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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일제시대에 해체 보수한 기록이 있으며, 

팔작지붕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기법과 추녀, 귀서까래 등의 결합 수법들이 정연한 형태로 결구되지 않고, 조선시대 팔작지붕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와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원형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 편년에 대해 다양한 의견(13세기, 

12세기 건축)들이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목조건축 구조틀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중국 당·송대 팔작지붕에서 부석사 무량수전과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 기법과 유사한 건축을 대상으로 평면비 및 어칸과 퇴칸의 비례를 상호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는 팔작지붕에서도 볼 수 있는 기법으로 판단하였다.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측면 서까래가 내부 보(梁)에 직접 접하는 기법은 

중국 당·송대 팔작지붕 건축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수법으로, 중국의 팔작지붕은 당대(唐代) 이후에 산화(山花, 합각) 양가(梁架)를 

구성하여 팔작지붕의 측면을 구성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명청대 이전까지 크게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서까래의 발달과정 

중 평행서까래에서 말굽서까래로 전환되기 이전 방식인 평행복사연(平行輻射椽)이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의 귀서까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녀의 중간부분부터 귀서까래가 걸치지 않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방식은 중국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특성으로 보인다. 이런 기법들을 살펴본 결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는 중국 남방지역

에서는 볼 수 없으며, 북방 지역의 당·송대(唐·宋代) 및 요대(遼代) 시기에 볼 수 있는 기법으로, 건축물의 편년시기와 평면에서 어칸과 

퇴칸의 비례 관계를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북방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식(古式)의 구조 기법으로 판단된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가 변형된 것이 아니고, 팔작지붕 고유의 방식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부석사 무량

수전의 평면과 어칸 및 퇴칸의 비례,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전 폐사지 중 팔작지붕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에 대해 복원 설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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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반도에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 된 목조건축물

은 고려 중·후기의 것으로 알려진 봉정사 극락전이다. 그 

외 고려후기의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영

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북한에 남아있는 성불사 응진

전, 연탄(燕灘) 심원사 보광전 등 몇 기에 불과하다. 게다

가 지붕형식으로 분류할 때 맞배지붕 형식이 다수이며, 팔

작지붕 건축은 수량이 더욱 적다. 특히, 우진각 지붕으로 가

장 오래된 건물은 15세기의 숭례문(崇禮門)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통일 이전의 신라,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백

제지역의 사찰이나 왕경 등의 주요건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서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중국의 당대나 송·요·금대와 일본의 고대건축에 대한 연구

도 함께 이루어져야 복원 설계 시 그 당시 건축에 대한 기

법이나 구조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대 건축은 상호교류가 있었기 때문

에 주변국의 고대 건축의 연구는 동아시아 건축 흐름의 전

체적인 맥락을 살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목조건

축 지붕형식으로 분류 할 때 팔작지붕 건축은 맞배지붕 건

축보다 구조상으로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위치에 세워지는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1 현재 한반도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팔작지붕 건물은 부석사 무량수전이지만 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과 건축 년도 등에서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

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많다.2 고려시대 이전의 팔작지붕 구

조와 내부구조의 복원설계를 하는데 있어 부석사 무량수

전의 구조해석과 내부구조 중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재 한반도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 팔작지붕으로는 

가장 오래 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 부

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학자들의 의한 연구 결

과와 宋 『營造法式』에서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부분과 추

녀에 관한 기록, 그리고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원대(元代) 

이전의 주요 팔작지붕 건축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팔작지붕은 맞배지붕과 달리 측면에 지붕부 결구구조가 있

으며, 특히 추녀와 내부 결구 구조와의 결합방법, 측면 서까

래의 끝뿌리 처리 방법, 측면에 설치된 보의 구조기법과 시

대적인 변화과정은 팔작지붕의 전체 목조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하였다. 중국 건축계는 

한반도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기원을 중국 남방지역 건축으

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원대 이전의 중국 목조건축을 

분석하는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면의 형태 중 어칸과 퇴칸의 비례와 측면 지붕

부 결구 구조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중국 목조건축

은 당송(唐宋)대 이후에 기둥의 이주(移柱)와 감주(感柱)

과 점차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면 지붕부 결

구 구조도 기둥의 유무와 관계가 있으며, 평면 상에서 어칸

과 좌·우 협칸과 퇴칸의 비례와 수치, 그리고 상관관계를 

통해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와의 밀접한 관계와 패턴을 찾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본론

1.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과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

부석사 무량수전은 한반도에 있는 팔작지붕 중 가장 

1 중국의 경우는 우진각 지붕이 팔작지붕이나 맞배지붕 건축보다 건축 등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 목조건축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2 건축 양식(樣式)적인 부분에서 중국 학자들의 경우(張十慶, 王貴祥 등) 부석사 무량수전은 중국 남방지역(福建省)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

자들 중 중국 절강성과의 연관성(柳成龍)과 동아시아 북방 건축의 보편성(車周煥) 등을 얘기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가 있다. 건축 년도에 대해서는 11세기부

터 12세기(王貴相 張十慶), 13세기까지 보는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으며, 추녀의 구조가 조선시대 이후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柳成龍), 지붕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축학회, 2011, 『한국건축사』, 기문당,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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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목조건축이지만 건조 시기 및 목구조적 계통과 기

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는 건축물이

다. 현재 건물의 영조척 및 귀솟음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고려시대 건축물과 달리 안쏠림이 없는 것, 측면 결

구 구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추녀와 선자연(扇子

椽) 처리의 엉성함을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서 맞배지붕에

서 팔작지붕으로 개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 특

히,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에서 조선시대 이후 팔작지붕에

서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충량(衝樑)과 외기도리가 없어 매

우 특이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지붕부와 접하는 측면 결구 

구조는 정면의 최외곽 칸인 퇴칸의 상부 구성과 대각선 형

태로 구성되어 내부구조와 연결되는 귓보와 추녀, 그리고 

추녀와 결합되는 선자연(扇子椽)의 기법 등을 살펴 특성을 

알 수 있다.

3 대한건축학회, 2011, 앞의 책, pp.394~395.

그림 1. 부석사 무량수전 평면도(문화재청 2001:128). 그림 2. 부석사 무량수전 횡단면 상세(문화재청 2001:134).

사진 1.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 귓보와 추녀. 사진 2. 부석사 무량수전 퇴칸 종보 위 측면 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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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무량수전은 내부 기둥이 외부 기둥보다 더 긴 

고주(高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외부 측면 공포의 주두

에서 2단으로 첨차가 결구되고 3단으로 구성된 부재는 내

부 기둥 주두 아래에서 뻗어나온 툇보가 외부 공포 위에

서 첨차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 부재는 내부의 퇴보 형태

보다 외부의 첨차 형태로 나올 때 부재의 단면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내부에서 퇴보의 중간 부분에 화반이 놓

이며 별장혀라 불리는 부재와 십자로 교차되면서 외부는 

주심도리와 접하고 내부는 대량 하부에 있는 2중 첨차 중 

상부 첨차가 놓인다. 퇴칸과 접하는 내부 기둥 상부의 구

성은 2중 첨차+대량(항아리보 형태)+3중 첨차+종보(항아

리보)+첨차이다. 측면의 하중도리가 퇴칸의 중간에서 상부

의 측면 장연을 받치는 모습이고, 이 하중도리는 대량보다

도 수평 높이가 높다. 종보의 외부 쪽 측면에 측면 장연의 

끝뿌리가 접해 있으며,4 하부의 첨차가 측면 장연을 뚫고 

나가는 형태를 볼 수 있다. 모서리칸의 결구부분에서는 별

장혀+추녀+하중 도리 형태로 결구되어 있고 추녀의 끝뿌

리는 내부구조와 결합되지 않고5 허공에 떠있는 모습이며, 

별장혀와 하중도리 사이에서 꽉 물려 고정되어 주심도리 

외부에 있는 추녀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형태이다. 추녀가 

놓이는 모습은 기울기가 거의 없는 수평 추녀에 가까운 것

을 알 수 있다. 하중도리의 뺄목 역시 중도리 뺄목과 같이 

서까래 상부를 뚫고 올라가는 모양이며, 선자연의 구성은 

추녀의 양쪽 측면에 서까래 반쪽 형태인 붙임혀가 아닌 

말굽 서까래 형태로 선자연 끝뿌리가 추녀의 측면에 붙어

있는 모습이다.

측면 서까래와 내부구조와의 결합에서 내부 가구재

(架構材)가 측면 서까래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곳은 하중도리, 중도리, 

그리고 상중도리 하부의 뜬장혀 부분이다.6 추녀 상부의 하

중도리는 측면 하중도리와 십자로 결합하는 모습이며, 내부 

고주 최상부에 위치한 중도리는 하부에 2단으로 형성된 첨

차와 하부의 단장혀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하중도

리의 뺄목 형태가 길어 하부의 단장혀와 함께 측면 서까래

의 서까래 사이를 뚫고 있다. 종보 하부의 첨차도 2단으로 

구성되면서 십자로 짜 맞쳐지기 때문에 첨차의 외부 부분

도 서까래 부분에서 절삭되지 않고 서까래 사이를 뚫고 있

는 모습이다. 또한 종보 하부의 첨차 부분에서 정면과 후면

쪽 종보 보머리 아래의 첨차 사이 부분에 공안이 있는 빈 

공간에 긴 각목 형태의 부재가 놓여져 있다. 이 부재는 측

면 서까래 끝뿌리쪽에서 서까래를 받치는 듯한 인상을 주

지만 서까래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

다. 측면 서까래가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이후에 첨가 된 부재인지도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고려시대 맞배지붕 건물인 수덕사 대웅전이나 영천 은해

사 거조암 영산전처럼 측면 도리와 도리 밑의 하부 구조인 

4 부석사 정밀실측보고서(횡단면도)에 따르면 측면 장연의 머리부분이 종보 측면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서까래의 상부 머리부분 고정방법이 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측면 하중도리에 고정되어 상부 끝뿌리는 단순히 걸쳐 있는 것인지는 향후 해체 실측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2002, 

『浮石寺 無量壽殿 實測調査報告書(圖板)』, p.134.

