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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한국 건축의 첨(簷)과 퇴(退)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   裵 昶 鉉

指導敎授   田 鳳 熙

첨(檐, 簷)과 퇴(退)는 건물의 외부와 중심 공간 사이에 형성되는 경계 공

간으로, 외부와 내부 공간의 중간적 속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첨 공간이나 개방

형 퇴는 벽이나 창호로 막혀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 공간은 시각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외부 공간에 가깝지만, 지붕으로 덮여 있다는 면에서는 내부

공간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과 퇴는 건물의 내 ̝외부 양쪽에

서 모두 접근이 쉬워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바닥과 입면의 구성도 다

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 구성의 유형적 선후관

계를 살피고, 그러한 유형의 발생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

다. 또한, 첨과 퇴가 보다 합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발생되었던 구조적

조절 요구에 대응해나가며 한국 건축의 특징적인 요소로 정착되는 과정을 유형

적 고찰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첨과 퇴의 공간적 발전은 서까래를 돌출시켜 지붕면을 비교적 길게 돌출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경향과도 맥을 함께 한다. 그런

데 한국 건축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로 온돌과 마루 조합의 보편화에 따라 공간

사용 방식이 변화되는 전환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첨과 퇴에도 바

닥에 마루를 설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건물 내부의

바닥 형식 변화는 경계 공간인 첨과 퇴에 마루가 설치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된

다. 변화의 과도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경계 공간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

과는 다른 상부가구의 유형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구조적 효율을 위한 변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경계 공간으로서의 지위는 점차 첨에

서 퇴로 이전(移轉)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의



ii

형식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띄며, 이러한 변화의 끝은 한국 건축의 고유한 공

간 구조적 성격을 규정하는 건축 요소 중 하나인 툇마루에서 극적으로 나타난

다.

첨은 여러 부재들의 조합으로 특정한 위치에 구성되는 공간의 명칭에서

비롯되었고, 이 공간을 구성하는 부재들은 목구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지붕틀을 이루는 여러 부재들이 분화되지 않았던 목조건축 발전의 초

기 단계에서는 첨의 구분 역시 모호하여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가로 부재들로

구성되는 부분을 통칭하였다. 그러나 목구조의 발달로 첨을 구성하는 부재들이

분화되었고, 각 부재들의 명칭과 첨의 공간적 의미도 점차 명확해졌다. 현재의

처마는 지붕의 끝 부분을 이루는 부재들의 조합 또는 건물의 가장 바깥쪽의 기

둥 또는 벽면과 지붕 끝 사이의 공간을 뜻한다. 대개의 목조 건축에서 처마공간

은 외기에 면한 쪽의 하부로 노출된 서까래, 공포를 이루는 여러 부재들의 조

합, 기둥 상부의 방(枋) 등 주로 상부의 가구 부재로 구성된다. 첨은 주된 출입

이 이루어지는 정면으로서의 차별성이 있으며, 그 구성 방식에 따라 건물 전체

의 격을 결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퇴는 첨과는 달리 건물의 최 외곽 기둥 열 안쪽에 형성된다. 따라서 퇴의

발생 유형 역시 기둥 열의 구성으로 인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내부 공간의 기둥을 뜻하는 내주(內柱)가 생기지 않는 3량가의 유형보

다는 고주를 사용하는 5량가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퇴의 발생이 반드시 5량가의 기둥 열 구성으로 인해 분할된 공간으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량가로 구성된 건물의 한 쪽 편으로 새로운 기

둥을 물려 설치한다면, 그 기둥이 곧 퇴주(退柱)가 되며, 퇴주 안쪽에 형성되는

공간은 퇴칸(退間)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한쪽 편으로만 퇴칸이 형성되는 경우

비대칭 지붕을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붕을 가진 거의 모든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첨과는 달리 퇴는 선택적으로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 건축

에서 퇴는 특히 조선 중기 이후로 마루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간적 역

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3량과 5량의 목구조는 이전과는 다

른 유형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공간적 합리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목구조가 조절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건축의 첨과 퇴 형식과 이용방식의 극적인 변화는 조선 중기부터 관

찰된다. 조선 중기까지는 퇴를 두지 않고 첨에만 마루가 설치되었던 유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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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적지 않지만,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퇴를 두고 마루를 설치한 유형으

로 변화된다. 이는 기둥 열 바깥의 첨보다는 안정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둥 열 안쪽에 위치한 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바

닥 형식의 변화가 생기자 건물의 내부와 외부는 이전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첨에서 주로 담당해 오던 경계 공간으로서 역할은 첨과 연접한 퇴의 구성을 통

해 보다 다양해진 것이다. 첨과 퇴의 이러한 변화는 주택, 궁궐, 서원, 향교, 사

찰 등 한 종류의 건축형식에만 국한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각 형식들 간에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 중기를 전 후로 의례용

전각의 실내에는 마루가, 퇴에는 전돌이 설치된 과도기적 사례가 관찰되며, 이

후에는 점차 전돌이 설치되었던 의례적 성격의 퇴 바닥형식 또한 마루로 대체

되는 모습이 보인다. 의례를 위한 퇴에도 마루가 사용되는 이 같은 변화는 조선

후기에까지 지속되어 20세기 초의 신선원전(新璿源殿)과 칠궁(七宮)에도 동일하

게 적용되었다.

툇마루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첨의 마루는 상대적으로 설

치 개소와 면적이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처마 내밀기의 폭이 줄어드

는 경향도 첨의 공간적 수요가 상당 부분 퇴로 전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으로 생각된다. 새롭게 생겨난 툇마루는 특히 온돌방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의 구조적 대응은 도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량가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보통 내주(內柱) 없이 두 개의 기둥만으

로 이루어지는 가장 간소한 상부가구 형식인 3량가에서는 대들보 하부에 샛기

둥을 세워 전면에 툇마루 공간을 두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이 경우 한정된 대

들보의 폭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므로 채 1미터가 되지 못하는 최소한의 툇마루

폭을 확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들보의 전면에 별도의 보를

추가로 설치하는 퇴량형 3량가(退梁型 三梁架)의 유형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보편적인 1.2미터 내외의 툇마루 폭

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 유형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기존의 샛기둥을 두는 방

식을 대체해간 것으로 보인다. 퇴량형 3량가의 구성은 확보할 수 있는 보 방향

의 폭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가묘 보급과

함께 지속되었으며, 일부 건물에서 보이는 4량가의 형식과 유사한 비대칭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둥 열의 구성에 의해 퇴칸이 형성되는 고주를 둔 5량가에서는 고

주와 퇴주 사이의 공간에 마루를 설치하는 형식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중도리의 위치에 맞추어 툇마루의 폭이 고정된다는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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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중도리가 건물의 중심부로 깊게 들어가는 3분변작의 경우 건물의 규

모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폭의 툇마루가 형성된다.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는 툇마루의 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조선 중기 이후로는

고주를 사용하는 방식 대신에 편주를 사용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편주형 5량가(偏柱型 五梁架)는 중도리의 위치와 툇마루의 폭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로는 기존의 고주형 5량가의 형식을 대

체해간 것으로 보인다. 편주형 5량가 중에서는 툇마루를 설치하는 기준이 되는

기둥이 중도리의 위치보다 외부 공간 쪽으로 치우친 외편주(外偏柱)를 설치한

사례가 많지만, 요구되는 툇마루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중도리의 위치보다 내부

공간 쪽으로 치우친 내편주(內偏柱)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한편, 전면으로 보다 넓은 첨과 툇마루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칭의 지붕구

조를 형성하는 모습들도 관찰된다. 이러한 형식은 툇마루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

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 중기의 주택이나 일부의 불전 등에서 특히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4량가와 같이 비대칭의 상부가구를 사용

하지만, 건물의 전 후면으로 대칭의 지붕을 두는 사례도 있는데, 툇마루의 사용

을 위한 비대칭 상부가구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의 첨과 퇴 구성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 첫째, 툇마루 구성

의 합리성 재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유형, 둘째, 전첨의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하기 위한 개방형 전퇴 구성의 유형, 셋째, 첨과 퇴의 확장적 구성을

위한 유형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건축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생활과 의례 공간의 전반에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국 건축의 전반에 걸친 첨과 퇴의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활과 의례 공간을

함께 다루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첨과

퇴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하며 조선 후기에 정착되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한국 건축이 조선 중기 이후 동아시아 문화권의

목조건축 전통 안에서 독자적인 고유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主要語 : 첨, 퇴, 툇마루, 지붕가구, 퇴량형 3량가, 편주형 5량가

學  番 : 2013-30933



v

目 次

▣ 국문초록 ··············································································································ⅰ

▣ 목차 ······················································································································ⅴ

▣ 표 목차 ················································································································ⅷ

▣ 그림 목차 ············································································································ⅷ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6

1.3. 선행연구와 용어의 정의 ················································································ 11

1.3.1. 선행연구의 경향과 자료의 확장 과정 ············································ 11

1.3.2. 첨과 퇴의 구분과 관련 용어의 정의 ·············································· 15

제 2 장. 첨과 퇴의 기원과 상징 23

2.1. 첨의 기원과 구성 요소 ·················································································· 25

2.1.1. 첨의 자원(字源)적 의미와 기원 ······················································· 25

2.1.2. 목구조의 발달과 첨 구성의 분화 ···················································· 35

2.2. 첨의 기능과 상징 ···························································································· 42

2.2.1. 주 출입면의 기능과 정면성 ······························································ 42

2.2.2. 정면 첨(檐)과 측면 영(榮)의 구별 ·················································· 50

2.3. 퇴의 발생 유형과 첨 구성의 관계 ······························································ 54

2.3.1. 퇴의 발생과 상부가구의 관계 ·························································· 54

2.3.2. 정면 첨의 연장과 퇴의 형성 ···························································· 57

2.3.3. 중첨(重簷)의 구성과 퇴의 형성 ······················································· 59

2.4. 소결 ···················································································································· 62



vi

제 3 장.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경계 공간 65

3.1. 동아시아 건축의 경계 공간 구성 ································································ 67

3.1.1. 중국 건축의 첨 구성 ·········································································· 67

3.1.2. 일본 건축의 경계 공간 ······································································ 73

3.2. 한국 건축의 경계 공간 구성 ········································································ 79

3.2.1. 첨과 퇴의 공간적 관계 ······································································ 79

3.2.2. 첨과 퇴의 효용과 공간적 확장 ························································ 85

3.3. 첨과 퇴의 의례적 활용 ·················································································· 97

3.3.1. 의례 공간의 첨과 퇴 활용 방식 ······················································ 97

3.3.2. 돌출지붕과 중첨의 구성 ·································································· 105

3.4. 소결 ················································································································· 113

제 4 장. 조선 중기 경계 공간 구성의 전환 115

4.1. 한국 건축 바닥형식의 변화 ······································································· 117

4.1.1. 조선 중기 바닥형식 용어의 혼재상(混在相) ······························· 117

4.1.2. 조선 중기 이후의 온돌과 마루 조합 양상 ·································· 127

4.2. 첨하 마루의 도입 ························································································· 134

4.2.1. 첨하 공간 바닥형식 변화의 기록 ·················································· 134

4.2.2. 조선 중기 건축의 첨하 마루 ·························································· 138

4.3. 툇마루의 도입과 확산 ················································································· 155

4.3.1. 온돌방 전면 툇마루의 형성 ···························································· 155

4.3.2. 조선 중기 한성부 주택 전퇴 구성의 다양성 ······························ 162

4.3.3. 조선 중기 이후의 툇마루 확산 ······················································ 169

4.4. 소결 ················································································································· 175



vii

제 5 장. 한국 건축 첨과 퇴 구성의 정착 179

5.1. 툇마루 도입에 따른 상부가구의 조절 ····················································· 181

5.1.1. 툇마루 확보를 위한 3량가의 대응 ··············································· 181

5.1.2. 툇마루 조절을 위한 5량가의 대응 ··············································· 195

5.2. 첨과 퇴 확장을 위한 비대칭 지붕 ··························································· 210

5.2.1. 조선 중기 건축의 비대칭 지붕구조 ·············································· 211

5.2.2. 비대칭 지붕구조의 다양화 ······························································ 228

5.3. 조선 후기 첨과 퇴 구성의 정착 ······························································· 235

5.3.1. 개방형 퇴칸을 둔 1고주 5량가의 정착 ······································· 235

5.3.2. 가묘 보급을 통한 퇴량형 3량가의 정착 ····································· 246

5.3.3. 내‧외 편주를 둔 5량가의 정착 ······················································· 254

5.4. 소결 ················································································································· 271

제 6 장. 결론 273

▣ 參考文獻

▣ abstract



viii

▣ 표 목차

표 1-1. 현존하는 조선 중기 이전 목조건축 유구의 수 ··························································· 6

표 2-1. 첨(檐)과 영(榮)의 한‧중‧일 용어 구분 ········································································· 53

표 3-1. 조선 중‧후기 주택의 시대별 첨의 폭 ········································································· 83

표 4-1. 동호독서당 구당(舊堂)과 신당(新堂)의 평면형식 비교 복원도 ·························· 127

표 4-2. 조선 중기에 건립된 서원 강당의 평면형식 비교 ·················································· 128

표 4-3. 조선 중기 건축의 첨하 마루의 폭과 설치 위치 ···················································· 138

표 4-4. 강릉지역 별당형 정자 첨과 퇴의 마루 구성 ·························································· 140

표 4-5. 安東 河回 마을 養眞堂 사랑채와 안채 첨과 퇴의 마루 구성 ···························· 142

표 4-6. 경북지역 조선 중기 별당형 정자의 첨하 마루 ······················································ 144

표 4-7. 첨하에 마루가 설치된 불전의 사례 ·········································································· 153

표 4-8. 툇마루의 시기별 설치 위치 ························································································ 158

표 4-9. 조선시대 주택의 안방 위치와 툇마루 설치의 관계 ·············································· 158

표 4-10. 조선시대 주택 안방과 대청의 상대적 위치와 전면 툇마루의 설치 경향 ····· 160

표 5-1. 대청 전면에 툇마루가 없는 조선중기 양동마을 주택의 사례 ···························· 181

표 5-2. 샛기둥을 사용해 보 방향 공간을 분할한 좁은 툇마루의 사례 ·························· 186

표 5-3. 툇마루 도입과정과 3량 상부가구의 구조적 대응 ················································· 186

표 5-4. 합천 묘산 묵와고가 안채와 사랑채 상부가구 비교 ·············································· 188

표 5-5. 툇마루 도입과정과 5량 상부가구의 구조적 대응 ················································· 208

표 5-6. 전퇴칸 익공의 형식 비교 ···························································································· 221

표 5-7. 비대칭 지붕을 둔 불전의 사례 ·················································································· 227

표 5-8. 조선시대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 설치 비율 ························································ 240

표 5-9. 조선 중‧후기 안동지역 영당의 형식 변화 ······························································· 243

▣ 그림 목차

그림 1-1. 도리구조에서 첨 발달의 용이성 ················································································· 9

그림 1-2. 첨과 퇴의 구분 ············································································································ 16

그림 2-1. 원주(圓胄)와 첨주(簷胄)의 구분 ·············································································· 25

그림 2-2. 상첨(上簷)과 하첨(下簷)이 설치되는 대련(大輦) ················································· 26

그림 2-3. 움집 구조의 발전 단계 모식도 ················································································ 30

그림 2-4. 포천 자작리 2호 주거지의 평면도와 복원도 ························································ 31

그림 2-5. 하남성(河南省) 섬현(陝縣) 앙소문화(仰韶文化) 주거지 ····································· 32

그림 2-6. 서안시(西安市) 반파촌(半坡村) 주거지 복원도 ···················································· 33

그림 2-7. 수원 호매실‧금곡동 유적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공간구성 ····························· 33

그림 2-8. 중국 산동성 비성현 효당산묘사의 첨 ···································································· 36

그림 2-9. 한대(漢代) 도향당(陶享堂)의 첨 ·············································································· 37



ix

그림 2-10. 공포의 발생과 첨 구성 요소의 분화 ···································································· 38

그림 2-11. 첨에서 파생된 중국건축 목구조 용어 ·································································· 39

그림 2-12. 첨에서 파생된 한국건축 목구조 용어 ·································································· 40

그림 2-13. 박공면을 출입의 방향으로 사용한 고대 중국 건축의 사례 ···························· 42

그림 2-14. 정‧측면과 후면의 구성에 차별을 둔 한대의 가형토기 사례 ··························· 43

그림 2-15. 박공면을 출입의 방향으로 사용하는 고대 일본 건축의 사례 ························ 44

그림 2-16. 출입구를 둔 방향이 서로 다른 일본의 신사 건축 ············································ 45

그림 2-17. <太平成市圖>에 묘사된 패루(牌樓)의 모습 ························································ 46

그림 2-18. 범어사 조계문(曹溪門) ····························································································· 47

그림 2-19. 범어사 조계문 상부가구 ·························································································· 48

그림 2-20. ≪華陽洞志≫ 圖의 만동묘 영역과 정문 ······························································ 49

그림 2-21. <하옥전도(廈屋全圖)>의 류(霤)와 영(榮) 구분 ·················································· 52

그림 2-22. 상부가구의 량가(樑架) 구성과 퇴 발생의 관계 ················································· 54

그림 2-23. 2고주 5량 상부가구의 퇴 발생 유형 ··································································· 55

그림 2-24. 정면 첨의 연장에 의한 퇴 발생 유형 ·································································· 56

그림 2-25. 조선 중기 이후 샛기둥을 사용한 3량가의 퇴 구성 유형 ······························· 56

그림 2-26. 전면으로 연장된 첨과 퇴의 발생 유형 ································································ 57

그림 2-27. 전면으로 연장된 첨과 개방형 퇴칸을 묘사한 석곽 ·········································· 58

그림 2-28. 신라왕경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전퇴 구성 ·························································· 58

그림 2-29. ≪영조법식(營造法式)≫의 전당(殿堂)과 비전당(非殿堂) 첨 구성 ················· 59

그림 2-30. 은대(殷代) 호북성(湖北省) 황피현(黃陂縣) 궁전지의 복원도 ························· 60

그림 2-31. 발해 상경성 불교사원의 퇴 구성 ·········································································· 60

그림 2-32. 중국건축의 단첨(單檐廡殿, 歇山)과 중첨(重檐廡殿, 歇山) 구분 ··················· 61

그림 3-1. 山西省 太原市 晋祠 聖母殿 상‧하층 첨의 중첩된 구성 ····································· 67

그림 3-2. 河北省 正定縣 隆興寺 轉輪藏殿 ·············································································· 68

그림 3-3. 河北省 正定縣 隆興寺 慈氏閣 ·················································································· 69

그림 3-4. 지붕면의 적층과 입면에서의 첨의 비중 ································································ 70

그림 3-5. 隆興寺 摩尼殿의 돌출지붕 ························································································ 71

그림 3-6. 山西省 榆次市 城隍廟 玄鑒樓 단면도와 전경 ······················································ 72

그림 3-7. 일본 건축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 73

그림 3-8. 上: 나가레즈쿠리(流造), 下: 히요시즈쿠리(日吉造) ············································ 74

그림 3-9. 당초제사 금당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구성 ·················································· 75

그림 3-10. 흥복사 동금당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구성 ················································ 75

그림 3-11. 헤이안(平安)시대 불교건축의 向拜, 內, 外陣 구성 ·········································· 76

그림 3-12. 에도(江戶)시대에 증축된 실생사(무로지, 室生寺) 金堂 ··································· 76

그림 3-13. 교토(京都) 교오고코쿠지(教王護國寺) 금당의 중첨 구성 ································ 77

그림 3-14. 교토 뵤도인(平等院) 호오도(鳳凰堂)의 중첨 구성 ············································ 78

그림 3-15. 동일한 바닥 형식을 통한 첨과 퇴의 확장적 구성 ············································ 79

그림 3-16.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첨 하부의 마루 ···································································· 80



x

그림 3-17. 퇴가 없는 경우의 첨, 내부공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 ······································· 81

그림 3-18. 첨, 퇴, 내부공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 ································································· 81

그림 3-19. 조선시대 주택 마루 면적의 평균적 변화 양상 ·················································· 82

그림 3-20. 조선시대 주택 첨 폭의 시기별 변화 ···································································· 84

그림 3-21. <景慕宮舊廟圖>의 正堂의 前退 부분 ··································································· 88

그림 3-22. ≪國朝五禮序例≫의 <文昭殿圖> ··········································································· 89

그림 3-23. 法隆寺 五重塔 최하층의 もこし(裳層, 裳階) ······················································ 91

그림 3-24. 청진 6지구 16세기 문화층 시전행랑 발굴유구 ················································· 92

그림 3-25. 左: 창경궁 명정전 / 右: 창덕궁 인정전 ······························································ 94

그림 3-26. 지금과는 다른 인조대(仁祖代) 경희궁 숭정전의 퇴주(退柱) 인식 ················ 99

그림 3-27. 殿內‧殿下退柱의 표현이 담긴 인조대 ≪承政院日記≫의 부분 ····················· 101

그림 3-28. 영건의궤류의 高柱와 平柱 표기 ········································································· 102

그림 3-29. <정자각도(丁字閣圖)> ··························································································· 105

그림 3-30. <사당전도(祠堂全圖)> ··························································································· 106

그림 3-31. <의금부도(義禁府圖)>의 호두각(虎頭閣) ·························································· 107

그림 3-32. 흥국사 원통전의 차별적인 전‧후첨 구성 ··························································· 108

그림 3-33. 선암사 원통전의 전첨 구성 ················································································· 109

그림 3-34. 문경 봉암사 극락전의 평면과 단면도 ······························································· 112

그림 3-35. 창덕궁 존덕정의 중첨 구성 ················································································· 112

그림 4-1. ≪靜坐窩集≫, 卷之八, <答樂賢家禮疑問>의 正寢圖 ········································ 130

그림 4-2. ≪林下筆記≫의 덧신(分套) 사용에 관한 기록 ··················································· 133

그림 4-3. <東闕圖>의 옥화당 행각 첨하 마루와 중희당 행각 툇마루 ··························· 136

그림 4-4. <東闕圖>의 여러 건물에 묘사된 첨하 마루 ······················································· 136

그림 4-5. <溪上靜居圖>에 묘사된 첨하 마루 ······································································· 137

그림 4-6. 安東 臨淸閣 君子亭 첨하의 마루 ·········································································· 143

그림 4-7. 紹修書院 講堂 첨하의 마루 ···················································································· 146

그림 4-8.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첨하의 마루 ·········································································· 147

그림 4-9. 안동 봉정사 극락전 첨하의 마루 ·········································································· 147

그림 4-10. 개심사 대웅전 첨하의 마루 ················································································· 148

그림 4-11. 일제강점기 신안사 극락전 전면 기단공사 전‧후 ············································· 149

그림 4-12. 신안사 극락전 첨하의 마루 ················································································· 149

그림 4-13. 일제강점기 장곡사 하대웅전 첨하의 마루 ······················································· 150

그림 4-14. 大谷寺 大雄殿에 설치되어 있었던 첨하 마루의 추정도 ······························· 151

그림 4-15. 大谷寺 大雄殿 기둥 하부의 마루 귀틀 결구 흔적 ········································· 152

그림 4-16. 봉정사 극락전의 수리 전‧후 평면도 ··································································· 154

그림 4-17. 바닥형식 비율의 시기별 변화 ············································································· 156

그림 4-18. 마루 설치위치별 면적 비율의 시기별 변화 ····················································· 157

그림 4-19. 醴泉 義城金氏 南嶽宗宅의 온돌방 전면 툇마루 ············································· 159

그림 4-20. 안방과 대청 위치의 시기별 분포와 툇마루 설치 비율의 변화 ··················· 161



xi

그림 4-21. 조선시대 한성부 주택의 유구가 확인된 서울 도심의 발굴조사 지구 ······· 162

그림 4-22. 조선 중기의 ㄱ자형 건물지 유구 사례 ····························································· 163

그림 4-23. 조선 중기의 ㄷ자형 건물지 유구 사례 ····························································· 163

그림 4-24. 15-16세기의 한성부 건물지 유구 중 前退가 설치된 유형의 비율 ··········· 164

그림 4-25. 前退가 설치된 한성부 건물지 유구의 시기별 비율 ······································· 165

그림 4-26. 前退가 있는 한성부 건물지의 시기 및 평면형식의 비율 ····························· 166

그림 4-27. 웃방꺾음집의 평면형식과 유사한 ㄱ자형 건물지 유구의 사례 ··················· 166

그림 4-28. 뜰집의 평면형식과 유사한 ㅁ자형 건물지 유구의 사례 ······························· 167

그림 4-29. 전퇴칸의 바닥형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15세기의 건물지 ··················· 168

그림 4-30. 전퇴 공간의 바닥형식과 높이가 다른 제주 관덕정 ······································· 170

그림 4-31. 출입문이 있는 서재 3번째 칸, 동재 8번째, 13번째 칸의 전퇴에 마루가 설

치된 서울 문묘의 현 상황 ···················································································· 171

그림 5-1. 양동마을 무첨당 안채 온돌방 전면의 툇마루 ···················································· 182

그림 5-2.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안채 온돌방 전면 첨하 마루 ········································ 183

그림 5-3.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사랑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 183

그림 5-4. 합천 묵와 고택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 184

그림 5-5. 영천 만취당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 185

그림 5-6. 희이재사(希夷齋舍) 안채 툇마루 상부의 퇴량(退樑) ········································ 187

그림 5-7. 합천 묘산 묵와고가 사랑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89

그림 5-8. 안동 소호헌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0

그림 5-9. 남원 몽심재 안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0

그림 5-10. 함양 일두고택 아래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1

그림 5-11. 청도 운강고택 중사랑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2

그림 5-12.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안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3

그림 5-13. 거창 정온선생 가옥 중문간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 194

그림 5-14. 맹씨행단 전면 툇마루와 창호의 구성 ······························································· 195

그림 5-15. 전면 고주 열에 맞추어 설치된 맹씨행단의 넓은 툇마루 ····························· 196

그림 5-16.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안방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 197

그림 5-17. 만회 고택 사랑채 온돌방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 198

그림 5-18. 안동 의성김씨 종택 안채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 199

그림 5-19.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사랑채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 200

그림 5-20. 上: 회덕 동춘당 안채, 下: 홍성 노은리 고택의 대청 전면 툇마루 구성 ·· 201

그림 5-21. 송광사 하사당 온돌방 전면의 넓은 툇마루 ····················································· 202

그림 5-22. 황해남도 高井寺 圓通殿의 넓은 툇마루 ··························································· 203

그림 5-23. 일제강점기의 청평사 극락전 평면도와 전경 ··················································· 204

그림 5-24. 1977년 복원 이후의 청평사 극락전 측면 ························································ 204

그림 5-25. 영동 소석고택 안채의 2고주 5량 상부가구와 전‧후 툇마루 구성 ·············· 205

그림 5-26. 영동 소석고택 사랑채의 1고주 5량 상부가구와 전‧후 툇마루 구성 ·········· 206

그림 5-27. 고주(高柱)를 사용할 경우 중도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붕구조와 공간



xii

사용의 장‧단점 ··········································································································· 207

그림 5-28. 툇마루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주의 효용 ································· 209

그림 5-29. 퇴칸 확장으로 인한 비대칭 지붕의 구성 ························································· 210

그림 5-30. 툇보가 없는 상주 양진당의 전퇴 상부가구 ····················································· 212

그림 5-31. 상주 양진당 전면 첨하의 마루 구성 ································································· 212

그림 5-32. 주 양진당의 비대칭 지붕구조 ············································································· 214

그림 5-33. <東闕圖>에 표현된 숭문당(崇文堂)의 툇마루와 계단 ··································· 216

그림 5-34. 1830년 이후 재건된 숭문당의 전면 툇마루 구성 ·········································· 216

그림 5-35. 안동 임청각 안채 대청 부분의 평면과 비대칭 상부가구 ····························· 217

그림 5-36. 공평동 건물지의 비대칭 상부가구 추정 복원도 ············································· 218

그림 5-37. 비대칭 상부가구로 추정되는 공평동 건물지 ··················································· 218

그림 5-38. 청진지구 발굴 유구 회첨부 기둥 구성의 두 가지 유형 ······························· 219

그림 5-39. 안동 개목사 원통전의 비대칭 상부가구 ··························································· 220

그림 5-40. 강화 정수사 법당의 비대칭 상부가구 ······························································· 222

그림 5-41. 자혜사 대웅전의 비대칭 상부가구 ····································································· 224

그림 5-42. 성불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 ··························································· 225

그림 5-43. 성불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측벽가구 ··················································· 225

그림 5-44. 성불사 극락전 단면도 ··························································································· 226

그림 5-45. 퇴량형 3량가와 비대칭 지붕 4량가 유형의 구조적 유사점 ························· 228

그림 5-46. 해남 녹우당 안채(上) 해남 공재고택 안채(下)의 비대칭 상부가구 ··········· 230

그림 5-47. 여주 효종 영릉재실의 차별적인 보 구성 ························································· 231

그림 5-48. 여주 효종 영릉재실의 툇마루와 비대칭 상부가구 ········································· 232

그림 5-49. 화성 정시영고택 안채 좌측 날개채의 툇마루와 비대칭 상부가구 ············· 233

그림 5-50. 개심사 요사채의 비대칭  상부가구 ··································································· 234

그림 5-51. 김장생의 전옥·하옥(殿屋·廈屋) 오가도(五架圖) ··············································· 236

그림 5-52. 左:김장생의 <見儀禮旁通圖>, 右: 장혜언의 <鄭氏大夫士堂室圖> ·············· 239

그림 5-53.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 구성과 무고주 5량 구성의 전첨 공간 비교 ········ 239

그림 5-54. 종묘 정전의 개방형 전퇴 ····················································································· 241

그림 5-55. 종묘 제례시 전면의 첨과 퇴, 내부공간의 이용 모습 ···································· 241

그림 5-56. 개방형 전퇴를 둔 영전(影殿)의 사례, 화령전 운한각 ··································· 242

그림 5-57. 개방형 전퇴를 둔 조선 후기 영당의 사례 ······················································· 243

그림 5-58. 여주향교 대성전 ····································································································· 244

그림 5-59. 1고주 5량 상부가구와 개방형 전퇴에 마루를 설치한 毓祥宮 ····················· 245

그림 5-60. 함양 일두고택 사당의 툇마루와 퇴량을 둔 3량 상부가구 ··························· 249

그림 5-61. 청도 운강고택 사당의 툇마루와 퇴량을 둔 3량 상부가구 ··························· 250

그림 5-62. 충남의 건재고택 가묘와 김집선생사당 ····························································· 251

그림 5-63. 퇴량형 3량가의 원형과 간도리의 위치가 변화된 유형 ································· 251

그림 5-64. 남양주 동관댁 배치도 ··························································································· 252

그림 5-65. 남양주 동관댁 사당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53



xiii

그림 5-66. 안동 하회 양진당 안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55

그림 5-67. 안동 하회 양진당 안채 온돌방 전면의 툇보와 외편주 ································· 255

그림 5-68. 남원 몽심재 사랑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 256

그림 5-69. 강릉 선교장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 257

그림 5-70. 강릉 선교장 안채 대청 전면 툇보와 외편주 ··················································· 258

그림 5-71. 경주 교동 최씨고택 안채 대청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 258

그림 5-72. 경주 교동 최씨고택 안채 대청의 외편주 ························································· 259

그림 5-73. 정온선생고택 안채 대청의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0

그림 5-74. 정온선생고택 사랑채 대청의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0

그림 5-75. 묘향산 보현사 영산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1

그림 5-76. 묘향산 보현사 영산전의 전면과 전퇴의 공포 ················································· 262

그림 5-77. 묘향산 보현사 축성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3

그림 5-78.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본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3

그림 5-79. 임천서원 강당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4

그림 5-80. 정선향교 대성전의 평면도와 전퇴칸 상부가구 ··············································· 265

그림 5-81. 고성 왕곡마을 함석원 가옥의 배치도(左)와 정면(右上), 마루방(右下) ····· 266

그림 5-82. 고성 어명기고택의 넓은 툇마루와 상부가구 ··················································· 267

그림 5-83. 고성 어명기고택의 전면과 툇마루 상부가구 ··················································· 268

그림 5-84.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중사랑채 평면 구성 ····················································· 269

그림 5-85.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중사랑채의 상부가구 ··················································· 270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선행연구와 용어의 정의

1.3.1. 선행연구의 경향과 자료의 확장 과정

1.3.2. 첨과 퇴의 구분과 관련 용어의 정의



     



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건축에서 첨(檐, 簷)과 퇴(退)는 목구조 발달과정의 전 시기에 걸쳐

존재해 왔는데, 그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이 공간을 구성해온 방식 또한 다양

하다. 바닥의 형식을 기준으로 볼 때 기단 면과 동일하게 바닥을 높이지 않은

것도 있고, 마루를 설치한 것도 있다. 또한 입면을 구성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기둥만을 남겨두어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창호나 벽을 설치하여

구분한 경우가 있다. 첨과 퇴 형식에 이처럼 다양한 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

물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 짓는 경계에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

과 퇴의 구성은 연접한 중간 공간이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러

한 이유에서 첨과 퇴는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첨과 퇴의 다양한 구성 방식은 한국 건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공간적

변화에 대응하며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

특히 바닥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가령, 고대 건축의 첨과 퇴에 마루가 설치된 사례는 없는 반면, 조선 시대 건축

의 첨에 마루가 설치된 사례가 있으며, 조선 후기 주택의 퇴에는 거의 모든 경

우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의 이면에는 분명 변화의 원인이

된 이유와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던 과정에서의 실험적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첨과 퇴는 공간과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며 긴 시간 존재해왔다는 측면에

서 볼 때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처마의 곡선이나 툇마루의 공간

적 성격과 같이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주된 대상이 되

는 첨과 퇴는 그 자체로 한국 전통건축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이다. 이

연구는 첨과 퇴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통해 한국 건축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목

조 건축 전통 내에서 고유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면(一面)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의 발생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나 변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들을 명확한 선 후 관계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유

형을 분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또한, 첨과 퇴의 변화가 모든 시기에 균등

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전시기에 걸쳐 첨과 퇴를 대등한 비

중으로 다루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기별 유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사례를 가지고 첨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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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발생 과정과 변화의 유인, 그러한 변화에 대한 공간과 구조의 대응 과

정을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해내는 것을 지향한다.

첨은 현재는 처마와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목조건축에서

는 외기에 접한 기둥 열 또는 처마도리의 바깥으로 돌출된 서까래의 밑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1) 현재 한국에서는 첨이라는 용어보다는 처마라

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주로 첨하(檐下),

첨마(檐馬), 첨아(檐牙)로 표기되었다. 이중 “첨의 아래”라는 뜻의 첨하(檐下)는

처마라는 용어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 논문

에서는 첨이 건물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보호하는 건축의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과 함께 건물의 주된 정면으로서 상징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공간의 기능적 효용과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첨은 일상과 의

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변화가 지속되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퇴는 이러한 첨의 공간을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

조화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퇴는 첨을 형성하는 기둥의 안쪽에 위치하며,

지붕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기둥 열에 의해 첨과 어느 정도 구분될

수는 있지만, 벽이나 창호를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퇴 공간은 첨을 보다 넓게

활용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원래 “물러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시작

되어 공간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퇴 역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의례와 생활을

위한 여러 건물과 유구들에서 발견되고 있다.3)

1) 첨은 한국건축과 관련한 용어사전에서 처마와 동의어로 해석된다. 장기인,『韓國建築

辭典』, 普成閣, 2005, P.100. 에는 지붕이 처마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으로, 경기문

화재단,『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P.373 에서는 지붕의 끝이 외벽면보다 

바깥으로 내밀어진 부분, 특히 그 아래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2) 박재양,「추녀와 처마의 어원」,『人文科學』, Vol.38 No.-, 2006, P.176

3) 고대 불전의 경우 건물의 전면 또는 사면에 퇴를 둔 유형이 확인된 사례가 많기 때문

에 의례 공간에서 퇴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이유

로 한정호, 「東아시아 古代佛殿의 規模와 佛像의 相關性硏究」, 『文物硏究』, Vol.- 

No.24, 2013, p.1-32.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고대기 금당의 공간이 퇴칸에 의해 

전·후 또는 내·외진으로 구분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한반도의 전역

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김왕직,「발해 상경성 내 제1절터의 건축적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Vol.52 No.-, 2015, p.62-68.는 한반도 동북부에 위치했던 발

해의 건물지 유구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정미,「통일신라시대 도시주택에 관한 연

구 : 신라왕경(황룡사지 동편 S1E1지구)유적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6 No.5, 2010, p.241-248.를 통해 주택으로 추정되는 신라 왕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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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호되는 퇴의 형식과 선호도는 시기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

이는데, 일례로 고대시기의 주택에서는 퇴의 사용은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4) 이러한 경향은 조선 전기까지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전기까지는 첨이 보다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묘 건축을 비롯한 일

부의 행례 공간에서도 퇴에 대한 언급보다는 첨의 확장이나 첨하의 사용에 대

한 용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5)

조선 중기 이후로 건물의 바닥형식으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보편화되며

주택을 비롯한 많은 건물에서 내부공간의 높이와 재료가 변화되었다. 조선 중기

건축의 첨과 퇴를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나간 경계 공간의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 많은 문헌들에서 보첨(補簷)이라는 행위를 통

해 첨을 확장하려 노력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경계 공간의 효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6) 흔히 쪽마루로 분류되어온 첨의 마루 역

시 내부 공간의 형식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계 공간의 변화로 볼 수 있으

며, 툇마루가 도입되고 확산되어가는 조선 중기 이후의 과정도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첨과 퇴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관찰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상부가구의 구성은 일정부분 툇마루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첨과는 달리 퇴 또는 툇마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첨과 퇴의 다양한 구성 방식과 유형이 공간과 구조의 조절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고자 했던 건축 행위의 일면(一面)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적의 건물 전면에 퇴를 둔 유형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바 있다. 

4) 이정미, 앞의 연구, 2010, p.244.에서 살펴본 총 12개의 중심 건물지 중 퇴가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하다. 또한, 퇴의 기둥 열은 건물의 내부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 등 

다소 불완전한 구성을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고대 시기 주택의 전반적

인 유형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퇴를 설치하는 유형이 매우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마저도 구조적으로 완결적이지 않았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있

다.

5) 강영환,「한국 전통건축의 보첨과 차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Vol.25 No.12, 2009, p.279-286.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와 조선 전기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다.   

6) 강영환, 위의 논문, 2009, p.에는 보첨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재료와 형식이 소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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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의 공간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관찰되는 시기는 온

돌과 마루의 조합으로 대표되는 바닥형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조선 중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선 중기의 건축 유구를 중심으로, 인접 시대의 실

물과 문헌을 다루고자 했다. 언제까지를 조선 중기로 보느냐에 따라 그 수는 다

소 달라질 수 있지만, 16세기 이전에 건립되어 큰 소실을 겪지 않은 목조 건축

물은 불과 50여 동(棟)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이라는 대규모 소실을 겪은 후 17세기 초반에 중건되었지만, 비교적 조선 중기

이전의 형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들을 폭넓게 포함시켜도 전체적

인 수는 80여 동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 대상은 조선 후

기에 비해 실물 유구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측조사 및 해체 수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수준

의 일차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보다 깊은 분석이 가능한 여건이 조

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7) 또한, 200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발간되어오고 있

는 조선시대의 주택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조선 중기 이후의 변화 과정을 살피

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구분 불교건축 유교건축 주거건축 관아 문루 및 누정 기타 합계

국보 10 - - 2 1 - 13

보물 22 12 18 1 2 1 56

사적 - 9 2 2 - - 13

합계 32 21 20 5 3 1 82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16세기 이전에 건립되어 큰 소실을 겪지 않은 것들과 

17세기 초반에 중건되었지만, 비교적 조선 중기 이전의 형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들을 선별적

으로 포함시켜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례들에 대한 관점에 따라 유구의 수는 변할 수 있다. 

표1-1. 현존하는 조선 중기 이전 목조건축 유구의 수 

이러한 실물 연구대상의 양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가 필수

적이다. 다행히 당대의 문헌 및 회화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은 사라진 건축물과

건축 활동의 면면을 일부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7) 문화재청의 2019년 문화재정보를 기준으로, 국보, 보물 또는 사적으로 지정된 조선 

중기 이전의 목조건조물은 대략 82동 가량이며, 이들 개별 사례에 대한 보고서는 매

우 상세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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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왕실 기록물을 통해서는 특

히 퇴칸의 제도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관영 건축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민간에서 경영되었던 건축물의 경우에도 각종 중수기문(重修記文)과 16세기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한 문집의 기록을 활용하였다. 개중에는 동

호독서당(東湖讀書堂)과 같이 복원연구가 가능할 만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선 중기를 전 후로 편찬된 읍지(邑誌)나 지리지(地理誌)

를 통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을 겪으며 주요 건축물들의

대규모 소실과 재건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또한, 인접한 17세기는 영건의궤(營建儀軌)의 기록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인조대(仁祖代, 재위 1623-1649)의 ≪창경궁수리소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

都監儀軌,1633)≫,≪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1647)≫를 비롯해

효종대(孝宗代, 재위 1649-1659)의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

理都監儀軌,1652)≫, 현종대(顯宗代, 재위 1659-1674)의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

寧殿修改都監儀軌,1667)≫등의 기록을 통해 개수 전 후 건물의 규모와 형식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6-17세기의 여러 계회도(契會圖)를 비

롯한 기록화 또한 많은 참고가 된다. 이 중에는 문헌기록과 그림, 또는 실물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자와 그림의 상호 참조가 가능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각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유구의 실물자료 저변확대와 문헌

중심 연구의 성과는 조선 중기를 중심으로 한 첨과 퇴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

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졌음을 보여준다. 첨과 퇴의 변화 과정을 시대

사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부수적으로 조선 전기 건축연구

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 건축 전반을 다룬 통사류

의 저술과 궁궐, 주택, 서원, 불교, 유교건축 등 건축 유형별로 기술된 건축 역

사 저술들에서 접하는 조선 전기 건축에 대한 공통적인 한계는 고려 말, 조선

초와 조선 후기 건축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사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8)

8) 한국 건축을 다루는 통사류 저술은 다음과 같다.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

교 출판부, 1996; 김동욱, 『개정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13; 김봉렬, 『김봉

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세트』, 돌베개, 2006;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

판부, 2006;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대한건축학회, 2014; 한국건축역사학

회, 『한국 건축사 연구1』, 발언, 2003. 한편, 건물의 유형별로 그 역사를 다룬 저술

로는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조재모, 『궁궐, 조선을 말하다 : 

궁궐로 읽는 조선의 제도와 이념』, 아트북스, 2012; 신영훈, 『조선의 궁궐』, 조선



8

조선 중기 건축은 임진왜란 이전 당대인의 생활과 인식, 건축물의 구조와 기법,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조선 전기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방법론적 특징은 첨과 퇴를 건축의 경계 영역으로서의 속

성을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인 공간으로 설정하고, 고대의 형성기에서부터 변화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 정착기까지의 모습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룬다는 점

이다. 첨과 퇴는 기둥 열을 기준으로 한 위치관계에 따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

될 수 있지만, 건물의 외부와 중심 공간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중간적 공간으로

서의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계적 측면의 유사점에서 발생하는 구성

적 특징은 두 공간의 기원과 초기적 발달 과정을 비롯한 전 시기에 걸쳐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첨과 퇴를 전반적으로 함께 다루었으며, 각 장 별로

논지 전개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중국과 일본 건축의 일부 사례 중 첨 또는 퇴와 유사한 공간을 한국

건축의 첨과 퇴 발생유형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첨의 형성과 관련해 동아시아

의 목조건축 발전 단계에서 가장 일관된 모습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른 시기로

부터 지속적으로 도리구조를 발전시켜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리구조는 기둥

으로 이루어진 기반 위에 도리를 먼저 얹은 후 서까래를 올려 경사지붕을 만드

는 방식으로, 기둥 위에 서까래를 먼저 올린 후 도리를 설치하는 서까래구조에

대응되는 개념어이다. 지붕과 벽체가 분화되지 않았던 선사시대의 수혈주거에서

사선부재를 이용해 직접 공간을 만들던 방식이 입가(立架)원리에 입각한 서까래

구조에 가깝다면, 이후 동아시아 건축문화를 주도한 것은 보를 비롯한 가로 방

향의 부재를 적층(積層)시키는 도리구조에 가까운 형식이었다.9)

도리구조에서는 구조적 부담이 적은 서까래를 돌출시켜 자연스럽게 처마

밑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 이른 시기부터 특징

적으로 발달시켜온 공포(栱包, 斗栱, 組物)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첨의

공간을 형성하는 서까래를 외부 쪽으로 멀리 내밀기 위함이었으니, 도리구조와

첨의 발달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첨과 퇴와 관련한 각국의 건축 용어와

일보사, 1998; 전봉희 권용찬 저,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이상해, 

『書院 : 朝鮮時代 社會文化史의 深遠한 흐름을 이어온 講學과 祭享의 建築空間』. 

열화당, 1998; 김봉렬, 『불교건축』, 솔, 2004;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등이 있다.

9) 이강민, 『도리구조와 서까래구조』, 시공문화사, 2013, 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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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래 구조의 첨 도리 구조의 첨 

그림 1-1. 도리구조에서 첨 발달의 용이성 (이강민,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구조원리와 지붕구조의 유형』, 2009, p.68의 그림 Ⅲ-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세부적 구성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구조 원리 자

체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퇴는 첨을 구성하는 기둥 열 안쪽

에 형성되며, 경우에 따라 창호를 설치해도 공간의 명칭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첨과는 구분된다. 기둥 열의 구성에 의해 형성되며, 중심 공간을 둘

러싸는 주변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국 건축의 퇴는 고대기 중국과 일본 건축의

공간 구성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고대기로부터 존재한 개방형 퇴칸

과 유사한 공간은 이후에도 각국의 건축 역사 전반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특

히 첨과 퇴의 구성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건축적 효용은 더욱 유사성이 짙다.

둘째, 주로 조선 중기의 유구와 문헌을 대상으로 주거로 분류되는 생활공

간과 비주거로 분류되는 의례공간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중간적 공간으로서의

첨과 퇴는 내부공간의 변화에 반응하며 대체로 그 형식이 동질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조선 후기 한국건축의 첨과 퇴 구성에서 주택과 일부 전각에도 유사

한 형식의 툇마루가 설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는 조선 중기를 전 후로 달라진 한국 건축 바닥형식의 변화가 있다. 온돌과 마

루의 확산은 주거 공간을 비롯해 유교와 불교의 의례 공간, 궁궐과 객사 건축에

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는 내부 공간의 형식 변화가 본격화된 시기

이니, 이후 한국 건축의 독자적 성격을 결정하는 툇마루라는 건축 요소가 생성

되어 여러 건축 형식에 정착되기까지의 과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시기에 따라 첨과 퇴를 다루는 비중에 다소 차이를 두고자 한다. 첨

과 퇴의 초기적 발생유형과 의미를 다루는 논문의 전반부는 첨의 구성과 상징

에 보다 주도적인 위상을 부여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분적으로는 퇴가 중첩된

첨 구성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반면, 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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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반부는 주로 조선 중기를 전 후한 시기에 발생되어 이후로 한국 건축의

독자적인 성격을 형성한 툇마루의 공간적 성격과 상부가구의 구조적 변화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부분은 마루의 도입 이후 첨에서 퇴로 향하는 중간 공

간의 전이(轉移) 과정, 툇마루의 보편화 이후의 상부가구 대응의 유형 등의 내

용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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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와 용어의 정의

1.3.1. 선행 연구의 경향과 자료의 확장 과정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로 분류될 수 있는 공간을 다룬 연구들은 대개 개

별적인 건물의 일부로써 다루어지거나,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 형식으로 세분화

되어 주로 특징적인 모습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10) 특정 건물과

건축 유형을 다루는 이러한 연구의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한국 건축의 첨과 퇴

에 대한 공간적 의미에 대해 통시적 고찰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졌

다. 전근대시기의 문헌에서 주로 첨(簷)이라고 기록된 처마 밑 공간의 사용과

주택의 툇마루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들을 정리한 강영환의 연구들은 툇마루 자

체의 형식과 공간적 성격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연구의 시각을 건물의 전면부,

진입부로서의 포괄적 공간으로 확장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11) 첨과 퇴는

외부 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간적 공

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처마공간과 툇마루를 대상

으로 한국 건축의 미감과 공간 구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에 천착해 온 것은

내 외부의 경계에 형성된 첨과 퇴의 다면적 성격에 매료된 때문일 것이다.12)

10) 주로 영남지역의 주택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의 주택 사례들의 차별성을 살핀 강영환, 

「한국 남부지방 민가의 지구적 특성」,『건축역사연구』,  Vol.4 No.1, 1995에서는 

툇마루가 발달한 남부 지방 주택의 3량가 구성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툇마루 상

부의 삼량동보의 존재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비롯해 특히 한국건축사학사의 

전개과정에서 지속되어온 주요 전각과 주택의 보고서와 선행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첨과 퇴에 관한 서술들은 여기서 전부 언급되기 어려운 정도이니, 본문의 참

고문헌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1) 문헌과 회화 자료들을 고찰해 처마와 툇마루의 발달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강

영환, 「한국건축 처마공간의 인식과 성격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Vol.25 No.8, 2009; 「한국 전통건축의 보첨과 차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5 No.12, 2009는 그동안 건물의 부가적인 

공간으로서 인식되어 오던 처마의 근본적 성격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2) 처마공간과 툇마루에 대한 연구로서는 1980년대의 박언곤,「空間의 境界線과 開口

部」,『공간』, 1984, p.123-125.를 비롯해 박한규, 채상우,「한국 전통 건축언어에 

있어서 “퇴”의 해석에 관한 연구: 민가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9 No.2, 1989, p.217-220. 등이 있고, 1990년대의 채상우,『韓國傳統 

建築言語에 있어서 "退"의 解析에 關한 硏究 : 民家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0, 이은정, 박언곤,「전통주거건축의 처마공간에 관한 연구」,『대한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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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에서 툇마루가 사용되었던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살핀 조은경, 한주성의 연구는 공간적 필요와 건축적 대응의 관점에서 툇마루

설치에 대한 시대적 배경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 연구는 그

간 특수사례로서만 논의되어왔던 불전의 툇마루를 조선 중기 이후의 툇마루 보

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로 보고자 하는 필자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13)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건물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정적인 시대적 범위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이 연구에서 첨과 퇴 공간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

졌다.

이 연구는 개별적인 건물과 유구를 대상으로 그간 조사된 자료들의 내용

을 시대사적 시각에서 종합하였다는 성격을 갖는다. 첨과 퇴라는 요소들을 통시

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 대상의 편년과 형식은 물론 분야별

로 심도 깊게 진행되어온 전반적 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서술을 참고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격에 따라 일제 강점기의 조사 자료를 비롯해,

7-80년대에 집중되었던 주요 문화재의 수리 기록을 활용하기도 했고, 90년대 이

후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조선시대 유구에 대한 보고서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이용하기도 했다. 첨과 퇴는 궁궐, 종교건축, 주택 등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건축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니, 이에 해당되는 건물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폭 넓게 확보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조사와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실물 중심의 일차적인 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형성되어온

성과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종합하고자 했던 이 연구는 주로 그간의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선행연구와 자료 확장 과정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생산 활동으로서의 건축 작업이 아닌 근대적 학문의

태도로 한국 건축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인 20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8 No.1, 1998, p.291-296. 를 비롯한 여러 연구

가 있다.  연구 주제로서의 툇마루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송혜진,『엔(緣)·엔가와(緣

側)와 툇마루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야기에서 발췌한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학술 논문이 아닌 자유 형식의 

기고문은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다.  

13) 조은경, 한주성,「불전 건축의 퇴칸 형성과 비대칭 가구 구성」,『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Vol.26 No.4, 2010, 조은경,「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변화」,『한국건

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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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반부터의 일이다. 일제 관학자들을 필두로 일제하 소수의 한국인에 의해

시작되었던 초기의 한국건축사학은 유구의 형태나 세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유

사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 편년을 판정하고, 시대적인 특징을 도출해내는 실증적

인 방법을 선택해왔다. 1930년을 전후한 이 시기의 연구가 이후 1970년대에 와

서 비로소 시작된 한국인에 의한 한국 건축사 서술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14) 이러한 태도는 1970년대의 연구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유적의 정리나 복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큰 비판 없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건물의

수리나 복원에 필요한 세부형태의 분석을 담은 조사 자료가 축적되었고, 한국

건축의 통사와 건축 양식의 연구서가 정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한국인 연구

자들에 의해 주도된 건축사학의 출발점으로서 적지 않은 성과로 볼 수 있다.15)

그러나 문화재 위주였던 이전 시기의 연구 대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양

한 대상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었다. 이 시기

건축사학의 학문적 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연구자의 인적

저변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기존에는 주요 문화

재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연구의 대상도 주택, 향교, 서원, 불교 건축, 정자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기대고 있는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자

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대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걸쳐 많은 주택 도면이 작성되었으며, 서민 주택과 상류층 주택에 대한

공간 특성, 마을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주택 외에도 불교, 서원, 관

14) 김동욱,「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한국건축사 연구1. 분야와 시대』, 발언, 

2003, 25-57.

15) 구 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교부 소속의 외

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새로이 발족된 것은 1961년 10월의 일이었으나, 본격적인 정

비 사업이 시작된 것은 분과가 나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71년 

문화재과는 문화재 1·2과로 분리되었으며 1973년 문화재관리관과 경주사적관리사무

소를, 1975년 문화재연구소와 민속박물관을, 1977년 문화재보수과를, 그리고 1978

년 문화재기획관과 문화재3과를 각각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수리 

공사로는 법주사 팔상전, 봉정사 극락전 등의 해체수리가 있으며, 도산서원 정비

(1969-70), 불국사 복원(1973), 진주성 정비(1975), 강화전적비 정비(1976-78), 수

원성 복원 정비(1976-80)등이 있다. 정부주도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

으로는 한국건축사의 개설서도 활발하게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윤장섭의 『한국건축

사』(1973), 정인국의 『한국건축양식론』(1975)를 비롯해 신영훈의 『한옥과 그 역

사』(1975), 김정기의 『한국목조건축』(1979), 주남철의 『한국건축의장』(1979)는 

이 시기 건축사 분야의 대표적인 개설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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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에 대한 1차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16) 보존 가치가 있는 많은 주택을 비

롯해 사찰, 유교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정밀실측조사 자료가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종교 및 공공건축, 주거 건축, 마을과 도시, 근대 건축 등으로 연구의 대상

이 확대되었던 1980년대의 경향은 90년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한편, 그간

새롭게 확충된 자료들을 보충한 통사의 저술도 활발해졌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건축역사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어온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과 ≪영건의궤(營建儀軌)≫를 비롯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

록(日省錄)≫등 유사한 유형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보다 세밀하

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

(地理志), 풍수지리와 관련한 양택서(陽宅書) 등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에서 활용되기도 했으며, 주택과 마을의 연구와 관련한 문집과 ≪국조오

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등의 예서를 활용한 연구도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규장각(奎章閣)과 장서각(藏書

閣)등의 국학 관련 기관에 한국사 관련 문헌의 Data Base가 구축되고, 웹을 통

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적되어온 그간의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연구에 더

해 2000년대 이후로 특히 용이해지기 시작한 문헌 자료의 접근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별 유구들에 대한 보고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개별 주택에 대한 연구

들은 지역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일단의 성과로 정리되었

다.

16) 신영훈의 『한국의 살림집』(1983), 박언곤의 『한국의 정자』(1989), 김지민의「조

선시대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 (1),(2)」(1984, 1986), 김은중의「조선시대 서원건축

에 관한 연구」(1985), 주남철의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1984) 등 이 시기 건축

사학의 연구는 건물의 용도별 분류를 기반으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

한 연구 주제의 분류는 이후 연구자별로 종교 및 공공 건축, 주거건축, 마을과 도시, 

근대 건축 등으로 세분화해 나가는 건축역사학의 분야별 전문화의 시작점으로서의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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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첨과 퇴의 구분과 관련 용어의 정의

건축 공간은 지붕, 바닥, 기둥, 벽 등의 구성요소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외부 공간에 바닥만을 조성한 공간은 단(壇) 또는 대(臺)

가 되며, 이들은 대개 지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간으로 인식된다. 동아

시아 문화권에서 전통시대로부터 존재해왔던 천단(天壇), 지단(地壇), 일단(日

壇), 월단(月壇), 사직단(社稷壇), 선농단(先農壇)과 같은 단류(壇類) 건축은 지표

면과의 높이 차이만을 두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단이나 대에는 주로 원형 또는

방형의 바닥을 중첩되어 지표면에서의 물리적인 높이를 올리는 구성을 하게 되

는데, 이를 통해 하늘을 향한 기원을 표상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붕만으로 형성되는 공간을 ‘첨’(簷, 檐)이라고 한다. 첨은

우리말 처마의 어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고어(古語)이다. 현대에는 처마라는 말

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으니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목조건축에서는 외기에 접

한 기둥 열 또는 처마도리의 바깥으로 돌출된 서까래의 밑 부분을 지칭하는 용

어로 정의된다.17) 첨은 지붕을 통해 상부가 덮여있지만, 대부분 측면은 개방되

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전근대시기의 문헌에서 첨은 지붕으로 덮인 공

간 자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가령, ≪궁궐지(宮闕志)≫와 같은 기

록에서는 지붕이 두 개 이상인 중층의 건물을 의미하는 중옥(重屋)은 중첨(重

簷)으로 기록되어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된 단층의 전각

을 ‘단첨무전’(單檐廡殿), 중층의 전각을 ‘중첨무전’(重檐廡殿), 팔작지붕으로 구

성된 단층의 전각을 ‘단첨헐산’(單檐歇山), 중층의 전각을 ‘중첨헐산’(重檐歇山)으

로 구분한다. 조선 전기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보첨(補簷)은 대부분의 경우

처마를 덧댄 구조물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지붕으로 덮인 공간 그 자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다.18)

17) 한국건축과 관련한 용어사전에서 첨은 모두 처마와 동의어로 해석되고 있다. 장기

인,『韓國建築辭典』, 普成閣, 2005, P.100. 에는 지붕이 처마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으로, 경기문화재단,『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P.373 에서는 지붕의 끝이 

외벽 면보다 바깥으로 내밀어진 부분, 특히 그 아래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18) 조선 전기의 종묘에서도 10척의 보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벽이 없고, 

지붕으로만 덮인 동‧서상 건물이 지어지는데, 조상순,「창건과 수리, 조선시대 종묘의 

건축적 고찰」,『서울학연구』, Vol.- No.43, 2011에서는 보첨이라는 표현이 곧 동

상과 서상 건물을 뜻했던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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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넓은 의미에서는 비나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구조물도 똑같이

‘첨’이라고 했으니, 양산(陽傘)의 가림막, 가마와 같은 이동수단에 설치된 차양과

유사한 구조물 등도 ‘첨’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모자의 챙을 첨

(檐)이라고 한다. 중국 건축에는 첨방(檐枋), 첨액(檐額), 첨두(檐头), 첨름(檐檁),

첨단(檐槫)과 같이 첨에서 파생된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첨

차(簷遮)와 관련된 부재들에서 첨의 언어적 유흔(遺痕)을 찾을 수 있다. 이 논문

에서 사용된 ‘첨’ 또는 ‘첨하’(檐下)라는 표현은 현재의 처마 밑 공간과 유사하므

로, 처마 공간이라 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원과 변화 과정을 살피려

는 의도에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퇴(退)는 첨과는 달리 건물의 가장 바깥 쪽 기둥 열 안쪽에 위치하는 공간

을 말한다. 첨은 지붕으로 덮여있지만, 대개 바깥쪽으로는 기둥을 두지 않기 때

문에 창호나 벽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첨은 기본적으로 외부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방되어 있던 지붕 밑 첨을 벽이나

창호로 막는 순간, 첨은 사라지고 그 공간은 내부가 된다. 반면, 퇴는 툇기둥(退

柱) 열을 기준으로 첨의 안쪽에 형성된 공간이다. 지붕으로 덮여있지만 툇기둥

열에 창호나 문을 설치할 수 있어 필요시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첨과는 다

르다. 그러나 지붕으로 덮여 있고, 첨과 연접한 부분의 기둥 열 사이를 벽이나

창호로 막지 않고 개방한 경우에는 첨과 유사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첨 또는 퇴는 내부공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

며, 실제로 방 옆에 딸려 이불이나 살림을 수납하는 작은 크기의 반침(半寢)은

내부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해 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檐 檐 內部 檐 退

그림 2-2. 첨과 퇴의 구분

한국 건축에서 퇴를 두었던 흔적은 고대시기의 불전이나 주택으로 추정되

고 있는 신라 왕경의 건물지에서도 나타나므로 이른 시기에서부터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려 고종(高宗, 재위 1213-1259) 8년에서 13년 사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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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것으로 알려진 <수선사형지기(修禪社形止記)>에는 “전면과 후면 퇴 기둥

8개의 길이가 7자 7치이다.”와 “전면의 퇴주 높이는 4자 3치이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기도 했다.19) 퇴는 원래 “물러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조선 시대의

문헌에서는 벼슬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된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물러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던 퇴가 건

물의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다

만, 퇴주라는 표현이 건물의 내부공간에 세워진 기둥보다 한 칸이나 반 칸 정도

를 외부 쪽으로 물려서 설치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처럼, 퇴칸(退間)이라는

용어 역시 내부공간에서 외부 쪽으로 물러나 있는 칸이라는 뜻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원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 공간으로서 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접한 내부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퇴는 외부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한 첨과는 달리 내향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러한 의

미에서 한국 건축의 퇴는 완전한 외부나 내부의 공간이 아닌 반외부적인 공간

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국 건축에서 퇴에는 마루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퇴는 툇마루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퇴의 구성이 확인되는 고

대에서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건축의 첨과 퇴는 조선시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닥에 마루가 설치되는 보편적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더구나 건물의 내부공간의 높이와 비슷하게 설치되는 구성의 특성상 툇마루가

보편화된 시기는 한국 건축에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확산되어가던 조선 중기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 툇마루의 등장은 내부공간의 형식 변화와 선 ̝후 관계

에 있다.

