭(乾隆) 43년) 12월 21일(정축) 2번째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캐어 저장하는 이일은 결코 임금이
하사한 술과 고기로 위로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듯하다.
빙고의 어두운 현실은 장빙역의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단종 2년 5월 의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소가 올라온다.
“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해서 대부 이상 및 각사(各司)로서 능히 얼음을 갈무리할 수
있는 자는 금하지 말고, 또 여러 도(道)의 물선(物膳)을 진상하는 모든 고을로서 물에 가
까운 폐단 없이 얼음을 갈무리할 만한 곳을 감사(監司)가 마련(磨鍊)하여..... ”
- 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5월 19일(기사) 2번째기사

단종 이후 국가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장빙제도가 민간에게도 가능하게 된다.
얼음을 장빙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빙고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종실, 고위관료 등 일부로 한정되었다.21) 그러나 15세기 이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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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축조된 빙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성(서울)의 상업도시화가 완성된 18세기
에는 한강연안에 사빙고가 30여개 존재했다고 한다.
장빙역이라고 부르는 얼음을 캐고 나르는 부역은 점차 도망가거나 빠지려는 사람
들이 많아지므로 현종 4년에는 동서빙고의 장빙역을 폐지하고 물납세로 전환한다.
물납세란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현종 3년에 반포된 대동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18세기 후반에는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빙계라는 전문 얼음 장빙업자들 모임이 창설되어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 고용 제도
로 바뀌게 된다. 장빙업의 공인들인 셈이다.
용재총화에는 “하인이 없어 조정에서 나누어주는 얼음을 수령할 수 없는 재추집에
봉석주 라는 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얼음을 받아 이를 저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
는 기록이 있다. 즉, 민간에 필요한 얼음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인데 빙계에서는 8
곳의 빙고를 건설하고 100만정의 얼음을 저장하여 일부는 관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팔 수 있었다. 이른바 독점 공급권이다. 100만정은 관영빙고에 저장된 20
만정의 4배 이상으로 조선 후기의 얼음 수요가 막대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동
환22)의 계산에 의하면 이 100만정의 얼음 중 실제 민간에 판매할 수 있었던 양은
30만정 정도이며 빙계에서는 1정에 1전에서 8전까지 가격으로 얼음을 판매하여
30만정의 얼음에 의한 이익은 최소 2만냥에서 20만냥까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
록에 빙계에서 빙고를 제작하는데 1만냥을 투자했다고 하니 얼음 장사는 확실히 남
는 장사였다. 그러나 정조 13년 이 빙계가 혁파되고 민간장빙업자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아마도 그 이후 얼음의 가격은 점점 비싸져서 돈 많은 양반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이태진 교수가 찾았다는 서울 마포
현석동 옛나루터 부근의 석빙고 흔적23)은
아마도 이 18세기 이후 상업지역으로 발전
하는 한강변에 신축되어 어선들의 생선 보
관용 얼음을 공급하던 사빙고 30여개중 하
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15> 1994년 9월 4일 경향신문 기사 발췌

21) 승정원 일기, 정조 9년 9월 5일,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이 양화진에 사빙고를 설치함
일성록, 정조 10년9월 27일, 진산군 강희맹이 합정지역에 사빙고를 설치함
22) 조선후기 장빙역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고동환)
23) 1994년 9월 2일 경향신문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200329123001&edtNo=15&printCount=1&
publishDate=1994-09-02&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188&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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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기 술 의 집약 체 석 빙고
이상 석빙고에 담겨진 조상들의 기술과 슬기를 조사해보았다. 석빙고가 단순한
얼음 창고인 것만은 아니다. 석빙고에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사실 오늘날 석빙고를 만들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집에서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굳이 추운 겨울철 강가로 나가 얼음을 잘라야 할 필요도 없다. 석빙고 연구를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과연 이 연구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얼음 창고로서의 석빙고 자체는 더 이상 우
리에게 큰 의미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빙고에 적용된 많은 기술들
은 아직 유효하다.
연구 중 우리는 자연 환경의 냉각을 활용한 거대한 냉동 창고 건축에 대한 기사를
찾아냈다. 동굴을 활용한 이 창고는 전기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
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오늘날의 능동적 냉장방식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런데 석빙고는 외부의 에
너지 소비 없는 자연적인 냉각방식을 활용했다.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이
다.
우리 조상들의 여름철 냉방, 냉장 기술은 사실 석빙고 외에도 많은 곳에서 보인다.
대청마루가 시원한 것은 북방을 향하고 있는 대청마루 뒤쪽 음지의 냉각된 공기가
햇빛에 의해 가열되어 기압이 낮아진 앞마당 방향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이다. 우물
물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것은 지하의 온도변화가 지상의 온도변
화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러한 친환경적인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까?
예를 들어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올라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활용하
여 여름철 에어컨 없이 집안을 냉각시킬 방법은 없을까?
사막에 흰 개미집에는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기 유지시키기 위해 주간에는 개미집
상부를 개방하여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고 야간에는 개미집을 폐쇄하여 내부가 급격
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건축가들은 짐바브웨 이스트 게이트 쇼핑센터에 이 구조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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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에어컨 없이도 내
부 온도를 24도로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었으며 다
른 건물에 비해 90% 이상
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
질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의 건축 공법에
서도 이와 같은 원리들은
종종 쓰이고 있다. 써멀
라비린스 공법/쿨튜브 공
법은 지하층의 차가운 공
기 흐름을 통해 냉각을 유
도하는 방식이다. 써멀 라
비린스 방식은 지하구조에
미로형태의 구조체를 만들고 그 위에 건
축물을 올려 지하 구조물을 지나는 차가
운 공기가 건물의 바닥면의 온도를 낮추
게 하는 방식이다. 쿨튜브도 이와 유사
해서 땅 속에 매설한 관내에 공기를 보
내 여름철 바깥보다 낮은 지중 온도를
이용하여 실내에 냉기를 유도한다.
<그림 318> 써멀 라비린스, 지하구조물에 차가운 바람이
돌아 바닥을 냉각시킨다.

<그림 319> 독일 연방 환경청 사옥 쿨튜브 시스템, 패시브 하우스 시스템으로 여름철에 공기를 외부에서 흡
수하여 지하층의 차가운 기운으로 냉각, 이를 건물에 공급한다.

- 139 -

석빙고를 보면 이미 우리 조상들은 고래로부터 이런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
에 대해 많이 연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융합 연구 ‘조선시대 얼음 창고 석빙고’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석빙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
고 한다. 아쉬운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찾아낸 연구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설명하고 공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석빙고의 냉각원리가 다시 되살아나 적용되기 시작하듯
우리가 찾은 각각의 원리들을 공학적, 기술적 시각에서 현대의 건축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앞으로 여러 공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자연 친화적,
자연 에너지 시스템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우리 융합 연구가 실제로 끝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된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아
직 석빙고의 자연에너지 활용 기술 연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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