5 부석사 무량수전의 퇴칸의 경우는 하부의 귓보와 상부의 추녀가 같이 있는 구조로 귓보의 수법은 중국 목조건축에서도 11세기 이전에 나타나는 수법으로 알

려져 있다(차주환, 2014, 「중국 명대 이전 건축과 부석사 무량수전 전각부 구성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퇴칸에서 내부로 향하는 툇보는 내부에서 

고주에 끼여 결합하기 때문에 귓보가 동일 수평 선상에서 고주에 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모습이다. 만약 툇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고주와 결합하려면 귓보가 

고주와 접하는 부분의 단면을 작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에서는 귓보를 홍예 형태로 만들어 툇보 및 귓보가 공포와 접하는 부분은 동일한 수

평 선상에서 주심포와 결합하지만 귓보의 중간부분을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중간부분이 높아진 형태로 되어 끝뿌리는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고주 상부의 주두

와 결합하고 있다. 추녀의 경우는 귓보의 구성과 다른 점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추녀는 중도리 상부에 얹혀 있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의 추녀는 추녀의 끝뿌리

와 내부구조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추녀 끝뿌리는 내부 고주에서 중도리 사이의 수직 거리에의 중간에 놓여지게 되는데 이는 주심도리 상부에서 놓여져 하중

도리와 별장혀 사이를 통과하여 수평으로 놓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즉, 추녀는 주심도리 상부에 놓여져 하중도리와 별장혀가 단단히 고정 시키는 구조로 

추녀의 뒷뿌리는 고정되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6 상중도리 윗부분은 측면 서까래 상부에 있어 현재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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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차의 모습들을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들 부재

들이 십자로 교차하면 외부로 뻗어나오는 뺄목 형태가 매

우 긴 것을 알 수가 있다. 

2. 중국 팔작지붕 건축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 

중국 헐산정(歇山頂, 팔작지붕)7은 외부 입면으로 볼 때 

명·청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명·청대 이전 건물로

는 소림사 초조암 대전(北宋, 1125년)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건물에서는 측면에 계두복(系头栿, 외기도리)8과 하부의 정

복(丁栿, 충량)과 함께 산화(山花) 양가(梁架)9 부분을 받치

는 역할을 한다. 명·청대 이후의 관식(官式)건축은 산화(山

花, 합각) 크기가 매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은데 내부 하중도리 아래에서 순팔량(順八梁)10 부재의 출현

으로 상부의 합각과 문(吻, 취두)의 하중을 외부 측면 기둥 

열에 가깝게 놓는 형태를 취한다. 중국 목조건축 팔작지붕의 

이러한 모습들은 시대와 지역, 형식과 구조기법들의 차이로 

인해 내부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북방

과 남방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11

1)   팔작지붕 건축의 산화(山花, 합각) 양가(梁架)와  

宋 『營造法式』의 내용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팔작지붕은 남방지역에

서 먼저 출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후 한대(漢代)의 

가형토기에서 2가지 형식의 팔작지붕이 있었으며, 북위(北

魏) 효문제 이후 한대(漢代)형식의 팔작지붕이 중국 전역으

로 퍼져 유행하며, 운강(雲岡)석굴, 용문(龍門)석굴과 회화 

등에서 팔작지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형식적인 모습에서 무전정(廡殿頂, 우진각 지붕)에

서 팔작지붕으로 변한 경우와 현산정(懸山頂, 맞배지붕)에

서 팔작지붕으로 변한 계통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 宋 『營造法式』에서도 그 기록을 살필 수 있다. 전

각(殿閣)형식은 구척전(九脊殿), 청당(廳堂)형식은 하양두

(厦兩頭)로 나타나 있어 건물 등급에 따라 팔작지붕 형식

과 불렸던 이름 또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宋 『營造法式』 卷5 大木作制二 造角梁之制

“凡廳堂若厦兩頭造， 則兩稍間用角梁轉過兩椽”

（亭榭之類轉過一椽。 今亦用此制爲殿閣者， 俗謂之曹殿， 亦曰

漢殿， 亦曰九脊殿。

按唐六典及營繕令云王公以下居第幷廳厦兩頭者 此制也）

宋 『營造法式』 각량(角梁, 추녀) 제도에서 초칸(稍間, 

퇴칸)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당(廳堂) 형식은 추녀가 

서까래 2개 구간을 지나며, 정(亭)과 사(榭) 등의 정자류 

건축은 서까래 1개 구간 그리고, 전각(殿閣)에서도 역시 서

까래 1개 구간만 지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중국건축

7 중국 건축계에서는 목조건축의 부재 위치와 기능은 같거나 유사하지만 명칭을 원대(元代) 이전과 명청대(明淸代) 이전으로 구분한다. 팔작지붕도 원대 이전

은 구척전(九脊殿) 혹은 하양두(厦兩頭), 명청대 이후는 헐산정(歇山頂)이라 한다. 王其鈞 著, 2007, 『中國建築圖解詞典』, 機械工業出版社, pp.6~7.

8 한중 목조건축 용어는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하는 부재가 있는 경우와 서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재 용어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목조건축에서 한국 목조

건축 용어와 유사한 기능과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용어를 같이 서술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목조건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가 설명을 하

였다.

9 산화(山花)는 한국 목조건축에서 합각과 상응하는 명칭이다. 양가(梁架)는 가구(架構)와 유사한 명칭이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 목조건축을 설명할 때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산화양가(山花梁架)란 평면에서 퇴칸 상부 중간 부분에 종보와 동자주, 대공을 설치하여 일가(一架)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남선사 대전(唐)

과 진국사 만불전(五代) 등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0 당·송대에 계두복(系頭栿, 외기도리)과 정복(丁栿, 충량)을 쓴 측면 양가(梁架)에서 명청대에 정복(丁栿, 충량)이 순팔량(順八梁)으로 변한 기법의 연장선으

로 보는 시각이 중국 건축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1 한국 목조건축은 조선시대 이후 외기도리(外機道里)를 구성하여 측면 서까래가 놓일 자리를 만든 경우와 외기도리와 충량(혹은 퇴량) 없이 구성된 경우가 있는

데, 평면이 3×3이상인 건물에서는 연탄 심원사 보광전(고려 말), 봉정사 대웅보전(조선 초), 운문사 대웅보전(조선 중기), 율곡사 대웅보전(조선 중기) 등이 있다.

12 王其亨, 1991(1期), 「歇山沿革試析」 『古建園林技術』,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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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에서는 도리와 도리 사이를 한국 목조건축과 달리 단연(短

椽)과 장연(長椽)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도리 구간을 

끊어져 연결하기 때문에 2개의 서까래를 지난다는 것은 도

리 2개 구간을 지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구조적 측면에

서 살펴 보면 몇 가지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규모에 관한 것이다. 규모가 크면 도리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녀가 걸쳐지는 부분에 도리 구간이 추

가될 수 있는 형태이다. 다만, 중국 목조건축에서 당송(唐

宋)대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정면 3칸 건축 중에서 북방

건축의 육연복(六椽栿)13과 남방 건축의 팔연복(八椽栿)

을 살펴보면 전각부(轉角部)에서 도리 2개 구간을 설명하

는 하양두(厦兩頭)는 남방건축의 특성과 매우 가깝다는 것

이다. 또한 宋 『營造法式』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 정복

(丁栿, 충량), 산화(山花, 합각), 계두복(系頭栿, 외기도리)

은 팔작지붕에서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에 관여하는 부재이

므로 서까래가 2구간으로 걸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남

아있는 중국 남방건축 중 화림사 대전, 보국사 대전의 내부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당송

(唐宋)대 정면이 3칸으로 구성된 북방건축 중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와 정복(丁栿, 충량)의 형태가 완전한 형

태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건물은 남선사 대전(唐代)이지만 

이 건물은 육연복(六椽栿)에 초칸(稍間, 퇴칸)에서 서까래 

1개 구간만 지나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습에서 하양두(厦

兩頭)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북방지역 건축에서 초칸(稍

間, 퇴칸) 부분에 서까래가 2구간을 지나는 건물은 대운원 

미타전(五代 後晋三年, 938년)이 있다. 이 건물은 산서지방

에 있어 북방지역에 속하는 건축이지만 측면 지붕부 구조

부분에서 서까래가 2구간으로 나눠지고, 정측면 최 외곽칸

의 길이가 틀리며, 육연복(六椽栿)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

문에 전형적인 북방지역 건축에서 벗어나는 결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당(唐) 『육전六典』과 『영선령營繕令』에 나타

난 기록으로 구척전(九脊殿)14은 왕공(王公) 이상 궁궐 건

축의 팔작지붕을 나타내는 말로 초칸(稍間, 퇴칸) 구간에 

서까래가 1개 구간으로 구성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산화(山花, 합각) 부분이 측면 기둥 열에 가

까운 것과 산화(山花) 양가(梁架)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양두(厦兩頭)라는 단어는 

중국 남방지역 청당(廳堂) 건축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나타

나는 걸로 보아,15 상대적으로 구척전(九脊殿)은 북방지역

의 팔작지붕 건축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가 있다. 

13 송식(宋式) 양가(梁架)를 설명할 때 쓰는 형식이다. ‘연복(椽栿)’이라 함은 주심도리 안에서 도리 사이의 구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6연복(六椽栿)은 6개의 도리 

구간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 목조건축에서는 주심도리, 하중도리, 상중도리, 종도리로 구성된 건축을 뜻한다. 당송(唐宋) 시대 정면 3칸 규모의 건축 중 6연복

은 북방 형식, 8연복은 남방 형식으로 구분짓고 있다. 張十慶, 2014, 「『營造法式』 厦兩頭與宋代歇山頂做法」 『中國建築史論滙刊 第10輯』, p.191.