“퇴와 툇마루는 사이 공간, 매체 공간, 매개 공간, 회색 공간, 전이 공간, 경계 공

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퇴와 툇마루는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반 외

부 공간이고, 안과 밖을 연결하는 위계적 공간의 겹(Layer)이며, 각 공간을 연결하

는 전이 공간인 데다 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유보 공간이며, 내부와 외부의 

활동을 보좌하는 부속 공간 구실도 한다.” 20) 

한편, 첨과 퇴는 내부공간과 비슷한 높이로 마루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19) <修禪社形止記> 中

   (前略) 前後退柱捌 各長柒尺柒寸 (中略) 前退柱肆 各高肆尺參寸 (後略) 

20)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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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 면과 같은 재료와 높이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온돌과

마루 조합이 보편화되면서 한국 건축의 전형적인 내부공간의 형식과 사용 방식

은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다. 바닥 높이의 변화와 건물 내부에서 신발을 벗는 탈

화(脫靴)의 관습은 첨에 마루가 설치되기 시작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1) 첨 또는 퇴의 바닥에 마루가 설치되면, 지붕이라

는 1차적인 건축적 요소 외에도 외부 공간과의 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더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발을 벗고 내부공간을 이용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마룻바닥이 깔린 첨과 퇴는 내부공간과 보다 쉽게 연결되는

공간이 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반대로, 바닥이 설치되지 않고, 기

단 면과 같은 높이로 구성된 첨과 퇴는 외부 공간에서의 사용이 보다 편리했을

것이다.

첨과 퇴에 마루가 설치되면서 이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첨과 퇴에 설치된 마루를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주된 분류의 방법은 대개

퇴주를 기준으로 한 안과 밖의 위치를 일차적인 차이로 인식하고, 마루의 규모

나 설치 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를 부차적인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는 큰 차

이가 없다. 일차적인 차이와 부차적인 차이까지를 모두 적용한 분류에 따르면,

퇴주 안쪽의 마루를 툇마루, 바깥쪽의 마루를 바깥 툇마루로 구분하고 바깥 툇

마루의 규모나 설치 방법에 따라 널 사이를 띄운 것을 살마루, 마루의 폭이 1자

에서 1.5자 정도로 좁은 것을 쪽마루 등으로 구분한 것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첨을 바깥 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부차적인 차이만을 적용한 분류는 퇴주와 고주의 사

이에 설치되는 마루만을 툇마루로, 툇기둥 바깥쪽의 마루를 쪽마루로 구분한

다.22) 첨에 설치된 마루는 보통 서까래가 외부로 돌출되어 지붕으로 덮인 폭 내

21) 조재모,「좌식공간관습의 건축사적 함의」,『건축역사연구』, Vol.21 No.1, 2012, 

p.89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한국 건축에 툇마루가 발달하는 것은 좌우로 길게 나열

된 개별 실 사이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방편이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 걸터앉

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첨에 설치된 마루 역시 툇마루와 유사한 목적

으로 설치된다. 

22) 장기인, 『木造-韓國建築大系 Ⅴ』, 普成閣,  2004, p.334-336.의 분류에서는 툇기

둥 안쪽의 마루를 툇마루, 바깥쪽의 마루를 바깥 툇마루로 구분하고 바깥 툇마루의 

규모나 설치 방법에 따라 널 사이를 띄운 것을 살마루, 널의 너비가 1자에서 1.5자 

정도로 좁은 것을 쪽마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왕직,『알기 쉬운 한

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p.252-253.에서는 툇기둥 안쪽의 마루를 툇마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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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결정된다. 첨의 폭을 현재는 처마내밀기의 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조

선시대 주택의 경우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1.2

미터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23) 이러한 이유로 첨의 마루는 그 폭이 1미터를 넘

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며, 이는 보통의 툇마루보다 확연히 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첨의 마루를 일컬어 대개 “좁은 폭의 마루 널을 깔았다.”라는

의미에서 쪽마루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첨의 마루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출목(出木)을 둔 공포를 사용하

여 건물의 첨 규모를 크게 한 봉정사 대웅전과 같은 경우에는 1.7미터 이상의

매우 넓은 폭의 마루가 설치되었기 때문인지 쪽마루라는 표현보다는 툇마루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첨에 설치된 마루와 퇴에 설치된 마루를 엄격히 구

분하지 않고, 대개 툇마루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24) 그렇지만, 바깥 툇마루로도 분류되었던 첨에

설치된 마루는 봉정사 대웅전과 같은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폭

이 툇마루에 비해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부차적인 차이만을 적용한 간소한 분

류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5) 또한, 첨과 퇴 공간에 설치되는 마루를

생활의 완충과 내부공간 사이의 이동 공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6)

바깥쪽의 마루를 쪽마루로 구분하였다.  

23) 이경태,『韓國傳統家屋의 처마내밀기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57-64.

24) 첨과 퇴에 설치되는 마루를 각각 쪽마루와 툇마루로 분류하는 용어의 모호함에 대

해서는 이희봉,「한국건축 용어 정립을 위한 시도 - 1. 툇마루·쪽마루」, 『건축역사

연구』, Vol.20 No.4, 자료편, 2011, p.197-204. ; 이희봉,「건축용어에 대하여 –툇

마루인가 쪽마루인가?」,『건축역사연구』, Vol.12 No.4, 자료편, 2003, p.226-228. 

등에서 이미 제기된바 있다.  

25) 툇마루와 쪽마루의 구분에서 퇴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쪽마루는 재료의 크기나 형상

을 의미한다. 실제로 봉정사 대웅전의 마루는 퇴주의 바깥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폭

이 매우 넓은 편이기 때문에 툇마루로 지칭된다. 이처럼 퇴주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위치보다는 마루의 폭에 따라 툇마루와 쪽마루의 명칭을 구분하는 경우도 강영환, 

「퇴와 툇마루」,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816에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 사례들로 인하여 간소한 분류를 학술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희봉,「한국건축 용어 정립을 위한 시도 – 1.툇마

루·쪽마루」,『건축역사연구』,  v.20 n.4, 자료편, p.197-205.에 제기된 바 있다. 

26) 송혜진, 『엔(緣)·엔가와(緣側)와 툇마루의 비교에 관한 연구 : 이야기에서 발췌한 '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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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툇마루라는 용어만을 가지고는 첨과 퇴라는 각기 다른 공간에 설

치되는 마루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첨과 퇴의 공간적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했던 이 논문의 목적상 공간으로서의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첨의 마루’ 또는 ‘첨하 마루’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보편적으로 사용

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의미 전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자하

는 측면에서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된다.27) 퇴의 공간에 설치되는 마루를 툇마

루로 지칭하는 것과 첨의 공간에 설치되는 마루를 ‘첨하 마루’로 지칭하는 것은

각각 공간의 명칭과 마루가 결합된 동일한 구조로 대응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 외에도 ‘퇴량형 3량가’와 ‘편주형 5량가’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도리 세 개만으로 구성되는 3량가의 목구조에서는 보통 대들보 하

나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간혹 3량에서도 툇보를 두고, 퇴칸을

구획하는 경우가 있다. 영남지역의 장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툇보를 삼량

동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량동보가 없는 일반적인 형식은 삼량외공으로 구

별하기도 한다.28) 장인 그룹에서 구전(口傳)된 용어라는 점에서 동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짧은 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삼량동보나 삼량외공이라는 표현은 낯설기도 하거니와 특정 부재에

좀 더 집중된 표현에 가깝다. 툇보를 둔 3량가의 유형은 툇마루의 공간적 필요

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구조에 수용하기 위해 상부가구의 형식이 변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던 이 논문의 목적상 전체의 가구

형식을 함축할 수 있는 ‘퇴량형 3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편주(偏柱)는 주로 불전(佛殿)에서 중도리의 중심선으로부터 벗어난 기둥

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편주는 주로 중국 건축에서 보의 상부에

동자주(童子柱)를 두고, 보의 하부는 평주로 받치는 기둥을 의미하는 차두주(借

頭註)라는 용어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차두주는 “기둥의 머리를 빌려

왔다.”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 기둥 자체의 형식에 가까운 용어인 반면, 편주

는 “치우친 기둥”이라는 뜻으로, 기둥 열이 안팎으로 이동된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선행의 연구들에서는 편주라는 용어를 주로 내부공간의 조절을

위해 사용된 내주(內柱)를 지칭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29) 반면, 이

27) 공간적 측면에서의 첨과 퇴의 속성에 대한 고찰은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

다.    

28) 강영환,「한국 남부지방 민가의 지구적 특성」,『건축역사연구』, Vol.4 No.1, 

1995, p.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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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주형 5량가’라는 표현은 툇마루의 폭을 좀 더 합리

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주로 전면의 중도리 열에서 벗어난 위치로 기둥 열이 이

동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임을 밝힌다.

29) 이우종,『單層 佛殿 內柱의 結構 및 配列 方式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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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주(圓胄)와 첨주(簷胄)의 구분 

≪국조오례서례(奎2277)≫권4, <군례병기도설> 006면, 1474(성종5)  

2.1. 첨의 기원과 구성 요소

2.1.1. 첨의 자원(字源)적 의미와 기원

첨은 넓은 의미에서는 상부를 가릴 수 있는 차양(遮陽)이나 천막과 같은

간단한 덮개를 뜻하기도 했다. 조선 전기에 사용되었던 투구에는 차양이 없는

것과 차양이 있는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과 등급이 다르다. ≪세종실

록≫의 군례(軍禮) 편에는 중국 후한대의 자서(字書)인 ≪설문해자(說文解字)≫

의 해설에 따라 차양이 없는 투구를 원주(圓冑), 차양이 있는 투구를 첨주(簷胄)

로 구분하였다. 대개 원주는 일반 병사용으로 사용되었던 보편적인 투구이고,

원주에 차양과 상모(象毛)등의 장식을 추가한 첨주는 보다 고급의 투구에 해당

된다.

투구(胄)

≪說文≫, 兜, 鍪也。 兜鍪, 首鎧也, 以鐵爲之。有簷曰簷冑, 無簷曰圓冑。

≪설문≫에는 “도무인데, 머리 갑옷이다”고 한다. 쇠로 만드는데, 첨(簷)이 있는 것

은 ‘첨주(簷胄)’라 하고, 첨(簷)이 없는 것은 ‘원주(圓胄)’라 한다.30) 

또한 첨은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등 여러 의례를 위해 국왕이

나 왕비가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타는 련(輦)의 차양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로

도 쓰인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권2 <가례·노부도설(嘉禮·鹵簿圖

說)>에는 왕실에서 사용되는 련과 여(輿)에 대한 도설이 있는데, 련은 지붕이

있는 것이고, 여는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한다. 대련(大輦)과 소연(小輦)에는 지붕

주위에 판자로 된 첨이 설치되었는데, 위·아래로 모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

30) ≪세종실록≫, 세종 오례, <군례 서례>, 병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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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상첨(上簷)과 하첨(下簷)이 설치되는 대련(大輦)

≪국조오례서례(奎2277)≫ 권2, <가례‧노부도설> 028면, 1474(성종5)

다. 이중 윗부분의 첨(上簷)은 지붕 옆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밖으로 향해 기울어지는 것이고, 아래 부분의 첨(下簷)은 지붕 옆에서 바로 밑

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대련(大輦)

적색(赤色)의 바탕에 주홍(硃紅)으로써 칠하고, 그림은 황금(黃金)을 사용하고, 장식

은 금을 새겨 넣은 쇠[嵌金鐵]를 사용한다. 좌우(左右)에 기다란 막대[杠]가 있는데, 

양쪽의 끝에는 도금한 용두(龍頭)를 만들어 이를 덮어씌운다. 그 위에는 긴 고리

[鐶]가 있고, 막대 아래에는 작은 장식된 판자[小粧板]가 있는데, 빙 둘러 난간(欄
干)을 설치한다. (중략) 판자를 밑바닥에 깔고, 위에는 덮개[屋]가 있으니, 형상은 

점차로 궁륭(穹窿) 모양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아청색(鵝靑色)의 저사(紵絲)

로써 덮고, 속은 녹색의 저사를 입힌다. 사면에는 빙 둘러 판첨(板簷)을 설치하니, 

위 첨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모양이 점차로 밖으로 향하여 기울어지는데, 

황금(黃金)으로써 바르고 화초(花草)를 그리며, 아래 첨은 위로부터 바로 드리워져 

아래로 내려오는데, 금으로써 수파련(水波蓮)을 그린다.31) 네 들보[四梁]는 주석으

로써 도금하여, 걸치는 추녀[彎衝椽]로 하고, 그 끝에는 금봉(金鳳)의 머리를 만드

는데, 아가리에 둥근 고리[圓環]가 있다. 

31)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卷之二 <가례·노부도설(嘉禮·鹵簿圖說)>, 029면 中

   四面周回設板簷。上簷自下而上形漸向外。傾塗以黃金書以花草。下簷自上直垂而下以金

書水波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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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지붕도 투구나 가마의 차양과 같이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구조물

로 기능한다. 따라서 지붕으로 덮인 건물의 공간 역시 첨으로 기록되었다. 홍대

용(洪大容, 1731-1783)이 남긴≪담헌서(湛軒書)≫에는 정조(正祖, 1776-1800) 즉

위 전 세자의 서연(書筵)을 담당하는 계방(桂坊)의 시직(侍直)이었던 시절에 기

록한 <계방일기(桂坊日記)>가 있다. 정조의 세자시절 서연의 장소는 경희궁 존

현각(尊賢閣)이었는데, 야대(夜對)시 등을 달았던 공간이 첨당(簷堂)으로 표현되

어 있다. 당(堂)은 건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의례를 위한 건물의 중심 공간

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첨당이라는 표현이 건물의 첨과 당 부분을

각각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현각 자체를 첨당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첨당에 등(燈)을 달아 안팎으로 밝게 하였다.” 라고 하

였으므로 여기서의 첨이라는 표현은 당에 해당되지 않는 곳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을미년(1775), 8일

야대(夜對)에 입시하였다. 필선 이진형(李鎭衡)ㆍ사서 홍국영ㆍ사어(司禦) 김근행

(金謹行)ㆍ시직(侍直)인 내가 존현각(尊賢閣)에 이르렀다. 첨당(簷堂)엔 많은 양각등

(羊角燈)과 옥등(玉燈) 너댓 쌍을 달아 안팎을 통해 밝게 하고 나아가 부복하였

다.32) 동궁이 이르기를, “오늘은 곧 등석(燈夕 관등일 저녁)이다. 대조(大朝)께서 

마침 사찬(賜饌)이 있고 또 옥등(玉燈)도 하사하신 까닭에 계방(桂坊)과 상하번(上
下番)을 아울러 부른 것은 꼭 함께 한번 구경하자는 것이오.”

≪설문해자≫를 통해서는 건물의 지붕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써 첨에 대한

자원적(字源的) 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 ≪설문(說文)≫의 해석에서는 특히 첨을

구성하는 부재 단위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의 풀이에 따르면 첨은 려

(梠), 비(㮰), 미(楣), 면(櫋)등의 여러 용어들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자들은 현

재는 각각 평고대, 도리, 인방, 차양 등 각기 다른 부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

다.

檐(簷) [yán]

≪说文≫ 㮰也。도리이다.   

32) ≪담헌서(湛軒書)≫, 內集 권2, <계방일기(桂坊日記)>, 45면 中

   簷堂多懸羊角燈及玉燈四五雙。內外通明。進伏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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㮰 [bi]

≪说文≫ 梠也。평고대이다.

楣 [mei]

≪说文≫秦名屋聯也，齊謂之檐，楚謂之梠。

진나라에서는 집의 차양이 연접한 것을 말하고, 제나라에서는 첨을 말하고, 초나

라에서는 도리 또는 평고대를 말한다.

이렇듯, ≪설문≫에서 첨이 여러 목조 부재의 기원이 되는 문자들로 정의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목조 부재의

용어들이 아직 분명하게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재들의

명칭들이 혼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설문≫에 따르면 첨은 비(㮰)로
정의된다. 그리고 비는 다시 려(梠)로 정의된다. 현재의 의미에 따르면 비는 주

로 도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려는 평고대를 표현하는 글자이다. 따라

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글자를 동의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리는 기둥의 상부에서 서까래를 받치는 부재이고 평고대는

서까래의 끝에 얹히는 부재이니, 이 부재들은 전체적으로 지붕면을 구성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각 사용되는 위치와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더 나아

가 문 상부의 인방을 뜻하는 미(楣) 역시 제나라(齊)에서는 첨과 동의어로 사용

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설문≫과 비슷한 시기의 다

른 자서류(字書類)인 ≪이아 석궁(爾雅 釋宮)≫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楣 [mei]

≪爾雅‧釋宮≫ 楣謂之梁，謂門上橫樑也。

미는 량이다. 문 위에 가로로 놓인 량이다. 

 

위의 기록에서 미(楣)는 문 상부의 인방과 같은 용어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문 상부에 가로로 놓인 량(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량(梁)은

현재는 주로 보를 뜻하는 용어이며, 방(枋)과는 그 단면의 크기나 기능이 전혀

다르다. 기둥을 세우고 가로 부재를 걸치는 형식의 동아시아의 목구조를 미식

(楣式)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미를 보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일 것이다.33) 이와 같은 문헌이 기록된 당대에 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33) 杉山信三 著, 서동천 譯, 『日本朝鮮比較建築史』, 세진사, 201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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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첨의 정확한 정의는 불분명하며, 단지

지붕을 구성하는 도리방향의 연속된 선형부재 또는 그 부재들로 이루어진 부분

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다. 또한 첨과 동의어로 사

용된 용어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부재들의 명칭을 통해 첨과 동의어로 사용된 용어들

은 모두 기둥 상부 또는 지붕면을 이루는 가로형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러한 모습은 아직 첨의 공간적 범위를 구성하는 부재들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건축의 발전단계를 놓고 볼 때, 첨이 최초로 형성된 시점은 지붕면과

벽체가 분리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사시대의 수

혈(竪穴)건물에서는 지표면 아래의 절토면(切土面)이 사실상의 벽체 역할을 하

게 되고, 지면 밖으로 나온 부분에는 지붕만을 두었다. 때문에 전체적인 형상은

무덤의 봉분(封墳)과 유사했고, 출입문 역시 지붕면을 향해 위로 내야 했던 것

을 고대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서까래만을 이용해서 지붕면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일부분에만 기둥을 세워

지붕면을 보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대개 수혈 건물지들 중에서도 가

장 초기적인 유형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

붕의 끝단이 지표면에 닿게 되어 첨이 존재할 수 없다. 첨은 점차 수혈의 깊이

가 낮아지고, 기둥과 벽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많은 발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수혈 건물지는 점차 수혈의

깊이가 낮아져 지상식(地上式)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평면 또한 원형에서 방형

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지붕과 벽체의 구분이 생기

게 되었을 것이며,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횡부재의 사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 횡 부재는 이후의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도리나 창방과도 같은 역할

을 했을 것이며, 상부에 지붕틀을 올려 서까래를 얹을 수 있는 틀이 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35)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목조 결구가 아닌 칡덩굴을 얽은 형태의

단순한 이음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까

34) ≪삼국지(三國志)≫, 권 제30,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 3c 말,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冢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夏月恒在山巖深穴中 爲守備 冬月氷凍船

道不通 乃下居村落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 5c 중엽, 

   作土室如冢 開戶在上 每夏輒藏於巖穴 至冬船不通 乃下居邑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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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움집 구조의 발전 단계 모식도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p.33) 

래의 끝을 길게 돌출시켜 견고하고 본격적인 형태의 첨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

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표면에 닿아있던 지붕이 기둥이나 벽체를 이용해 점차 높이 들어 올려

지게 되자, 지붕면이 아닌 벽면에 출입을 위한 문과 채광, 환기를 위한 창을 둘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건물지 발굴유구들을 살펴보면, 지

붕면과 벽면의 구분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자 뒤이어 출입구가 분화된 유형들

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사시대 건물지의 평면형식 변화에서 출입구

가 가장 먼저 분화되어 나온 것은 공간적 필요에 의해 지붕 구조의 대응이 동

반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극적인 건축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철자형(凸

字型), 려자형(呂字型)으로 분류되는 건물지에서 돌출된 부분은 완만한 경사면

이거나 계단식으로 단을 만들어 내부와 연결된다. 이 출입구 부분에서는 굴립주

(掘立柱)를 세운 흔적과 그 주변으로 쌓여있는 벽체 편, 지붕에 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갈대와 같은 초본류 등이 종종 발견된다.36) 이를 통해 출입구는 대부

분 지붕과 벽체를 갖추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선사시대의 건물지에서 출입구가 가장 먼저 분화되기 시작

하였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목구조가 사용되기

이전의 건물지에서 출입 공간이 지붕을 덧씌울 정도로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다

는 점이다. 출입구가 분화되어 설치된 유구들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

는 이유는 크게 공간적 기능과 구조적 역할로 정리될 수 있다. 출입구를 별도로

돌출시키면 밖에서 실내가 바로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약간의 도구를 보관

35) 김도경,「韓國 古代 木造建築의 形成過程에 關한 硏究」,『東岳美術史學』, Vol.1 

No.-, 2000, p.106

36) 이승연, 이상해,「철기시대 凸字形ㆍ呂字形 및 한성백제기 六角形 住居址의 평면과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Vol.16 No.4, 200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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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포천 자작리 2호 주거지의 평면도와 복원도(이승연 案)

(이승연, 이상해,「철기시대 凸字形ㆍ呂字形 및 한성백제기 六角形 住居址의 평면과 

구조 형식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Vol.16 No.4, 2007, p.44, 51) 

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분화된 공간의 효용에 초점을 맞

춘 해석으로 볼 수 있다.37) 이러한 공간적 효용에 더해, 출입구가 항상 실내의

반대편에 놓인 기둥과 대칭되는 위치에 놓여 중심 열 기둥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구조적 역할을 겸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의

견에서도 돌출된 출입구는 남향 또는 동남향을 하고 있어 최소한의 개폐부를

통해 채광과 통풍구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함께 언급하였다.38)

선사시대 건물지의 경우 특히 창이나 문과 같은 개폐부는 그대로 비워두

거나 완전히 밀폐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실내 공간은 지표면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었고, 건물지 주변으로 별도의

배수로를 둔 경우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천시와 같은 환경

에서는 개폐부를 이용하기 더욱 취약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벽체와 지

붕의 결구 역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면을

어느 정도 돌출시켜 설치하는 것 역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민

37) 張慶浩,「우리나라 古代人의 住居生活과 建築 - 木架構와 구들 등 建築施說을 中心

으로」,『강좌 한국고대사』, Vol.6,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2002, p.193 

38) 이승연, 이상해, 위의 논문, 200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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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 있는 개폐부인 출입구를 돌출시켜 별도의 지붕을 덧씌운 것은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아직 지붕구조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던 상황과도 어느 정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건물지 유구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출입구 흔

적을 살펴볼 수 있다. 기원전 4,000년 경 신석기시대의 마을 유구인 중국 하남

성(河南省) 섬현(陝縣) 묘저구(廟底溝) 앙소문화(仰韶文化) 주거지에서도 출입구

를 돌출시킨 형식의 주거지 사례가 확인된다. 평면의 형식은 원형과 방형이 있

으며, 원형에 비해 방형 주거지의 수혈 깊이가 더 얕다. 이들 출입구는 완전히

떨어져 나와 독립된 공간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2m 이상 돌출되어 실내의 공

간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림 2-5. 하남성(河南省) 섬현(陝縣) 앙소문화(仰韶文化) 주거지 

(윤장섭,『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15)

서안시(西安市) 반파촌(半坡村)에서 발굴된 주거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

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지의 넓이는 약 20㎡ 정도이고, 수혈의 깊

이는 0.4-0.8m 이다. 출입구에는 4단의 좁은 계단이 확인되었으며, 평면형식과

구조방법이 보다 진보한 것으로 평가된다.39) 반파촌에서 함께 발굴된 지상식의

원형 주거지에서는 출입구를 돌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거지 내부 방향으로 약

1m 가량 들여서 형성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별도의 지붕을 만들지

않고도 출입구의 천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39) 윤장섭,『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14



33

그림 2-7. 수원 호매실‧금곡동 유적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공간구성

(左: 5지점 2호, 右: 5지점 3호, 경기문화재연구원,『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발굴조사보고서-2』, 2011, p.6) 

사례로 생각된다.

그림 2-6. 서안시(西安市) 반파촌(半坡村) 주거지 복원도(田中 淡 案) 

(윤장섭, 앞의 책, 1999, p.16) 

이처럼 생활과 출입 공간을 나누는 구성은 일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수혈주거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조선시대의 수혈주거지는 아궁이를 둔 부

엌과 바닥면 위에 보통 3-4개의 고래를 놓아 전면 온돌을 설치하여 두 공간으

로 구성된 이실형(二室型)을 가장 간단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사례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온돌을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은 아궁이를 설치한 부엌보다

약 30cm 가량 높다.40) 출입은 바닥면이 낮은 부엌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별도의 돌출된 출입구를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 선사시대의

건물지와는 다르다. 주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온돌부분의 바닥면이 부엌보다 높

아졌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를 두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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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혈식 건물지와는 달리, 비슷한 시기의 고상식(高床式) 건물지에서는 출

입구 부분의 지붕이 돌출된 형태의 유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바닥을 높였

기 때문에 강우나 해충이 지면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았을 것이고,

이 때문에 수혈식 건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폐부의 취약성이 낮았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건물지들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준의 결구법(結構法)을 사용했

지만, 고상식 건물지는 수혈식 건물지에 비해 한결 견고한 목구조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까래 역할을 하는 부재를 조금 더 돌출시켜 최소한의 첨

을 형성해 가벼운 풍우를 막는 것은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첨은 이후 등장하는 고급 목조건축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

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련 유구의 부재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40) 서지은, 홍승재,「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평면유형 연구-서울·경기지역 수혈주거지

를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 Vol.24 No.3, 2015,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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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목구조의 발달과 첨 구성의 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의 공간적 범위를 형성하는 주요 부재들은 지붕

면 하부의 서까래, 서까래를 지탱하는 도리와 공포,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

는 부재들, 바닥과 기단부분의 부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목구조의 발달단계에

따라 첨을 구성하는 각 부재들도 점차 세분화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둥

상부와 도리 사이에 놓이는 공포(栱包, 斗栱:中國, 組物:日本)는 가장 많은 부재

들로 분화되며 주요한 변화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공포는 특정한 시기에 따라

개별 부재의 형상과 전체적인 구성에 어느 정도 일관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건물의 편년(編年)과 유형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하다. 공포는 동아시아 목조 건

축의 발달의 전시기에 걸쳐 과도할 만큼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가장 특징

적인 구조이자 의장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공포의 발전 속도는 전체적인 건축

형식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공포의 발전은 공포를 제외한 각 부분의 작법(作法)

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4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건축사학에서도 공포는 목구조(木構造) 연구 분야

에서 양식사(樣式史)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공포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도리 방향으로 주두의 기능을 분담

하기 위해 시작된 횡 방향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서까래를 바깥쪽으로

보다 더 멀리 내밀기 위한 부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두 갈래의 주장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한대(漢代) 이전의 공포가 대부분 도리방향 횡부재의 굄목으로 쓰

였고, 서까래 방향으로 나온 것은 그 수가 매우 적었던 것을 들어 주두의 확장

으로부터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둥에서 내밀어져 위

쪽으로 휘어진 형태의 도방(挑枋)을 공포의 원시적인 형태로써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방은 스촨성(四川省) 민가의 구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어 전자의 관

점에서 고찰한 사례들보다 훨씬 후대에 발견되고, 주두 상부에서 적층되지 않는

다는 점으로 인해 공포의 기원보다는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42) 이 밖에도 공포의 기원을 서아시아나 인도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유

사한 형식에서 찾고자 하는 서양 전래설과 종교적 기원의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43)

41) 簫黙, 『敦煌建築硏究』, 文物出版社, 1989, p.200, 이강민,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구조원리와 지붕구조의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70에서 재인용. 

42) 이강민, 위의 논문, 2009, p.70-74.

43) 한보덕 저, 신혜원 역, 『두공의 기원과 발전』, 세진사, 2010, p.60-72. 공포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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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동성 비성현 효당산묘사의 첨

(윤장섭, 앞의 책, 1999, p.59)

이처럼 공포의 기원을 어디로부터 볼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만,

공포의 발생과 함께 서까래가 돌출되는 길이를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었으니,

공포의 발생은 곧 첨의 공간적 효용과, 구조적 안전성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오게 된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다. 한대(漢代)의 많은 간접 유

물들을 통해 공포는 이미 기원 전 후로부터 목조 건축의 매우 중요한 부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포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종합해 보면, 공포는 주

두(柱頭) 또는 기둥 상부에서 발생되어 서까래를 보다 높은 위치에서 받치고,

건물의 바깥쪽으로 내밀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부재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되

자 이전에는 기둥 상부의 횡방향 부재 또는 좁은 범위에서 머무르던 첨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모습이 묘사된 한대의

유구들에서는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첨을 구성하는 초기적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산동성(山東城) 비성현(肥城縣) 효당산묘사(孝堂山墓祠)의 석실(石室)은 후

한(後漢) 순제(順帝) 영건(永建)4년(A.D.129)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면

4.13m, 측면 2.51m, 높이 약 3m의 소규모 석조(石造)건축이다.44) 정면 중앙에

서 있는 기둥의 상 하부에 는 각각 주두(柱頭)와 초석(礎石)이 있고, 주두의 상

부에는 단면을 사각형으로 묘사한 부재가 상부의 기와를 덮은 형상으로 보이는

지붕을 직접 받치고 있다. 단면의 형상이나 기둥의 상부를 연결하고 있다는 의

미에서는 방(枋)으로 보이지만, 기와를 놓은 지붕면 하부의 서까래를 받치고 있

다는 점에서는 도리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 횡부재의 역할은 현재 민도리식

으로 분류되는 목구조에서 도리가 창방의 역할을 동시에 갖는 상황과도 유사하

다. 또한 기둥이 놓인 위치는 이 석실의 개구부에 해당되니, 사각형의 가로부

재는 문 인방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전래설은 20세기 초반에 뮐러(Moller)와 윌렛(Willetts)에 의해 문화적 상호 영향

의 모습으로써 제기되었으나 단편적인 흔적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정론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44) 윤장섭, 앞의 책, 1999,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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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라는 재료의 특성상 동시대의 목조건축보다 대폭 단순화된 묘사일 수

있으나, 지붕면을 받치는 한 개의 횡부재를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했다는 사

실은 앞서 ≪설문≫에서 첨을 도리(㮰), 인방(楣), 평고대(梠) 등으로 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도 유사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형태의 가로부재만으

로 첨을 구성한 건물을 표현한 사례는 유사한 규모의 석실과 산동성(山東城) 광

요현(广饶縣) 임치(临淄)에서 출토된 한대(漢代)의 가형도기(家形陶器)를 비롯한

여러 간접 유물에서 확인된다.

그림 2-9. 한대(漢代) 도향당(陶享堂)의 첨

(제남 산동성박물관 소장, 2016.02 촬영)

한편, 보다 구체적인 석각(石刻)으로 목조건축형식을 표현한 한대의 유구

들에서는 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분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산

동(山東)의 기남석묘(沂南石墓)에서는 주두 상부와 지붕면 사이에 공포의 초기

발단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재들의 묘사가 두드러진다. 공포의

초기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일두이승(一斗二升), 일두삼승(一斗三升)식의 공포

를 두어 지붕면을 받치는 횡방향 부재를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받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묘역의 입구에 있는 고이석궐(高頤石闕)에서는 일두이승

식의 공포를 비롯해 여러 층의 횡부재를 적층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석궐에서는 선자연(扇子椽)을 모사한 것처럼 사선 방향의 서까래를 돌출시켜

상부의 기와면을 받치고 있고, 그 하부에는 화상(畵像)을 조각한 부재를 놓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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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부재는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밖으로 돌출되는 모습이다. 화상석의 하

부에는 아무 조각을 하지 않은 횡부재를 놓고 이를 일두이승식의 공포가 받치

고 있다. 공포의 하부에는 다시 횡부재를 직각으로 겹쳐 놓은 것을 표현하고 있

는데, 이 부분은 평좌(平坐)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45) 평좌의 하부는 다

시 화상을 조각한 부재를 두었고, 이 부재는 기둥의 상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

다. 세부적인 묘사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남석묘와 고이석궐의 사례에서

공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둥 상부를 연결하고, 서까래를 받치는 용도의 횡부재

가 분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 공포의 발생과 첨 구성 요소의 분화

(左: 沂南石墓 部分, 右: 高頤石闕, 윤장섭, 앞의 책, 1999, p.61, 62) 

한대의 유구를 통해 기둥 상부의 횡부재가 분화되기 시작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면, 본격적인 목구조의 발달 이후의 세분화된 공포에서는 보다 명

확해진 첨의 공간적 범위가 반영된 부재의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첨에서 파

생된 부재들의 명칭은 송대(宋代)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의 최 외곽에 위치한 기둥을 의미하는 첨주(檐柱)에서부터 첨주 열

또는 첨주열의 외곽에 위치한 대부분의 부재들에서 나타난다. 첨주의 상부를 연

결하는 횡 부재는 첨액(檐額)이라고 하며, 이후 중국에서는 첨액과 함께 첨방

(檐枋)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게 되었고, 이것을 한국에서는 창방(昌枋)으로 부

른다. 첨액 상부의 주두는 첨두(檐斗)라고도 하며, 공포의 사이사이를 막는 널판

45) 윤장섭, 앞의 책, 199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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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첨점판(檐墊板)이라는 용어도 쓰인다. 첨주열의 상부에 놓이는 주

심도리는 단면의 형상에 따라 굴도리를 첨름(檐檁), 납도리를 첨단(檐槫)이라 분

류하며, 출목도리를 ≪영조법식≫에서는 료첨방(撩檐方), 청대(淸代)의≪공정주

법칙례(工程做法則例)≫에서는 도첨방(挑檐仿)이라고 기록하였다. ≪공정주법칙

례≫에서는 도리 상부의 서까래를 첨연(檐椽), 덧서까래를 비첨연(飛檐椽)으로

구분하였다. 첨연과 비첨연의 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각각 소연첨(小連檐)과 대

연첨(大連檐)이 된다. 첨주 상부의 공포를 외첨포작(外檐鋪作), 첨주를 포함하여

바깥쪽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출첨(出檐)이라고 한다.

出檐

飛檐椽 檐椽
檐檁(檐槫)

外檐鋪作

大連檐, 小連檐

挑檐檁
撩檐方

檐柱, 檐楹

檐額, 檐枋

檐斗

그림 2-11. 첨에서 파생된 중국건축 목구조 용어

(山西城 五台縣 台外豆村 佛光寺 大殿 木構造, 857年 建立) 

조선시대의≪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비롯한 많은 문헌들에서도

첨차(簷遮), 가첨장혀(加詹長舌, 加添長舌)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46) 이들은 공포를 구성하는 주요 부재들인데, 첨에서 파생된 용어로 지칭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공(栱)으로 지칭되는 공포 부재들 중

도리방향으로 사용된 부재만을 구분해서 부르는 첨차는 한자 그대로의 해석에

46)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p. 13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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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첨을 막아 실내와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재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현재는 첨차의 크기에 따라 소첨차(小簷遮)와 대첨차(大簷遮)로 나누

며, 위치에 따라서도 주심첨차(柱心簷遮), 출목첨차(出木簷遮)로 구분하기도 하

지만, 이러한 구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805년의≪

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政殿營建都監儀軌)≫, 1857년의≪인정전중수의궤(仁政殿

重修儀軌)≫에는 모서리 부분의 귀공포에 사용된 도매첨(都每簷), 병첨(竝簷)이

라는 부재명도 기록되어 있다. 공포의 발달로 첨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첨 하부의 기단을 첨계(簷階)로 표기하는 경우도 생겨났다.47) 조선 후기의 사전

인≪광재물보(廣才物譜)≫에는 첨을 평고대를 의미하는 작려(雀梠)로 설명하였

는데, 이를 통해서도 첨의 공간적 범위가 서까래 끝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첨에서 파생된 한국건축 목구조 용어

(左: ≪華城城役儀軌≫ <圖說>, 右: ≪仁政殿營建都監儀軌≫의 첨차에 대한 기록)

공포를 이루는 부재들은 높은 밀도로 결구되며, 특히 건물의 전면에서 눈

에 잘 띄는 기둥의 상부와 서까래의 사이에 배열되기 때문에 첨을 구성하는 요

소들 중 큰 의장적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공포는 후대로 갈수록 구조상의 필요

를 넘어 건축물의 격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궁궐이

나 사찰의 건물군 내에서 격이 더 높은 주요 전각에 더 크고 화려한 공포를 많

이 놓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8) 목구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형

47) ≪景慕宮儀軌≫, 제 4권, <今制> 中, 정조 5년 신축(1781) 5월 27일

   좌승지가 입시했을 때 전교하였다. “이 예조의 초기를 보니, 묘관(廟官)의 보고가 지

극히 애매하다. 단지 북쪽 기단(北階)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첨계(簷階)인가, 북원

(北苑)의 계단인가? 또 언제 무너졌는지를 말하지 않았으니 더욱 소홀하다. 

   辛丑五月二十七日，左承旨入侍時，傳曰：“觀此禮曹草記，廟官所報極其矇

然。但曰北階，此簷階乎？苑階乎？又不言何時頹圮，尤爲疏忽。

48)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161



41

식의 공포 작법들은 점차 건물의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형식들로 정착되었다. 가

장 단순하게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횡부재로 서까래를 직접 받치는 민도리 형

식과 소로를 사용하여 창방과 도리를 구분한 소로수장 방식은 주로 주택에서

사용되었고, 공포는 불교 사원의 전각이나 궁궐의 주요 건물에서 선택적으로 사

용되었다. 한국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공포형식인 익공(翼工)은 조선 중기 이

후의 주택을 비롯해 사묘와 궁궐 건축에서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

붕면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첨의 구성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점차

건물 자체의 격식과 수준을 결정짓는 인식의 틀로써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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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첨의 기능과 상징

2.2.1. 주 출입면의 기능과 정면성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 주된 출입은 마룻대와 평행한 방향, 즉 처마 면

에서 이루어지며, 주된 출입이 이루어지는 처마 면은 곧 정면으로 인식되어 왔

다. 그러나 처마 면을 정면으로 두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며, 일

부 한대의 화상석이나 가형명기에서 박공 면을 통해 출입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이 처음부터 모든 건물에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고

대의 건축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경사면이 마

룻대의 방향에 따라 차별적인 구성을 하게 된 이후에야 어떤 쪽을 건물의 출입

구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었을 것이고, 한동안은 두 가지의 출

입 방향이 모두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치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동성(山东省) 미산현

(微山县) 양성(两城)에서 출토된 한대의 화상석에서는 우진각지붕의 고상식 건

물이 중심에 있고, 마룻대를 놓은 방향이 아닌 측면에 사다리를 두어 건물로 출

입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운남성(云南省) 보저현(普宁县) 석채산(石寨山)에

서 출토된 청동기에는 희생제의 장면을 묘사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상식의 건

물로 출입하기 위한 계단을 박공면에 두었다.

그림 2-13. 박공면을 출입의 방향으로 사용한 고대 중국 건축의 사례

(左: 山东微山两城 출토 한대 화상석, 右:云南普宁石寨山 출토 한대 청동기, 

중국국가박물관(中国国家博物馆) 소장, 2016.0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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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정‧측면과 후면의 구성에 차별을 둔 한대의 가형토기 사례 

(彩繪陶倉樓, 中国国家博物馆) 소장, 2016.02. 촬영)

기둥 상부의 횡 부재 만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선적인 범위에서만 존

재하던 첨은 공포의 발달로 인해 출목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출입을 위해 최소한

의 지붕면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전의 노력은 공포의 사용으로 확보되기 시작한

보다 높고, 넓은 공간인 첨 하부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와 동시

에 공포가 가진 의장적 효과는 첨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사용되었던 탓에 더욱

증대되어 갔다. 공포의 사용은 첨의 공간적 규모를 확보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

었지만, 동시에 첨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의장적 성격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

도 되었던 것이다.

하남성(河南省) 형양현(滎陽县)에서 출토된 동한 중기의 2층의 가옥 모형

토기(彩繪陶倉樓)에서는 공포의 묘사를 통해 건물의 정면과 후면을 차별적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둥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두공이

받치고 있는 횡부재의 단면 크기도 건물의 규모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

한 형식의 목구조를 묘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49) 그러나 정면과 측면을 묘사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출목을 둔 일두삼승식(一斗三升式)의 공포를 두었

고, 건물의 후면 쪽으로는 출목과 공포를 두지 않았다. 출목을 두었기 때문에

건물의 지붕은 벽체보다 돌출되어 있고, 2층 바닥 앞으로는 난간을 둔 테라스

와 유사하게 표현된 공간이 있다.



44

박공면으로 출입구를 두었던 사례는 일본의 고대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현(奈良県) 가라코(唐古)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편에는 고상식 건축의

구조가 묘사된 다카쿠라(高倉)의 선각도(線刻圖)가 있다. 이 그림에는 사다리를

통해 건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묘사된 장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붕의 표현

통해 볼 때, 사다리가 놓인 방향은 박공면임을 알 수 있다. 나라현의 사미다(佐

味田) 고분에서 출토된 가옥문경(家屋文鏡)은 4세기 전반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

고 있는데, 뒷면에 총 네 개의 가옥도(家屋圖)가 있다. 당시 호족(豪族)의 주거

건축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개의 건물은 모두 지붕 상부에 마룻대를

두어 박공면과 처마면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중 두 개는 지상식

또는 수혈식의 건물로 보이는데, 출입구의 방향은 분명치 않다. 나머지 두 개는

고상식의 건물이며, 모두 박공면 방향으로 사다리를 설치하여 출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5. 박공면을 출입의 방향으로 사용하는 고대 일본 건축의 사례

(左: 가라코(唐古)유적 토기의 高倉圖, 右: 사미다(佐味田) 고분 출토 家屋文鏡,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41, 56)  

고대의 형식이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신

사건축에서도 출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처마면 또는 박공면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형식의 사전(社殿)으로

알려져 있는 이세신궁(이세진구, 伊勢神宮) 본전(本殿)은 내궁(內宮)과 외궁(外

宮) 모두 출입을 위한 계단을 처마면에 둔 반면 출운대사(이즈모다이샤, 出雲大

社) 본전은 박공면에 계단을 두었다. 이세신궁 본전은 마룻대와 평행한 방향을

49) 이강민, 앞의 논문, 2009, p.83-88.에서는 일두삼승식의 공포를 지탱하는 부재를 

건물의 전‧후를 관통하는 돌출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어떠한 부

재로 보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포를 통해 정면과 후면의 표현에 차별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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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으로 두었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형식에 따라 계단은 정면의 중앙

칸에 맞추어 설치하였다. 출운대사 본전은 마룻대의 방향을 정면으로 두었고,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신사건축에서

특히 강조되는 마룻대를 양쪽에서 지지하는 동지주(棟持柱)를 따로 두는 대신

건물의 중심에도 굵은 기둥을 남겨두었다. 이 때문에 출입을 위한 계단은 정면

의 중앙이 아닌 우측 편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 건축에서는 출입의 방향이 다른

이러한 두 가지 신사의 형식을 각각 신명조(신메이즈쿠리, 神明造)와 대사조(다

이샤즈쿠리, 大社造)로 구분한다.

그림 2-16. 출입구를 둔 방향이 서로 다른 일본의 신사 건축

(上: 伊勢神宮外宮本殿, 下: 出雲大社本殿, 太田博太郞, 『日本建築史基礎資料集成 

一 社殿』, 中央公論美術出版, 1972, p. 14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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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太平成市圖>에 묘사된 패루(牌樓)의 모습 

한편, 장소나 지점으로서의 상징적 성격이 강조되는 ‘문형(門型) 건축’에서

는 많은 경우 지붕과 첨을 만들고, 처마면을 정면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는 내부공간을 매우 소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에도 지붕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지붕과 공포도 함께 조성한다. 지붕 밑의 공간은 창호나 벽으로 막아 내부로 사

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창호나 벽이 없이 전부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측면을 전부 개방하게 되면 벽이나 창호를 통해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생기지

않게 되고, 지붕이나 바닥의 형식에 따라서만 외부와 구분이 생기게 된다. 이렇

게 지붕으로 덮인 공간은 있지만 측면이 전부 개방된 형식의 건물 중 대표적인

것에는 누(樓)와 문(門)이 있다. 이 중 문은 주로 내부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서보다는 안과 밖의 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다.

중국의 패루(牌樓) 또는 패방(牌坊)은 대개 부락시대 토템 표시의 일종으

로 출현한 망주(望柱)가 발달한 화표(華表)가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50) 한 쌍의

화표 사이에 가로 부재를 얹어서 문을 만들었고, 공포 등을 얹어서 건축의 한

형태가 되며 입구나 표창으로서의 표지성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패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념비적 문형(門形) 건축으로 기능한다. 동아시아 목

조 건축의 배치를 이루는 문당제도(門堂制度)는 주된 건물과 더불어 문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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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범어사 조계문(曹溪門) 

(문화재청,『부산 범어사 조계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p.299, 300)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당이 건물의 내용과 기능적 의미를 담는 내부공간에

해당된다면, 문은 건물이나 하나의 원(院)이 갖는 대표성과 형식을 나타낸다.51)

성문(城門), 궁문(宮門), 형문(衡門), 침문(寢門), 산문(山門) 등과 같은 문의 제도

는 문 안의 건물군(建物群)을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사찰의 가장 먼 입구에 세워지는 일주문(一柱門)이나 일각문(一脚門)의 경

우에도 좌·우의 두 기둥만을 세우고 지붕과 첨을 만드는 문형 건축의 한 종류

이다. 일주문은 두 개의 기둥만을 일렬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부공간은 없다.

일주(一柱)를 세우는 형식이 불교적 사상에서의 일심(一心)으로 귀의한다는 결

심을 표상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一)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기둥을 일렬로 세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불리한

50) 李允鉌 著, 이상해, 한동수, 이주행, 조인숙 譯,『華夏意匠-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9, p.92

51) 李允鉌 著, 위의 책, 2009, p.89

52) 이양희,『韓國寺刹의 一柱門에 關한 硏究 : 曹溪宗 敎區本寺를 中心으로』, 동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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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범어사 조계문 상부가구

(문화재청, 위의 책, 2012, p.139)

점이 있으나 사찰의 장소적 권위를 위한 장엄(莊嚴)과 문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를 표현하기 위한 이유에서인지 대부분 과장된 지붕과 공포를 두는 경우가 많

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사찰 일주문은 금강문(金剛門), 천왕문(天王門), 불이문

(不二門) 등 사찰의 다른 문들보다도 훨씬 많은 포작수를 두고 있다.53)

범어사 조계문의 경우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의 개수가 5개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의 오량(五梁) 구조와는

확연히 다르다.(그림 2-20.) 지붕면의 끝에는 부연(婦椽)을 달아 가장 바깥의 도

리에서부터 1.3미터 이상 지붕이 돌출되어 있다. 실질적인 내부공간이 없기 때

문에 지붕이 덮인 전체의 공간이 첨이 되며, 그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일주문 중

에서도 넓은 편이다. 포작을 이루는 제공(提栱, 諸栱)을 다섯 개나 놓았고, 전·

후면으로 3개의 출목(出木)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지붕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크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운 명 신종(神宗, 재위 1572-1620)과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 재위 1628-1644)을 기리기 위해 충청북도 괴

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세운 사당인 만동묘(萬東廟)의 정문 상량문에는 첨영(檐

楹)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만동묘의 정문은 가운데의 문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쪽으로 들어가 서쪽으로 나오는 ‘동입서출(東立西出)’의 의례적 규범을 위한

삼문(三門) 형식으로 추정된다. 만동묘 정문의 대략적인 모습은 만동묘를 비롯

53) 홍병화, 『조선시대 山門체계를 통해 본 一柱門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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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양동 서원의 건립에 관한 기록인 ≪화양동지(華陽洞志)≫에 수록된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당삼문(祠堂三門)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

한 형식의 문은 사묘를 구성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형 건축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청주만동묘정문중건상량문(淸州萬東廟正門重建上樑文)>에 굳게 닫힌 문

빗장이 더욱 견고할 것이라 적고 있는 것은 문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과 더불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바로 첨영이었

다. 영(楹)이라는 표현은 주로 의례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둥으로, 사당의 문 역

시 의례의 과정에서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량문의 “첨영이 불후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유교의 문형 건축에서도 지붕,

즉 첨이 갖는 정면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드러낸다.

≪금릉집(金陵集)≫, 14권, <청주만동묘정문중건상량문(淸州萬東廟正門重建上樑文)> 中
군신대의의 근본은 하늘에서 온 것이오. 어둡고 허황된 곳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

이 아니다. 엎드려서 원하니 상량이 끝난 후에는 첨영은 불후할 것이오.(檐楹不朽) 

굳게 닫힌 문빗장은 더욱 견고할 것이니 만대에 이르러 우러러볼 것이다.54)  

54) ≪金陵集≫, 卷之十四, <淸州萬東廟正門重建上樑文> 中

   君臣大義根於天。出自虛靈不昧者。伏願上樑之後。檐楹不朽。關扃益堅。爲萬代之觀瞻

그림 2-20. ≪華陽洞志≫ 圖의 만동묘 영역과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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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면 첨(檐)과 측면 영(榮)의 구별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 마룻대(종도리, 棟)의 구성은 지붕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낙수물이 흘러내리는 지붕면의 끝 단부의 공간을 의미하는

첨의 형성에도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마룻대는 지붕틀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재로,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종도리(宗道理)로 표현된다. 서까래만

으로 원뿔형의 지붕 형태를 만드는 수혈식 건물 구조는 기둥과 보, 도리가 분화

되지 않았던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룻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사방으로 경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면 역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지의 평면 형식은 점차 원형(圓

形)에서 방형(方形)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은 차츰 마룻대

를 올리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55)

한쪽 방향으로 마룻대를 놓고 서까래를 교차해서 걸치는 방식의 지붕구조

가 사용되기 시작하자 마룻대 방향으로의 구조적 확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초기 철기시대의 건물지에서 관찰되는 한쪽으로 긴 형태의 장방형(長方形)의 평

면 형식은 마룻대를 연속해서 놓는 구조 방식을 통해 가능했을 것이며, 이전과

는 다른 대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전에는 사방으로 동일했

던 지붕의 형태에 일정한 방향성이 생겨나면서 마룻대를 놓는 방향은 일차적으

로 삼각형의 경사지붕을 놓는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한편, 마룻대와 도리의 방향으로 형성되는 지붕의 경사면은 우천시 낙수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마룻대의 방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지붕면

의 형태는 고래(古來)로부터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유형적으로 가장 단순

한 형태의 맞배지붕은 마룻대와 평행하게 형성되는 도리 열을 따라 건물의 전

후면으로만 지붕의 경사면이 만들어지고, 측면으로는 목조가구가 노출되기 때문

에 지붕의 형태가 다르다. 반면, 우진각 지붕이나 팔작지붕의 경우 건물의 사면

(四面)에 모두 낙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사지붕면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지붕의 형태적 차이는 신분별로 차별적 형식을 취할 것을 규정했던 많은 유학

자들에게 주목되었고, 이들이 편찬한 경서(經書)들에서 주로 하(夏) 은(殷) 주

(周) 삼대(三代)의 제도를 상고하는 형식으로 정리되었다.56) 송대(宋代)의 예학

자인 이여규(李如圭)의 저술인≪의례석궁(儀禮釋宮)≫에서는 임금(人君)의 지붕

55) 이강민, 앞의 논문, 2009, p.54

56) 심우갑, 정기철,「朱子大全 儀禮釋宮 硏究」,『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14 No.5, 1998,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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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전옥(殿屋), 사대부의 지붕을 하옥(夏屋)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핵심은 지붕면의 형태였다.

사대부의 관례(冠禮)에서 손을 씻는 곳은 지붕의 동쪽 영(榮)이다. 영은 곧 지붕의 

날개(屋翼)이다. 주(周)나라의 제도에서 경대부(卿大夫) 이하의 집을 하옥(夏屋)이라 

한다. 연(燕)나라의 의례에서는 동류(東霤)에 손 씻는 곳을 둔다. 임금(人君)의 집은 

전옥(殿屋)이라 한다. 고공기(考工記)를 상고하면 은(殷)나라 사람들은 사아중옥(四
阿重屋)이었는데, 사아는 지금의 사주옥(四注屋)과 같다. 은나라에서 전옥사주(殿屋
四注)의 형식을 시작하였는데, 경대부 이하는 하옥양하(夏屋兩下)였다. 사주는 즉 

동서남북으로 모두 류(霤)가 있는 것을 말하고, 양하는 오직 남북으로 류(霤)가 있

고, 동서로는 영(榮)이 있다. 연나라의 의례에서 동류(霤)라고 한 것은 사대부의 의

례이므로 동영(東榮)을 말한 것이다.57)

위의 기록만을 따르자면, 이미 은대(殷代)에서부터 임금의 전옥은 사주(四

注), 사대부의 하옥은 양하(兩下)의 구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주는

“네 군대로 낙숫물이 흐른다.”는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양하는 “양쪽으

로 낙숫물이 내려온다.”라는 정도의 뜻을 갖는다. 이는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

는 지붕면을 네 면에 다 두었는지, 아니면 양쪽으로만 두었는지의 차이를 표현

한 것이다. 사주는 다시 낙수물을 뜻하는 류(霤)가 동서남북의 네 면에 모두 있

는 것이니 우진각지붕이나 팔작지붕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진다. 반면, 양하는

남북으로만 류가 있으니 맞배지붕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영(榮)으로 표현되

는 부분이 동서쪽에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여규는 류는 영

에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례(燕禮)의 기록에서 사대부의 집을 동류(東霤)라

고 표현한 부분을 동영(東榮)으로 바로 잡기도 했다.

류(霤)자는 설문에서 지붕의 낙수물을 뜻하며, 서개(徐鍇)58)는 지붕의 첨(檐)에 물

방울이 맺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영(榮)자는 설문에서 지붕의 려(梠) 양 끝이 솟아 

오른 것을 말한다. 려는 제(齊)나라에서는 첨, 초(楚)나라에서는 려로 이르는데, 곽

박(郭璞)59)은 상림부(上林賦)60)에서 남영(南榮)이라 표현된 지붕은 남첨(南檐)이라

57) 李如圭撰, ≪儀禮釋宮-欽定四庫全書本≫

   士冠禮設洗直宇東榮。注曰榮屋翼也。周制自卿大夫以下其室爲夏屋。燕禮設洗當東霤 
注曰人君爲殿屋也。案考工記殷人四阿重屋, 注曰四阿若今之四注屋。殷人始得爲殿屋四

注, 卿大夫以下但爲夏屋兩下。四注則南北東西皆有霤, 兩下則惟南北惟霤東西有榮。是

以燕禮言東霤而大夫士禮則言東榮也。

58) 徐鍇(921-974) : 5대 10국 시대 남당(南唐)의 문자훈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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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61)   

그림 2-21. <하옥전도(廈屋全圖)>의 류(霤)와 영(榮) 구분

(≪沙溪全書≫, 제23권, <家禮輯覽圖說>) 

한편, 낙수물이 맺히는 부분은 첨(檐)으로 정의되었다. 영은 지붕에서 양끝

이 올라간 부분이라 낙수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첨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데 이전의 문헌에서 남영(南榮)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남첨(南檐)을 의미한 것이

라는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는 남쪽 편에 영을 두었을 수도 있지만 남측

은 정면이라는 인식에 의해 당연히 첨을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앞선

사대부 가옥의 설명에서도 영은 동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마

면과 박공면의 차이가 발생하는 맞배지붕에서 측면에 형성되는 박공면은 영, 정

면과 후면에 형성되는 처마면은 첨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면

에 모두 첨을 두는 전옥은 전 후면에만 첨을 두는 하옥에 비해 상위의 형식으

로 정리되는 동시에 정면과 측면을 각각 첨과 영으로 차별을 두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9) 郭璞(276-324) : 진(晉)의 학자, ≪장경(葬經)≫의 저자

60) 전한대(前漢代)의 사마상여(司馬相如, BC179-BC117)가 지은 산문부

61) 李如圭撰, 위의 책

   霤者說文屋水霤也徐鍇曰屋檐滴處 榮者說文曰屋梠 之兩頭起者爲榮 又曰梠齊謂之檐 楚

謂之梠 郭璞注上林賦曰南榮屋南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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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중국 일본

檐 처마 屋檐 軒(庇·廂)

榮 박공 牔栱 切破風(妻)

표2-1. 첨(檐)과 영(榮)의 한‧중‧일 용어 구분

일본건축에서도 처마면을 히라(平), 박공면을 츠마(妻)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박공면으로 진입하는 형식을 처입(츠마이리, 妻入), 처마면으로 진입하는

형식을 평입(히라이리, 平入)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사례에 비교하면, 일본

건축에서는 박공면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출입의 방향에 따

른 별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츠마이리는 대개 일본의 상고(上古)

시대 건축 형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평가되는 신사(神社) 본전(本殿)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가노시(長野市)에 위치한 선광사 본당(젠코지 혼도, 善光寺

本堂)과 같은 불전에서도 소수가 남아있다.



54

2.3. 퇴의 발생 유형과 첨 구성의 관계

2.3.1. 퇴의 발생과 상부가구의 관계

한국 건축에서 퇴를 규정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은 기둥 열에 의해 구분되

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물려서 설치되는 기둥”이라는 뜻의 퇴주라는 용어에서

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퇴는 퇴주와 내주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이다. 따라

서 퇴는 퇴주와 내주의 구분이 생기지 않는 3량가의 유형보다는 고주를 사용하

는 5량가의 구성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퇴 또는 툇간을 건

물의 고주와 평주 또는 내진주와 외진주 사이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5량 이상의

가구에서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62) 이는 퇴의 발생이 5량가

이상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측면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檐 內部 檐 檐 退 退 檐內部

3량가의 기둥 열 구성과 공간 2고주 5량가의 기둥 열 구성과 공간

그림 2-22. 상부가구의 량가(樑架) 구성과 퇴 발생의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는 같은 5량가의 경우에도 고주의 구성에 따라

전면 또는 후면에만 생기기도 하고, 고주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기

도 한다. 이렇게 생겨난 퇴 공간은 벽이나 창호를 고주 열에 설치하면 개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첨을 보다 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고대 사찰의 금당(金堂)형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로는 조선

시대의 사묘 건축에 특히 많은 사례가 있다.

6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툇간은 고주(高柱)와 평주(平柱) 사이를 지칭하는데, 건축물의 전면에 많고 규모가 

큰 건물에서는 측면이나 후면에도 생긴다. 살림집에서는 전면에만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툇마루가 형성되는 것은 겹집의 가구(架構)를 5량(樑)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경

우인데, 대청 앞에 툇마루를 문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하방으로 문턱을 만드는 형식

만 취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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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기둥 열의 구성에 의해 퇴칸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주를 둔 5량가의 단층 구성은 온 칸 물림 형식의 중층 구성

과도 매우 유사하다. 6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여러 사찰지에서 발굴되는 중층

불전은 상층 첨을 지지하기 위한 내진(內陣)의 고주 열과 하층 첨을 지지하기

위한 외진(外陣)의 평주 열 구성에 의해 거의 대부분 사면(四面)에 퇴가 발생된

다는 특징이 있다. 이르게는 기원전 2500년 경의 은대(殷代) 궁전지(宮殿址)로부

터 확인되는 이러한 구성은 내진 주위에 퇴칸을 둘러 외진을 구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겹실형의 평면구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은 특

히 발해 문화권의 유구인 상경성(上京城)에서 발굴된 사찰지(寺刹址), 신라 사천

왕사(四天王寺) 금당, 황룡사(黃龍寺) 중금당 등 불전에서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63) 사면에 형성된 퇴칸은 개방된 경우도 많지만, 벽이나 창호로 막혀있

는 경우도 있다.