14 구척전(九脊殿)은 아홉(9) 개의 척(脊: 등성마루 ‘척’)으로 구성된 것을 뜻한다. 정척(正脊)과 수척(垂脊), 창척(創脊)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한국 목조건

축의 용마루, 합각마루, 추녀마루를 뜻한다. 팔작지붕은 모두 9개의 척(脊)으로 구성된 것을 가리키며, 척(脊)은 한국 목조건축의 용마루 추녀마루 등의 ‘마루’

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王其鈞 著, 2007, 앞의 책, pp.2~3.

15 張十慶, 2014, 앞의 책, p.188.

그림 4. 화림사 대전 횡단면도(王貴祥 2011:154).

그림 3. 진국사 만불전 횡단면도(문화재연구소 200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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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퇴칸의 중간 부분에 일가(一架)16를 구성한 것

과 평면형태(어칸과 퇴칸 비례)에 관한 것이다. 대운원 미타

전의 경우 퇴칸 중간부분에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

를 구성하고 상부의 도리가 밖으로 뻗어나간 것을 산화(山

花) 양가(梁架)가 퇴칸 상부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 건물

은 소형건물이지만 퇴칸에서 서까래가 2개 구간으로 지나

고 있으며, 정·측면 최 외곽칸 길이가 틀려 귓보 구성이 어

렵고, 북방지역 당·송대 팔작지붕의 기본 추녀 구성인 대각

량(大角梁, 추녀)+은각량(隱角梁)+속각량(續角梁) 구조가 

아니라 추녀 1개 부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도리 하부

를 귀포층이 겹겹이 쌓아 올려 받치고 있다. 특히, 이 건물

은 주심포나 주간포에는 하앙이 없지만, 귀포에서 하앙이 

있어 독특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대운원 미타전의 경우 

소림사 초조암 대전과 달리 산화(山花) 양가(梁架)를 퇴칸 

중심부분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내부 대량(大梁)에 가깝게 

설치하였다. 북방지역 당·송대 팔작지붕 중 산화(山花, 합

각) 양가(梁架)가 설치된 건물의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남

선사 대전을 시작으로 진국사 만불전, 대운원 미타전, 소림

사 초조암 대전과 남방의 화림사 대전, 보국사 대전 등 남·

북방의 오대(五代)와 송대(宋代) 건축물이 있다. 평면의 구

성에서 정면 어칸의 크기가 양쪽 협칸보다 길며, 남선사 대

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건물 모두 측면 어칸의 길이 역

시 길다. 다만, 측면 어칸의 길이는 정면 어칸의 길이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시대에 따른 영조척(營造尺)이 조금씩 

다르지만,17 남선사 대전(唐)과 각원사(閣院寺) 문수전(文

殊殿, 遼代 10세기)을 제외하고는 어칸 부분이 양쪽 협칸 

길이보다 1m 이내의 길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산화(山

花) 양가(梁架)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 공간의 확보로 해석

할 수 있다. 남방지역 건축인 화림사 대전(五代)과 보국사 

대전(北宋)의 경우 어칸의 길이가 양 협칸보다 매우 큰 경

우로 나타나는데(차이 대략 2m), 북방 건축과 비교하여 협

칸 길이에 비해 어칸의 길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

방지역 건축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금주(金柱, 내부기둥)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의 어칸 길이가 양 협칸보다 

긴 것은 내부 중심공간을 더 넓게 잡으려는 의도적인 결과

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북방지역에 있는 건축들은 내부 기

둥이 모두 없거나, 전감조(前感造)기법을 취하고 있어, 내부 

공간의 활용 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남방건축보다 어

칸의 길이가 협칸 길이에 비해 길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가

장 오래된 건축으로 알려진 남선사 대전은 측면 칸의 길이

가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후의 오대(五代), 송

대(宋代) 건축과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16 중국의 경우 이 부분을 하일가(厦一架), 하양가(厦兩架)로 구분하고 있다. 즉, 팔작지붕의 합각과 내부 대량이 위치한 양가(梁架) 사이에 1개의 가(架)가 더 구

성된 경우로 일반적으로 종보, 대공 등이 있는 경우이다.

17 당척(唐尺) 중 대척(大尺)은 30.3㎝(평균치), 소척(小尺)은 24.65㎝, 북송(北宋) 관척(官尺)은 31.6㎝, 절척(浙尺)은 27.5㎝로 알려져 있다. 肖旻, 2006, 『唐宋

古建筑尺度規律硏究』, 東南大學出版社, p.22.

표 1. 중국 단층 팔작지붕 건축 중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가 있는 경우

지역 건물 명(어칸과 퇴칸 비례) 평면 중 정·측면 칸 크기(㎝) 정·측면 최 외곽칸 길이 타입

북

방

지

역

남선사 대전(唐) (1:0.66)

정면: 331+499+331
같음

A-B-A

측면: 331+331+331 A-A-A

진국사 만불전(五代) (1:0.79)

정면: 352+444+352
같음 A-B-A

측면: 352+367+352

대운원 미타전(五代) (1:0.92)
정면: 375+405+375

같지 않음
A-B-A

측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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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역 건물 명(어칸과 퇴칸 비례) 평면 중 정·측면 칸 크기(㎝) 정·측면 최 외곽칸 길이 타입

팔
작
지
붕 

중 

산
화
양
가
가 

있
는 
경
우

북

방

지

역

각원사 문수전(遼代) (1:0.81)

정면: 495+610+495
같음 A-B-A

측면: 495+577+495

용수사 우화궁(北宋) (1:0.87)

정면: 421+483+421
같음 A-B-A

측면: 421+474+421

소림사 초조암 대전(北宋)  (1:0.84)

정면: 347+412+347
같음

(내부 뒷면은 같지 않음) 

A-B-A

측면: 347+376+347
내부: 347+500+223

A-B-A

A-B-C

용문사 대웅보전(北宋) (1:0.7)

정면: 261+375+261
거의 같음 A-B-A

측면: 258+368+258

남

방

지

역

화림사 대전(五代) (1:0.71)

정면: 468+651+468
같지 않음

A-B-A

측면: 384+350+350+384 A-B-B-A

보국사 대전(北宋) (1:0.52)

정면: 298+581+307
같지 않음

A-B-C

측면: 440+591+305 A-B-C

그림 5. 남선사 대전 평면도(傅熹年 2009: 523). 그림 6. 보국사 대전 평면도(3×3 복원평면도)(張十慶 2002: 108).

그림 7. 대운원 미타전 횡단면도(姜錚 2013: 74). 그림 8. 소림사 초조암 대전 횡단면도(姜錚 2013: 76).



8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3

셋째, 추녀의 구조와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현재까

지 남아있는 송대(宋) 이전 북방건축의 팔작지붕은 추녀 

구조가 대각량(大角梁, 추녀)+은각량(隱角梁)+속각량(續

角梁)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대(唐)와 오대(五代), 

산서 지방 3×3 평면을 지닌 팔작지붕의 추녀 구조는 추

녀가 수평으로 내부구조에 접하거나 추녀가 직선 형태로 

하중도리에 접하고 속각량(續角梁)은 서까래와 결합하여 

하중도리 상부에 놓이는 구조가 매우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남방지역의 오대(五代)와 송대(宋代) 건축물인 화림

사 대전(華林寺 大殿)과 보국사 대전(保國寺 大殿)은 추

녀가 1개로 구성되고 직선 형태가 아니며, 추녀가 모두 기

울어져서 추녀의 끝뿌리는 중중도리 상부와 결합하거나 

중중도리 상부에서 내부 퇴량 상부 동자주의 수직 연장선

상에서 결합되게 구성된다. 이런 구성은 평면 상에서 정측

면 최 외곽칸(퇴칸)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추녀가 수평으

로 내부 구조와 구성되는 형태에서 좀더 상부 구조와 추

녀를 자유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런 구성은 추녀가 매우 긴 형태로 나타나는데, 추녀가 주

심도리에서 중심을 잡고 외부와 내부로 균형을 맞추는 형

태에서, 주심도리 안쪽에서 추녀가 짧은 형태보다는 긴 형

태가 외부로도 추녀를 좀 더 길게 내밀어 비가 많고 습한 

남방지역에서 처마를 좀더 깊게 할 수 있는 추녀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추녀를 내·외부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좀더 

유리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8 추녀를 내부 

기둥 상부에 맞추거나, 상부에 있는 도리에 접하는 방법 

등은 남방지역 원대(元代) 팔작지붕 건물인 금화(金華) 천

녕사 대전, 무이(武夷) 연복사 대전, 상해(上海) 진여사 대

전, 헌원궁 정전(元代, 1338년) 등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팔작지붕 퇴칸 구조에서 서까래와 산화(山花, 합각) 

구조를 살펴보면 남·북방 건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평면에서 협칸의 길이와 어칸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내부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를 만들기 위한 일정한 

너비 확보의 길이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정면과 

측면의 어칸의 길이를 중심으로 협칸의 길이를 정하는 것

은 내부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와 서까래 구간을 정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외곽 칸(퇴칸) 내부 기둥 열 상부 양가(梁架)에 서

까래 끝뿌리가 결합되는 경우

중국 목조건축 지붕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는 건물은 팔작지붕 건축이다. 당대(唐代)의 건물을 포

함하여 원대(元代) 이전의 146좌(座) 중에서 64좌(座)가 

헐산정(歇山頂, 팔작지붕)이며, 명·청대 건물의 70% 이상이 

헐산정(歇山頂,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19 이중에 측면 서

까래뿌리가 퇴칸의 종보에 직접 결구 되거나, 산화(山花) 양

가(梁架)가 없어, 한국의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서까래 

결구법과 유사한 건축은 당대(唐代)에서 요(遼), 송(宋), 금

대(金代)까지 단층 건축, 중층 건축, 누각식(樓閣式) 건축의 

상층구조에서 현재까지 대략 7좌(座)가 확인되며,20 평면과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8 남방지역 송대(宋代)와 원대(元代) 건물은 대부분 공포에서 하앙(下昻)을 취하고 있어 처마를 좀더 길게 내밀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추녀도 이런 부재

들과 같은 효과를 내어 무거운 처마 무게를 좀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19 趙春曉, 2010, 『宋代歇山建筑硏究』, 西安建筑科技大學 碩士論文, p.6.