2고주 5량 단첨(單檐) 구성의 예 2고주 5량 중첨(重檐) 구성의 예

檐 退 退 檐 檐 退 退 檐

그림 2-23. 2고주 5량 상부가구의 퇴 발생 유형

그러나 퇴의 발생이 반드시 5량가의 기둥 열 구성으로 인해 분할된 공간

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량가로 구성된 건물의 한쪽 편으로 새로운

기둥을 물려 설치한다면, 그 기둥이 곧 퇴주가 되며, 퇴주 안쪽에 형성되는 공

간은 퇴칸이 된다. 한국 건축에서 이러한 가구를 반오량(半五樑) 또는 사량(四

樑)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퇴는 대부분 건물의 전면 방향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은 구조적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기둥 열에 의해 자연

스럽게 퇴칸이 형성되는 5량가와는 달리 공간적 필요에 의해 한쪽 편에만 형성

되기 때문에 지붕 구조는 한쪽 방향으로 길어지게 된다. 이 유형은 건물의 초기

63) 김왕직,「발해 상경성 내 제1절터의 건축적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Vol.52 

No.-, 2015, 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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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단계에서부터 퇴를 두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퇴 부분만을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비대칭 지붕을 둔 사례들 중 퇴 부분이 건물의 건립 이후 추가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형들은 주로 정면의 첨 공간을 확장하려

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檐 退檐 檐檐內部 內部

3량가의 기둥열 구성과 공간 3량가의 전면 퇴 부가형

그림 2-24. 정면 첨의 연장에 의한 퇴 발생 유형 

한편, 3량가의 구성이지만 퇴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 공간을 분할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퇴는 상부가구를 지지하는

기둥 열과는 관계가 없는 샛기둥을 대들보 하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러한 형식은 상대적으로 보 방향의 폭이 한정적인 3량가에서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또한, 상부 가구를 지지하는 기둥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 건축의 고대 유구에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퇴의 발생유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며,

한국 건축에서는 퇴칸에 마루를 설치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는 조선 중기 이

후에야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5. 조선 중기 이후 샛기둥을 사용한 3량가의 퇴 구성 유형

(완주 화암사 철영제(喷英齊), https://www.google.co.kr/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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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면 첨의 연장과 퇴의 형성

기원적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첨은 출입을 위한 지붕구조를 확

보하기 위한 기능적 성격과 정면으로써 상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목구조의

발달과 공포의 사용으로 첨의 상부를 구성하는 서까래의 길이, 즉 바깥으로 내

밀 수 있는 처마의 길이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의례를 수용

하거나 정면 출입구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첨을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었고,

연장된 지붕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첨의 연장을 위해 생겨난 기둥은 퇴의 주요한 발생 유형 중 하나가 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26. 전면으로 연장된 첨과 퇴의 발생 유형

산서성(山西省) 대동시(大同市) 조부루촌(曹夫樓村)에서 출토된 5세기 무렵

의 북위(北魏) 송소조묘(宋紹祖墓) 석곽(石槨)을 통해서도 전면에 개방형 퇴를

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석곽은 목구조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퇴칸을 부

가한 형식의 구성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석곽은 전체적으

로 다섯 개의 도리를 놓아 지붕을 형성한 내부공간이 있고, 이 앞으로 네 개의

기둥을 두어 퇴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기둥들에는 벽과 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독립된 육각형의 기둥이 더욱 부각되어 있다. 이 기둥의 상부는 횡방향의

부재로 연결되어 있으며, 횡방향의 부재 위에는 다시 일두삼승식의 공포를 기둥

의 위치에 맞추어 두었다. 특히 출입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은 인자형(人字型)의

부재를 추가로 두어 나머지 부분과의 차이를 표현했다. 공포의 위에는 도리의

역할을 하는 횡방향의 부재를 받쳐 상부의 지붕면을 지탱하고 있다. 내부공간과

는 별도로 형성된 정면 부분으로 인해 전면 쪽으로 더 긴 형태의 지붕을 형성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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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전면으로 연장된 첨과 개방형 퇴칸을 묘사한 석곽 

(北魏宋绍祖墓石椁结构透视示意图)

정면의 첨을 연장하여 전퇴를 둔 형식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신라 왕경유

적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6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면의 첨을 연

장해 퇴칸을 형성하는 방식은 고대기의 주택이나 의례를 위한 전각에서 모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전퇴 공간은 대개 개방된 형태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대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 전면의 퇴 공간을 비워 개방

된 칸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첨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효과

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왕경유적에서 발굴된 주택에서 개방형

퇴를 사용한 방식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방형 퇴가 대부분

중심 건물의 전면에 설치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퇴를 두지 않은 부속 건물을

출입하는 것과는 일정한 차별을 두기 위한 시설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2-28. 신라왕경에서 발굴된 전퇴 부가형 건물지의 구성

(이정미, 「통일신라시대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 : 신라왕경(황룡사지 동편 S1E1지구)유적

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6 No.5, 2010, p.245-246)

64) 이정미,앞의 논문, 2010, 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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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중첨(重簷)의 구성과 퇴의 형성

첨은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보호할 수 있는 지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기

능적 성격과 정면으로서의 상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고대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에서 전면의 퇴 공간을 비워 개방된 칸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첨

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지붕면이 2개 이상인 중층건축(重層建築)에서는 이와 같은 첨과 퇴의 구성

이 목구조의 작법(作法)과도 일치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첩된 첨의 구

성을 위한 목구조의 구성은 앞서 살펴본 첨의 연장을 위해 생겨난 유형과는 다

른 퇴의 주요한 발생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하층의 실내 기둥이 상층의 바깥 기둥이 되

는 온칸 물림의 기법을 사용했다.65) 이렇게 물림의 구조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중첨은 수직으로 하층의 첨과 상층의 첨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동시에 평면적으

로는 퇴칸의 구성이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부가된 하층의 첨은 결과

적으로 ≪영조법식≫에서 대개 전당식(殿堂式)으로 분류되는 최고급의 건축 유

형이 그 아래 등급의 유형과 구분되는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림 2-29. ≪영조법식(營造法式)≫의 전당(殿堂)과 비전당(非殿堂) 첨 구성

중첨의 구성에 의해 나타나는 퇴는 전면뿐 아니라 대개 사면에 형성된다

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형성된 퇴는 벽으로 막지 않고 개방한 사례가 많다. 사

면에 퇴를 두고,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했던 유형은 이르게는 은대(殷代) 초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언사이리두(偃師二里頭) 2호 궁전

지(宮殿址)와 은대 중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호북성(湖北省) 황피현(黃陂

65) 김덕문, 김경표,「중층건물 층구조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

집』, Vol.12 No.9, 1996,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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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 반룡성(盤龍城)에서 발굴된 궁전지에서부터 발견된다. 이 건물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내부의 실을 판축 방식으로 구성하고, 그 주위에 기둥을 세워 사면

으로 퇴를 구성하였다. 중첨 구성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길림성

(吉林省) 집안시(集安市)에 위치한 동대자(東臺子) 유적이나 발해 상경성에서 발

굴된 건물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면 퇴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0. 은대(殷代) 호북성(湖北省) 황피현(黃陂縣) 궁전지의 복원도

(윤장섭, 앞의 책, 1999, p.24)

그림 2-31. 발해 상경성 불교사원의 퇴 구성 

(左: 제 1절터, 右: 제 9절터 본채, 김왕직,「발해 상경성 내 제1절터의 건축적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Vol.52 No.-, 2015, p.45-73.에서 재인용)

중첨을 두더라도 사면으로 생성되는 퇴는 개방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

공간에는 상층 바닥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의 중층목조건축의 경우 실제 내부공간의 층수보다는 지붕면, 즉 옥개(屋蓋)의

수를 기준으로 층(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숙종대(肅宗

代)에 간행된 ≪궁궐지(宮闕志)≫에는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과 같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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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둘이지만 내부공간은 단층인 경우에도 이층(二層)으로 표기하고 있다. 중

층의 정의에 바닥면의 개수 보다는 옥개의 수가 중요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붕과 첨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성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정전의 경우, 하층의 고주와 평주를 잇는 툇보 위에 상층의

첨을 형성하는 기둥을 올린 형식이다. 따라서 온칸 물림이 아닌 반칸 물림의 구

조로 중층을 형성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지붕면과 첨이 중첩되어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중층의 용어에도 구분을 두지는 않는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온칸 물림과 반칸 물림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옥개가 둘이지만 하층의 툇보가 고주에 그대로 붙는 온칸 물림의 부분을 ‘一重

裳階付’, 상층 첨을 지지하는 기둥이 하층의 툇보 위에 올라가는 반칸 물림을

‘二重’으로 표기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층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옥(重屋) 혹은

중첨(重檐)이라는 용어를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첨과 옥의 의미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66)

單檐廡殿頂 重檐廡殿頂

單檐歇山頂 重檐歇山頂

그림 2-32. 중국건축의 단첨(單檐廡殿, 歇山)과 중첨(重檐廡殿, 歇山) 구분

66) 김봉건,『傳統 重層木造建築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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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동아시아 건축에서 첨의 기원은 지붕면과 벽체가 분리되기 시작된 무렵부

터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표면에 닿아있던 지붕이 기둥이나 벽체를 이

용해 점차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되자, 지붕면이 아닌 벽면에 출입을 위한 문과

채광, 환기를 위한 창을 둘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건물의 개구

부는 일사와 강우에 취약했을 것이며, 지붕을 연장하여 개구부를 보호하는 기능

은 첨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지상식의 건물이 등장하고 난 후

얼마 뒤 출입구를 분리한 철자형(凸字型), 려자형(呂字型)의 건물지가 확인되는

것은 첨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개구부를 보호하기 위

한 독립된 지붕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건물지 중에는 오히려 출입구를 건물의 내부 쪽으로 들여서 구성한 사례도 있

다.

첨의 본격적인 발달은 동아시아 건축에서 이른 시기부터 변화가 집중되었

던 공포의 발전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포의 사용으로 이전에는 기둥

상부의 횡방향 부재 또는 좁은 범위에서 머무르던 첨의 공간적 범위도 점차 확

장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목구조의 발달 이후의 세분화된 공포에서는 확대

된 첨의 공간적 범위가 반영된 많은 부재의 명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건

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첨, 소첨, 도매첨 등의 용어는 이와 관련된다. 공포는

첨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큰 의장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공포를

중심으로 한 목구조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지붕면을 확장하기 위해 시작되었

던 첨의 구성 방법에 대한 문제는 건물의 격식과 수준을 결정짓는 척도로 작용

하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목조건축에서 첨의 형성은 정면성, 상징성과 같은 의미를 획득

해나가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가장 단순한 맞배지붕의 구성에서 처마면은 목

구조의 발달 과정에서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주된 출입면으로써 지위를 굳히게

된다. 이는 출입구로 사용되는 개구부를 일사와 강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

붕면인 첨을 확장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선택했던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또한 첨

의 확장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포가 가진 의장적 효과는 첨을 정면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주 출입면과 정면으로써 첨의 상

징은 장소나 지점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문형 건축에도 적용되어 이후로 오랫동

안 지속된다.

첨의 차별성은 중국의 은대(殷代)에서부터 임금의 전옥(殿屋)과 사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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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옥(夏屋)의 구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첨은 낙수물이

맺히는 부분으로 정의되기도 했으니, 이는 첨의 기능과도 관련된다. 사면으로

낙수물을 처리할 수 있는 팔작지붕은 곧 위계가 높은 전옥이 되고, 전면과 후면

으로만 낙수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맞배지붕은 차급의 하옥이 된다. 이때, 맞배지

붕에서 첨이 없는 부분은 영(榮)으로 구별하였다.

퇴의 사전적 의미를 퇴주와 내주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듯,

퇴의 발생은 기둥 열과 상부가구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퇴주와 내주의 구분이 발생하는 5량 이상의 가구에서 기둥 열

구성에 의해 퇴칸이 형성된다는 관점은 퇴의 발생 유형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

로 꼽을 수 있다. 온 칸 물림 형식의 중층 구성에서 발생되는 사면퇴의 유형 역

시 구조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기둥 열의 구성에 의해 퇴칸이 형성된다는 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퇴 공간은 3량가로 구성된 건물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3량 구성의 건물의 한 쪽 편으로 새로운 기둥을 물려 설치한다면, 그 기둥이 곧

퇴주가 되며, 퇴주와 건물의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은 곧 퇴칸이 된다.

건물의 한 쪽 편으로 새로운 기둥을 물려 퇴를 형성하는 유형은 대개 전

면인 경우가 많다. 전면의 첨과 퇴는 주된 출입을 위한 기능과 전면으로써 상징

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첨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열 구성에 의

해 형성되는 퇴칸은 대개 사면에 모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형성된 퇴

칸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창호나 벽을 퇴주 열에 설치하여

퇴칸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 전면 고주 열에 창호나 벽을 설치하여 전면으로만

개방된 퇴칸을 두는 경우, 겹실형의 구성에 따라 사면에 형성되는 퇴칸을 모두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구성은 동아시아 건축에서 비교적 이

른 시기부터 주거와 의례 공간에서 모두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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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아시아 건축의 경계 공간 구성

3.1.1. 중국 건축의 첨 구성

북송대(北宋代)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진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에

있는 진사(晋祠) 성모전(聖母殿)은 하층 지붕면을 지지하는 기둥 열을 전부 개

방하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중국의 건축 유구 중에서 차양칸을 형성한 가장 오

래된 형식의 건물로 평가된다.67) 온칸 물림의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층과

상층의 공포 및 지붕면을 받치게 되는 기둥들은 모두 첨을 받치는 기둥, 즉 첨

주(檐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상층 첨을 받치는 기둥을 첨주라 하고, 하

층 첨을 받치는 기둥은 부계첨주(副階檐柱)로 구분한다.

副階檐柱列

檐柱列

檐

檐

內殿

그림 3-1. 山西省 太原市 晋祠 聖母殿 상‧하층 첨의 중첩된 구성

이와 같은 형식은 ≪영조법식≫에서 부계주갑(副階周匣)으로 명명된 것과

같은데, 사실 하층의 첨은 부가된 형태이며, 내부의 건물과는 구조적으로 분리

될 수 있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68) 진사 성모전의 전면은 두 열의 첨주로 구성

된 부분을 모두 개방하여 나머지 면들과의 차별을 두었고, 전면 8개의 부계첨주

에는 반룡(蟠龍)을 두어 전면의 상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첨은 건물

의 내부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지붕구조로써 사용되는 동시에 건물의 입면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건물의 용도나 건물을 사

용하는 목적에 따라 때로는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요소가 강조되기도 하고,

67) 윤장섭,『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180

68) Qinghua Guo, 『The structure of Chinese Timber Architecture』, Minerva 

Press, 1999,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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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입면 구성을 위한 상징적 요소가 더 강조되기도 한다.

송대(宋代)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정딩셴

(正定縣) 에 위치한 융흥사(隆興寺)의 전륜장전(轉輪藏殿)과 자씨각(慈氏閣)은

내부공간의 필요로 첨이 부가되어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륜장전은 모두

2층의 건물로, 1층에는 전륜장, 2층에는 불상을 각각 배치하였다. 1층 바닥과 2

층 바닥에는 전륜장을 회전시키기 위한 축을 설치해야 했는데, 회전축을 측면의

중심에 두지 않고 전면 쪽으로 치우치게 놓았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했던 것은

전면 하층 공포의 상부에 놓은 지붕면을 이용해 첨을 길게 추가하여 공간을 확

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1층 평면에서는 전륜장이 중심에 위치한 것과 같은

구성이 가능했다. 이렇게 확보된 1층 후면 공간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

단을 설치하였다.

그림 3-2. 河北省 正定縣 隆興寺 轉輪藏殿

(梁思成 著 ; 韓東洙 ; 梁鎬永 共譯, 『圖說中國建築史』, 世進社, 1992, p.101)

전륜장전과 마주보고 있는 자씨각 역시 2층의 규모인데, 전륜장전과 같이

2층에도 바닥을 두고 1층 후면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으나, 1층에 놓은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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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立像)이 올라온 곳은 바닥이 뚫려 있어 별도로 다른 불상을 봉안하지는 않았

다. 전륜장전에서와 같이 전면 쪽으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 공포의 상부

에 놓은 지붕면을 길게 추가하여 바닥에서부터 약 8미터 높이에 육박하는 불상

을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림 3-3. 河北省 正定縣 隆興寺 慈氏閣

(梁思成, 『中國建築史』, 百花文藝出版社, 2005, p.213)

고대의 중국에는 한대(漢代)의 화상석이나 도루(陶樓)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망루 형태의 목조 건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건물들에서는 각 층의

바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층시킬 수 있는 평좌(平坐)나 여러 개의 첨을 중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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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는 불탑과 동일한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불탑을

고층 목조 건축의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대의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기념비적인 높이의 목

조 불탑의 건립이 성행했던 시대가 있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국과 한반도에 각각 전탑(塼塔)과 석탑(石塔)이 유행하게 되었지만, 고층

목조 건축 형식 번안(飜案)의 주된 요소로서 지붕과 첨의 표현은 오래도록 지속

되었다. 여러 개의 중첩된 첨을 통해 기념비적 상징성을 획득한 사례는 동아시

아 목조 불탑의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에서 기원한 탑의 전통은 중앙아

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며 고층 목탑의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69) 고층의 목조 건축에서는 중첩되는 지붕면의 수가 증가할수록 첨이 입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한다. 봉분(封墳) 형태의 복발형(伏鉢形) 조형이

강조되었던 인도의 스투파(Stupa)가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기념비로써

의 불탑이 고층 목조건축의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첨의 중첩에서 얻어지

는 입면 조형의 상징적 성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8. 지붕면의 적층과 입면에서의 첨의 비중

(左: 保國寺 大殿, 中: 報恩寺, 右: 佛宮寺 釋迦塔)

한편, 보다 넓은 출입구를 두기 위해 기존 건물의 마룻대와 직교하는 방향

으로 마룻대를 두어 별도의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면

에 부계첨주를 두는 유형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대(宋代)에 재건된 중국 하북성의 융흥사는 남북을 종축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69)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 개념사전』, 동녘, 2013,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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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隆興寺 摩尼殿의 돌출지붕

(윤장섭, 앞의 책, 1999, p.155, 157) 

길게 펼쳐져 있다. 북쪽 편에 위치한 승방(僧房)구역을 제외하고는 종축선상에

주요 전각들이 위치해 있고, 부속 건물들은 종축선상의 동 서 양편에 대칭으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엄격한 배치의 원칙이 지켜진 모습은 송대의 사찰배치계획

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70) 남쪽에는 융흥사의 정문인 산

문(山門)이 있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대각육사전지(大覺六師殿址)의 뒤편으

로 마니전(摩尼殿)이 있다. 마니전의 좌 우의 담장에는 사찰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

마니전은 정면 7칸, 측면 7칸(정면 35m, 측면28m)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

운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면은 2중으로 되어 있고, ≪영조법식≫의 전당

식 가구법과 유사한 온 칸 물림의 구성을 하고 있다. 내부의 기둥은 거의 감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면 5칸, 측면 5칸의 내진(內陣)과 2칸씩의 외진(外陣)이

결합된 구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71) 종축선인 남북 쪽뿐 아니라 사면으로 모두

출입구를 둔 점이 특징적인데, 각각의 출입구에는 모두 별도의 지붕을 두어 사

면으로 모두 돌출지붕을 둔 형태로 볼 수 있다.

층루의 건립 이후 전면으로 건물의 추가되며 첨의 구성이 더욱 강조된 사

례도 있다. 중국 명대의 층루건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서성(山西省) 유차시

(榆次市)의 옛 한성터(漢城舊址)에 위치한 성황묘(城隍廟)의 현감루(玄鑒樓)는

홍치십년(弘治十年, 1497)에 2층의 누각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14년 후인 정덕육

년(正德六年, 1511)에 기존에 지어진 현감루의 전면에 악루(乐樓)를 추가로 건립

70) 윤장섭,『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154

71) 이강근,「韓國과 中國의 古代 佛敎建築 비교 연구」,『美術史學硏究』, Vol.- 

No.230, 2001,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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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전첨 공간을 확장한 형태의 건물이 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다시 악루의 전면에 단층의 희대(戏台)를 추가하면서 지붕의 높이가 전면

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형태의 건물이 되었다.72) 현감루, 악루, 희대의 세 건물은

각기 다른 시기에 지어졌지만, 전면의 첨을 확장하며 하나로 조합된 형식이 된

것이다.

1重檐

1차 증축부2차 증축부

2重檐

1重檐

2重檐

戏台

乐樓

玄鑒樓

그림 3-6. 山西省 榆次市 城隍廟 玄鑒樓 단면도와 전경

 (张映莹, 『山西 明代建筑』, 山西古籍出版社, 2005, p.154)

72) 张映莹, 『山西 明代建筑』, 山西古籍出版社, 2005, p.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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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본 건축의 경계 공간 구성

동아시아 고대 건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경계공간은 주로 행례를 위한 공

간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습은 지면으로부터 바닥면을 띄운 고상

식(高床式)의 건축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활발히 발전되

어온 것으로 보인다. 퇴는 중심 공간 둘러싸는 주변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

다. 일본 건축에서는 대부분 지붕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와 천정을 구성

하는 구조를 나눈 노고야(野小屋)를 둔다는 점에서 첨의 상부가구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73) 그러나 중심 공간의 전면이나 사면에 형성되는

경계 공간의 측면에서 일본 건축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의례 공간의 전면

에 형성되는 코하이(向拜), 덧댄 차양을 의미하는 마고비사시(孫庇)는 한국 건축

의 퇴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moya

hisashi

hisashimoyahisashi

그림 2-30. 일본 건축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Kazuo Nishi, Kazuo Hozumi,『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Kodansha International, 2004, p.13)

일본 건축에서 출입구 부분까지 지붕을 덮어 히사시를 만들거나, 내 외진

을 구분하는 형식은 헤이안시대의 신사건축에서도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 건축에서는 출입의 방향과 경계 공간의 구성 방식이 다양한데, 이러한 유

형들에 대표적인 신사의 명칭을 붙여 분류한다. 가스가다이샤(春日大社)는 앞선

시대의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와 같이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고, 출입을 위한

계단을 둔 형식이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정면 쪽으로 고하이(向拜)를 두었고,

가적지붕과 같은 형태로 첨을 만들어 계단까지 한 번에 덮은 점이다. 이렇게 박

공면으로 출입하면서 지붕을 만든 신사의 형식을 가스가즈쿠리(春日造)로 분류

73) 杉山信三 著, 서동천 譯,『日本朝鮮比較建築史』, 세진사, 2017, p.2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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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처마면을 정면으로 하고 출입구를 둔 기존의 신메이즈쿠리(神明造)

형식도 경계 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신명조

의 첨 확장은 전면 지붕을 연장하거나 팔작지붕과 같이 양 측면에 차양칸을 부

가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출입을 위한 계단이 놓이는 공간의

상부만을 덮은 형식을 나가레즈쿠리(流造)로 지칭하고, 양 측면까지를 지붕으로

덮는 형식을 히요시즈쿠리(日吉造)로 구분한다.74)

그림 3-8. 上: 나가레즈쿠리(流造), 下: 히요시즈쿠리(日吉造)

모야와 히사시 구조는 일본의 고대 불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초제사

(도쇼다이지, 唐招提寺) 금당은 8세기 나라(奈良)시대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건

물로 평가된다. 단층의 우진각 지붕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규모이다. 건물

전면의 1칸을 개방하였고, 이 부분은 한국 건축에서 개방형 전퇴를 둔 모습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전면의 한 칸을 개방한 모습은 나라에 위치한 흥복사(고호

쿠지, 興福寺) 동금당(東金堂)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복사 동금당은 나라시대의 건물지 위에 1415년 재건된 것으로, 무로마치

(室町) 시대 화양(와요, 和樣)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측면 4칸 중 전면의 1칸을

개방하였고, 내부 바닥은 전돌로 마감되어 고대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75) 측면을 4칸으로 구성한 것과 전면의 1칸을 개방한 점은 당초제사와

74) 太田博太郞, 『日本建築史基礎資料集成 一 社殿』, 中央公論美術出版, 1972, 

p.107-108.

75)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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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나, 개방된 전면 1칸의 측면은 벽으로 막은 점은 다르다.

母屋庇 庇 母屋庇 庇

그림 3-9. 당초제사 금당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구성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140) 

母

屋

庇

庇

그림 3-10. 흥복사 동금당의 모야(母屋)와 히사시(庇) 구성

(윤장섭, 위의 책, 2000, p.258)

헤이안(平安)시대 불교건축에서 불전 앞에 예당(禮堂)을 붙여 신도들이 예

배하는 공간을 별도로 둔 것에서 시작된 형식은 밀교의 영향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면의 지붕을 확장하여 불전과 예당을 한 지붕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후 본당(本堂)의 전형으로도 발전되었다.76) 이때, 전면 출입구 방향에서

진입하게 되는 예당은 외진(外陣), 외진 안쪽의 봉안 공간은 내진(內陣)이 된다.

외진으로 출입하기 위해 주로 계단이 설치되는 부분까지 지붕이 덮여 있다.

76)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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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拜 外陣 內陣向拜 外陣 內陣

그림 3-11. 헤이안(平安)시대 불교건축의 向拜, 內, 外陣 구성  

(左: 長弓寺 本堂, 13c 右 : 本山寺 本堂, 14c)  

庇 庇母屋 孫庇孫庇

그림 3-12. 에도(江戶)시대에 증축된 실생사(무로지, 室生寺) 金堂

(윤장섭, 앞의 책, 2000, p.176)

일본 건축에서도 중심 건물로서의 상징을 위한 중첨의 구성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첨의 구성인 것은 다른 건물들과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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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부분의 지붕 높이를 달리하여 정면 또는 주 출입구 부분을 보다 차별적

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 교토(京都)에 위치한 교오고코쿠지(敎王護國

寺)는 도지(東寺)라고도 속칭되는데, 헤이안쿄(平安京)을 조영할 때 국가진호(國

家鎭護) 목적으로 건립된 일종의 관사(官寺)이다. 남대문(南大門), 금당(金堂),

강당(講堂), 식당(食堂), 북대문(北大門)이 남북의 축 선상에 나란히 있고, 그 동

남방에는 오중탑(五重塔)이, 서남방에는 관항원(灌項院)이 배치되어있다.

곤도(金堂)는 823년(弘仁 14) 이전에 준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면 7

칸, 측면 5칸의 규모에 전면 1칸은 전부 개방되었다는 ≪도호키(東寶記)≫의 기

록에 따라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금당 건물과 유사한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77) 현재의 건물은 1603년(慶長 8)에 재건되어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를 대

표하는 건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 출입구가 있는 금당의 하층 중앙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한 단을 높여 지붕을 두었는데, 이 부분에는 판문이 달려있

어 불상 쪽으로의 채광이 가능하다.78) 이러한 형식의 차별적인 첨 구성은 정면

주 출입구 부분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더욱 강조되는 효과가 있

다.

그림 3-13. 교토(京都) 교오고코쿠지(教王護國寺) 금당의 중첨 구성

(日本建築學會,『日本建築史圖集』,彰國社, 2007, p.32) 

정면의 주 출입구 부분 첨을 나머지 부분과 다르게 구성한 모습은 같은

헤이안 시대의 건물인 뵤도인(平等院) 호오도(鳳凰堂)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뵤

77) 윤장섭,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172-173.

78) 이 판문이 실제로 채광을 위한 기능을 했던 것인지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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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은 원래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가 자신의 별장으로 교토 동남쪽에 위

치한 우지(宇治)에 지은 건물이었으나 그의 아들 후지와라 요리미치(藤原賴通)

가 불교 사원으로 희사하여 1053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다.79) 동쪽의 아사히

야마(朝日山)을 향해 동쪽으로 지어진 호오도는 아미타당(阿彌陀堂)으로 조성된

주도(中堂)의 옆쪽으로 이키로(翼廊), 뒤쪽으로는 비로(尾廊)가 연결되어 있다.

주도의 내부공간은 정면 3칸, 측면 2.5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로쪽으로

연결된 후면을 제외하고, 건물 주위로 모코시(裳層)가 둘러져 있다. 주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중앙 부분의 한 칸에는 불상의 정면을 가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되는 높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모코시의 지붕은 다른 부분

과는 달리 한 단을 높였다.

그림 3-14. 교토 뵤도인(平等院) 호오도(鳳凰堂)의 중첨 구성

(도면 출처: https://bunka.nii.ac.jp, 사진출처: https://www.byodoin.or.jp) 

79) 윤장섭, 앞의 책, 2000, 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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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건축의 첨과 퇴 구성

3.2.1. 첨과 퇴의 공간적 관계

첨의 공간적 범위를 형성하는 주요 부재들은 지붕면 하부의 서까래, 서까

래를 지탱하는 도리와 공포,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부재들, 바닥과 기단

부분의 부재들로 구분된다. 반면, 퇴는 툇보와 퇴주가 퇴 공간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로 인식된다. 이렇듯, 첨과 퇴는 각각의 공간을 형성하는 부재의 측면

이나 퇴주의 안과 밖에 형성된다는 위치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부와 내부를 잇는 경계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령, 개방형 전퇴를 두고, 바닥을 기단 면과 같은 높이로 만든 퇴 공간은

첨하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반대로 툇마루 전면의 첨에

마루를 추가로 설치하면 툇마루를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첨

과 퇴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각 공간의 확장적 구성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3-15. 동일한 바닥 형식을 통한 첨과 퇴의 확장적 구성

(左: 나주향교 대성전, 右: 아산 건재고택 사랑채, 사진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첨은 거의 모든 건물에서 형성되지만, 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퇴를 두지 않은 건물에서는 첨이 퇴와 유사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안동의 봉정사(鳳停寺) 대웅전(大雄殿)은 불전은 흔치 않게 전면

첨에 마루를 설치하여 퇴와 유사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건물은

1430년(세종 12)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면 첨의 마루가 언제 설

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80) 마루가 설치된 목적은 분명 첨의 공간

80) 安東市, 『鳳停寺 大雄殿-解體修理工事報告書』,2004, p.139에서는 전면 처마 밑 

마루에 사용된 기법의 정연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마루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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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 대웅전의 경우

기둥의 바깥으로 2개의 출목을 두고, 지붕의 끝에는 부연을 설치해 약 2.5미터

가량의 비교적 넓은 첨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첨의 바닥에 설치한 마루의 폭은

1.7미터 가량으로 일반적인 툇마루와 비교해도 매우 넓은 편이다.

그림 3-16.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첨 하부의 마루 

(2018년 11월 촬영)

전면을 개방한 퇴는 첨과 유사한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의 내부공간 일부를 비운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전면의 공간에 퇴가 생

기면 내부공간은 줄어들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 사이의 완

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공간의 바닥 높이가 다르고, 신

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적 공간의 쓰임이 더욱 중요해지

기 마련이다. 따라서 퇴는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보편화되어 가던 조선 중기 이

후로 사용 요구가 크게 늘었을 것이고, 내부공간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점차

마루를 설치한 사례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첨과 퇴는 기능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데, 대개 퇴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 조선 후기의 주택이 조선 중기의 주택에 비

대에 설치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주남철, 「韓國 現存 最古의 木

造建築 鳳停寺 極樂殿 本形에 관한 연구 : 鳳停寺 極樂殿 修理工事報告書, 鳳停寺 極

樂殿 修理·實測 報告書 및 鳳停寺 大雄殿 解體修理工事報告書 分析을 기반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8 No.9, 2012, p.173-182.에서는 해체공사 

당시 들어난 마루의 괴임재가 처음부터 설치된 것이며, 이 때문에 마루가 설치된 시

점은 초창 때부터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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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개 처마 내밀기의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측면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後檐(簷)

前檐(簷)

內部

그림 3-17. 퇴가 없는 경우의 첨, 내부공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 

(安東市, 앞의 책, 2004, p.331, 341의 도면에 필자 표기)

後檐(簷)

內部

前退

前檐(簷)

簷床

退軒

簷床

그림 3-18. 첨, 퇴, 내부공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 

(문화재청, 『崇烈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294, 397의 도면에 필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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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선시대에 건립된 국가지정 문화재주택 76건을 살펴보면, 15-16세

기에는 총 15호의 사례 중 6호에서만 툇마루가 있고, 그 면적도 매우 작은 편이

다. 그러나 17, 18세기의 사례 각 18호 중에는 14호에서 툇마루가 설치되었고,

19세기에는 25호 중 1호를 제외한 24호에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조선 후기

로 갈수록 툇마루가 있는 형식이 전형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81) 이처럼 툇마루는 조선 중기 이후로 설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툇마루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된다.

퇴에 설치된 마루

첨에 설치된 마루

그림 3-19. 조선시대 주택 마루 면적의 평균적 변화 양상(㎡)

(안소현, 배창현, 김지헌, ｢조선시대 주택 마루의 형식 변화｣ ,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추계. p.257을 재구성)

반면, 첨에 설치된 마루의 면적은 조선 중기보다 조선 후기에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선 중기에는 첨의 마루가 툇마루보다 훨씬 더 많이 사

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7-18세기에는 첨과 퇴의 마루 면적이 유사하게 나

타나다가 19세기가 되면 첨의 마루는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툇마루가 크게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현존하는 주택 유구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고, 조선

중기의 사례는 대부분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표본상의 한계가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하여 분석결과를 지역과 무관한 시대적인 특징으로만 일반화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툇마루가 크게 증가하는 대개

의 경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81) 안소현, 배창현, 김지헌, ｢조선시대 주택 마루의 형식 변화｣,『한국건축역사학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추계. 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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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에서 처마를 내민 길이, 즉 첨의 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82)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편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조선 중기의 주택보다는 조선 후기의 주택에서 첨

의 폭이 약 20cm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5세기 이전 사례들의

평균값은 1.3m를 넘는데, 이중에는 양동 서백당 안채에서와 같이 ㅁ자형의 구성

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청의 지붕 서까래가 좌·우의 지붕

위에 얹히며 회첨골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첨의 폭이 1.6미터 이

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정도로 넓은 첨의 폭은 이후

시기에도 규모가 큰 주택에서 종종 쓰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별 건물의 규

모에 따라 첨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니 개별 사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첨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사례수 최소값(mm) 최대값(mm)  평균값(mm)

15세기 

이전
7

1,090

양동 서백당 사랑채

1,615

양동 서백당 안채
1,335

16세기 16
900

양동 향단 안채

1,465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1,272

17세기 8
1,080

논산 명재고택 안채

1,672

안동 양진당 사랑채
1,284

18세기 28
989

남원 몽심재 안채

1,650

구례 운조루 사랑채
1,260

19세기 56
820

보성 이용욱가옥 사랑채

1,612

운현궁 노락당
1,187

20세기 25

900

해남 윤탁가옥 사랑채

보성 이용우가옥 사랑채

1,530

윤보선 전대통령생가 

사랑채

1,186

합계 140 963 (평균) 1591 (평균) 1,254

*이경태, 『韓國傳統家屋의 처마내밀기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58의 표 3-2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표 3-1. 조선 중‧후기 주택의 시대별 첨의 폭 

82) 이경태,『韓國傳統家屋의 처마내밀기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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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를 내민 길이는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 기둥의 높이, 중도리의 위치와

장연(長椽)의 길이, 지붕의 물매, 지붕의 재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600년을 전후로 한 양난(兩亂) 이후의 목재 수급의 부족현

상은 첨의 폭이 줄어드는 현상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83) 실

제로 비슷한 시기 재건된 사찰 건물들 중에서 불완전한 구성을 가진 것들이 많

다는 정황은 목재의 부족이 건물의 규모나 개별 부재의 수급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주택에서 퇴를 두는 구성이 보편화 된 것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첨과 퇴는 상부는 지붕으로 덮여있지만, 측면

은 개방된 매우 유사한 공간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마루를 설치하여 출입이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거의 모든 주택에서 툇마루를 두는 형식이 보편화 되

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첨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첨의 기능을 퇴가

점차 대체해가며 나타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마의 내민 길이가 줄

어들었다는 것은 첨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공간적 기능에 대한 부담이 점

차 감소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0. 조선시대 주택 첨 폭의 시기별 변화(mm) 

(이경태, 앞의 논문, 2011, p.58)

83) 이경태, 앞의 논문, 201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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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첨과 퇴의 효용과 공간적 확장

첨과 퇴는 일상과 의례적 상황에서 모두 유용한 건축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효용은 곧 첨과 퇴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첨의 폭을 늘리려는 노력은 주로 보첨(補簷)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첨은 주로 기존의 첨에 덧붙일 수 있는 간단한

구조물이나 장막을 의미하였는데, 주택에서는 주로 소나무 가지가 주된 재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송첨(松簷)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84) 보첨은 특히

궁궐이나 제례를 위한 건물에서도 의례나 연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하

게 사용되었던 것을 당대의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첨의 필요성에 대한 기록은 특히 조선 중기 이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데, 이는 의례를 위한 대기 장소였던 첨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10년(태종 10)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묘건축인 종묘에서도 보첨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의 종묘 정전과 영녕전은 전면의 한 칸을 비워

개방형의 전퇴를 두고, 제례시 각 실의 앞에 선 집사관들이 의례에 필요한 예물

(禮物)과 상(床)을 두고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임란

(壬亂)으로 종묘의 건물이 모두 소실된 후 선조대(宣祖代)에 재건된 뒤 수차례

의 중건을 통해 형성된 모습이다. 한양의 종묘가 처음 지어진 것은 1395년(태조

4) 9의 일이었는데, 이때에는 아마도 현재와 같이 개방된 전퇴를 둔 형식이 아

니었기 때문에 보첨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창건 당시의 종묘 정전

은 대실(大室) 7칸의 규모에 동당이실(同堂異室) 형식의 석실(石室) 다섯 칸을

마련하고, 좌 우에는 익랑 2칸을 갖춘 규모였다.85)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종묘(宗廟)의 동ㆍ서상(東西廂)을 짓는 것의 편부(偏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종묘(宗廟)에 나아가 비[雨]를 피할 데를 지을 곳을 살펴

보고 말하기를, “만일 묘전(廟前)에 보첨(補簷)을 만들면 컴컴하게 가려서 미편(未
偏)할 것 같으니, 동서 이방 전면 기단(東西耳房前階)에 10척(尺)의 보첨(補簷)을 

만들어서, 제사(祭祀)를 행하는 날에 비나 눈을 만나면, 나와 향관(享官)은 동쪽에 

있고, 악관(樂官)은 서쪽에, 여러 집사관(執事官)은 묘실(廟室)의 영(楹) 밖에 있으

84) 강영환,「한국 전통건축의 보첨과 차양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

계』, Vol.25 No.12, 2009, p.279-281.

85) 조상순,「창건과 수리, 조선시대 종묘의 건축적 고찰」,『서울학연구』, Vol.- 

No.43, 2011,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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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용의(容儀)를 잃는 일이 없어, 

거의 성경(誠敬)을 다할 것이다.”86)

 

당시의 종묘는 1395년(태조 4)에 정전(正殿)이 처음 건립된 때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문헌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의 건물에서는 우천시 비를 피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묘실

의 전면으로 보첨을 다는 방안이 있었지만, 만약 보첨을 달게 된다면 건물의 채

광이 좋지 않게 된다는 취약점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 서 이방(耳房)의 전면 기단에 10척의 보첨을 만들어 임금과 향관은 동상(東

廂)에, 악관은 서상(西廂)에 자리하는 안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10척의 보첨이라는 표현은 확실치는 않지만 동 서상 건물을 뜻했던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 해당 기사의 처음에 동 서상을 짓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고자 했

고, 실제로 이 건물들은 같은 달 26일에 건립되었기 때문이다.87) 그런데 이 건

물들이 완성된 이후에도 집사관들의 대기 위치로 예정된 곳은 묘실의 영 바깥

(廟室楹外)이었다. 묘실의 영이 어떤 기둥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

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는 건물 가장 전면에 위치한 기둥일 확률이 높다.

그런데, 동 서상이 완성된 이후인 1537년(중종 32)에도 우천시에는 헌관과

집사들의 배위(拜位)가 마땅치 않아 대신들로 하여금 섭행(攝行)하게 한 기록이

있다.88) 동 서상의 대기 공간이 있더라도 우천시 비에 젖지 않고 각 묘실로 이

86) ≪태종실록≫, 태종 10년(1410) 5월 13일 己卯, 4번째 기사 中 

   命議政府議構宗廟東西廂偏否。 上詣宗廟, 相置備雨之處, 乃曰: "若於廟室前作補簷, 則

恐暗蔽未偏。 東西耳房前階, 作十尺補簷, 行祭日若値雨雪, 則予與享官在東, 樂官在西, 

諸執事官在廟室楹外。 如此則與祭之人, 皆無失容, 庶盡誠敬。

87) 조상순, 앞의 논문, 2011, p.152

88) ≪중종실록≫, 중종 32년(1537) 4월 20일 戊辰, 3번째 기사 

   좌부승지 강현이 아뢰기를, “신이 종묘를 봉심(奉審)하고, 배설(排設)에 관한 모든 일

을 예관들과 의논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세가 대단치는 않겠으나 만약 제사를 거행할 

때에도 그치지 않는다면 배위(拜位)를 부득이 동쪽 월랑(月廊)의 첫 칸에 마련하고, 

헌관(獻官)들의 배위는 위판(位版) 뒤에 마련해야 합니다. 제사 모시는 집사들은 또한  

무의 아래(廡下)로 나아가 서서 각기 맡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뜰 

안이 지금 이미 진창이 되었으니 비가 밤에 개더라도 백관들은 사실 제사에 배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우세가 만일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한갓 궁궐에서 나

오실 때의 사세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배위에서 진퇴(進退)하기에도 또한 곤란하겠습

니다.”하니, 전교하였다. “내가 종묘에서 제사를 거행하려고 미리 재계하는 곳으로 왔

는데 지금 마당이 젖어 행례(行禮)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니 과연 제례를 거행하기가 

곤란하겠다. 그러나 당초에 비를 빌기 위해 제사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가랑비 때문에 

정지한다면 사체에 틀리게 될 듯하기에 우세를 보아 다시 분부하겠다는 뜻으로 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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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기 위해서는 전면의 첨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영 밖이 전첨

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곳은 집사관들의 대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막히게 되

므로 헌관이 이동하는 동선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만약, 당시의 종묘 정전에

개방형의 전퇴가 있었고, 집사관들의 대기 위치가 현재와 같이 개방된 전퇴 공

간이었다면 우천시에도 헌관들이 전면의 첨 공간을 이용해 각 묘실의 사이를

오고갈 수 있었을 것이다. 동 서상을 지은 후에도 우천시의 행례에 같은 어려움

이 있었던 것, 묘실의 전면에 보첨을 다는 논의가 있었던 점과 집사관의 대기

위치가 영의 바깥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조선 전기 종묘의 묘실은 현재와 같

이 개방형 전퇴를 가진 형식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개방형 전퇴를 가진 사묘건축에서 우천시 집사관들이 대기했

던 장소는 앞선 종묘의 경우와는 다르다. 아래의 문헌은 정조대 ≪경모궁의궤

(景慕宮儀軌)≫의 부분인데, 우천시 집사관들의 위치를 첨영의 안쪽으로 기록하

고 있다. 당시 경모궁의 형식은 1764년(영조 40)에 영조가 친필로 수정한 것으

로 알려진 <경모궁구묘도(景慕宮舊廟圖)>를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데, 정당(正堂)의 전면에는 오척(五尺) 폭의 퇴가 있고, 퇴 전면으로 오척의 첨

계(簷階)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도승지 윤숙(尹塾) 예방(禮房) 이 입시했을 때 전교하였다. “옷이 젖어 의용(儀容)

을 잃는 것은 옛사람들이 경계했던 일이다. 매양 제사 전례를 보면 혹 비가 내릴 

경우에는 바로 물려서 행하거나 섭의(攝儀)로 하게 했으니, 이는 백관과 군병들의 

폐단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다. 참으로 공경과 정성이 부족하게 될 것을 염려해

서였다. 그러나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탄식을 실로 스스로 금할 수 

없으니, 예방 승지는 향소(享所)로 나아가 나의 이러한 뜻을 헌관에게 전하라. 이

미 친향(親享)과는 크게 다르고 또 집사(執事)의 수도 적으니 예를 행할 때에 처마 

기둥 안쪽(簷楹之內)에서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의식대로 제

에게 답했었다. 지금 승지들의 말을 듣건대 과연 집사들이 신발이 젖은 채로 신위(神

位)앞에 드나들것 같으면 더럽히는 폐단이 없지 않겠으니, 부득이 대신으로 하여금 

섭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미 친제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환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또한 궁궐이니 유숙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내일 환궁하려고 한다.”

   左副承旨姜顯啓曰: "臣奉審太廟, 排設諸事, 與禮官等議之。 雨勢雖不大作, 然若於行祭

時不歇, 則拜位, 不得已設於東月廟第一間, 獻官等拜位, 設於位版之後, 陪祭執事, 亦令

就立廡下, 各治其任矣。 然其庭中, 今已泥濘。 夜雖開霽, 百官則固不得陪祭矣。 且雨

勢若至於徹夜不止, 則非徒出宮時勢難, 自拜位進退亦難矣。" 傳曰: "予欲行祭太廟, 欲

預到齋所, 而今以庭濕, 行禮爲難云, 果難於行禮也。 然初欲爲祈雨致祭, 而遽以微雨止

之, 則事體似異, 故以觀雨勢更敎之意, 答三公也。 今聞承旨等之言, 則果如執事等靴韈
泥濕, 而出入於神位前, 則不無汚穢之弊。 不得已令大臣攝行也。 且旣不親祭, 則今日可

以還宮, 然此亦宮闕, 留宿亦不妨也。 故欲於明日還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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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행하고 혹시라도 대충 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직접 신칙하라. 그리고 

그대로 향소에 남아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와 아뢰라.”89)

그림 3-21. <景慕宮舊廟圖>의 正堂의 前退 부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1764년(영조 40)제작)

세종대에 궁궐 내에 일종의 원묘(原廟)로 지어진 문소전(文昭殿)에서도 우

천시의 행례에 보첨이 이용된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문소전의 모습은 ≪국조오

례서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소전의 중심 공간은 전전(前殿)과 후침(後

寢) 건물이 월랑(月廊)으로 연결된 ‘工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중 보첨이

있었던 건물은 정면 세 칸 규모의 전전인데, 처음에는 이 건물의 사면(四面)에

보첨을 모두 설치해 북쪽의 보첨 공간에 병풍을 치고 태조의 신좌(神座)를 봉안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보첨의 주된 용도는 비나 바람을 가리는 용

도의 구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출입도 가능했기 때문에 신주를 봉안하는 공

간으로는 적절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보첨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신실(神室)

로 꾸미자는 안 대신에 남쪽을 제외한 삼면을 전부 벽(全壁)으로 만들고 출입은

89) ≪景慕宮儀軌≫, 卷之四, <今制>  中 

   癸卯二月初八日，都承旨尹塾【禮房】入侍時，傳曰：“沾服失容古人所戒。每於祀典，

或値雨下之時，輒命退行，或攝儀，不特爲百官、軍兵之弊而已。誠以欠誠、欠敬爲慮故

耳。然如不祭之歎，實不能自已，禮房承旨詣享所，傳予此意於獻官。旣與親享大異，且

執事數少，行禮時，簷楹之內足可避雨。必須如儀行事，無或草率之意面飭。仍留享所待

祭畢回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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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

첨을 철거하는 주장은 아니었으며, 후침에서 전전으로 신위를 옮길 때에는 유용

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90)

그림 3-22. ≪國朝五禮序例≫의 <文昭殿圖>

   지신사 안숭선(安崇善)ㆍ우대언 권맹손(權孟孫)에게 원묘(原廟)에 나아가라고 

명하고, 황희(黃喜)ㆍ맹사성(孟思誠)ㆍ권진(權軫)ㆍ허조(許稠)ㆍ안순(安純)ㆍ신상(申
商)ㆍ정초(鄭招)ㆍ홍이(洪理)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앞 전각(前殿)을 장

차 어떻게 꾸며야 할지 내가 생각하여 보았으나, 아직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전날 제조(提調) 등이 말하기를, ‘태조의 신위를 북벽(北壁)에서 조금 뒤로 물려 보

첨(補簷)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니, 이를 숙

의(熟議)하여 아뢰라.” 하니, 정초ㆍ신상ㆍ허조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앞 전각

(前殿)의 체제(體制)를 살펴보옵건대, 정전(正殿) 세 칸에 사면을 보첨(補簷)하였사

온데, 보첨으로 말하오면 비바람을 가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일 북면

(北面)의 보첨에다가 중심에 차면[倚障]을 설치하고 태조의 신좌(神座)를 봉안하게 

되오면, 정대하고 엄숙(嚴肅)하지 아니할 것 같고, 또 제위(諸位)의 신주(神主)를 받

90) 안선호, 홍승재,「궁궐 내 원묘(原廟)건축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7 No.1, 2011, p.138에서는 보첨을 문소전 마당을 감싸고 있는 회랑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았으나, 기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보첨의 형태는 문소전 전전(前殿)의 사

면에 직접 연결되어있는 형식의 구조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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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후전(後殿)으로부터 중심의 복도(心廊)로 지나서 차면의 북쪽으로 출입하게 

되면, 태조의 신좌를 설만(褻慢)하게 되오니, 더욱 미편하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

는 사면의 보첨은 모두 꾸미지 말고, 정전(正殿)의 동ㆍ서ㆍ북 세 쪽은 모두 전벽

(全壁)으로 만들고, 남면(南面) 세 칸에는 각각 문 하나씩을 두어, 북벽의 중심에다

가 태조의 신좌를 모시고, 동벽과 서벽에는 소(昭)ㆍ목(穆)의 신좌를 나누어 모시

게 하여, 제위의 신주를 모실 때에는 북쪽 보첨으로부터 나뉘어 동ㆍ서 보첨으로 

해서 남면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사할 때에는〉 태조는 중

문으로, 좌소(左昭)는 좌문으로, 우목(右穆)은 우문으로 들어가서 본 자리[本位]에 

나아감이 편의하겠나이다.”91)

위의 논의를 통해 보첨은 비를 피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외에도 벽을 막

아 기존의 공간을 넓혀 사용하는 용도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첨을

두어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선개국 후 정릉(貞陵)의 수호사찰

로 세워진 흥천사(興天寺)에 있었던 사리각(舍利閣)에서도 확인된다. 정릉은

1409년(태종 9)에 도성 밖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전되었지만 흥천사는 불당과 승

방 등의 여러 건물이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대까지 원래의 자리에 남

아 왕실사찰로서의 위상이 지속되었던 곳이다. 이중 사리각은 사리를 봉안한 석

탑을 감싸는 이중구조 형태의 중층 목조전각이었는데, 1399년(정종 1) 처음 건

립된 이후 태종대와 세종대에 수차례 수리되었던 기록이 있다.92) 이중 세종 20

년의 수리기록에는 사리각 최하층에 보첨을 두고 벽을 물려서 설치하여 내부의

공간을 넓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흥천사 사리각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

터도 확실치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은 흡사 일본 법륭사 오

층 목탑 최하층의 모꼬시(もこし, 裳層·裳階)와도 유사한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흥천사 사리각은 본래 5층이었는데 이번에 규제(規制)를 개조하여 단청(丹靑)은 모

91) ≪세종실록≫, 세종 14년(1432) 11월 3일 戊午, 5번째 기사 中 

   命知申事安崇善、右代言權孟孫詣原廟, 與黃喜、孟思誠、權軫、許稠、安純、申商、鄭

招、洪理等議曰: "前殿, 將何以粧之? 予思之, 未得其要。 前日提調等以爲: ‘太祖神位, 

宜於北壁差退, 當補簷設之。’ 予以爲不可, 熟議以啓。" 招、商、稠等以爲: "臣等今觀

前殿體制, 正殿三間, 四面補簷。 補簷則爲蔽風雨而設, 若於北面補簷, 中心設倚障, 奉安

太祖神座, 則似非正大肅穆。 且奉諸位神主, 自後殿從心廊, 由倚障北出入, 褻近太祖之

座, 尤爲未偏。 臣等以爲四面補簷, 皆勿修粧, 正殿東西北三面, 皆作全壁, 南面三間, 各

置一門於北壁中心, 設太祖神座; 東西壁分作昭穆神座, 奉諸位神主。 自北補簷, 分由東

西補簷, 來至南面, 太祖則由中門, 左昭則由左門, 右穆則由右門入就本位偏易。

92) 김버들, 조정식, ｢조선 초기 修禪本寺興天寺사리각 영건에 관한 고찰｣,『건축역사연

구』, Vol.24 No.1, 2015, 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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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예전대로 하였으나, 오직 맨 아랫 층은 보첨을 두고 벽을 물려(惟最下層補簷退
壁) 안을 넓게 하였다.(使廣其內) 층계(階)·축대(臺)·난간(欄)·원장(墻)은 모두 옛 제도

보다 좋게 하였으며, 바깥 원장도 높게 쌓아서 외인이 엿볼 수 없게 하였다.93)

그림 3-23. 法隆寺 五重塔 최하층의 もこし(裳層, 裳階)

(齋藤裕,『日本建築の形Ⅰ』,TOTO出版 , 2016, p.66)

한편, 조선 전기의 종로에 설치되었던 시전행랑(市廛行廊)에서도 보첨을 두

어 물건을 진열하는 공간을 보다 청결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시

전행랑은 1412년(태종 12)에 시전의 좌 우에 8백여 칸의 터를 닦는 것을 시작으

로 이듬해인 1413년(태종 13)에 일차적으로 총 1천 3백 60여 칸이 완성되었다.

이후 1414년(태종 14)에 다시 그 영역을 추가하여 동쪽으로는 동대문의 좌 우에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완성된 시전행랑은 최근의 발

굴조사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종로를 면한 쪽

과 피맛길을 면한 쪽의 구성이 다르다. 종로에 면한 쪽으로는 약 1,510mm 폭의

기단을 두고 그 앞으로 900mm 폭의 배수로를 설치한 반면, 피맛길 쪽으로는

약 1,820mm가량의 폭을 가진 퇴칸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94)

시전행랑의 내부공간은 온돌을 설치했던 고래와 마루판이 번갈아 설치되

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퇴칸에서는 별다른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에 아마도 흙바닥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대의 시전행랑에서 어

93) ≪세종실록≫, 세종 20년(1438) 3월 16일 庚子, 4번째 기사 中  

   興天寺舍利閣, 本五層, 今改造, 其規制丹臒, 皆依舊。 惟最下層補簷退壁, 使廣其內, 階

臺欄(檣)〔墻〕, 皆增舊制, 又高築外墻, 使外人不得窺覘。

94) 최종규,「종로 시전행랑 유구: 조선 전기 유구를 중심으로」,『한국건축역사학회 학

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1. No.9, 2011, 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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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쪽을 전면으로 삼아 장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흙 위에 물

건을 진열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피맛길 쪽의 퇴칸과 종로 쪽의 기단부에도 물

건을 놓고 장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부에 보첨을 설치하고 바닥의

구조물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은 별다른 구조물이 없었던 전면 기단

부를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 일본 상가(商街)의 제도는 시장 상인들이 각기 처마 아래에다 널빤지로 층루(層
樓)를 만들고 물건들을 그 위에 두니, 다만 먼지가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이 쉽게 이를 보고 살 수 있었으며, 시중(市中)의 음식물들을 귀천(貴賤)의 구별 

없이 모두 사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건습(乾濕)할 것 없이 모든 어

육(魚肉) 등의 식물들을 모두 진토(塵土) 위에 두고는 혹은 그 위에 앉기도 하고 

밟기도 하오니, 비옵건대 운종가(雲從街) 좌우의 행랑(行廊)에서부터 동쪽 누문(樓
門)에 이르기까지, 종루(鐘樓) 남쪽에서부터 광통교(廣通橋)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

첨(補簷)을 만들고, 그 아래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을 층루를 만들어, 어느 간(間)은 

무슨 물건을 둔 곳이라고 죽 편액(扁額)을 달아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소

서.95)

퇴칸, 1,820mm

기단부, 1,510mm

그림 3-24. 청진 6지구 16세기 문화층 시전행랑 발굴유구

(최종규, 앞의 논문, 2011, p.36의 도면에 필자표기)

95) ≪세종실록≫, 세종 11년(1429) 12월 3일 乙亥, 5번째 기사 中

   日本街市之制, 市人各於簷下用板設層樓, 置物其上, 非惟塵不及汚, 人得易觀而買之, 市

中食物, 無貴賤皆買食之。 我國之市, 則乾濕魚肉等食物, 皆置塵土, 或坐或踐。 乞自雲

從街左右行廊東至樓門, 自鍾樓南至廣通橋, 皆構補簷, 其下設層樓置物之處, 分某間爲某

所, 以次懸額, 令其易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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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경회루와 강녕전에도 각각 보첨의 기록이 있다. 경회루는 경복

궁 창건 당시에는 침전 서쪽에 위치한 작은 누각이었던 것을 1412년(태종 12)에

연못을 파고 크게 확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성종(成宗, 재위 1469-1494)대

에 건물이 기울어져 고쳐지었으며,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의 다른 건물들과 함께

소실되었다.96) 태종대에 새로 지은 조선 전기의 경회루는 약 21년이 지난 1433

년(세종 15) 보첨의 마룻대(棟)가 눌려 부러졌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마룻대

(棟)는 보통 지붕틀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종도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

데 보첨은 처마의 끝에 덧대어 첨의 공간을 확장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종도리

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첨의 마룻대라는 표현은 아마도 처마 끝에 일반

적인 형태의 보첨을 설치하기 위해 놓은 도리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회루(慶會樓)는 영건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보첨의 도리(補簷之棟)가 벌써 

눌리어 부러졌으니 보첨(補簷)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

를, "벌써 눌리어 부러졌으면 불가불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97)

위의 기록만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회루에 보첨으로 불리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실제로 박공지붕 형태의 보첨을 경회루의 처마 끝을 둘러 설치하

기 위해 종도리를 놓았을 가능성이나 경회루의 지붕 자체를 보첨이라고 지칭했

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의 문헌 기록에서도 경회루의 보첨

이라는 표현은 다시 등장한다. 현재의 경회루는 1867년(고종 4)의 경복궁 중건

당시에 새롭게 지은 것이니, 임란으로 소실되기 이전의 경회루에 어떠한 형태로

든 실제로 보첨이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복궁의

침전(寢殿)으로 사용되었던 강녕전(康寧殿)의 보첨을 개수해야 한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 전기의 궁궐 전각에서도 지붕으로 덮인 첨 공간은 유용하게 사용되

었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강녕전·경회루의 보첨(補簷)을 개수하는 일과 궁성 쌓는 일과, 남대문의 흙을 고쳐 

쌓는 일과,(後略)98) 

96) 문화재청,『慶會樓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0, P.63

97)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7월 21일 壬申, 2번째 기사 中 

   "慶會樓營建未久, 補簷之棟已壓折, 欲改補簷, 如何?" 僉曰: "已壓折, 則不可不改

98)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7월 26일 丁丑, 2번째 기사 中 

   康寧殿ㆍ慶會樓補簷改、宮城造築、南大門改築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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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대에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明正

殿)을 고쳐 짓는 일에 대한 논의에도 보첨의 기록은 등장한다. 이 당시의 명정

전은 임란으로 소실된 후 1615년(광해 7)의 창덕궁 이어 일 년 후인 1616년에

새로 중건한 것이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의 여러 전각들이 화

재로 소실되었지만, 명정전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은 1616년 당시

재건된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9) 당시의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는 명정전의 규모와 제도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기

록들이 전해지며, 그중에는 보첨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었다.

선수도감이 아뢰기를, “유지(有旨)에, ‘명정전(明政殿)은 〈뜰이 매우 넓어서 만약 

조금 동쪽으로 기둥을 물려서 잘 지으면 인정전(仁政殿)과 다름이 없을 것인데, 

지금은 지은 규모가 너무 좁고 어탑(御榻)도 낮고 협착하여 대례(大禮)는 이곳에서 

거행하기 어렵겠다. 공역(工役)이 매우 아깝다. 그러나 혹 보첨(補簷)을 더하여 조

성하고 월대(月臺)를 더 축조하고 어탑도 보충하여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다시 상세히 살펴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선수 도감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100)

그림 3-25. 左: 창경궁 명정전 / 右: 창덕궁 인정전

(左: 문화재청, 『창경궁 명정전 월대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7, p.160 / 右: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월대 

실측조사보고서』, 1998, p.244)

99) 문화재청,『창경궁 명정전 월대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7, p.47

100) ≪광해군일기≫, 광해 8년(1616) 8월 27일 乙丑, 3번째 기사 中 

   繕修都監啓曰: "備忘記 有旨, ‘明政 (殿庭, 甚爲廣闊, 若稍向東退柱善造, 則無異於仁政

殿, 而今則所造制度太狹, 御榻亦低微狹窄, 大禮則難行於此處, 工役甚爲可惜。 或加造

補簷, 而加築同月臺, 御榻亦稍加補造, (則未知如何。 更爲詳察議處, 言于繕修都監’事, 

傳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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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전은 위의 기록에서 비교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정전과는 달리 단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뒤쪽으로 연접하여 다른 전각들로 통하는 복도각을 두

었기 때문에 같은 단층 정전인 경희궁 숭정전과 비교해 보아도 평면의 보방향

의 폭이 확연히 좁다. 이러한 이유로 광해군은 기둥을 전면(기록에서의 동쪽)으

로 물려서 설치하여 어탑(御榻) 앞쪽의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

다. 뒤이어 등장하는 보첨을 더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작업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첨의 의미는 처마 끝의 지붕면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주(退柱)

를 놓아 만드는 공간까지도 포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에는 광해군대에 영릉(英陵)의 정자각에 전퇴를 설치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대 영릉 정자각 개조는 기존의 정자

각 좌 우에 전퇴를 둔 협실 한 칸씩을 늘린 것이었다. 이러한 형식은 태조(太

祖, 재위 1392-1398)의 건원릉(健元陵)을 비롯한 다른 능의 정자각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실과 전퇴칸을 더해 총 3칸이 늘어

난 영릉 정자각은 그 규모가 과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9월에 다시 예전

의 제도와 같이 고쳐진 것으로 확인된다.101) 앞선 종묘의 보첨 논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물의 전면 첨은 행례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논의

의 목적상 위의 기록에서는 광해군대의 개조 시에 새롭게 추가된 협실 전면의

퇴칸 설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행례시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세렴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각 능의 정자각(丁字閣)은 본래 일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릉(英陵)의 정자각이 건원릉(健元陵)의 제도와 조금도 차이

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개조할 때 좌우의 협실(夾
室)과 앞의 퇴(前退)를 1칸씩 늘려 다른 능의 정자각에 비하여 세 칸을 더 만들었

으며 또 팔작(八斫)을 설치하여 조종조의 옛 제도와 어긋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

다. 지금 즉시 개조하여 재량하고 줄여서 예전 제도와 합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능침 제도에 관계되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102)

101)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9월 16일 경오

   申翊亮, 以英陵丁字閣監造官意啓曰, 傳曰, 英陵丁字閣衝火之賊, 旣已斯得, 守護軍勿爲

役事事, 言于該曹事, 傳敎矣。守護軍等, 長立赴役, 非但竭力勤苦, 耕穫俱失其時, 實爲狼

狽, 聖敎所及, 誠爲至矣。卽今大役垂畢, 只有泥匠·漆匠等若干人, 及使喚雜役, 竝四十五

名, 自望後分番, 使之間日休暇, 各官烟軍, 木石輸運後, 卽以放遣, 守護軍外, 無赴役之人, 

烟軍四十名, 趁卽分定, 限今朔赴役事, 京畿監司處行會, 何如? 傳曰, 允。

102) ≪承政院日記≫, 인조 17년(1639), 8월 9일 갑오

   金世濂, 以禮曹言啓 曰, 各陵丁字閣, 自有一定之制, 故英陵丁字閣, 與健元陵, 制度小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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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로는 보첨의 기록은 점차 사라지고, 이전까지는 “기둥을 물

려서 설치한다.(退柱)”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동사인 퇴(退)를 직접 공간 단위로

써 사용하는 기록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103) 보첨을 통해 첨의 공간을 확장하는

행위는 유독 조선 중기까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는 잘 나타나

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는 이미 전퇴를 두는 형식이 보편화되었으므로 보첨행위

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퇴주(退柱)를 세워 마

루를 깔았다는 기록이 많다. 툇마루의 사용이 보편화된 이후의 상황에서 변화된

서술태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지점으로 생각된다.

訥隱先生文集卷之六 / 雜著, 題白雲庵堂室圖
白雲舊庵之制。今不可考。而功力鮮少。又不可爲佛舍貌樣。故依鹿門間數。外面設
退柱二尺而稍異其制。爲上方僧寮方丈三室。而退柱連簷一尺爲軒。通乎東南。(中略) 

故依書堂制。復置齋軒。而其東南增設退柱二尺。稍廣數人之坐者。亦嘗聞先師嘗病
軒小不容人。而寒岡添補東簷也。

거실(居室)이 협소하므로 중문의 판[板扉]를 토계(土階)위에다 놓아 퇴청(退廳)을 

삼고 새로 짓지 않았으며, 혹 수라(水剌)를 올릴 때를 당하면 소관사(所管司)에 식

칙하여 그릇 수를 줄이도록 하시고 높이 괴어 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04) 

    

異同往在, 辛酉年改造時, 增以左右夾室, 前退一間, 比諸陵丁字閣, 加造三間, 又設八斫, 

有違祖宗朝舊制, 極爲 未安, 卽 今改造, 所當裁損, 務合古制, 而係是陵寢制度, 令議于大

臣定奪, 何如? 傳曰, 依啓

103) 물론 앞서 살펴본 ≪봉선사기≫와 같은 조선 전기의 문헌에서도 퇴(退)를 동사가 

아닌 공간 단위로써 사용한 사례는 있다. 여기서의 변화는 절대적인 기록의 유무가 

아닌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104) ≪순조실록≫, 순조 32년(1832) 9월 15일 戊午, 1번째 기사 中 

   居室狹陋, 取中門板扉, 置土階上爲退廳而不許新造, 或當進饌, 飭所司器數, 務令減少, 

不許高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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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첨과 퇴의 의례적 활용

3.3.1. 의례 공간의 첨과 퇴 활용 방식

첨과 퇴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공간의 사이에 발생된다. 이러한 공간적 위

치 관계에 따라 첨과 퇴는 출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의례시의 배설(排

設) 공간으로서 기능했다. 특히 의례의 설행(設行)시에는 이러한 내 외 공간 사

이의 차별적 구분과 중간에 위치한 첨과 퇴의 사용이 더욱 중요했다. 따라서 첨

과 퇴의 공간적 인식은 의례 상황에서의 공간 이용을 통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사용된 첨영(檐楹, 簷楹)이라는 표

현은 첨의 기둥을 주로 의례 공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영(楹)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문헌은 조선 후기의 학자인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의 문집인 ≪강한집(江漢集)≫에 수록된 <백상루기(百祥樓記)>의 일

부이다.105)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군(安州郡)에 있는 누각인데, 고려시대에 건

립된 후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보수된 기록이 있다.106)

저자인 황경원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ㆍ김상헌(金尙憲, 1570-1652)ㆍ

김창협(金昌協, 1651-1708)ㆍ이재(李縡, 1680-1746) 등으로 이어져온 서인 노론

계의 사상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존명배청(存明排淸)과 대명의리(對

明義理)의 당론을 고수하면서 이를 가장 우직하고 강경하게 지켜나간 인물이기

도 하다. 대보단의 설치와 숭정제(崇禎帝)의 제향, ≪율곡전서(栗谷全書)≫의 간

행 주청과 ≪명의록(明義錄)≫ 찬술의 지지, ≪남명서(南明書)≫와 ≪명배신전

(明陪臣傳)≫의 저술 등이 이를 대변하는 그의 행적이라 할 수 있다. ≪백상루

기≫는 백상이라는 운(韻)을 차용해 저자의 이러한 존명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안주에 옛날의 누대가 복원된 것은 조사(詔使)를 사모해서이다. 그러나 누대

가 이루어졌어도 조사들과 술잔을 주고받던 위의와 행동하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으니 두 개의 계단(兩階)과 첨영(檐楹) 사이에서 어찌 잔을 씻고 읍양(揖讓)하며 

시를 읊조려 백가지 상서로 천자를 송도(頌禱)할 수 있겠는가?107)

105) 여기서의 <백상루기(百祥樓記)>는 1790년(정조 14)에 간행된 황경원의 유고집인 

≪江漢集≫에 수록된 것으로,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동명의 희곡과는 다른 것이

다. 

106) 문화재청, 『北韓文化財解說集Ⅲ - 一般建築篇』, 2002, p.115

107) ≪江漢集≫卷之九,  <百祥樓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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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글에서는 사신에 예를 갖추고 천자를 기리는 공간을 양계(兩階)

와 첨영의 사이(檐楹之間)로 표현하였다. 양계는 일반적으로 조계(阼階)와 서계

(西階)를 동시에 일컫는 말로, 주로 사묘건축에서 제관들이 오르고 내리는 계단

을 말한다. 현재의 백상루는 한국전쟁 기간 중 소실된 것을 1979년 복원한 것이

기 때문에 황경원이 묘사했던 것과 같은 형식의 건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글에 등장하는 양계와 첨영의 사이라는 표현은 천자를 기리

는 의례에 적합한 가상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

인다. 건물 전면의 첨 공간은 의례에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궁궐의 정전(正殿)에서 영(楹)은 의례 공간으로서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

었다. 특히 정전은 공식적인 행사 장소로 활용되기 위한 대공간의 필요성과 중

심건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중층(重層), 중첨(重簷)의 전

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상 하층의 지붕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각의 상부가구를 지탱하기 위한 내 외의 기둥 열이 필요한데, 이 내 외의 기둥

열은 동시에 평면적 구성에서 공간이 내 외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이나 중건 이후의 덕수궁 중화전(中和殿)과 같이 단

층으로 구성된 정전의 경우에도 내부공간의 전면에 고주 열을 두어 기둥 앞의

공간과 어좌가 놓이는 공간을 구분하였다. 전면 기둥을 통한 공간의 구분은 편

전(偏殿)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때 설치되는 기둥은 영으로 지칭되며

의례의 기준점이 되었다.108) 그런데, 아래의 문헌에서는 이 기둥을 동시에 퇴주

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서경우가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융정전(隆政殿) - 원문 빠짐 - 조정에서 물

러난 뒤에 해관(該官)으로 하여금 상과 탁자를 배설(排設)하게 하고 나서 승지와 

함께 자세히 살펴 헤아려 보니, 부사(副使)와 전하의 과상(果床), 대선상(大膳床)과 

소선상(小膳床)을 부득이 툇기둥의 밖(退柱之外)에 배설하였는데, 기둥 밖인 것 같

아(似是楹外) 온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아가상(阿架床)과 과상이 서로 접해 있어 

이것도 불편합니다. 혹 아가(阿架)를 전첨(前簷)에 물려서 설치하자니 예문(禮文)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기둥 안(楹內)에 설치하면 재신(宰臣)이 잔에 술을 부어 돌릴 

때 이리저리 돌고 출입하는 예를 하는 데에도 지장이 많으니, 물려서 설치하기 어

   今安州復樓之舊者。思詔使也。樓雖已成。而詔使獻酬之儀。俯仰之容。不可復見。則兩

階檐楹之間。又安得洗爵揖讓。爲之聲詩。以百祥頌禱天子也。

108) 전봉희, 이강민,『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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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지금과는 다른 인조대(仁祖代) 경희궁 숭정전의 퇴주(退柱) 인식 

(서울특별시 중구,『숭정전 정밀실측보고서』, 2010, p.285, 291)

려울 듯합니다. 만약 주정차비관(酒亭差備官)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록 매

우 협착하지만 간신히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상을 비록 기둥 밖(楹外)에 설치 

- 원문 빠짐 - 동랑(東廊)은 쉽게 짓기 어려운 형편이니, 융정전을 그대로 접견하

는 장소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109)

융정전(隆政殿)은 광해군대에 현재의 경희궁(慶喜宮) 자리에 건립된 경덕

궁(慶德宮)의 정전으로, 인조대에 숭정전(崇政殿)으로 전호(殿呼)가 바뀐 단층의

정전이다. 당시는 인조반정과 이괄(李适)의 난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모두 불

타버렸기 때문에 경덕궁을 사용하고 있을 때이다. 융정전은 조선시대에 소소한

수리 기록이 있지만 전체가 소실된 적은 없고, 일제강점기에 조계사로 옮겨진

후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정각원(正覺院)이라는 이름의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

다.110) 따라서 인조대 융정전의 전체적인 형식은 현재 월대가 없고, 마루가 깔

린 바닥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숭정전은 정면 5칸, 측

면 4칸에 앞뒤로 2고주를 둔 형식이다. 위의 기록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전

에 상탁(床卓)등의 기물을 먼저 설치해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불가피

하게 과상과 선상을 설치했다는 툇기둥의 밖은 바로 전면의 고주와 평주 사이

109)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3월 26일 甲戌

   徐景雨, 以迎接都監言啓曰, 隆政殿缺形勢, 退朝之後, 令該官排設牀卓, 而與承旨審量, 

則副使及殿下果牀·大小膳牀, 不得已排設於退柱之外, 似是楹外, 此爲未安, 阿架牀與果

牀相接, 此亦不偏, 或欲退設阿架於前簷, 而有違禮文, 楹內之設, 宰臣行酒, 廻旋出入之

禮, 亦多妨礙, 似難退設。若酒亭差備官, 不爲多入, 則雖甚狹窄, 僅可容行, 果牀雖設於

柱外, 缺東廊勢難容易造作, 隆政殿仍爲接見處, 何如? 傳曰, 依啓。 

110) 서울특별시 중구,『숭정전 정밀실측보고서』, 2010, 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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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곳은 영의 바깥, 즉 영외(楹外)가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과상과 선

상을 물려서 설치하게 되면서 원래 이곳에 두어야 할 아가상을 전면 첨이나 영

내로 옮겨 설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현재의 숭정전

고주와 평주 사이의 폭은 약 3,100mm인데, 이 공간에 음식을 차린 과상, 대선

상, 소선상의 세 종류의 상과 보통 세로의 길이가 1미터 가량 되는 높고 큰 아

가상까지 설치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퇴주는 건물에서 가장 바깥의 열에 설치되는 기둥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111)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주를 퇴주로 기록한 것이 되니,

알려진 것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고주를 퇴주라고 했다면, 그 바깥쪽에 위치한

평주는 무엇으로 구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창

덕궁 인정전(仁政殿)에서 첨과 영외를 구분하는 평주를 호주(戶柱)로 표현한 기

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이 아뢰기를, “인정전(仁政殿) 내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변고가 있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낭청으로 하여금 간심하고 오게 하였는데 그 형지(形止)를 별

단으로 서계(書啓)합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정전에 천둥이 치고 벼락

이 친 곳에 대한 별단에, “동변(東邊) 두 번째 기둥 외면(外面) 3곳에 반 척(尺) 정

도의 도끼 모양이 있고, 동변 정문(正門) 북변(北邊) 호주(戶柱) 좌우(左右)에 모두 

1척 정도의 도끼로 찍은 것 같은 곳이 있고, 또 사창(斜窓) 주주(主柱)에도 1척 정

도의 도끼로 찍은 흔적이 있고, 정문 남변(南邊) 호주(戶柱)에 위로부터 아래에 이

르기까지 도끼 모양으로 패인 곳이 있고, 남변 동쪽 협호(夾戶)의 두 기둥(兩柱) 

내외는 수척(數尺)이 찍혀서 파괴되었고 서쪽 기둥도 1척 정도 찍혀서 파괴된 곳

이 있습니다. 남변 정문 서변 호주(戶柱)는 3척 정도, 동쪽 기둥은 반 척 정도 모

두 찍혀서 파괴된 곳이 있습니다. 남변 서쪽 협문과 동변 호주(戶柱)의 골(骨) 두 

곳은 크게 도끼로 파괴한 듯 한 곳이 있습니다. 호주(戶柱)는 동변부터 상하(上下)

까지 도끼로 찍어서 파괴한 모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변 정문, 남변 호주 위에 

1척 정도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고, 중간에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고, 서변 정문, 

북변 호주 3곳에 1척 정도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습니다. 북변 정문, 서변 호주에 

1척 정도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고 아래에 수촌(數寸) 정도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고, 동변 호주 2곳에 수촌 정도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습니다. 창호지 3척 정도

가 또한 찢어져 뚫린 곳이 있고, 동변 세 번째 기둥 철망(鐵網) 아래 손톱자국이 

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내 동변 첫 번째 퇴주(殿內東邊第一退柱) 동서 3곳

111) 장기인,『韓國建築辭典』, 普成閣, 2005, p.93 에서는 퇴주를 “툇간에 세운 기둥. 

물림간의 바깥쪽에 서는 기둥. 평주보다 낮게 됨.”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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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殿內‧殿下退柱의 표현이 담긴 인조대 ≪承政院日記≫의 부분

에 혹 수촌의 손톱자국 모양이 있고, 중간에 수척 정도의 쪼개져서 패인 모양이 

있고, 아래 과지(裹紙)에 이르기까지 3곳에 손톱으로 긁어서 찢어진 모양이 더 있

고, 전내 서쪽 퇴주(殿內西退柱)의 과지가 있는 곳에는 탄 듯한 모양이 있는 것 

같고 또 기둥 아래 파괴되어 패인 곳이 있고, 전 아래 서쪽 퇴주(殿下西退柱)의 

과지가 있는 곳에는 탄 듯한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계하하였다.112)

112) ≪承政院日記≫, 인조 11년(1633), 7월 19일 己酉

   政院啓曰, 仁政殿內, 有雷震之變, 極爲驚愕, 使郞廳看審以來, 其形止別單書啓。傳曰, 

知道。仁政殿雷震處別單, 東邊第二柱外面三處, 有半尺許斧斤狀, 東邊正門北邊戶柱左

右, 皆有尺許斧斫處。又斜窓主柱, 亦有尺許斧斫痕, 正門南邊戶柱自上至下, 有斧缺處, 

南邊東夾戶兩柱內外, 數尺斫破, 西柱亦有尺許斫破處, 南邊正門西邊戶柱三尺許, 東邊柱

半尺許, 皆有斫破處, 南邊西夾門東邊戶柱骨兩處, 大有斧破處, 戶柱自東邊至上下, 如以

斧斫破之狀, 西邊正門南邊戶柱上, 有尺許破缺處, 中有破缺處, 西邊正門北邊戶柱三處, 

有尺許破缺處, 北邊正門西邊戶柱, 尺許破缺處, 下有數寸許破缺處, 東邊戶柱兩處, 有數

寸許破缺處, 窓紙三尺許, 亦有破穴處, 東邊第三柱鐵網下, 如有爪痕處, 殿內東邊第一退

柱東西三處, 或有數寸爪痕狀, 中有數尺許劈缺狀, 下至裹紙三處, 如以爪爬裂之狀, 殿內

西退柱裹紙處, 如有焚如之狀, 又有柱下破缺處, 殿下西退柱裹紙處, 如有焚如之狀。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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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영건의궤류의 高柱와 平柱 표기

(左:≪仁政殿營建都監儀軌≫, 1805 / 右:≪仁政殿重修儀軌≫, 1857)

    위 기록에서는 인정전의 기둥을 크게 호주(戶柱)와 퇴주(退柱)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퇴주는 전각의 안쪽(殿內)이라는 표현과 전각의 아래(殿下)라

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 있다. 이러한 표현이 건물의 전면 고주 열과 후면 고주

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표현상 차이를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퇴주를 전각의 안쪽에 있는 기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전각 내부의 고주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외곽에 위치한 평주는

창호가 설치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호주로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공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1805년의 ≪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政殿營建都監儀軌)≫와 1857년

의 ≪인정전중수의궤(仁政殿重修儀軌)≫를 비롯한 영건의궤류에서는 퇴주나 호

주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보다 재료적 관점에 가까운 표현으로 생각되는

고주와 평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퇴주라는 표현은 이후에는 고주 열의 기둥보다는 평주열의 기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대(玄宗

代, 재위 1659-1674)에 있었던 종묘 영녕전(永寧殿)을 개수하는 일에 대한 논의

를 살펴보면, 원래의 건물 전 후면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기둥을 퇴주로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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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당시의 영녕전은 1421(세종 3)년 정전 4칸과 좌 우 협실 각 1칸 규모

로 창건되었던 것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1608(광해군 원년)년에 정전 4칸과

좌 우 협실 각 3칸으로 재건된 상황이었다.113)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녕전의 협실은 신주를 봉안하기 위한 건물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건물의 전 후에 퇴칸이 설치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녕전 수개 도감(永寧殿修改都監)이 아뢰었다. "신들이 일일이 봉심(奉審)하며 함

께 상의하였으나 의견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당초 사조(四祖)

를 옮겨 모실 때에 다른 조위(祧位)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좌우의 익실(翼室)을 

지은 것이 오로지 신주(神主)를 모시기 위한 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따라

서 이번에 수개할 때에도 정전(正殿)의 서쪽에 6칸을 연결해 짓고, 그 6칸의 서쪽

에 그대로 익실을 두는 것이 편할 듯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선왕 때의 

제도를 지금 바꿀 수 없는데, 만약 한결같이 종묘의 제도대로만 한다면 두 개의 

종묘가 있게 되는 혐의가 있으니 예(禮)로 볼 때 미안하다. 따라서 좌우의 익실 3

칸에 각각 1칸씩 더 보태어 짓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익실의 뒤에 툇기둥(退柱)이 없어서 감실(龕室)을 북벽(北壁)에 설치했는데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면이 협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만약 따로 전후의 툇기둥을 

설치하되 정전에 비해 조금 척수(尺數)를 줄이면 온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신

은 실로 절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후로 툇기둥을 세우자는 설이 개수하는 뜻에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 그렇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도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稟定)케 하소서."114)

전면의 공간이 좁아 행례에 큰 불편이 있었던 것은 영녕전에 대한 개수

논의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영녕전에 대한 개수 논의는

협실의 개수를 늘려 짓는 것에 더해 퇴주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던 것이

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667년(현종 8)에 좌 우의 협실 한 칸씩을 더 짓고, 모든

협실의 전 후면에 퇴칸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15) 앞

113) 문화재청,『종묘 영녕전 정밀실측조사 설계용역보고서』, 2013, p.46-48.

114) ≪현종실록≫, 현종 4년(1663) 4월 3일 庚子 1번째 기사 中   

   永寧殿修改都監啓曰: "臣等一一奉審, 共與商確, 而意見參差。 或以爲當初奉遷四祖之

時, 無他祧位, 左右翼室之作, 非專爲奉神主之制。 屬玆修改, 正殿之西, 連作六間, 六間

之西, 仍置翼室似偏。 或以爲先王之制, 今不可變, 一依 宗廟之制, 則有二宗廟之嫌, 於

禮未安。 若就左右翼室三間, 各添造一間, 似爲偏當。 或以爲翼室無後退柱, 而龕室設於

北壁, 故前面之窄, 蓋由於此。 今若別設前後退柱, 而比正殿稍減尺數宜當, 臣實難折

衷。 前後退柱之說, 似合於修改之意, 而亦不敢斷定, 請令禮官稟定。“

115) 문화재청,『종묘-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2014,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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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조대에 있었던 궁궐의 정전에서는 고주(高柱)열을 의미했던 퇴주가 현종대

의 영녕전 개수 논의에서는 평주 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퇴주에 대

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퇴(退)’라는 용어가 ‘물러나다’라는 뜻

의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어 점차 ‘내부공간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칸’을 지칭하는

의미로 명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현재의 의미와

같이 특정 위치의 기둥을 지칭했다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간에서 뒤쪽으로 물

려서 설치하는 기둥을 포괄적으로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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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정자각도(丁字閣圖)>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奎 13640> 2책 6면) 

3.3.2. 돌출지붕과 중첨의 구성

좀 더 넓은 전첨공간의 확보를 위해 전면으로 돌출된 지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첨은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의 공간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대

기하거나, 또는 내부공간의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간적 공간으로 사용되기

에 적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주로 의례를 위한 용도로 지어진 전

각(殿閣)들 중 예제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려 했던 사묘(祠廟) 건축에서

특히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왕릉의 봉분 앞에 지어 제례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정자각(丁字閣)은 정전

(正殿)으로 분류되는 건물 전면으로 배위청(拜位廳)을 둔 형태로 구성된다. 정전

과 배위청 각각의 규모와 칸수는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적인 정자형(丁字形)의 공간 구성은 고려시대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6) 정전은 제수품을 진설하는 장소로, 배위청은 헌관들이 제례를

행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도에 따라 정전과 배위청의 바닥은 높이의

116) 김동욱,「조선조 산릉 정자각 연원 소고」,『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Vol.2008. 춘계. 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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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두어 위계의 차이를 나타낸다. 정전은 5량가 이상으로 구성되고, 배위청

은 대부분 3량가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지붕의 높이에도 차이가 생

긴다. 정전과 배위청의 첨 높이는 조선 중기까지는 차이를 보이다가 조선 후기

이후로 점차 동일한 높이로 조정되어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117)

   ≪가례(家禮)≫에서는 기단 위에는 의식을 행할 때 대기자가 서있을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붕을 덮은 서립처(序立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김

장생(金長生, 1548-1631)의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에는 이를 정자각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림 3-30. <사당전도(祠堂全圖)>

(≪沙溪全書≫, 제24권, <家禮輯覽圖說>) 

1) 옛날의 연침(燕寢)과 같다. 

○ 살펴보건대, ≪가례≫의 본주(本註)에 이르기를, “계단 아래에 있는 땅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 지붕을 만들어 덮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어떠한지 상

세하게 알 수가 없다. 우선 본주에 나오는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지붕을 만들어 

덮은 것은 바로 집안사람들이 차례대로 서는 즈음에 비나 햇볕을 가리고자 해서 

덮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제도는 마땅히 사당 앞쪽의 처마와 서로 접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능침(陵寢)의 정자각(丁字閣) 역시 이 제도를 따른 것이다. 그 아래의 

‘사감(四龕)’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양쪽 계단 사이에 또 향탁(香卓)을 설치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향탁을 어찌 비와 햇볕이 쏟아지는 아래에다가 설치할 수 있겠

는가.118)

117) 최정효,『조선후기 왕릉 정자각의 지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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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의금부도(義禁府圖)>의 호두각(虎頭閣)

(≪금오계첩(金吾契帖)≫, 1739년(영조 15), 고려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의금부에도 정면으로 건물의 마룻대와 직교하는 방향의 지붕

을 돌출하여 설치한 건물이 있었다. 의금부는 단종 복위사건 이후 사육신의 무

죄를 주장하다 유배된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손자 정보(鄭保, 생몰년미

상)의 가산이 몰수된 후에 그 집으로 관부의 정아(正衙) 대청을 삼은 것으로 전

해진다.119) 따라서 의금부로 사용되기 전 건물은 주택이었을 것인데, 의금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청의 앞쪽으로 돌출된 지붕을 덧달아 죄인을 심문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돌출된 지붕은 많은 문헌에서 호두각(虎

頭閣)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돌출된 지

붕 끝의 기와의 형상이 범의 머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한 바 있

118) 김장생, ≪沙溪全書≫제24권, <家禮輯覽圖說> 中

119)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備攷>, 1870년 추정

   의금부(義禁府) 中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있다. 개국 초기에 고려조 제도에 의하여 순군만호부(巡軍萬戶

府)를 두었는데, 태종 2년(1402)에 순위부(巡衛府)로 고치고 3년에 또 고쳐서 의용순

금사(義勇巡禁司)로 하였다가 14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

았다. 세상에 전하기를, “세조조에 감찰 정보(鄭保)가 가산이 몰수된 후에 그 집으로 

관부의 정아(正衙) 대청을 삼았다.”고 한다. 남쪽에 호두각(虎頭閣)이 있고, 서쪽에 연

정(蓮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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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흥국사 원통전의 차별적인 전‧후첨 구성

(문화재청,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p.221) 

다.120) 의금부의 호두각에 대한 기록은 아래의≪금오헌록(金吾憲錄)≫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부는 견평방에 있다. 본 부에 대청이 있으니, 대략 남향이며, 좌기하는 곳이다. 

남쪽에 호두각이 있으니 죄인의 진술을 받는 곳이다. 동쪽에 동서아방 두 곳이 있

으니, 네 당상관이 쉬는 곳이다. 북쪽에 연정이 있으니, 여름철에 쉬는 곳이다.121)

조선시대의 사찰 건물 중에서도 정면으로 건물의 마룻대와 직교하는 방향

의 지붕을 돌출하여 설치한 건물이 있다. 여수 흥국사(興國寺) 원통전(圓通殿)은

대웅전의 북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다. 1732년

(영조 8)에 제작된 관음탱화가 내부에 있지만, 건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건물

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기본 구조에 사방으로 1칸의 퇴가 덧대어진 ‘회자형

(回字形)’의 형식인데, 전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배전(拜殿)이 덧대어

져 정자각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122) 흥국사 원통전의 바닥은 모두 마루로 되

어 있는데, 배전에서부터 퇴, 내부공간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공간에 따른 위계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120) ≪茶山詩文集≫, 제 4권, <獄中和東坡西臺詩韻> 中 

   추녀 끝의 기와 모양이 호랑이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그 집 이름을 虎頭閣이라고 한

다. 屋角瓦形如虎頭。名之曰虎頭閣。

121) ≪金吾憲錄≫, 1744(1826 增補), 二. 官府 中

本府在中部堅平坊, 本府有大廳, 癸坐丁向, 坐起處. 南有虎頭閣, 罪人捧招處. 東有東

西兒房二處, 四堂上歇所. 北有蓮亭, 夏節歇所.     
122) 문화재청,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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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전면의 공포는 외2출목 삼익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배면은 사절된

형태의 익공을 사용하여 전면의 첨과 후면의 첨을 차별적으로 구성하였다.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선암사(仙岩寺) 원통전도 사찰의 건물로는 보기

드문 정자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1660년(현종 원년)에 경잠

(敬岑)·경준(敬俊)·문정(文正) 3대사가 초창하였고, 1698년(숙종 24) 호암(護岩)

이 중창한 후 1824년(순조 24) 해붕(海鵬)·눌암(訥菴)·익종(益宗) 3대사가 다시

고쳐지었다고 전해진다.123)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전

면 쪽으로 기둥 2개를 설치하여 돌출형의 지붕을 두었다. 건물의 내부공간은 흥

국사 원통전과 같이 내진과 외진으로 나누어 ‘回자형’으로 구성하였다. 내진의

뒷면 한쪽은 막아 불상을 안치하는 불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면의 돌

출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벽과 창호로 막혀있으나,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는

배면에만 벽이 있고, 전면과 양 측면은 벽이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3-33. 선암사 원통전의 전첨 구성

(左: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1824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右: 국가문화유산포털)   

5량가 이상의 상부가구를 지지하기 위한 내주 열이나 상층의 첨을 지지하

기 위한 내진고주 열과 하층의 첨을 지지하기 위한 외진평주 열에 의해서도 사

면으로 퇴 공간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겹실형의 평면 구성은 동아시아의 고

대 불전에서 비교적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면 또는 사면의 퇴 공간

을 개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사면 퇴 공간을 개방한 고대의 불전 유형은 조선전기까지도 일부 이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와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의 왕릉인 광릉(光陵)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수호사찰로

기능했던 경기도 남양주의 봉선사(奉先寺)는 세조가 승하한 이듬해인 1469년(예

12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정보(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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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원년) 6월에 짓기 시작하여 같은 해 9월에 마쳤다고 알려져 있다.124) 아래의

문헌은 조선 전기의 문신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이 창건 당시 전각들의 명

칭과 규모, 형식을 기록한 것이다.

정전은 층각(層閣)으로 3칸이고, 사면에 부영(附楹)이 있는데, 대웅보전이라 부르

니, 예종대왕께서 명한 것이다. 동상실(東上室)은 3칸으로, 사면에 퇴가 있고, 보응

당이라 하였다. 서상실(西上室)은 3칸으로, 사면에 퇴가 있으며, 해공당이라 하였

다. 동쪽 승당(僧堂)은 3칸으로, 앞뒤에 퇴가 있고, 방적당이라 하였다. 서쪽 선당

(禪堂)은 3칸으로, 앞뒤에 퇴가 있으며, 운하당이라 하였다. 평상시 지내는 상거장

랑은 6칸이고, 정문은 1칸으로 원적문이라 하였으며, 종루는 층각으로 3칸이고 청

원루라 하였다. 또 중행랑이 13칸이고, 그 안에 천왕문이 1칸인데 증진문이라 하

였다. 문의 동랑은 3칸으로 운집료라 하였고, 다음 연이은 3칸은 원혈료라 하였다. 

또 서랑 3칸은 해납료라 하였고, 다음 3칸은 진정료라 하였다. 동루의 방 3칸은 

허적료이라 하였고, 서루의 방3칸은 연적료라 하였다. 불공전 6칸은 향적당이라 

하였고, 정청 2칸, 방 1칸은 흥복료라 하였다. 정주(正廚) 2칸을 포함한 5칸의 판

도방은 앞뒤로 퇴가 4칸 달렸고, 전숙당이라 하였다. 푸줏간은 누고와 지고가 모

두 16칸이고, 경랑은 병청, 탕자방, 세각으로 모두 15칸이고, 사문이 3칸으로 이유

문라 하였다. 기둥을 모두 헤아리면 모두 89칸이었다.125)

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봉선사의 대웅보전은 중층의 전각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건물의 규모는 3칸이고, 사면에 부영(附楹)을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헌의 기록만을 가지고 정확한 추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웅

보전은 아마도 내부공간의 규모가 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의 사면에 퇴를

둔 회자형(回字形)의 구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4면에 퇴를 둔

건물의 정면 규모를 칸수로 기록할 때, 내부공간만을 세고, 양쪽 끝의 퇴칸은

124) 박주현,『양주 봉선사의 전각구성과 배치의 변화: 1910년대 사진 추정을 통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9-10.

125) 金守溫, ≪拭疣集≫, 卷之二, <奉先寺記> 中

   (前略)...正殿層閣三間。四面附楹。名曰大雄寶殿。睿宗大王所命也。東上室三間。四面

有退。名曰普應堂。西上室三間。四面有退。名曰海空堂。東曰僧堂三間。前後有退。名

曰訪迹堂。西曰禪堂三間。前後有退。名曰雲霞堂。常距長廊六間正門一間。名曰圓寂

門。鍾樓層閣三間。名曰淸遠樓。中行廊十三間，內天王門一間。名曰證眞門。門東廊三

間。名曰雲集寮。次三間。名曰猿歇寮。西廊三間。名曰海納寮。次三間。名曰塵靜寮。

東樓房三間。名曰虛寂寮。西樓房三間。名曰燕寂寮。佛供殿六間。名曰香積堂。正廳二

間，房一間。名曰興福寮。正廚二間幷五間辦都房。前後有退四間。名曰轉熟堂。庖廚之

所。有樓庫地庫幷十六間。傾廊造餠廳，湯子房，洗閣幷十五間，沙門三間。名曰離幼

門。以楹計者。摠八十有九間。(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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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1633년(인조 11)에 간행된≪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

理所義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26)

봉선사의 동 서상실(東 西上室)과 승당(僧堂), 선당(禪堂)과 같은 대웅보전

주변 건물들에도 대부분 퇴칸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동 서상실은

사면에 퇴가 있었고, 승당과 선당에는 전 후면으로만 퇴를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부엌이 있었던 건물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주(正廚)가 있었던

건물에도 전 후면에 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첨을 받치는 기둥(附

楹)을 세운 공간을 퇴라고 지칭한 <봉선사기>의 서술 태도로 볼 때, 이 공간은

개방형 퇴의 유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단층의 구성이지만 중첨을 둔 사례들도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

읍 원북리 희양산(曦陽山) 남단에 위치한 봉암사(鳳巖寺) 극락전은 신라 경순왕

이 피난시 원당으로 사용한 유서 깊은 건물로 전하고, 현재 극락전 내부에는 어

필각(御筆閣)이란 편액(扁額)이 걸려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옥개부 보수가 있었

던 듯 망와에 소화 16년(1941년)이란 기록이 남아 있다. 극락전은 봉암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전각으로 알려져 있다. 그 형태나 위치

로 보아 조선 중후기에 세워진 왕실 원당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단과 초석은 봉

정사 극락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고려조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27)

봉암사 극락전은 전체적으로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에 사모지붕을

한 불전으로, 목탑의 구성과도 유사하다. 내부공간은 지붕을 높이 올린 정방형

의 단칸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칸은 하부에 별도의 지붕을 두어 퇴칸과

같은 구성을 하였다.128) 중심부와 퇴칸은 기둥의 굵기와 열을 다르게 하였는데,

바닥의 형식도 다르다. 내부공간은 아미타불을 봉안한 불전이며, 우물마루가 설

치되어 있다. 반면, 퇴칸은 박석을 깐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첨과 하첨의

공포 형식도 다른데, 상부는 외2, 내2출목 형식의 다포, 하부는 출목이 없는 주

심포이며, 상 하층 공포를 구성하는 살미 끝부분의 모습도 다르다.

126) ≪昌慶宮修理所義軌≫, 一所, <造成殿閣> 中, 通明殿五間四面退作二十八間。(後略) 

   위의 기록과 같이, 창경궁수리소의궤에는 통명전의 정면이 5칸이고, 전체 칸수를 28

칸으로 기록하고 있다. 측면이 2칸일 경우 내부공간은 전체적으로 10칸이 되고, 이 

경우 사면 퇴칸을 모두 더하면 18칸이 된다. 따라서 통명전을 5칸이라고 했던 것은 

양쪽의 퇴칸을 제외한 표기이고, 28칸으로 기록한 것은 사면 퇴까지를 포함했던 것으

로 보인다. 

127) 문경시,『鳳巖寺 極樂殿 실측조사보고서』, 2008, p.164-165.

128) 문경시, 위의 책, 2008, p.164-165. 에서는 퇴칸 이라는 용어 대신 차양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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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문경 봉암사 극락전의 평면과 단면도

( 문경시,『鳳巖寺 極樂殿 실측조사보고서』, 2008)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尊德亭) 역시 단층이지만 중첨 구성을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존덕정은 ≪궁궐지(常闕志)≫의 기록에 의하면 1644년(인조

22)에 처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여섯 개의 원기둥을 세운 육각

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얇은 기둥을 세워 지붕면을 추가한

겹 지붕의 형태이다. 이 때문에 평면은 내진(內陣)과 외진(外陣)의 구성으로 나

뉘며, 내 외진의 사이와 외진의 바깥쪽 기둥 열에는 난간을 둘렀다. 내진은 우

물마루를 두었고, 외진에는 장마루를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그림 3-35. 창덕궁 존덕정의 중첨 구성

(문화재청, 『昌德宮 尊德亭 修理報告書』, 2010, p.5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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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동아시아 건축에서 경계 공간을 조절하는 방식은 한국 건축의 첨과 퇴 구

성과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중국 건축에서는 중첨 구성을 위해 주로 온칸 물림

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하층과 상층의 공포 및 지붕면을 받치

게 되는 기둥들은 모두 첨을 받치는 기둥, 즉 첨주(檐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상층 첨을 받치는 기둥을 첨주라 하고, 하층 첨을 받치는 기둥은 부계첨

주(副階檐柱)로 구분한다. 북송대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진 산서성의 진사 성모

전은 이러한 구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전면의 부계첨주, 첨주 열을 모두

개방하고 전면 8개의 부계첨주에는 반룡(蟠龍)을 두어 전면의 상징적 성격을 더

욱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면 쪽으로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첨을

길게 구성한 하북성의 전륜장전이나 자씨각과 같은 유형도 살펴볼 수 있다.

첨의 상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 건

축의 히사시(庇), 코하이(向拜), 마고비사시(孫庇)와 같은 공간들에서도 한국 건

축의 첨과 퇴 구성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면으로부터 바닥면을 띄운

고상식(高床式)의 건축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경계 공간들이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부로의 출입을 위한

계단 부분까지 지붕을 덮어 히사시를 만들거나 고하이를 두는 모습은 고대의

신사와 불전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건축에서도 중첨을 두

어 중심 건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낸 사례들이 있는데, 하층 첨의 일부분 높이

를 달리하여 정면 또는 주 출입구 부분을 보다 차별적으로 구성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건축의 첨과 퇴 구성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첨의 공간적 범위

를 형성하는 주요 부재들은 지붕면 하부의 서까래, 서까래를 지탱하는 도리와

공포,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부재들, 바닥과 기단부분의 부재들로 구분된

다. 반면, 퇴는 툇보와 퇴주가 퇴 공간을 규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로 인식된다.

이렇듯, 첨과 퇴는 각각의 공간을 형성하는 부재의 측면이나 퇴주의 안과 밖에

형성된다는 위치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부와 내부를 잇

는 경계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개방형 전퇴를 두

고, 바닥을 기단 면과 같은 높이로 만든 퇴 공간은 첨하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반대로 툇마루 전면의 첨에 마루를 추가로 설치하면 툇

마루를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첨과 퇴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각 공간의 확장적 구성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건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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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과 퇴는 공간적 기능을 다소 분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첨과 퇴는 일상과 의례의 상황에서 모두 유용한 건축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효용은 곧 첨과 퇴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첨의 폭을 늘리려는 노력은 주로 보첨(補簷)에 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조선 전기까지의 기록에서 많은 사례를 발

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주로 퇴의 기록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보첨은 우천

시의 행례에 특히 유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전기의 종묘 정전에서도 이

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보첨의 기능은 곧 개방형 전퇴를 두는 방식이

사묘 건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첨을 두어 좁은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하고자 했던 기록들도 확인

된다.

첨과 퇴의 구성은 다양했지만, 특히 퇴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같은 의미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현재는 첨을 지지하는

건물의 기둥은 외주로 부르며, 만약 퇴가 있다면 이 기둥은 퇴주가 된다. 그러

나 조선 시대의 기록에는 퇴주를 첨주(檐柱) 또는 호주(戶柱)로 기록한 것들도

있다. 첨주는 경우에 따라 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 첨영(檐楹)이라 쓰이기도

했으며, 궁궐 정전의 퇴주는 창호가 설치된다는 의미에서 호주로, 영으로 지칭

되기도 하는 내진 고주를 퇴주로 표기하기도 했다.

특정한 의례를 수용하거나 정면 출입구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 건

물의 마룻대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마룻대를 두어 별도의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도 있다. 돌출 지붕의 형식으로도 지칭되는 이러한 구성은 전면에 개방형 퇴칸

을 두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돌출 지붕을 두

는 사례는 동아시아 건축의 전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데, 한국 건축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왕릉의 배위청을 구성한 정자각(丁字閣) 제도에서 지속되었고, 일부

관청과 사찰의 건물에서도 확인된다. 중첨을 두어 사면으로 퇴를 형성하고, 퇴

칸을 개방하는 구성 방식도 조선 중기까지 일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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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 건축 바닥형식의 변화

4.1.1. 조선 중기 문헌의 바닥형식 용어 혼재상(混在相)

조선 중기의 한국 건축은 주택, 누정, 강당 등 여러 건축유형에서 온돌과

마루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바닥형식의 조합은 조선 후기와

같이 모든 건물들에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일부에서는 조선 전기 이전의

모습들도 여전히 남아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대의 문헌에서도 토방(土房), 토

탑(土榻), 토상(土床), 돌방(突房), 판방(板房), 온실(溫室), 욱실(燠室), 량방(凉

房), 량청(凉廳) 등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들은 각각

흙, 돌, 나무 등과 같이 재료를 나타내는 문자, 덥고 찬 온도를 지칭하는 문자,

방, 실, 루, 퇴 등 공간의 형식을 나타내는 문자들로 조합된다. 예를 들어, 온돌

(溫突)이나 난돌(煖堗), 량청(凉廳)은 온도와 재료를 의미하는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공간의 바닥형식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온돌이나 난돌은 온돌시설이 설치된 방이었을 것이고, 량청은 마루

가 깔린 대청이었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토방(土房), 돌방(突房), 판방(板房)과 같이 재료와 공간의 형식을

의미하는 문자가 조합된 용어나 온실(溫室), 온방(溫房), 욱실(燠室), 량방(凉房)

과 같이 온도와 공간형식을 의미하는 문자가 조합된 용어가 쓰인 공간은 어떤

바닥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당대

의 문헌을 통해 그 사용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료와 공간의 형식을 의미하는 글자로 조합된 용어들 중 土와 조합된 것

들은 흙으로 마감된 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土

房, 土榻, 土床이 있는데, 용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성호사설(星湖僿

設)≫에 남긴 이익(李瀷, 1681-1763)의 다음 서술을 살펴보면, 토방은 와옥과 함

께 작고 소박한 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와옥(蝸屋)ㆍ토방(土房)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가로 세로 누워 잠자는 형편에 

사당을 마련할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129)

여기서 와옥은 달팽이 집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집의 크기가 작다는

129) 李瀷, ≪星湖僿說≫ 제9권, <廟制> 中, 

   蝸屋圡房傴僂而入枕藉。而睡廟其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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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고, 토방은 아마도 장판, 도배와 같은 별도의 마감 없이 흙바닥, 흙

벽에서 지내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흙바닥 위에 거적자리(苫)를 깔고 생활하였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

는데, 이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흙바닥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130) 토방은

습하다거나 편평하지 않다는 것131) 외에 난방과 관련된 표현이 거의 없어, 흙바

닥 밑에 온돌 시설은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온실(溫室), 욱실(燠室), 량방(凉房), 량청(凉廳)은 온도와 공간의 형식을 나

타내는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들이다. 온실은 조선 중기의 실록에 따듯

한 방을 의미하는 용어로 등장하지만, 직접적으로 온돌방을 의미하는 것인지,

화로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인조대의 ≪

承政院日記≫에서는 편전에 온실이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온실

이 꼭 온돌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바야흐로 날씨가 몹시 추운데 임금께서 첨하(簷下)에 앉아 계시니 마음이 매

우 편안치 못하다. 무릇 신하를 대궐 안이나 혹은 비현각의 온실(溫室)에서 접대

하고 연좌에 소대하는 것이 무어 예절에 어긋남이 있겠는가132)

상이 자정전 월랑에 나아가 ≪맹자≫를 강하였다.‧‧‧“이곳 - 2자 원문 빠짐 - 모두 

비어서 비록 휘장(帳)으로 둘러치더라도 한기가 뚫고 들어오니, 모름지기 편전(偏
殿)에서 경연을 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온실(溫室)

이 있더라도 경연을 편전에서 열 수는 없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133)

위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경희궁의 자정전(資政殿) 월랑(月廊)으로 되

130) 이광사(李匡師:1705-1777), ≪圓嶠集≫제2권 寧山行 편에는 갈대로 만든 자리로 

토방을 가렸다라는 표현이 있다. 蘆簟揜土房

131) 임수간(任守幹, 1665-1721), ≪遯窩遺稿≫, 卷之二, 次赴蜀山 편에는 토방이 항상 

습하다(土房常濕處)는 표현이 있고, 남유용(南有容, 1698-1773), ≪䨓淵集≫ 卷之七, 

<野老> 편에는 토방은 흙을 발라 높고 낮은 곳이 있다(土房隨墁有高低)라는 표현이 

있다. 

132) ≪중종실록≫, 중종 9년(1514) 12월 19일 丁未 

   ‘今方酷寒。御坐簷下。心甚未安。凡待侍臣於大內。或丕顯閣溫室。宴坐召對。有何害禮

乎.

133)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10월 12일 己未 

   上御資政殿月廊。講孟子‧‧‧此處oo皆虛。雖圍之以帳。寒氣透徹。須於偏殿。開筵如何? 

上曰。雖有溫室。而法筵不可開於偏殿。故不得爲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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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따라서 날씨가 추울 때에는 편전 건물 안으로 경연의 장소를 옮기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궁궐의 편전에는 온돌이 설치된 경우가 없

고, 특히 1620년에 건립된 자정전의 경우 내부에는 마루가 아닌 전돌이 설치되

어 있다. 따라서 자정전을 두고 온실이라 표현한 것은 내부에 온돌이 있었던 것

은 아니지만 화로 등을 이용한 난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슷한 시

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문집에도 ‘온실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

기서 말하는 온실은 면앙정(俛仰亭)의 동쪽 뜰아래에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

는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동쪽 뜰아래에는 비스듬한 지세로 인하여 확 터놓고, 온실(溫室) 4칸을 지었다.134)

면앙정을 지은 송순(宋純, 1439-1582)의 <분재기(分財記, 1572)>에는 “면

앙정과 서당을 아울러 십여 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135) 기대승이 면앙정기를

지을 당시의 면앙정은 전체가 마루로 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총 6칸 건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온실 4칸을 더하면 분재기에서의 기록과 같이 총 10칸이 된

다. 따라서 온실 4칸은 서당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온

실이 온돌방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면앙정과 서당은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

으로 소실된 후, 면앙정만 1654년 다시 지어졌는데, 이때에는 온돌이 설치되었

다.136)

용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온방(溫房)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온방도 온

실처럼 온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에 온돌과 구분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문소전에서는 온

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승정원은 유독 온방이라는 용어를 좌청과 대

비시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 기사 내에서 온돌과 온방이라는 용어를 구분

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승정원에서는 문소전과는 다른 방식의 난방을 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10여 년 전의 연산군일기에서 관청에 화로(爐)와 장

작(燒木), 숯(炭)을 지급했던 기록이 있는데, 승정원의 온방도 이처럼 화로를 이

134) 奇大升, ≪高峯集≫제2권,「俛仰亭記」中, 

   東階下。因稍迤之勢廓之。構溫室四問

135) 俛仰亭舍書堂幷十餘間

136) 면앙정의 중창과정과 건축형식 변화는 윤일이, ｢송순의 면앙정과 16세기 누정건축

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14 No.4, 2005, p.29-39.에서 자세히 다루어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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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던 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조하도록 명하신 곳‧‧‧수라간(水剌間)·인정전(仁政殿)·문소전(文昭殿)의 온돌(溫堗)‧
‧‧승정원의 겨울과 여름 좌청(坐廳) 및 온방(溫房), 명정전 보계(補階)와(下略)137) 

호조에 전교하기를, “취홍원(聚紅院) 2인마다 정(鼎) 1, 과(鍋) 각 1, 반안구(飯案具) 

1, 노(爐) 각 1, 토로(土爐) 각 1, ‧‧‧ 침석(寢席) 각 1, 침인(寢茵) 각 1, ‧‧‧ 소목(燒
木) 하루 70근(斤), 탄(炭) 하루 1석(石)을 제급(題給)하라.” 하였다.

한편, 당대의 국외 문헌자료들에서도 조선 중기의 화로 사용에 대한 기록

을 살펴볼 수 있다. 16세기에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들 중

세스뻬데스(Gregorio de Cespedes, 1551-1611)등 일부가 임진왜란 중 조선에 건

너와 조선의 집, 궁궐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

로 한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1532-1597)의 저서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화문석과 화로의 사용이 기록되어

있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당시의 주택, 생활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수도에 거주한다. 집들의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초가집도 있다. 이 집들은 매우 깨끗하며, 귀족들은 아

주 아름다운 화문석으로 내부가 꾸며진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본인과 포르투

갈인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훌륭하다. 부분적으로는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화로를 사용하며‧‧‧”

성현(成俔, 1439-1504) 의 ≪용재총화(慵齋叢話, 1525)≫에도 온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난돌이라는 용어와 함께 쓰였다. 이 구절의 온

방과 난돌은 모두 온돌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돌방을 많이 만들었

다”라고 번역된 바 있다.138)

137) ≪燕山君日記≫, 연산 10년(1514) 8월 28일 乙酉 

   "命營造處‧‧‧水刺間。仁政殿。文昭殿溫堗‧‧‧承政院冬夏坐廳及溫房

138)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김남응, 앞의 책, 2011, 68-70.을 참조하였다. 이 책의 저

자 역시 온방난돌을 중복해서 사용한 것에 주목하여 온방은 공간, 즉 방을 염두에 둔 

것이고, 난돌은 시설 자체에 더 관계해 사용된 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온

방과 난돌은 결국 같은 온돌방을 중복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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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닦고 집을 세웠는데, 그 규모는 사묘나 절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 변

경하여 온방난돌(溫房煖突)이 많았다.139)   

그러나 ≪연산군일기≫에서 온돌과 온방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위의 구절은 “온방과 온돌방을 많이 지었다”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

다면, 온돌 이외에도 화로를 사용하는 등의 난방방식도 상당히 많이 쓰였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온방의 용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느 쪽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용어들은 바닥형식을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는 온돌(溫突)

이나 마루(抹樓)와는 달리, 어떤 바닥형식과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문헌에서의 용례를 살펴야 하는데, 온돌과 마루의 바닥형식 조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던 조선 중기에는 특히 여러 종류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토방은 재료와 공간형식을 의미하는 문자가 조합된 용어로, 아마도 장판이

나 도배를 하지 않고 흙으로 마감된 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방은 난

방과 관련한 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온돌의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온도

와 공간형식을 의미하는 문자가 조합된 온실(溫室), 온방(溫房) 등의 용어들도

온돌의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온실과 온방은 화로 등으로 난방이

되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있고, 같은 문헌에서 온돌과는

구분해 사용된 경우도 있다. 비슷한 시기의 문헌에 화로를 이용해 난방을 했던

기록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공간을 두고 온실이나 온방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토방, 온실이나 온방 등의 사용례를 통해 볼 때, 온돌이나 마

루가 아닌 바닥형식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중기 건물지의 발굴유적에서 고래나 마루의 흔적이 없는 방들이 다수 발

견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40)

토상(土床)과 토탑(土榻)은 주로 불을 지핀 바닥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사

례가 많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토방과는 구분된다. 임진왜란 중의 피난생활을

기록한 이산해(李山海, 1539-1609)의 문집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밥을

139) 成俔, ≪慵齋叢話≫, 卷之五 中, 

   開基建宇。其規模稍變社寺之制。多溫房煖突

140) 배창현, 전봉희, 허유진,「서울 종로 주변 발굴유적에서 보이는 조선 중·후기 건물

지의 평면형식」,『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4 No.5, 2018,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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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난 후 따듯해졌다는 서술을 통해,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부뚜막이 설치된

공간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당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온돌(溫突)이라는 용

어 대신 흙으로 된 침상이라는 뜻의 토상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방바닥의 마감

이 온돌과는 다르게 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기로운 밥을 짓고 나면 토상(土床)이 따스하지141) 

토탑은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에서부터 등장하는 용어로, 조선 중기에 이르

기까지도 난방을 위해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등장한다. 탑(榻)은 상(床)보다 바닥

면적이 좁은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토탑이라는 용어가 방바닥 전체에 난방을

하는 공간을 용어만 달리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토상과 구분하여 방바닥의

일부만을 흙으로 덮은 공간을 표현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불 넉넉히 지피니 토탑(土榻)은 따뜻해져라 / 질솥은 뜨끈뜨끈 팥죽이 끓어대

고142)

그런데, 15세기의 실록에서는 토탑이 방이 아닌 창고에 설치된 사례가 기

록되어 있다. 이 경우의 토탑은 토상 또는 온돌과는 구분되는 조금 다른 형식의

난방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흙이라는 재료가 명시된 이러한 용어들

과 유사한 것으로 土室이 있으나, 토실은 주로 땅을 파서 만든 공간 자체를 지

칭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목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의 바닥형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다.

선공감 제조가 아뢰기를, “제사 창고(諸司倉庫)의 토탑(土榻)을 철거하여 화재를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43)

한편, 흙바닥과는 달리 돌방(堗房, 突房)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당대의

문헌에서 구들을 뜻하는 堗을 쓴 것이나, 아래 문헌의 용례로 보아 돌방은 온돌

141) 李山海, ≪鵝溪遺稿≫, 제1권, <箕城錄-乾葉> 中, 

   炊罷香秔暖土床

142) 성현(成俔, 1439-1504),≪虛白堂集≫, 제2권 <窮村詞> 中, 

   土榻微溫煙火足/瓦釜瀜瀜泣豆粥

143) ≪세조실록≫, 세조 10년(1464) 2월 17일 更子 

   繕工監提調啓: "諸司倉庫土榻。請竝撤去。以防火災"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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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줄여서 쓴 것으로 보인다.144) 16세기 동호독서당의 형식을 기록한 윤현

((尹鉉, 1514-1578)의 「湖堂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정당의 서쪽으로 남쪽 가까이 문이 있고, 그 아래로 방 세 칸이 있다. 그 중 두 

칸은 온돌(溫堗)이고, 한 칸은 판을 깔았다.‧‧‧돌방(堗房)의 내부는 예전에는 마루판

이 깔려(板鋪) 있었으나, 신해년 가을에 높인 것이다.145) 

여기서의 신해년(辛亥年)은 1551년(명종 6)인데, 이 때 낮은 높이의 마루가

깔린 방을 돌방으로 바꾸면서 바닥의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앞선 세 칸의 방 중 두 칸의 온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시기

의 문헌에서도 돌방은 난방이 되는 바닥형식을 의미하며, 마루와 대비되는 뜻으

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146)

한편, 더운 방이라는 뜻의 욱실(燠室)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욱실은 특

히 조선 중기의 문집에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량방(凉房), 량헌(凉軒), 량당(凉

堂)등과 대구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돌과 마루를 표현한 것이

라고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욱실을 온돌과 붙여서 사용한 사례를 조선 중기의

학자 권별(權鼈, 1589-1671)의 ≪해동잡록(海東雜錄)≫에서 볼 수 있다.

양촌(陽村)이 말하기를, 흰 눈이 뜰에 가득하고 붉은 빛이 창에 비치면 욱실온돌

(燠室溫突)에 병풍으로 둘러싸여 화로(爐)를 끼고 책 한권을 들고 그 가운데에 누

워147)

     

양촌(陽村)은 조선 전기의 문신 권근(權近, 1352-1409)을 의미하는데, 권근

은 욱실온돌이라고 표현된 공간에서 화로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욱실과

144) 김남응은『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1, 에서 1489년의 ≪救急簡易方諺解≫, 1660년의 ≪救荒撮要≫에 각각 突과 堗

이 구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소개한 바 있다.

145) 윤현(尹鉉,1514-1578), ≪菊磵集≫, 巻上, <湖堂記> 中, 

   正堂之西近南有門。其下有房三間。其二間溫堗。一間板鋪‧ ‧ ‧堗房之內。在舊差低於板

鋪。辛亥秋高之

146) 김세현(金世濂, 1593-1646), ≪海槎錄≫ 中, 

   堗房新造未乾。宿于廳中。涼冷可言 / 不作堗房。只設抹樓

147) 權鼈, ≪海東雜錄≫, 卷之六 中,  

   陽村曰。白雪滿庭。紅日照窓。燠室溫突。圍屛擁爐。手執一卷書。大臥其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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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을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온돌방에서 화로를 함께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욱실에 대한 기록은 권근이 지은 <제주향교기(提州鄕校

記)>에도 있다. 여기서 제주향교는 제천향교를 말한다. 조선 중기와는 시기적으

로 차이가 있지만, 부엌의 곁에 기둥을 세워 욱실을 만들었다는 묘사는 아마도

부뚜막 곁의 온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남쪽으로는 문 한 칸을 두었다. 곁에는 부엌(庖廚)을 두고 또 기둥 네 개(四楹)

의 욱실(燠室)로 꾸며 교관의 휴식처로 삼았다.148) 

마루가 놓인 방이라는 뜻의 판방(板房)이라는 용어는 14세기 초반의 문헌

에서부터 확인되는데. 이색(李穡, 1328-1396)의 문집에 판방으로 이루어진 집이

라는 뜻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아마도 이 시기까지는 높이 띄운 루(樓)를 제

외하고 바닥에 마루를 설치하는 사례가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묘사하며 판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 젊은 시절 독칠에서 기거할 때에 / 판방가(板房家)가 십천 물가와 가까이 있었

기에149) 

판방이라는 용어는 조선 중기의 실록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판방은 온실 또는 온돌과 비교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돌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의 바닥형식은 마루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이 대상을 위한 재계 때문에 판방(板房)에서 유숙하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온

실(溫室)에서 유숙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150)

이는 대개 평시에는 전하를 모시는 귀빈들이 모두 판방(板房)에 거처했었는데, 지

금은 궁중의 하례들도 모두 온돌(溫堗)에 거처하기 때문입니다.151)

148) 權近,≪陽村先生文集≫, 卷之十二, <提州鄕校記> 中, 

   其南置門一間。旁置庖廚亦四楹仍餙燠室。以爲敎官燕息之處

149) 이색(李穡, 1328-1396), ≪牧隱詩稿≫, 제19권 中, 

   我少之時居獨七 / 板房家近十川濆

150) ≪선조실록≫, 선조 9년(1576) 11월 30일 戊子 

   上以大祥齋戒。欲宿板房。政院請宿溫室。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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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늘한 방이라는 뜻의 양방은 일반적으로 벽이 트인 면이 있는 청(廳),

헌(軒), 루(樓)와는 달리 凉廳, 凉軒과는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서늘하다라는 뜻에 따라 바닥을 마루로 깔았던 방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측면

에서 앞서 살핀 판방이라는 용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재집(容

齋集,1586)≫의 <강서객관중수기(江西客館重修記)>에서 아래와 같은 용례를 확

인할 수 있다.

객사(客舍)의 옛터에 건물을 더 크게 증축(增築)하였다. 대청(大廳)이 모두 7영(楹), 

동서의 헌(軒)이 각각 7영, 동서의 회랑도 이와 같으며 동서의 별실(別室)은 각각 

8영이라, 성대하게 면모를 일신(一新)하니 크고 화려하기는 예전보다 배가 되었다. 