20 중국 목조건축에서 도면이 있는 경우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이다.

그림 9.   보국사 대전 3D(추녀) 

(姜錚 2013: 81).

사진 3.   복건(福建)보전 원묘관 삼청전 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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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    단층 팔작지붕 건축(天台庵 大殿, 廣人王廟 大殿, 

原起寺 大雄寶殿, 華嚴寺 薄伽敎藏殿)

① 천태암 대전

당대(唐代) 말기의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21, 정면 3칸, 

측면3칸(어칸 3.14m, 퇴칸 1.88m, 한변이 6.9m로 정면과 측

면 길이는 동일, 평면비 1:1, 어칸과 퇴칸의 비례는 약 1:0.6)

에 정방형 평면을 가진 건물이다. 대전의 내부 구조형식과 

기법 등이 남선사 대전과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지

방의 촌락에 위치한 작은 불전이지만 각주(角柱)의 길이가 

2.45m(직경 28㎝, 높이와 직경 비례는 8.75:1) 측각(側脚, 안

쏠림)은 9㎝, 생기(生起, 귀솟음)는 3㎝로 알려져 있어23 작

은 건물에 비해 안쏠림이 뚜렷하다. 퇴간이 1.88m로 정면

과 측면 길이가 같으며, 추녀는 각량(角梁, 추녀)과 속각량

(續角梁)으로 구성된다.24 각량은 수평형태로 내부 동자주

에 끼이며, 속각량(續角梁)은 추녀 상부에서 뻗어나와 중도

리 상부에 결합하는 모습이다. 측면 서까래의 뿌리는 사연

복(四椽栿, 대량)과 평량(平梁, 종보)이 구성된 부분에서 평

량 바깥부분에 각재로 된 나무를 설치하고 이 각재의 상부

에 올려진 모습이다. 이 방형각재는 평량보다 수직 위치가 

높고 양 끝쪽은 중도리와 결합된 형태이다. 중도리와 평량은 

정(井)자 모양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데 중도리 머리부분이 

돌출되어 측면 서까래가 놓이는 위치까지 침범하여 측면 서

까래가 정연하게 설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합각은 퇴

칸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며 처마도리에서 평량까지 1개의 

서까래로 길게 놓여진다. 소형의 작은 불전 건축으로 처마도

리와 중도리 사이에 하중도리가 없으며 귀서까래는 내부에

서 각량에 설치되지 않고 속각량(續角梁)과 결합하며 중간

부분에서 안쪽으로는 평연(平椽), 바깥쪽 부분은 말굽서까

래(馬足椽) 형태로 결합된다. 

② 광인왕묘 대전

건물 외벽 비석에 당(唐) 태화5년(太和五年, 831년)의 

명문과 민간전설로 인해 당대 건물로 알려져 있다. 정면5

21 2013~14년 전면 해체보수 결과 당대(唐代) 말기와 오대(五代) 건축으로 보는 시각 차가 있어 향후 수리보고서를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

22 傅熹年 主編, 2009, 『中國古代建築史 第2卷(第2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530.

23 李百進 編著, 2007, 『唐風建築營造』,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50.

24 차주환, 2014, 앞의 책, p.134.

사진 4. 천태암 대전.

사진 5. 천태암 대전 측면 구조 부분.

그림 10.   천태암 대전 평면도

(傅熹年 2009: 530).

그림 11.   천태암 대웅보전 횡단면도 

(史向紅 201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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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어칸2.96m 협칸2.9m 퇴칸1.36m 정면 총 길이 11.48m, 

어칸과 퇴칸의 비례는 약 1:0.46), 측면3칸(중앙칸 2.22m 

퇴칸1.36m 측면 총 길이 4.94m)로 직사각형 평면(평면비 

1:0.43)을 가진 작은 도교 건축물이다. 정면 3칸에 양측으

로 서까래가 1개 설치되는 구조로 퇴칸이 매우 짧은 구조

이다. 추녀는 각량(角梁, 추녀)과 속각량(續角梁)으로 구성

되며, 각량은 대각선 수평방향으로 내부 대량과 상부의 동

자주와 결합한다. 귀서까래는 모두 속각량의 측면과 결합

하며 말굽서까래 형태를 취한다. 측면 정복(丁栿, 충량)은 

상부 중도리와 같은 열에 위치하고 정복의 내부 끝머리는 

사연복(四椽栿, 대량)과 결합한다. 이 건물은 외부에 벽돌

로 보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보강벽이 설치된 것인

지 기록에 없고 당·송시대 건축의 특성인 생기(生起, 귀솟

음)나 측각(側脚, 안쏠림)에 대한 기록이 없다.25 합각의 구

성은 퇴칸 부분이 짧기 때문에 측면 서까래의 내부 뿌리가 

평량(平梁, 종보) 상부에 있는 방형 각재 위에 올려져 있으

며 이 각재는 차수(叉手, 솟을합장)와 붙어있고 양 방향 끝

은 중도리와 연결되어 사각형 틀을 구성한다. 합각벽은 벽

돌로 되어 마감하고 있어 천태암 대전과 측면 서까래 마감 

및 합각 구성 수법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③원기사 대웅보전

원기사 대웅보전은 송대의 건물로 알려져 있지만 천

태암 대전과 건물의 영조 척도, 각 부재의 척도 및 비례가 

유사하여 최근 오대(五代) 건축으로 보는 건물이다.26 정

면 3칸(어칸 3.15m 퇴칸 1.93m, 어칸과 퇴칸의 비례는 약 

1:0.61), 측면 3칸(중앙칸 3.24m 앞쪽퇴칸1.85m 뒤쪽퇴칸 

1.92m)으로 정방향 평면(평면비 1:1)을 가지고 있으며, 광인

왕묘 대전보다는 퇴칸이 넓고 천태암 대전과 유사한 퇴칸 

길이를 가지고 있다. 건물 외관상 측각(側脚, 안쏠림)이 명

확히 확인되지만 생기(生起, 귓솟음)는 알 수 없다. 추녀는 

각량(角梁, 추녀)과 속각량(續角梁)으로 구성되고 하부에 

25 傅熹年 主編, 2009, 앞의 책, pp.567~568; 李百進 編著, 2007, 앞의 책, pp.47~49; 史向紅 著, 2012, 『中國唐宋木構建築文化』,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p.97~114. 등 다수의 서적에서 측각(側脚, 안쏠림)과 생기(生起, 귀솟음)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당송(唐宋) 건축에도 측각(側脚)과 생기(生起)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기록의 누락인지는 정확한 자료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 1958년 문물참고 자료에 송(宋)대 만기(晩期)의 건물, 2001년 전국문물보호단위 지정 때는 송(宋)대의 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賀大龍, 2011, 潞城原起寺大雄宝殿年代新考, 文物, p.74: 하대룡은 현재 남아 있는 오대(五代)건축의 척도와 구조기법 등을 분석하여 원기사 대웅보전 역시 

오대(五代)건축에 가깝다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사진 6. 광인왕묘 대전.

사진 7. 광인왕묘 대전 합각 부근.

그림 12.   광인왕묘 대전 평면도 

(史向紅 2012: 100).

그림 13.   광인왕묘 대전 횡단면도

(史向紅 20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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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체각복(递角栿, 귓보)이 있어 宋 『營造法式』 이전의 수법

을 가진 건축이다.27 정면과 측면의 퇴칸 길이가 완전하게 

같지 않아 내부 양가(梁架) 구조에서 대각선으로 보강하

는 부재가 완전한 45̊ 도 방향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구

성되어 있다. 내부 전면은 감주법을 썼으며, 내부기둥은 외

부기둥과 길이가 같다. 퇴칸이 짧기 때문에 1개의 서까래로 

측면을 구성하며, 상부머리는 평량(平梁, 종보) 위에서 방

형 각재에 걸쳐 있으며 이 각재의 끝은 중도리 상부에서 결

합하여 정자형 틀을 구성한다. 또한 중도리의 끝머리가 이 

틀에서 더 뻗어나와 측면 서까래의 개판(蓋板)을 뚫고 나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천태암 대전과 유사한 방식이다. 귀

서까래의 경우 수평에 가까운 각량과 결합하지 않고 속각

량과 결합하며 말굽서까래와 평행서까래과 혼합되어 있는 

구조이나 천태암 대전보다 전각부에서 평연이 더 많이 설

치되어 있다. 

④ 화엄사 박가교장전

요대(遼代) 중희 7년(重熙七年, 1038년)에 세워졌으며 

내부에 벽장(壁欌)이 있는 단층 팔작지붕 건축이다. 정면5

칸(어칸5.88m 협칸5.37m 퇴칸4.6m 정면 총길이 25.26m, 

어칸과 퇴칸의 비례는 약 1:0.78), 측면4칸(중앙 2개칸 각 

4.71m 퇴칸 4.6m 총 길이 18.62m)로 직사각형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평면비 1:0.73) 퇴칸이 4.6m에 이르러 이전의 

소형건물과는 다르게 측면 서까래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면 하중도리28가 있으며, 하부는 3~4단의 부재가 쌓여져 

받치고 있다. 서까래는 측면 하중도리를 중심으로 상단과 

27 차주환, 2014, 앞의 책, pp.131~142.