동서의 북쪽에는 또 량방(涼房)을 두고, 량방의 동쪽에는 네모진 연못을 팠다. 연

못 안에는 누(樓)가 있다.152)

조선 후기의 기록이지만,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華城記>에 화성행

궁의 장락당(長樂堂)과 봉수당(奉壽堂)이 연결되는 부분을 양방으로 표현한 것

이 있다. 이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도 봉수당에 양방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수당의 옛 이름은 장남헌(壯南軒)인데, 이 건물

을 지을 때 들어간 재료의 양이 기록된 ≪신읍영건공해간수(新邑營建公廨間數)

≫에는 장남헌에 청판(廳板)이 665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153) 아마도 청판

이 깔린 부분을 양방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락당은 봉수당의 남쪽에 가까이 서로 잇닿아 있다. 임금의 편액이 있고, 건물은 

칠량으로 열세 칸이다. 온돌(溫堗)이 여덟 칸이고 북쪽의 두 칸은 봉수당의 량방

(凉房)과 통한다. 동서남의 세 면에는 퇴헌(退軒)을 갖추었다.154)

151) ≪인조실록≫, 인조 14년(1636) 2월 10일 乙酉 

   蓋平時則尙御貴嬪。皆處板房, 而今則宮中下賤。盡處溫堗故也

152) 이행(李荇, 1478-1534), ≪容齋先生集≫, 卷之九, 江西客館重新記 中, 

   遂就客舍舊址而增大之。大廳凡七楹。東西軒各七楹。廊東西亦如之。東西別室各八楹。

奐焉一新。宏麗倍之。東西之北。又有涼房。涼房之東。鑿開方池。池中起樓

153) 水原府(朝鮮)編, ≪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 1791 中

   辛亥正月ㅇ新邑營建公廨間數。ㅇㅇ軒‧‧‧廳板六白六十五立

154) 洪敬謨, ≪冠巖全書≫, 冊十七, <華城記> 中 

   長樂堂在奉壽堂之南近西相連。有御書扁額。堂制七樑十三間。溫堗八間。北二間與奉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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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선 중기의 문헌에는 온돌과 마루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가 혼

재되어 사용되었다. 토상이나 토탑의 경우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

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좌구(坐具)의 일종인 상이나 탑이라는 글자와 조합된

것은 아마도 온돌의 설치로 인해 바닥의 높이가 올라간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욱실은 온돌이 설치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양방은 마루를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방과 욱실은 주로 대구를

이루어 사용된다.

堂凉房通。東西南三面俱有退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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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조선 중기 이후의 온돌과 마루 조합 양상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은 주택을 비롯해 누정, 강당 등

여러 건축형식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에는 바닥을 높

이지 않고, 전돌로 마감되었던 사묘 건축의 의례 공간에도 마루가 설치되거나

경우에 따라 온돌과 마루가 함께 설치되는 사례도 있다. 16세기의 건축적 변화

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동호독서당의 경우, 강당에 온돌이 보급되며 온돌과

마루 조합이 보편화되어가는 당대의 상황을 조선 중기의 문신 윤현(尹鉉,

1514-1578)이 남긴 문헌 기록인 <호당기(湖堂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

다.

동호독서당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정당(正堂)과 문회당(文會堂)으로 이름

붙여진 신당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문회당을 신당이라고 별칭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정당과 문회당은 각각 동호독서당의 구당(舊堂)과 신당(新堂)으로 지어

진 강학용 건물이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1517년에 지

어진 정당(舊堂)의 내부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던 것에 반해 1551년에 지어진 문

회당(新堂)에는 정면 4칸 중 중앙 2칸에는 마루를 두고 좌 우 각 1칸에 온실과

양방을 따로 설치하였다.(표 4-1.)

정당(正堂, 舊堂)

 (1517년 건립)

신당(文會堂, 新堂)

(1551년 건립)

溫室凉房

*도면 출처: 배창현, 전봉희, 정기철, ｢16세기 동호독서당의 복원 추정과 건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2 No.2, 2016, p.97의 표를 재구성.  

표 4-1. 동호독서당 구당(舊堂)과 신당(新堂)의 평면형식 비교 복원도

정당(正堂)은 세 칸인데, 그 서북쪽은 판으로 창을 내고 남쪽은 비워두었다. 동남

쪽에는 분합(分閤)을 두어 상방(上房)으로 통하게 하였다. ‧‧‧ 신당(新堂)은 네 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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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앞에 퇴기둥(退檻)이 있다. 동쪽은 온실(溫室)이고 서쪽은 서늘한 방(涼房)인데 

모두 남북으로 창이 있다. 가운데 두 칸은 비웠는데 북쪽에는 창, 남쪽에는 분합

(分閤)을 달아 추우면 내려서 가리고 더우면 올렸다155)

정면 4칸의 신당(文會堂)은 정면 3칸의 구당(正堂)에 비해 전면 폭을 키웠

을 뿐 아니라, 한 건물 내로 온돌을 끌어들였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양쪽

끝을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고, 그 한쪽에 온돌방을 둔 문회당의 평면 형식은 조

선 중기 이후 유행하는 서원의 강당형식과도 일치한다.156) 특히, 도산서원의 강

당인 전교당(典敎堂)은 정면 4칸 중 서쪽 1칸에 온돌방을 두었다는 점에서 온돌

방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문회당과 그 규모나 계획의 측면에서 매우 유

사한 부분이 있다. 문회당이 지어진 것이 1551년(명종 6) 이고, 도산서원의 전교

당은 1575년(선조 8)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두 건물의 공간구성은 강학공

간에 온돌이 사용되기 시작한 조선중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렇게 정면 4칸 규모의 강당 좌 우로 온돌방 또는 판방을 두는 형식은 같은 시

기인 1559년(명종 14)에 건립된(1612년 이건) 함양 남계서원(灆溪書院)의 강당인

명성당(明誠堂)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표 4-2.)

도산서당 전교당 

(陶山書院典敎堂, 1575년 건립) 

남계서원 명성당

(灆溪書院明誠堂, 1559년 건립, 1612년 

이건)

*도면 출처: 『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Photos and Drawings』, 

2015, p.32, 36 

표4-2. 조선 중기에 건립된 서원 강당의 평면형식 비교

155) 尹鉉, ≪菊澗集≫, 卷上, <湖堂記> 中 

   堂之正堂三間∘其西北以板爲牖南虛之∘其東少南∘有分閤通于上房‧‧‧新堂四間∘前有退檻∘其

東溫室∘其西涼房∘皆有南北窓13∘其中二間虛之∘皆有北窓∘南爲分閤∘寒則障之∘熱則鈞之

156)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7, 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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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의 규모만 5칸으로 늘어나고 중앙 3칸을 대청으로 사용했을 뿐, 좌 우

각 1칸은 온돌방을 두는 형식은 이후 옥산서원 구인당(玉山書院求仁堂, 1573년),

도동서원 중정당(道東書院中正堂, 1605년), 병산서원 입교당(屛山書院立敎堂,

1614년) 등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서원 강당의 전형이 된다.

한편, 강당이 아닌 동호독서당의 다른 건물들에도 온돌이 보급되기 시작한

조선 중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호당기(湖堂記>

에는 구당의 부속 건물인 부옥(附屋)의 동편에서 두 번째 칸을 상방(上房)으로

지칭하며 온실(溫室)이라고 기록했다. 앞선 절에서 살핀 것처럼, 온실이라는 용

어가 항상 온돌이 설치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앞서

문회당에서도 온돌방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공간을 온실로 기록한 <호당기>

의 특성상 여기서의 온실은 온돌을 설치한 방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생각된다.

정당의 동쪽에는 부옥(附屋) 네 칸이 있는데, 동쪽으로부터 제 1칸은 집물(什物)을 

두고 제 2칸은 온실(溫室)인데, 곧 상방(上房)이라 부르는 곳이다.157)

정당의 서쪽 가까운 곳에는 문이 있는데, 그 아래 방이 세 칸(房三間) 있다. 두 칸

은 온돌(溫堗)이고 한 칸은 판을 깔았다(板鋪). 앞에는 기둥(楹)을 붙였다. 남쪽에는 

루 세 칸이 있는데, 남루(南樓)라 부르는 곳이다. 돌방(堗房) 안이 판을 깔아놓은 

곳보다 낮아 신해년(1551) 가을 높였다.158)

한편, 위의 기록과 같이 구당의 전면에 있던 서상방에 2칸이 연접하여 설

치된 건물에는 정확히 온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 온돌이 깔린 방은 돌

방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된다. 유독 서상방에만 앞선 경우에서처럼 온실이 아닌

돌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문

헌자료에 돌방이라는 용어가 난방이 되는 바닥형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주 사

용이 되고, 마루와 대구를 이루어 대비되는 뜻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

로 보아 당대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용어라는 것은 알 수 있다.159)

157) 尹鉉, 앞의 글 中 

   正堂之東∘附屋四間6∘東褊第一間藏什物∘第二間溫室∘卽所謂上房 

158) 尹鉉, 앞의 글 中 

   正堂之西近南有門∘其下有房三間∘其二間溫堗∘一間板鋪∘前有楹附之∘有樓三間面南卽所

謂南樓也∘堗房之內∘在舊差低於板鋪∘辛亥秋高之

159) 김세렴(金世濂, 1593-1646), ≪海槎錄≫, 1636의 기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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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과 마루라는 두 가지 바닥형식이 사용되면서 한 건물 내에서 또는 연

접한 두 건물 바닥의 물리적 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도 확인

할 수 있다.160) 정당 동편에 위치해 있던 부옥의 온돌방(上房)은 서쪽이 동쪽보

다 높았던 동호독서당의 지세로 인해 정당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지만, 연접한

정당과 바닥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떨어진 루의 형식을 취하

고 하부에 함실아궁이를 두었다. 또, 위의 기록과 같이, 1551년 가을에 서상방의

돌방(堗房)을 수리했던 이유 역시 옆 칸의 마루방과 바닥 높이가 달라 똑같이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온돌의 확산과 함께 온돌과 마루라는 서로

다른 바닥형식이 연접한 건물 또는 한 건물 내에서 정리되어가던 조선 중기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이후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은 오래 지나지

않아 일상의 기거 공간뿐 아니라 엄격한 예제의 적용을 받는 행례공간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바닥형식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학자 심조(沈潮, 1694-1756)가 남긴 문집인≪정좌와집(靜坐窩集)≫에는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정침(正寢)의 방(房)과 실(室)의 바닥형식을 각각 마루와 온

돌로 규정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다.

그림 4-1. ≪靜坐窩集≫, 卷之八, <答樂賢家禮疑問>의 正寢圖

   堗房新造未乾∘宿于廳中∘涼冷可言 / 不作堗房∘只設抹樓

160) 전봉희, 권용찬,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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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로 관 혼 상 제의 예설(禮設)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특히

치상절차(治喪節次)와 제례의 시행 과정에서 ≪가례(家禮)≫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선현들의 해석을 인용, 정리하고 저자의 의견을 첨가하였다. 정침은

명당(明堂)과 함께 이르게는 주대(周代)의 궁실제도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공간적 개념으로, 대개 평소에 거처하는 살림채 및 행례를 위한 장소를 뜻한다.

정침은 천자로부터 선비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이긴 하지만 각각의 형식이 부여

되어 있었고, 궁실에서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정침의 형식에 대한 광범위한 해

석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침의 건축형식에 관한 논의는 주거와 의례 공간으로

서의 이중적 성격이 강한 사대부 계층의 정침에 집중되어 나타났는데, 좌우방제

(左右房制)나 동방서실제(東房西室制)와 같은 논의는 이러한 경학의 대표적인

해석들로 볼 수 있다.161)

조선시대 예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밝히고 있는

예법을 자신들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 중기 이

후로는 온돌과 마루가 보급되면서 좌식의 기거양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입식의 가구를 사용하

는 중국의 기거양식을 전제로 한 예법이나 공간의 형식은 조선의 상황과는 점

점 더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정침에 정확히 들어맞

는 공간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정침의 용례를 살펴보면 일상의 거처공간이자 크고

작은 의례를 수행하는 행례 장소라는 본연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정침에 대해서 이황(李滉, 1501-1570)은 전당(前堂)을 언급

하며 ‘집안에 제사상을 차리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라 정의하기도 했

다.162) 조선 후기의 학자인 심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침을 구성하는 당(堂),

방(房), 실(室)의 바닥형식을 각각 벽돌(甓), 마루(抹樓), 온돌(溫突)로 규정한 것

이다.

실제로 18세기 경에는 일상의 기거를 위한 공간 외에도 의례를 위한 목적

의 건물의 내부공간에 온돌과 마루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대표적으로 임

금의 어진(御眞)을 봉안했던 진전(眞殿)의 감실에는 습도의 조절을 위한 목적으

로 온돌이 설치되었다가 연기와 화재로 인하여 다시 마루가 설치되었던 사례가

많다.163) 또한, 조선 전기에는 전돌이 깔렸던 사묘의 공간도 점차 마루로 대체

161) 조재모,「朝鮮王室의 正寢 槪念과 變動」,『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0 No.6, 2004, p.192

162) 김미영,『유교공동체와 의례문화』, 민속원, 201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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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가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례나 궁궐, 관아와 같은 건물의 마

루는 주택과 같은 생활공간의 마루와 비교해 볼 때, 이용하는 방식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유교적 가치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의례 복식은 신발(黑靴)

까지의 일습(一襲)을 갖추어야 하는 단령(團領), 예복(禮服)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례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에서는 마루가 깔려있더라도 신발을 벗

지 않았다.164)

신발을 벗지 않고 전각의 마루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발로 인해 마루

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마루 위에 포(浦), 진(陳),

점(簟), 석(席)으로 불리는 자리를 깔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분투(分套)라고 불리는 덧

신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투는 짙은 색 가죽으로 만들

어졌으며 보통 크기가 30cm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분투는 숙종(肅宗, 재

위 1674-1720)대에는 서민들에게는 금지되었고, 18세기의 기록인 박지원의 ≪연

암집(燕巖集)≫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져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165) 하지

만 분투는 문·무관 관리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

지원의 비판에서도 당시 양반들이 수레를 타고도 신발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화

(靴)에 분투를 신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아 꼭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까지

분투를 착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166) 조선 후기의 문신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의 문집인≪임하필기(林下筆記)≫의 기록에서도 분투의 사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신발을 벗지 못하는 공간에도 점차 마루가 깔

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3) 안선호,『조선시대 진전(眞殿) 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224-227. 

164)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은색의 흑화(黑靴), 국상의 경우에는 색이 하얀 백화(白靴)를 

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창현,『조선시대 전각의 바닥형식과 마루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16-19세기 기록화의 공간 이용모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87

165) 이은주,『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p.174-175. 

166) 이유원(李裕元), ≪임하필기(林下筆記)≫ 中, 

   의정부의 장약관(掌藥官) 박시량(朴時亮)이 일찍이 공회(公會) 때에 진창길을 만나서 

대분투(大分套)에 가죽신을 받쳐 신었고, 부자 역관 장현(張炫)이 집을 지으면서 덧서

까래[附椽]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국법에서 금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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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裕元, ≪林下筆記) 中,    

의정부의 장약관(掌藥官) 박시량(朴時亮)이 일찍이 공회(公會) 때에 진창길을 만나

서 대분투(大分套)에 가죽신을 받쳐 신었고, 부자 역관 장현(張炫)이 집을 지으면

서 덧서까래(附椽)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국법에서 금하는 것이었다.”

그림 4-2. ≪林下筆記≫의 덧신(分套) 사용에 관한 기록

자리와 덧신을 사용하는 등의 부수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했지만, 전돌이

깔렸던 공간의 바닥형식이 점차 마루로 대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루가 이용

방식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루는 온돌을 사

용하며 내부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좌식(坐式)의 가구를 사용하는 기거양식이

정착되었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발을 신거나 때로는 교의(交椅)와 같은 입식

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도 확산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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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첨하 마루의 도입

4.2.1. 첨하 공간 바닥형식 변화의 기록

온돌과 마루라는 두 가지 바닥형식이 건물 내부공간의 보편적인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내부공간 바닥의 높이는 기단 또는 외부의 바닥면보다 높이 올라가

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공간의 변화에 뒤따라 첨의 공간도 마루를 설치해 걸터

앉거나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첨

하의 마루는 상부가구와의 연결 없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치와

철거의 편의성 때문에 첨하 마루의 형성시기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러나 조선 중기 이후의 많은 문헌과 회화자료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첨하의 마루가 당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집류에서는 첨상(簷床)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첨상은

지붕으로 덮인 외부 공간을 의미하는 첨과 좌구(坐具)로 사용되는 상이 조합된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은 일반적으로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너비를 가진

가구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미터 내외의 주택 처마 밑에 상이라는 가구를

두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첨상은 상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재료인

널판을 이용해 첨의 하부에 앉을 수 있는 마루를 설치한 것을 표현한 용어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조선 중기의 문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첨

상을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행위는 대부분 앉거나 누워 휴식을 취하는 장면

이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 ≪白沙先生集≫, 卷之一, <雨中>

온종일 첨상에 맨다리 드리우고 있노니 / 終日簷床露脚垂
얇은 구름 숲을 싸고 가랑비 실실 내리네 / 薄雲籠樹雨如絲
한가함 속에도 일이 전혀 없던 건 아니로다 / 閒中未是都無事
새 파초를 낮은 울타리보다 높이 길러 놓았네 / 養得新蕉過短籬

이경전(李慶全, 1567-1644), ≪石樓遺稿≫, 卷之三, <醉題駱谷壁>   

첨상의 긴 햇살로 인해 졸음이 와 혼미한데 / 簷床長日睡昏昏
비슷한 처지의 임금이 있음을 의지하네 / 同病相依賴有君
다만 견디지 못하는 것은 간특함에 걸음이 막히는 것이니 / 只爲不堪蛙步阻
비옷을 헤치고 우중의 문을 두드리네 / 披蓑來叩雨中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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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 중기의 실록에서는 첨하판루(簷下板樓)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첨하판루는 첨의 하부에 판자로 설치한 마루라는 의미를 표

현한 용어이다. 아래의 기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첨하판루는 섬돌 위쪽에 설치되

어 있었고, 섬돌과의 사이에는 유렴(油簾)으로 막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

름종이로 만든 발이라는 뜻의 유렴은 아마도 이 시기에 궁중에서 첨하의 마루

하부를 막는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고막이 시설로 생각된다.

    

밤 초경(初更)에 궁중 사람들의 초사(招辭)를 내렸다. 이어 전교하기를, “그 날 오

후에 내가 남고란(南高欄)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물건도 못 보았었다. 그런데 앉

아서 세수를 끝내고 나서 남고란 아래를 내려다보니 쥐가 엎드려 있었으므로 내

가 집어다 버리라고 명했었다. 이곳의 첨하판루(簷下板樓)와 섬돌(距階)의 매우 낮

은 부분은 유렴(油簾)으로 막았지만 여기저기 큰 틈이 있었으며, 유렴 밑과 섬돌 

위의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었으므로 쥐구멍이 있을 수 있었다.167)

실제로 순조대(純祖代)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기록한 <동궐도(東闕圖)>에

는 궁궐 내 여러 건물들의 첨 하부에 마루가 설치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동

궐도에 묘사된 첨하 마루는 전면에 기둥이 없고, 하부에만 마루 널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전퇴칸을 만들어 설치한 마루에는 전면에 기둥이 묘사되어 있으므

로 첨 하부의 마루와 툇마루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건물의 전면에는 기둥이 있는 툇마루가 표현된 반면, 첨 하부의 마루는 대부분

부속 건물이거나 규모가 작은 건물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17년의 화재로 현재는 모습이 달라졌지만, 원래는 2층의 전각으로 되어

있던 경훈각(景薰閣), 징광루(澄光樓)의 서편에 위치한 옥화당(玉華堂)에는 전면

에 기둥이 있는 툇마루가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건물의 전면에는 기둥이 없는 마루가 표현되어 있다. 인정전(仁政殿) 서편에 위

치했던 홍문관(弘文館) 영역에도 첨하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입면 묘사를 볼 때, 내부공간은 아마도 온돌방과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첨하의 마루는 내부공간을 출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설

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경복전(慶福殿) 터의 동쪽에 위치한 습취헌

167) ≪중종실록≫, 중종 22년(1527) 4월 3일 己酉 9번째 기사 中

   夜初更, 下宮中各人招辭, 仍傳曰: "其日午後, 予自南高欄入時, 不見某物。 坐而洗手畢

後, 南高欄下, 有鼠伏焉, 予乃見而命取棄之。 其簷下板樓, 與階砌最卑, 雖有油簾, 間間

有大隙。 簾下距階上太空, 或有鼠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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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拾翠軒)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에서 첨하 마루가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3. <東闕圖>의 옥화당 행각 첨하 마루와 중희당 행각 툇마루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1820년대 추정)

그림 4-4. <東闕圖>의 여러 건물에 묘사된 첨하 마루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1820년대 추정)

궁궐이 아닌 서당 또는 주택 건물을 묘사한 조선시대의 회화에서도 첨하

마루가 사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선(鄭敾, 1676-1759)의 <계상정거도

(溪上靜居圖)>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배경으로 한 주변의 산수를 담은 풍경화

로 알려진다. 이 그림은 정선의 외가에서 전해 내려오던 ≪퇴우이선생진적첩(退

尤二先生眞蹟帖)≫에 정선이 합첩(合帖)한 것으로, 200년대 후반에 위작(僞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진품으로 감정된 상태이다. <계상정거도>의 묘사는 현

재 남아있는 도산서당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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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그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온돌방으로 추정되는 방 앞으로 별도의

기둥을 두지 않고 첨하에 마루가 설치된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온돌방의 옆 칸

은 창호나 벽을 두지 않은 마루로 보이는데, 첨하의 마루는 옆 칸의 전면에까지

이어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그림이 실제의 건물을 정확히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첨하의 마루가 표현된 것은 당대의 건물에 이러

한 마루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적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

다.

그림 4-5. <溪上靜居圖>에 묘사된 첨하 마루

(리움미술관 소장, 18세기 초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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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

첨하 마루의 폭

(mm)

기단 상면에서의 높이 

(mm)*
설치 위치

강릉 해운정 약 550 약 600 4면

안동 하회 양진당 632-약 800 약 700 3면

안동 후조당 약 650 약 400 4면

안동 임청각 군자정 약 800 약 1,000 4면

소수서원 강학당 988-1,075 333-346 4면

*기단 상면에서부터의 마루 높이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건물별 실측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된 출입 위치에서의 높이를 기록하였다. 

표4-3. 조선 중기 건축의 첨하 마루의 폭과 설치 위치

4.2.2. 조선 중기 건축의 첨하 마루

상부가구와 독립된 첨하의 마루는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도

온돌이나 마루의 사용으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높아진 내부공간의 바닥면과 높

이를 쉽게 맞출 수 있었다.168) 따라서 이러한 마루는 기단에서 신발을 벗고 대

청마루나 방으로 출입하기 위해, 또는 신발을 벗은 채로 대청마루나 방에서 나

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용이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상부가구와 독립되어 바닥에 설치되었던 첨하마루를 생활공간의 높이와 동일하

게 배치한 결과, 건물로의 출입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건물 내부의 공간 사이를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마루는 건물의 전체적인 구성

과는 무관하게 손쉽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해 가변적인 구조로써의 성격이 강하

다. 따라서 현존하는 조선 중기의 유구에서 보이는 사례들은 초창 이후 추가로

설치된 것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첨하 마루의 설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중기의 유구들

로는 강릉 해운정, 안동 하회 양진당, 안동 후조당, 안동 임청각 군자정, 예천

야옹정 등 주택과 누정에서 특히 그 사례가 많다. 또한 소수서원의 강당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마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첨하 마루의 폭은 우

천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처마의 내민 길이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부

168) 배창현, 전봉희, ｢조선 중기 마루퇴 형성과 건축형식의 변화｣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추계. 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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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500-1,000mm 정도로 그리 넓지 않지만, 출입과 간단한 이동 동선을 수용하

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4-3.의 사례에서 살펴본 건물들의 첨하 마루 폭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기단 상부에서부터의 높이는 건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따라서 건물로 출입하기

위해 기단에서 신발을 벗고 바로 첨하의 마루로 오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댓

돌을 밟거나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다. 특히 기단 상면에서부터 바

닥이 높이 들어 올려진 건물들은 첨하 마루를 놓아 출입하는 수직 동선을 보다

용이하게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강릉 해운정(海雲亭)은 권진응(權震應, 1711-1775)의 <해운정 중수기(海雲

亭 重修記)>에 의하면, 1530년(중종 25)에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했던 조선 중기

의 문신 심언광(沈彦光, 1487-1540)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며, 1761년(영조 37)

그의 후손에 의해 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건물에 사용된 공포

는 출목이 없는 초익공계의 형식이다. 이 건물에 사용된 익공에는 조선 후기 건

물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장식성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조선 중기의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정은 별당형의 정자로, 건립 당시의 살

림채는 건물의 뒤편 언덕 너머에 있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원래의 살

림채는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17세기 경 해운정의 좌측에 있는 심상진 가옥(沈

相振家屋)이 건립된 이후부터는 이 가옥의 별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삼

척심씨(三陟沈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169) 해운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의 1칸은 온돌방이고, 우측의 2칸

은 마루로 되어 있는데, 각 공간은 외부와 창호로 구분되어 있다.

이 건물은 5량가(粱架)의 상부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로 툇마루를 두

지는 않았고, 대신 사면의 첨에 약 550mm 폭의 마루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사

면 첨에 설치된 마루의 높이가 같지만, 기둥에 이전에 사용하였던 귀틀 구멍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정면 쪽의 마루 높이는 원래보다 72mm 정도 낮아졌고,

서쪽편의 마루는 120mm 정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170) 온돌과 마루가 결합

된 내부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첨하의 마루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부분별로 마루 높이의 조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해운정이 위치한 주변에는 해운정과 건립 시기는 다르지만, 온돌과 마루가

조합된 유사한 형식을 가진 정자들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조선 중기 이후로

점차 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첨하의 마루보다는 툇마루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69) 문화재청, 『江陵 海雲亭 實測調査報告書』, 1999, p.43-45.

170) 문화재청, 앞의 책, 1999,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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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海雲亭) 금란정(金蘭亭) 계련당(桂蓮堂)

1530년(중종 25) 1779년(정조 3) 1810년(순조 10) 중건

강릉시 운정동 256 강릉시 저동 15-1 강릉시 교동 238

첨하 마루 (폭: 550mm) 툇마루 (폭: 1,740mm) 툇마루 (폭: 1,216mm)

표4-4. 강릉지역 별당형 정자 첨과 퇴의 마루 구성

대개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에 건립된 해운정에서는 사면 첨에 마루

가 설치되었던 반면, 18세기의 금란정(金蘭亭)은 온돌방 전면으로 넓은 퇴칸에

마루를 설치하였다. 19세기 초에 건립되어 사마소(司馬所)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계련당(桂蓮堂)은 해운정과 온돌방과 마루의 구성이 동일한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에 전면으로 반칸의 툇마루를 설치한 형태의 건물이다. 이 세

건물들의 출입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다르다. 해운정은 상부가구와

는 연결되지 않는 첨하의 마루를 이용하였다. 금란정과 계련당은 첨에는 마루를

두지 않는 대신 툇마루를 설치하였는데, 두 건물의 툇마루 설치 방식에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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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금란정은 건물의 중심에 매우 가깝게 위치한 중도리의 위치에 내부공

간과 툇마루의 경계가 되는 기둥을 설치하여 툇마루의 폭이 1,740mm로 매우

넓다. 반면, 계련당은 중도리의 위치 자체는 3분 변작에 가깝지만, 내부공간과

툇마루의 경계가 되는 기둥을 외부 공간 쪽으로 옮겨 설치하였기 때문에 툇마

루의 폭은 1,216mm 정도이다. 이러한 상부가구의 변화는 이 지역의 정자뿐 아

니라 주택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건물에서 툇마루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상

부가구의 변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첨하에 마루를 설치해 출입 공간으로 사용한 사례는 조선 중기에 건립된

안동지역의 여러 주택과 정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 하회 마을

에 위치한 양진당(養眞堂) 건물들은 임진왜란(1592년, 선조 25)으로 소실된 후

대부분 17세기에 다시 지어진 것인데, 중건 시의 상황은 류성룡(柳成龍,

1542-1607)의 손자인 류원지(柳元之, 1598-1674)가 지은 <구가중수기(舊家重修

記)>에 소략히 기록되어 있다.171) 따라서 양진당의 안채는 17세기 초반에 중수

된 것이지만, 사랑채는 임란으로 인한 소실을 면한 유일한 건물이라는 구전이

있다. 만약 이러한 구전이 사실이라면, 사랑채 건물이 지어진 것은 여말선초 공

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류종혜(柳從惠, 생몰년 미상)에 의해 풍산 류씨(豊山柳

氏)가 하회에 처음 자리 잡은 때로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건물에는 임진년 당시에 있었던 화재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고, 첨차가 있는 익공의 구성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형식

과 유사해 조선 중기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72)

안채에는 온돌방과 대청의 전면으로 전퇴칸을 두고 마루를 설치하였지만,

사랑채에는 퇴가 없고, 첨에만 마루를 두었다는 점도 안채가 사랑채보다 늦은

시기에 지어진 것을 보여주는 공간구성으로 생각된다. 사랑채와 안채의 각기 다

른 평면형식은 상부가구의 구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주된 차이는

툇마루를 설치한 전면에서 발견된다. 두 건물은 모두 5량의 상부가구로 구성되

171) 柳元之, <舊家重修記> 中,

   하촌(河村) 한 구역에 집이 있었는데, 임진년 병란(兵亂)에 불타버렸다. 원주목사 증

이조참판 부군이(原州牧使 贈吏曹叅判 府君, 류성룡의 형 류운룡을 말함) 일찍이 중

수하려는 뜻을 세울 제, 우선 옛집의 서쪽에 먼저 별실(別室)을 창건하셨고, 처사부군

(處士府君, 류운룡의 손자 류원직을 말함)이 또 옛 터의 동쪽에 객위(客位) 10가 8간

을 건립하였는데, 제도가 사뭇 높고 널찍하였다. 익랑(翼廊)을 남쪽으로 오른쪽과 왼

쪽에 두 칸씩 내어 달아 원래 있던 긴 행랑과는 그 허리에 반 이상 걸쳐서 이어 붙였

는데, 정침(正寢)의 동쪽을 가리워서 앞으로의 건물의 장본(張本)이 되게 한 것이다. 

이어서 장차 그 안에 크게 건조(建造)의 일을 일으켜서 옛날 건물의 규모를 회복하려

고 재목과 기와를 대강 갖추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172) 문화재청, 『安東 養眞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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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안채

조선 중기 이전 17세기 초반 이후

첨하 마루 (폭: 632-800mm) 툇마루 (폭: 1,214mm)

표4-5. 安東 河回 마을 養眞堂 사랑채와 안채 첨과 퇴의 마루 구성

었지만, 안채는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전면 쪽으로 기둥을 두었고, 사랑채의

내부에는 기둥을 두지 않았다. 사랑채 첨 하부 마루는 삼면을 둘러 설치되어 있

는데, 후면 쪽의 폭은 632mm로 좁고, 전면 쪽은 800mm 정도로 넓다. 전면 쪽

의 마루 끝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안채의 툇마루 폭은 1,214mm이다. 양진

당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의 1

칸은 온돌방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3칸은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툇마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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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安東 臨淸閣 君子亭 첨하의 마루

(문화재청, 『安東 臨淸閣 正寢 君子亭 實測調査報告書』, 2001, p.79, 85)

온돌방과 마루로 기둥 열 내부의 공간이 구성되고, 첨 하부에 마루를 설치하는

모습은 강릉 해운정의 사례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 임청각(臨淸閣)의 별당형 정자인 군자정(君子亭)에서도 앞선 사례들

과 유사한 첨하마루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군자정은 고성 이씨(固城李氏)의

안동 입향조인 이명(李洺, 생몰년 미상)이 1519년(중종 14)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3)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에서 볼 때

가장 왼편의 한 칸은 온돌방, 나머지 두 칸은 대청마루이다. 가장 왼편의 온돌

방 앞 뒤로는 한 칸씩의 온돌방이 더 돌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丁자형’의

평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청의 상부가구는 5량가이며, 가장 왼편의 온돌방은

3량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청마루 쪽의 도리가 온돌방 상부의 도리 위에 얹

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 온돌방 북쪽을 제외한 사면 첨의 하부에 약 800mm의

마루를 내부공간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전면과 대청 부분에는 계자형(鷄子形)

의 난간을, 온돌방의 서편은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툇마루 없이 온돌과 마루만

으로 기둥열의 내부공간이 구성하고 첨 하부에 좁은 폭의 마루를 출입 공간으

로 사용하는 점, 첨차가 있는 물익공 형식의 공포를 사용한 점 등은 건립 시기

가 비슷한 안동 양진당 사랑채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경상북도 예천의 야옹정(野翁亭)도 첨하에 마루를 설치한 조선 중기 건축

의 사례이다. 야옹정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성균관전적, 의흥현감 등을 역임하

고 저곡리(渚谷里)에 입향한 안동권씨 권의(權檥, 1475-1558)를 기리기 위해 아

173) 문화재청,『安東 臨淸閣 正寢 君子亭 實測調査報告書』, 200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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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정(君子亭) 야옹정(野翁亭) 후조당(後彫堂)

1519년(중종 14) 1566년(명종 21) 16세기 건립, 20세기 이건

표4-6. 경북지역 조선 중기 별당형 정자의 첨하 마루

들인 권심언(權審言, 1502-1574)이 1566년(명종 21)에 건립한 정자이다. 저곡리

는 ‘맛질’이라는 순우리말에서 비롯된 지명이라고 전해지는데, 인근의 금당과 함

께 예천을 대표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174)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데, 정면에서 볼 때 가장 우측의 온돌방

앞 뒤로 온돌방 한 칸씩이 더 돌출되어 있고, 좌측의 3칸은 대청마루로 구성되

어 전체적으로는 ‘丁자형’의 평면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건물의 온돌방 부분과

대청마루의 부분에 서로 다른 양식의 공포를 두었는데, 16-17세기의 건물에서

관찰되는 출목이 있는 익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야옹정의 익공은 주심

포계 공포와도 구조적 기법이 유사하여 주심포계 건축이 익공으로 전환되는 과

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생각된다. 대청마루 부분은 5량의 상부구조이고, 돌

출된 온돌방 부분은 3량으로 구성된 점은 앞선 임청각 군자정의 사례와 동일하

다. 비교적 높은 기단을 조성하고, 대청 부분의 전면과 배면 첨 하부에 마루와

난간을 설치한 점도 군자정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174) 경북도민일보,「야옹정」,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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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의 건설로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원형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동의 후조당(後彫堂)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첨하마루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이 지은 별당으로 알려져 있다.175)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

데, 정면에서 볼 때 가장 우측의 한 칸에는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 3칸에는 대

청마루를 두었다. 우측의 온돌방의 앞으로는 마루와 온돌방이 한 칸씩 돌출되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 형식으로 되어있다. 대청과 온돌방의 첨에는 전체

적으로 약 650mm 폭의 마루를 설치하였는데, 하부에는 동자주를 쓰지 않고 까

치발 위에 소로를 놓아 받친 형태로 되어 있다. ‘ㄱ자형’으로 전면으로 돌출된

부분에 설치된 온돌방 바닥의 높이는 다른 부분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온돌방

주위를 두른 첨하의 마루도 다른 부분보다 약 20cm 가량 높다. 대청과 온돌방

의 후면 벽에는 고식(古式)의 영쌍창(楹雙窓)이 남아 있다.         

경상북도 영주(榮州)에 위치한 소수서원(紹修書院)의 강당(講堂)도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건물에서 첨하마루가 설치된 조선 중기의 건물이다. 소수서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풍기군수(豊基郡守)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2년(중종 37) 이곳 출신의 성리학자인 안향(安珦, 1243-1306)을 배향하는 사

묘(祠廟)를 설립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하고, 백운동서원(白

雲洞書院)을 사당 동쪽에 설립한데서 비롯되었다.176) 이후 1550년(명종 5)에 소

수서원으로 사액(賜額)되었다. 서원이 건립된 곳은 숙수사(宿水寺)의 옛터로, 서

원 초입에는 사찰에서 사용하던 당간지주(幢干支柱)가 현재도 남아있다.

서원의 강당인 명륜당(明倫堂)은 남북으로 길게 동향(東向)하여 있는데, 주

세붕이 1543년(중종 38)에 군학사(郡學舍)를 이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177)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정면에서 볼 때, 가장 우측의 한 칸 의

전면 부분에 2칸의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사

면 첨에는 약 1,000mm 폭의 마루를 추녀를 받친 활주의 위치까지 설치하였다.

마루의 동귀틀 사이에는 긴 마루 널을 놓았고, 마루 끝단의 부재를 조금 높이

설치하여 턱이 지게 되었는데, 유교적 예법에 따라 원생들이 뒷걸음으로 건물에

서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해석이 있다.178) 상부가구는 5량으로 구

성되어 있다.

175) 文化財管理局,『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後彫堂』, 1991, p.6-8.

176) 榮州市,『紹修書院 講學堂 및 文成公廟-實測調査報告書』, 2004, p.74

177) 榮州市, 앞의 책, 2004, p.93

178) 榮州市, 앞의 책, 2004, p.122



146

그림 4-7. 紹修書院 講堂 첨하의 마루

(榮州市,『紹修書院 講學堂 및 文成公廟-實測調査報告書』, 2004, p.313, 318)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불전에서도 첨하에 마루를 설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봉정사(鳳停寺) 대웅전(大雄殿)은 건물 전면

첨에 내부공간과 비슷한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마루가

설치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179) 그러나 첨 하부에 마루가 설치

된 목적은 법당 내부로의 출입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법당의 내부공

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이

러한 형식의 마루는 내부공간에 전돌을 설치했던 고대의 불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조선 중기에는 예불의 실내화

경향과 함께 불전의 내부공간에도 마루가 설치되는 변화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180) 불전의 바닥형식이 마루로 변화되자 첨 공간을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루가 설치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봉정사 대웅전은 내 외 2출목을 둔 다포계의 팔작집으로, 주심도리로부터 외부

179) 安東市,『鳳停寺 大雄殿-解體修理工事報告書』,2004, 139쪽에서는 전면 처마 밑 

마루에 사용된 기법의 정연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마루가 후

대에 설치된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주남철, 「韓國 現存 最古의 木

造建築 鳳停寺 極樂殿 本形에 관한 연구 : 鳳停寺 極樂殿 修理工事報告書, 鳳停寺 極

樂殿 修理·實測 報告書 및 鳳停寺 大雄殿 解體修理工事報告書 分析을 기반으로」,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8 No.9, 2012, 173-182에서는 해체공사 당시 

드러난 마루의 괴임재가 처음부터 설치된 것이며, 이 때문에 마루가 설치된 시점은 

초창 때부터라는 주장이 있다.

180) 이강근,『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硏究 』,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29



147

그림 4-8. 안동 봉정사 대웅전 첨하의 마루

(安東市, 『鳳停寺 大雄殿-解體修理工事報告書』, 2004, p.331, 341)

그림 4-9. 안동 봉정사 극락전 첨하의 마루(1969년 철거)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鳳停寺 極樂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 p.172, 196)

로 돌출된 서까래의 수평 길이가 약 2,000mm에 이른다. 따라서 첨 하부 마루의

폭도 1,233mm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수리 공사 과정에서 철거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같은 봉정사의 극

락전 첨 하부에도 마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극락전은 1969년의 수리공사시 전면

첨의 마루와 사분합(四分合)창호가 고려시대의 보편적인 건축 요소가 아닌 것으

로 조사되어 철거된 후 중국의 남선사(南禪寺) 대전(大殿)과 유사한 형식의 입

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체 수리의 과정에서 드러난 마루 귀틀과 하인방(下

引枋)의 결구 흔적을 통해 첨하의 마루가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81) 만약, 이러한 주장과 같이 극락전의 첨 하

181) 주남철,「韓國 現存 最古의 木造建築 鳳停寺 極樂殿 本形에 관한 연구 : 鳳停寺 極

樂殿 修理工事報告書, 鳳停寺 極樂殿 修理·實測 報告書 및 鳳停寺 大雄殿 解體修理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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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개심사 대웅전 첨하의 마루(1944년 이후 1968년 이전 철거)

(朝鮮總督府博物館 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같은 사찰의 대웅전에도 같은 형식의 마루

가 적용된 것이라면 불전의 첨하에 마루가 설치되었던 사례가 현재보다 다수였

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불전의 전첨 하부에 마루가 설치되었다가 이후 철거된 사례는 충

청남도 서산의 개심사(開心寺) 대웅전과 충청남도 금산의 신안사(身安寺) 극락

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심사 대웅전은 해체수리시 발견된 묵서를 통해

1484년(성종 15)에 중수된 이후 1644년(인조 22), 1710년(숙종 36)에도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심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

배지붕의 형식이지만, 내부에 복화반(覆花盤)이나 포대공(包臺工) 등 주심포계통

의 수법이 나타나 주심포와 다포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조선 전기의 건물로

평가된다.182) 일제강점기인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심사

대웅전의 수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실측된 도면에 의하면 내부공간과 비

슷한 높이로 정면 첨하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8년

에 촬영된 사진에는 대웅전 정면 첨하의 마루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일

제 강점기의 수리 공사 때 철거된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의 수리 공사 기록에서

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지 않다.

마곡사(麻谷寺)의 말사인 신안사 극락전은 1756년(영조 14)과 1845년(헌종

11)에 각각 중수하였다는 상량문이 발견되어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183)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의 형식이다. 건립년대에는

事報告書 分析을 기반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8 No.9, 2012, 

p.173-182.

182) 문화재청,『開心寺 大雄殿 修理‧實測報告書』, 2007, 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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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차이가 있지만, 극락전의 전면 첨하에도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 마루는

원래는 기존의 기단보다 더 튀어나온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후

에 기단을 마루의 돌출 면에 맞게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보건대, 건립 당시에는

마루가 없었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마루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 때의 수리공사시에는 첨하의 마루를 그대로 두고 견치 석축의 기

법으로 전면 기단을 더 보태어 쌓았던 것이 확인된다. 현재에는 전면 기단의 모

습이 바뀌었고, 전면 첨하의 마루도 철거된 상태이다.

그림 4-11. 일제강점기 신안사 극락전 전면 기단공사 전‧후
(朝鮮總督府博物館 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12. 신안사 극락전 첨하의 마루(현재는 철거됨)

(朝鮮總督府博物館 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충청남도 청양(靑陽)군 장곡리에 위치한 장곡사 하대웅전에도 첨하의 마루

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록이 있다. 장곡사 하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

18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정보(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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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붕 건물인데, 창건 혹은 중건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 없어 그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184) 다만, 하대웅전에 봉안된 금동약사여래좌상(金銅藥師如來坐像)의

복장물에서 발견된 금강경이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간행된 것으로 전하며,

공포의 형식으로 볼 때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대웅전

은 맞배지붕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평방을 설치하고 공포를 배치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에는 맞배지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충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맞

배지붕의 형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주(高柱)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작지붕의 가구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곡사 하대

웅전은 임란 이후 불전의 중건이 활발했던 17세기에 다포계 팔작집에서 지붕이

개수된 유형의 다포계 맞배집으로 알려진다.185)

그런데 장곡사 하대웅전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기록에는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건물의 전면 첨 하부에 마루가 표시되어 있다. 1916년부터 1941년까지 조

선총독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에 관여한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가 그린 것

으로 알려지는 도면에는 봉정사 대웅전에서와 같이 전면 방향으로 널을 깐 마

루가 그려져 있다. 또한 측면과 배면에도 협문과 판문이 그려져 있어 창호의 구

성도 현재와는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3.)

그림 4-13. 일제강점기 장곡사 하대웅전 첨하의 마루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 기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184) 문화재청,『청양 長谷寺 상‧하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2010, p.247

185) 배병선,『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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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大谷寺 大雄殿에 설치되어 있었던 첨하 마루의 위치 추정도

(문화재청, 앞의 책, 2014, p.325의 도면에 필자 표기)

경상북도 의성의 대곡사(大谷寺) 대웅전 전면 첨 하부에도 마루가 설치되

어 있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대곡사는 ≪대곡사청건전후사적기(大谷寺創

建前後事蹟記)≫에 의하면, 1368년(고려 공민왕 17)에 인도 승려 지공화상이 창

건하여 대국사(大國寺)라 하였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때 전소된 것으로

전한다. 이후 1605년(선조 38)에 탄우(坦祐)대사가 대웅전과 범종각을 세우고,

다시 1687년(숙종 13)에 태전(太顚)선사가 중건하면서 절 이름을 대곡사로 개칭

한 것으로 전해진다.186) 이 당시에 대웅전에 채색된 단청의 일부가 현재까지 대

웅전의 일부 부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431년(세종 13)에 정비

된 영조척(營造尺) 치수인 312.4mm와 유사한 312.61mm을 기준 척으로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아래로 처진 앙서의 형태 등 다포의 초기적 특징이 관찰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대곡사 대웅전은 17세기 초반의 재건 이후로는 큰

변형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건물로 알려진다.187)

대곡사 대웅전은 외부의 공포보다는 내부 공포가 더 화려하게 초각되어

금단청으로 꾸며져 있고, 우물천장을 종보의 밑면이 보이도록 달아 천정을 높이

는 등 내부공간의 장엄 측면에서 조선중기 이후 불교의례의 공간이 내부화 되

어가는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 불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도 평가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대웅전 전면의 모든 기둥 하부

에서 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귀틀을 설치했던 홈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홈은 건물의 좌측면 기둥 하부에도 있는데,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전면과 좌측

186) 문화재청, 『의성 대곡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 p.59

187) 문화재청, 앞의 책, 2014, 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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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의 하부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4-15. 大谷寺 大雄殿 기둥 하부의 마루 귀틀 결구 흔적

(上: 왼쪽부터 그림 4-14.의 좌측 9, 10, 1번 기둥. 下: 왼쪽부터 정면 1, 2, 3, 

4번 기둥, 문화재청, 앞의 책, 2014, p.258-259.의 사진에 필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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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례
건립년대 첨하 마루의 현황 설치 위치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 13세기 초반 철거 전면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 15세기 현존 전면

충남 서산 개심사 대웅전 15세기 철거 전면

충남 금산 신안사 극락전 17세기 후반 철거 전면

충남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17세기 초반 철거 전면

경북 의성 대곡사 대웅전 17세기 초반 철거 전면, 좌측면

개성 관음사 대웅전 조선 중기 추정 현존 전면

평남 성천 심원사 보광전 1316년 재건, 1718년 수리 현존 전면, 좌‧우측면

평남 평성 안국사 대웅보전 1785년 중창 (중층 전각) 현존 전면

평북 영변 천주사 보광전 18세기 현존 전면

평북 영변 서운사 대웅전 1654년 재건 현존 전면

평북 태천 양화사 대웅전 1874년 재건 현존 전면, 좌‧우측면

평북 구성 만년사 대웅전 1682년 이후 중건 현존 전면

함북 화성 쌍계사 대웅전 1684년 중건 현존 사면

함북 명천 개심사 대웅전 1784년 중건 현존 전면, 좌‧우측면

함남 고원 양천사 대웅전 1758년 중건 현존 전면, 좌‧우측면

함남 영광 융흥사 대웅전 1794년 중건 현존 전면, 우측면

양강도 중층사 극락전 1713년 이전 중건 현존 전면, 좌측면

표4-7. 첨하에 마루가 설치된 불전의 사례

이처럼 건물의 전면이나 측면 첨에 마루가 설치된 모습은 현재의 불전에

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불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첨하 마

루를 생략하거나 창건 시기에 맞추어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첨하 마루를 해체

하고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건물로 알려진 개성 관음

사 대웅전, 14세기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지는 평안남도 성천의 심원사 보광전,

18세기의 건물로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의 천주사 보광전, 1654년에 재건된 것으

로 알려지는 서운사 대웅전, 19세기에 소실된 후 재건된 평안북도 태천의 양화

사 대웅전 등 북한의 불교 전각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첨하 마루가 현존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도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88)

188)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간행된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전통건축 한국건

축사 연구자료 27-30』에 수록된 도면과 사진을 바탕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더 많은 불교 전각의 전면에도 첨하에 설치된 마루가 남아있

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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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로 여러 불전의 첨하에 마루를 두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예불의 실내화로 인해 법당을 출입할 때 협소한 출입문에서

생기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불전은 소수의 엘리트 승려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다수의 신

도가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었다.189)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실내 예불이 유행

하게 되면서 승려를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이 법당을 출입하게 되었고, 내부공간

의 바닥에는 새롭게 마루가 설치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다수의 신도들이 동시

에 법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고 벗는 행위가 가능하며, 벗어놓은 신

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첨하의 마루는 출입문 주변의 협

소한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6. 봉정사 극락전의 수리 전‧후 평면도

(左: 1973年 수리후, 右: 1973年 수리전, 

문화재청, 『鳳停寺 極樂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 p.228, 229의 도면에 필자 표기)

189) BongHee Jeon, Chang Hyun Bae, 「Changes in Floor Type and its Use 

pattern of Traditional Ritual Spaces of the Joseon Dynasty」,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014, 

p.9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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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툇마루의 도입과 확산

4.3.1. 온돌방 전면 툇마루의 확산

조선시대의 주택은 크게 온돌, 마루, 부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각 공간

조합과 위치관계는 주택의 평면형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온돌, 마루,

부엌은 각각 바닥 난방이 되는 깨끗한 바닥, 마룻바닥, 흙바닥의 독자적인 바닥

형식을 지닌다.190) 이중 온돌과 마루는 바닥의 높이는 같지만, 다른 바닥 재료

를 사용하고, 부엌은 바닥의 높이와 재료가 모두 다르다. 각 공간은 한국 주택

의 전 시기에 걸쳐 존재해왔지만, 시기에 따라 주택 내부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상대적인 면적의 비율은 조금씩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확인

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건립된 국가지정 문화재 주택 76건을 대상으로 각 바닥

형식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다.

현존하는 주택의 대부분은 건립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며, 따라서 실측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만으로는 건립 당시의 상

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별 주택별로 선행 연

구를 통해 건립 당시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와 같은 명백한 변형들은 원래의 바닥형식을 추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주택의 평면형식은 각 지역별,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변형 이전의 바닥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전체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에는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룻바닥은 전 시기에 걸쳐 주택의 평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놓은

형식이다. 15-16세기에는 가장 절반이 넘는 59%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인다. 그러나 17세기에는 크게 줄어들어 44%가 된 후, 18세기와 19세기에는 조

금 증가하여 각각 49%와 51%가 된다. 17세기에 마룻바닥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은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주택에서 점차 온돌이 보급되면서 온돌바닥의 면

적이 증가한 것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 중기의

문헌에는 당대의 온돌 사용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다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온돌은 대개 15세기 초를 전후해 점차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 16세

190) 전봉희, 권용찬,「원형적 공간 요소로 본 한국주택 평면형식의 통시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 Vol.24 No.7, 2008,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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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온돌

흙

그림 4-17. 바닥형식 비율의 시기별 변화 

(안소현, 배창현, 김지헌, ｢조선시대 주택 마루의 형식 변화｣ ,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추계. p.256)

기가 되면 계층과 지역에 구별 없이 보편화 되었고, 17세기 초가 되면 완전히

정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1) 현존하는 문화재주택의 바닥형식 중 온돌

면적 비율의 변화 경향은 잘 알려져 있는 온돌 보급의 시대적 흐름과도 유사하

다. 온돌의 비율은 15-16세기에는 마루와 비교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24%였다

가, 17세기에는 이보다 9%가량 증가하여 33%가 되었고, 18, 19세기에는 각각

31%, 30%가 되었다. 대부분 부엌의 바닥형식으로 사용되는 흙바닥의 비율도 온

돌의 비율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15-16세기에는 17%로 가장 낮은 비율

이었다가 17세기에 가장 높은 24%가 되었고, 18, 19세기에는 조금 줄어들어

20%, 19%가 된다.

전체 바닥 평면에서 온돌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세기를 기점으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다. 전체 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마루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

고, 온돌과 흙바닥의 비율을 늘어난다. 조선시대 주택의 마루는 대부분 대청,

방, 퇴, 첨 등에 설치되었다. 각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청, 방, 첨 등에 설치된

마루의 면적 비율이 감소한 반면, 툇마루의 비율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돌의 증가와 함께 전체적인 마루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툇마루의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15-16세기에는 대청의 비율이 49%, 첨하

마루의 비율이 15%, 툇마루의 비율이 2%로, 툇마루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툇마루의 면적은 비약적으로 증가해

17세기에는 13%, 18세기에는 15%가 되며, 19세기에는 23%가 되어 대청 다음으

191) 이호열,『朝鮮前期 住宅史 硏究 : 家舍規制 및 溫돌에 관련된 文獻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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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반면, 대청의 면적 비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되

어 18세기에는 38%, 19세기에는 34%가 된다. 첨하의 마루는 15-16세기에 15%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폭 감소하여 19세기에는

12%가 된다. 이는 툇마루가 잘 사용되지 않던 조선 중기에는 첨하의 마루가 널

리 사용되었지만 툇마루가 보편화 된 이후에는 첨의 마루는 점차 그 사용 면적

이 줄어든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8. 마루 설치위치별 면적 비율의 시기별 변화 

(안소현, 배창현, 김지헌, 앞의 논문, 2018, p.257의 그래프를 재구성)

그런데, 시기별로 툇마루가 설치되는 위치를 확인해 보면, 조선 중기에는

온돌방 전면에서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청의 전면에까

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표 4-8.) 온돌방 전면에 툇마루가 설

치되는 현상은 특히 안방과 대청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주택에서 행례 공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대청의 정면을 2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서

나타난다.19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 위치한 의성김씨(義城金氏) 남악종택(南

嶽宗宅)은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때 척화신(斥和臣)으로 활약했던 불구당(不

求堂) 김주(金注, 1606-1681)가 태어난 곳이다. 1981년 전면 번와보수시 “숭정십

칠년 병술삼월 용문사 승려 운보가 짓다”193) 라는 명문와(銘文瓦)가 발견되었으

며, 이를 근거로 할 때 1644년(인조 22)년 또는 그 이전인 1600년을 전후한 시기

192) 박진기, 조재모, ｢조선후기 경북북부지방 ㅁ자집의 꺾음부 온돌방 확장과 단면계획 

양상｣,『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3 No.5, 2017, p.60-61.   

193) 崇禎十七年 丙戌三月 日 龍門寺僧 雲補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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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5-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사례 수

설치 위치
15 18 18 25 76

온돌방 전면 4 10 7 5 26

대청 전면 1 1 - 1 3

온돌방, 대청 전면 1 3 4 13 21

온돌방, 마루방 전면 - - 1 2 3

온돌방, 대청, 마루방 전면 - - 2 3 5

전체 설치 비율 40% 78% 78% 96%

*안소현, 배창현, 김지헌, 앞의 논문, 2018, p.258의 표 1.을 재구성

표 4-8. 툇마루의 시기별 설치 위치

慶州 良洞 松簷 宗宅 醴泉 義城金氏 南嶽宗宅 安東 河回 和敬堂 古宅 

15세기 중반, 3량 17세기 초반, 무고주 5량 19세기, 무고주 5량

전면 3칸 대청 전면 1칸 온돌방, 2칸 대청 전면 2칸 온돌방, 2칸 대청

툇마루 없음
안방 앞 툇마루는 있으나 

상부가구는 없음

안방과 대청 앞 툇마루와 

상부가구 모두 있음.

표 4-9. 조선시대 주택의 안방 위치와 툇마루 설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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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4)

남악종택의 안채는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으로 문간채와 사랑

채를 두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몸채에 좌 우로 각각 1칸 폭의

날개채가 붙어 안마당 쪽으로는 3칸의 규모이다. 이중 정면 2칸은 대청이고, 1

칸은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채와 날개채가 교차하는 꺾음부는 골방으로

두고, 대청과 일렬로 안마당을 전면으로 하여 안방을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안

방의 배치는 비슷한 시기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데, 흥미로운 점은 안방 앞으로 반칸을 비워 마치 툇마루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

였다는 점이다. 특히 안방의 상부는 방 내부에 설치한 반자로만 막혀있고, 대청

부분에서는 연등 천정과 같은 형태로 뚫려 있기 때문에, 반칸을 비운 공간은 툇

보와 같은 상부구조가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온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난방의 부담이 줄어들자, 꺾음부보다 채광과 통풍에 월등히 유리한 대청 옆의

공간으로 안방의 위치가 옮겨가는 과정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그림 4-19. 醴泉 義城金氏 南嶽宗宅의 온돌방 전면 툇마루

(2013. 03. 촬영)

194)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醴泉 義城金氏 南嶽宗宅』, 201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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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방과 대청의 

상대적 위치
꺾음형(툇마루 有) 일렬형(툇마루 有) 합계

14-16세기 8 (4) 9 (6) 17 (10)

17-18세기 7 (4) 23 (18) 30 (22)

19세기 3 (1) 27 (25) 30 (26)

합계 18 (9) 59 (49) 77 (58)

표 4-10. 조선시대 주택 안방과 대청의 상대적 위치와 전면 툇마루의 설치 경향

조선 중기 이전의 사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꺾음부에 맞배지붕을 두

는 형식의 주택에서는 대개 안마당에 면하는 대청의 부분이 3칸 이상인 경우에

도 안방은 꺾음부에 위치하고, 안마당에 면한 전면 공간은 전부 대청으로 쓰이

는 경우가 많다. 반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례수가 증가하는 꺾음부에 팔작지

붕을 두는 많은 사례에서 안방을 대청과 나란히 두어 안마당에 직접 면하게 하

는 구성은 점차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195) 이렇게 변화한 안방으로는 대청

을 통해 출입할 수도 있지만, 대청을 거치지 않고 전면에서 직접 출입하는 경우

도 점차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에서 온돌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발

을 신고 벗는 공간이 필요한데, 온돌방 앞에 퇴를 따로 두어 이 공간을 마련했

던 것으로 보인다. 퇴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후대에 첨에 마루를 설치한

사례가 많은데, 이를 통해 온돌방 전면 마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조선시대의 주택 77건을 살펴보면,

꺾음부에만 안방을 두는 사례 18건 중 14-16세기에 가장 많은 8건이 있고,

17-18세기에는 7건, 19세기에는 3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중

14-16세기에는 4건, 17세기에는 4건, 19세기에는 1건에서 툇마루를 둔 것이 확

인되는데, 이때의 툇마루는 모두 대청 전면에 위치한 것이다. 반면, 안방과 대청

195) 박진기, 『경상북도 북부지역 ㅁ자 가옥의 꺾음형 지붕구조와 건축계획특성』, 경

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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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렬로 배치하는 형식 59건 중 14-16세기의 것은 9건으로 그 수가 가장 적

고, 17-18세기에는 23건, 19세기에는 27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툇마루가 설치되는 비율도 꺾음부에 안방을 둔 형식에 비해 높

은 편인데, 14-16세기에는 6건, 17-18세기에는 18건, 19세기에는 거의 모든 사례

에 해당하는 25건에서 확인된다. 조선 중기의 주택은 대부분 영남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시기적인 차이인지, 지역적인 차이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방의 위치와 툇마루의 설치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0. 안방과 대청 위치의 시기별 분포와 툇마루 설치 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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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조선 중기 한성부 주택 전퇴 구성의 다양성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청진, 공평, 세종로지구 등의 발굴조사 결과로 다수

의 조선시대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중 조선 후기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표층에서 가까워 지하 굴착으로 인한 교란이 많았던 반면에 조선 중기의 건물

지들은 온전한 형태로 발굴된 것들의 수가 더 많다. 이 건물지들에서는 주로 지

정과 초석 등 기둥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며, 보존상태가 양

호한 경우에는 고막이석, 마당 박석, 탄화마루를 비롯해 온돌과 부엌의 설치 여

부를 추정할 수 있는 고래, 아궁이와 같은 유구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선 중기 건물지들은 시전행랑의 안쪽이라는 입지조

건, 대지 및 건물의 규모 등이 조선시대 문헌의 가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 주택으로 추정되고 있다.196)

그림 4-21. 조선시대 한성부 주택의 유구가 확인된 서울 도심의 발굴조사 지구

조선 중기 한성부 주택은 평면의 유형별로 전퇴칸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

었음이 확인된다. 15-16세기의 건물지에서는 정방형의 건물지를 제외한 모든 유

형의 평면형식에서 전퇴칸이 설치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그 비율은 각각의 평

면형식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건물지의 수가 135개로 가장 많은 ㅡ

자형 중에서 전퇴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 16개에 불과하며, 비율로는 약

12%가 된다.197) ㄱ자형에서는 ㅡ자형에 비해 전퇴칸이 있는 건물지의 비율이

196) 박장호,『조선전기 한양도성 내 민가에 관한 연구 : 서울 청진12∼16지구 건물지와 

家舍令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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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조선 중기의 ㄱ자형 건물지 유구 사례

(左: 청진 8 지구 V-148 건물지 1 / 右: 청진 12-16지구 V-111 건물지 1, 

도면 출처: 한울문화재연구원)

그림 4-23. 조선 중기의 ㄷ자형 건물지 유구 사례

(左: 청진 2,3 지구 V-268 건물지 2 / 右: 청진 12-16지구 V-82 건물지 1, 

도면 출처: 한울문화재연구원)

조금 더 높은데, 총 78개 중 퇴가 있는 것이 19개가 되어 약 24%의 분포를 보

인다. ㄷ자형에서는 전퇴칸이 있는 건물지의 비율이 대폭 높아져 총 46개 중

61%인 28개에서 확인된다. 특히 ㄷ자형에서는 대청마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부분의 전면너비가 1칸으로 매우 협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2칸 이상이 되

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전퇴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ㅁ자형의 경우에는 4가지

197) ㅡ자형 중 3칸 미만의 건물지를 제외한 93개 중에서 전퇴칸이 설치된 것은 11개이

며, 이때의 비율은 3칸 미만의 건물지가 포함된 전체 135개 중 16개에서 전퇴칸이 

설치된 경우와 같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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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모두 전퇴칸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전퇴칸이 설치된 비율은 ㅡ자형보다는 ㄱ자형에서, ㄱ자형보다는

ㄷ자형에서, ㄷ자형보다는 ㅁ자형에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

이는 ㅡ자형에서 ㅁ자형으로 갈수록 주택의 본채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증가하

고, 건물의 규모도 함께 커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

면 각 공간들 사이에 보다 잦은 이동이 생기며, 이 동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지역의 건물

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ㅡ자형과 ㄱ자형 보다는 규모가 크고 내부의 동

선이 복잡해지는 ㄷ자형과 ㅁ자형에서 전퇴칸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4-24. 15-16세기의 한성부 건물지 유구 중 前退가 설치된 유형의 비율

(배창현, 전봉희, ｢조선 중기 한성부 주택의 평면형식과 구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추계, 2017, p.333의 표를 재구성)

전퇴가 있는 주택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5-16세기의 건물지 총 276개 중

67개에서 확인되며 비율로는 약 24%가 된다. 17-18세기에는 총 145개 중 29개

에서 전퇴칸이 확인되어 이전 시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20%의 분포를 보이고,

19세기에는 총 102개 중 23개에서 전퇴칸이 확인되어 다시 조금 증가된 23%의

비율을 보인다.198) 이렇듯 전퇴칸이 설치되었던 주택의 전체적인 비율은 조선

198) 전체 시기의 평균에서는 약 23%의 건물지에서 전퇴칸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15-16세기에는 전퇴칸이 있었던 경우의 비율이 그 이후보다 약간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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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이후로 전 시기에 걸쳐 약 3-4%정도의 작은 차이가 확인되는 정도의 수

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ㅡ자형에서부터 ㅁ자형까지 분류했

던 각 건물지의 평면형식 비율이 조선 중기 이후로 전 시기에 걸쳐 대개 유사

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던 양상과도 유사하다.