28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가 있는 용수사 우화궁의 경우는 산화 하중도리라 칭하지만, 박가교장전에서는 산화 양가(梁架)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측

면 하중도리’라 칭한다.

사진 8. 원기사 대웅보전 전경.

그림 14.   원기사 대웅보전 평면도 

(賀大龍, 2011:61).

그림 15.   원기사 대웅보전 횡단면도

(賀大龍, 2011:64).

사진 9. 원기사 대웅보전 측면 구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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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으로 나뉘며, 상단 서까래의 머리부분은 측면 구조 부

재와 접하지 않고 사연복(四椽栿)을 받치는 부재의 윗부분

에서 동자주 형태의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긴 형태의 각재

(사연복과 같은 길이)에 얹혀있는 모습이다. 박가교장전의 

측면 상부에는 매우 큰 형태의 치미(鴟尾)가 있기 때문에 

하부의 안정적인 구성을 위해서 퇴칸과 협칸의 경계에 있

는 양가(梁架)의 구성을 다른 곳과 달리 각재 형태의 부재

들을 사연복(四椽栿) 하부와 측면 하중도리 아래에 겹겹이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3×3칸 형태의 팔작지붕보다 규모

가 큰 건축물이며, 평면에서 볼 때 어칸에서 퇴칸으로 갈수

록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측면 역시 4칸으로 

중앙칸 2개의 길이도 정면 어칸의 길이보다 작다. 상부구조

는 조정(藻井)이 있어 간략화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난다.

(2) 중첨(重檐) 팔작지붕 건축(隆興寺 摩尼殿)

융흥사 마니전은 북송(北宋) 황우4년(皇祐四年, 1052

년)의 중첨(重檐) 건축으로 정면7칸, 측면7칸에 4면에 포

하(抱廈)가 있어 출입구 부분이 있다. 정면 어칸은 5.65m, 

제1협칸 5.00m, 제2협칸 4.46m, 퇴칸 4.36m로 정면 전

체 길이는 33.29m, 측면 전체 길이는 27.12m로 정면과 측

면의 칸수는 같지만, 측면의 길이가 작은 모습이다(평면비 

1:0.81). 중첨(重檐) 건축이기 때문에 팔작지붕 측면 지붕

부 결구구조는 평면에서 제2협칸이 중첨(重檐) 부분의 퇴

칸이므로 이 부분에 측면 산화(山花, 합각)가 형성되어 있

다. 정면과 측면의 어칸에 해당하는 내부에는 큰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기둥을 없애는 감주법을 사용하였다. 어칸과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형성되는 제2협칸의 길이 비례는 

1:0.78로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없는 다른 건축물과 비

교하여 매우 넓은 편이다(어칸과 퇴칸의 비례도 1:0.77). 측

면 서까래는 2구간으로 구성되며 내진과 외진을 연결하는 

유복(乳栿, 툇보) 위에 측면 하중도리를 놓아 연결시키고 

그림 16. 화엄사 박가교장전 평면도(郭黛姮 2009: 336).

그림 17. 화엄사 박가교장전 횡단면도(白志宇 2013: 128).

그림 18. 융흥사 마니전 평면도(郭黛姮 2009: 374).

그림 19. 융흥사 마니전 횡단면도(郭黛姮 2009: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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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있으며, 상부 서까래의 머리는 측면 중중도리에 연결되어 

내부구조와 결합하고 있다. 측면 중중도리를 기준으로 하

부에는 내진열의 벽이 있으며, 상부에는 대형 치미(鴟尾)가 

있어 무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치를 하고 있다. 

(3) 누각식(樓閣式) 팔작지붕 건축(獨樂寺 觀音閣)

독락사 관음각은 요대(遼代)의 대표적인 누각(樓閣) 

건축으로 요(遼) 통화2년(統和二年, 984년)에 재건된 건물

이다. 2층 누각 건축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좌층(2층)까지 

포함하면 구조적으로 3층 건물이다. 상·하층 기둥 연결수

법이 다른데, 1층과 2층은 전주조(纏柱造), 2층과 3층은 차

주조(叉柱造)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층 정면 5칸(어칸 

453㎝, 협칸 431㎝, 퇴칸은 298㎝, 상층 총길이는 19.2m, 어

칸과 퇴칸의 길이 비례는 약 1:0.65), 측면 4칸으로 어칸에 

비해 퇴칸의 길이가 0.65로 짧은 비율을 보이며,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架)가 없이 측면을 구성하고 있다. 측면 서까

래는 2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명복(明栿) 상부 동자주 위

에 측면 하중도리를 중심으로 상하 서까래로 나뉘며, 상부

의 합각이 위치하고 있다. 상부 서까래의 끝뿌리는 명복(明

栿) 상부에서 동자주 형태의 부재를 서로 연결하는 도리 

형태 부재29에 얹혀 있는 모습이다. 퇴칸과 협칸 사이의 양

가(梁架) 구조는 화엄사 박가교장전과 유사하게 부재를 층

층이 쌓아 구성하였다. 상부의 치미(鴟尾)가 위치한 곳으로 

치미의 무게를 받치기 위한 구조로 보이나 화엄사 박가교장

전의 치미보다 작은 모습을 보인다.30

(4) 대형 팔작지붕 건축(崇福寺 彌陀殿)

숭복사 미타전은 금(金) 황통3년(皇統三年, 1143년)

에 지어졌으며 정면 7칸(41.32m), 측면 4칸(22.7m)의 장방

형 평면(평면비는 1:0.55)을 가진 대형 불사건축이다. 정면 

7칸 중에 어칸과 좌우 제1협칸은 6.2m로 같은 너비를 가지

고 있으며, 제2협칸은 5.6m. 퇴칸은 5.76m로 퇴칸이 제2협

칸 보다 좀더 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어칸과 퇴칸의 비는 

1:0.92). 내부는 거대한 공간활용을 위해 이주법과 감주법

을 취하고 있으며, 측면 칸의 중앙 2개 칸은 5.6m, 전후 퇴

칸은 5.75m로 정측면 최·외곽칸 길이는 거의 동일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퇴칸 상부에는 2중 툇보를 구성하고 있으

29 화엄사 박가교장전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독락사 관음각에서는 이 부재가 각재가 아닌 둥근 모양으로 도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있어 편리 

상 ‘측면 상중도리’로 명한다.

30 퇴칸과 협칸의 경계에 위치한 양가(梁架)에서 부재를 층층히 쌓은 구조는 불광사 동대전(唐代)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상부의 거대한 치미(鴟尾)를 받

치기 위한 모습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0. 독락사 관음각 상층 평면도(陳明達 2007: 247).

그림 21. 독락사 관음각 횡단면도(陳明達 2007: 249).



9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3

며, 상부 툇보의 중간 부분에 동자주와 내액(內額)의 연장

선을 이루는 부재를 구성하고 그 위에 측면 하중도리를 놓

았으며, 측면 서까래가 상하로 나뉘고 있다. 상부 측면 서까

래의 머리부분은 내부 고주 위, 여러 개 겹쳐진 부재를 위

에 고정되어 측면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협칸이 퇴칸보

다 길이가 긴 경우는 중국 목조건축에서도 흔하지 않은 평

면구성이다.31 내부 공간에서 제2협칸과 제1협칸의 상부 연

결을 정복(丁栿, 충량)으로 연결하였으며, 퇴칸과 제2협칸

은 유복(乳栿, 툇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한중 팔작지붕 중 측면 서까래가 내부 구조에 직접 

결합하는 건물의 특성

1) 평면 구성과 어칸과 퇴칸 길이 비례

중국 팔작지붕 건축에서는 산화(山花, 합각) 양가(梁

架)가 있는 건축물의 어칸과 퇴칸 비례를 비교했을 때 산화

(山花, 합각) 양가(梁架)나 계두복(系頭栿, 외기도리)이 없

는 팔작지붕 퇴칸의 길이는 어칸의 비해 비교적 작은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산화(山花) 양가(梁架)를 구성하기 위해서

는 퇴칸 상부에 일정한 길이 확보가 필수였던 것을 알 수가 

31 숭복사 미타전 후면에 위치한 관음전(정면5칸, 측면3칸, 팔작지붕, 1143년)의 경우도 제1협칸(3.88m)이 퇴칸(4.26m)보다 짧은 평면을 지니고 있어 미타전

과 유사한 평면구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건물은 퇴칸 상부에 산화(山花) 양가(梁架)를 구성하고 있어 미타전 건물과는 팔작지붕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와는 다

르다. 山西省古建築保護硏究所 紫澤俊 編著, 1996, 『朔州崇福寺』, 文物出版社, p.167.

32 傅熹年 主編, 2009, 앞의 책; 郭黛姮 主編, 2009, 『中國古代建築史 第3卷(第2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肖旻, 2006, 앞의 책에서 도면과 수치를 참고

하여 작성.

그림 22. 숭복사 미타전 평면도(郭黛姮 2009: 414).

그림 23. 숭복사 미타전 정면 및 횡단면 상세(姜錚 2013: 76).

표 2. 한·중 팔작지붕 산화(山花) 양가(梁架) 구성 및 어칸 퇴칸 비례표32

한·중 팔작지붕 산화(山花)
양가(梁架) 구성

어칸과 퇴칸
길이 비례

비고

산화(山花)

양가(梁架)가

있는 경우

(3×3 평면 단층)

남선사 대전(唐代) 1:0.66

평균 비례

1(어칸): 

0.8 (퇴칸)

진국사 만불전(五代) 1:0.79

대운원 미타전(五代末期) 1:0.92

각원사 문수전(遼代) 1:0.81

용수사 우화궁(北宋) 1:0.87

소림사 초조암 대전

(北宋末期)
1:0.84

용문사 대웅보전(北宋) 1:0.7

산화(山花) 

양가(梁架)가 

없는 경우나 

측면 서까래가 

내부 보에 직접 

결구되는 경우

(3×3 평면, 단층 건축)

천태암 대전(唐代)

광인왕묘 대전(唐代)

원기사 대웅보전

(五代 혹은 北宋)

1:0.6
1:0.46
1:0.61

평균 비례

1(어칸): 

0.58(퇴칸)

(누각식 건축)

독락사 관음각(遼代)
1:0.65

(5×4 평면, 단층 건축)

화엄사 박가교장전(遼代)
1:0.78

평균 비례

1(어칸): 

0.82(퇴칸)

(중첨(重檐) 건축의 상부)

융흥사 마니전(北宋)
1:0.78

(7×4 평면, 대형 단층 건축)

숭복사 미타전(金代)
1:0.92

부석사 무량수전

(12세기 이전)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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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있는데, 산서지방의 3×3 평면을 가진 다양한 시대의 건물

들은 어칸과 퇴칸의 길이 비례가 1:0.8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66의 남선사 대전과 1:0.7의 비

례를 나타내는 용문사 대웅보전의 경우는 오대(五代)나 요

대(遼代) 및 같은 북송(北宋)시대의 건축으로 알려진 용수

사 우화궁, 소림사 초조암 대전의 산화(山花) 양가(梁架)보

다 매우 간략화 되어 있거나 어칸과 퇴칸의 경계에 있는 양

가(梁架)와 산화양가(山花梁架)가 붙어있는 경우로 산화(山

花) 양가(梁架)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즉, 퇴

칸 상부에 양가(梁架)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는 어

칸에 따라 일정한 비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칸과 퇴칸 길이의 비가 1:0.6 정도를 보이는 건축들

은 3×3 평면의 소규모 건물들로 평면에서 봤을 때 전체 길

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이며, 퇴칸이 상대적으로 짧아 

측면 서까래가 1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측면 최 

외곽칸에 귓보 구조를 보인 경우이며, 또한 추녀가 대각선 

형태로 기울어진 경우가 아니라 수평구조로 내부구조와 결

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단층건물이지만 3×3 평면보다 규모가 큰 화엄사 박가

교장전, 숭복사 미타전, 그리고 중첨(重檐) 건축인 융흥사 

마니전의 경우는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3×3 평면

의 오대(五代), 요대(遼代), 북송(北宋) 시대 건축들과 어칸

과 퇴칸의 길이 비례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산화(山花) 양

가(梁架)가 없지만, 어칸과 퇴칸의 비례와 내부구조의 구

성이 측면 하중도리를 중심으로 측면 서까래가 상하로 나

뉘어져 2구간에 걸친 서까래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퇴칸

과 제2협칸 사이에 있는 내부기둥 위 구조의 구성을, 부재

를 층층이 쌓아 올려 내부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으

며, 이 부분의 최상층에는 외부의 거대한 치미(鴟尾)가 있

어 건물 측면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층이지만 3×3 평면 이외의 건축은 산화(山花) 양가

(梁架)가 있는 건축물과 어칸과 퇴칸의 길이 비례를 따르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락사 관음각의 경우는 누각식(樓閣式) 건축으로는 

규모가 큰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 다른 시대의 누각식 건

축물인 융흥사 전륜장전(어칸과 퇴칸 비례 1:0.79, 北宋), 선

화사 보현각(北宋) 등은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모

습이며 특히, 선화사 보현각의 경우는 정면 어칸에 비해 퇴

칸이 매우 짧지만, 퇴칸 상부에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경우로 단층 3×3 건축물의 1:0.6 비례에서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없는 경우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상층부

의 내부구조를 좀더 치밀하게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정

적인 모습을 취하게 하는 누각식(樓閣式) 건축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중국 팔작지붕 건축 중 산화(山花) 양가(梁架)

가 없는 건축들 중 3×3 단층 건물은 어칸과 퇴칸 비례가 

1:0.6의 길이 비례를 나타내고, 누각식(樓閣式) 건축과 대형 

팔작지붕, 중첨(重詹) 건축에서는 1:0.6의 어칸과 퇴칸 길이 

비례를 나타내지 않고, 퇴칸 부분에 산화(山花) 양가(梁架)

가 있는 3×3 단층 팔작지붕의 어칸과 퇴칸의 길이 비례인 

1:0.8 비례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는 1:0.71의 어칸과 퇴칸의 

비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남방건축인 화림사 대전

(1:0.71)과 북방지역인 용문사 대웅보전(1:0.7)과 유사한 비

례를 보인다. 다만, 화림사 대전과 용문사 대전은 산화(山

花) 양가(梁架)가 있는 경우이며, 더불어 평면형과 내부기

둥의 높이 구조, 추녀의 기울기 수법 등을 볼 때 측면 지붕

부 결구구조 기법이 완전히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어 전혀 

다른 팔작지붕 구조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1:0.6의 

어칸과 퇴칸의 비례를 보이는 중국 북방지역의 당대(唐代) 

건축인 천태암 대전, 광인왕묘 대전과 오대(五代) 건축에 

가까운 원기사 대웅보전의 측면 서까래 구조(서까래 1구간 

형태, 머리 부분이 내부 보에 직접 결구) 형태나 추녀의 수

평 구조, 정·측면 최외곽 칸의 귓보 수법 등을 볼 때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의 유사성은 이들 건축물과 구조적인 면에

서 더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중도리 하부 첨차 결구수법과 측면 서까래 결합방식

중국 팔작지붕 건축에서 측면 서까래가 부석사 무량

수전과 유사한 형태로 결구되는 당대(唐代), 오대(五代),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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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遼代)의 건축들은 내부 측면 구조에서 도리의 뺄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측면 구조와 결합되는 중도리 및 하중

도리 뺄목에서 하부에 첨차로 결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내부구조 구성에서 보(梁)를 놓고 상부에 도리

를 놓기 전에 동자주를 세우고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단장

혀 아래에 첨차를 두는 것으로 도리 하부에 첨차를 1단(광

인왕묘 대전, 원기사 대웅보전)을 두거나 혹은 반간(襻間)

을 1단을 쓰거나(천태암 대전, 대운원 미타전), 여러 층의 

반간(襻間)을 중첩해서 높이를 조절하는(숭복사 미타전) 

모습을 볼 수 있다.33 3×3 정사각형 평면인 건축(천태암 대

전, 원기사 대웅보전)에서는 서까래가 놓이기 전 도리 뺄목

의 영향으로 내부구조의 모습이 정(井)자형 틀 모양으로 보

이게 된다. 보를 중심으로 상부에 놓이는 첨차는 좌우로 대

칭되는 모습으로 놓이게 되는데, 보의 바깥 방향으로 놓이

는 부분이 도리와 함께 측면 서까래와 겹쳐져 측면 서까래

의 개판(蓋板)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른 시기의 팔작지붕 측면 결구구조에서도 보여지

는데, 가장 오래된 남선사 대전의 중도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칸 상부에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팔작지붕 측면 결구

구조가 매끄럽지 못한 결합방식 중에 하나로 생각될 수 있

다. 도리와 도리 사이의 연결부분 하부에 영공(令栱, 첨차)

을 쓰거나 반간(襻間, 뜬장혀)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은 

원대(元代) 이전에 흔한 내부 구조법이고, 宋 『營造法式』에

도 찾아볼 수 있으며,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에서도 이러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맞배지붕에서는 측면 서

까래가 없으며, 우진각지붕의 경우에는 중도리나 하중도리

에 뺄목 형태로 나오지만 팔작지붕의 측면 결구구조에서처

럼 측면 서까래와 도리뺄목이 충돌하여 서까래 개판(蓋板)

을 뚫는 현상은 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4

3×3정사각형 평면을 가진 산서(山西) 지방의 대표적

인 송대 팔작지붕 중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소림사 

초조암 대전에는 정·측면 하중도리 뺄목이 측면 서까래와 

충돌을 하지만 정면과 측면 하중도리 결합부를 직선형태의 

추녀가 밑에서 받치고 주변을 주간포의 하앙이 첨차와 같

이 받쳐,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되어있다. 또한, 주간포

를 기준으로 말굽서까래를 보여 퇴칸부분 상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말굽서까래의 막장부분과 하중도리의 뺄목과 결합

시켜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동시에 아래에서 이 결합

부분을 볼 때 정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요대(遼代) 각원

사 문수전의 경우는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지만 측면 

하중도리에서 측면 서까래 머리가 걸리기 때문에 중도리 

뺄목과 측면 서까래가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화(山

花) 양가(梁架)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도리 뺄목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 송대(宋代)와 요대(遼代) 건축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큰 계통적인 모습에서는 산화(山

花) 양가(梁架) 없이 측면 서까래가 퇴칸과 협칸 사이 구조

에 결합 하는 경우는 중도리 뺄목이 측면 서까래와 충돌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중국 원대(元代) 이전 팔작지붕 측면 

33 중국 목조건축에서는 내부 도리 밑에 쓰인 첨차와 유사한 부재를 봉절영공(捧節令栱)이라 하며, 2단 구성된 경우 상부의 것은 만공(慢栱), 하부는 과자공(瓜

子栱)이라 하여, 송식 두공(공포) 용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명·청대 이후에는 보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지고, 도리가 직접 보와 접촉하여 영공(令栱)

과 반간(襻間)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李劍平 編著, 2011, 『中國古建筑名詞 圖解辭典』, 山西科學技術出版社, p.103.