그림 4-25.  前退가 설치된 한성부 건물지 유구의 시기별 비율

(배창현, 전봉희, 앞의 논문, 2017, p.333의 내용을 재구성)

그러나 전퇴의 설치 비율은 시기별로 각 평면형식별 분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ㅡ, ㄱ자형의 평면에서보다 ㄷ, ㅁ자형

에서 점차 전퇴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면형식에

따라 각 시기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ㅡ자형 평면형식의

전퇴 설치비율은 15-16세기에는 약 12%로 확인되지만, 17-18세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199) 이에 비해, ㄱ자형의 전퇴칸 설치

비율은 15-16세기와 17-18세기에는 약 24%가량의 분포를 보이다가 19세기에

들어서는 17%가량 증가하여 41%대의 분포가 된다.200) 이를 통해 한성부에서

조선중기보다는 조선후기에, ㅡ자형보다 ㄱ자형에서 전퇴칸이 훨씬 더 적극적으

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 ㅡ자형의 경우, 15-16세기에는 135개 중 16개에서 전퇴칸이 설치되었으나, 17-18

세기에는 59개 중 2개, 19세기 이후에는 46개 중 전퇴칸이 설치된 것이 발견되지 않

았다. 

200) ㄱ자형의 경우, 15-16세기에는 78개 중 20개에서 전퇴칸이 설치되었으나, 17-18

세기에는 49개 중 12개, 19세기 이후에는 33개 중 13개에서 전퇴칸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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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웃방꺾음집의 평면형식과 유사한 ㄱ자형 건물지 유구의 사례

(左: 청진1지구 221번지 4-1, 右: 공평1,2,4지구 65번지, 도면출처: 한울문화재연구원)

그림 4-26. 前退가 있는 한성부 건물지의 시기 및 평면형식의 비율

(배창현, 전봉희, 앞의 논문, 2017, p.333의 내용을 재구성)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선후기 주택에서 전퇴칸이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에서 전퇴칸이 사용된 ㅡ자형 건물지의 수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현

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마도 ㅡ자형의 건물지가 대부분 부속채로 사용되었던 때

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퇴칸이 설치된 ㄱ자형이 조선 후기에 크게 증가하는 것

은 조선 후기 웃방꺾음집으로 지칭되는 경기북부형 주택의 형식이 보편화된 과

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확인된 ㄱ자형 건물

지 중에는 대청마루 측면의 꺾음부에 온돌방을 두고, 그 아래쪽에는 부엌을 배

치하여 웃방꺾음집의 평면형식 구성과 매우 유사한 사례들도 관찰되며, 모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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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칸이 있다.(그림 4-27.)

이 지역에서 발굴된 ㅁ자형 건물지 ㄷ자형 건물지의 특징들을 유사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다만, ㅁ자형에서는 온돌과 아궁이의 위치가 2개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도 확인되며, 일부 ㅁ자형 건물지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도 2군데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ㅁ자형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특징을 바탕으로 행랑채나 문간채가 덧붙여진 것들로 생

각 된다. 또한 대청에 면한 안마당의 크기가 대부분 2칸 남짓한 규모인 것이 매

우 특징적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경북지역의 뜰집의 구성과도 상당히 유사한 측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 전면에 툇마루를 놓은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에

서는 차이가 있다.(그림 4-28.)

그림 4-28.  뜰집의 평면형식과 유사한 ㅁ자형 건물지 유구의 사례

(左: 공평 1,2,4지구 65번지 4-16건물지, 右: 경북 영양의 뜰집 / 도면출처: 左: 한

울문화재연구원, 右): 김미나, 김경희, 유재우, 「안동문화권내 일체형 뜰집의 평면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8 No.2, 2012, p.46) 

전퇴칸이 설치된 ㄷ자형의 비율은 15-16세기에 비해 17-18세기에 다소 낮

아지지만, 전 시기에 걸쳐 ㅡ,ㄱ자형보다는 많다.201) ㅁ자형은 앞서 살핀 바와

201) ㄷ자형은 15-16세기에는 46개 중 28개에서 퇴가 설치되어 61%의 비율을 보이지

만, 17-18세기에는 28개 중 11개에서, 19세기 이후에는 20개 중 9개에서 퇴가 설치

되어 각각 39%, 45%의 비율을 보인다. 퇴칸이 설치되는 비율은 17세기를 경계로 감

소되었지만, ㅡ자형과 ㄱ자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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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전체적인 사례의 부족으로 전퇴칸이 설치되는 양상이 보편적인 현상이었

는지의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15-16세기의 4건에서 모두 전퇴칸이

설치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전퇴칸이 설치된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

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포로 미루어볼 때, 퇴의 사용 여부는 주로 평면형식과 가장 밀접

한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퇴칸은 대청마루 앞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

분이며, 후퇴가 있는 사례는 소수에서만 확인된다. 발굴로 확인된 전퇴칸에는

마루가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15-16세기의 건물지들에서는 간혹 흙바닥

으로 남겨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림 4-29.) 대청 전면의 퇴

칸에 마루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예는 청진1지구의 241번

지에서 발견된 ㄱ자 형식의 건물지이다. 이 건물지는 부엌으로 출입하는 문이

전퇴칸에 있었고, 이곳에 마루퇴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출입이 어렵게 되기 때

문에 흙바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 이 시기 전퇴칸에 모두 마루가 깔

린 것이 아니라 흙바닥으로 남겨진 사례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조선

중기는 주택 툇마루가 형성되어 가던 과도기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로

서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203)

흙바닥

마룻바닥

그림 5-9. 전퇴칸의 바닥형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15세기의 

건물지 (청진 2-3지구 241번지, 사진 출처: 한울 문화재 연구원)

202) 한울문화재연구원,『鍾路 淸進1地區 遺蹟Ⅰ-Ⅱ』, 2011, p.191

203) 배창현, 전봉희, 허유진,「서울 종로 주변 발굴유적에서 보이는 조선 중·후기 건물

지의 평면형식」,『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4 No.5, 2018, 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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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조선 중기 이후의 툇마루 확산

개방된 형태의 전퇴칸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항상 마루가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를 전 후로 기록된 문헌 중에는 전퇴공간의 형식을 조

금 다르게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전퇴공간의 형식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평양지(平壤志)≫는 1590년(선조 23) 평안도 관찰사 윤두수(尹斗壽,

1533(중종 28)∼1601(선조 34))가 편찬, 간행한 평양부의 읍지이다. 비슷한 시기

의 지리지와 유사하게 樓亭, 祠廟, 公署, 倉儲, 學校, 古蹟 등 당대의 건물들에

대한 기록도 담고 있다. ≪평양속지(平壤續誌)≫는 윤두수의 5대손이자 윤증(尹

拯, 1629(인조 7)∼1714(숙종 40)의 재종형제(再從兄弟)인 윤유(尹揄, 1647(인조

25)∼1721(경종 1))가 편찬한 읍지로, 1590년 이후의 변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평양지≫와 ≪평양속지≫는 임진왜란을 전 후한 평양의

변화가 명확하게 기록된 읍지로 평가된다.204) ≪평양속지≫의 기록에 의하면 평

양향교는 1592년(선조 25)에 왜란중 화재로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95년(선조 28)에 동무가, 1601년(선조 34)에 서무와 명륜당, 동 서 재실이 차

례로 재건되었다.205) 그런데 아래의 ≪평양지≫와 ≪평양속지≫의 기록에 따르

면 임란 전 후의 명륜당은 그 형식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평양지(平壤志)≫, 권2, <학교(學校)> 中
명륜당(明倫堂), 대청 3칸 전영(前楹) 3칸, 좌익옥(左翼屋) 3칸, 전영 2칸, 우익옥(右
翼屋) 3칸, 전영 3칸, 동재(東齋)10칸, 전영 10칸, 서재(西齋)8칸, 전영 8칸, 대문 1

칸, 동익랑 5칸, 서익랑 9칸, 주옥(廚屋) 7칸, 작성고 12칸, 누옥 3칸, 청옥(廳屋) 2

칸, 전영 2칸, 당옥(堂屋) 3칸, 동서익랑 7칸 (하략) 

≪평양속지(平壤續志)≫, 권1, <학교(學校)> 中
명륜당(明倫堂), 9칸, 동·서 재실 27칸, 동·서·남루(東西南樓) 9칸, 공궤청 4칸, 대·소

문 4칸, 교청(校廳) 7칸, 작성고 7칸, 향실위판당 각 1칸, 내·외문 각 1칸 (하략)

임란 전 평양향교 명륜당은 대청 3칸에 전영(前楹) 3칸으로 서술되어 있

다. 그리고 좌우의 익옥(左 右翼屋)으로 표기된 건물에도 전영이 각각 3칸씩 기

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기는 동서재(東 西齋)와 교수의 처소인 청옥(廳屋)에

204) 이은주,『평양을 담다-역주 평양지‧평양속지』, 소명출판,  2016, p.11-18. 

205) 이은주, 앞의 책,  2016, 5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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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전퇴 공간의 바닥형식과 높이가 다른 제주 관덕정

(2009년 8월 촬영)

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전영은 보통 사묘건축에서 의례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방된 전퇴칸에 위치한 독립된 2개의 영(楹)의 존재는 주로 대성전의 조영 규

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206) 그런데 평양향교에서는 유독 강당인

명륜당을 비롯한 부속 건물에도 전영의 칸수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임

란 후 재건된 평양향교 명륜당은 9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전영의 구분은 없

으며, 동 서재 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규모만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문헌기록의 변화는 동일한 형식의 건물을 두고 서술 방식만 달

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일수도 있다. 실제로 조선 전기의 문헌에는 전영 칸

수를 기록한 경우가 많은 반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건물의 규모를 기록한 문헌

에서는 정면이나 전체 칸수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란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실된 후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던 시대적 상황을 참고해 보면, 이

러한 서술 변화가 단지 인식에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란 전 평양향교 명

륜당과 부속건물의 건축형식은 임란 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는 달랐을 가능

성이 있다. 이중 특히 앞서 살핀 “전영○칸(前楹○間)”의 표현은 전퇴 공간이

전돌이나 흙바닥으로 마감되어 건물의 내부와 바닥 높이가 달랐던 상황이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관덕정(濟州 觀德亭)은 현존하는 조선 중기의 유구

206) 전봉희, 이강민, 앞의 책,  200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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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齋

東齋

그림 4-31. 출입문이 있는 서재 3번째 칸, 동재 8번째, 13번째 칸의 전퇴에 마루가 

설치된 서울 문묘의 현 상황 (문화재청,『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하)』, 2006, p.380, 

381, 442, 443에 필자 표기)

중 전퇴의 바닥 높이가 다른 흔치 않은 사례인데, 평양향교에서도 이렇듯 전퇴

공간의 구성이 달랐기 때문에 전영의 칸수를 따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양 문묘의 동 서재 역시 임란으로 소실된 후 1606년(선조 39) 명륜당과

함께 중건되었다.207) 문묘는 이후에도 수차례의 중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동

서재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그런데 현재의 동 서

재 전퇴의 구성을 살펴보면 출입문이 달려있는 서재 3번째 칸, 동재 8번째, 13

번째 칸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출입문은 있지만 전퇴의 마루로

인해 실질적인 출입은 불가능하다. 출입문이 설치된 동 서재의 다른 칸에는 전

퇴를 설치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게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적어도 동 서재의 전퇴 부분에 설치된 마루는 온

돌이 설치되고 출입문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생긴 이후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

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루가 설치되지 않아 전퇴가 완전히 개방되었던 상황

에서는 임란 전 평양 향교의 동·서재에서처럼 전영의 칸수를 따로 구분하여 세

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퇴칸에 마루가 깔리는 변화는 평양향교에서

207) 문화재청,『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상)』, 2006,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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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임란 이후에야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서울 문묘 서재 13개의 방은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실로 사용되는 등 많은 변화

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8) 따라서 현재 동 서재 전퇴의 마루가 언제 설치

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재는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의 전

용에 관련한 기록은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남아있

는 상황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209)

조선 전기 주택의 신분별 제한 규정에도 퇴에 대한 기록이 한차례 등장한

다. 1449년(세종 31)의 아래 가사규제(家舍規制)에는 대군(大君), 왕자와 공주,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무관과 삼품 이하의 관인 주택에서 측면의 전체 길이를

산정할 때 전 후퇴를 포함시키고 있고, 신분별로 퇴주의 높이에도 차별을 두었

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3, 세종 31년 1월 26일 丁未 5번째 기사 中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前略) 대군은 60간인데, 내루(內樓)가 10간이고, 정침·익랑·서청(西廳)·내루·내고(內
庫)는 매간(每間)의 길이가 11척, 너비가 전후퇴(前後退) 아울러서 18척이며, 퇴 기

둥이 11척이고, 차양(遮陽)과 사랑(斜廊)이 있으면 길이가 10척, 너비가 9척 5촌, 

기둥이 9척이고, 행랑은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9척, 기둥이 9척이며, 공주는 친

형제·친아들은 50간인데, 내루(內樓)가 8간이고, 정침·익랑·서청·내루·내고는 매간의 

길이가 10척,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7척이고, 퇴 기둥은 10척이며, 정침·익랑·서

청·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9척, 너비가 8척 5촌이고, 기둥이 8척 5

촌이며, 행랑은 사랑과 같습니다.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간인데, 정침·익

랑·서청·내루·내고는 매간의 길이가 9척 5촌, 너비가 전후퇴 아울러 16척이고, 퇴 

기둥이 9척이며, 정침과 내루에 차양과 사랑이 있으면, 길이가 8척 5촌, 너비가 8

척, 기둥이 8척이고, 행랑과 사랑은 같습니다. 3품 이하는 30간인데, 내루가 5간이

고, 간각(間閣)의 척촌(尺寸)은 2품 이상과 같습니다. 서인(庶人)은 10간인데, 내루

가 3간이고, 매간의 길이는 8척, 너비는 7척 5촌, 기둥은 10척 5촌으로 할 것입니

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210)

208) 성균관대학교사 편찬위원회, 『성균관대학교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6, 

p.225-226.

209) 배창현, 전봉희, ｢조선 중기 마루퇴 형성과 건축형식의 변화｣,『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추계, 2018, p.251

210) 大君六十間, 內樓十間, 正寢、翼廊、西廳、內樓、內庫, 每間長十一尺, 廣前後退竝十

八尺, 退柱十一尺。 有遮陽斜廊長十尺, 廣九尺五寸, 柱九尺。 行廊長九尺五寸, 廣九尺, 

柱九尺。 公主親兄弟親子五十間, 內樓八間。 正寢、翼廊、西廳、內樓、內庫, 每間長十

尺, 廣前後退竝十七尺, 退柱十尺。 正寢、翼廊、西廳、內樓有遮陽斜廊長九尺, 廣八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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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품직(品職)을 가진 경우 정침(正寢), 익랑(翼

廊), 서청(西廳), 내루(內樓), 내고(內庫)로 지칭된 건물의 측면 규모 산정에 전̝
후퇴의 너비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퇴주의 높이까지 차등을 두었으니,

퇴칸을 두어 건물의 규모를 늘리는 일이 성행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퇴칸의 바닥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또한 서인(庶人)의 경우 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이러한 기록

으로 미루어 볼 때, 보통의 주택에서는 퇴칸을 둔 형식이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

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 후기의 주택에서는 주택의 규모와 형식을 기록할 때, 툇마루까

지를 포함시키는 문헌 기록이 확인된다. 아래의 기록은 조선후기의 문신 유복명

(柳復明, 1685-1760)의 주택을 묘사하고 있는데, 5량 구조로 구성된 안채의 대청

부분과 안방 전면에 툇마루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영조 4년 戊申(1728), 1월 25일 丙子
이달 24일 낭청을 보냈을 때 수감 중인 유복명의 집을 상세히 적간하게 하였더

니, ‘옛터에 새로 지은 기와집 32칸 반에서 안채는 도리가 5개(內梗五樑), 마루는 

툇마루까지 4칸(枺樓退竝 四間,)이며 동쪽에는 안방 3칸, 툇마루(退枺樓) 1칸, 마루

(다락) 아래 주방(廚房) 3칸, 다방(茶房) 2칸이며, 서쪽으로 붙은 집은 방 2칸, 주방 

1칸, 마루 2칸 반에 다시 방 1칸, 퇴 1칸을 들였으며, 남쪽의 중랑(中廊)은 마루 2

칸이며 동쪽으로 방 1칸 반, 주방 반 칸, 서쪽으로 방 1칸 반, 주방 반칸이며, 곳

간 4칸, 헛간 1칸, 중문(中門) 1칸입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2층의 섬돌이, 서쪽으로

는 1층의 섬돌이 있으며 그 밖에 동쪽과 북쪽에는 섬돌이 없습니다. 새로 지은 집

의 칸 수는 이상 나열한 바와 같으며 특별히 달리 교묘하게 짓거나 특이한 제도

는 없습니다. 이 외에 사랑(舍廊)과 행랑(行廊)은 모두 예전에 지은 집이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간의 논계에 새로 지은 집을 적간하라고 한 이상 예전에 

지은 집의 칸수는 굳이 조목조목 열거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

용으로 감히 아룁니다.”211)

五寸, 柱八尺五寸。 行廊與(鈄)〔斜〕廊同。宗親及文武官二品以上四十間, 正寢、翼廊、

西廳、內樓、內庫, 每間長九尺, 廣前後退幷十六尺, 退柱九尺。正寢內樓有遮陽(鈄)

〔斜〕 廊, 長八尺五寸, 廣八尺, 柱八尺。行廊與(鈄)〔斜〕 廊同。三品以下三十間, 內

樓五間。 間閣尺寸, 與二品以上同。 庶人十間, 內樓三間。 每間長八尺, 廣七尺五寸, 柱

十尺五寸。" 從之。

211) 今月二十四日, 發遣郞 廳時, 囚人柳復明家, 詳細摘奸, 則舊基址, 新造瓦家三十二間半

內, 內梗五樑, 枺樓退竝 四間, 東邊內房三間, 退枺樓一間, 樓下廚三間, 茶房二間, 西邊

附舍房二間, 廚一間, 枺樓二間半, 又房一間, 退一間, 南邊中廊枺樓二間, 東邊房一間半, 

廚半間, 西邊房一間半, 廚半間, 庫間四間, 虛間一間, 中門一間, 而前面二層階, 西邊一層

階, 其餘東北無階砌, 而大抵新造間數, 如右所列, 別無他巧搆異制之處, 此外舍廊﹞行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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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는 유복명이 정미환국(1727, 영조 3)때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던 때

로, 의금부에 수감 중이었던 시기로 보인다. 주택을 사치롭게 지었다는 누명을

썼으나, 기사의 내용처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곧 복직하게 된 후 1748년

대사헌을 거쳐 1750년 경기감사로 부임하게 된다. 이 주택은 새로 지은 안채와

중랑(中廊)채, 사랑(舍廊)채, 행랑(行廊)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툇마루에 대한 언급은 안채에서만 등장하나, 구체적인 묘사를 생략한 사랑채에

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주택의 각 채와 실, 툇마루의 구성이 특별히

특이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한양에는 이와 유사한 주택이 적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皆是舊舍, 而非新造。臺啓 中, 旣 曰摘奸, 其新造家舍, 則舊舍間數, 不必條列云, 以此

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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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조선 중기의 한국 건축은 주택, 누정, 강당 등 여러 건축유형에서 온돌과

마루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바닥형식의 조합은 조선 후기와

같이 모든 건물들에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일부에서는 조선 전기 이전의

모습들도 여전히 남아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중기의 문헌에 온돌과 같거나

유사한 바닥형식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상(土床), 토탑(土榻), 돌방(突房)

등과 같은 용어가 다수 사용되었다. 또한 판방(板房), 양방(凉房)등과 같이 마루

와 유사한 바닥형식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혼재상은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확산되어가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온돌과 마루의 조합은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주택을 비롯해 누정, 강당 등

여러 건축형식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위한 강학공간으로 조성된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는 16세기의 강당형식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다. 1517년에 지어진 정당(正堂)은 마루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1551년에 지어진 문회당(文會堂)은 온돌과 마루가 조합되었다. 이 건물들

은 각각 독서당의 구당(舊堂)과 신당(新堂)으로 불렸으니, 16세기 전반의 약 34

년여 차이를 두고 건립된 신̝구 강당 형식의 변화에 미친 온돌과 마루의 영향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돌과 마루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바닥형식의 변화는 의례공간

의 규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에서 기원한 의례 공간의 규범은 중

국의 건축 전통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돌로 마감된 바닥형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예서(禮書)들에서는 규범적 공간으로서의 정침

(正寢)의 방(房)과 실(室)을 각각 마루와 온돌로 규정하는 새로운 해석도 등장하

게 된다. 의례 공간에 온돌과 마루를 사용하는 모습은 임금의 어진(御眞)을 봉

안했던 진전(眞殿)이나 영전(影殿)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행례(行禮) 공간의 마

루는 자리를 깔거나 평소 덧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방식에도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마루는 온돌을 사용하며 내부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좌식(坐式)의 가구를 사용

하는 기거양식이 정착되었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발을 신거나 때로는 교의

(交椅)와 같은 입식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도 보편화되어갔다.

온돌과 마루라는 두 가지 바닥형식이 건물 내부공간의 보편적인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바닥의 높이는 기단 또는 외부의 바닥면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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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부공간의 변화에 뒤따라 첨의 하부에 마루를 설치해 걸터앉거나 신발

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첨하의 마루는

상부가구와의 연결 없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의

방법으로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문집류에 주로 등장하는 첨상(簷

床)이나 첨하판루(簷下板樓)와 같은 표현은 바로 첨에 설치된 마루를 지칭한 것

으로 생각된다.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나 <동궐도(東闕圖)>를 비롯한 조선

중기 이후의 많은 회화에서도 첨하의 마루가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상

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의 빈도는 조선 후기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

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첨하의 마루는 상부의 가구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구조

를 변형시키지 않고도 이전과는 달리 높아진 내부공간의 바닥면과 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 조선 중기 건축의 현존 유구에서도 이와 같은 마루들이 설치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주택과 불전, 정자에 많은 사례가 있다. 안동 하회의

양진당, 임청각 군자정, 강릉 해운정, 안동 후조당, 소수서원 강학당 등은 건물

의 3면 이상의 첨하에 마루가 설치된 주택이나 별당, 강당의 사례이다. 안동 봉

정사 대웅전과 같은 불전에는 주로 전면 첨하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같

은 사례는 북한의 불전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첨하의 마루는 건물의

전체적인 구성과는 무관하게 손쉽게 설치와 철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첨하 마루

의 설치시기는 건물의 초창 년대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때 전면이나 전̝측면 첨하에 마루를 두었던 안동 봉정사 극락전, 서산 개심사

대웅전, 금산 신안사 극락전,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의성 대곡사 대웅전의 첨하

마루는 대부분 원형 복원을 위한 목적의 수리공사 과정 중에 철거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첨하에 마루가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중간공간으로서 퇴 공

간에 마루를 설치한 형식인 툇마루도 도입되었다. 주택의 경우, 툇마루는 주로

온돌방의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온돌의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국가지정 문화재 주택 76건의

전체 바닥면적에서 차지하는 툇마루 면적의 비율은 15-16세기에 약 2%에 머무

르던 것이 17-18세기에는 13%-15% 가량으로 급증하고, 19세기에는 23%가 된

다. 같은 기간 첨하의 마루면적 비율은 15-16세기에는 15%에서 시작하여 19세

기까지 점차로 감소하여 약 11-12%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선 중기

에는 첨하 마루를 사용하던 방식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툇마루를 사용하

는 방식으로 전환되어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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툇마루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조선 중기의 상황은 한성부 주택의

유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건물지 유구에서는 전퇴칸을 둔 유

형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그 비율은 평면형식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

체적으로 ㅡ, ㄱ자형의 평면에서보다 ㄷ, ㅁ자형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전퇴의 설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퇴칸은 대청마루 앞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탄화된 마루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마루가 설치되었던 사

실이 확인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전퇴 공간이 흙바닥으로 남겨진 15세기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모습은 주택에서 툇마루가 도입되어가

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툇마루의 확산 양상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전퇴 공간의 형식이 달라지는

여러 건물들의 기록과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특히 사용

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 “전영○칸(前楹○間)”의 건물 규모 표현은 전퇴 공간

이 전돌이나 흙바닥으로 마감되어 건물의 내부와 바닥 높이가 달랐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개방된 전퇴칸에 위치한 독립된 기둥을 영(楹)으

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 후기의 기록에는 전영에 대한 기록이 사라

지고 건물 전체의 규모만을 칸수로 표현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임란으로 소실된 후 17세기 초반에 재건된 한양 문묘의 동 서재에는 출입

문이 달려 있는 칸에 툇마루가 설치된 부분이 있다.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동 서재의 출입문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문에 툇마루는 온돌이 설치되고 출입문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생긴 이후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주택에 대한 기록에도 퇴

에 대한 부분은 등장하지만, 이 부분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는 기록은 확실치

않다. 반면, 조선 후기 주택의 구성을 기록한 각종 기사에서는 툇마루(退抹樓)에

대한 기록이 상세한 수준으로 등장하는 것도 툇마루 확산 이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제 5 장. 한국 건축 첨과 퇴 구성의 정착

5.1. 툇마루 도입에 따른 상부가구의 조절

5.1.1. 툇마루 확보를 위한 3량가의 대응

5.1.2. 툇마루 조절을 위한 5량가의 대응

5.2. 첨과 퇴의 확장을 위한 비대칭 지붕

5.2.1. 조선 중기 건축의 비대칭 지붕구조

5.2.2. 비대칭 지붕구조의 다양화

5.3. 조선 후기 첨과 퇴 구성의 정착

5.3.1. 개방형 퇴칸을 둔 1고주 5량가의 정착

5.3.2. 가묘 보급을 통한 퇴량형 3량가의 정착

5.3.3. 내̝ 외 편주를 둔 5량가의 정착

5.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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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동마을 松簷 宗宅 경주 양동마을 觀稼亭

15세기 중반 16세기 초반

표 5-1. 대청 전면에 툇마루가 없는 조선중기 양동마을 주택의 사례

5.1. 툇마루 도입에 따른 상부가구의 조절

5.1.1. 툇마루 확보를 위한 3량가의 대응

3량의 가구는 3개의 도리와 1개의 대들보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 방향으로

의 폭은 5량 이상의 건물에 비해 한정적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규모가

작은 건물에 사용되며, 주택에서는 주로 주요 건물 사이의 행랑채에 적용되는

편이다. 그러나 경주 양동마을에서처럼 굵은 대들보를 사용하여 3량 구조로 대

청부분을 구성하는 조선 중기 주택들이 집중된 지역도 있다. 양동 마을의 주택

중에도 송첨종택(松簷 宗宅)이나 관가정(觀稼亭) 안채와 같이 안방이 꺾음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청 전면에 툇마루가 설치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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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안마당에 면한 대청의 규모가 3칸 이상이고, 대청과 온돌방을 일렬로 구성

한 사례들 중에는 온돌방의 전면에 툇마루를 둔 것들이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양동마을에서는 대청의 부분에도 3량의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3량의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전퇴를 구분하기 위한 기둥 열을 따

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례들에서는 샛기둥을 사용해 보방

향의 공간을 온돌방과 툇마루로 나누어 구성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동마을 무첨당(無忝堂) 안채는 안마당에서 본 정면이 5칸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중앙에 대청이 2칸, 좌 우에 온돌방이 각각 1칸과 2칸이다. 대청

부분의 상부가구는 양동마을 대부분의 주택들과 같이 3량이며, 대청 옆에 위치

한 두 온돌방 전면에는 모두 대들보 아래에 샛기둥을 두고 툇마루를 설치했

다.212) 이중 안방의 뒤쪽으로는 기둥을 세우고 첨을 벽으로 막아 안방으로 사용

하고 있다. 대청 상부 보의 길이는 약 3.4m 정도로 매우 넓은 편은 아니었기 때

문에 전면에 툇마루를 설치하게 되면서 좁아진 안방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청의 건너편에는 머리방이라고 부르는 작은 온돌방이 있고,

이 방의 전면에도 안방과 같은 폭의 툇마루가 있다. 툇마루를 만들기 위해 보

밑으로 놓은 샛기둥의 하부에도 초석을 놓았다.(그림 5-1.)

그림 5-1. 양동마을 무첨당 안채 온돌방 전면의 툇마루

(문화재청, 『慶州 無添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202, 203) 

    같은 양동마을의 낙선당 고택(樂善堂 古宅)에서는 이와 같이 샛기둥을 사

용해 온돌방의 앞으로 툇마루를 둔 것과 기둥 바깥 첨 공간에 마루를 둔 구성

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낙선당은 고택(古宅)의 사랑채 건물의 명칭인데, 고택

은 ㄷ자형의 안채에 ㅡ자형의 사랑채 건물이 덧붙은 형태이다. 안마당에서 본

212) 문화재청, 『慶州 無添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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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은 4칸이며, 각각 2칸의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청과 온돌

방 앞으로 같은 폭의 마루를 기둥 바깥으로 설치하여 첨의 일부를 마루로 사용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2.) 반면, ㅡ자형의 사랑채 건물은 정면 4칸의

규모이며, 2칸의 마루와 2칸의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안채의 경우와는 다르게

온돌방 앞으로 샛기둥을 두고 전퇴를 마련한 후 마루를 설치하였다.(그림 5-3.)

그림 5-2.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안채 온돌방 전면 첨하 마루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 경주양동마을』, 2009, p.42, 49)

그림 5-3.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사랑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 경주양동마을』, 2009, p.54, 58)

선조(宣祖, 1567-1608)대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했던 윤사성(尹思晟,

1606-?)이 지었다고 전하는 옛집인 경남 합천의 묵와 고택(默窩 古宅) 안채에서

도 이와 같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ㄱ자형의 안채는 안마당을 전면으로 두고

정면 2칸의 대청과 정면 2칸의 안방, 정면 2칸의 부엌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데, 이중 정면 2칸 안방의 앞으로 툇마루를 두었다. 대청 부분의 상부가구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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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의 길이는 약 3.8m 가량으로 앞선 양동마을 주택의

사례들과도 유사한 규모이다. 샛기둥을 놓아 온돌방 전면의 전퇴 공간을 마련하

였으며, 툇마루의 폭은 980mm 정도로 좁은 편이다.(그림 5-4.)

그림 5-4. 합천 묵와 고택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조선후기의 주택 중에서도 안채 대청부분 상부가구

대들보방향의 공간을 샛기둥으로 분할해 온돌방과 툇마루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18세기 중반에 영천 금호읍 오계리에 건립된 만취당(晩翠堂)은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인 지산(芝山)조호익(曺好益) 선생의 7세손이며 정조5년(1781

년)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학신(曺學臣, 1732-1800) 선생이 살던 집으로

알려진다.213) 이 집은 크게 사랑채 구역, 안채 구역, 사당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사랑채 구역은 남쪽 진입부에 개방적으로 구성되며, 안채는 전면의 사랑채 구역

에 더해 뒤쪽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동쪽 뒤편으로 위치한 사당 영역은

사당과 별묘, 제청으로 사용되는 보본재(報本齋)로 구성된다. 만취당은 이 집의

사랑채에 붙여진 이름이다.

만취당의 안채는 전체적으로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몸채와 부엌, 아랫

방 등이 있는 좌 우 날개채로 구성된다. 안마당에 면한 몸채의 부분은 총 4칸인

데, 이중 2칸은 안방, 2칸은 대청으로 사용된다. 안채에서 특이한 부분은 상부가

구의 구성이다. 대청 부분의 주칸은 4,440mm 정도로 약 14척에 달해 비교적 넓

은 편인데, 이에 비해 좌 우 날개채 주칸은 약 9척으로 5척 정도가 적다. 몸채

와 날개채 모두 3량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몸채 부분의 지붕 물매를 높

이기 위해 덧서까래가 사용되었다. 툇마루의 폭은 조선 중기의 사례보다 넓은

213)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永川 晩翠堂』, 20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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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영천 만취당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永川 晩翠堂』, 2007, p.39, 44)

1,290mm인데, 보방향의 공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툇마루의 폭을 넓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5-5.)

대들보 밑에 샛기둥을 두고 전퇴 공간을 구성한 유형은 3량가의 지붕을

받치는 상부가구에 큰 변형 없이 온돌방의 전면에 툇마루를 둘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상부가구에 변화를 주지 않고 온돌방 앞으로 마루를 두는 방법은 앞선

4장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첨하에 마루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러나 전퇴 공간의 마루는 기둥열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첨하의 마루보다

안정적인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대들보의 길이가 한정되

어 있는 3량의 구조에서 샛기둥을 이용하여 온돌방과 공간을 분할해야 했다. 따

라서 툇마루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첨당과 낙선당, 묵와 고택 안채에 설치된 툇마루의 폭은 각각 945, 750,

980mm로 조선 후기 주택의 일반적인 툇마루이 약 1,200mm내외인 것을 감안한

다면, 상당히 좁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툇마루 폭이 대부분 1미터를 넘지 않

는 경향은 별도의 상부가구를 두지 않고, 첨에 설치되는 마루의 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좁은 툇마루는 툇마루로써 완전하게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샛기둥을 세워 툇마루의 공간

을 분할해 사용하는 사례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다. 3량가의 이러

한 구조적 제약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퇴량을 사용하는 3량가

의 유형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퇴량을 사용하는 3량가의 유형은 툇마루를 두어야 하는 공간적 필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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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마을 낙선당 사랑채 양동마을 무첨당 안채 하회마을 풍산류씨 작천댁

16세기 초반 16세기 후반 조선 중기 추정

툇마루의 폭

750mm

툇마루의 폭

945mm

툇마루의 폭

917mm

표 5-2. 샛기둥을 사용해 보 방향 공간을 분할한 좁은 툇마루의 사례

구분 첨에 마루를 둔 3량가 샛기둥을 둔 3량가 퇴량형 3량가

가구의 구성

마루 설치 

위치
첨(簷) 퇴(退) 퇴(退)

마루 폭 500-800mm 내외 700–1,000mm 내외 1,100-1,200mm 내외

대들보 길이 3,000-3,800mm 내외 3,000-3,800mm 내외 2,000-2,800mm 내외

주요 시기 조선 중기 조선 중기 조선 중기 이후

주요 변화 첨하의 마루 발생 샛기둥 발생 퇴량, 간도리 발생

의의 내부 공간 변화의 대응 상부가구로의 편입 상부가구와의 일체화

표5-3. 툇마루 도입과정과 3량 상부가구의 구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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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희이재사(希夷齋舍) 안채 툇마루 상부의 퇴량(退樑)

(2013년 3월 촬영)

해 첨하 공간의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마루 설치 경향이 기둥 열 내부로의 이동

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부가구의 구성방식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3

량의 구조에서 툇보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은 샛기둥을 두는 방법에 비해 대

들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목재의 수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너비의 툇마루 공간을 확보하

기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3량이지만 퇴량을 별도로 두는 유형은 이러한 경제

적 효용과 더불어 퇴량의 길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툇마루 공간의 폭을 여유롭

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퇴량과 대들보가 결구되는 부분에는 간도

리로 지칭되는 부재를 두어 툇마루와 온돌방을 나누는 간막이벽을 지탱하는 구

조로 사용하였다. 퇴량형 3량가는 이러한 구조적 일체화의 방법을 사용해 3량가

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툇마루 공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점차 샛기둥을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대체해간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예천 함양박씨의 희이재사(希夷齋舍)

는 정면으로 고상식 온돌이 있는 감로루(感露樓)를 두고 안채를 뒤편에 두어 전

체적으로 ㅁ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들은 18세기 중반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3량의 상부가구로 구성된 안채에

서는 퇴량을 별도로 둔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5-6.) 이와 같은 유형은 샛기둥을

두는 형식보다 작은 크기의 대들보를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툇마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대들보와 툇보를 연결하는 부분은

상부의 목구조와는 직결되지 않고 보방향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

약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들보와 툇보, 기둥 상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도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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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채 사랑채

구분 대들보 분할형 3량가 퇴량형 3량가

단면도

퇴칸 구성 샛기둥 퇴량, 간도리

툇마루의  폭 980mm 1,051mm

대들보 길이 3,880mm 2,507mm

표5-4. 합천 묘산 묵와고가 안채와 사랑채 상부가구 비교

향으로 목부재를 보내고 상 하부는 흙벽으로 채워 전면의 툇마루와 후면의 온

돌방의 공간을 구분한다. 이 부재는 이와 같이 간막이 벽의 상부에 있기 때문에

간도리 또는 간막이도리로 분류되기도 하나, 직접 상부의 서까래를 받치는 역할

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리와는 쓰임이 다르다.

조선 선조대(宣祖, 재위 1567-1608)의 문신 윤사성(尹思晟, 1606-?)이 지었

다고 전하는 옛집인 합천 묘산 묵와고가 사랑채에서도 같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희의재사의 경우와 같이 간도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는 측벽가

구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7.) 묵와고가

안채 대청부분은 3.8미터 길이의 큰 대들보를 설치해 샛기둥을 두고 툇마루 공

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랑채에는 안채보다 작은 2.5미터 길이의 대들보를 설

치했기 때문에 전면으로 별도의 툇보를 두어 약 1미터 폭의 툇마루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묵와고가의 사례는 툇마루를 두기 위해 샛기둥을 세우거나 툇보

를 설치한 두 가지 유형 모두를 한 주택의 안채와 사랑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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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합천 묘산 묵와고가 사랑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http://search.cha.go.kr)

조선 중기의 별당 건물인 안동 소호헌(安東 蘇湖軒)에서도 툇마루를 놓기

위해 설치된 퇴량형 3량가의 상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소호헌은 조선 중기의

청풍군수 이고(李股, 생몰년 미상)가 중종(中宗, 1506-1544)년간에 건립하였는데,

17세기 후반과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에 각각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214) 소호헌은 안동시 일직면 소호리에 있는데, 조선 중기에 대구 서씨 13세

손 함재공(涵齋公) 휘 해(嶰)가 주자학을 강학하던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함재공

의 아들이 조선 중기의 문신 서성(俆渻, 1558-1631)인데, 소호헌은 그가 태어난

건물로 알려진 약봉태실(藥峯胎室)과 한 담장 안에 배치되어 있다. 약봉태실을

내당, 소호헌을 별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호헌은 강학의 용도로 사용된 만큼 전체적으로 마루의 면적이 넓은데,

정면이 대청 3칸, 누마루 1칸으로 구성된 ‘ㅡ자형’ 평면의 본채 정면으로 온돌방

2칸으로 구성된 사랑채가 덧붙여져 ‘丁 자형’ 의 구성을 하고 있다. 본채와 사랑

채는 기둥의 형식과 상부가구의 규모가 다르다. 본채는 5량의 구조에 원주를 사

용한 반면, 사랑채는 3량의 상부구조에 방형의 기둥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장식의 기법이 다른 것으로 보아, 원래는 대청으로만 이루어져있던 건

물에 이후의 중수 과정에서 온돌방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랑채 온돌 부

분의 전면 퇴칸은 900mm 정도의 폭인데, 첨 부분까지 마루를 조금 더 확장하

여 실제의 공간은 약 1,000mm 정도이다. 사랑채에 사용된 대들보의 길이는

2,500mm 정도이고, 툇보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간도리를 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5-8.)

214) 문화재청, 『安東 蘇湖軒 實測調査報告書』, 2012, 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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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남원 몽심재 안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20-南原 夢心齋』, 2007, p.114, 122)

그림 5-8. 안동 소호헌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安東 蘇湖軒 實測調査報告書』, 2012, p.293, 300)

이와 같이, 3량의 상부구조에서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퇴량을 두는 형식

은 조선 후기의 일부 주택들에서도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 있는 몽심재(夢心齋)는 건립 년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호곡리

에 처음 세거한 죽산박씨 박시채(朴時采) 의 조카이자 종손인 박동식(朴東式,

1753-1830)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15) 몽심재는 ‘ㅡ자형’의 대문채와 ‘ㅡ자

형’의 사랑채, ‘ㄷ자형’의 안채가 대지의 경사면을 따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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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이중 좌 우 대칭형의 안채는 ‘ㄷ자형’의 가운데 부

분에 2칸의 대청과 1칸의 방을 두었고, 방과 대청의 전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

였다. 툇마루의 폭은 1,121mm이며, 대청보다 바닥의 높이가 약 150mm 정도 낮

게 설치되어 있다. 툇마루와 대청의 사이에는 창호를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였

다. 대들보의 길이는 대략 2,608mm 정도이다.(그림 5-9.)

경상남도 함양(咸陽)의 일두고택(一蠹古宅) 아래채에서도 툇마루를 설치하

기 위해 퇴량형 3량가의 상부구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일두

고택은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사후인 1690(숙종 16)년 정여창의 10대손

정덕제(鄭德濟, 생몰년 미상)가 일두 선생의 생가 터에 안채를 건립한 이후 19

세기에 사랑채가 건립되는 등 조선 중기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모습을 갖춘 것이다.216) 아래채는 주로 안주인의

손님들이 유숙하기도 하고, 출가했던 딸이 해산을 위해 돌아오면 사용되는 공간

인데, 아마도 사랑채가 지어진 이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세 칸

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간략한 규모의 건물이다. 2칸은 온돌방이고, 1칸은

마루로 되어있다. 전면에는 퇴칸을 두고, 온돌방과 같은 높이로 마루를 깔았다.

전면 툇마루의 폭은 약 1,180mm이고, 대들보의 길이는 대략 2,820mm이다.(그림

5-10.)

그림 5-10. 함양 일두고택 아래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咸陽 一蠹古宅』, 2007, p.91)

경상북도 청도에 위치한 운강고택(雲岡古宅)의 중사랑채에서도 이와 같은

퇴량형 3량가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운강고택은 조선 중기의 문신 박하담

215)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20-南原 夢心齋』, 2007, p.15-16.

216)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咸陽 一蠹古宅』, 2007,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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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청도 운강고택 중사랑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淸道 雲岡故宅 및 萬和亭』, 2007, p.43, 45)

(朴河淡, 1479∼1560)이 서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했던 옛터에 1809(순조 9)년 박

정주(朴廷周, 1789-1850)가 살림집을 건립한 것이다. 이후 1824(순조 24)년에 운

강(雲岡) 박시묵(朴時默,1814-1875)이 주택을 크게 중건하면서 운강고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운강고택은 1,700여 평이 넘는 대지에 9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부농주거로 볼 수 있다.217) 이 중 중사랑채는 고택의 자녀

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곳으로 전해지는데, 정면 4칸, 측

면 2칸의 ‘ㅡ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우측의 1칸은

대청, 중앙의 2칸은 중사랑방, 좌측의 1칸은 서고로 되어 있다. 중사랑방의 전면

으로는 1,050mm 폭의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툇마루의 상부에는 툇보를 두었

고, 간도리를 설치해 내부의 온돌방과 툇마루를 구분하는 벽을 설치하였다.(그

림 5-11.)

운강고택에서 약 3.5km 떨어진 인근의 임당리(林塘里)에 위치한 김씨고택

안채에서도 전면에 툇마루를 두기 위한 퇴량형 3량가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택이 지어진 시기도 앞선 운강고택과 비슷한 19세기로 알려져 있다.218) 고택

의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형식의 ‘ㅡ자형’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도리방

향의 간살이는 조금씩 다른 규모 인데, 가장 좁은 칸은 1,830mm이고, 가장 넓

은 칸은 2,760mm이다. 정면에서 볼 때, 가장 좌측의 두 칸은 부엌, 부엌 옆으로

217)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淸道 雲岡故宅 및 萬和亭』, 2007, 

p.9-10.

218)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2-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2013,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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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칸의 안방, 안방 옆으로는 2칸의 대청, 가장 우측에 건넌방의 순서로 구성

되어 있다. 중앙의 안방과 대청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두었고, 툇마루와 대청과

의 사이에도 창호를 설치해 각 공간을 구분하였다. 전면 툇마루의 폭은

1,050mm로 운강고택의 중사랑채와 같다.(그림 5-12.)

그림 5-12.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안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2-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2013, p.392, 395)

전면에 툇마루를 두기 위해 퇴량형 3량가를 사용한 19세기 건물의 사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渭川面)에 위치한 정온선생(鄭蘊先生)가옥의 중문채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택은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 선생의 후손

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종택이다. 현재의 건물들은 사랑채의 상량대에 1820(순

조 20)년에 중창한 것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19세기에 지어진 것

으로 알려진다.219) 가옥은 남쪽에 위치한 대문간을 들어서면 중문간채와 사랑채

전면의 사랑 마당 영역, 아래채, 곳간채와 안채로 이루어진 안마당 영역, 가장

깊숙한 곳의 사당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문간채는 사랑채의 좌측에 연

결되어 있는 건물이다. 중문간을 제외하면 전면에 1,000mm 폭의 툇마루를 둔 2

칸의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이다.(그림 5-13.) 이 온돌방은 사랑채와

가깝기 때문에 1940년대 이전에는 작은사랑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220) 중문간

채의 측면으로는 주택의 외부와 연결되는 협문이 있어 바로 밖으로 드나들 수

있다.

219)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 중요민속자료(제205호) 기록화보고서 鄭蘊先生 家

屋』, 2008, p.22

220) 이희봉, 박희영, ｢거창 정온(鄭蘊) 종택 전통공간의 생활중심 현장연구 ｣,『環境科

學硏究 』, Vol.13 No.1, 2002,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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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거창 정온선생 가옥 중문간채의 툇마루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鄭蘊先生 家屋』, 2008, p.15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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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툇마루 조절을 위한 5량가의 대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택 유구로 알려져 있는 아산 맹씨행단(牙山 孟氏

杏壇)에는 현재 대청과 전퇴 부분에 모두 마루가 깔려 있다. 이 마루가 설치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 건물의 좌 우에 위치한 온돌방 설치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1) 이 건물의 툇마루는 내부공간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대청마루와 비교해 바닥 높이가

105mm 낮다. 또한, 퇴칸의 창호는 좌측 가운데에만 여닫이 형식의 문을 두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대청으로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 창호는 하부에 머름이 있

는 들어열개 창이라 출입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불편하다. 이러한 구성은 조선

중기 이후의 퇴칸과 대청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며, 이 때문

에 툇마루는 초창 때가 아니라 대개 대청마루가 설치된 이후에서야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

그림 5-14. 맹씨행단 전면 툇마루와 창호의 구성

(2018. 06 촬영)

221) 정연상,『고려말 상류층 목조건물의 구조기법에 관한 연구: 맹씨행단 내 고택을 중

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55-66.에서는 대청과 전퇴에 마루가 

설치된 이유로 1482년 경 건물의 좌향이 바뀐 이후에 대청 좌·우의 방에 구들이 설

치되면서 이 방들을 공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2) 문화재청, 『아산 맹씨행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p.121-127.의 기록과 서

술을 참고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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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씨행단 대청의 상부가구는 건물의 전면 쪽으로 1고주를 둔 5량이다. 따

라서 퇴주와 고주 사이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기둥으로 구획되며, 이 기둥들을

이용해 전퇴의 공간에 마루를 설치하기 쉽다. 또한, 초창 때부터 툇마루를 설치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상부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퇴부분에만 툇마루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용이하다. 그러나 1고주 5량에서 고주는 상부의 중도리를

직접 받치게 되기 때문에 고주가 놓이는 기둥 열의 위치는 중도리와 동일 선상

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1고주 5량의 형식에서 전퇴칸의 폭은 상부가구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강한 구속을 받는다. 대개 조선 중기까지의 1고

주 5량가의 툇마루는 대부분 고주를 둔 전퇴칸에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에는 툇마루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하지는 못했다. 맹씨행단 툇마루의 폭

은 약 1,450mm로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툇마루 폭인 1,200mm보다 매우 넓은

편으로 볼 수 있다.(그림 5-15.)

그림 5-15. 전면 고주 열에 맞추어 설치된 맹씨행단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 『아산 맹씨행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p.380의 도면에 필자 표기)

16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동의 예안이씨 충효당(禮安

李氏 忠孝堂)안채에서도 이와 같은 넓은 툇마루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안이씨 충

효당은 안채와 사랑채가 맞붙은 ‘ㅁ자형’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별당인 쌍수당

(雙修堂)은 본채의 왼쪽 편에 떨어져 있다. 안마당에 면한 안채 부분의 정면은

4칸이고, 안방과 대청이 각각 2칸씩으로 되어 있다. 안채 상부의 가구는 1고주

5량가인데, 고주를 전면 쪽으로 두고, 안방의 전면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예안

이씨 충효당 안채는 보방향으로의 폭이 약 4m 가량으로, 5량가임에 비하면 규

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중도리의 위치가 종도리 쪽에 가까운 3분변작(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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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變作)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고주의 위치가 중도리에 가까운 편이

다. 이 때문에 고주와 전면 퇴주 사이에 설치된 툇마루의 폭은 1,371mm로 건물

의 보방향 폭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5-16.)

그림 5-16.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안방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 『禮安李氏 忠孝堂 實測調査報告書』, 2003, p.122, 354)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의 만회 고택(晩悔 古宅) 사랑채에서도 이와 비

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회 고택은 경북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

는 ‘ㅁ자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를 중심으로 좌 우에 부속채가 연결되

어 있고, 전면에는 문간채와 사랑채가 위치해 있다. 안채는 정면 3칸의 대청이

안마당에 면해있고, 꺾음부에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초창 년대는 알 수

없으나 경북지방 ‘ㅁ자 집’의 고식 평면배치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

기의 건축으로 추정되고 있다.223) 안채 대청부분의 상부구조는 3량가이며, 툇마

루는 없다. 안채보다 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채는 정면 4칸의 기본

구성에 1고주 5량의 상부구조인데, 전면 쪽으로 고주를 두어 툇마루를 둔 형태

로 되어 있다. 전면의 1칸에는 누마루를 달아내고, 뒤쪽으로는 온돌방을 확장하

였다. 만회 고택 사랑채도 앞선 예안이씨 충효당과 같이 3분변작에 가까운 상부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주의 위치가 종도리에 가까운 편이며, 이 때문에

툇마루의 너비는 1.5m로 매우 넓다. 전면 툇마루와 누마루 주변 첨의 일부 공간

까지 마루를 확장하여 깐 후 난간을 둘러 약 2m 가량의 매우 넓은 툇마루 공

간을 확보하였다.(그림 5-17.)

223)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5-봉화 해저만회고택』, 201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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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만회 고택 사랑채 온돌방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5-봉화 해저만회고택』, 2014, p.82)

조선 중기의 건물로 알려져 있는 안동의 의성김씨 종택(義城金氏 宗宅) 안

채에서도 상당히 넓은 폭의 툇마루를 확인할 수 있다. 의성김씨 종택이 처음 지

어진 것은 15세기 중엽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건물은 1587년(선조 20) 화

재로 소실된 후 김성일(金誠一, 1538-1593)에 의해 재건된 후 18, 19세기의 중건

을 거친 것이다. 의성김씨 종택은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 누다락 형태의 복도가

있는 점, 안채 대청 부분의 마룻바닥 높이를 부분마다 다르게 한 것 등 다른 사

대부 주택에서 그 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든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16세기의 재건 당시 김성일이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중국의

건축 양식들을 다소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224) 안마당에 면한 안채 대

청 부분의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이며, 보방향으로 기둥 사이의 폭이 6.5m에

이를 정도로 전체적인 규모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 고주는 안마당 쪽으로 두

고, 퇴주와의 사이에 마루를 설치하였다. 중도리의 위치는 4분변작에 가까운 구

성이지만, 상부가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툇마루의 폭은 1,539mm로 매우 넓은

편이다.(그림 5-18.)

224) 문화재청,『義城金氏 宗宅 實測調査報告書』, 2002, 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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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안동 의성김씨 종택 안채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義城金氏 宗宅 實測調査報告書』, 2002, p.433)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 위치한 의성김씨 남악종택 사랑채 전면에서도

1고주 5량의 상부가구를 그대로 이용한 넓은 툇마루를 확인할 수 있다. 남악종

택은 청계(淸溪) 김진(金璡, 1500-1580)의 다섯째 아들 김복일(金復一,

1541-1591)의 호인 남악(南嶽)에서 비롯된 것이며, 김복일의 5촌 조카인 김주(金

迬, 1606-1681)도 이 마을에서 출생하는 등 이 집과 인연이 있다. 1981년의 번

와보수 당시 발견된 명문와(銘文瓦)에 의해 1644년 또는 그 이전의 건축으로 평

가되고 있다.225)

남악종택의 사랑채는 전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내부는 겹집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쪽으로 마루를 1칸 돌출시키고, 계자난간을 둘렀는데, 툇마

루를 마치 누마루와 같이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툇마루 부분의 폭은

1,860mm로 매우 넓은데, 1고주 5량으로 구성된 상부가구를 그대로 이용하여 전

면 고주 열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툇마루의 정면 좌측에는 계단을 두어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19.)

이처럼 1고주 5량의 상부구조를 평면형식에 그대로 반영하여 넓은 툇마루

를 두는 조선 중기의 경향은 17세기 이후로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툇마

루의 폭도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대전 회덕 동춘당(懷德 同春堂) 안채는

17세기에 동춘당이 건립된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26) 안마당에 면

해 정면 3칸의 대청을 두었고, 대청의 좌 우에 익사를 달아 전체적으로는 ‘ㄷ자

225)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醴泉 義城金氏 南嶽宗宅』, 2010, p.54

226) 문화재청, 『懷德 同春堂 實測調査報告書』, 200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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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사랑채 전면부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 앞의 책, 2010, p.78, 82)

형’의 건물이 되었다. 대청부분의 상부가구는 1고주 5량이고, 안마당 쪽으로 툇

마루를 두었다. 툇마루의 폭은 1,260mm로 이전 시기의 건물들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툇마루와 대청 사이에는 고주 열에 맞추어 사분합문을 설치하

여 구분하였는데, 맹씨행단을 제외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동춘당 안채와 매우 유사한 평면형식을 가진 홍성 노은리 고택에서도 비

슷한 폭의 툇마루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은리 고택은 17세기의 건물로 알려

져 왔으나, 대청 후면 벽의 영쌍창(楹雙窓) 흔적이나 익랑과 행랑부의 중층 구

조, 후대에 증축된 부분을 제외하면 맞배지붕의 ㅁ자형 건물로 추정된다는 정황

을 들어 이보다 200여 년 앞선 15세기의 건물로 보는 의견도 있다.227) 고택은

완전한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 3칸 규모의 대청 부분 상부가구는 1고

주 5량이며, 보방향의 전체적인 폭은 약 5미터 가량이다. 중도리의 위치는 4분

변작에 가까우며, 툇마루의 폭은 1,230mm이다. 동춘당 안채와는 달리 고주 열

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대청과 툇마루의 공간상 구분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과거에 창호가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228)

227) 이종서, ｢홍성 “노은리 고택”의 건축 시기와 가구(架構)의 원형 고찰｣, 『건축역사

연구』, Vol.25 No.1, 2016, p.34-45.

228)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3-홍성 엄찬 고택』, 2014,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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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上: 회덕 동춘당 안채, 下: 홍성 노은리 고택의 대청 전면 툇마루 구성

사찰에 위치한 승당(승료, 僧寮 또는 요사)에서도 1고주 5량가의 상부구조

에 전면의 넓은 툇마루를 둔 사례가 확인된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에 위치한 송광사 하사당(松廣寺 下舍堂)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단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주심포계의 맞배집인데, 공포는 외 1출목을 둔 주심

포 양식이다. 수리 과정에서 1461(세조 7)년 의 상량문이 발견되어 15세기에 지

어진 건물로 확인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승당(僧堂)으로 알려진다.229) 하사

당은 국사전(國師殿)과 함께 대웅보전(大雄寶殿) 뒤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승보종찰(僧寶宗刹)로서의 의미로 볼 때, 송광사의 배치에 있어 실질적인 주요

공간으로도 평가된다.230)

229) 문화재청,『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상)』, 2007, p.33

230) 문화재청,『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중)』, 2007,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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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당은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의 2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고, 우측의 1칸

은 부엌으로 되어 있으며, 2칸의 온돌방 전면의 퇴칸에는 온돌방과 같은 높이로

마루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승려들이 거처하며 식사와 수행을 하는

승당이라는 기능에 맞춘 것으로 이해된다. 온돌방의 경우 반자를 설치하였고,

부엌은 상부가구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처리한 후 상부에는 지붕 용마루에 솟

을지붕 형태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환기시설은 해남의 녹우당(綠雨

堂) 안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상부가구는 내부는 1고주 5량이고,

측벽은 2고주 5량의 형식으로 차이를 두었다. 중도리의 위치는 3분변작과 4분변

작의 사이에 있는데, 건물의 중심에 조금 더 가깝다. 따라서 온돌방 전면의 툇

마루 폭은 1,395mm로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 넓은 편이다.(그림 5-21.)

그림 5-21. 송광사 하사당 온돌방 전면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 『송광사 중요목조건축물 정밀실측보고서(중)』, 2007, p.218, 325)

흔치는 않지만, 불전에서도 고주 열에 맞추어 넓은 툇마루를 구성했던 사

례가 있다.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한 고정사(高井寺) 원통전(圓通殿)은 전면 3

칸의 측면 1칸 반 정도의 규모인데, 측면 1칸은 내부공간이고, 반 칸 정도의 폭

은 개방된 전퇴의 부분이다. 불전의 내부공간은 장마루가 깔려 있고, 개방형 전

퇴의 부분에도 마루가 깔려있는데, 사묘건축의 구성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처럼

측면이 벽으로 막혀있다. 전퇴 부분 상부의 공포는 출목 익공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과 마감이 매우 장식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아마도 17세기

이후의 건물인 것으로 추정된다.231) 상부가구는 전체적으로 3분변작에 가까운 구

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의 툇마루 폭이 1,380mm로 넓은 편이다.(그림 5-22.)

231) 문화재청,『북한의 전통건축-황해남도3, 송월암, 고정사 원통전』, 2008, 

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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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황해남도 高井寺 圓通殿의 넓은 툇마루

(문화재청, 『북한의 전통건축-황해남도3, 송월암, 고정사 원통전』, 2008, p.143, 148)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청평사(淸平寺) 극락전에서도 이와 같은 1고주 5량

가의 상부가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평사 극락전은 전면 3칸, 측면 3

칸 규모의 건물인데, 16세기에 선(禪) 교(敎) 양종을 부활시키고 나라의 공인(公

認), 정찰(淨刹)을 지정하게 하며, 과거에 승과(僧科)를 두게 하는 등의 업적을

남긴 보우(普雨, 1509-1565)가 중건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제강점기에 세키노타다시(關野貞)는 청평사를 조선시대 고급건축으로, 극락전의

단청은 가장 오래된 궁궐 정전으로 남아있는 창경궁 명정전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면의 개방된 퇴칸을 매우 특이한 사례로 언급한 바 있

다. 청평사 극락전은 내 외 모두 2출목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축으로 조선 중기

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어왔지만, 1949년 방화로 소실된 이후

1977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원되어 원형을 상실한 상태이다. 다만, 일제강

점기인 1935년에 스기야마노부조(杉山信三)의 실측 자료와 1936-37년의 수리공

사 시 작성된 도면 자료를 참고하면, 상부가구는 측면 24척을 4분하는 4분변작

의 방식으로 도리가 위치하며, 전면 중도리 열에 창호를 두어 개방된 퇴칸을 설

치하고, 마루를 깔았다.232)      

232) 조은경,「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변화」,『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추계, 2017,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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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일제강점기의 청평사 극락전 평면도와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및 조선고적도보)

그림 5-24. 1977년 복원 이후의 청평사 극락전 측면

(2017년 11월 촬영)

한편, 영동 소석고택의 안채와 같이 2고주를 사용하는 5량가의 사례도 있

는데, 이들의 툇마루 구성은 1고주 5량가 유형적으로 동일하다. 소석고택은 충

청북도 영동군에서 금강이 영동천과 초강천으로 갈라지는 사이에 있는 너른 들

위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안채와 사랑채를 비롯해 행랑채, 광채 등이 있었으

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가 남아있다. 소석고택을 지은 송병필(宋秉弼,

1854-1903)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의 후손으로 알려지며, 고택의 창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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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망와의 각서에 의해 1885년(고종 22)경으로 추정되고 있다.233)

ㅡ자형의 안채는 부엌,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의 순서로 배열된 6칸의

규모이다. 5량의 상부가구에 2고주를 전 후퇴를 두었다. 소석고택의 경우, 중도

리에서 종도리까지의 수평 거리는 1,362mm로 중도리에서 주심도리까지의 수평

거리보다 더 멀다. 또한, 장연과 단연의 물매도 거의 동일하며, 적심의 두께도

얕다.(그림 5-25.) 통상적으로 중도리의 위치는 3분변작과 4분변작의 사이에 위

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처럼 중도리의 위치가 4분변작보다 바깥에

위치하는 가구법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툇마루의 폭을 합리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구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툇마루의 폭은 1,201mm 정

도로,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주택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5-25. 영동 소석고택 안채의 2고주 5량 상부가구와 전‧후 툇마루 구성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128, 132)

소석고택의 사랑채는 1고주 5량의 구성이며, 중도리에서 종도리까지의 수

평거리가 1,230mm, 중도리에서 주심도리까지의 수평거리가 1,270mm로 4분변작

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툇마루의 폭은 안채와 크게 다르지 않은

1,270mm이다. 고택의 안채와 사랑채는 각각 1고주 5량, 2고주 5량이라는 각기

다른 가구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도리의 위치는 유사하게 4분변작에 가까운

구성을 하고 있다. 고주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고주 열에 맞추어 설치되는 툇마

루의 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26.)

233)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0-영동 소석 고택』, 201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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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영동 소석고택 사랑채의 1고주 5량 상부가구와 전‧후 툇마루 구성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144, 147)

고주가 있는 5량가는 고주와 평주 사이의 기둥 열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

퇴칸이 형성된다. 이 기둥 열은 귀틀을 걸고, 마루를 설치할 수 있다는 구조적

기반도 된다. 또한, 5량의 상부가구를 두는 건물은 3량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방

향의 폭이 넓다. 이 때문에 보방향의 공간 일부를 나누어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

한 공간적 여유도 3량가에 비해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고주 5량가

는 3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툇마루의 설치가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5량가의 구성을 한 조선 중기 이전의 많은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고주를

전면에 두고 고주 열과 퇴주 사이에 형성되는 퇴칸에 마루를 설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1고주 5량의 상부가구에서는 중도리가 위치한 열에

고주의 위치가 고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주는 상부에서 중도리를 받치는 한

편, 하부에서는 툇마루가 설치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주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중도리의 위치에 따라 툇마루의 폭이 결정되는 상

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1고주 5량가의 건물에서는 툇마루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하지 못했고, 툇마루 폭은 대개 1,300mm-1,500mm정도로 넓은 편으로 나타

난다.

중도리의 위치가 3-4분변작의 사이에서 결정되는 목구조의 특성상 고주를

사용하는 5량의 구성에서는 툇마루의 폭이 상부 구조에 종속되는 한계를 벗어

나기 어려웠다. 또한, 중도리의 위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종도리에 가까워지

는 3분변작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캔틸레버와 같은 원리의 장연(長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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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으로 놓기 위한 구조적인 이유로 설명되기도 한다.234) 따라서 지붕

구조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도리의 위치가 건물의 중심 쪽으로 이동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리의 위치에 구속된 툇마루의 폭이 지나치게 넓

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툇마루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툇마루의

폭은 보다 합리적인 규모로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툇마루라는 용어가 퇴칸

의 바닥에 설치된 마루라는 뜻에서 형성된 것처럼, 툇마루의 사용은 공간적 필

요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부가구를 구성하는 중도리의 위

치는 사실 툇마루를 발생시킨 공간적 필요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중도리의 위

치는 지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은 서까래를 받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첨을 형성하는 장연(長椽)의 끝단은

캔틸레버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리가 건물의 중심 쪽에 위치할수록 보다

안정적으로 처마의 내민 길이를 확보할 수 있다. 건물의 지붕 구조를 안정시키

기 위해서는 고주가 건물의 중심부 쪽에 가까워지는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

게 될 경우에는 툇마루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

된다. 실제로 툇마루가 사용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중기의 건물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툇마루가 발견되는 것은 중도리의 위치

에 구속된 고주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四分變作 三分變作

그림 5-27. 고주(高柱)를 사용할 경우 중도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지붕구조와 공간사용의 장‧단점

234) 서효원, 전봉희,「전통목조건축물의 중도리 위치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계획계』, Vol.27 No.9, 2011, 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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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고주 5량가

(無高柱 五梁架)

1고주 5량가

(一高柱 五梁架)

편주형 5량가

(偏柱形 五梁架)

모식도

마루 설치 

위치
첨(簷) 퇴(退) 퇴(退)

마루 폭 500-800mm 내외 1,300–1,500mm 내외 1,100-1,200mm 내외

주요 시기 조선 중기 이전 조선 중기 조선 중기 이후

주요 변화 첨의 마루 발생 고주 열의 이용 퇴량, 간도리 발생

의의 공간적 필요 발생 상부가구의 구속 상부가구의 변화

표5-4. 툇마루 도입과정과 5량 상부가구의 구조적 대응

편주를 사용하는 5량가의 형식은 중도리의 위치와 툇마루의 폭이 상호 결

속되었던 특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툇마루는 출입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이거나, 외부의 바닥보다 높은 내

부공간과 같은 레벨에서 공간의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동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기능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퇴는 보방향의 일부를 내부공간

과 나누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부가구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툇마루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은 곧 내부공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주를 사용하는 형식은 일부 대규모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점

차 지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편주형 5량가는 고주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대들보 위에서 중도리를 받치는 동자주와 대들보 밑에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기둥을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서 중도리

를 받치고, 대들보 밑의 기둥은 적절한 툇마루의 폭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편주의 사용은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적 합리성을 동시에 충족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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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주를 사용하는 사례는 대부분 퇴주 쪽으로 기둥을 위치시키는 외편주인

경우가 많다. 선호되는 툇마루의 폭보다 중도리의 위치가 건물의 중심부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툇마루의 공간적 필요는 대부분 내부공간으로의

출입이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

서 선호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선후기 주택의 보편적인 툇마루 폭은 1,100mm에

서 1,200mm 정도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235) 반면, 중도리는 대부분 3분

변작과 4분변작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보편적인 5량가의 보방향 폭을

4,800mm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3분변작의 경우 주심도리에서 1,600mm 떨어진

곳에, 4분변작의 경우 1,200mm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선호되는

툇마루의 폭과 중도리의 위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

지만, 크게는 500m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건물의 중심부, 즉 종도리의 방향으로 중도리의 위치

보다 깊숙이 기둥을 옮겨 설치하는 내편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

례들은 툇마루의 쓰임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대청마루를 따로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넓은 툇마루로 대청을 대체하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편주의 사용은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

위에서 필요에 따라 내 외 방향의 공간적 조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5-28.)

外偏柱의 사용 內偏柱의 사용高柱의 사용

그림 5-28. 툇마루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주의 효용

235) 이종태,『퇴칸을 가진 한옥의 지붕가구 구성에 관한 연구 : ㅡ자형 평면을 중심으

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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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첨과 퇴의 확장을 위한 비대칭 지붕

지붕의 한 쪽 길이를 길게 하기위해 한 쪽 편으로 기둥 열을 더하는 형태

의 비대칭 상부가구는 전체적인 건물의 지붕 규모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

히 전첨의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내

부공간의 일부를 비워 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을 확장하고자 했던 건축적 대응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그림 5-29.) 비대칭 상

부가구를 두는 형식은 전면과 측면 상부가구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팔작지

붕보다는 맞배지붕을 두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비대칭 상부가

구를 둔 불전의 사례는 모두 맞배지붕의 형식이며, 팔작지붕인 경우는 없다. 주

택의 경우, 본채와 익사의 전체적인 지붕 높이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두 지붕

면이 만나는 회첨부(會檐部)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4량(半 五梁) 상부가구 6량(半 七梁) 상부가구

3梁架의 확장형 5梁架의 확장형

그림 5-29. 퇴칸 확장으로 인한 비대칭 지붕의 구성

비대칭 상부가구를 구성하여 전퇴칸을 둔 유형은 특히 조선 중기의 불전

에서 비교적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비단 불전뿐 아니

라 비슷한 시기 주택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 시기에 지어진 비대칭 지붕구

조의 불전과 주택은 건물의 용도는 각각 다르지만, 상부가구의 구성은 매우 유

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내부공간의 바닥 형식이 변화된 이후

주된 출입이 이루어지는 전면의 첨과 퇴 공간에 마루를 적극적으로 설치해가던

조선 중기 이후의 시대적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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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조선 중기 건축의 비대칭 지붕구조

조선 중기의 유구로 알려져 있는 경북 상주의 양진당(尙州 養眞堂)에서는

툇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까래 끝을 직접 받치는 기둥을 놓아 비대칭적

상부구조의 전퇴칸을 형성하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 후기 주택의 정형화된 전퇴의 구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조선 중기의

전퇴 구성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주 양진당은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으로 불탄 옛집을

중수한 것인데, “옛 제도를 따르면 어떠리오. 오직 원형에 가깝게 할 따름이

다.236)”라는 1807년의 <양진당정침중수상량문(養眞堂正寢重修上樑文)>의 기록에

따르면 건물의 형식은 규모를 약간 넓힌 것 외에는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건물은 조선 중기 이전의 형식을 간직하

고 있는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양진당은 안마당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인 건물의 바닥 높이가 1.5m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대청의 정면에서 곧바로 출입할 수 없고, 동측 익

사의 옆쪽 또는 대청의 서측에서 계단을 통해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양진당의

동선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르다. 양진당의 툇마루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 그런데 통로로 사용되는 양진당의 마루

퇴에서는 툇보와 주심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연의 끝을 직접 받치는 툇기둥을

놓아 전퇴칸을 형성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형식이 발견된다. 이 때문에 양진당의

부연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길어져 장연의 끝에서부터 964mm 전면으로 돌출

될 수 있었고, 지붕의 길이는 전면이 후면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었다. 대청 앞

부분 퇴칸의 너비는 1,5m 정도로 넓은 반면, 동쪽 익사 마루의 폭은 이보다는

훨씬 좁다. 따라서 동쪽 익사의 처마에는 부연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마루를 놓

기 위해 세운 기둥도 상부의 구조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청의 전면 넓은 툇마루는 제례시 부엌 쪽에서 안정

적으로 오갈 수 있는 주 동선으로, 폭이 좁은 동쪽 익사의 툇마루는 보조동선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237) 안마당을 기준으로 할 때, 지면에서 1미터 이상 높게

띄워진 양진당의 기단은 대청이 시작되는 부분의 기둥 앞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툇마루가 놓인 부분의 하부는 기단이 아닌 안마당 지면과 같은 높이이

다. 이러한 구조상 출입을 위한 툇마루는 처음부터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236) “仍舊貫如之何 惟苟完而已矣”

237) 문화재청, 『상주 양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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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상주 양진당 전면 첨하의 마루 구성

(左: 대청의 전면, 右: 동측 익사의 전면, (2018.06 촬영)

그림 5-30. 툇보가 없는 상주 양진당의 전퇴 상부가구

(문화재청, 『상주 양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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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통로로 사용되는 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세워진 기둥은 5량의

상부구조를 유지하면서 비대칭상부구조를 만들어낸 것과 유사한 너비의 첨하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용되었다.238)

상주 양진당은 전퇴칸에 기둥은 있지만, 툇보는 없는 미완적인 가구 구성

을 보인다. 그러나 전퇴칸의 기둥 상부에 도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로 부재를

두어 장연의 끝을 받치고, 그 앞으로 부연을 덧달아서 전면 쪽으로 훨씬 긴 지

붕 형태를 구성할 수 있었다. 종도리 열을 기준으로 할 때, 전면 쪽 지붕의 길

이는 5,191mm이고, 후면 쪽 지붕의 길이는 4,228mm이다. 임청각의 사례에서처

럼 전면과 후면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완전한 형태의 가구 구성이 없이도 어

느 정도의 비대칭 지붕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

주 양진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조정(趙靖, 1555-1636)이 임란으로 불탄 옛 집

을 복원하기 위해 1626년(인조 4)에 짓기 시작하여 1628년(인조 6)에 완성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07년에도 중수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제도는 임란 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239)

상주 양진당의 전면 퇴칸은 중수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

으나, 1808년 조학수(趙學洙, 1739-1823)가 찬한 <양진당중수기(養眞堂重修記)>

에는 부재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퇴칸의 제도를 바꾸었다

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240) 또한 대청 부분의 높은 기단은 전면으로 여유 공간

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았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 현

재의 상황과 같은 툇마루를 놓지 않고는 대청이나 방으로 직접 출입하기 어렵

다는 점은 전퇴칸이 건물을 처음 건립했을 당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높여준

다. 상주 양진당 툇마루의 폭은 1,534mm로 앞서 살핀 임청각 안채 툇마루의 규

모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상주 양진당은 툇보와 주심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연의 끝을 직접 받치는 툇기둥을 놓아 전퇴칸을 형성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

형식의 사례이다. 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부구조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5

량가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반 7량가를 만든 것과 유사한 너비의 툇마루 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241) 실제로 <양진당중수기>에서는 양진당의 상부가구를 오가

238) 배창현, 전봉희, ｢조선 중기 마루퇴 형성과 건축형식의 변화｣ ,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추계, 2018, p.252

239) 문화재청,『상주 양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p.49-51.

240) 문화재청, 위의 책, 2011, p.52

241)  배창현, 전봉희, ｢조선 중기 마루퇴 형성과 건축형식의 변화｣ ,『한국건축역사학

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추계.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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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五架屋)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전퇴칸을 완전한 형태의 구조 형식으

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242) 양진당 전퇴의 이 같은 구성은 조선 후기

주택의 정형화된 전퇴칸 구성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

다.(그림 5-32.)

5,191mm 4,228mm

그림 5-32. 상주 양진당의 비대칭 지붕구조

(문화재청,『상주 양진당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1, p.239, )

아래의 조선 중기 문헌을 통해서도 실내의 바닥을 높게 설치한 주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 내부로 출입하기 위해 계단과 툇마루를 이용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월은 1488년(성종 19)에 명의 사신으로써 조선을 방문하

였다. 이 기간 중 동월이 조선의 여러 풍경과 문물을 기록한 것이 ≪조선부(朝

鮮賦)≫인데, 아래의 문헌은 한양에 도착한 후 주택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 중

일부이다. 외국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탓에 이 문헌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주택의 형태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주택이 꺾음집의

형태였고, 사다리를 통해 올라간 후 ㄱ자로 꺾어서 방이나 대청에 접근하는 구

조였다는 것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이 주택에서도 상주 양진당과 유사한 형

태의 툇마루를 두어 이러한 출입 동선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42) <양진당중수기(養眞堂重修記)> 中, 基制則五架十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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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월(董越, 1430-1502), ≪조선부(朝鮮賦)≫ 中
부잣집은 모두 반원형의 기와(陶瓦皆)를 덮었다. 행랑(廡序)이 동서에 날개채로 

있고, 마룻대는 반대로 남북으로 있다. 벽은 모두 흙을 발랐다. 당침의 용마루는 

중간이 낮다. (당침은 모두 한 칸이다. 廡序는 세 칸이다.) 문은 모두 동쪽 행랑(東
序)의 마룻대를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간 후 꺾

어서 걸어가야 당침에 도달할 수 있다.243)(하략) 

툇마루를 통해 고상식(高床式)의 내부공간에 진입하는 동선을 가진 건물의

사례는 궁궐의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궁궐의 서재 건물로 이용되었던 창

경궁(昌慶宮) 숭문당(崇文堂)도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내부공간이 바닥에서 높

게 들어 올려져 있는 건물이다. 전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고, 툇마루의 양 끝

에 놓인 계단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출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숭문당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633년(인조 11)의 기록인 ≪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義軌)≫에 ‘숭문당 12칸을 수리하였다(崇文堂十

二間及修理)’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1616년(광해군 8) 광해군의 창경

궁 재건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4) 따라서 <동궐도>에 기록된 숭

문당의 모습은 조선 중기의 형식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궐도>의 묘

사를 통해 볼 때, 이때의 숭문당은 가장 우측의 한 칸에만 온돌방을 두고, 나머

지 칸은 마루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의 측면과 전 후에 모두

툇마루를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숭문당은 1830년(순조 30)에 화재로 소실되어 같은 해에 재건된 건

물이다. 따라서 광해군대의 목조 가구는 남아있지 않으며, 중간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 우에 온돌방을 둔 평면 형식도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입에 필요한 전면 툇마루만을 개방한 모습도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현

재의 숭문당은 2고주 7량가의 상부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전 후면의 퇴칸에는 툇

보가 걸려있다. 측면과 후면의 툇마루는 창호로 막혀있고, 전면은 개방되어 있다.

광해군대 숭문당의 툇마루 구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의 숭

문당에서는 보다 완결적인 구조를 갖춘 전퇴 형식을 갖추어 간 것으로 보인다.

243) 김영국 역,『국역 조선부』, 심미안, 2013, 72쪽의 해설을 바탕으로 역자가 저본으

로 사용한 북경대학 소장 주기초본(朱琦抄本, 1662년 필사본)의 아래 원문을 참고로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富則陶瓦皆, 而廡序之翼東西者棟反聳出於南北, 塗墍皆土, 而堂寢之位前後者脊反低下

於中間, 堂寢皆一間, 廡序及反三間,  門則皆循東序之棟, 設梯以升, 必矩步及可達於堂寢

244)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p.65-80.



216

그림 5-33. <東闕圖>에 표현된 숭문당(崇文堂)의 툇마루와 계단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1820년대 추정)

그림 5-34. 1830년 이후 재건된 숭문당의 전면 툇마루 구성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p.183,188)

안동 임청각(安東 臨淸閣)은 고성 이씨(固城 李氏)의 종택으로 조선 전기

의 문신 이명(李洺, 생몰년 미상)에 의해 1515년(중종 10)에 건립되었다. 이후

1600년, 1769년에 중수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구전이거나 추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245) 임청각은 처음에는 현재의 군자정(君子亭)만을 먼

저 지었고, 이명의 6째 아들인 이굉(李肱, 생몰년 미상)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

245) 문화재청,『安東 臨淸閣 正寢 君子亭 實測調査報告書』, 2001,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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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안동 임청각 안채 대청 부분의 평면과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 『安東 臨淸閣 正寢 君子亭 實測調査報告書(도판)』, 2001, p.206, 231)

면서부터 상시적인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살림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다. 이굉이 거주하면서부터 한때 사당까지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살림채는

임란으로 일부분이 소실된 후 17세기 전반에 고쳐 지은 것이지만, 임란 전 초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6)

임청각의 안채 대청부분은 오량가의 전면에 퇴칸이 붙은 반 칠량의 형식

이다. 전면으로 확장된 퇴칸의 폭은 1,545mm로 매우 넓은 편이다. 전퇴칸의 바

닥 높이는 안대청의 마루와 같다. 이렇게 전면으로 퇴칸을 달아 비대칭의 지붕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주택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

청의 상부가구가 후대에 수리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247)

그러나 임청각 안채 대청 상부구조와 같은 반 칠량의 구성은 조선 중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조선 중기 한성부 주택 유구의 초석 배열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반 칠량의 상

부가구를 두었던 형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형식은 앞으로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사례를 통해 더욱 정밀하게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7-20번지 일대의 조선 중기 문화층에서 발굴된 유

구 중 가장 규모가 큰 Ⅳ-1호 건물지는 대청 부분이 남향하는 ‘ㄷ자’ 형태이다.

이 건물지의 대청은 후면 부분이 현대 건축물의 지하 굴착으로 파괴되어 정확

246) 이종서,「안동 “임청각(臨淸閣)”의 건축 이력과 원형 가구(架構) 추정-사랑채와 안

채를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 Vol.25 No.2, 2016, p.32-33.

247) 이종서, 앞의 논문, 201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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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공평동 건물지의 비대칭 상부가구 추정 복원도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작도, 서울역사박물관,『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8, p.93)

그림 5-37. 비대칭 상부가구로 추정되는 공평동 건물지 

(서울역사박물관,『공평도시유적전시관』, 201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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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청진지구 발굴 유구 회첨부 기둥 구성의 두 가지 유형

(한울문화재연구원,『鍾路 淸進1地區 遺蹟Ⅰ』, 2011, p.181)

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건물지의 전체적인 규모와 남아있는 초석의 배열로 볼

때 측면의 규모가 2칸 반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248) 이중 반칸은 대청 전면으

로 형성된 전퇴칸으로 생각되는데, 그 폭은 해당 부분의 초석이 놓인 거리를 통

해 약 1,500mm 정도였으므로 임청각 안채 대청의 툇마루 폭과 매우 비슷한 규

모이다.(그림 5-36.)

한편, 서울 청진지구에서 발굴된 전퇴를 둔 형식의 건물지 유구 중 대청

부분의 상부가구가 3량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 중에는 회첨부에 기둥

을 둔 것과 기둥을 두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전체적으

로 회첨부에 기둥을 둔 것보다 기둥을 두지 않은 것의 수가 더 많다. 이 두 건

물지 유구의 회첨부 기둥의 존재 유무는 각각 상부가구의 형식에 따라 달라졌

던 것으로 생각된다.

248) 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公平 1‧2‧4 地區 遺蹟. Ⅱ』, 2017,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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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상부구조의 전퇴칸을 둔 유형은 조선 중기의 불전에서도 비교적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안동 개목사(開目寺) 원통전(圓通殿)의 가

구(架構)는 앞서 살펴본 안동의 임청각 대청 부분의 상부가구와 매우 유사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목사 원통전은 상량문을 통해 1459년(세조 3)에 처음

건립된 것이 밝혀졌다. 같은 천등산(天燈山) 영역에 위치한 봉정사(鳳停寺)의 경

우와 같이 임란의 전화(戰禍)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초창 당시의 형식에

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49)

개목사 원통전은 전체적으로는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측면 1칸은 개방된 전퇴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전의 내부공간은 측면 1칸

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불전이다. 내부공간의 상부가구는 고주가 없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전면의 퇴칸을 더하면 반 7량가의 비대칭 지붕구조로 되

어 있다. 전퇴칸의 폭은 1,380mm 정도이고, 내부공간과 같은 높이로 우물마루

가 설치되어있다. 퇴칸이 조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후면 공포의

양식적 특징에 근거할 때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50) 전면

퇴칸에는 내부공간에 사용된 것보다 직경이 작은 기둥이 사용되었는데, 기둥의

상부에는 주두가 있고, 주두 밑 부분에 익공이 있지만, 출목은 없다. 전퇴칸 기

둥 사이에는 창방이 없고, 첨차가 장여를 받치는 구조이다.(그림 5-39.)

그림 5-39. 안동 개목사 원통전의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 『개목사 원통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7, p.83-84.)

249) 문화재청, 『개목사 원통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7, p.83-84.

250) 조은경, 한주성,「불전 건축의 퇴칸 형성과 비대칭 가구 구성」,『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계획계 』, Vol.26 No.4, 2010,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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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맹씨행단 개목사 원통전 정수사 법당

조선 전기 15세기 조헌후기 추정

초익공 초익공 외 2 출목 익공계열 

표 5-6. 전퇴칸 익공의 형식 비교

이 건물의 보머리 부분 초각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전반적인 구성은 아산

의 맹씨행단 전퇴 부분에서 발견되는 초기적 형태의 익공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출목 익공계열의 정수사 법당이나 자혜사 대웅전의 전퇴칸 조성시기보

다는 좀 더 이른 시기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통전 전면의 퇴칸 건립

시기가 초창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현재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5-6.)

개목사 원통전의 전퇴칸 형성 시기가 불분명한 반면, 내부공간이 먼저 만

들어진 이후 전퇴칸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 중기 불전들의 사례들도 있

다. 강화 정수사 법당은 1423년(세종 5)에 초창된 후 1458년, 152년, 1586년,

1667년, 1689년에 총 6차례의 중창을 거쳤고, 1848년에도 중수한 기록이 있

다.251)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4칸이고, 측면 1칸은 개방된 전퇴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공간은 후열의 기둥을 배면 쪽으로 이주하여 불상 앞의 공간을 넓게

쓰는 형태의 전형적인 불전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전퇴칸에도 법당 내부와 같은

높이로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며, 툇마루의 폭은 1,835mm로 넓은 편이다. 전퇴

칸 상부의 공포는 법당의 후면과 같이 출목 익공계열 이지만 초각의 모양이 다

르기 때문에 조성된 년대 또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5-40.) 또한 해체

수리의 과정에서 전퇴칸과 법당 후면의 외목도리 이음 방식이 다른 것이 확인

되었는데, 이 또한 전퇴칸이 후대에 조성되었다는 근거가 된다.252)

정수사 법당의 전면에 퇴칸이 덧붙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251) 문화재청, 『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수리 보고서』, 2004, 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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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강화 정수사 법당의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 『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수리 보고서』, 2004, p.384, 408)

가설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첫째, 법당이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이는 지붕면의 비례를 조절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더하기 위

함이었다는 설이다. 둘째, 비나 눈으로부터 법당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퇴칸

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설이다. 셋째, 불전의 기능에 더해 다른 용도의 공간

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사찰의 중심 전각임에도 법당이라는 다

소 생소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불전임에도 불구하고 피난지로서의 강화도의 성

격에 맞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넷째, 조선 중기 유

불 조화론의 사상적 기반과 당시 사찰에서 유행했던 의례를 수용하기 위해 전

퇴칸이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불사의 방법으로 기존의 불전에

전퇴칸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유효했다고 보는 입장이다.253)

이러한 가설들은 불전에서는 전면에 툇마루를 두는 구성이 보편적이지 않

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는 개방형 전퇴의 구성이 특

히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묘 건축에서 절대 다수가 남아있는 현재의 상황에

252) 문화재청, 『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수리 보고서』, 2004, p.372

   전퇴칸의 외목도리는 통상적인 나비장이음의 방법에 퇴량에 직접 주먹장 맞춤을 한 

방법까지 추가되어 있는데, 조사자는 이러한 부분이 법당의 다른 위치의 외목도리와

는 달리 후대에 지어지면서 억지로 맞추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253) 앞의 세 가지 가설은 문화재청,『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수리 보고서』, 2004, 

p.369-370.의 서술을 정리한 것이고, 네 번째 가설은 조은경, 「조선 중기 사찰건축

의 변화」,『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추계. p.309-318.에

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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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퇴가 첨의 공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 발달되어 왔다는 측면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해석의 가능성

도 있다고 생각된다. 퇴칸의 마루나 첨하의 마루가 모두 전첨의 이용을 위한 건

축적 대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면, 전면의 첨에 마루를 설치한 불전의 사례를

개방된 전퇴칸이 등장하기 이전의 유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첨에 설

치된 마루가 현재까지 남아있거나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불전의 사례는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충남 서산의 개심사 대웅전, 충남 금산의 신안사 극

락전,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경북 의성 대곡사 대웅전에 있고, 북한에서는 평안

북도 영변군의 천주사 보광전(天柱寺 普光殿), 서운사 대웅전(棲雲寺 大雄殿),

태천의 양화사 대웅전(陽和寺 大雄殿), 평안남도 성천군의 심원사 보광전(心源

寺 普光殿), 개성 관음사 대웅전(觀音寺 大雄殿) 등이 있다. 또한, 불전 외에도

첨에 마루를 설치한 조선 중기 건축의 사례를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강당(紹修

書院 講堂), 전북 전주의 전주향교 명륜당(全州鄕校 明倫堂), 강원 강릉 해운정

(海雲亭), 경북 예천 야옹정(野翁亭) 등에서 고루 확인할 수 있다.254)

이와 같은 모습은 툇마루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과도기적 현

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대부분의 불전 내부공간 바닥형식

이 전돌에서 마루로 바뀌게 되면서 출입을 위한 중간적 공간인 첨에 설치한

마룻바닥은 그 쓰임이 점차 필요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을 신고 벗는 장

소를 보다 넓게 마련함으로써 출입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체를 해소하

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했을 것이고, 불전의 법회시에는 신도들이 앉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첨에 설치되었던 마루는 이후 점차

퇴칸으로 편입되며 보다 안정적인 공간과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조선 중기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툇마루가 보편화 되면서

당시의 일부 불전에도 툇마루를 덧달아낸 형식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의 자혜사(慈惠寺) 대웅전과 황해북도 황

주군의 성불사(成佛寺) 극락전은 조선 중기 불전에서 툇마루의 사용 경향이 특

정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자혜사 대웅전은 정수사 법당의 가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255)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1칸은 개방된 형태의 퇴칸으로

되어 있다. 대웅전의 내부공간은 후열에 기둥을 세운 전형적인 불전의 형식이

254) 첨에 마루가 활발히 설치되는 조선 중기의 경향은 4.2.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

므로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255) 조은경, 한주성, 앞의 논문, 2010,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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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자혜사 대웅전의 비대칭 상부가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전통건축-황해남도 2』, 2007, p.51, 56)

다. 후열의 기둥은 고주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배면 쪽으로 이주(移柱)하지 않

고 측면 기둥 열과 같은 정 위치에 놓여있다. 전면 퇴칸의 폭은 정수사 법당과

매우 비슷한 1,830mm이고, 내부공간보다 약간 낮은 높이로 우물마루가 깔려있

다.(그림 5-41.) 전면 퇴칸 상부의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계의 형식으로 보여

지는데,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송광사 국사전과 하사당의 공포 구성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6) 전퇴칸의 초석은 방형에 원형의 주좌(柱坐)를

두었는데, 이는 다른 부분에 원형의 초석을 사용한 것과 다르다. 또한 대웅전의

측면 기둥 상부에는 전퇴칸을 설치하면서 안초공이 절단된 부분이 발견된다. 이

러한 이유로 정수사 법당에서와 같이 전퇴칸은 대웅전이 먼저 세워진 후 나중

에 추가된 것으로 평가된다.257)

성불사 극락전은 이중의 기단 위에 놓여져 있는데, 전면의 퇴칸은 첫 번째

기단의 위에 조성되어 있어 극락전의 내부공간에 설치된 기둥과 놓인 위치가

다르다. 극락전의 내부공간은 기둥이 없는 5량가로 이루어져 있다. 전퇴칸의 폭

은 6척 정도이고, 마루는 자혜사 대웅전에서처럼 내부공간보다 약간 낮게 설치

되어 있다. 전퇴칸 상부의 공포는 평방 위에 주두를 올린 후 외1출목, 내2출목

을 둔 다포계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심포 형태로 구성된 후면의

공포와는 다르기 때문에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성불사 극락전은

1327년 창건되었고, 조선 중기에 중수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확실치는 않다. 다

256) 국립문화재연구소,『북한의 전통건축-황해남도 2』, 2007, p.15

257) 조은경, 한주성, 앞의 논문, 2010,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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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성불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공포 (左: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十二』, 1932, 右: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18061) 

그림 5-43. 성불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측벽가구 (左: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十二』, 1932, 右: 예산군 국가지정문화재정보) 

만 조선고적도보에 남아있는 측벽가구의 사진을 볼 때, 화반동자를 사용한 것

과, 측면 중심 기둥의 모습, 공포의 형식 등에서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는 다르

지만, 수덕사 대웅전과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5-42, 그림 5-43.) 수덕사

대웅전의 건립 년도가 1308년(충렬왕 34)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성불사 극락

전도 이와 같은 14세기의 건물로 생각된다. 이후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총

독부에 의해 완전 해체수리가 시행되었는데, 전퇴칸의 조성 년대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전면의 퇴칸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258) 극락전은 이후 한국전쟁으로

258) 杉山信三 編, 『韓國古建築の保存-浮石寺·成佛寺修理工事報告』, 韓國古建築の保存

刊行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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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성불사 극락전 단면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완전히 소실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강화 정수사 법당, 신천 자혜사 대웅전, 황주 성불사 극락전은 전면으로

퇴칸을 덧붙여 공간을 확장하고 마루를 깐 불전의 사례들이다. 이들의 건립년대

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퇴칸이 추가되며 비대칭의 지

붕구조가 형성된 시점은 각각 다르다. 이를 통해 불전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자

했던 의도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 이후

로도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시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규모가 가장 작은 개

목사 원통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6척 이상으로 툇마루 폭을 넓게 확보하였으며,

내부공간과 툇마루의 사이에는 창호를 설치하여 구분하였다. 지붕은 모두 전면

으로 긴 형태의 비대칭 구조를 형성하기에 수월한 맞배지붕의 형식이라는 공통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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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목사 원통전 정수사 법당 자혜사 대웅전 성불사 극락전

건립년대 15세기 15세기 16세기 중건 14세기

전퇴칸 형성 시기 조선 전기 추정 조선후기 추정 15세기 중반 조선후기

위치
경상남도 

안동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황해남도 

신천군

황해북도 

황주군

법당 내부가구 무고주 5량
무고주 5량

(후열 이주)

무고주 5량

(후열 정치)
무고주 5량

지붕 형식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전퇴칸 공포 형식 초익공 2출목 익공 1출목 익공 다포(외1내2)

툇마루의 폭(mm) 1,380 1,835 1,830 1,800

표 5-7. 비대칭 지붕을 둔 불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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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비대칭 지붕구조의 다양화

퇴량형 3량가는 퇴량의 길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툇마루 공간의 폭을 여

유롭게 확보하면서도 내부공간 상부의 대들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량과 같은 높이에서 대들보가 설치되기 때문에 내부공간의 높이

도 툇마루와 같아지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상부가구의 구성은 퇴량형 3량가와

유사하지만 퇴칸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비대칭 지붕 구조가 나타나는 유형은

내부 공간을 보다 높게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측면에서 비대칭 지붕구조의 4량가는 퇴량형 3량가의 구성에서 퇴량과 대들

보의 높이를 차별적으로 설치한 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조

선 중기의 비대칭 지붕 구조를 둔 퇴량형 3량가는 기존의 퇴량형 3량가에서 툇

마루와 내부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간도리가 도리를 직접 받치는 위

치로 이동된 모습을 보인다.

퇴량형 3량가의 유형 비대칭 지붕의 4량가 유형

그림 5-45. 퇴량형 3량가와 비대칭 지붕 4량가 유형의 구조적 유사점

전라남도 해남(海南)의 녹우당(綠雨堂) 안채는 이와 같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녹우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인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의 고택으로, 해남윤씨 가의 종가이다. 고택은

해남읍에서 약 4km 떨어진 연동리(蓮洞里)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ㅁ자형’을 이루는데, 전남지역에서는 그 사례가 드물다. 이 외에 대문간채를 포

함한 행랑채 2채와 곳간채 및 가묘와 고산 윤선도 및 어초은 윤효정(尹孝貞,

1476-1543)의 별묘로 구성된다. 녹우당은 16세기에 지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있

으나, 윤선도의 행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주로 제사(祭舍)로서 기능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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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녹우당의 안채가 살림채로 활발하게 이용된 것은

18세기 이후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緖, 1668-1715)가 낙향한 이후일 것으로 알

려진다.259) 그러나 녹우당의 안채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구옥을 개수한 것

때문인지, 18세기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는 공재고택(恭齋古宅)과는 형식

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

녹우당 안채는 종도리를 중심으로 정면 주심도리까지의 거리는 2,500mm

이고, 후면 주심도리까지의 거리는 2,100mm이다. 전면과 후면의 주심도리까지

의 거리가 다른 것은 이 건물의 상부가구가 전면 쪽으로 중도리를 둔 것과 유

사한 4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도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도리의 위에서 서까래가 분절되어 장연과 단연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이

건물의 경우에는 장연과 단연의 구분이 없고, 중도리의 위치에 있는 도리도 상

부의 서까래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고 떠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260) 따

라서 이러한 유형은 앞서 살핀 퇴량형 3량가의 간도리의 위치가 서까래의 높이

까지 이동된 변형으로 보여 진다. 종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수평거리는

1,200mm 이고, 중도리에서 주심도리까지의 수평거리는 1,300mm가 되어 하부에

같은 폭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퇴량형 3량가에 비해 간도리의

높이가 올라간 만큼 대들보를 높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공간도 비교적

높은 천정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종도리로부터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도

리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 지붕의 물매 차이가 심한 편이다.

반면, 공재고택의 안채는 보다 완전한 형태의 비대칭 지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종도리로부터 전 후면으로 1,545mm떨어진 위치에 각각 중도리와 주심도

리를 설치하였고, 전면으로만 중도리 앞으로 1,215mm 떨어진 위치에 주심도리

를 두고 하부에 같은 폭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상부가구는 퇴

량형 3량가와는 달리, 보다 완전한 형태의 반 5량가의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생

각된다. 전면 쪽으로만 둔 중도리는 직접 상부의 서까래를 받치고 있으며, 장연

과 단연으로 분리하여 걸었다. 두 주택의 상부가구의 차이는 본채와 날개채가

만나는 회첨부분의 서까래 높이에서도 확인된다. 녹우당의 경우 본채의 서까래

끝단 높이가 날개채보다 높은 반면, 공재 고택에서는 본채와 날개채의 서까래

끝단 높이가 일치하여 보다 완결적인 형태의 구성을 보인다.

259) 전봉희,「海南 尹氏 家의 住宅經營에 관한 硏究」,『大韓建築學會論文集』, Vol.12 

No.11, 1996, p.103-104.

260) 최정미, 천득염, ｢해남윤씨(海南尹氏) 주거건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

축역사연구』, Vol.27 No.3, 2018,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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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1,545 1,545

그림 5-46. 해남 녹우당 안채(上) 해남 공재고택 안채(下)의 비대칭 상부가구

(최정미, 천득염, 앞의 논문, 2018, p.80의 도면을 재구성)

경기도 구리시의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자리 잡았다가 17세기 후반에 지

금의 위치에 이건된 것으로 알려진 여주 영릉 재실(驪州 寧陵 齋室)에서도 툇마

루를 설치하기 위해 비대칭 지붕구조를 설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재

실은 참봉이 머물고, 재계하는 곳으로 산릉에서 이루어지는 길례(吉禮)를 준비

하는 공간으로, ≪(仁宣王后)山陵都監儀軌≫에는 참봉청(參奉廳)으로 표기되기도

했다.261) 이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인데, 정면의 구성은 좌

측에서부터 1칸의 광, 2칸의 온돌방, 2칸의 대청, 1칸의 온돌방 순으로 되어있

다. 측면의 구성은 2칸의 온돌방 전면에만 툇마루를 두었고, 나머지 공간은 구

분 없이 보방향의 공간을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재실의 상부가구는 위치에 따

라 구성에 차별을 두었다. 전면에 툇마루를 둔 부분은 전면으로 퇴칸을 달아낸

261) 문화재청,『驪州 孝宗 寧陵齋室 精密測調査報告書』, 2010,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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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량가의 구성과 유사하게 대들보와 퇴량으로 구성된 반면, 대청부분의 상부가구

는 대들보와 종보를 겹으로 두었다.

그림 4-47. 여주 효종 영릉재실의 차별적인 보 구성 

(문화재청, 『驪州 孝宗 寧陵齋室 精密測調査報告書』, 2010, p.128)

이 건물의 상부가구가 이처럼 복잡한 구성이 된 것은 온돌방의 전면에 설

치된 툇마루의 구성이 건물의 전체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에서 툇마루가 설치된 부분은 온돌방 전면의 2칸으로 일부이지

만, 그 폭은 1,381mm로 넓은 편이다. 종도리와 후면 주심도리 사이의 수평 거

리는 1,186mm이고, 전면 쪽 중도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1,282mm로 100mm가

량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툇마루를 설치한 전면 쪽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의 수평 거리가 가장 멀다. 이 건물의 툇마루가 평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적인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건물

의 종도리는 지붕면의 구성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종도리의 위치와 지붕면의 용

마루 위치는 약 600mm 가량 어긋나 있고, 높이에서도 약 1,420mm의 차이가

있다. 이는 지붕 구조의 불완전한 비대칭적 구성을 밖에서는 노출시키지 않으면

서 적절한 지붕의 물매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지붕면의 용마루는

전 후면 서까래 끝단부터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전면에서 2,900mm,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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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43

2,900 2,720

928 1,372 1,224

그림 5-48. 여주 효종 영릉재실의 툇마루와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 앞의 책, 2010, p.307, 311)

면에서는 2,729mm 떨어져 거의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과

후면 지붕의 물매에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 전면 쪽으로 보다 완만한 경사

를 보인다.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西新面)에 위치한 정시영 고택(鄭時永 古宅) 안채

에서도 비대칭 지붕의 4량가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택이 위치한 궁평리(宮

坪里)는 초계정씨(草溪鄭氏)의 후손들이 조선 시대에 본관인 경남 합천 일대에

서 이동하여 경기도 용인과 안성 일대에 이주하였다가 옮겨온 집성촌이기도 하

다. 문화재 지정 당시의 소유자 이름에 따라 정용채 가옥으로도 알려져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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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고택을 건립한 정시영(鄭時永, 1841-1905)의 이름에 따라 공식적인

명칭이 변경되었다.262) 고택은 ‘ㄷ자형’의 안채에 ‘ㅡ자형’의 사랑채, 대문간채,

행랑채에 연결되며 전체적으로는 ‘ㅁ자형’ 두 개가 연달아 놓여있는 ‘曰자형’의

배치를 이룬다. 대문간채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는 사랑마당

이 나오고,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채와 행랑채로 형성된 안마당 영역이 있

다. 고택의 건립 시기는 솟을대문에 남아있는 상량문에 의해 1887년으로 밝혀졌

으나, 안채는 이보다 조금 이른 1850년경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이후 1990년대에 완전 해체보수를 거친 것이다.

900 1,230 1,020 1,560 990

그림 5-49. 화성 정시영고택 안채 좌측 날개채의 툇마루와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58-화성 정시영고택』, 2018, p.189, 193)

고택의 안채는 본채와 날개채가 조합된 ‘ㄷ자형’으로 되어있다. 안마당에서

살펴보면, 대청은 정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날개 채 쪽에는 모두 방과 부엌

이 있다. 본채의 상부가구는 5량이고, 정면에서 볼 때 좌측편의 날개채는 대청

의 반대편으로 툇마루를 둔 4량, 우측편의 날개채는 3량으로 되어 있다. 좌측편

의 날개채는 대청 쪽의 안마당 쪽이 아닌 뒷마당 쪽으로 툇마루를 두었다. 부엌

의 출입문 역시 뒷마당 쪽에 설치하였는데, 이 때문에 안마당은 매우 폐쇄적인

구성이 되었다. 이 건물의 종도리에서 후면 주심도리까지의 수평거리는

1,560mm이고, 전면 쪽의 주심도리까지는 2,250mm로 전면이 후면보다 690mm

262)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58-화성 정시영고택』, 2018, 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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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게 되어 있다. 전면 쪽으로는 툇마루의 폭에 맞추어 중도리를 두었고, 장

연과 단연으로 서까래를 구분하였다. 종도리에서 전면 쪽 중도리까지의 수평거

리는 1,020mm이고, 중도리에서 툇마루 상부의 주심도리까지는 툇마루의 폭과

같은 1,230mm이다. 상부의 지붕 용마루가 놓인 위치는 종도리 열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붕 역시 전면 쪽으로 더 긴 형태이다. 툇마루 상부에 툇보를 걸지 않

고, 보방향의 짧은 부재를 두어 기둥 상부의 도리를 고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구성이다.

개심사에 위치한 요사채에서도 지붕은 대칭으로 구성하였지만, 전면의 툇

마루 구성을 위해 퇴량형 3량가가 변화된 4량가의 형식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 건물은 대웅전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데, 부엌과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면 5칸 중 2칸을 부엌으로, 나머지 3칸을 온돌방으로 사용한다. 온돌방의

전면으로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종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하나의 도리를 더

두었지만, 장연과 단연으로 서까래를 구분하지는 않았다.263)

1,950 1,950900
1,300 600

900

그림 5-50. 개심사 요사채의 비대칭 상부가구

(문화재청,『開心寺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2001, p.516, 518)

263) 문화재청,『開心寺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2001, p.212 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

로 이 건물의 구조를 3량가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량가의 구분은 서까래

를 받치는 도리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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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선 후기 첨과 퇴 구성의 정착

5.3.1. 개방형 퇴칸을 둔 1고주 5량가의 정착

건물의 전면 쪽으로 고주를 두는 1고주 5량의 상부가구에서는 툇마루의

폭이 고정된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세기 이후로는 주택의 전퇴 구

성에서는 툇마루와 내부공간의 합리적인 조절을 위해 그 사례수가 점차 줄어드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 형식은 고주 열을 이용해 창호나 벽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구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두어 의

례의 과정에서 필요한 첨 공간을 넓게 확보해야 하는 사묘 건축의 구성에는 유

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상부가구에 도리를 다섯 개 두는 5량의 형식

은 예제건축(禮制建築)의 규범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다. 그러나 건물의 중

도리 밑에 놓이는 고주는 중국에서 기원한 의례의 원형적 공간인 당(堂)에 필수

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기둥인 영(楹)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반드시 상고(詳考)해야 하는

오가옥(五架屋)의 형식은 1고주 5량가를 선택했던 조선시대 사묘 건축의 상황에

맞게 해석되기 위해 여러 논의를 만들게 되었다.

당(堂)의 위에는 동쪽과 서쪽에 영(楹)이 있다. -영은 기둥[柱]이다. 옛날에는 실(室)

을 지을 경우에 담을 쌓아서 터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지붕을 만들었는데, 오직 당 

위에만 두 개의 영을 설치할 뿐이었다. 영은 대개 앞쪽에 있는 미(楣)의 아래에 

설치한다. 살펴보건대,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이르기를, “양(梁) 위에 있는 영

을 절(梲) 이라고 한다.” 하였다. 절은 주유주(侏儒柱) 이고, 양은 미(楣)이다. 주유

주는 양의 위에 있다. 그런즉 영은 미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264)

조선 중기의 예학자 김장생(金長生, 1548-1631)이 기록한 위의 문헌은 중

국에서 기원한 의례공간의 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담을 쌓아서 터를 만

든 다음 그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는 말은 후면과 좌 우의 측벽을 조적식의 벽

으로 구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5개의 도리는 측면의 조적벽

위에 올라가게 되고, 전면에는 영으로 지칭한 기둥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영은

264) ≪沙溪全書≫, 제23권, 家禮輯覽(圖說) 中

   堂之上，東西有楹。楹柱也。古之築室者，以垣墉爲基，而屋其上，惟堂上有兩楹而已。

楹之設，蓋於前楣以下。按，≪釋宮≫，梁上楹謂之梲，梲，侏儒柱也，梁，楣也。侏儒

柱在梁之上，則楹在楣之下，又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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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앞쪽에 있는 중도리(楣)의 아래에 있다고 할 뿐 명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못하였다. 김장생이 영이라고 지칭한 기둥의 위치를 상부의 도리 열에 맞추어

정확히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이아≫의 규범에서는 보(梁)를 경계로 상부와 하

부의 영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에 있다. 보의 상부에서 중도리를 받치는 부분의

영은 절(梲)인데, 절은 ≪영조법식≫에서 말하는 주유주(侏儒柱), 즉 한국 건축

의 동자주와 쓰임이 같은 부재이다. 즉, 중도리를 받치는 부재는 보 상부의 동

자주였고, 보의 하부 기둥은 영이었으므로 영은 고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계전서≫의 오가도에 표기된 영의 위치는 이와 같은 영의 규범적 위

치가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전옥(殿屋)과 하옥(廈屋)으로 구분된 <삼대

궁려도(三代宮廬圖)>에도 영의 위치는 건물의 전면 쪽 중도리(前楣)와 주심도리

(前庋)의 중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51.)

그림 5-51. 김장생의 전옥·하옥(殿屋·廈屋) 오가도(五架圖)

(≪沙溪全書≫, 제23권, <家禮輯覽圖說>) 

이러한 김장생의 해석은 중국의 고제(古制)가 보 하부의 영을 이주(移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례(古禮)에서 규정한 건물의 구조는 선진(先秦) 시대의 벽식(壁式) 혼합의 목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당대 조선의 사묘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가구의

유형은 내력벽을 사용하지 않는 1고주 5량이었다.265) 이러한 이유로 김장생은

265) 전봉희, 이강민,『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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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보를(梁) 중도리(楣)와 같다.”라는 뜻으로 서둘러 해석한 후 영을 중도

리를 직접 받치는 기둥이라는 결론을 낸다. 즉, 고주를 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

에 발생한 오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규범적으로 규정된 영의 위치는 실제 건

축유형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고, 곧 당시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에 있

던 신식(申湜, 1551-1623)과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논의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양영(兩楹)이라고 한 것은 당(堂)의 두 기둥(柱) 사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도리

[楣]를 받친 두 기둥 사이라고 한다면 전면의 도리[前庋]을 받치는 두 기둥 역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옥의 제도는 동서로 다섯 칸에 남북

으로 네 칸으로 하여, 방은 후면의 중도리(後楣)와 후면의 주심도리(後庋) 사이에 

있어야 하고, 후면의 중도리에서 종도리(棟)까지와 종도리에서 전면의 중도리(前
楣)까지에 걸쳐 놓는 두 개의 대들보(大栿)가 있어야 하니, 이 두 대들보의 머리가 

곧 두 기둥을 세우는 곳입니다. 전면의 중도리에서 전면의 주심도리까지의 한 칸

에 어찌 기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굽은 들보(曲栿)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

다면 기둥은 모두 네 개가 됩니다.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근거가 없어서 마땅히 세 칸을 걸쳐 놓는 두 개의 대들보를 

전면 중도리의 밑에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무릇 양영의 사이는 행사가 매우 많고 

또 영(楹)은 내영과 외영의 구별이 있으니, 그렇게 할 경우 영의 안은 있고 영의 

밖은 없다는 것 역시 부당할 듯합니다. 자세히 상고하여 답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사 신식- 266)

신식이 오가옥제도(五架屋制度)에서 전제했던 유형 역시 김장생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옥의 제도를 언급한 부분에서 후면의 중도리(後楣)와 전

면의 중도리(前楣)사이를 잇는 것을 대들보(大栿)로 보았고, 이 대들보의 머리

부분이 양영(兩楹)이 세워지는 곳으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영은 곧 중도리를

곧바로 받치는 고주(高柱)였던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면으로 굽은 들보

(曲栿)로 표현한 툇보와 툇보를 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 열이 필수적이었다. 문

제는 고주와의 사이에서 툇보를 전면에서 지지하는 기둥이 또다시 영과 같이

2006, p.118

266) ≪沙溪全書≫, 제35권, 疑禮問解, 通禮, 祠堂 中

   且兩楹之稱。指堂中中間兩柱而言。謂柱楣之兩柱也。則前庋所柱之兩柱。亦不可無當。

奈何耶。大槩廈屋之制。東西凡五間。南北凡四間。房室當枉後庋後楣之間。而自後楣至

棟。自後楣至棟。自棟至前楣。當有通二間之兩大栿。栿頭卽兩楹所立之處。自前楣至前

庋之一間。亦豈可無柱乎。亦當有曲栿。然則拜爲四柱。此爲可疑也。若曰。立四柱無

據。當用通三間之兩大栿。竪之於前庋之下云。則凡兩楹間。行事甚多。又有楹內外之

別。若爾則有楹內而無楹外。亦似不當。詳考見示爲望。申知事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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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양영이 두 번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의례의 위치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의 독점적인 의미는 사라지게 된

다.267) 지사 신식이 영 안(楹內)과 영 밖(楹外)으로 표현한 것처럼, 유교 의례에

서 영의 열(兩楹間)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따라서 1고주 5량의 상부가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의 위치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간

적인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해석을 필요로 했다.

 

전옥과 하옥의 제도는 후면 주심도리(庋)부터 전면 주심도리(庋)까지 통틀어 다섯 

개의 가구에 하나의 큰 대들보(樑)를 올려놓고, 대들보 위에는 남북으로 각각 짧

은 기둥(短柱)을 세워서 앞뒤의 가구(架)를 받치는 것이니, 두 기둥만을 세우는 것

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례≫ 및 하씨도(河氏圖)와 ≪주자대전≫의 석궁(釋宮)에

도 보이므로 다시 의심할 것이 없거니와, 영 밖(楹外), 처마 밑(簷下)과 계단 위(階
上)에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 행사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268)

 이어지는 김장생의 답변은 중국의 전 하옥제에서의 영을 조선의 1고주 5

량의 제도에서 어떤 기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신식의 의문에 대해

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다만, 영외의 첨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 행사에 문

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대화를 마쳤다. 김장생의 관점에서는 고주를 영으로

보는 것이나, 고주 앞의 퇴주를 영으로 보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연한 답변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방형 전퇴칸을 둔 1

고주 5량의 유형에서는 전퇴의 부분까지 첨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

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영을 세우는 공간은 당이라는 상징적 공간인데, 개방

형 전퇴칸을 둔 1고주 5량의 상황에서는 첨하가 당에 해당한다. 또한 이 공간은

지붕이 덮여 있고, 상징적 의미에서 영을 갖추고 있으니, 의례를 행하는 데 부

족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장생의 <견의례방통도(見儀禮旁通圖)>가 장혜언(張惠言, 1761-1802)의

고증으로 대표되는 청대(淸代)의 의례도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양영(兩楹) 대

신 전첨(前簷)의 표기를 도설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그림 5-52.) 1고주 5량의

구성에서는 고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었지만, 다른

267) 전봉희, 이강민, 앞의 책, 2006, p.118

268) ≪沙溪全書≫, 제35권, 疑禮問解, 通禮, <祠堂> 中

   殿屋廈屋之制。自後庋至前庋。通五架一大樑。上南北各立短柱。以擎前後架。則只立兩

柱明矣。見於儀禮及河氏圖與朱子大全釋宮設。㪅無可疑。楹外檐下。階上裕餘地。亦可

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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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고주 열을 이용해 손쉽게 창호나 벽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퇴칸을 개방하기에 유리했다. 이 때문에 전첨의 공간을 연장하여 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과는 다른 한국 건축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유교 의례의 규범

적 동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었다.(그림 5-53.)

그림 5-52. 左:김장생의 <見儀禮旁通圖>, 右: 장혜언의 <鄭氏大夫士堂室圖>

(≪沙溪全書≫, 제13권, 경서변의(經書辨疑), 或問 / ≪張皇文儀禮圖≫, 제34권 2책)

그림 5-53.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 구성과 무고주 5량 구성의 전첨 공간 비교

(左: 영천향교 대성전, 右: 강릉문묘 대성전)

이와 같은 이유로 전첨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1고주 5량의 구성은 조선

시대 사묘건축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고제에서와 같이 고주를 두지 않으며, 따라서 개방형 전퇴를 갖지 않는 5량

의 구성도 여전히 존재했다. 보물로 지정된 전국의 5개 대성전 중 경주와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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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대성전은 개방형 전퇴가 없으며, 서울 문묘와 강릉, 장수, 나주 향교의

대성전은 개방형 전퇴가 있는 유형이다. 전국의 향교 대성전 중에서는 대략 개

방형 전퇴를 두는 사례가 없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인다.269) 전면

의 퇴칸을 개방한 것을 한국 건축에서는 개방형 전퇴칸(退間)이라고 하는데, 개

방형 전퇴칸을 가진 사묘 건축은 전체 사례의 약 3분의 2에 달할 만큼 보편적

이기 때문에 퇴칸형 사묘건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270)(표 5-8.)

구분 향교 대성전 서원 사당 가묘 합계

전퇴가 있는 

유형의 수
114(69%) 21(63.6%) 28(93.3%) 163(71.4%)

전퇴가 없는 

유형의 수
51(31%) 12(26.4%) 2(6.7%) 65(28.6%)

합계 165 33 30 228

*배창현, 『조선시대 전각의 바닥형식과 마루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16-19세기 기록화의 공간 이용모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24, 94, 99의 조사 내용을 재구성

표 5-8. 조선시대 사묘건축의 개방형 전퇴 설치 비율

퇴칸형 사묘 건축의 대표적인 유형은 조선왕조의 국가적 사당시설인 종묘

(宗廟) 정전(正殿)을 비롯해 문묘나 향교의 대성전(大成殿), 서원의 사당(祠堂),

진전(眞殿) 또는 영당(影堂), 가묘(家廟)에서 고루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종묘(宗廟) 정전(正殿)은 1395년(태조 4)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와

중건(重建)을 거쳤고, 임란으로 소실된 이후 재건(再建)된 이후에도 수차례 규모

가 확장되어 현재에 이른다.271) 전면의 첨과 퇴 공간은 제례(祭禮)시 행례의 동

선과 대기 장소로 사용되고, 평소에 신주를 봉안하는 감실(龕室)을 둔 내부공간

은 제수를 진설하고 제례를 집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상(像)을 봉안하는 사묘 건축의 유형인 영전(影殿)이나 영당(影堂)의 경우

에도 전면의 한 칸을 비워 첨을 넓게 활용하는 개방형 전퇴의 형식을 적극적으

269) 배창현, 『조선시대 전각의 바닥형식과 마루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16-19세기 

기록화의 공간 이용모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24

270) 전봉희, 이강민, 『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17

271) 문화재청, 『종묘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89, 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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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종묘 정전의 개방형 전퇴

(문화재청, 『종묘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89, p.178)   

그림 5-55. 종묘 제례시 전면의 첨과 퇴, 내부공간의 이용 모습

(문화재청, 『세계유산 종묘(宗廟)』, 2009, p.33, 40)  

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존하는 소수의 영당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

들이며, 전면의 한 칸을 비운 형식이다. 영당이 활발하게 지어지기 시작했던 조

선 중기에는 전면을 비우지 않은 형식도 존재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이러한 형식이 보편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당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대부

분의 경우 사대부들이었다.272) 영정(影幀)과 같은 상(像)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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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전통과 예제에 충실히 따른 사묘건축의 종류로 볼 수는 없지만, 행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의 첨과 개방된 퇴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당의 건립과정을 기록한 당대의 문헌을 통해 영당 형식의 변

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56. 개방형 전퇴를 둔 영전(影殿)의 사례, 화령전 운한각

(사진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안동지역 영당의 건립 기록을 담은 ≪사빈지(泗濱誌)≫,≪분강서원창원일

기(分江書院創院日記)≫,≪봉강영당영건일기(鳳岡影堂營建日記)≫등은 각 영당의

건립과 이건 과정, 봉안의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중 1699년에 건립된

이현보(聾巖 李賢輔, 1467-1555)의 영당인 향현사(鄕賢祠)에 관한 기록인≪분강

서원창원일기≫에는 영당 초석이 모두 10여 덩이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73)

십여 개의 초석을 놓은 영당의 규모는 약 여섯 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당 3칸이라는 고례(古禮)에 따라 사묘건축의 정면 칸수는 대개 3칸인 경우가

가장 많다.274) 이러한 예에 따라 정면 칸수를 3칸으로 추정해 놓고 보면, 10여

개의 초석을 가진 건물은 전퇴가 없는 측면 2칸의 구성이었을 확률이 가장 높

다. 반면, 1805년에 안동에 건립하고 1861년에 춘양으로 이건(移建)된 감고당 권

희학(感顧堂 權喜學, 1672-1742) 영당에 관한 기록인≪봉강영당영건일기≫에는

영당의 총 규모가 6칸이고, 12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275) 6칸의

272) 배창현, 전봉희, 「문헌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지역 영당(影堂) 건립의 성

격」,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추계. p.97 

273) ≪分江書院創院日記≫, 1699년 9월의 기록 中, 용사의 승도를 투입하여 초석 십여 

덩이를 놓았다. 龍寺僧徒入礎石十餘塊

274) 전봉희, 이강민,『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103 

275) ≪鳳岡影堂營建日記⟫, <移建日記> 中,  

   1862년 3월 29일의 기록 中, 묘제도 여섯 칸과 신문 세 칸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圖

示廟制六間。神門三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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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향현사(鄕賢祠) 봉강영당(鳳岡影堂)

건립년대
1699 건립, 

(1868훼철, 현재의 서원1967복원)

1805 건립, 1866 이건

(훼철년도 및 현재의 영당 

건립년도 미상)

봉안초상
농암 이현보 초상

(1537년 제작)

화원군 권희학 영정

(1728년 이후 제작) 

영당규모 초석 10여괴 6칸, 초석 12개

평면형식

(추정)

비고 전퇴 없음 개방형 전퇴

*배창현, 전봉희, 「문헌자료를 통해 본 조선후기 안동지역 영당(影堂) 건립의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추계. p.101 추정 평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5-9. 조선 중‧후기 안동지역 영당의 형식 변화 

그림 5-57. 개방형 전퇴를 둔 조선 후기 영당의 사례

(左: 두곡영당, 1883 건립, 右: 관가정 영당, 19세기 건립)

규모에 12개의 초석이 사용되었다면, 개방형 전퇴가 있었을 확률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5-9.) 실제로 영남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영당도 이

처럼 개방형 전퇴를 갖춘 형식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1862년 4월 13일의 기록 中, 초석 열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틀 만에 마쳤다. 石礎十

二介。二日而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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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를 사용하였지만, 개방형 전퇴칸을 두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주향교

(驪州鄕校) 대성전(大成殿)은 1고주 7량가의 상부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주

열을 기준으로 내부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의 퇴주 열에 창호와 벽을 설치

하였다. 전국의 대성전 가운데 여주 향교와 같이 내부공간의 전열에 기둥을 두

는 다른 사례는 없다.276)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원래는 개방형

전퇴를 둔 1고주 7량의 구성이었으나 아마도 건물을 옮기거나 고쳐 지으면서

고주 열에 위치했던 창호와 벽을 전면으로 물려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58.)