34 도리의 높이 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으나, 불광사 동대전(佛光寺 東大殿)의 측면 결구구조에서도 중중도리 뺄목이 측면 서까래와 충돌하여, 도

리 뺄목의 상단 부분을 절삭하여 측면 서까래가 측면 도리 위에 얹혀지도록 하였다. 다만, 중국 우진각지붕에서는 정면과 측면 도리가 만나는 상부에 대각

선 방향으로 유창(由戧) 이라는 부재를 두어 종도리 끝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 부재는 정면과 측면의 서까래 머리 부분이 결합하게 하여 서까래를 고정 시키

는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유창은 기본적으로 도리 위에 얹혀지는 부재이기 때문에 서까래 머리 부분이 도리와 충돌하는 각도가 줄어들게 된다. 文化遺産

保護硏究所 等 編著, 2011, 『佛光寺東大殿建筑勘察硏究報告』, 文物出版社, p15. 요대(遼代)의 대표적인 우진각지붕인 봉국사 대전(奉國寺 大殿)과 개

선사 대전(開善寺 大殿)의 경우도 불광사 동대전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이 두 건물의 측면 부분 중도리 뺄목은 측면 서까래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도

리 높이와 서까래 기울기 및 뺄목의 길이 등이 측면 서까래와 충돌하지 않게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劉智敏 編著, 2013, 『新城開善寺』, 文物出版社, 

pp.327~328(圖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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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특이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즉, 팔작지붕 측면 구조에서 적어도 2가지 방법의 계

통적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없는 구조 중 3×3의 작은 평면을 가지는 건축은(천태암 대

전, 광인왕묘 대전, 원기사 대웅보전) 측면 서까래의 뿌리

가 내부 퇴칸과 협칸 사이 양가(梁架)에 결합하고 상부의 

중도리 뺄목과 측면 서까래가 충돌하며, 종도리는 연장되어 

측면 산화(山花, 합각)를 구성한다. 그보다 큰 규모의 건축

들은(화엄사 박가교장전, 독락사 관음각, 융흥사 마니전, 숭

복사 미타전)은 중중도리에서 측면 서까래가 결합하며, 상

부의 종도리나 상중도리 뺄목은 연장하여 합각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구성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명·

청대 이전 팔작지붕 건축 중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있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인데, 3×3평면의 경우는(소림사 초조암 

대전, 각원사 문수전, 용문사 대웅보전 등) 퇴칸 상부에 있

는 측면 하중도리(혹은 계두복 系頭栿)에서 측면 서까래의 

머리가 결합하고, 상부의 종도리나 상중도리는 연장하여 합

각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가 좀더 큰 건축은 일반적으

로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된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 퇴칸과 상부에서 하중도리

사진 10. 남선사 대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사진 11. 각원사 문수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사진 12. 광인왕묘 대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사진 13. 대운원 미타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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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뺄목과 단장혀가 측면 서까래와 겹쳐 측면 서까래가 정

연한 형태로 마무리 되지 않고 하중도리 뺄목이 측면 서까

래를 파고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귀서까래를 제외하고 측면 

서까래의 머리 부분이 종보의 측면에 접하고 있고, 종보 아

래에 있는 2단 첨차+뜬창방 구조에서 뜬창방은 측면 서까

래 위쪽에 위치해 하부에서 보이지 않고 2단 첨차의 절반 

부분만이 종보와 대량(大梁) 사이에서 측면 서까래와 겹

쳐 이 부분의 서까래가 짤린 형태로 마무리 되어있다. 특이

한 점은 대량(大梁) 위 전후 첨차의 공안 부분에 긴 각재

(단면 17×12㎝, 길이 3m 전후)35를 서로 연결 시키고 있다. 

이 각재는 단일 형태이기 때문에 측면 서까래가 설치되기 

전에 놓여진 것으로 보인다. 측면에 합각을 구성하는 구조

틀 없이 퇴칸에서 측면 서까래가 직접 협칸 구조틀에 연결

되는 중국 당대(唐代) 건축인 천태암 대전, 광인왕묘 대전

과 오대(혹은 송대) 건축인 원기사 대웅보전에서도 보(梁)

나 첨차 부분에 유사한 각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각재는 초각이나 채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식적인 

요소 보다는 측면 서까래 머리 부분의 단면적을 넓게 하여 

서까래의 머리가 안정적으로 고정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36

팔작지붕의 측면 지붕부 결구구조 중 측면 서까래의 

정연하지 못한 배열과 도리 뺄목과의 상관관계는 산화(山

花) 양가(梁架)가 없이 측면 서까래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볼 수 있으며, 천태암 대전(唐代)과 원기

사 대웅보전(오대 혹은 송대)의 경우 평면비가 1:1에 가까

사진 14. 숭복사 미타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사진 15. 부석사 무량수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사진 16. 소림사 초조암 대전 측면 지붕부 결구 부분.

35 문화재청, 2002, 앞의 책, pp.133~134.

36 요대(遼代) 건축인 독락사 관음각과 화엄사 박가교장전의 경우는 도리 뺄목 연장선상에 동자주를 세워 전후 연결하는 부재 위에 측면 서까래 머리가 놓여지

게 되어 계두복(系頭栿)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 되어 있다. 같은 팔작지붕이라도 측면 구조 처리에 있어서 시기와 나라에 따라 세부적인 구조 기법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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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습이기 때문에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의 개조는 

평면비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팔작지붕의 

측면 지붕부 결합구조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목

조건축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唐·五代 3기 및 遼·金代 3

기)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다.37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도 측면 서

까래와 도리 뺄목의 특성 등을 봤을 때 중국 북방지역 팔

작지붕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성을 보인다.

3) 직선형 추녀와 평행복사연(平行輻射椽) 방식 

중국 목조건축에서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 전각부

(轉角部) 서까래 배열 방식은 당대(唐代) 이전은 도옥(陶屋)

이나 석각(石刻)들의 문물 등을 참고하여 평열식(平列式)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송대(宋代) 이후 점차적으로 산

열식(傘列式, 말굽서까래) 구조로 발달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38 그 중 당·오대(唐五代) 시기에 평열식과 산열식의 

혼합적이고 과도기적 방식 중 하나인 평행복사연(平行輻射

椽)이 있는데, 천태암 대전, 원기사 대웅보전, 숭복사 미타전

에서 보여지고 있다.39 산열식(傘列式, 말굽서까래)은 추녀의 

끝뿌리까지 직선형태가 아닌 부채꼴 형상으로 펼쳐지게 되

는 것으로 한국 조선시대 이후 목조건축의 선자연(扇子椽) 

방식과는 다르게 세로로 반절 형태의 서까래인 붙임혀가 

없고, 서까래 끝뿌리가 추녀의 몸통에 고정되게 하는 방식

이다. 건물의 각주(角柱) 기준으로 퇴칸 부분에서 펼쳐지는 

평행복사연(平行輻射椽)은 추녀의 전체 길이 중 내부 쪽 절

반은 평행식, 바깥쪽 절반은 산열식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

다. 이들 건물들은 모두 직선 형태의 추녀가 내부구조와 결

합하고 상부의 속각량(續角梁) 측면에 서까래가 결합하는 

모습이다. 천태암 대전의 경우 속각량에 결합하는 14장의 

전각부(轉角部) 서까래 중 각주(角柱)에서부터 8장은 산열

형, 그 이후 6장은 직선형 서까래의 분포를 보이고, 원기사 

대웅보전의 경우 각주(角柱)에서부터 6장은 산열형, 7장은 

직선형 서까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서까래의 갯수는 틀려질 수 있는데, 두 곳의 건물들은 규모

가 작아 하중도리가 퇴칸 상부 부분에 없어 산열형과 직선

형 서까래가 나뉘지는 기준이 모호하며, 생두목(生頭木, 갈

모산방)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실측 도면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형 팔작지붕인 숭복사 미타전의 경우 

직선형 추녀는 2중으로 구성되고 상부 역시 속각량(續角梁)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주(角柱)에서부터 20장은 산열형, 

9장은 직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열형과 직선형은 하중

도리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퇴칸 길이(5.58m)의 중간 

길이인 2.79m에서 나눠진다. 한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커

서 추녀가 (사래 제외 전체 추녀 길이는 13m 전후) 매우 긴 

형태로 중국 목조건축에서도 흔치 않는 모습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 직선형태에 가까운 추녀가 

37 이런 방식이 산화(山花) 양가(梁架)를 구성한 방식보다 더 오래된 고식의 방식이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송대, 요대의 일부 건축에 보이기 때문

에, 원대 이전의 중국 북방지역 팔작지붕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의 특성으로 보인다.

38 李劍平 編著, 2011, 앞의 책, p.75.

39 長治市文物旅游局 主編 賀大龍 著, 2015, 『晉東南早期建築專題硏究』, 文物出版社, p.145.

그림 24.   중국 목조건축 송식(宋式) 추녀도(차주환 2014: 134).

그림 25.   부석사 무량수전 정면 좌측 추녀도(문화재청 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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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로 구성되고 있으며, 퇴칸 부분에서 직선 형태가 아닌 

서까래는 9장, 직선형태는 6장로 구성되며, 측면 하중도리

를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다. 즉, 전체 추녀의 길이 중 절반 

형태에서만 전각부 서까래가 걸려 있는 모습이며, 하중도

리 안쪽으로는 구조적으로 서까래가 걸리지 않는 모습으

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 팔작지붕에서 산화(山花) 양가(梁架)가 없이 측

40 부석사 무량수전과 측면 서까래 끝뿌리 결구방식이 유사한 독락사 관음각과 융흥사 마니전은 평행복사연(平行輻射椽) 방식으로 추정되고, 광인왕묘 대전은 

말굽서까래 방식을 보인다. 그리고 화엄사 박가교장전은 내부 천정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 李百進 編著, 2007, 앞의 책, p.48. 

41 윤재신은 부석사 무량수전 추녀에 대해 추녀의 옆에 선자서까래가 붙기 보다는 추녀의 기울기에 따라 상부에 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윤재신, 2010, 「靈

巖寺址 금당의 架構構造 복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제19호 5권, p.39). 그러나, 이럴 경우 선자서까래의 끝뿌리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추녀의 옆면에 선자서까래의 끝뿌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절반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추녀 윗부분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

국의 당오대 팔작지붕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수평)추녀+은각량(隱角梁: 은각량은 속각량의 연속 부재이나 추녀 상부에 위치해 하부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 부

분을 은각량이라 한다) 구조와 유사한 방식인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

표 3.   중국 팔작지붕 건축과 부석사 무량수전 추녀와 선자서까래 구성방식 비교40

추녀와 선자서까래 구성 방식

공통점 차이점

천태암 대전(唐代)

원기사 대웅보전

(五代 혹은 宋代)

- 평행복사연 (平行輻射椽)

- 추녀의 형태는 직선형

- 추녀 끝뿌리가 내부 양가(梁架)에 고정

- 추녀+ (은각량, 隱角梁)+ 속각량(續角梁) 구조

숭복사 미타전(金代)

- 평행복사연 (平行輻射椽)

- 추녀의 형태는 직선형

- 퇴칸 상부의 측면 하중도리

부석사 무량수전

(12세기 이전)

- 엇선자 방식(평행복사연 (平行輻射椽)과 유사)

- 추녀의 형태는 직선형

- 퇴칸 상부의 측면 하중도리

-   추녀의 끝뿌리가 고정되지 않고, 중간부분에서 하중도리와 

별장혀에 물려 고정됨

- 추녀가 직선형에 가깝지만, 상부 부재의 존재가 불투명41

- 추녀의 중간 이후부터 귀서까래가 붙지 않음

그림 27.   원기사 대웅보전 부분 앙시도

(賀大龍 2015: 148).

그림 28.   부석사 무량수전 부분 앙시도

(문화재청 2001: 136).

그림 26. 천태암 대전 부분 앙시도(賀大龍 2015: 148). 사진 17.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 추녀 부분(상: 추녀 하: 귓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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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대(元代) 이전 목조건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면 서까래 머리 고정 방식이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방

식을 가지는 건축들의 추녀는 모두 직선형 추녀에 속각량

(續角梁) 방식(은각량 포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각부에

서 내부 양가(梁架)와 결합하는 45° 방향의 유복(乳栿 혹

은 제각복: 귓보)을 가지고 있어 부석사 무량수전의 수평

에 가까운 직선형 추녀42와 귓보 방식과 같은 모습을 보이

고 있다.43 그리고, 평행복사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 

추녀의 중간 부분까지는 산열식 구조, 내부 쪽 절반 부분

은 평행식의 서까래 구조를 보여, 부석사 무량수전 추녀의 

전반부에 있는 엇선자 방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런 구조는 중국 목조건축에서도 당·오대 시기에 남방에서

는 찾아볼 수 없고 북방 지역에 위치한 몇몇 건축에서 확

인되고 있는 고식(古式)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부

석사 무량수전은 퇴칸 상부에서 평행복사연과 유사한 모습

을 보이지만, 추녀의 내측 절반 부분에는 서까래가 걸리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구조는 중국의 남방과 북방의 목조건

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전각

부 서까래 구조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비와 어칸과 퇴칸의 비례, 그리

고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 원대(元

代) 이전 팔작지붕에서 부석사 무량수전과 측면 지붕부 결

구 구조법이 유사한 건축의 평면과 어칸과 퇴칸 비례 그리고, 

측면 결구 구조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전형적인 산화(山花) 양

가(梁架)를 구성하여 측면 결구 구조를 형성하는 팔작지붕 

건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부석사 무량수전 평면비와 어칸과 퇴칸의 비례, 

그리고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 기법과 중국 원대(元代) 이

전 팔작지붕 지붕부 결구 구조기법, 추녀의 구성과 귀서까

래 기법을 분석한 결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

구 구조는 동아시아 북방지역의 팔작지붕의 전형적인 지붕

부 결구 구조 기법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부석사 무량수전과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법이 

유사한 중국의 팔작지붕 건축도 그 예가 많지 않고 당대(唐

代) 건축과 요송금대(遼宋金代) 건축 일부에서 볼 수 있다. 

원대 이후에서는 유사한 기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고

식(古式)의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중국 팔작지붕 건축은 명

대(元代) 이전에 산화(山花) 양가(梁架)를 두어 측면 구조

를 구성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남선

사 대전에서는 간략화 된 산화(山花) 양가(梁架) 구성을 보

여 주며, 송대(宋代)와 그 이후에 전형적인 팔작지붕 측면 

구조법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석사 무량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는 중

국 목조건축과 유사한 방식을 보여주지만, 어칸과 퇴칸의 

비례를 분석하면 전체 평면에서 정면 어칸보다 정면 퇴칸

이 짧아지는 평면형에서 구성할 수 있는 기법으로 보여지

고, 중국 남방지역과는 다른 기법이므로 동아시아 북방지

역에서 볼 수 있는 팔작지붕의 초기적인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일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

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석사 무량수전의 추녀는 조선시대 이후 통상

적인 모습인 사각뿔 형태가 아니며, 수평 형태쪽에 가까운 

42 류성룡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추녀가 ‘지렛대 방식’으로 구성되어 후대의 통상적인 사각뿔 형식과 다른 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류성룡, 2007, 「봉정사 대웅전 

팔작지붕 가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3 N.5, pp.130~132).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의 추녀는 주심도리의 절반을 파고 들어가 사각

뿔 형태보다는 기울기가 적은 수평 형태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평 형태의 추녀 모습은 현존 한국 목조건축에서는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다만, 석조 유구인 부도에서 수평적인 추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 실상사 중각대사응료탑(880년)의 추녀가 탑신부에서 

거의 수평으로 뻗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영호, 1975, 「新羅 石造浮屠 硏究」, 신흥사, p.47, 77). 이들 부도는 한국의 부도(浮屠)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

기의 통일신라 시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접적인 비교대상인 석조 유구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이전 목조건축의 지렛대 형식과 수평에 가까운 추녀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

43 차주환, 2014, 앞의 책,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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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귀서까래의 경우는 중국의 당오대

(唐五代) 시기에 유행하던, 평행복사연(平行輻射椽)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건축들의 추녀 구조는 수평 

형태의 대각량(大角梁, 추녀)과 내부에서 추녀마루의 틀을 

형성하는 속각량과 은각량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부석사 

무량수전은 추녀의 중간부분부터 귀서까래가 붙지 않으며, 

추녀의 끝뿌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구조로 이런 부분은 

부석사 무량수전만의 특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평 추녀 

형식인지는 한국의 현존 목조건축의 비교 대상이 없어 현

재까지는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재기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일제시대 보수로 

인한 구조 변형설과 맞배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바꿨을 가

능성, 그리고 중국 남방 지역과의 연계성 등은 고려시대 이

전의 사지나 왕궁의 건물을 복원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

지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부석사 무량

수전의 측면 지붕부 결구 구조와 추녀와 귀서까래 등의 결

구 수법 등은 고식(古式)의 기법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향후 좀더 진일보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44

44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 및 어칸과 퇴칸의 비례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이전 폐사지에서 유사한 비례를 나타나는 곳이 있다. 감은사지 금당지(통일신라, 682년 

창건)는 평면 형태와 수습 유물 등을 검토하면 팔작지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칸(3.5m)과 퇴칸(2,5m)의 비례가 1:0.71로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치가 거

의 같다. 또한, 원원사지 금당지(8세기 말기)는 어칸(4.79m)과 퇴칸(2.58m)의 비례가 1:0.54, 영암사지 금당지(9세기 초기)는 어칸 5.24m)과 퇴칸(2.45m)은 

1:0.46의 비례를 가져 부석사 무량수전의 어칸과 퇴칸 비례보다 더욱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비례는 중국 당오대(唐五代) 건축인 천태암 대전, 

광인왕묘 대전 등(표2 참조)과 유사한 어칸과 퇴칸 비례를 나타내어,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지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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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side framework structure of the hipped and gable roof of Muryangsujeon 

at Buseoksa Temple. There is a record that Muryangsujeon was deconstructed and repaired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 and its authenticity has continuously been called into question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hipped and gable side roofs, and the bonding of the rafters and eaves were not in good order and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Joseon Dynasty. Scholars date it differently. It is either dated at 13th century or 12th century.

This study compares the non-planar configuration of the middle and front proportions of Muryangsujeon’s 

hipped-and-gable-roof framework with those of the Tang(唐) and Song(宋) Dynasties in China. It concludes 

that the hipped-and-gable-roof framework of those architecture were built with the same technique. The style 

of architecture that side rafters directly touch the internal security (梁), like in Muryangsujeon, is not usual even 

among the hipped and garble roofs of the Tang(唐) and Song(宋) Dynasties. The technique of constructing the 

hipped roofs developed much further after the Tang Dynasty because they began to use garble eaves to build 

the side structure. The technique seems to have developed greatly by the period of Ming and Qing Dynasties. 

It also seems that the parallel-flat (平行輻射椽) rafter, which is the form of rafters used between the parallel-

rafter period and the half-flat-rafter period is very similar to the construction style of the current rafters of 

Muryangsujeon. However, the Muryangsujeon’s eaves do not touch the corner rafter from the middle part. This 

seems to be a unique style, which is not common in China. In conclusion, the style of the side roof framework 

of Muryangsujeon at Buseoksa Temple is not of the China’s southern regions, but of the northern regions of 

Tang(唐), Song(宋) and Liao(遼) Dynasties. And when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year and proportions of the 

middle front and side front on the same flat, this must be an ancient technique of the northeastern regions of 

Asia. Since it is likely that the structure of the side roof framework of Muryangsujeon at Buseoksa Temple has 

not been altered but is a unique style of hipped and gable roofs, this roof can serve as a good guide to restoring 

the hipped and garble roofs of the pre-Goyreo Dynast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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