그림 5-58. 고주를 두었지만, 개방형 전퇴가 없는 여주향교 대성전. 툇보가 

대들보보다 높은 위치에 결구되어 있는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왕들의 친모(親母)였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의 신위를 봉안한 칠궁

(七宮)은 사묘 건축에 1고주 5량의 형식을 선호하는 태도가 조선 후기에까지 지

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칠궁은 영조(英祖, 1724-1776)의 친모 숙빈최씨(淑嬪崔氏,

1670-1718)를 모신 묘에서 시작된다. 이후 육상묘(毓祥廟), 육상궁(毓祥宮)으로

그 명칭과 위상이 변화되었고, 1908년(융희 2)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왕 또

는 추존왕의 사친(私親)을 모신 다섯 사당이 옮겨오면서 육궁(六宮)이 된 이후

최종적으로 영친왕(英親王, 1897-1970)의 생모인 순비엄씨(淳妃嚴氏)의 사당까지

276) 전봉희, 이강민, 앞의 책, 2006,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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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설되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277) 칠궁의 모든 사당 건물은 1고주 5량의 상부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면의 퇴칸까지 내부공간과 같은 마루가 설치되

어 있다.(그림 5-59.) 이러한 모습은 의례공간에도 툇마루의 쓰임이 확대되어갔

던 조선 후기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5-59. 1고주 5량 상부가구와 개방형 전퇴에 마루를 설치한 毓祥宮

(文化財廳, 『七宮의 沿革 및 修理工事報告書』, 2000, p.68, 70)

277) 文化財廳, 『七宮의 沿革 및 修理工事報告書』, 2000, 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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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가묘 보급을 통한 퇴량형 3량가의 정착

퇴량(退樑) 또는 툇보는 보통 5량 이상의 구조에서 고주와 연결되어 퇴칸

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부재이다. 주로 퇴칸에 설치되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기

도 한 것처럼, 퇴칸의 상부가구에는 필연적으로 툇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278) 따라서 기둥의 구성만으로 평면상에서 퇴칸과 주칸의 구분이 나누어지지

않는 3량가의 구성에서는 일반적으로 퇴량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고주를 사용하지 않는 3량 중에도 퇴량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샛기둥을 사용해 보방향의 공간을 분할해 툇마루를 설치하는 유

형보다 넓은 툇마루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툇마루의 상부에는 툇보를 사용하

기 때문에 대들보의 용도로 이전처럼 큰 부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

적인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대부분의 주택 대청 부분의 상부가구는 3량 보

다는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5량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진다. 실제로 국가지정문화재 이상 급 조선시대의 주택 안채와 사랑채의 꺾음부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5량의 몸채와 3량의 날개채가 조합되는 상부가구의 조합

과 회첨부의 후면으로 추녀를 두는 팔작지붕의 구성이 조선 후기로 살수록 선

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79) 이러한 유형적 변화의 경향은 3량 보다는 5량

으로 대청 상부가구를 구성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몸채와 날개채 모두 3량의 상부가구를 사용하고, 꺾음부에 추녀를 사용하

지 않는 구성은 주로 조선 중기 이전의 주택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

들은 몸채와 날개채의 도리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엇도리 연결방식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반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몸채는 5량, 날개채는 3량으로 구성하고

꺾음부에 추녀를 사용하며, 몸채와 날개채의 도리 높이가 일치하게 되는 맞춤도

리 연결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280) 이에 따라 특히 안채의 경우에는 꺾음부의

결구를 다루는 기술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본채 부분의 5량과 날개채 부분의 3

량 상부가구를 조합하는 유형이 점차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에 따

라 조선 중기에는 안채나 사랑채에서 퇴량형 3량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

278) 장기인,『韓國建築大系 Ⅴ-木造』, 普成閣, 2005, p.263

279) 김정현, 김하나, 전봉희,「조선시대 주택 꺾음부의 유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5 No.6, 2009, p.182

280) 류성룡,「조선전기(15-16세기) 주택건축의 특징과 변화 양상 연구」,『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계획계』, Vol.28 No.10, 2012,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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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주택의 안채나 사랑채에서 퇴량형 3량가를 사용하는

사례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묘와 같은 소규모의 건물에서는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퇴량형

3량가의 사용이 지속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보편화된

가묘의 경우 평소에는 신주를 모시는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례가 일

어나는 대청에 비해 소규모 공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묘의 내부

공간은 마루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내부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한 개방형 전퇴

에 툇마루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퇴량

을 사용하는 3량가의 유형은 가장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묘(家廟)는 이르게는 고려 말 문벌귀족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새롭게 부상

한 신진사대부들의 요구와 중국에서 기원한 가묘제도의 영향으로 설립되기 시

작한 것으로 알려진다.281) 신진사대부가 개국의 주축세력이 된 조선시대에는 유

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이념의 변화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으로 가묘의 설

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문헌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 전기에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 사대부들도 가묘를 설립하는 일이 널

리 보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한 조목에, ‘공경대부(公卿大夫)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

까지 가묘(家廟)를 세워 때때로 제사지낸다. 어기는 자는 불효(不孝)로 논죄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묘(家廟)를 세운 자가 백 사람에 한 두 사람도 안되고, 나

라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예사로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조금도 사람의 

자식된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중외(中外)에 가묘(家廟)를 세워야 할 자들로 하

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하여 독촉하여 세우게 하고, 만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

거든, 경중(京中)에서는 본부(本府)에서 외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자세히 살펴서 논

죄하게 하소서.282)

한성부(漢城府)에서 세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었다. “첫째, 가묘(家廟)의 설치는 

이미 뚜렷한 영갑(令甲)이 있는데, 사대부가 넓게 집터[家基]를 점령하고 당침(堂
寢)을 높이 하되 일찍이 가묘는 세우지 아니하니, 특히 근본(根本)에 보답하는 뜻

281) 박언곤, 홍승재,「조선시대 건축과 예제에 관한 연구 : 가묘와 가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6 No.1, 1990, p.102

282) ≪태종실록≫, 태종 6년 6월 9일 丁卯, 3번째 기사 中

   ≪經濟六典≫一款: "公卿大夫以至庶人, 立家廟以時致祀, 違者論以不孝。" 然今立廟之

家, 百無一二, 不從國令, 恬不爲愧, 殊無人子之意。 乞令中外合立家廟者, 限今年督立, 

如有不從令者, 京中本府、外方監司, 體察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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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승중자(承重者)로 하여금 금년을 한정하여 모두 사당(祠堂)

을 세우게 하고, 어기는 자는 헌사(憲司)에 이문(移文)하여 규리(糾理)하게 하소

서.283)

그러나 성종대(成宗代)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義)≫와 ≪경국대전(經國

大典≫이 반포되면서 종법(宗法)적 예제가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었고, 조선 중

기를 기점으로 가묘제도는 점차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종(成宗, 재위

1469-1494)대에 궁궐에 근접한 가옥을 헐어낸 통계에 따르면 가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가 될 정도였으니, 당대의 사대부들은 어느 정도 가묘를 세웠던

것으로 확인된다.284) 뒤이어 조선 중기의 예학자들을 중심으로 사당의 위차(位

次)나 감실(監室)의 구성에 대한 담론이 매우 활발히 전개된 것은 가묘의 제도

가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가례(家禮)≫에서는 기본적인 사당의 의례를 5량에 해당하는 오가(五架)

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기단 위에는 의식을 행할 때 대기자가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붕을 덮은 서립처(序立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김장

생의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에는 이를 정자각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묘들을 3량의 구조이고, 전면에는

반 칸 정도의 퇴를 두고 있는 형식이다.285) 실제로 정자각은 왕릉에서나 보편적

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가묘에서는 의례상의 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써 퇴량형 3량가로써 전퇴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아

래 영조대(英祖代)의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전퇴를 두는 가묘의 형식이 당대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예조 참판 윤유(尹游)가 와서 대령하다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예조 참판 윤유, 동부승지 이춘제(李春躋), 가주서 이종연(李宗
延), 기사관 최익수(崔益秀)ㆍ홍득후(洪得厚)가 차례로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나아오라.” 하니, 윤유가 앞으로 나아왔다. 상이 이르기를,“어제 이미 하교

하고 나서 물을 일이 있어 와서 대령하게 하였다. 사우(祠宇)의 양식은 사가(私家)

의 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니, 윤유가 아뢰기를, “소현묘를 비록 직접 살펴

283) ≪태종실록≫, 태종 13년 5월 10일 戊子, 2번째 기사 中 

   漢城府條陳三事:其一, 家廟之設, 已有著令, 士大夫廣占家基, 崇峻堂寢, 不曾立廟, 殊無

報本之意。 乞令承重者, 限今年畢立祠堂, 違者, 移文憲司糾理。

284) 김윤정,「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국학연구』, Vol.14 No.-, 2009, 

p.458

285) 박언곤, 홍승재, 앞의 논문, 199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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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하였으나 낭청과 화원을 보내어 모양을 그려 오게 하였더니, 양식은 사가

의 묘제(廟制)와 서로 비슷한데 다만 후퇴(後退)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

를, “후퇴는 무엇을 이르는가?” 하니, 윤유가 그림을 펼쳐 놓고 지목하여 아뢰기

를, “이것이 소현묘의 도형인데, 이것이 후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후면

에도 기둥이 있는데 청사(廳事)를 만드는가?” 하니, 윤유가 아뢰기를, “기둥은 있고 

청사는 없으며 단지 벽돌을 깔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양식을 따

랐기 때문에 후면이 부족한 것이다.” 하니, 윤유가 아뢰기를, “5자가 부족합니다. 

사가의 묘제는 전퇴(前退)는 있고 후퇴(後退)는 없습니다.” 하였다.286)

경상남도 함양의 일두고택 사당은 전퇴를 가진 3량의 가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건물은 정확한 건립년대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익공형의 공포부재로 볼 때,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

된다. 정면 세 칸의 규모에 전면으로는 개방된 퇴칸을 두었고 맞배지붕의 형식

으로 되어 있다. 내부공간과 퇴칸에는 같은 높이로 마루가 깔려있다. 상부가구

는 3량으로 되어 있지만, 툇마루의 상부에 툇보를 둔 퇴량형 3량가의 형식이다.

툇마루의 폭은 1,260mm 정도이고, 대들보의 길이는 2,940mm이다.(그림 5-60.)

그림 5-60. 함양 일두고택 사당의 툇마루와 퇴량을 둔 3량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咸陽 一蠹古宅』, 2007, p.93)

286) ≪承政院日記≫, 영조 5년, 11월 28일 戊戌 

   上御熙政堂。禮曹參判尹游來待引見入侍時, 禮曹參判尹游, 同副承旨李春躋, 假注書李宗

延, 記事官崔益秀·洪得厚, 以次入侍。上曰, 進來。游進伏, 上曰, 昨日已下敎, 而有可問

事, 使之來待矣, 祠宇制樣, 與私家之制, 何如? 游曰, 昭顯廟, 雖未親審, 而送郞廳與畫

員, 圖形以來, 則制樣, 與私家廟制相近, 而但有後退矣。上曰, 後退謂何也? 游展圖指陳

曰, 此是昭顯廟圖形, 而此爲後退矣。上曰, 後面亦有柱, 而爲廳事乎? 游曰, 有柱無廳, 

只鋪甓矣。上曰, 依此制樣, 故後面不足矣。游曰, 不足五尺矣, 私家廟制, 有前退, 而無

後退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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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에 위치한 운강고택(雲岡古宅)의 가묘에서도 이와 같은 퇴량

형 3량가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사당은 정면 3칸의 규모에 맞배지붕으로 되

어 있고, 전면으로는 개방된 전퇴가 있다. 상부가구는 3량으로 되어 있는데, 전

퇴 부분의 상부에 툇보를 둔 퇴량형 3량가의 형식이다. 2007년에는 가묘의 내부

공간과 전퇴칸 바닥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으나, 이는 근래에 잘못 고쳐진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는 다시 우물마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툇마루의 폭은

1,230mm이고, 대들보의 길이는 1,950mm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 툇마루의 폭이 넓은 편인데, 따라서 다른 퇴량형 3량가의

구성에 비해 툇보와 대들보가 결구되는 부분의 간도리가 중도리 쪽으로 치우친

편이다.(그림 5-61.)

그림 5-61. 청도 운강고택 사당의 툇마루와 퇴량을 둔 3량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淸道 雲岡故宅 및 萬和亭』, 2007, p.174, 178)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위치한 건재고택(建齋古宅)은 19세기에

영암군수를 지냈던 이상익(李相翼, 1848-1897)이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한 주택

으로 알려진다.287) 이 주택의 사당은 정면 1칸의 작은 규모인데, 정면 3칸의 가

묘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퇴량형 3량의 상부구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전면 퇴칸의 폭은 1,100mm이고 대들보의 길이는 2,400mm이다. 퇴량형 3량

가의 구성은 같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김집선생사당(金集先生祠堂)을 비롯한 전

국의 많은 가묘와 사당, 영정각 등에서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들

은 대부분 전퇴칸이 놓인 쪽으로 반칸을 둔 측면 1칸 반의 구성을 보인다는 공

통점이 있다.(그림 5-62.)

287) 文化財管理局,『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牙山 建齋古宅』, 199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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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충남의 건재고택 가묘와 김집선생사당

(문화재청 문화재정보검색 http://www.heritage.go.kr)

퇴량형 3량가는 이후 비대칭 상부가구를 두었지만, 전 ̝후면으로 대칭의 지

붕을 둔 소규모 건물의 유형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건물들은 도리를 4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4량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량가는

3량가의 구성에서 한쪽으로만 퇴칸을 둔 반5량의 구성을 말하거나 종도리를 두

지 않는 평4량(平四樑)의 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형식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의미가 있을 만큼 많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부가구의 유형적 발생과정에서 발생한 퇴량형 3량가의 변화된 형식으

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퇴량형 3량가의 원형 간도리의 위치가 변화된 유형

그림 5-63. 퇴량형 3량가의 원형과 간도리의 위치가 변화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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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 남양주 동관댁 배치도

(文化財管理局,『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篇(家屋 및 民俗마을)』, 1985, p.162)

여경구(呂卿九) 가옥으로도 알려져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남양주 동관댁(南楊州 東官宅)은 여경구의 장인인 연안이씨(延安李氏) 이

덕승의 8대조가 약 250여 년 전에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교적 조선 후기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세부적인 건축기법 등으로 미루어 18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88)

이 가옥은 산기슭의 동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비교적 경사가 급한 대지

의 여건 때문인지 대문간채가 남향에 위치하지 않고 대지의 측면에 있다. 대문

간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가 순서대로 남향하여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사당은 사랑채의 바로 뒤편에 같은 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사도

도 급한 편이다. 대문, 외양간, 행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문간채의 안쪽에는

남동향으로 트인 마당과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는 정면 네 칸 반, 측면 두 칸

반인데, 좌측에서부터 큰 사랑방으로 쓰인 온돌방 두 칸 반, 마루 한 칸이 있고,

가장 우측 편에는 작 사랑방으로 쓰인 온돌방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방향

의 상부가구는 1고주 5량가의 형식인데, 가장 좌측 편의 반칸을 제외하고는 전

면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사랑채의 측면에는 ‘丁자형’의 안채가 있는데, ‘ㄴ자

288) 文化財管理局,『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篇(家屋 및 民俗마을)』, 1985, 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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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곳간채가 전면에 있어 전체적으로는 ‘ㅁ자형’의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중문은 곳간채의 귀퉁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밖에서 안마당이 한

번에 들여다보이지 않는 내외벽(內外壁)이 되었다. 안채는 대청과 온돌방으로

된 본채와 부엌이 있는 날개채로 되어 있다. 안채의 상부가구는 사랑채와 같은

1고주 5량으로 되어 있는데, 대청 부분은 고주를 생략하였다.

이 가옥에서 독특한 상부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은 사당이다. 사랑채

뒤편의 경사지에 위치한 사당은 정면 2칸 규모에 맞배지붕을 올린 건물이다. 종

도리로부터 전 후면 주심도리까지의 수평거리는 1,875mm로 동일하며, 주심도리

로부터 서까래 끝단까지의 거리도 990mm로 같다. 따라서 건물의 전체적인 구

조는 3량가와 유사해 보이지만, 전면 쪽으로 525mm 떨어진 곳에 중도리를 설

치하고, 고주를 설치하여 직접 지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도리를 경계로

하여 서까래 역시 장연과 단연으로 분절하였고, 두 서까래의 구배도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전면 툇마루의 폭은 1,350mm로 건물의 규모에 비해 넓은 편인데,

중도리 하부에 둔 고주 열에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공간과 구분하였다. 툇마루의

상부에는 툇보를 걸었고, 내부공간에는 2,400mm 길이의 대들보를 설치하였다.

전면 툇마루 상부에 퇴량을 설치하여 대들보와 구분한 점은 앞서 살펴본 가묘

의 사례들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간도리가 아닌 중도리를 사용해 중도리

위의 서까래를 장연과 단연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퇴량형 3량가

와는 구분된다.

990 9901,875 1,875

5251,350

그림 6-65. 남양주 동관댁 사당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한겨례 건축사사무소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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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내 외 편주를 둔 5량가의 정착

(1) 외편주(外偏柱)형 5량가

편주형 5량가는 대략 17세기의 건물에서부터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조선

후기 주택에서 그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고주를 사용하는 5량가에서는 툇

마루의 폭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내부공간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편주의 사용으로 상부구조와 평면상의 공간 구성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툇마루와 내부공간의 비율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북도 안동의 양진당(養眞堂)은 조선 중기의 문신 류운룡(柳雲龍,

1539-1601)이 살았던 풍산류씨(豊山柳氏)의 대종택으로 충효당(忠孝堂)과 함께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주택이다. 양진당은 류운룡의 생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한 화재로 대부분 소

실되었다. 현재 사랑채로 알려진 건물만이 당시의 화재를 면한 건물이라고 구전

되고 있고, 이 건물의 일부분에서는 실제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러나 양진당의 사랑채에 걸려있는 <구가중수기(舊家重修記)>에는 현재의 사랑

채는 류운룡의 손자인 류원직(柳元直, 1578-1629)이 1620년대 초에 다시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89) 안채와 행랑채의 일부는 1650년 경 종손 류세철(柳世

哲, 1627-1681)이 옛 설계를 상고하여 다시 지은 것으로 알려지나, 안채와 다른

건물들의 연결 부분에 부자연스러운 곳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90)

양진당의 안채는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성된 5량의 본채와 부엌과 부속된

방으로 이루어진 날개채가 연결되어 있고, 전면으로는 중문간채가 놓여 있어

‘ㅁ자형’의 구성을 하고 있다. 안마당에 면한 본채의 5칸 중 3칸은 온돌방이고,

2칸은 대청이다. 이중 온돌방의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는데, 온돌방과 툇마

루의 사이에는 중도리 열에서 약 249mm 정도 퇴주 쪽으로 치우친 외편주(外偏

柱)형의 기둥을 놓았다. 양진당의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의 거리는 1,463mm이

다. 따라서 고주를 사용했다면 툇마루 역시 1,463mm 정도의 넓은 폭으로 구성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편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툇마루의 폭은 1,214mm로 조

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툇마루의 상부에는 툇보를 사용했으나, 간도리를 놓

지는 않았다. 보통의 경우 퇴량과 대들보가 연결되는 부분은 간도리가 설치되는

289) 문화재청, 『安東 養眞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51

290) 문화재청, 앞의 책, 2000,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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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진당의 경우에는 퇴량과 대들보가 연결되는 부분에 간도

리를 놓을 경우 중도리를 받치는 동자주와 겹치게 된다. 이러한 간섭 때문에 간

도리를 놓지 않고 툇보와 대들보가 연결되는 기둥 상부에 보아지를 두어 구조

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66.)

그림 5-66. 안동 하회 양진당 안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安東 養眞堂 實測調査報告書』, 2000, p.342, 350)

그림 5-67. 안동 하회 양진당 안채 온돌방 전면의 툇보와 외편주

(문화재청, 앞의 책, 2000, p.271, 272)

전라북도 남원시의 몽심재 사랑채에서도 툇마루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편

주형 5량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몽심재의 사랑채는 정확한 건립년대

는 불분명하지만, 주택이 위치한 호곡리에 처음 세거한 박동식(朴東式,

1753-1830)에 의해 대략 18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91) 특히 몽

291)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20-南原 夢心齋』, 200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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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의 안채에서는 퇴량형 3량가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 툇마루의 폭을 조절하

기 위해 변화한 3량가와 5량가의 모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몽심재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의 ‘ㅡ자형’ 겹집의 평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면의 구성은 건물을 바라보고 좌측에서부터 방 1칸, 부엌 1칸, 방

2칸, 대청 1칸으로 되어있다. 모든 칸의 앞쪽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는데 좌측 방

1칸의 앞은 누마루의 형식처럼 높여져 있다. 몽심재 사랑채의 상부가구는 중도

리 열이 종도리 쪽에 매우 가까운 3분변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리와 주심

도리 사이의 거리는 1,867mm이다. 툇마루와 온돌방을 구분하기 위해 세운 기둥

은 중도리 열에서 677mm정도 퇴주 쪽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외편주의 구성

으로 인해 툇마루의 폭은 1,190mm 정도로 조절된 것을 알 수 있다. 온돌방을

겹으로 놓아야 했던 만큼, 툇마루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구성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68.)

그림 5-68. 남원 몽심재 사랑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20-南原 夢心齋』, 2007, p.130, 137)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선교장(船橋莊)은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

의 11대손인 이내번(李乃蕃, 1703-1781)이 1748(영조 24)년 현재의 위치로 이주

하게 되면서 건립된 주택이다. 선교장의 건물들은 각각 그 건립년대가 다른데,

안채가 가장 먼저 지어진 후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은 이내번의 손자인 이후

(李垕, 1773-1832)에 의해 1815(순조 15)년에 지어졌다. 가옥 입구 쪽의 연지(蓮

池)에 위치한 정자인 활래정(活來亭)은 사랑채가 지어진 이듬해에 지어진 후 이

내번의 증손자인 이근우(李根宇, 1877-1938)가 1906(고종 43)년 중건한 것이다.

이근우는 1920년 동별당과 별채를 짓기도 했으나 별채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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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9. 강릉 선교장 안채 온돌방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15-江陵 船橋莊』, 2007, p.199, 209)

것으로 알려진다.292)

선교장은 북서-남동축의 긴 대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북서쪽으로 사랑채인

열화당과 중사랑채, 서별당과 연지당을 두고, 남동쪽으로는 안채와 동별당이 위

치해 있다. 두 영역은 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협문을 두었다. 전면으로는 긴

행랑채가 있다. 이내번에 의해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안채에 전면부가 있는 ‘ㅁ

자형’의 집이었고, 이후로 건물들이 추가되면서 지금과 같이 건물들 사이가 연

결된 구성을 하게 되었다. 안채는 대청과 안방, 부엌으로 이루어진 몸채와 고방

과 온돌방으로 이루어진 날개채로 구성된다. 본채의 정면은 총 6칸인데, 대청,

안방, 부엌의 순으로 각각 2칸씩으로 되어있다. 이중 대청과 안방의 전면은 안

마당에 접해 있고, 부엌의 전면은 동별당이 건립되면서 가려져 있다. 부속채는

안마당을 감싸며 ‘ㄷ자형’으로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별당으로 막혀 있

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의 배치를 보인다.

안채의 건물 중에서 몸채는 5량가로 구성되어 있고, 날개채는 3량으로 되

어있다. 몸채의 대청과 온돌방 전면으로는 모두 툇마루를 두었다. 안채의 중도

리와 주심도리 사이의 거리는 1,403mm이다. 따라서 중도리 열에 맞추어 고주를

사용했다면 툇마루 역시 1,403mm 정도의 넓은 폭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

292) 문화재청, 앞의 책, 2007, 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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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0. 강릉 선교장 안채 대청 전면 툇보와 외편주

(문화재청, 앞의 책, 2007, p.172)

그림 5-71. 경주 교동 최씨고택 안채 대청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2-경주 교동 최씨고택』, 2013, p.135)

나 중도리 열에서 퇴주 쪽으로 465mm 치우친 외편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툇마

루의 폭은 1,085mm로 조절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툇마루의 상부에는 툇

보를 놓았고, 대들보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간도리를 두었다.(그림 5-69.)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校洞)에 위치한 최씨고택의 안채에서도 이와 같이

외편주를 사용해 툇마루의 폭을 조절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교동 최씨고

택은 경주 최씨의 종가로 1700년 경 최언경(崔彦璥, 1743-1804)에 의해 건립되

었다. 안채를 비롯해 사랑채, 별당채, 행랑채, 사당, 곳간채 등의 여러 건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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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2. 경주 교동 최씨고택 안채 대청의 외편주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97)

었지만 1970년의 화재로 사랑채와 별당채가 소실되었다.293) 1980년대 이후에도

대문채 주변의 행랑이 추가되는 등의 소소한 변화가 있었고, 2005년에는 사랑채

가 복원되었다.294) 최씨고택의 안채는 몸채를 중심으로 좌 우에 날개채가 붙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안마당에 면한 본채의 정면은 5칸인

데, 좌측에서부터 대청 2칸, 온돌방 2칸,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채와

날개채의 좌 우 꺾음부에는 각각 안방과 부엌이 위치해 있다. 몸채의 상부가구

는 5량가로 구성되었고, 날개채는 3량가로 되어 있다. 몸채의 온돌방 전면으로

는 외편주를 두어 툇마루를 설치했지만, 툇보를 따로 두지 않고 대들보를 통으

로 사용한 점이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그림 5-71.)

경상북도 거창에 위치한 정온선생가옥(鄭蘊先生家屋)의 안채와 사랑채에서

도 퇴량형 5량가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건물은 정온선생의 후손들이

1820년(순조 20)에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다.295) 안채는 전체적으로 ‘ㅡ자형’의

겹집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면에서 좌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중 대청마루의 뒤편은 단을 두어 앞쪽과 높이를 달리

하였는데, 제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296)

293)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41

294)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44

295)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 중요민속자료(제205호) 기록화보고서 鄭蘊先生 家

屋』, 2008, p.22

296) 문화재청, 앞의 책,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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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의 상부가구는 전체적으로 3분변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전 후면

으로 모두 툇보를 두었다. 후면 쪽으로는 고주를 두었고, 전면 쪽으로는 편주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고주를 사용한 후면 쪽 퇴칸의 폭은 2,070mm로 넓은 편이

며 내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면 쪽으로는 개방된 툇마루를 두었는데, 툇

마루가 설치된 편주는 중도리에서부터 720mm 외부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1,350mm 정도의 폭으로 조절되었다.(그림 5-73.)

그림 5-73. 정온선생고택 안채 대청의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앞의 책, 2008, p.38, 40)

안채의 전면에 위치한 사랑채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면형식과 상부가구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랑채는 정면 6칸 규모의 겹집 형식에 우측 전면으로

누마루를 돌출시켰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안채의 평면형식과 매우 흡사하다.

상부가구의 구성 역시 후면 쪽으로 고주를 두고, 전면 쪽으로 편주를 둔 안채의

형식과 같다.(그림 5-74.)

그림 5-74. 정온선생고택 사랑채 대청의 전면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앞의 책, 2008, p.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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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 않은 사례이지만, 불전 중에도 편주를 두어 전면 툇마루의 폭을 조절

했던 모습이 확인된다. 평안북도 향산군(香山郡) 묘향산(妙香山)에 위치한 보현

사(普賢寺)는 11세기경 승려 탐밀(探密)과 그의 제자이자 조카인 굉곽(宏廓)에

의해 창건된 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7차례 이상의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현사의 중심 사역은 조계문에서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대웅전으로 이

어지는 종축의 배치를 하고 있고, 동쪽으로 인법당(因法堂) 형식의 관음전, 영산

전을 비롯해 대장전 등의 전각들이 흩어져 위치해 있다. 현재의 건물들은 대부

분 조선시대에 소실과 중창을 겪었고, 대웅전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1976

년에 복원된 것이다. 영산전은 보현사의 동쪽 500m 정도에 떨어져 있다가 20세

기 후반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된 것인데, 이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875(고종

12)년에 재건된 건물로 전해진다.297)

그림 5-75. 묘향산 보현사 영산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北韓文化財解說集 Ⅱ-寺刹建築篇』, 1998, p.151)

보현사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다포계 맞배집의 형식

이다. 전면에는 개방된 전퇴를 두고 내부공간과 같은 높이로 마루를 설치하였

다. 개방된 전퇴의 부분에는 내 외 2출목의 공포를 두었는데, 초제공이 주두를

감싸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만, 주심포의 헛첨차나 익공과는 조금 다르다. 또

한 주간포의 사이에 보이는 화반의 모습이나 건물의 후면에는 익공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주심포계와 익공계의 형식이 절충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생각된다.298) 영산전의 상부가구는 중도리의 위치가 건물 중심부에 훨씬 가

297) 문화재청,『北韓文化財解說集 Ⅱ-寺刹建築篇』, 1998, p.136-138.

298) 문화재청, 앞의 책, 1998, p.150 에서는 영산전을 1고주 전퇴형의 다포계 맞배집

으로 보았으나, 이 건물에서는 고주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서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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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3분 변작의 형태로 되어있다. 보통 전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불전

의 일반적인 사례들과는 달리 전면에 툇마루를 두었는데, 내부공간과 툇마루의

적절한 폭을 맞추기 위해 편주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75.)

그림 5-76. 묘향산 보현사 영산전의 전면과 전퇴의 공포

(문화재청,『北韓文化財解說集 Ⅱ-寺刹建築篇』, 1998, p.150, 152)

보현사의 동쪽에 위치한 축성전(祝聖殿)과 여러 암자중 하나인 상원암(上

元庵)에도 영산전과 유사한 형식으로 편주를 설치하여 툇마루를 둔 건물이 있

다. 축성전은 상원암의 동쪽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 1851-1895)가 1874년 2월 훗날 순종(純宗, 1907-1910)이 되는 왕세자를 낳

은 후 그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금강산과 묘향산 등의 여러 명산에 지은 불

전들 중의 하나로 알려진다.299) 이 건물은 축원을 위해 왕궁에서 파견된 관리,

궁녀, 무당들이 주로 거처하였기 때문에 불전과 살림채의 기능이 더해진 인법당

(人法堂, 因法堂)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축성전은 중앙의 본채와 좌 우의 날개

채가 더해진 ‘ㄷ자형’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본채의 상부가구는 3분변작에 가까

운 5량가이다. 따라서 정면 쪽으로 외편주를 두고 툇마루를 놓아 내부공간과의

크기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77.)

상원암의 본전도 축성전과 유사한 인법당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상원암

본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본채에 동쪽으로 1칸, 서쪽으로 3칸의 부속채가

덧붙은 형태이다. 본채는 4분변작에 가까운 5량의 구성이지만, 외편주를 이용했

다. 또한, 전퇴 부분의 기둥 상부에는 헛첨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재는 

주심포 형식의 헛첨차와는 뚜렷이 구분되며, 오히려 건물 후면에 사용된 익공과 형태

적으로 더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6-23의 도면 및 그림 6-24.의 사진)  

299) 문화재청, 앞의 책, 1998,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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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7. 묘향산 보현사 축성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北韓文化財解說集 Ⅱ-寺刹建築篇』, 1998, p.156, 157)

다. 측면 규모가 작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툇마루의 폭을 조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축성전과 상원암 본전은 모두 개방된

전면 퇴칸의 상부에 내부공간에 사용된 것보다 두꺼운 창방을 사용해 퇴주를

생략한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 역시 좀처럼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구

성이다. 아마도 전면 툇마루의 개방감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

로 생각된다.(그림 5-78.)

그림 5-78. 묘향산 보현사 상원암 본채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문화재청, 앞의 책, 1998,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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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편주를 두어 전면 툇마루의 폭을 조절한 사례는 주로 조선 후기에 지어

진 서원의 강당이나 향교의 대성전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

동에 위치한 임천서원(臨川書院)은 선조대의 문신이며 학자인 학봉 김성일(鶴峯

金成一, 1588-1593)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1607년(선조 40) 임하현에 임천

향사(臨川鄕社)를 세워 위패를 모셨다가 1618년(광해군 10) 임천서원으로 사액

되었다. 1847년(헌종 13)에는 석문정사 서편 엄곡촌으로 이건되었으나, 1868년

(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현재의 건물들은 이후 사림

의 공의로 1908년 현 위치에 복원한 것이다.300) 이 서원의 강당인 흥교당(興敎

堂)은 정면 5칸 규모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중앙에 대청

을 두고, 좌 우에 온돌방을 둔 전형적인 강당의 형식이다.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었는데, 외편주를 두어 툇마루의 폭을 1,200mm 정도로 조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5-79.)

그림 5-79. 임천서원 강당의 툇마루와 상부가구

(도면 출처: 한옥기술개발 R&D 전통한옥사례 DB, http://hanokkorea.auric.kr)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정선향교(旌善鄕校) 대성전은 전퇴칸에 마루를 설치

하지는 않았지만, 전퇴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외편주를 사용한 사례이다.(그림

6-28.) 정선향교는 원래 삼봉산 기슭에 있었는데, 1605년(선조 38년)에 대홍수로

향교가 없어져 몇 차례 옮겨지었다가 1732년(영조 8년) 현재의 자리에 세웠다.

대성전과 동 서무를 먼저 완성하였고, 그 다음해 명륜당과 부속 건물을 완성하

였다. 1960년 대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명륜당과 다른 건물은 그 이후에 보수

한 것으로 알려진다.301)

300) 문화재청 문화재정보(http://www.heritage.go.kr/heri/cul)

301) 앞의 문화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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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택에 비해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가 큰 서원의 강당이나 불전에

서 중도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퇴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퇴량형 5량가의 효

용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퇴칸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편주를 사용한

서원 강당과 대성전의 사례들은 20세기 초 이후에 새로 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불전, 서원 강당, 향교 대성전 등에서 편주를 사용했던 모습이

확인되는 것은 툇마루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경향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80. 정선향교 대성전의 평면도와 전퇴칸 상부가구

(도면 출처: 한옥기술개발 R&D 전통한옥사례 DB, http://hanokkorea.aur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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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1. 고성 왕곡마을 함석원 가옥의 배치도(左)와 정면(右上), 마루방(右下)

(문화재청,『고성왕곡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2006, p.616-617.)

(2) 내편주(內偏柱)형 5량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의 왕곡(旺谷) 마을에 위치한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툇마루와 유사한 성격의 마루방을 넓은 폭으로 만들기 위해 내편주형 5량의 형

식을 사용하였다. 왕곡마을의 가옥들은 겨울철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자형(田字形)의 양통형 평면형식에 전면의 좌측 또는 우측에 외양간을 덧붙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온돌방 앞으로는 개방적인 툇마루를 두는 대신 외부와

구획된 마루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루방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

듯, 그 폭도 넓은 편이다.

왕곡마을의 마루방은 외부 공간에서 바로 출입하지 않고, 부엌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302) 이러한 점은 전면의 툇마루를 통해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다

른 지역의 일반적인 사례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엌과 마루

사이는 개방되어 있으며, 안방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꼭 마루방을 거쳐야 한다

302) 문화재청,『고성왕곡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2006, p.6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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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왕곡마을의 마루 역시 외부 공간과 온돌방을 잇는 툇마루와 유사한

중간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그림 5-81.) 왕곡마을에 위치한 주택 중 약

90%에 해당하는 사례들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 사례들에서 조사되는 마루의 평균 폭은 2.4m이다.303)

왕곡마을에서 직선거리로 약 3.2km 떨어진 죽왕면 삼포리에 위치하고 있

는 어명기고택(魚命驥古宅)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편주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고택의 건립년대는 분명치 않으나, 주요 구조부위의 결구는 매우 고식(古式)

이고 잘 훈련된 목수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304) 고택은 앞선 왕곡마을

의 주택들보다는 보방향으로 한 줄이 더 구성된 세줄 겹집의 구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방향의 폭이 7,500mm로 5량가의 구성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상부가구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부가구의 규모가 큰 만큼 중도리의 위

치도 주심도리로부터 2,030mm 가량 멀리 떨어져 있다.(그림 5-82.)

그림 5-82. 고성 어명기고택의 넓은 툇마루와 상부가구

(三成建築士事務所, 2005년)

세 줄의 평면 구성 중 전면의 1열은 마루를 놓았는데, 폭은 2,500mm로 중

도리의 위치보다는 470mm가량 가옥의 중심방향으로 확장된 형식이다. 따라서

마루와 온돌방을 구분하는 기둥은 내편주의 위치에 있다. 마루 공간의 폭이 넓

기 때문에 대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공간의 상부에 설치된 보는 팔작지붕

의 가구에서 측면에 올리는 충량의 형상과 유사하게 내편주 상부에 올려놓았기

303) 최형욱, 강영환,「한국 전통민가 마루구성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연구: 왕곡, 의인·

섬마을, 남사마을의 사례비교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1 

No.2(계획계), 2011, p.303  
30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篇(家屋 및 民俗마을)』, 1985,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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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툇보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공간은 실제로 외부 공간과 내부의 온돌을

연결하는 중간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툇마루의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루 공간의 출입 방법 역시 외부 공간에서 마루방으로 바로 드나들

수 없었던 왕곡마을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전면의 기단에서 바로 마루로 드

나들 수 있도록 디딤돌과 창호를 설치한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툇마루의 기능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면의 창호 밑에는 머름을 설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출입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보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생각된다. 전면의 툇마루 공간은 뒤쪽의 온돌방 고미 상부 공간과 벽으로 막히

지 않아 온돌방 상부가구가 드러나 있다.305)(그림 5-83.)

그림 5-83. 고성 어명기고택의 전면과 툇마루 상부가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미지갤러리, http://encykorea.aks.ac.kr)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錦川面)에 위치한 임당리김씨고택(林塘里金氏故

宅)에서도 내편주형 5량가를 사용하여 툇마루를 대청과 같이 사용한 사례를 확

인할 수 있다. 임당리는 임진왜란 전부터 400여 년간 양자를 들이고 부인을 맞

아들인 뒤 궁중으로 들여보내 내시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16대에 이르는 내시

가계를 이어 온 곳이다. 그러다가 17대의 김문선(1881-1953)에 이르러 직첩(職

牒)만 받고 내시 생활은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8대 이후에는 다시 일반적

인 부자(父子)관계가 이어져온 곳으로,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긴 내

시계보가 이어져 온 곳이다. 김씨고택은 궁중내시(宮中內侍)로 정3품 통정대부

(通政大夫)의 관직에까지 올랐던 김일준(金馹俊, 1863∼1945)이 말년에 낙향하여

건립한 주택이다.306)

305) 지붕 밑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더그매라고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 작은 방을 꾸미

기도 한다.

306)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2-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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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의 건물은 모두 ‘ㅡ자형’인데, 안채를 중심으로 중사랑채, 곳간채를 ‘ㅁ

자형’으로 배치하여 안마당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영역의 남서쪽 넓은 마

당에 큰사랑채가 있고, 동쪽으로 사당을 두었다. 이 외에도 행랑채와 곳간채가

더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되어 남아있지 않고, 고택의 주변으로도 자제들을 교

육하던 동곡서당(東谷書堂) 건물이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인접한

곳에는 후손들이 거주했던 주택들이 아직 남아있고, 고택의 외거노비(外居奴婢)

가 살았던 터가 있다.307) 고택에는 은퇴한 내시인 상노인이 생활하던 큰사랑채

와 상노인의 아들이 생활한 중사랑채가 있다. 이 중 중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의 1칸은 안마당 영역으로 출

입하는 중문간이 있다. 중앙의 2칸은 전면은 마루, 후면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

어 바깥마당 쪽으로 마루를 두었다. 그런데 가장 우측의 1칸은 전면은 온돌방,

후면은 마루로 되어 안마당 쪽으로 마루를 두게 되어 바깥마당과 안마당의 양

방향으로 모두 넓은 마루를 둔 매우 독특한 구성이 되었다.(그림 5-84..)

종도리 열

그림 5-84.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중사랑채 평면 구성 (문화재청,『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보고서 42-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2013, p.423)

이 건물의 독특한 구성은 평면형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중사랑채에서 양

방향으로 두 곳에 설치된 넓은 마루는 모두 대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

사랑채 마루의 공간적 위치를 살펴보면, 중사랑채에서 대청으로 분류되는 마루

p.308

307)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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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 공간과 온돌방 사이에 위치하며, 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툇마

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툇마루의 공간적 위치에 있지만, 대청의 기능도 일

부 겸하기 위해 마루를 매우 넓게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사랑채의 상부가구

는 5량인데, 안마당 쪽으로 둔 마루는 측면에서 종도리 열에 위치한 중간 기둥

에 맞추어 내부의 온돌방과 정확히 절반의 공간을 분할하였다. 반면, 바깥마당

쪽으로 둔 마루와 온돌방을 구분하는 기둥은 종도리 열과는 일치하지 않고, 중

도리 열에서 건물의 중심 쪽으로 매우 치우친 형태의 편주 형식인 것으로 생각

된다. 중사랑채의 보방향 전체 폭은 4,600mm이고, 편주를 둔 쪽의 툇마루 폭은

2,100mm이다. 최 우측 칸의 온돌방은 보방향의 공간을 마루와 절반으로 정확히

분할하였으나 첨의 방향으로 750mm 가량 온돌방을 확장하였다.(그림 5-85.)

그림 5-85.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중사랑채의 상부가구

(문화재청, 앞의 책, 2013,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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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조선 중기까지는 퇴를 두지 않고, 첨에만 마루가 설치되었던 유형의 건물

이 적지 않지만,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퇴를 두고 마루를 설치한 유형으로

변화되어 간다. 마루가 설치되기 시작하자 기둥 열 바깥의 첨에서보다는 안정적

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둥 열 안쪽에 위치한 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바닥형식의 변화는 경계 공간으로서의 퇴의 역할을 보다 중요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새롭게 생겨난 툇마루는 특히 온돌방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의 구조적 대응은 도리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량가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내주(內柱) 없이 두 개의 기둥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간소한 상부가구 형

식인 3량가에서는 대들보 하부에 샛기둥을 세워 전면에 툇마루 공간을 두는 방

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3량 구조로 대청부분을 구성하

는 조선 중기 주택들의 사례가 밀집된 양동 마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례들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전의 3량가와 다르지 않다. 샛기둥을

이용해 온돌방과 툇마루를 분할한 형식은 대들보의 길이가 한정된 3량의 구조

적 한계로 인하여 툇마루의 폭은 1미터 미만으로 좁게 나타난다. 퇴량을 별도로

두는 3량가의 유형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해 조선 중기

이후로는 점차 샛기둥을 사용하는 방식을 대체해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이전의 주택 상부가구는 전면 쪽으로 1고주를 둔 5량의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전면의 고주와 퇴주 사이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기둥으로 구획된

퇴칸이 되며, 이 기둥들에 의지해 전퇴 공간에 마루를 설치하기 쉽다. 또한, 초

창 때부터 툇마루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상부가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전퇴부분에 툇마루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용이하다. 고려 말에 건립되어 조선

전기에 수리된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 아산의 맹씨행단을 비롯한 조선 중기의

여러 건물에서 이와 같은 형식의 툇마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고주 5량

에서 고주는 상부의 중도리를 직접 받치게 되기 때문에 고주가 놓이는 기둥 열

의 위치는 중도리와 동일 선상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전퇴칸의 폭은 상부가구의

영향을 받으며, 툇마루의 폭은 자유롭게 조절되지 못했다. 이러한 유형의 툇마

루는 대개 1.4미터 가량으로 넓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툇마루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툇마루의 폭은 보다

합리적인 규모로의 조절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도리의 위치와 툇마루의 폭이 결

속되었던 이전의 구성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편주를 사용하는 방식이 고안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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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소될 수 있었다. 편주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들보 위에서 중도리를 받

치는 동자주와 대들보 밑에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기둥이 분리될 수 있었

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툇마루의 폭은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

게 되었다. 편주가 사용된 사례는 대부분 퇴주 쪽으로 기둥을 위치시키는 외편

주인 경우가 많지만, 종도리의 방향으로 중도리의 위치보다 깊숙이 기둥을 옮겨

설치하는 내편주를 둔 경우도 있다. 편주의 사용은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

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내 외 방향으로 툇마루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으로 인하여 조선 중기 이후의 여러 건물에 적용되었다.

한편, 전면 첨 또는 퇴 공간에 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비대칭 상부가구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 조선 중기의 건물로 알려진 상주 양진당을 비롯해 안동 임

청각 안채 등은 현존하는 건물의 사례이며, 한성부의 여러 주택 유구를 통해서

도 이 같은 형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칭 상부가구를 둔 유형은

조선 중기 이후의 불전에서도 적용되었는데, 이 중에는 처음부터 비대칭의 구성

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후대에 전면 부분으로 퇴칸이 확장되며 비대칭의 구성

으로 변화된 것도 있다. 또한 퇴량을 둔 3량가와 유형적으로 유사한 4량가의 사

례들도 있다.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로는 첨과 퇴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고안되

었으며, 이중에서도 퇴에 마루를 두는 구성에서 돋보이는 편주형 5량가의 유형

은 여러 지역의 주택과 불전 건물, 일부 사묘 건축에까지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묘 건축에서는 전면에 고주를 둔 5량가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적용

되었다. 이는 개방형 전퇴를 두어 전면 첨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의례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가묘에서는 퇴량

을 둔 3량가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주택에서 사용빈도가 줄어든 퇴량형

3량가의 형식도 조선 후기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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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과 퇴는 전통시대의 목조건축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온 공간의 명칭이

다. 첨은 현재는 처마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대의 첨

은 현재의 처마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는 용어였다. 대개 처마는 지붕

의 끝 부분만을 가리키는 반면, 첨은 지붕의 끝을 포함해 그 하부에 형성되는

공간까지를 가리킨다. 경우에 따라 첨은 지붕으로 덮인 모든 공간을 의미하기도

했으니, “지붕이 덮인 공간”을 의미하던 첨이 처마라는 용어로 변화된 것은 현

재는 그 의미가 훨씬 축소된 것이다.

첨은 최외곽 기둥 열의 외부에, 퇴는 그 내부에 형성된다. 따라서 첨의 입

면은 거의 개방되어 있지만, 퇴는 기둥 열에 창호나 벽을 설치할 수 있다. 이처

럼 첨과 퇴는 공간의 개 폐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첨과 퇴는 지붕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중심 공간 사이를 잇는 경계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기도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첨과 퇴는 내부 공간으로의 출입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

편, 건축의 주된 출입이 이루어지는 정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용해 왔다.

첨은 동아시아의 건축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어온 용어이지만, 퇴는 한국

건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국 건축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로 온돌과 마루

의 조합이 보편화되며 내부 공간의 형식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계기로 경계

공간의 역할을 중요해 졌으며, 구성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첨과 퇴에 마루를

설치했던 것은 내부 공간의 형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계 공간의 건축적 해

결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선 중기 이후의 한국 건축에

서는 주택과 전각, 주거와 의례 공간에서 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특

히 경계 공간의 구성으로 툇마루를 두는 방식은 조선 후기 한국 건축의 전형이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첨과 퇴를 구성하는 방식 중 특히 툇마루와 상부가구

의 모습은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 전통 속에서 한국 건축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첨과 퇴는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첨은 지붕면과 벽체가 분리되기 시작한 지상식(地上式) 건축의 등장과 더불

어 발생했을 것이다. 이후 점차 정교해지기 시작한 목조 건축의 초기적 발전과

함께 여러 부재로 분화되며 비로소 본격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형성해나갔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퇴는 내주와 외주의 구분이 생기는 목구조의 구성과

함께 발생된다. 따라서 퇴는 고주와 평주가 구분될 가능성이 큰 5량가 이상의

상부가구를 둔 건물에서 형성될 수 있지만, 3량가의 상부가구를 둔 경우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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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열을 추가로 설치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듯, 첨과 퇴의 발생은 기둥 열

의 배치를 통해 지붕을 지탱하는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구성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첨과 퇴의 구성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이른 고대 건축

의 사례에서부터 보편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변

화를 거치며 각각의 유형으로 발전되어왔다.

첨과 퇴의 초기 발달과정은 동아시아 목조건축에서 개구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경계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정면이자 의례공간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낙수(落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마 면

은 오래 지나지 않아 목구조의 발달 과정에서 주된 출입 면으로서의 독점적 지

위를 굳히게 되었고, 첨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포는 기능

적 역할과 더불어 의장적 효과를 더해주었다. 첨을 중첩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돌

출 지붕을 두는 구성은 첨을 통해 권위 건축으로서의 상징성을 보다 차별화하

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함께 형성되는 퇴는 정면 또는 사

면을 모두 개방하여 첨의 정면성과 상징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수단으로 효

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첨과 퇴는 일상과 의례적 상황에서 모두 유용한

건축 공간으로 작동했으며, 이러한 효용은 첨과 퇴를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이어

져왔다.

한국 건축에서 첨과 퇴의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조선 중기이

다. 조선 중기는 온돌이 보편화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누정, 강당 등 많은 건물

에서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바닥형식의 전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결과 건물의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이격되어 높게 설치되었고, 내부 공간에서

신발을 벗는 기거양식도 보편화되었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물리적

인 높이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자 건물의 내 ̝외 구분은 더욱 명

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공간으로서 첨과 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첨상(簷床) 또는 첨하판루(簷下板樓)로 불리던 첨하의 마루가 설

치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의 일인데, 주택을 비롯해 내부 공간의 바닥형식이

마루로 바뀐 일부 불전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불전에서는 실내 예불시 내부공간

이 부족할 때 첨하의 마루에 앉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드나들며 신

발을 신고 벗을 때 협소한 출입문에서 생기는 정체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첨의 변화는 곧 퇴의 변화로 이어졌다. 첨을 지지하는 기둥 열 안쪽에 형

성되는 퇴는 마루가 설치된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경계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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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했다. 툇마루는 주로 온돌방의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 온돌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어갔다. 현존하는 주요 주택

의 사례를 대상으로 할 때,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툇마루가 차지하는 비율은

15-16세기에는 2%로 매우 적은 편이지만, 17세기에 13%가 되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세기에는 23%가 되었다. 조선 중기에 발생하여 약 400

여 년이 지난 후에는 주택 바닥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자리매

김하게 된 것이다. 툇마루를 설치한 주택의 사례도 15-16세기에는 절반에 못 미

치는 40%에서 17-18세기에는 약 78%로 급증하며, 19세기에는 거의 모든 주택

에 적용되었다. 툇마루의 확산 경향은 주택을 비롯해 한양 문묘의 동̝서재와 같

이 내부 공간의 바닥형식에 변화가 있었던 건물들에서도 확인된다.

퇴에 마루를 설치하는 방식은 조선 중기 이후로 첨과 퇴를 구성하는 방법

중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었다. 툇마루를 두는 방식이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방식이 경계 지점의 공간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

절하면서도 지붕틀을 지탱하는 상부가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주택 중에는 안채의 상부

가구를 3량으로 구성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원래의 기둥 열 구성으로는 내주(內

柱)가 생기지 않는 3량가의 유형은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샛기둥을 두는 방

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여유가 많지 않은 대들보 하부의 공간을 온돌

방과 툇마루로 분할해야 했기 때문에 협소한 폭의 툇마루를 확보하는 데 그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이어 등장하는 퇴량형 3량가의 유형은 툇보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구성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대들보의

크기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퇴량형 3량가는 3량의 상부가구이지만

툇마루를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 되었다.

내주의 구성으로 퇴칸의 구분이 있었던 고주(高柱)를 사용하는 5량가에서

는 고주 열과 퇴주(退柱) 열을 이용해 툇마루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

형은 툇마루의 폭을 결정하는 고주 열이 중도리의 위치에 결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붕 구조의 안정을 위해 중도리의 위치는 많은 경우 건물의 중심부 쪽으

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 조선 중기의 고주형 5

량가에 설치된 툇마루는 그 폭이 매우 넓은 사례가 많다. 지붕의 구조적 안정성

에 공간의 합리성이 종속되어야 했던 갈등 상황은 곧 편주(偏柱)를 사용하는 유

형의 등장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편주를 통해 중도리를 지지하는 기둥은 대들

보 상부의 동자주로, 툇마루의 폭을 결정하는 기둥은 대들보 하부의 편주로 분

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편주의 사용으로 툇마루의 폭은 중도리의 위치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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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중도리의 위치

보다 외부 쪽으로 치우친 외편주(外偏柱) 방식과 내부 쪽으로 치우친 내편주(內

偏柱)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내부 공간의 상부가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툇마루를 두기 위해 한쪽 편으로 건물을 확장해 비대칭 지붕을 두는 구성도 나

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조선 중기 이후의 주택과 불전에도 적용되었고, 구조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조선 중기 이후로 많은 건물에서 툇마루를 두는 방식이 확산되며 이러한

구성에 적합한 상부가구의 유형도 새롭게 등장했지만, 첨과 퇴를 구성하는 이전

의 방식이 모두 소멸된 것은 아니다. 개방형 전퇴를 두어 첨하 공간을 넓게 활

용하는 사묘 건축에서는 여전히 전면에 고주를 둔 5량가의 유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3량이라는 구성적 한계로 점차 중심 건물의 상부가구에 사용되는

빈도가 줄어든 퇴량형 3량가의 유형 역시 작은 규모의 가묘 보급을 통해 조선

후기에까지 이어져 보다 다양해진 첨과 퇴의 구성 방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목조 건축의 발생과 함께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첨과 퇴

의 발생과 전개, 조선중기 이후의 변화와 다양한 방식으로의 정착까지의 과정을

필자가 설정한 유형적 선후관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로 새

롭게 등장하는 상부가구 유형을 목조 가구의 구성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를 3량, 5량, 비대칭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퇴

량형 3량가와 편주형 5량가와 같은 세분류의 의미가, 공간과 구조의 조절과정에

서 등장한 합리적 대안으로서 새롭게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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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om(檐) and Toi(退) are the terms of spaces 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Cheom is formed outside 

of the outermost columns which is similar to under the eaves space, and 

Toi is formed inside them. These two spaces are both covered with 

roofs, and they also share common spatial attributes in that they are 

transition spaces between the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of the 

building. For this reason, Cheom and Toi have functioned as major 

elements of the facade in which the main access of architecture takes 

place.

     Cheom is a term that has been shared in East Asian architecture, 

but Toi is a term that is used only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combination of Floor heating system 

named On-dol(溫突) and wooden flooring named Ma-ru(抹樓) became 

common since the mid-Joseon period. A major change in the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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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space made the role of transition space more important, and the 

composition of Cheom and Toi began to be diversified. The installation 

of the floor of Cheom and Toi can be understood as an architectural 

solution of the transition space to cope with the change in the form of 

the interior space. Under these changes, Toi was actively used in 

Korean architecture after the mid-Joseon period, and construction of the 

wooden floor of Toi became a typical form of Korean architectur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origin of Cheom and Toi can be foun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oden architecture in East Asia. Cheom is assumed to have 

occurred with the emergence of ground-based architecture, when the 

roof and walls began to separate. Since the formal development of 

wooden architecture in a more sophisticated way, Cheom has been 

divided into various parts and formed its meaning as a full-fledged 

space. On the other hand, Toi occurred with the construction of wooden 

structures that distinguished the inner columns from the outer columns. 

As such, the occurrence of Cheom and Toi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ve features of the East Asian wooden architecture that support 

the roof through the placement of columns.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 of Cheom and Toi was the process 

of forming a transition space that performs an opening protection 

function and a facade of ceremonial space in the wooden architecture of 

East Asia. These transition spaces were useful in both everyday and 

ceremonial situations, and this utility has led to efforts to progress the 

Cheom and Toi exquisitely.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notable changes in these 

transition spaces began to be observed from mid-Joseon period. During 

the mid-Joseon period, the combination of On-dol and Ma-ru came into 

wide use in many buildings including houses and pavilions. As a result, 

the floor of a building was separated from the ground and installed high, 

and the living style of taking off shoes in the interior space became 

comm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transition became more 

important. During this time the wooden floor of Cheom began to be built 

in houses and a few Buddhist pavi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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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nge of Cheom soon led to a change of Toi. Toi is formed 

inside the columns supporting Cheom which effectively functioned as a 

more stable transition space. As the floor type changed,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 building were more clearly distinguished than before, and 

the role as a transition space was handed over from Cheom to Toi. 

Starting from the mid-Joseon period, the floor type of Toi in ritual 

buildings in which brick panels were installed also appears to be 

gradually replaced by the wooden floor.

     As the use of wooden floor of Toi expanded, the use of wooden 

floor of Cheom began to relatively decrease in size and quantity. The 

general tendency to narrow the width of the eaves that continued into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thought to be a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demand for space has shifted considerably from Cheom to Toi. 

The newly formed wooden floor of Toi was often installed in front of 

On-dol rooms, and the structural response in this area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the roof structure. 

     As the simplest type of roof structure consisting of only two 

columns without inner columns, a side pillar was placed on the lower 

part of the beam to make Toi space in front of On-dol rooms. In this 

case, the width of the limited beam was divided into On-dol room and 

Toi, so there was a limit to securing the minimum width of the wooden 

floor of Toi to be less than one meter. It is thought that the type of an 

additional beam installed on the front of the beam is intende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type, able to secure the most common 

width of 1.2 meters or so, appears to have replaced the existing method 

since the mid-Joseon period.

     On the other hand, where the inner post is formed by the 

composition of columns, the wooden floor was installed in the space 

between the posts and columns. which is the major element of Toi 

space. However, the composition of columns resulted in a limit in which 

the width of the wooden floor of Toi was dependent on the location of 

inner columns supporting the roof structure. In order to control the 

width of the wooden floor of Toi in a more rational way, types of 

columns and roof structur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Joseon 

period seems to have been ch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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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while, asymmetric roof structures to secure wider wooden 

floors of Toi to the front of the building were also observed. This type 

of buildings can be found in various cases, especially in housing and a 

few Buddhist pavilions in the mid-Joseon period, where the use of 

wooden floors in transition spaces appears to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period, asymmetric roof 

structure inside a symmetrical roof was placed on the front and rear 

sides of a building,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 example of a 

continued structural changes in asymmetric column and roof composition 

in an effort to secure sufficient width of the wooden floor of Toi.

     After a series of changes of Cheom and Toi composition until the 

late Joseon period, attempts to achieve rational installation of wooden 

floor of Toi were realized in a diverse types of combination of columns 

and roof structures. These changes were no restricted in a particular 

architectural style, but appeared also in daily living space and 

ceremonial space. Therefore, the study dealing with both living and 

ceremonial spaces is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s in the 

overall period of Korean tradition architecture. These developments led 

to the acquirement of uniquenes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in the wooden architecture tradition of East Asian culture after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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